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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

족 학생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이들의 조선어 어휘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청소

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2언어의 어휘 습득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부분의 어휘 능력 측정 연구는 자가 평가의

형식으로 되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은 조선어를 제2언어

로 하는 한어-조선어 이중언어 학습자이다. 이들은 같은 교육과정

에서 교육을 받고 비슷한 언어 환경에서 조선어를 학습하지만 어

휘 능력의 발달정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어휘 능력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에 대해 규명하고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 조선어 교육의 실태, 어휘 능력의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족과 조선어의 교육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중언어 화자와

이중언어 능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

을 분석하였다. 또한 어휘 능력 측정의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본

고에서 사용할 어휘 능력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Ⅲ장과 Ⅳ장에

서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측

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어휘 능력 영향 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문헌분석을 통해 어휘 능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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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예상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어휘 능력 평가는 REVT어휘

능력 측정지의 문항을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라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독립표본 T검정(One sample T-test), 일원

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

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첫째,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표현어휘 능력과 수

용어휘 능력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수용어휘 능력이 표

현어휘 능력보다 현저히 발달하였다. 둘째, 어종별 어휘 능력과 품

사별 어휘 능력에서는 모두 평균의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이 다른 어

휘의 정답 양상을 볼 때 표기법의 차이로 인해 일부 표현어휘 문

항은 다른 문항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수용어휘 능력의 경

우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넷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을 볼 때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과 3학년의 어휘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헤이룽장 지

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요인과 관련된 특

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어휘 능력에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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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으로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과 같은 5개의 요인이 확인되었

다. 추출된 5개의 요인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표현어

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 모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5개의 요인이 표현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총 50.3%이고, 수용

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66.0%이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

휘 능력의 특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 교육의 현황에 부합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어휘 능력, 계승어, 한국어, 조선어, 제2언어 습득, 요인분석

학 번: 2018-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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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의 총수는 약 740만 명이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포는 약 250만

명으로 재외동포 총수의 약 34%를 차지한다. 그중 183만여 명은 150여

년의 이주사를 거쳐 현재는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조선족(朝鮮族)1) 이라고 부른다.2) 재외동포 수가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국에 있어 재외동포의 언어 교육문제

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박영순(2005), 김호정(2007), 조태린(2010, 2014), 김중섭(2011),

박소연(2012, 2014), 김진호(2012), 정형근(2016) 등 여러 논문에서 언급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조태린(2010)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제대

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문자사용 및 발전 정책에 힘입어 민족

학교에서 계승어3)인 조선어가 교수되고 사용되는 동시에 국가의 공식적

인 언어인 한어4)도 교육되는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1) 중국에서 사용하는 일부 어휘와 개념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말과 다르다. 본고는
중국의 조선족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어휘·개념을 따르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외교부에서 2017년에 반포한 재외동포현황 내용을 참고하였다.
3) 계승어는 지역 사회의 주류 언어와 구별되는 특정 민족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가족을 통해 해당 환경에 노출된다. 조선족에게 조선어는 계승
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국어가 있는데 외국어는 모어나 모국
어가 아닌 제2 또는 제3, 4의 언어이고, 특정한 이유나 목적에 의해 배우게 되는 새로
운 언어이다.

4) 한어는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여러 민족이 사용하는 공용어인 중국어의 의미
로 쓰인다. ‘중국어’라는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서 쓰는 말로서 중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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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 비해 최근

에는 민족학교가 병합·폐교되고 조선족 학생 수도 점점 적어지고 민족언

어인 조선어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5)

보고서에서는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고국의 말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

나 젊은 층에 갈수록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점차 한족사회에 동화되

어 모국어6)를 잊어 가거나 모국어 사용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황을 보여

준다. 하지만 조선어와 한어의 발달은 결코 상충적인 것이 아니고 양자

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조선어 민족교육을 통해 이미 수많은 훌륭한 이

중언어 화자를 길러냈고 현재도 길러지고 있다. 김보경(2011)에서는 이

중언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두 가지의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제2

언어의 발달측면에서 단일 언어 아동과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고 이귀옥·전효정·박혜원(2003)에서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동

이 시기적으로는 언어 발달이 단일 언어 환경보다 지체될 수 있으나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차이가 줄어들다가 5살 무렵에는 차이가 거의 사라

진다고 하였다. 또한 툰머와 해리만(Tunmer & Herriman, 1984:12)에 따

르면 이중언어 환경에서 아동의 인지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중언어 구

사 아동들은 메타언어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Baker, 2006:237에

서 재인용). 재외동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 환경에 노출

되어 있어 일반인보다 이중언어 화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 아니

라, 고도로 발달된 언어 능력을 지닌 이중언어 화자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받은 교육과정과 이주시간, 부모 요인, 언어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의

는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가 포함된다. 본문에서는 ‘한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는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에 발행한 재중동포의 언어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중국의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칭다오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언어능력, 언어의 사용, 언어에 대한 인식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
고 지역에 따른 특성도 고찰하여 본 연구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6) 모국을 1.조국(자기가 태어난 나라)으로 정의하느냐 2.고국(따로 떨어져 나간 나라에
서 그 본국을 이르는 말)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모국어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1
의 정의를 따르면 조선족의 모국어는 중국어이고 2의 정의를 따르면 조선어가 된다.
하지만 조선족 이주 1세의 경우 모국어는 조선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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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요인이나 성격, 학습동기 등 내적 요인에 따라 정도가 다른 이중언

어 화자가 될 수도 있고 모국어와 현지어 중 하나에만 능통한 단일 언어

화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재중동포의 언어 교육에 있어서 풀어

야 할 중요한 문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이중언어 구

사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구안하는 것이다. 조태린(2010)에서도 재외동포

의 계승어 교육은 모국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 방향이 아닌 재외동포의

교육 실정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현재 조선족을 대상으로 조선어-한어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민족

학교는 주로 조선족이 모여살고 있는 조선족 전통 집거지인 동북 3성-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과 신흥집거지인 칭다오(靑

島)에 분포되어 있다. 2010년 중국의 <제6차 전국인구조사> 수치에 따

르면 현재,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조선족 전체 인구

183만 명 중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지린(吉林)이 114만 명, 헤이룽

장(黑龍江)이 39만 명, 랴오닝(遼寧)이 24만 명이고 베이징시, 칭다오시

를 포함한 산둥성, 네이멍구자치구, 허베이성, 톈진시에 나머지 14만 명

이 산재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2001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소수민족 교육과정 관리체계는 개

발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지방과 학교 당국에 이임하여, 학교가 교육과

정의 설계에 일정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한 이

중언어 교육과정은 대체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업은 민족 언어

로 진행하고 따로 한어 수업을 개설하는 A형과 수업은 한어로 진행하고

따로 민족어 수업을 개설하는 B형, 한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민족문화교

본과정(民族文化校本课程)을 따로 개설하는 C형이 있다. 조선족 교육에

서 이중언어교육은 21세기에 들어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린성 정부

에서는 명문으로 ‘雙語人(두 언어를 쓰는 사람) 의 양성을 조선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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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목적의 하나로 세웠고 연변 및 기타 시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전면적

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박금해, 2012).

국립국어원(2012)에 따르면 조선족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은 지역에 따

른 차이를 보이는데, 동북 3성 중 헤이룽장성은 조선어와 한어 두 언어

에서 모두 높은 숙달도를 보였으나 지린성은 조선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숙달도를 보인 반면 한어는 숙달도가 낮았고 랴오닝성은 두 언어 모두

낮은 숙달도를 보였다. 본고에서는 한어, 조선어 두 언어에서 모두 높은

숙달도를 보인 헤이룽장성의 조선족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학생

을 대상으로 조선어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어떠한 요인이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헤이룽장성7)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총 38만 8천 명으로 헤이룽장

전체인구의 1.15%에 불과하여 산재 형태로 거주하고 있지만 중국 거주

조선족 총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조선족 집거 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8)에서 자라난 조선족의 경우 계승어인 조선어를 먼저 배우고 입

학하면서 현지 공용어인 한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데에 비해 조선족

산재 지역인 헤이룽장성에서는 현지어인 한어를 먼저 배우고, 이중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민족어인 조선어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헤이룽

장성에서 조선족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모어는 한어

(중국어)가 되고, 조선어(한국어)는 제2언어가 된다. 본고에서는 모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 습득을 보고자 하므로 조선어가 제2언어인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이 연구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 연

7) 2016년 현재 중국의 동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헤이룽장의 면적은 473,000㎢이고 인
구는 총 3373.1만 명이다. 헤이룽장에 거주하는 민족은 약 10개이고 그 중 인구가 10
만 이상인 소수민족 만족, 조선족, 몽골족, 회족이다(흑룡강성인민정부, 2016).

8)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동부에 위치하여 있다.
조선 말기부터 조선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1955
년 12월에 조선족자치주로 설립되어 조선족이 자체적으로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관리
를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가
운데 조선족이 41％를 차지한다(제6차 전국인구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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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특유의 민족자치제도와 다민족이 융합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러한 이중언어 습득의 환경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하

지만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와 비교하였을 때, 재중동포인 조선족은 조선

어의 발달 수준이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학습 환경에서

자라난 조선족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여 제2언어의 발달 상태를

살펴보고, 제2언어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와 한어 이중

언어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조선족 이중언어 교육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중국 외의 기타 지역의 재외동포의

이중언어 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귀화결혼 후 한국에서 살아가는 31,000여 명의 조선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9)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의 제2언어인 조선어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그들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한어 이중언어사용자의 조선어 어휘 능력

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2. 이중언어사용자의 조선어 어휘 능력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가?

3. 이중언어사용자의 조선어 어휘 능력의 요인분석 결과가 제2언어로

서의 한국어 습득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9) 2011년 6월 30일 현재 출입국 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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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중 재중 동포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김윤주(2018)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현황 조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이고 교수학 측면에서 교육과정(6.1%)과 정책(7.8%)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내용학 연구 측면에서 이중언어(5.3%)에 관한 연구도 매우 부

족하다.10) 또한 교수학, 내용학 측면의 연구도 부족하지만, 학습자 요인

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태도, 동기 등 학

습자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선어 교육 실

태와 이중언어 교육 실태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국립국어원(2012)을

비롯하여 중국의 중앙민족대학교와 연변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

구, 한국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는 학교에서의 민족문

화교육의 실제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이론적인 측

면에서 조선어나 이중언어 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중심

민족 문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것이 전반적인 조선족

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어 교

육의 실태에 있어 대부분이 특정한 지역을 선택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중에서 연변 지역에 대한 연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산재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김윤주(2018)에서도 재외동포

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지역별, 국가별, 언어권별 특이점과 환경을 고려

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10) 김윤주 (2018)는 지난 50년간의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1,238편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크게 ‘연구대상, 교수학 측면, 내용학 측면, 학습자 측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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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재외동포의 이

중언어 실태 연구는 총괄적인 연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

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지만, 재중동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정형근, 2016). 이중언어 교육 실태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소수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한 연구가

많았고 조선어-한어 이중언어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몇몇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특정 도시, 특히 연변 지역에 대한

조사였기에 대표성을 띄지 않는다. 이중언어의 능력과 교육 및 발달 불

균형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선어-한어 이중언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에 관한 조사 중 연구대상이 가장 많고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된 연구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여러 나라의 재외동포

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립국어원(2012)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이중언어

실태 조사’는 재외동포 언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론을 개발 후 이

를 적용하여 재외동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중국, 미국, 일본 등

한 지역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중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립국어원(2012)의 조사연구는 재중동포

들의 조선어와 모국어에 대한 인식, 조선어와 한어의 언어 능력, 상황별

언어사용 실태를 살펴보았고 지역에 따른 특성 및 가족, 연령(세대), 학

력, 성별, 기타 요인(한국방문 및 체류 경험, 텔레비전 시청 등)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 요인과 관련지어 교차 분석

하여 통계값과 사회적인 요인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조

사대상은 조선족의 전통 집거지인 동북 3성과 신흥집거지인 칭다오에 거

주하고 있는 조선족인데, 지역마다 연령층별로 남녀 각각 30명씩 180명

이상을 조사하여, 총 7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본의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조사 질문지는 “제보자에 대한 기본정보 16문항, 조선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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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 및 이해도 18문항, 조선어에 대한 네 가지 기능 능력 4문항, 거

주국 언어(한어)에 대한 네 가지 기능 능력 4문항, 대화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4문항, 언어 습득과 조선어 교육 10문항”의 6부류의 영

역으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에 관한 최근의 연구

는 설은혜 외(2017), 이선미(2016), 주현숙(2015)이 있는데 주로 한·중,

한·일, 한·미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난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의 초점은 대부분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언어 능

력의 영향 요인을 탐구하는 방식에 맞춰져 있다.

설은혜 외(2017)에서는 중국 거주 한국인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발달이 감가적인지 부가적인지 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두 언어의 음

운인식력, 어휘이해력, 문장이해력을 측정하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단일언

어로 사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똑같은 검사를 실행하여 비교하였다.

이선미(2016)에서는 중국의 취학 전 아동의 구문 발달 정도를 관찰하

여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아동의 한국어 발달 양상과 이중언어 환경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선우·탁은선(2014)에서

는 6~7세의 재미동포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장애음을 변별하는

지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해헌(2010)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

용하는 재외동포 아동 2명의 코드 스위칭 현상의 고찰을 통해 한국어 이

중언어의 발달을 측정하였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코드 스위칭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원·최경숙(2008a)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만 5~6세의 아동의 한국어 자발화 2000개를 수집하여

호격 사용 면에서 한국어 단일 화자와 비교하였다. 이귀옥·전효정·박혜원

(2003)에서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 정도,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 다섯 개의 이론 변수를 설정하여 중

국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과 영향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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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처럼 한국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에 관

한 연구는 대부분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에서 어휘 능력의 측정을 통한 이중언어 또는 능력 측정 연구도 활발하

게 이루어졌는데 다음절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주현숙(2015)에서는 이주 혹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한· 일 이중

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의 언어 문제에 주목하여 그들의 이중언어 능

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훌륭한 이중언어 화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모색하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일본 거주 한국인 가정 자녀와 한국

거주 일한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능력 테스트(OBC 회화능력 테스

트) 를 실시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였다. 언어 능력 측정

결과는 부모 요인, 학년 요인, 가정 내 언어접촉 요인 등 면에서 분석하

였다.

이외에 정책의 측면에서 이중언어 교육현황에 대해 검토한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다. 황진영(2012)에서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국내·외 이중언어의 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이중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

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구축 방향(교육과정, 평가 시스

템, 교재개발, 언어 친화적 환경 조성, 교사 유형의 다양화)과 구현형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운영 지원 방안)를 제시하

였다.

중국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 연구는 조선어·한

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위논문 리광

(李光, 2013), 치앙타이(强泰, 2012), 시아잉(夏莹, 2011), 위융후(俞永虎,

2006), 썬잉메이(申英美, 2006), 학술지 논문 위융후(俞永虎, 2006),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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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이슈(朴泰秀, 2010), 황썽티엔(黄胜天, 2011), 추이잉진(崔英锦, 2012),

피아오팅지(朴婷姬, 2012), 찌앙씽하이(姜星海, 2013), 탄밍(覃明, 2015),

짱징화(张京花, 2015)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학자에 의해 이루어

진 이중언어 능력과 발달연구는 객관적인 언어 능력의 측정이 아닌 학습

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중국의 정책을 분

석하고 정책적으로 제의를 한 것이 대부분이다.

리광(李光, 2013)은 연변 지역 조선족 교육의 역사와 소수민족 언어정책

에 근거하여 조선족학교 학생 수의 감소, 교사의 낮은 학력, 교육자원의

부족이라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조선족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

하고 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치앙타이(强泰, 2012)는 랴오닝에 있

는 티에링(铁岭)시 조선족학교의 초등, 중등학생의 이중언어의 능력과 이

중언어 학습에서의 문제점, 교사의 언어 능력, 학력, 교수법에 대해 조사

하여, 이중언어의 발달을 제약하는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시아잉(夏莹, 2011)은 랴오닝에서 조선어-한어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

는 대표적인 지역인 선양시타(沈阳西塔)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능력, 사용 정도,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회언어학의 측면에서 분석하

여 이를 바탕으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제안하였다. 위융후(俞永虎,

2006)는 연변 지역의 이중언어 교육이 소수민족 이중언어 정책에 힘입어

이루어낸 성과와 교육 개혁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사 양

성, 교재 개발 등 측면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썬잉메이

(申英美, 2006)는 소수민족의 이중언어 정책의 측면에서 연변 지역의 이

중언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중언어의 개선방향을 학교

교육의 측면과 학교 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민간교육의 측면에서 제안하

였다.

2.2. 조선어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11 -

그동안 조선족학계와 한국학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조선족 교

육의 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선족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특

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어 교육 실태에

관해 큰 규모로 진행된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

소에서 1998년과 2005년에 출판한 ‘중국조선족학교지’와 ‘중국조선족 학

교현황지’가 있고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재단에서도 2002년에 진행한 조

선족학교 현황에 대해 조사한 ‘중국 조선족 학교 현황’이 있다. 이외에

학자 및 교육자들에 의해 진행된 개인연구가 있는데 중국 조선족의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대표적인 연구로는 윤윤진(2011), 박금

해(2000), 박금해(2008), 정신철(2006) 등이 있다. 한국 학자들의 연구로

는 황기우(2004), 채휘균(2006), 최우길(2012)이 있다. 이 밖에 중국과 한

국의 여러 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되

었던 전반적 또는 부분적 지역 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

들이 다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족의 교육현황과 실태조사 중에서 이론

적인 연구보다 실제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육현황을

고찰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고자 한다.

김수영(2016)에서는 조선족의 신흥집거지인 칭다오시를 중심으로 조선

족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 능력, 언어 의식과

태도, 언어사용 양상, 조선어 수업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여 조선어 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언어사용의 실태에 기초

하여 조선어 교육에 입각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조선어 교육에

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언어 태도, 민족어 교육 목적, 교사에

대한 연구, 학생에 대한 점검 4개 부분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김순희(2014)에서는 중국 조선족 초등학생들의 수업시수의 배정상황

및 언어의 사용 현상을 기반으로 조선어 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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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에서는 초등학교 조선어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생들에 대

한 우리말 언어 태도 수립, 학생들의 조선어 교육의 질적 향상, 조선어

교사의 전공 지식 제고와 교육능력 향상, 학생들의 언어사용 개선방안

등 중국 내 조선어 교육의 변화양상과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해영(2014)에서는 중국이 2001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나서 지방과 학교당국에 상당 부분의 교육과정 개발의 권한이 부여되었

으나, 대부분의 조선족 학교는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

지 못하였고, 많은 선행연구 역시 교육적 실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교 중심의 민족 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김해영(2014)에서는 현재 개발

및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 검토하고 중국의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교육과정 개발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충실·주성림(2014)에서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20대 조선족의 계승어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가정환경, 부모의 계승어 능력, 조선어 사용

환경에 노출, 조선어 능력, 학교를 포함한 외부환경 등 학습자 요인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조귀화(2009)에서는 인터뷰와 수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관찰과 수

집한 문서를 토대로 조선족 이중언어 교육의 실태와 의미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 집거 지역인 연변 지역 학교의 학생과 하얼빈시의

학교의 학생 두 집단을 분석하였고 같은 지역 내에서는 시내 출신 학생

과 근교 출신 학생의 차이를 인식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조선어 교육

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위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권문화(2015)에서는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어-한어 이중언어 교육과정

을 고찰하였는데 수업 방식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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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적 특색과 어울리는 실행 가능한 이중언

어 교육과정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2.3. 어휘 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사용자의 언어 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나카지마(2012:351-353))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중언어사

용자의 언어 능력 측정, 특히 소수언어사용자의 두 언어 능력을 측정하

기란 매우 곤란하다. 그 이유는 이주연령이나 체재기간, 기타 많은 변수

들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여 소수언어든 다수언어든 같은 연령이라도 서

로 다른 수행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균질의 피험자를 모집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중언어 아동을 평가할 만한 표준화 된 테스트

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어휘 능력은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어휘 능력의

측정을 통한 이중언어의 발달 또는 한국어 발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어휘 능력의 진단은 크게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으로 나누어진

다. 질적 접근은 어휘부와 연관된 지식과 어휘부의 정확한 사용 능력과

어휘의 형태, 의미,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파악능력을 보는

것인데 어휘오류를 진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양적 접근은 어휘 능

력을 어휘의 개체수인 어휘량과 연관시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 본고에서 측정하는 부분도 조선어 학습자들의 조선어 어휘량이기 때

문에 양적 접근을 취한다. 양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통일된 검사지를 사

용하여 측정하기에 측정자의 주관이 더 적게 개입이 되어 상대적으로 신

뢰도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양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는 최지영(2019), 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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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광명(2017), 김형재 외(2017), 장선아 외(2014), 미노와 외

(2013), 이정희(2013b, 2014), 신찬양(2012), 김은주(2010)를 볼 수 있다.

최지영(2019)에서는 중국 소재 한국국제학교 고등학생들의 한자어 어

휘 능력이 국내 고등학생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어휘 능

력의 차이를 조성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최지영(2019)에서는 어휘 능력

의 크기와 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어휘 능력의 크기에서는

네이션(Nation, 1990)이 고안한 ‘어휘 수준 테스트(Vocabulary Level

Test: VLT)’를 한국어에 맞게 변용하여 검사지로 사용하였고 어휘 능력

의 깊이에서는 리드(Read, 2000)가 고안한 ‘단어 연상 테스트(Word

Associate Test: WAT)’를 연구자가 한국어에 맞게 변용하여 검사지로

사용하였다.

강정희(2018)는 언어교육원 1~6급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쓰기

에 나타난 어휘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숙달도에 따른 학습자의 어휘 능력

발달과 어휘 사용양상을 살폈다. 강정희(2018)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 구현(Taken)수와 어휘 유형(type)수를 측정하여 어휘의 증감을 수

치화한 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다. 김광

명(2017)은 이론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진단하고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측정 방안 그리고 어휘 능력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에 대해 소개하였고 외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김형재 외(2017)에서는 전일제 영어교

육 경험 유아와 시간제 영어교육 경험 유아 간의 한국어 어휘 능력의 차

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PPVT-R

을 한국어로 개편하여 표준화한 어휘 능력 검사지이다. 장선아 외(2014)

는 문금현 외 5명의 연구자가 개발한 어휘테스트(문금현 외, 2005)를 수

정하여 만든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의 수용어휘 능력 검사와 표현어휘력검사를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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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유학생의 어휘 수준을 측정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어휘 능력

수준, 품사별 어휘 능력 간의 차이, 어종별 어휘 능력 간의 차이, 난이도

별 어휘 능력 간의 차이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노와 외(2013)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단일 언어 아동의 어휘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한국어·일본어 이중언어사용언어와 한국어 혹은 일본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한국어는 REVT, 일본어는

RVT-R 일본어판으로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정희(2013b)에서

는 REVT를 사용하여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4~5세의 재

미동포 53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용, 표현어휘 발달 수준을 진단하고

어휘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재미동포 아동의

어휘 능력과 표현 능력이 같은 연령의 한국 아동보다 평균적으로 1년 이

상 발달이 지체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정희(2014)는 이정희

(2013b)의 후속 연구로 이정희(2013b)의 실험대상이었던 아동 53명 중

39명을 1년의 시차를 두고 발달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2명만이

정상적인 발달을 나타냈다. 신찬양(2012)에서는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

역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다. 어휘 능력 측정 도구는 REVT이다. 김은주(2010)에

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중등 과정에 재학 중인 이중언어사용자

와 일반 학교의 한국인 학습자의 국어어휘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기 위해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중 3등급 어휘를 기반

으로 평가지를 제작하여 어휘 능력을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휘 능력 측정에 대한 연구는 대개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이고 하나는 언어 발달지연 아동의 어휘 발달

을 측정하는 연구이다. 대체로 개발된 기존의 어휘 능력 측정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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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새로운 어휘

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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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선족과 조선어

1.1. 조선족의 형성과 분포

조선족(朝鮮族)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공인 한족11) 외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대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간도 및 중국

각지로 이주해 정착한 조선민족의 후손들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족이라

는 명칭 자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식별사업에 의해 1948년에

만들어져 최근까지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전에는 한국인, 북한인, 조선족

을 모두 조선인(朝鮮人)이라고 불렀다. 중국에서 칭하는 조선족은 조선민

족이고, 한국에서 이르는 재중동포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

국에서 여러 소수민족을 구분 짓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정치적인 개념의

특성이 강하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2년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잔

류한 조선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인

정하기로 하여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성립하였고 55년에 다시 자치주로

개칭하였다. 그 후 1958년에 동북 3성과 내몽골 등 지역에 총 42개의 조

선족자치구역이나 자치향이 성립되었다.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중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으로 주로 동북 3성 즉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

성(黑龍江省)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화 건설에 맞춰 경

제가 발달한 북경, 상해 및 연해주 지역이나 한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2010년 현재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총 183만 명이다.

11) 한족은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 집단으로 중국 인구의 약 92%를 차지한다. 중
국의 기타 55개의 소수민족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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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지린성이 104만, 헤이룽장성이 33만, 랴오닝성이 24만이고, 나머지

는 북경과 상해를 비롯하여 기타 연해주 도시에 분산되어 있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 역사는 19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데, 1845년 청조정부가 동북지방에서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하고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반도 북부에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동시

에 통치계급의 압박까지 더해 대규모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 후 항일

투사들이 항일운동의 근거지를 현재의 중국 동북부 지역인 만주로 하여

이주가 계속되었다. 양싸우쵠(杨昭全, 1992)에 따르면 1929년 중국의 동

북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13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 지린성이 70만 명,

랴오닝 50만 명, 헤이룽장이 10만 명이었다. 1931년 918만주 사변 이후에

는 일제 식민지의 압박으로 인해 이주가 더 가속화되어, 1943년에 중국

동북부 거주 조선인은 163.4만 명으로 늘었고 1945년에는 200만 명을 넘

었다. 그러다 1945년 한국이 광복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조선인

은 점차 한국으로 귀환하여 1953년의 제 1차 인구총조사 때에 중국 조선

족의 수는 111.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중국 지린성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

治州)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으로 2018년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약 74.9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연변 지역 전체

인구의 35.9%를 차지하고 중국 전체 조선족 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

연변 지역은 조선 말기부터 조선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 만주라고도 불렀다. 1955년 12월에 연변은 조선족자치주로 설립

되어 조선족이 자체적으로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실행하

고 있고 한어와 민족언어인 조선어를 동시에 교수하고 사용하는 이중언

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는 함북 방언을 기초로 한 조선말이다. 1869년부터 함경도 지역에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생계의 길을 찾아 떠나간 함경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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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만강을 건너 지린성으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간도 즉 현재의 연변

에 집거를 하였기에 연변에서는 함경도의 방언적 특징이 강하게 남아 있

다. 간도의 이주민들이 사용하던 함경 방언은 백여 년의 시간 동안 한어

를 포함한 현지 타 언어의 영향을 받고 변화를 거쳐 현재 연변말이 되었

고 곧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조선어이다. 하지만 한국에도

여러 방언이 존재하듯이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시 평안도 출신자들은 압록강 건너편인 랴오닝성

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랴오닝성에서는 평안도의 방언적 특징

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초기의 이주민은 주로 간도와 만주 남부 지

역으로 많이 몰려들었지만 1910년 이후로는 점차 간도를 벗어난 훨씬 내

륙인 만주 북부로 이동하였다. 이명희(2002)에 따르면 중국 조선어의 방

언분포는 다음과 같다.

하위 지역 사용하는 방언

헤이룽장성

지둥 지역 함북 방언

수이화와 우창 지역 경북방언

타이라이 지역 경남방언

지린성

연변 지역 함북방언

뚠화 지역 충남방언

쟈오허 지역 전북방언

류우허 지역 경기방언

랴오닝성

선양 지역

평북방언가이센 지역

푸순 지역

<표 1> 이명희(2002:20)의 중국 조선어 방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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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용택(2018)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의 인구 유동이 자유

로워지면서 중국의 조선어는 한 특정 방언 지역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언 지역에 다른 형태로 방언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이명

희(2002)에서 정리한 방언 분포도 조선족이 집거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

부 도시일 뿐이고 그 외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도시의 조선족은 산재 형

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이주민

들이 마을을 이루어 함께 살게 되므로 여러 방언이 섞여, 유입지의 언어

의 특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순화된 새로운 조선어가 형성된다. 헤이룽장

성의 하얼빈시, 치치할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얼빈시와 치치할시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는 억양이나 어휘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

변말보다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서울말에 더 가깝지만 여러 방언의 사투

리가 섞여 있어 언어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여러 지역으로부

터 온 이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언어가 다시 융합되고 변화되고 또 현지

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언어가 새로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2. 조선어규범과 특성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어는 조선인들이 조선반도에서 중국 동북 지역

에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줄곧 사용해 온 언어이다. 하지만

이주 후 정치, 지리, 사회 환경 등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언어에는 새로

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해방 초기에 중국에서 조선말의 교육이나 간

행물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조선어에 대한 규범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4년까지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어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12)을 기준으로 삼았으

나, 1954년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북한에서 제정한 ≪조선어신철자법≫

12) 1933년 당시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으로
표기되었다.



- 21 -

(1948)을 규범으로 정하였고 그 후에도 북한의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조

선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다 1966년에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 잠정안

(초안)≫과 ≪제1차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 의견(초안)≫이 연변자치주

의 명의로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자체적인 어휘 규범화 방안이 제정되었

고 1977년에 북한의 철자법에 따른 중국 조선어 철자법인 조선말규범집

이 제정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말규범집’에서 어휘에 관한 규범을 덧붙

이고, 일부를 가필 수정한 개정판이 만들어졌다. 그 후 1986년 12월에

‘중국조선어 사정위원회’가 성립되어 조선어의 규범화 작업이 더 큰 범위

로 진행되었고 사전, 문법서, 잡지 등 출판물도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그

후 1996, 2007, 2016년에 각각 규범이 재수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1985

년의 ‘조선말규범집’을 따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기본으로 삼아 띄어쓰기, 사이시옷 등 표기법을 수

정한 수정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고, 1988년에 한글학회에서 개정한 ‘한글

맞춤법’13)이 발표되면서 언어의 규범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중 김순녀(2000)는 중국 조선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

립하고 조선어 특유의 어휘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정치, 문화, 관용어 표현어휘를 분석하여 조선어와 한국어가 영향을 갖게

된 원인을 사회적, 심리적, 언어적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 조선어는 근대 한국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중국 조선어는 한국어의 한 방언이다.

셋째, 중국 조선어는 남북한어의 영향보다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넷째, 조선어 어휘에 차용된 대다수 중국어 어휘가 일반 어휘이므로 역사의

13) 한글맞춤법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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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소실된다.

다섯째, 고유어와 한자어 중 한자어의 의미가 변화가 많다.

여섯째,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어 경쟁에서 고유어가 소실되어 간다.

박춘설(2012)에서는 한국어와 조선어 어휘의 차이를 발음법의 차이와

맞춤법의 차이로 분류하고, 역사·지리·사회적 요인과 이중언어로 인한 요

인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강용택(2014)에서

는 중국조선어의 어휘특성을 어휘의 형성 원인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

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 중국조선어에 대한 한어의 영향

§ 중국조선어에 대한 조선어(북한)의 영향

§ 중국조선어에 대한 한국어의 영향

§ 중국조선어 자체의 언어규범의 영향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조선어의 어휘적 특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조선어의 어휘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차이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중국조선어와 한국어는 공통으로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언어규범의 변화와 정

치,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현재는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도 있다.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 어휘 차이의 원인은 크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

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은 곧 중국조선어 자체

의 언어규범으로 인한 특성이고 외부적인 요인은 한어의 영향, 북한 조

선어의 영향, 한국어의 영향과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리밍

지(LI MINGJI, 2002:23-49)는 중국조선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의미는 같

으나 형태가 다른 경우,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경우, 중국조선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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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쓰이는 어휘, 현대 한국어에서만 쓰이는 어휘’ 네 부류로 나누었는

데 본고는 이러한 차이의 분류에 따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차

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리밍지(LI MINGJI, 2002)의

논의에 따라 아래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첫째는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경우이다. 어휘의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경우는 언어 규범에서 표기법이나 발음규정과 표준어 사정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원래 같은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언어 규범의 변화에 따라 형태나 발음이 달라진 것이다.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어휘는 다시 표기는 다르나 발음이 같은 경

우, 표기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경우, 표기도 발음도 다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표기는 다르나 발음이 같은 경우는 표기법 규정의 차이이

다. 예를 들면 사이시옷의 표기에 관해, 중국조선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

기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발음대로 적는 것을 규정하였기

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표기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경우는 발음 규정의

차이이고, 표기도 발음도 다른 경우는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발음도 달

리한 것이다. 표준어 사정과 관련된 차이는 원래 방언어휘였던 것이 북

한 문화어로 등장하면서 중국 조선어에서도 표준어로 받아들여진 경우이

거나 중국에서 사용하는 문자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외국어를 차

용할 때 다른 한국과 다른 표기 방식을 취한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

으로 본고에서 정리한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어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분류 원인
한국어와 조선어 대조

한국어 조선어

ㄱ. 표기는 다르나

발음이 같은 경우

표기법의

차이

날짜 날자

깻잎 깨잎

<표 2>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어휘(LI MINGJI, 200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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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어휘는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와 접촉하면서 변화와 차용을 거친다. 어휘의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국 조선어와 한어가 접촉하면서 한국어를 기

준으로 보았을 때 어휘의 의미가 첨가되었거나, 한국어보다 뜻의 폭이

줄어 의미가 축소되었거나, 의미가 이동하여 달라진 것이다. 형태는 같으

나 의미가 다른 어휘는 다음과 같다.

곤란하다 곤난하다

ㄴ. 표기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경우

발음 규정의

차이
넓다[널따] 넓다[넙따]

ㄷ. 표기도

발음도 다른 경우

표기법의

차이(두음법

칙)

여자 녀자

차용어 (외

국어

표기법의

차이

페이지 페지

ㄹ. 표준어 사정과

관련된 차이

문화어를

표준어로

인정

야채 남새

중국어의

언어간섭(문

자와 발음의

차용)

초등학교 소학교

다른

외국어의

차용

컵(영어) 고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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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중국 조선어에서만 쓰이는 어휘이다. 중국 조선어에서만 쓰이

는 어휘는 신조어도 있고 차용한 어휘도 있는데 주로 신생사물을 기록하

기 위해 필요에 따라 새로 지은 이름이나, 방언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하

여 사용하는 어휘, 또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과 정치 문화적 환경

에서 만들어진 어휘이다.

분류 어휘 한국어에서의 의미 조선어에서의 의미

ㄱ. 의미의

확대
긴장하다

마음을 조이고 정신

을 바짝 차리다

해결하기 어렵

다, 공급이 넉넉

하지 않다

ㄴ. 의미의

축소
마당발

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

람

볼이 썩 넓어 바

닥이 평평하게

생긴 발

ㄷ. 의미의

이동
고등학교

중학교와 대학교 사

이의 기관

대학교와 전문대

학

<표 3>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어휘(LI MINGJI, 2002:50-70)

분류 어휘의 유래 조선어 어휘 의미

ㄱ. 고유어

신생사물에 따

라 새로 만든

어휘

사과배

연변에서 재배된

사과와 배의 결합

체

방언어휘를 사

용

날래 빨리

어마이 어머니

<표 4> 중국 조선어에서만 쓰이는 어휘(LI MINGJI, 20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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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현대 한국어에서만 쓰이는 어휘이다. 현대 한국어에만 쓰이는

어휘는 광복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휘이다. 고유어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

는 어휘가 새말로 정착된 단어이고 차용어는 일본, 중국, 서양 등 다른

나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어휘인데 신생 사물이나 정치, 문화,

경제 분야의 전문 어휘가 많다.

　이상 리밍지(LI MINGJI, 2002)에 따른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어휘에

어떤 차이가 있고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3. 조선족의 교육 현황

ㄴ. 차용어

한어 어휘를 조

선어 한자음으로

차용

과문
교과서에서 제목에

딸린 글

한어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
치포(旗袍）

중국 만주족의 전통

옷

분류 어휘의 유래 한국어 어휘

ㄱ. 고유어
관용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어휘

새치기

새내기

ㄴ. 차용어

중국어 차용 가구(家口)

일본어 차용 핵가족(核家族)

영어 차용 스트레스(stress）

<표 5> 현대 한국어에서만 쓰이는 어휘(LI MINGJI, 2002: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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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에 있어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는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왜 재외동포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 하고, 어

떻게 이중언어 교육을 할 것인가는 이중언어 교육을 논함에 있어 명확히 할

문제이다. 1980년 중반까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등장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2000년에 들어선 후로는 재외동포가 주 관심대

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박희양 외, 2007). 하지만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와 철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는 것은 분명하다. 조태린(2007)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재외동포 한국

어 교육의 목표를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신장 또는 모국과의 연계 강화, 재

외동포의 현지 적응 및 동화 지원, 국가 또는 민족의 자산 관리, 세계 시민

교육 또는 한국 언어문화의 세계화’의 4가지로 나누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도 교육의 대상인 재외동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

점이다.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왜 가르쳐야 하고, 왜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재외동포의 현지에서의 더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국인 한국이나 현재의 모국과의 연계 혹은 세

계시민으로서 자산 차원에서 이중언어 화자의 양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

니라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해나가고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1. 조선족의 교육과정 및 유형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전까지 조선족의 이중언어교육은 중국의 우월

한 민족정책으로 인해 훌륭한 교육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

후 사회적 구조가 변동하면서 조선족의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들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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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 학

교교육과정 3급의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이로써 교육과정 개발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지방과 학교 당국에 이임하여 각 학교에서는 국가의 통일

적인 소수민족 교육 정책을 따르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의 제정에 일정

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1986년부터 중국에서는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0년이 지난 1996년에는 ‘9년 의무교육제도’가 전국

적으로 보급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기초교육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중학교) 3년, 고등교육(고등학교) 3년으로, 총

12년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선족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수업은 민족 언어

로 진행하고 따로 한어 수업을 개설하는 A형, 수업은 한어로 진행하고

따로 민족어 수업을 개설하는 B형, 한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민족문화교

본과정(民族文化校本课程)을 따로 개설하는 C형이다. 동북 3성 중 조선

족자치주(朝鮮族自治州14))인 연변 지역의 조선족 학교는 전 교육과정 민

족어인 조선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어 수업을 개설하는 A형에 속하고

기타 산재 지역의 일부 조선족학교는 A형에 속하지만 교과과정에 따라

점차 A에서 B로 전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 교육개혁이 대거로 진

행된 이후 조선족의 교육은 제도화와 규범화를 거쳐 많은 성장을 이루었

고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갖추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조선족 교육에 존재하는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 교사 부족 문제,

민족 언어의 상실 등 문제 등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1.3.2. 조선족 학교의 분포 및 운영 현황

14) 자치주(自治州)는 중국의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로 행정적 지위는 시(巿)에 해당한
다. 자치주제도는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역을 소수민족이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10일 현재, 중국은 30개의 자치주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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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삼성 전역에서 조선족학교가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포 구조를

보이고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인다. 과거에는 1촌1교(一村

一校)의 학교분포가 일반적이었지만 농촌의 도시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분포가 종식되었다.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 연구소에서 편찬

한 ‘중국조선족학교지’는 중국의 모든 조선족학교를 기록하였는데 1998년

에는 중국 조선족학교의 수가 1000여개였으나 2005년 편찬된 현황지에는

450여개로 감소하였고, 2018년 현재 동북삼성의 조선족학교 수는 200개

미만이다. 하지만 이들 조선족 학교의 분포는 중국 당국의 교육에 대한

자원배치 균형화제도가 도입되면서 보다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분포망이

형성된다. 집거지 연변의 경우 최대 도시인 연길에 조선족학교가 대거

집중되어 있고 기타 현시는 도심에 2~5개씩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

변을 제외한 지린성의 기타 산재 지역은 장춘, 백산, 지린, 매화구, 통화

등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 지역마다 도심에 학교가 1〜2개씩 분포되어 있

고 과거의 농촌학교들은 이미 폐교되었거나 분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교들도 현재는 학생 몇 명만으로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상

황이다. 헤이룽장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선양시는 유일하게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선양시의 경우 도심 속 조

선족타운의 흥성으로 인해 조선족학교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다. 선양

지역은 서탑조선족타운을 중심으로 서탑조선족소학교와 심양조선족제6중

학교가 있는데 소학교의 규모가 재학생 800여 명인데 이는 산재 지역 단

일소학교 가운데 학생의 규모가 제일 큰 학교이다.

1.3.3. 조선어 교수학습 현황

현재 산재 지역의 조선족학교의 경우 한족학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집거 지역의 경우 한족학생들이 대거 조선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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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물지만 산재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족학

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헤이룽장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족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한족학생의 수가 증

가하면서 조선족 학생의 비율이 한족학생보다 더 적은 학교도 있다.

조선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변교육출판사에

서 개발에서 편찬 및 출판까지 전담하였다. 하지만 각 지역의 조선족학

교들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학교 자체의 자율적인 교재선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학교들마다 조정을 하였다. 교재 사용에서 조선족학교와

보통학교의 가장 큰 차이이라면 한어와 조선어문, 음악 등 조선족학교만

을 위한 전문 교재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은

그동안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한어버전의 교재를

번역해서 제공하였고, 기타 지방교육과정은 한어로 된 것은 한어버전의

교재를, 조선어로 된 것은 조선어버전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

만 번역한 교재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지역

의 학교들에서는 조선어교재와 보통학교에서 사용하는 한어버전 교재를

동시에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조선어교재를 제외

한 모든 교재를 한어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어떤 지역의 경우 한

어교재만 한어버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연변교육출판사의 조선어

버전 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입시시험에서 조선어가 한어보다 훨

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1.3.4. 조선족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최근의 조선족 교육은 정부의 교육지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의무교육 균형 발전과 의무교육 단계 학교 표준화 건설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입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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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환경 개선을 촉진하였다. 특히 ‘국가가 민족교육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

다’(국무원(國務院, 2015)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각 지역의 민족교육에 대

한 투입도 강화되었다. 동북삼성 조선족학교들은 똑같은 성격의 조선족

의 학교교육이고 중앙정책에 적용이 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부로부터 각 성(省)정부와 교육청, 지방교육당국의 관리체제에 소속

되어 있는 종적인 관계이다. 또한 조선족학교는 민족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내려오는 각 성의 민족사무위원

회와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족 교육을 비롯한 민족교육의 행정지

원체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로 인해 각 지역은 예산지원,

교사임용, 입시 관련, 교육과정계획 등 정책의 책정에 있어 일정한 자주

권을 갖고 각 성 교육행정은 국가가 제정한 정책을 관통하여 현지에 맞

는 정책을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김혜영, 2018).

2. 이중언어 화자와 이중언어 능력

2.1. 이중언어 화자

이중언어(bilingual)는 단일 언어(monolingual)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그런 상황’이란 의미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중언어적(bilingual)은 이중언어(bilingualism)와 비슷하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중언어적은 개인의 언어 심리적, 사회 심리적 상황을 가리키

는 반면, 이중언어는 사회 언어학적 개념으로,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언

어 집단의 상황과 다언어 정책의 토대가 되는 주장을 의미한다(나카지

마, 2012). 해머스·블랑(Hamers & Blanc, 1995)은 이중언어를 이중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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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용성(bilinguality)과 이중언어의 상용(bilingualism)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언어의 상용성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한 개 이상의

언어부호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상태이고, 이중언어는 이중언어

의 상용성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언어 상용자가

되어 두 언어가 접촉하게 되는 언어 공동체의 상태도 공히 지칭한다. 웹

스터 사전에서는 2개언어상용자(bilingual15))를 ‘모국어 화자처럼 두 언어

특히 구어를 사용하는 사람, 특히 두 언어를 모국어 화자와 같은 제어능

력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2개언어상용

(bilingualism16))은 ‘계속해서 두 언어를 구두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제1언어(L1, First Language)와 제2언어(L2, Second Language)는 학

습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언어의 사전적 정의로는 ‘자신의 모어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는 언어(Crystal, 1999)’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

라 특정 단계에서 제1언어 다음에 습득되는 언어(Swann 외, 2004)’가 있

다. 여기에서의 제2언어는 외국어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제2언어이

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외국어와 구분된 좁은 의미의 제2언어를 사용하

고자 한다. 스턴(Stern, 1972)은 외국어와 제2언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 비토박이어가 학습되고 사용되면 제2언어

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국가 혹은 국경 밖의 한 언어 공동체를 참조하여

비토박이어가 학습되거나 사용되면 외국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제2언

어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인 지위나 인정된 기능을 가지고

15) 1 : having or expressed in two languages.
2 : using or able to use two languages especially with equal fluency.
3 : of or relating to bilingual education. (www.merriam-webster.com)

16) 1 : the ability to speak two languages.
2 : the frequent use (as by a community) of two languages.
3: the political or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two languages.
(www.merriam-web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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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에 외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조태린(2007)에서는 제2언어를 기

원, 능력, 기능, 특징(인접성과 필수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정의하고 있

다. 즉 제2언어란 기원적으로는 제1언어(모어) 다음에 배우는 언어이고,

능력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언어이며, 기능적으로는 새롭

고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개로 사용하는 언어, 인접성에서는 제1언어 다

음으로 쉽게 접하는 언어, 필수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습하고 사용해야

하는 언어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제1언어와 제2언어를 비교했을 때,

제1언어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처음 접한 언어이고 모어일 가능성이 높

으며, 숙달도가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제2언어는 제1언어 다음에 배우는

이차적인 언어이고, 모어가 아닌 외국어일 가능성이 높으며 숙달도도 L1

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새롭고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개로 사용하는 언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이중언어 화자의 유형

이중언어 화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해머스·블랑

(Hammers& Blanc, 1995)는 6개의 기준- 양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따

라, 인지 조직에 따라, 습득 연령에 따라, L2 공동체의 존재 여부에 따

라, 2개 언어의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 집단 구성원 및 문화 정체성에 따

라 2개 언어의 상용성에 대해 보다 전면적인 분류를 하였다.

차원 설명

A. 양 언어를
구사하는 능

1. 균형적 2개언어상용성

2. 지배적 2개언어상용성

LA/1 능력=LB/2 능력

LA/1 능력>혹은< LB/2

<표 6> 해머스·블랑(Hamers& Blanc, 1995:21-22)의 2개 언어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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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의 분류기준 즉 이중언어

력에 따라 능력

B. 인지 조직
에 따라

1. 합성적 2개언어상용성

2. 대등적 2개언어상용성

LB/2 단위와 동등한 LA/1
단위=한 개의 개념 단위

LA/1 단위= 개념 단위 1

LB/2 단위= 개념 단위 2

C. 습득 연령
에 따라

1. 유년기 2개언어상용성

(a)동시적

(b)연속적

2. 청년기 2개언어상용성

3. 성인기 2개언어상용성

10/11세 이전에 LB/2 습
득

LA와LB=모국어

L1=모국어, 11세 이전에
L2 습득

11-17세 사이에 L2 습득

17세 이후에 L2 습득
D. L2 공동체
의 존재 여부
에 따라

1. 내성적 2개언어상용성

2. 외인적 2개언어상용성

L2 공동체의 존재

L2 공동체의 부재

E. 2개 언어
의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

1. 가산적 2개 언어상용성

2. 점산적 2개언어사용성

LA/1와 LB/2가 사회적으
로 수용→인지적으로 유리

L1 대신에 L2 수용→인지
적으로 불리

F. 집단 구성
원 및 문화
정체성에 따
라

2개 문화적 2개언어상용
성

L1 단일 문화적 2개언어
상용성

L2 문화 변용적 2개언어
상용성

탈문화적 2개언어상용성

2중의 구성원이자 2개의
문화정체성을 지님

LA/1 구성원이자 그 문화
의 정체성을 지님

LB/2 구성원이자 그 문화
의 정체성을 지님

애매한 구성원으로 무질서
한 정체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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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숙달도가 어떠한지, 인지조직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지, 환경이 감산적

으로 작용하는지 가산적으로 작용하는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이중언

어 화자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준은 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숙달도)에 따라 균형적 이중언

어 화자와 지배적 이중언어 화자로 나눌 수 있다. 균형적 이중언어 화자

란 두 언어의 숙달도나 언어의 사용 정도가 비슷한 수준의 이중언어 화

자를 가리킨다. 반면 지배적 이중언어 화자는 제1언어의 숙달도가 제2언

어보다 지배적으로 높고, 언어의 사용 측면에서도 제1언어가 훨씬 많다.

하지만 균형적 이중언어 화자라 하더라도 두 언어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시 고도로 발달된 이중언어 화자와 제한적인 이중언어 화자로 나눌 수

있다. 커민스는 이중언어 상태와 인지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문지

방설’을 제기하였는데 상위의 문지방과 하위의 문지방을 넘었느냐에 따

라 이중언어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두 언어 모두 상위의 문지방

을 넘을 경우 고도로 발달된 이중언어 화자가 되고, 한 언어만 상위의

문지방을 넘었을 경우 부분적 이중언어가 되고, 두 언어 모두 하위의 문

지방을 넘지 못했을 경우 한 언어만 능숙한 제한적 이중언어 화자가 된

다.

둘째 기준은 각기 다른 언어의 인지조직 공유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가 같은 인지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각각 다른 인지조

직이 있는지에 따라 합성적 이중언어 화자와 대등적 이중언어 사용자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등이나 합성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개념의 정의 자체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다. 두 언어를 동시에 접하고 익힌 ‘동시형 이중언어’가 합성적인 체계를

가지고, 한 언어를 먼저 익히고 나중에 다른 한 언어가 추가되는 ‘순차형

이중언어’가 대등적인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웨인라이치(Weinreich, 1993)는 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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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이외에 ‘종속적 이중언어사용자’라는 개념을 더 추가하여 이중언어

화자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대등적 이중언어사용자

는 두 명의 단일 언어사용자의 역할을 하고, 복합적 이중언어사용자는

개념적 수준에서 두 언어를 통합하며 종속적 이중언어사용자는 한 언어

는 우세하며, 우세하지 않은 언어는 우세한 언어의 단어들을 통해 통역

되고 배우게 된다고 한다. 언어 기저 공유설의 지지자인 커민스(Cumins

는 ‘2언어 상호의존의 원칙’을 주장하였는데 두 언어가 전혀 관계없이 존

재한다는 ‘분리 기저 능력 모델(SUP, Separate Underlying Proficiency)’

과 언어는 별개지만 심층적인 면에서 공유한다는 ‘공유 기저 능력 모델

(CPU, Common Underlying proficience)’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념과 인

지면의 전이에서 커민스는 빙산을 예로 표면층에 드러난 언어는 두 개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심층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지면은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해머스·블랑(Hammers & Blanc, 1995:140-141)는 이중언어

사용자의 두 언어에 관한 기억이 독립적이냐, 하나의 복합체이냐의 견해

에 따른 ‘개별적 기억가설(Independence memories hypothesis)’모형과

‘상호의존적 저장가설(Interdependence store hypothssis)’ 모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적 저장 모형’은 언어 내

부의 행위와 언어 간의 행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

고 있고 ‘개별적 저장 모형’은 이중언어 화자가 두 언어에서 다르게 반응

한다거나 언어의 전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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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머스·블랑(Hammers & Blanc, 1995:141)의 공통저장 모형과

개별저장 모형

<그림 2> 커민스(Cummins, 1981:23-24)의 분리 기저 능력 모델(SUP)과 공유

기저 능력 모델(CPU)

셋째 기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가산

적 이중언어 화자와 감산적 이중언어 화자로 나눌 수 있다. 이중언어의

습득은 사회, 문화,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랑드리·앨러드

(Landry & Allard, 1992)는 ‘감산적 이중언어 상태’, ‘가산적 이중언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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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중언어 상태의 특징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

다. 이 모델은 언어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차원, 사회 심리적 차

원, 심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세 개 차원의 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

여 감산적·가산적 이중언어 형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차원에는 ‘언어 집단의 활력(EV)’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는데, ‘언어 집단

의 활력’은 ‘민족 언어적 활력’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부뤼스·테일러

(Bourhis & Taylor, 1977)가 어떤 민족 언어 집단의 행동에 나타나는 사

회 심리적 과정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관련시켜 양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주관적 민족 언어 활력’과 ‘객관적 민족 언어 활

력’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민족 언어 활력은 심리적 요인의 일부이고

‘객관적 민족 언어 활력’은 사회적 요인의 일부이다. 랑드리·앨러드

(Landry & Allard, 1992:521)에서는 사회적 차원, 사회 심리적 차원, 심

리적 차원, 언어사용 4개의 범주로 구분한 가산적·감산적 이중언어 사용

의 결정 요인에 관한 거시적 모델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

적 차원에는 인적 자원,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문화적 자원을 포함

시켰고, 사회 심리적 차원에는 두 개의 언어의 접촉 네트워크, 대인관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매체를 통한 접촉, 교육적 지원을 포함시키고, 심

리적 차원에는 적성, 능력, EV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있다. 다시 말해

두 언어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두 언

어의 접촉에서 모어 혹은 소수언어가 존중되고 있는지, 교육적으로 지원

을 받고 있는지 EV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에 따라 학습자는 균형적인

이중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일 언어사용자나 우세 이중언어 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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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랑드리·앨러드(Landry & Allard, 1992:521)의 가산적· 감산적

이중언어사용의 결정 요인에 관한 거시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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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 능력과 측정

3.1 어휘 능력과 발달

3.1.1 어휘 능력의 개념

제2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어휘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거론된 바가

있다. 네이션(Nation, 1990), 이선미(2007)에서는 어휘 능력은 모든 언어

능력의 근간을 이루고 문어와 구어 능력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어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명확한 의미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김광해

(1995)에서도 어휘 능력은 한국어 교육학의 여러 하위 분야와 가장 밀접

하게 연결되어있는 부분이고, 어휘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과정에서

실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규명한 바가 있다. 조현용(2000)에

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의사소통에서 겪는 문제 중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어휘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이처

럼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휘 능력’과 ‘어휘력’은 학자에 따라 의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

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

다. 예컨대 김광해(2008)에서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에 대해 어휘력은 어

휘의 양적인 능력에 대한 개념으로, 어휘 능력은 어휘의 질적인 능력에

대한 개념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어휘 능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

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어휘력’으로

특별히 명시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어휘 능력’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어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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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광해(2008)에서는 어휘 능력을 양적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었는데, 양적 능력은 ‘의미에 관련된 중요한 양상의

일부라도 알고 있는 단어의 수를 나타내는 지식의 폭’을 나타내고, 어휘

의 질적 능력은 ‘단어 및 그것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어느 정도로 깊이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해의 깊이’로 보고 있다. 김광해

(1993:305-306)에서도 어휘 능력을 양적 어휘 능력과 질적 어휘 능력으

로 나누어 보고 질적 어휘 능력을 다시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어

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로 나누었다.

1. 양적 어휘 능력- 어휘의 양

2. 질적 어휘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1). 단일 어휘소의 의미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

3). 단어의 多義性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公義關係, 反意關係

2). 共起關係

어휘 능력에 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제시한 이영숙

(1997:201)은 김광해(1993:305-306)에서 제시한 어휘 능력의 구조를 기초

로 어휘 능력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

다.

1. 양적 어휘 능력 - 어휘의 양

2. 질적 어휘 능력

2.1 언어내적 지식

<표 7> 이영숙(1997:201)의 어휘 능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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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1997)에서도 어휘 능력을 양적 어휘 능력과 질적 어휘 능력으

2.1.1 선언적 지식

2.1.1.1 형태에 대한 지식

2.1.1.1.1 발음과 철자에 대한 지식

2.1.1.1.2 단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

2.1.1.2 의미에 대한 지식

2.1.1.2.1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에 대한 지식

2.1.1.2.2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2.1.1.3 통사에 대한 지식

2.1.1.3.1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

2.1.1.3.2 연어 관계(cllocation)에 대한 지식

2.1.1.3.3 호응에 대한 지식

2.1.1.4 화용에 대한 지식

2.1.1.4.1 상황(situation)에 따른 사용의 제약에 대한 지식

2.1.1.4.2 단어의 사용 효과에 대한 지식

2.1.2 절차적 지식

2.1.2.1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수행적 정보에 대한 지식

2.1.2.2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

2.1.2.3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에 관한 지식

2.2 언어외적 지식

2.2.1 단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2.2.2 단어에 관한 일화적 기억 (episodic memory)

2.2.3 단어의 원어에 대한 지식

2.2.4 단어의 어원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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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양적 어휘 능력은 어휘에 대한 지식의 정도

와 상관없이, 일부라도 알고 있는 어휘의 총수, 즉 어휘의 양을 의미한

다. 질적 어휘 능력은 어휘의 형태, 의미, 화용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언

어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식의 깊이이다. 어휘의 형태에 대한 지

식은 다시 발음과 철자, 단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휘의 발음과 철자에 관한 지식은 어휘의 기본형과 활용형, 파생형에

대한 지식이고, 단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어휘를 이루고 있는 단위와

단위의 결합에 관한 지식이다. 어휘의 형태에 관한 지식은 어휘의 인지

및 분석뿐만 아니라 특정 형태를 통해 어휘를 변별하는 데 필수적인 지

식이다. 어휘의 의미에 대한 지식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의미관계도 포함한다. 즉 사전에서 제시하는 어휘의 사전

적 의미 외에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여 유의적 관계, 반의적

관계, 상위-하위 관계, 부분-전체 관계를 가지는 단어와의 관계와 차이

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단어의 사용에 대한 지식

은 표현의 과정에서 단어의 기능과 사용에 대한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절차적, 조건적 지식으로, 필요에 따라 알맞은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는 능력이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의 의미 파악에 대한 지식은 이해의 과

정에서 단어의 의미 처리 과정에 대한 수행적 정보와 행동의 목록에 대

한 지식 및 문맥적 정보, 단어의 구조, 참고 자료의 이용 등 단어의 의미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지식이다.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깝고, 표현 효과가 큰 어휘를 빠르고 효과적

으로 선택하는 것에 관련된 절차적 지식과 텍스트 속의 단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적 지식이 포함된다. 어휘의 화용에 대한 지식

은 단어의 기능과 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 적절하고 효과적인 단어의

사용, 상황에 적절한 단어의 의미 파악,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에 대

한 지식을 포함한다. 단어의 기능과 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에 대한 지

식에는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 연어의 관계에 대한 지식, 단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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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지식,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의 제약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

된다.

어휘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 리차즈(Richards, 1976)는 어휘부

자체 또는 다른 부문의 관계망에 대한 지식을 어휘 능력으로 보는 관점

을 취하고 있다. 리차즈(Richards, 1976:83)는 어휘 능력의 개념을 아래의

여덟 개 가설로 표현하였다.

1. 모국어 화자의 어휘 능력은 문법 지식과 달리 성인기에도 지속적

으로 확장된다.

2. 어휘를 안다는 것은 대화나 인쇄물에서 그 단어를 마주칠 확률을

안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알고 있는 어휘가 어떤 종류의 단어와 잘

결합되는지도 안다.

3.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다양한 기능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용의 제

약이 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단어와 관련된 통사적 쓰임을 안다는 것을 의

미한다.

5. 어휘를 안다는 것은 기본형과 기본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파생

형에 대한 지식을 수반한다.

6. 어휘를 안다는 것은 연상 관계에 대한 지식을 수반한다.

7. 어휘를 안다는 것은 의미적 가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어휘를 안다는 것은 연관된 다양한 다른 의미를 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리차즈(Richards, 1976)는 어휘를 어휘부 자체 또는 다른 부문의 관계

망에 대한 지식을 어휘 능력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좀 더 나아

가 네이션(Nation, 2001:27)은 어휘를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내적 지식을 형태, 위치, 기능, 의미에 따라 정리하고 수용어휘 능력과

표현어휘 능력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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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구어
수용: 그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표현: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어
수용: 그 단어가 어떻게 보이는가?
표현: 그 단어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어(語)
형성

수용: 그 단어는 어떤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표현: 의미를 나타내는 데 그 단어의 어떤 부분이 필
요한가?

의미

형태와
의미

수용: 그 단어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표현: 그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단어 형
태가 사용되고 있는가?

개념과
지시물

수용: 그 단어의 개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표현: 그 단어의 개념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연상
(聯想)

수용: 그 단어는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표현: 그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문법적
기능

수용: 그 단어는 어떤 문형에서 나타나는가?
표현: 그 단어는 어떤 문형에서 사용해야 하는가?

연어
(連語)

수용: 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
표현: 그 단어와 함께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상
제약

수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가?
표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
는가?

<표 8> 네이션(Nation, 2001:27)의 어휘 능력의 구성요소

네이션(Nation, 2001:27)은 어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어휘 능력

이라고 보고 형태, 의미, 사용 세 가지 측면에서 어휘를 정의하였다. 형

태는 구어와 문어, 어형성을 포함하고, 의미는 형태와 의미, 개념과 지시

물, 연상으로, 사용은 문법적 기능, 연어, 사용상 제약으로 구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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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수용어휘이냐 표현어휘이냐에 따라 분류하였다. 네이션

(Nation, 1990)은 어휘 능력을 정의함에 있어 어휘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 시켰는데, 어휘를 아는 것을 넘어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도 어휘 능

력이라고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구본관 외(2014:55-58)에서는 어휘부의 구조를 참조하여 어휘 능력의

구성요소를 ‘어휘 능력의 속성’, ‘어휘 단위’, ‘어휘들 간의 관련성’, ‘개별

어휘에 대한 질적 능력’, ‘어휘 사용의 양상’ 다섯 개 측면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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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별 기준 구체적 능력

어휘 능력의 속성

어휘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어휘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적절하게 사용(규범

적 사용과 창의적 사용 포함)할 수 있는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 인

식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휘 단위

(양적 능력 포함)

단어보다 작은 단위(파생 접사, 어미 등)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단어에 대해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가?　

단어보다 큰 단위(관용구, 속담, 연어 등)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휘들 간의

관련성

(어휘부의 거시

구조)

어휘 관계(반의 관계, 동의 관계, 상하위 관계 등)

를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휘 체계(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잘 알고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개별 어휘에 대한

질적 능력

(어휘부의 미시

구조)

개별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감각적인 특성(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가?

개별 어휘의 음운, 형태, 의미, 화용과 규범에 대

해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개별 어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식(백과사전

적 지식, 문화적인 지식 포함)이 충분한가?

어휘 사용의 양상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차이를 잘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구어와 문어 어휘의 차이를 잘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표 9> 구본관 외(2014:58)의 어휘 능력에 대한 관점에 따른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구본관 외(2014)는 위의 표와 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어휘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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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를 세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어휘 능력의 통합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어휘 능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다.

이상의 이론을 종합할 때 어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어휘 능력의 분류도 달라지고,

영역에 따라서도 어휘 능력의 분류가 달라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에 따라 양적 어휘

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보유하게 된 단어의 양’으로, 질적 어휘

능력은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으로 정의한

다. 또한 본고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어휘 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보유하게 된 단어의 양’인 양적 어휘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1.2 어휘 발달의 과정

3.1.2.1 학령기 이전의 어휘 발달

유아가 어휘를 습득하는 원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블

룸(Bloom, 1993)은 상관성원리(principle of relevance), 변별성원리

(principle of discrepancy), 확장성원리(principle of elaboration)를 제기했

고 메이크와 로버트(Mace & Roberts, 1993)는 반응의 효율성원리

(principle of response efficiency)를 더 추가하였다. 상관성원리란 아동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휘를 배우게 되기에 아동이 처음으로 학습한 어

휘들은 아동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반영된

다는 것이다. 변별성원리란 아동은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변별할 수 있어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의사소통 상대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확장성원리란 정신적 표상이 확장되며 이를 표현할 언어

도 확장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응의 효율성원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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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의사소통할 때 의도를 표현할 상징체계를 결정해서 사용하는데,

점차 가장 효율적인 체계인 말로 표현하고 여러 어휘 중에서도 가장 효

율적인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영태, 2002). 언어발달의 초기

에는 빠른 어휘 확장을 위해 아동의 기억 속에 이미 존재하는 의미 범주

에 따라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는 빠른 의미연결 전략이 사용된다(Clark,

1995; Clark, 2004). 아동들은 새 낱말을 배울 때 이러한 범주화 과정에

서 과소 일반화(inderextension)와 과잉 일반화(overextention)를 거쳐 차

츰 이러한 실수가 줄어드는 단계에 접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의미

연결로는 성인기의 관습적인 의미의 일부만 습득하게 된다. 호프(Hoff,

2005)에 따르면 아동기 어휘 발달은 음운 체계에 대한 지식의 증가, 단

어 학습에 대한 내적 제약의 작동,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발달 등과 같은

아동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대화에 노출되는

말의 양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넬슨(Nelson, 1973)에 따르면 어휘 발달은 첫 낱말 시기에는 천천히

이루어지다가 50단어를 습득한 시점 또는 18개월 전후에 낱말 학습 속도

가 급격히 증가하는 낱말 급증(word burst, word spurt), 낱말 폭발

(word explosion)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같은 시기에 이

러한 낱말 급증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어휘 발달 속도에 있어

서 개인차가 나타나는데(Bates et al, 1995), 아동의 어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김영태 외(2009:12)에서는 다음의 <표 10>과 같이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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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SES) Fenson et al.(1994)

입력된 말의 질(어휘 다양성) Weizman & Snow(2001)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정도

Tamis-LeMonda et
al.(1998)

함께 제시되는 문맥의 정보성 Weizman & Snow(2001)

외부

요인

동시 주의집중(joint attnetion)
능력

Carpenter et al.(1998)

음운기억(phonological
memory)

Gathercole et al.(1992)

성별 Huttlenlocher et al.(1991)

<표 10> 아동의 어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김영태 외, 2009:12)

김영태(2002)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에 낱말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아동

들은 어휘를 산출하기 전부터 어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생후 20개

월쯤에 50〜100여 개의 낱말을 산출하고, 300개가 넘는 어휘를 이해할

수 있으며, 5〜6세에는 약 13,000개의 표현어휘를 습득하고 6〜7세경에는

수용어휘의 수가 약 20,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3.1.2.2 학령기 이후의 어휘 발달

학령기가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어휘 습득은 주로 직접적인 교수나 문

맥으로부터의 의미추출, 형태론적 분석 등의 세 가지 주요 원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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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습득은 공통적으로 메타 언어적인 능력에 의존한

것으로 방대한 양의 어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아동들은 대화 상황에서 입력을 통해서만이 아닌 읽기와 같

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어휘를 습득한다. 이상의 과정에서 어휘를

많이 습득한 아동은 읽기 활동에서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할 수 있고, 읽

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어휘 능력은 더 신장된다. 이러한 메타 언어적

능력 발달과 광범위한 읽기를 통해 청소년기 이후에도 새로운 어휘에 대

한 지식 습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학령기 이후 청소년기에는

의미론적으로 어려운 어휘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점진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교육적 경험을 통해 학령전기 자발화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완전하

게 이해되지 못했던 어려운 어휘들을 습득한다. 골드버그(Goldberg,

1991)는 언어발달 초기에 자발화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익숙한 동사의 의

미가 아동기 중반 8〜9세까지도 완전하게 습득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특히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닌 낱말들이나 간접적인 의미를 가진 말

들, 주장·예측 등을 나타내는 메타 언어적 동사나 추론, 가정 등의 메타

인지적 동사, 가능성이나 정도를 타나내는 부사들은 학령기 이후 청소년

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어휘 확장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고 이 시기의 의미론적

발달은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성, 나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폭넓게

변화한다. 이 시기에는 낱말의 정의나 관련성이 보다 정교하게 의미에

근거해 조직화 되면서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순

하고 일상적인 낱말의 발달은 아동기 후기 이후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

으나 어려운 낱말과 관련된 어휘 능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꾸준한

향상을 보이고, 60세 이상의 노년기가 되면 노화로 인해 낱말을 찾고 회

상하는 정확도나 속도에 있어서 점차 퇴보하게 된다(김영태 외,

2019:12-13).

어휘 발달은 의미론적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구문, 읽기 등 다른 언

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휘 발달과 언어 능력과의 관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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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배소영 외(1999)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어휘 습득의 과정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휘가 모여 구문 구조를 이루고, 내

용이 담긴 어휘에 의미와 문법적 요소가 부가되는 문법 형태소를 붙여

어휘는 점차 세련화 되어 간다. 또한 신용진(1981)에 의하면 어휘는 문

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로서 문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어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보다 문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였다. 어휘 발달과 구문발달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어휘의 발달과 구문의 발달이 서로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으로 통

일되었다.

이처럼 어휘 능력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관통하는 언어 능력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학습자

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자 가장 기

본적인 방식이다.

3.1.3 이중언어 화자의 어휘 발달

앞서 2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중언어 화자의 언어발달은 여러 환경과 조

건의 제약에 따라 발달의 정도가 상이하고 단일 언어 화자의 어휘 발달

보다 훨씬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중언어교육은 하나

의 언어와 문화가 형성되는 환경에 있는 언어 형성기에 있는 만 2~15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언어 형성기는 만 9~10세를 분기점으로 다시

형성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언어의 습득은 두 언어를 동

시에 습득하는 ‘동시형 이중언어 습득’이 있고 먼저 제1언어를 익힌 후에

추가적으로 제2언어를 습득하는 ‘순차형 이중언어 습득’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습득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나카지

마(2012)는 이중언어의 습득이 일반적으로 ‘모문화’, ‘구어체’, ‘읽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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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독해 능력·작문 능력’, ‘추상적 개념과 추상적 어휘’ 순으로 진

행되고 습득의 순서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화살표

는 언어 영역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발달한다.

[그림 4] 나카지마(2012:31)의 연령에 따른 언어와 문화의 습득

나카지마(2012:31)에 따르면 아동이 어휘를 배우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만 2세 전후인데 이에 앞서 모문화부터 익힌다. 만 2~8세는 말하기

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특히 만 2~4세는 매일 어휘가 늘고 표현이 늘어난

다. 만 4세부터는 읽기 능력이 싹트고 만 6~8세는 초등학교 전반기로 말

하기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여 읽기와 쓰기의 기초능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 언어 형성기의 전반에는 양과 질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언

어가 더 발달하게 되기에 두 언어 접촉의 균형이 중요하다. 언어 형성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독해 능력·작문 능력과 추상적 개념, 추상적 어휘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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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형성기 후반에 이중언어를 쓰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단일

언어사용자의 언어 발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어휘 능력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언어 형성기 후반에는 심

리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언어의 발달이 완화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한

연구를 볼 때 대부분의 이중언어 아동은 어휘 발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노와(2013)는 한국어-일본어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

로 REVT를 사용하여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이중언어 환경의 아

동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능력이 모두 단일 언어 환경의 아동보다

낮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미취학 아동의 한국어와 중국어 발달을

관찰한 설은혜 외(2017)는 이들의 제1언어에는 지체가 없고 제2언어에

지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소정 외(2009)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일반아동에 비해 어휘 능력의

지체를 보인 아동이 50%였다고 보고한다. 황상심·정옥란(2008) 또한 다

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어휘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하게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어휘 능력을 측정한

유승애(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4세, 5세일 때

는 일반아동에 비해 6~12개월의 지체가 있었지만 6세의 경우 일반 아동

과 비슷한 발달을 보인다고 한다. 황상심(2009)은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의

수는 일반가정 아동의 발달규준보다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미단

(2009)는 3~6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놀이

상황에서 자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전체 낱

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에서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유의미

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최지영(2018)은 중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국어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국내 고등학생에 비해 양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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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능력과 질적 어휘 능력에서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김은주(2010)는 이중언어 사용자와 일반 중학교의 단일 언어 학습자

의 어휘 능력을 측정한 후 비교한 결과 이중언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대부분이 초등학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중언어 학습자는 어휘 발달에서 지

체를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반 아동과 비슷한 발달 수준을 보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 아동에 비해 언어의 발달이 지체된 결과를 보인 경

우가 더 많다. 이처럼 이중언어 사용자의 어휘 발달은 그중 한 언어의

어휘 능력만을 두고 볼 때 단일 언어사용자의 어휘 발달에 미치지 못한

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동선 외(2016)에서도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용어휘 능력

평가에서 이중언어 화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언어에 대한 어휘 능력 측정

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언어 화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검사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두 언어 능력을 모두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2 어휘 능력의 측정

3.2.1 어휘 능력의 측정도구

어휘 능력을 양적 어휘 능력과 질적 어휘 능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듯

이 어휘 능력의 측정도 양적인 측정과 질적인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적 측정의 방식으로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어휘 능력의 양적 측정은 질적 측정에 비

해 검사가 용이하고 객관성이 강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인의 이중언어 어휘 능력의 양적 측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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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테스트 형식은 일반적으로 선다형 문항, 단어와 대응하는 정의

혹은 동의어와 연결하기, 목표어를 L1나 L2로 번역하기, 측정자가 해당

단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자가 판단하기 등이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

에서 이루어진 어휘 능력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중요성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진행된 연구도 대부분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영어 모어 화자나 이중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어휘의 양적 측정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유로센터 어휘 크기 테스트(Eurocentres

Vocabulary Size Test, 이후 EVST로 약칭)이다. 유로센터 어휘 크기 테

스트(EVST)는 단어 만 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테스트인데 피험자

가 단어를 보고 알고 있는지 여부를 ‘예/아니요’의 자가판단 형식으로 진

행된다. 하지만 피험자가 자신의 어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고려

하여 제시되는 단어의 3분의 1은 ‘단어가 아닌 단어(non-word)’인데 이

를 선택할 경우 오답으로 간주하여 어휘 능력 측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EVST는 어디까지나 자가판단에 의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자가판단이 아닌 입증이 가능한 방식의 응답을 사용하는 어휘 능력

의 양적 측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네이션(Nation, 1983)이 개

발한 후 수정을 거쳐 발전된 도구인 어휘 수준 테스트(Vocabulary

Levels Test: VLT, 이후 VLT로 약칭함)이고, 어휘의 질적 측정에 있어

서는 리드(Read, 1993)가 고안한 단어 연상 테스트(Word Associate

Test: WAT, 이후 WAT로 약칭함)가 많이 사용되었다. VLT는 문항에

서 주어진 정의에 부합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WAT는 목표어

의 동의어나 연어를 찾는 방식인데 두 테스트 모두 다양한 연구에서 어

휘 능력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신뢰도와 타

당성이 높은 테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검사도구이다. 어휘의 양적 측정에

서 VLT 대신 ‘어휘 크기 테스트(Vocabulary Size Test: VST)’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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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이 도구는 네이션(Nation, 2006), 네이션·베글라(Nation &

Beglar, 2007)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들의 영어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VST는 짧은 문맥과 함께 목표 단어를 제

공하고 4개의 선택지에서 목표 단어에 맞는 정의를 고르는 방식으로 구

성된다. 베글라(Beglar, 2010)에서 VST의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이후 다

양한 연구에서 피험자의 어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최근의 VST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중언어 VST를 개발하는 방향인데 즉 단어에 대한 정의를 피험자의

모국어로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전산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어휘의 질적

측정에서는 WAT 대신 웨시·파리바크(Wesche& Paribakht, 1996)가 고

안한 ‘어휘 능력 스케일(Vocabulary Knowledge Scale: VKS)’을 사용하

는 연구들이 있다. VKS는 수용 어휘뿐만 아니라 생산 어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다. VKS의 장점은 단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부

터 시작하여, 목표 단어를 문맥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까지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인의 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REVT(수용·표현어휘력검사)이다.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16세 이상

의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 능력 평가지이다. 이 검사지는

수용어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REVT-R)와 표현어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Expressive: REVT-E)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수용어휘검사의 진행

방식은 네 개의 보기그림 중에서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는 방

식이고, 표현어휘검사는 피험자가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산출하게 하

여 평가한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REVT는 고안된 후 다

양한 연구에서 어휘의 양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 있는 테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검사도구이다.

이외에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 능력 측정 도구에는 어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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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표현 능력에 초점을 둔 공식적인 검사로 김영태·김혜란(1995)의

‘그림어휘력검사(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최성규(2002)의

‘한국표준수용언어어휘력검사’, 아동용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

(Korean version-Boston Naming Test for Children: K-BNT-C)’가 있

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어휘 능력 검사의 대부분은 언어병리학에

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장애가 있는지, 언어 발달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하여 이들 검사로는 이중언어나 다중언어

화자에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

분의 어휘 능력 검사 도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등학생이나

성인의 한국어 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는 REVT 외

에는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2.2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은 앞서 소개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휘 능력 측정도구는 김영태 외(2009)

가 개발한 REVT(수용·표현어휘력검사)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어휘의 발달은 아동이 태어나 언어를 듣고 이해하기 시작해서부터 성

인기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16세

이상의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 능력 평가지인데 10년을

거쳐 개발되었다. 이 검사지는 수용어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REVT-R, 이하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

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Expressive: REVT-E,

이하 표현어휘검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수용어휘검사의 진행방식

은 네 개의 보기그림 중에서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는 방식이

고, 표현어휘검사는 피험자가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산출하게 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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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방식이다. REVT는 초안 개발- 그림 제작- 예비검사- 표준화 검

사- 문항조정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고 표준화되었다.

초기 검사문항은 다음 표에서 제시된 한국어 어휘와 관련된 문헌 연구

를 통하여 검사 연령에 적합한 어휘로 선정하였다. 어휘를 선정할 때 문

헌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어휘 난이도와 품사비율, 사용빈도 등을 고려

하였다. 초기 검사문항 선정 시 참고한 문헌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저자(연도)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2000)
교과서 어휘의 조사단위 연구: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상순(1995)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실태 조사
연구: 3,4학년 ‘읽기’교과서를 중심으로

김영태 외(1995) 그림어휘력검사

김정우(1999)
초등학교 저학년 어휘 분석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제6차 교육 과정 1,2학년

국어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흥규·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사용 빈도의 분석1

김희진(1990)
중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학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오미정(1999)
국어의 기초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신체

영역의 어휘를 중심으로

이연섭·권경안·정인실(19
8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연구(1)

이영자(1993)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어휘에 관한 조사
연구: 3,4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를

<표 11> 김영태 외(2009:19) REVT 초기 검사문항 선정 시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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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외(2009:19-45)에 의하면 REVT는 그림을 이용하여 목표어휘

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림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초기 검사문항에 선정된 어휘들을 나타낸 그림들에 대

하여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10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타당도를 평가

하도록 하였고 타당도 검사대상자의 80%이상에서 상위 2위 안에 포함되

지 못했거나,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하를 나타낸 그림들은 제외하거

나 재제작을 의뢰한 후 다시 연구자들이 모여 그림의 타당도에 대한 검

증절차를 거쳤다.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2차례의 예

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세

아동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대상자 중 아동들은 신체나 정서, 인

지 발달에 이상이 없는 언어발달이 정상이라고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성

인의 경우 언어나 인지장애를 경험한 적이 없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문항 선정 및 2회의 예비검사를 거쳐 검사가

제작된 이후에는 검사의 표준화절차가 진행되었다. 본 검사의 규준 설정

을 위한 표집대상은 2세에서 59세의 일반인들로 표집은 연령, 성별, 지

역, 그리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

동들의 경우 보호자나 교사 등으로부터 신체,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이상

이 없고, 청각, 시각 및 언어발달이 정상이라고 보고된 아동들로 한정하

였다. 성인의 경우 장애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

력을 가진 성인들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을 조정하였고 최종 문

중심으로

이충우(1992)
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과 교육용어휘 선정을 중심으로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

조철원(1996)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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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선정은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370개의 문

항으로 2세부터 성인기까지의 수용 및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REVT

검사문항이 개발되었다.

3.3. 이중언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

언어의 습득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이다. 일반적으로 단일어 화자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순

한 편이고, 언어 발달의 수준에도 큰 편차가 없이 대부분이 비교적 높은

숙달도를 성취하게 된다. 이중언어 화자는 이와 달리 제1언어는 단일 언

어 화자처럼 높은 숙달도를 성취할 수 있지만, 제2언어는 발달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성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고도로 발달

된 이중언어 화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이중

언어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습자의 능력과 교

육을 연구함에 있어 제2언어의 발달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언어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피어슨(Pearson, 2007)은 이중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언어

의 입력, 언어의 위상, 문해 활동에서의 접근성, 가족 요인, 지역사회의

역할’ 5개로 종합하였다. 피어슨(Pearson, 2007)은 언어의 입력 요인을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는데 언어의 입력이 다시

언어사용으로 이어지고, 언어의 사용은 더 많은 언어의 입력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어의 위상 요인은 이중언어 중 다수언어의 경우 방

송매체나 지역사회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지만 소수 언어

의 경우 언어의 위상에 따라 언어가 사용되는 정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

이다. 세 번째는 문해 활동의 접근성인데 즉 책이나 신문, 잡지 등 인쇄

물을 통해 받은 입력은 읽기능력으로 이어지고, 읽기능력의 신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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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어의 입력을 가능해지게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가족 요인인

데 가족 요인에는 이주상태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있다. 이주상태

는 이중언어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사용패턴을 결정짓고, 가정의 사회경

제적 수준에 따라 소수언어와 다수언어의 가치에 대한 지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지역사회의 역할인데 지역 커뮤니티에서 언어의 학

습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주는지가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사회, 문화, 인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이중언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랑드리와 앨러드(Landry&Allard, 1992)는 이중언어 상태의 특징에 관한

거시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언어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차

원, 사회심리적 차원, 심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세 개 차원의 각 요인들

이 상호작용하여 언어의 사용에 영향을 주고 감산적·가산적 이중언어 형

태를 만든다. 사회적 차원에는 인적 자원,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문

화적 자원이 포함되었고, 사회 심리적 차원에는 두 개의 언어의 접촉 네

트워크, 대인관계(가정, 학교, 지역사회), 매체를 통한 접촉, 교육적 지원

이 포함되었고, 심리적 차원에는 적성, 능력, 언어집단의 활력(EV)에 대

한 이해와 태도가 있다. 다시 말해 두 언어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지

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두 언어의 접촉에서 모어 혹은 소수언어가

존중되고 있는지,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EV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에 따라 이중언어의 사용양상이 달라지고 이중언어의 발달도 달라

진다는 것이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학습자의 조선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을 고

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피어슨(Pearson, 2007)과 랑드리·앨러드(Landry

& Allard, 1992)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요

인을 선정하였다. 이중언어 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언어

적 요인과 비언어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연구별로 구체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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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3.3.1. 언어적 요인

이중언어의 발달 문제에서 언어적 요인, 즉 제1언어와 제2언어의 관계

를 다루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분리 기저 능력 모델

(SUP)과 공유 기저 능력 모델(CPU)을 제기한 커민스는 이중언어의 발

달에서 ‘2언어 상호 의존의 원칙(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principle)’을 주장하고 있는데 즉 두 언어가 심층적인 면에서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커민스는 이를 빙산에 비유하였는데, 제1언어와

제2언어가 표면층에 드러난 두 개의 분리된 빙산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

로는 하나의 기반을 갖고 있는 빙산인 것처럼 인지나 학력 등은 결국 하

나라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언어 간에 전이가 가능하다는 ‘언어 발달의

상호 의존 가설(developmental interdependent hypothesis)’17)을 제기하고

커민스(Cummins, 2007)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2 언어가 5가지 영역- ‘개

념적 지식, 각종 전략, 의사소통 양태, 특정 언어 요소, 음운 지식’에서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커민스의 이론에 따르면 공유하는

개념적 지식과 특정 언어 요소에 따라 어휘 능력에도 전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중언어의 어휘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별개의 시스템에

축적되어 처리된다는 설’과 ‘공통된 처리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설’ 이 있

다.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어휘 능력 사이의 상관성이나 전이에 대한 선

행연구는 리메이징(李美静, 2001), 미나미(Minami, 2002), 파주헤시

(Pajoohesh, 2007), 설은혜·김영주(2017), 최지영(2017)이 있다.

리메이징(李美静, 2001)은 일본의 중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국어·

17) 학교나 주위 환경에서 언어를 접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게다가 그 언어를 학습할
충분한 동기가 있으면 학습자가 언어를 매체로 하여 받은 수업을 통하여 신장된 언어
의 능력은 언어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커민스가 주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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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중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중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한다. 미나미(Minami, 2002)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어· 영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두 언어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두 언어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였는데 일본어와 영어의 언어적 유추에 있어 강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파주헤시(Pajoohesh, 2007)는 계승어 프

로그램으로 페르시아어를 배운 페르시아어· 영어 이중언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영어에서 페르시아어로 전이가 일어났음이 발

견되었고 학습에 필요한 기술인 어휘 능력의 깊이가 제2언어에서 제1언

어로 전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설은혜·김영주(2017)는 중국에 거주하

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학령기전 한국인 아동을 대상으

로 각 언어의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두 언어의 발달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지영(2017)은 중국에서 자란 한

국어· 중국어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어휘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휘에서 전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

였다.

3.3.2. 비언어적 요인

이상에서 이중언어 어휘 능력에의 언어적인 영향 요인과 관련된 논의

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비언어적 요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

다. 비언어적 요인은 다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는데 개인 요인은 일반적으로 연령, 이주시기, 체재기간, 성격, 심리적 태

도, 학습 욕구 등이 있고 환경 요인은 심리·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다.

개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같이 교차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아 나누어

보지 않고, 연구대상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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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화자의 어휘 능력 영향 요인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영향 요인을 탐구한

연구는 주로 아동의 연령과 이주연령, 어머니의 연령과 한국어 능력, 가

정 언어의 사용을 포함한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김정은 외(2014), 정미란(2016), 박화윤·조진희(2012) 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발달과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연령을 들었는데 아동이 성장

하면서 수용·표현어휘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중언어의

영향 요인에서 체재기간, 이주연령 등 요인을 검토하는 연구도 많으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는 거리가 멀어 생략하기로 한다.

주현숙(2015)에서는 한국어·일본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도쿄거주 한

국인 가정과 서울거주 한일가정의 두 언어 능력을 측정한 결과 모어능력

과 이주연령, 독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계승어의 접촉량을 영향 요인으

로 꼽았고 김정은 외(2014)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발달의 영향

요인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 부모의 교육 정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꼽

았다. 오소정 외 (2009)는 한국거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을 검

사한 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한국 거주 년 수, 어

머니의 한국어 능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

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어머니의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을 꼽은 연구로 황상심(2008), 이수정 외(2008), 정미란

(2016), 김은혜(2017) 등이 있다. 어머니의 한국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

어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어휘 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들의 연구결과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에 영

향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과의 문해 상호작용, 양육행동을 꼽은 연구

는 박주영(2013), 김보연(2013), 박혜경(2014), 이수연(2015),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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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혜지(2018)가 있다.

다음으로는 해외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중언어를 사용하는 해외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영

향 요인을 고찰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지역사회의 지원,

심리적 요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정희(2013)에서는 한국어를 계승어로 학습하고 있는 재미동포 아동

의 수용·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어휘 능력 발달의 영향 요인을 탐구

한 결과 가정에서의 계승어 사용 환경과 계승어 사용 비율이 정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미국 거주 기간 및 어머니의 연령이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한다. 오(Oh, 2003)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가

정 아동의 한국어와 영어 어휘 능력을 보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을 1년간 관찰하고 두 언어에서의 수용·표현어휘 발달과 한국어 문법 및

억양 발달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영향 요인으로 가정환경을 꼽았다.

또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소수

언어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정에서의 사

용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아 외(Jia 외, 2014)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어나 한국어를 계승어로 학습하는 이중언어화자의

어휘 능력을 조사하고 언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고찰한 결

과 가정에서의 언어사용을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모리와

칼더(Mori & Calder, 2017)는 일본어·영어 이중언어사용 미국 거주 고등

학생의 두 언어 어휘 발달 및 영향 요인을 조사한 결과 계승어인 일본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은 ‘일본어책 읽기’와 주사용 언어, 자녀의 일본어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고 한다.

이 밖에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본 연구로는 지(Jee, 2018)와 모리·칼더

(Mori & Calder, 2015)가 있는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강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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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동기와 자기 효능감과 정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지역 한국인 커뮤니티의 지원, 직업적 이유, 목표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언어의 발달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중언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은

언어적 요인과 비언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연구대상이 어떤 이중

언어 사용자인가에 따라 연구해야 할 영향 요인도 다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이주 경력이 없는 조선족 고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이주연령, 나이

등 요인을 제외하기로 하고 선행연구 중 세 번 이상 유의미하다고 밝힌

요인을 관찰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개인 요인이 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회 환경적 요인이나 정치

경제적 요인은 분석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선정한 관찰할 어휘 능력 영향 요인은 제1언어 능력 요인, 학습태도

및 의지 요인, 언어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언어의 사용과 입력 요인

이다. 최종 선정한 요인 및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요인 이론/ 연구결과 연구

언어
적
요인

제1언어
능력

‘2언어 상호 의존의 원칙(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principle)
Cummins(2007)

L1어휘가 L2 어휘 및
읽기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Verhoeven, L.&
Leeuwe, J.
(2008)

어휘 능력의 깊이가 제2언어에서
제1언어로 전이하고 있다.

Pajoohesh, P.
(2007)

이중언어의 수용어휘 능력에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李美静（2001),

<표 12>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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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두
언어의 어휘 능력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Minami（2002)

이중언어 아동의 어휘 능력의
발달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설은혜·김영주(2

017)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어휘에서
전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최지영(2017)

비언
어적
요인

학습태도
및 의지

가정에서의 계승어의 사용을
지지하는 태도가 수용·표현어휘

발달에 중요하다.
Oh(2003)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강한
흥미, 높은 동기와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다.

Jee(2018)와
Mori &

Calder(2015)

학습 동기, 신념 및 의지가 L2
어휘학습의 성취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필수 요인 중 하나이다.

(Yang & Lau,
2003).

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계승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수용·표현어휘 발달에 중요하다.

Oh(2003)

자녀의 계승어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어휘 능력에

작용한다.

Mori &
Calder(2017)

목표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어휘 능력에 영양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Jee(2018)

언어의
사용과
입력

가정에서의 계승어 사용 환경과
계승어 사용 비율이 언어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정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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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이중언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제1

언어 능력, 학습태도 및 의지, 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의 사용과

입력 4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중국 헤이룽장 지역

의 한어-조선어 이중언어 학습자의 특별한 교육, 지역, 가정환경을 고려

하여 제2언어의 발달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탐색하기

위해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을 수렴하여 설

문지를 구성하고 차후 분석을 통해 요인의 범주를 재설정한다.

4개의 요인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하위변인을 설정하고 설문지 문

항을 구성하였다. 이중언어 학습자는 모두 각각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어 학습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 다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다수언어이자 현지어인 한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소수언어이자 민족 언어인 조선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화자의 어휘 발달의 양상을 파악하고 어휘 발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

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의 실제적

인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정에서 부모가 계승어를
사용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수용·표현어휘 발달에 중요하다.

Oh(2003)

가정에서의 언어사용이 어휘
능력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Jia et al.(2014)

계승어 책 읽기가 어휘 능력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Mori &
Calder(2017)

가정에서의 주사용 언어가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Mori &
Calde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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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어 어휘 능력 측정 및 분석 방법과

절차

1. 연구도구

본고의 실험에서 사용할 도구는 REVT(수용·표현어휘력검사)이다. 이

검사지는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수용어

휘검사의 진행방식은 4개의 보기그림 중에서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

을 고르는 방식이고, 표현어휘검사는 피험자가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산출하게 하여 평가한다. REVT는 10여 년동안 검사문항 개발, 검사그림

제작, 예비검사, 본 검사, 신뢰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370개(수용과

표현 각각 185개)의 문항을 가진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개발되었다.

REVT를 통해 검사대상자의 어휘 능력 지체 여부를 포함한 어휘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언어발달 장애 아동의 어휘 능력,

이중언어 환경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

서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조선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에도

적합하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자는 조선어를 제2언어로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어휘 테스트의 문항을 아래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을 측정

하고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헤이룽장 지역

조선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언어의 사용, 언어의 인식에 대해 측정하

고, 연구대상의 기본적인 정보 및 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이중언어 능력의 예상 요인을 종합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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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용과 표현어휘 능력 측정 도구

앞서 1장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VT를 통해 검사

대상자의 어휘 능력 지체 여부를 포함한 어휘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REVT는 언어발달 장애 아동의 어휘 능력,

이중언어 환경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본고

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중국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은 중국어

를 모어로 하지만 동시에 제2언어로 조선어를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REVT는 중국 조선족 이중언어 화자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에도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습자와 한국

어 모어화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에 기존의 검사지를 사용하기에 연

구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

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라는 특성에 따라 REVT 문항

을 수정하여 시험지를 재구성하였다. 본고의 측정대상은 고등학생이기에

연령대는 15세~20세이다. REVT 지침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측정 대

상의 연령에 따라 시작 문항이 다르다. 표현어휘검사의 경우 연령에 따

라 시작문항을 결정하는데 2세-4세는 문항 1, 5세-6세는 문항 16, 7세-9

세는 문항 46, 10-12세는 문항 91, 13세 이상은 문항 121부터 시작한다.

수용어휘검사의 경우 먼저 진행한 표현어휘검사에서 설정된 시작문항번

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REVT 검사지침서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측정

자는 121문항부터 시작하여 측정하면 되지만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한 연령대의 문항을 추가하여 10-12세

의 시작문항인 문항 100번~185번을 기초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추출한 문항은 수용어휘 문항 75개 표현어휘 문항 75개, 총 150문

항이다.

이상의 절차에서 추출된 어휘 능력 측정 150문항의 실제 난이도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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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를 보기 위해 한국어교육 전문가 6명이 문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

였고 그림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 헷갈리기 쉬

운 문항으로 평가되는 문항은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문항은 수

용어휘 문항 59개와 표현어휘 문항 60개 총 119개 문항이다. 어휘 리스

트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현어휘 수용어휘

1 으시대다 31 내장 1 비집다 31 폭우

2 침몰되다 32 어류 2 낭독하다 32 후각

3 이끼 33 화폐 3 타박상 33 모발

4 구조하다 34 사물놀이 4 관현악 34 업신여기다

5 맺히다 35 사선 5 원예 35 부식되다

6 찡그리다 36 해조류 6 노쇠하다 36 빈궁하다

7 산봉우리 37 단 7 지혈하다 37 야위다

8 관광객 38 약도 8 광야 38 궤짝

9 소매 39 인종 9 만발하다 39 우뢰

10 가열하다 40 새기다 10 청중 40 쌀겨

11 호수 41 빚다 11 묘목 41 게슴츠레하다

12 수확하다 42 수상하다 12 그을리다 42 질책하다

13 강연하다 43 골절되다 13 기슭 43 군의관

14 견인하다 44 관측하다 14 신봉하다 44 강탈하다

15 난초 45 명절날 15 파종하다 45 가무

16 장례식 46 안내하다 16 박멸하다 46 방적하다

17 괴다 47 밀림 17 미닫이 47 절경

18 안전하다 48 궤도 18 굽다 48 피뢰침

19 울퉁불퉁하 49 테두리 19 번뇌하다 49 긍휼

<표 13> 최종 추출 문항 어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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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실시방법은 우선 표현어휘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수용

어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표현어휘 능력의 목표어휘별 질문형태는

어휘의 품사를 단서로 제공하는 질문이었다. 목표어휘가 사물명사인 경

우 ‘이게 뭐예요?’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수용어휘 능력검사 방법은

검사자가 네 개의 보기그림을 보여주고 목표어휘를 제시해주면 검사대상

자가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2. 설문조사 문항

설문지는 언어 능력과 언어의 사용, 언어의 인식에 대해 측정, 연구대

상의 기본정보 및 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본 연구는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자가 설정한 예상 요인

다

20 평화롭다 50 고고학자 20 매몰되다 50 맹금류

21 빙산 51 가파르다 21 영장류 51 주검

22 통역관 52 오염되다 22 외향적 52 투항하다

23 어지럽다 53 가뭄 23 조정하다 53 편종

24 탑승하다 54 성장하다 24 사색하다 54 봉화

25 경주하다 55 무기 25 용해시키다 55 도정하다

26 체포하다 56 타원 26 잉태하다 56 탈고하다

27 공연하다 57 양념 27 상쇄하다 57 산적하다

28 지피다 58 피곤하다 28 다사롭다 58 산재하다

29 매표소 59 질기다 29 독특하다 59 시시덕거리다

30 성묘 60 꿈틀거리다 30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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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에서 학령기 재외동포아동 및 청소년, 다문

화가정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국제 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요인을 종합하여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제1언어 능력, 학습태도 및 의지, 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의 사용

과 입력에 관한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하위 세부 요인은 헤이

룽장 지역 조선족 학생의 환경 특수성을 고려하고 설정하였다. 설문지

문항과 대응하는 관찰 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다.

문항번호 요인 세부 요인

12-1, 12-3
제1언어 능력
요인

한어로 된 설명글의 이해능력

12-2
조선어를 한어로 번역 및 표현하는

능력
12-4

학습 태도 및
의지

조선어에 대한 호기심

12-5
새로 배운 어휘 사용에 대한 즐거움/

성취감

15-1 적극적인 조선어 사용의 태도

15-5, 15-6,
16 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어휘 및 언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5-3 민족 언어에 대한 자부심

11

언어의 사용과
입력

양육자와의 언어사용

13-1, 13-2,
13-3, 15-2

일반 상황의 언어사용

14-1, 14-2,
14-3

특수한 상황의 언어사용

19-1, 19-2,
19-3

조선어(한국어) 방송 시청 시간

20-1, 20-2, 조선어(한국어) 독서량

<표 14> 관찰 요인 및 하위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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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싶은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 통제할 요인을 설정하

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아래의 통제 요인에 따라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의 경우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제할 요인은 다음과 같

다.

통제 요인은 즉 교육수준, 부모의 국적, 조선어 학습 기간, 이주 경력,

한국방문 경험 및 체류 기간이다.

학습자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생으로 통일했으며, 부모의 국적은 모두 조

선족인 경우로 통제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조선족학교에 취학한

학습자로 통제하였다. 또한 헤이룽장 지역 학생들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통제하였고 한국방문 경험 및

체류 기간 역시 누적 6개월 이하로 통제하였다.

본 설문지 문항 1-10번은 본 실험에 적합하지 않은 실험자를 제외하

기 위해 상기 통제할 요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최종 사용한 설문

지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1.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검사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의 Cronbach18)의

알파계수는 0.938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리커트척도를 사용한 기

18) Cronbach 알파계수는 신뢰도 측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알파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일반적
으로 알파계수가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0.6 이상이면 신
뢰할만한 수치라고 본다.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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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보 설문지의 내적신뢰도를 보기 위해 동일하게 분석을 하였는데

Cronbach의 알파계수는 0.918로 역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2.1.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실험의 연구대상의 선정에서 학교의 선택에서는 ‘의도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 중 최대편차 표집선정19)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헤이룽장 지역에서 조선어-한어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3곳을 선정한다. 학교의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교육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 3곳은 최대편차 표집 선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특성(지역사회 주류언어, 가정 언어의 사용 등 측면

에서)을 가진 조선족 고등학교 3곳을 정한다. 각 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기본정보를 수집한다.

고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환경에서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

기에 대학생보다 영향을 받는 요인의 다양성이 훨씬 적어 요인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고 중학생보다는 언어 능력, 이해 능력, 논리적인 사고 등

의 측면에서 뛰어나기에 본 연구의 실험대상으로 적절하다.

19) ‘최대편차 표집선정 방법(maximum variation sampling)’ 은 표집의 대상 안에 최대
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수집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 방법의 장점
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그 현상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
재하는 핵심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기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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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연구 절차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먼저 본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

을 설명하였고 어휘 능력 평가가 학생들의 조선어 성적에 영향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설문지와 어휘 능력 평가지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실험의 진행은 우선 기본정보 설문지 37문항을 작성하고 표현어휘 능력

(60문항) 검사, 수용어휘 능력(59문항) 검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현

어휘 능력검사는 피험자가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산출하여 빈칸에 정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수용어휘검사는 네 개의 보기그림

중에서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

험에 소요하는 시간은 30~45분이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수정을 거친 연구도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화자 5명과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자 2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

행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지시문에 따라 테스트를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었기에 검사의 형식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검사지의 문항별 정답률을 확인하였고, 설문문항의 응답 양

상에 근거하여 문항의 형식을 조정하였다. 최종 사용한 설문지 문항은

부록 1과 같다.

본 예비실험의 결과를 확인하여 실험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진행방식은 예비조사와 동일하다. 본 실험

에 참여한 실험대상자는 중국 헤이룽장 지역 소재 3곳의 조선족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총 166명이다. 그중에 1학년이 42명이고, 2학년

이 64명, 3학년이 60명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적합하지 않거

나 실험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32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최종 분석 데이

터는 표본은 13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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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각 연구 과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

라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독립표본 T검정(One sample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자료 분석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 절차 분석방법

1 문항 신뢰도 신뢰도분석

2 전체적인 어휘 능력 분석 기술통계

3 표현어휘와 수용어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

4

학습자 특성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t-검정

5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일원배치분
산분석,
TUKEY
사후검정

6 어휘 능력 영향 요인 분석

주성분
요인분석,
베리멕스(V
ERIMAX)
요인회전

<표 15>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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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

8 요인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 상관분석

9 요인이 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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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어-한어 이중언어 사용자의 어휘 능력

및 영향 요인

1. 어휘 능력 분석

1.1. 총체적 어휘 능력 분석

본 실험은 헤이룽장 지역 소재 조선족 고등학교 3곳의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집된 표본 중 본 연구의 통제

요인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거하여 최종 분석한 표본

은 134개이다.

구분 n(명) 비율

성별

남 32 23.9%

여 102 76.1%

합계 134 100%

학년

1학년 23 17.2%

2학년 60 44.8%

3학년 51 38.1%

합계 134 100%

<표 16> 실험 참여자 정보

최종 실험 참여자의 성별 분포를 볼 때 남성은 23.9%를 차지했고 여

성은 76.1%를 차지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2%, 2학년이 44.8%, 3학

년이 38.1%를 차지했다. 성별의 분포를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

았고 학년 분포를 볼 때 2학년이 가장 많았고 3학년이 그 뒤를 이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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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가장 적었다.

문항 수
정답률(%)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표현어휘 문항 60 33.68 1.49 81.34 18.11

수용어휘 문항 59 71.14 20.90 97.01 19.03

합계 119 53.63 20.41 81.61 14.07

<표 17> 표현어휘와 수용어휘 문항의 정답률

본 실험에서 최종 사용한 어휘 능력 측정지는 표현어휘 문항 60개, 수

용어휘 문항 59개로 구성되었다. 표현어휘 문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33.68%이고 수용어휘 문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71.14%이다.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의 개별 항목별

정답률은 부록 2와 3에 제시하였다. 이중 표현과 수용어휘 능력에서 정

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문

항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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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순위
문항
어휘

문항
정답률

품사 어종
문항
번호

1 소매 81.34% 명사 고유어 9

2 타원 73.13% 명사 한자어 56

3 성장하다 70.15% 동사 한자어 54

4 산봉우리 59.70% 명사 고유어 7

5 오염되다 58.96% 형용사 한자어 52

6 장례식 58.21% 명사 한자어 16

7 골절되다 56.72% 동사 한자어 43

8 호수 55.97% 명사 한자어 11

9 이끼 53.73% 명사 고유어 3

10 평화롭다 52.99% 형용사 한자어 20

<표 18> 표현어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

정답률
순위

문항
어휘

문항
정답률

품사 어종
문항
번호

60 약도 1.49% 명사 한자어 38

59 성묘 2.24% 동사 한자어 30

58 침몰되다 7.46% 동사 한자어 2

57 통역관 10.45% 명사 한자어 22

56 가파르다 10.45% 형용사 고유어 51

55 단 11.94% 명사 고유어 37

54 지피다 12.69% 동사 고유어 28

53 명절 14.18% 명사 한자어 45

52 테두리 14.18% 명사 고유어 49

51 관측하다 14.93% 동사 한자어 44

<표 19> 표현어휘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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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어휘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문항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

위 문항 10개씩 추출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표현어휘 중 정답률이

가장 높은 어휘는 ‘소매, 타원, 성장하다, 산봉우리, 오염되다, 장례식, 골

절되다, 호수, 이끼, 평화롭다’ 등으로 정답률이 ‘52.99%~81.34%’사이로

최고 81.34%의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정답률이 가장

낮은 어휘는 ‘약도, 성묘, 침몰하다, 통역관, 가파르다, 단, 지피다, 명절,

테두리, 관측하다’ 정답률이 ‘1.48%~14.93%’로 최저 1.48%의 낮은 정답률

을 보이고 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어휘와 가장 높은 어휘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는 어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즉 헤

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어휘 중 ‘약도, 성묘,

침몰하다, 지피다’ 등과 같은 어휘는 일상생활과 거리가 멀어 사용할 기

회가 없는 어휘이고 ‘통역관, 가파르다’와 같은 어휘는 조선어에서 더 많

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대체 어휘가 있는 어휘이다. ‘통역관’이 정답인

문항에서 ‘번역관’이라는 대답이 50%를 넘었고, ‘가파르다’가 정답인 문

항에서 ‘경사지다’라는 대답이 50%이상이었다. ‘명절’은 일상용어임에도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명절이라는 어휘 대신 구체적

인 명절날을 나타내는 ‘설날’, ‘추석’등 어휘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어휘와 반대로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의 어휘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접

촉할 기회가 많고 사용할 기회도 많은 어휘이다.

이 논문에서는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을 각각 어종, 품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상세한 분석에 앞서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 어종, 품사별

개략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어휘의 어종별 분포를

볼 때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문항 10개 중 7개가 한자어이고 3개가

고유어이며,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문항 10개 중 6개가 한자어이고 4

개가 고유어이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에서 한자어와

고유어의 비율은 전체 문항의 한자어와 고유어의 비율인 68.3%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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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현어휘의 품사별 분포를 볼 때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문항 10개 중 6개가 명사이고 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2개

씩이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문항 10개 중 5개가 명사이고 동사는

4개, 형용사는 1개이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에서 품사

별 비율 역시 전체 문항의 품사 분포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정답률 순위 문항 어휘
문항
정답률

품사 어종
문항
번호

1 우뢰 97.01% 명사 한자어 39

2 청중 96.27% 명사 한자어 10

3 후각 95.52% 명사 한자어 32

4 파종하다 94.78% 동사 한자어 15

5 낭독하다 94.03% 동사 한자어 2

6 관현악 94.03% 명사 한자어 4

7 잉태하다 94.03% 동사 한자어 26

8 폭우 92.54% 명사 한자어 31

9 묘목 91.79% 명사 한자어 11

10 빈궁하다 91.79% 형용사 한자어 36

<표 20> 수용어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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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순위 문항 어휘
문항

정답률
품사 어종

문항

번호

59 도정하다 20.90% 동사 한자어 55

58 가무 22.39% 명사 한자어 45

57 봉화 40.30% 명사 한자어 54

56 맹금류 44.78% 명사 한자어 50

55 산적하다 44.78% 동사 한자어 57

54 절경 45.52% 명사 한자어 47

53 다사롭다 46.27% 형용사 고유어 28

52 조정하다 47.76% 동사 한자어 23

51 긍휼 49.25% 명사 한자어 49

50 편종 50.00% 명사 한자어 53

<표 21> 수용어휘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문항

수용어휘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과 정답률이 가장 낮

은 하위 문항 10개를 추출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수용어휘 중 정답

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 어휘는 ‘우뢰, 청중, 후각, 파종하다, 낭

독하다, 관현악, 잉태하다, 폭우, 묘목, 빈궁하다’등으로 정답률이

‘91.79%~97.01%’사이로 최고 97.01%의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 이와 반대

로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문항 어휘는 ‘도정하다, 가무, 봉화, 맹

금류, 산적하다, 절경, 다사롭다, 조정하다, 긍휼, 편종’ 등으로 정답률이

20.90%~50.00%로 최저 20.90%의 정답률을 보였다. 수용어휘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어휘와 가장 높은 어휘를 비교했을 때 역시 일상생활에서 많

이 쓰이는 어휘의 정답률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휘의 정답률

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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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어휘의 어종별 분포를 볼 때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

이 모두 한자어였고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문항 중 9개가 한자

어이고 1개가 고유어이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에서 한

자어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고, 특히 정답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은 전부 한자어였다. 수용어휘의 품사별 분포를 볼 때 정답률이 가

장 높은 어휘 10개 중 6개가 명사이고 동사 3개, 형용사가 1개였다. 정답

률이 가장 낮은 어휘 10개 중 6개가 명사이고 동사는 3개, 형용사는 1개

이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에서 품사별 비율은 전체 문

항의 품사 분포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헤이룽장 지역 조선어 학습자의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

을 비교할 때 표현어휘의 정답률 평균은 수용어휘 문항의 정답률보다 눈

에 띄게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어휘의 정답률 평균과 수용어

휘 문항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표현어휘와 수용어

휘의 정답률의 상관관계는 0.554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수용어휘 정답률 (%)

표현어휘
정답률(%)

Pearson 상관20) 0.554

유의확률 (양측) .000

<표 22> 표현어휘와 수용어휘 문항의 정답률 상관관계

아래의 산포도를 통해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현어휘 능력이 높은 학생은 수

용어휘 능력도 높고 표현어휘 능력이 낮은 학생은 수용어휘 능력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상관계수에 따른 상관관계의 해석: 상관계수의 범위가-0.10∼+0.10인 경우 거위 무시
될 수 있는 상관관계로 해석되고, ±0.10∼0.30인 경우에는 약한 상관관계, ±0.30∼0.70
은 뚜렷한 상관관계, ±0.70∼1.00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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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표현어휘와 수용어휘 문항 정답률 산포도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경우 지역사회의 주류언어가 한어이

고, 중학교부터 한어로 교수하는 교과과목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평

소의 의사소통에는 주로 한어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조부모세대나 부

모세대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는 조선어의 입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용어휘 능력이 표현어휘 능력보다

더 발달하는데 이는 헤이룽장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 실태이다.

1.2. 어종별 어휘 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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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률(%)

어종
문항
수

비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편
차

표현어
휘

고유
어

19 31.7% 10.45 81.34 33.46 18.95

한자
어

41 68.3% 1.49 73.13 33.78 17.95

합계 60 100% 1.49 81.34 33.68 18.11

수용어
휘

고유
어

12 20.3% 46.27 91.79 68.10 13.44

한자
어

47 79.7% 20.90 97.01 71.93 20.26

합계 59 100% 20.90 97.01 71.14 19.03

<표 23> 표현·수용어휘의 어종별 정답률

어휘 능력 측정지의 어휘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21) 표현어휘 문항 총 60개 중 고유어 어휘 문항은 19개로 전체 문

항의 31.7%를 차지하였고, 한자어 어휘 문항은 41개로 전체어휘 문항의

65.3%를 차지하였다. 수용어휘 문항 중 고유어 어휘 문항은 12개로 전체

문항의 20.3%를 차지하였고 한자어 어휘 문항은 41개로 전체어휘 문항

의 79.7%를 차지하였다. 어휘의 어종이 복합어일 경우, ‘고유어+한자어'

는 한자어로 분류하였다.

표현어휘의 어종별 어휘 능력을 볼 때 고유어 어휘 문항의 전체 정답

률 평균은 33.46%이고 한자어 어휘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균은 33.78%이

다. 표현어휘에서 어종별 어휘 능력을 볼 때 한자어의 정답률이 고유어

21) 한국어에서 어종별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지만 본고에서 사용
한 어휘 능력 측정지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만 취급하였다.



- 89 -

보다 0.32%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였다

(F=0.004, p= .950). 수용어휘의 어종별 어휘 능력을 볼 때 고유어 어휘

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균은 68.10%이고 한자어 어휘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균은 71.93%이다. 수용어휘에서 어종별 어휘 능력을 볼 때 한자어의

정답률이 고유어보다 3.83% 높았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였다(F=0.383, p= .538).

수용과 표현어휘 능력에서 한자어는 정답률 평균이 모두 고유어보다

높았으나 전체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 역시 한자어이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일상용어에 더 가까운 고

유어에 대한 습득은 더 평균적인 양상을 보였다.

문항 정답률(%)

어종
문
항
수

비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f p

표
현
어
휘

고유어 19 31.7% 10.45 81.34 33.46 18.95

.004 .950한자어 41 68.3% 1.49 73.13 33.78 17.95

합계 60 100% 1.49 81.34 33.68 18.11

수
용
어
휘

고유어 12 20.3% 46.27 91.79 68.10 13.44

.383 .538한자어 47 79.7% 20.90 97.01 71.93 20.26

합계 59 100% 20.90 97.01 71.14 19.03

<표 24> 어종별 어휘 능력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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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에 따라 어휘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

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 본고와 비슷한 측정방법을 사용한 장선아(2014)에서는 어

종에 따라 유의미한 어휘 능력의 차이를 보고하였는데 표현어휘 능력에

서는 고유어의 어휘 능력이 더 높았고 수용어휘 능력에서는 한자어의 어

휘 능력이 고유어보다 높았다고 한다. 김경령(2010)에서는 중국인 유학

생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한자어의 어휘 능력이 가장 낮

았고, 외래어, 고유어의 순으로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

을 중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로 규명하였고 한자어에 대한 선행지식

이 오히려 한국식 한자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을 관찰하였을 때 어종별 어휘 능력

의 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1.3. 품사별 어휘 능력 분석

품사별로 볼 때 어휘 능력 측정지의 어휘는 명사, 동사,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표현어휘 총 60문항 중 명사는 28문항으로 46.7%를 차지하고

동사는 23문항으로 38.3%를 차지하며 형용사는 9문항으로 15%를 차지

한다. 수용어휘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명사가 26문항으로 44.1% 차지하

고 동사가 25문항으로 42.4% 차지하며, 형용사가 8문항으로 13.6%를 차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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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률(%)

품사
문항
수

비율
최소
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
차

표현어휘

명사 28 46.7% 1.49 81.34 35.02 20.23

동사 23 38.3% 2.24 70.15 29.07 15.87

형용
사

9 15% 10.45 58.96 41.29 14.63

합계 60 100% 1.49 81.34 33.68 18.11

수용어휘

명사 26 44.1% 22.39 97.01 70.18 20.42

동사 25 42.4% 20.90 94.78 72.51 19.05

형용
사

8 13.6% 46.27 91.79 70.06 16.03

합계 59 100% 20.86 97.01 71.15 19.03

<표 25> 표현·수용어휘의 품사별 정답률

표현어휘의 품사별 정답률을 볼 때 형용사의 정답률이 41.29%로 가장

높았고 명사의 정답률이 35.02%로 그 뒤를 이었고 동사의 정답률이

29.07%로 가장 낮았다. 즉 표현어휘에서는 형용사의 습득이 가장 높았고

명사의 습득이 가장 낮았다. 수용어휘의 품사별 정답률을 볼 때 동사의

정답률이 72.51%로 가장 높았고 명사와 형용사의 정답률이 각각 70.18%

와 70.06%로 비슷한 수준이다. 수용어휘에서는 형용사의 습득이 가장 높

았고 명사의 습득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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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률(%)

품사
문항

수
비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f p

표

현

어

휘

명사 28 46.7 1.49 81.34 35.02 20.23

1.65

2
.201

동사 23 38.3 2.24 70.15 29.07 15.87

형용

사
9 15 10.45 58.96 41.29 14.63

합계 60 100% 1.49 81.34 33.68 18.11

수

용

어

휘

명사 26 44.1 22.39 97.01 70.18 20.42

.107 .898
동사 25 42.4 20.90 94.78 72.51 19.05

형용

사
8 13.6 46.27 91.79 70.06 16.03

합계 59 100% 20.86 97.01 71.15 19.03

<표 26> 품사별 어휘 능력 (one-way ANOVA)

품사에 따라 어휘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

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1.4. 한국어·조선어 표기법의 차이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REVT측정지는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지이다. 앞서

이론적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조선어는 표기법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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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일부 어휘는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한국어에서는 사용하

고 있지만 조선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도 있다. 본고에서는 REVT

측정지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한국어와 조선어 표기법이 다른 어

휘는 한국어 표기법대로 그대로 유지하여 측정하였고 이 어휘들의 습득

양상을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어와 조선어 표기법이 다른
어휘

조선어에 없는 어휘

표현어
휘

어휘 정답률

해당 사항 없음
1 난초 (란초) 15.67%

2 화폐 (화페) 26.87%

수용어
휘

어휘 정답률 어휘 정답률

1
노쇠하다
(로쇠하다)

83.58%

1 긍휼 49.25%

2 편종 50%

<표 27> 문항의 어휘가 조선어표기법과 다른 어휘 목록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는 어휘는

표현어휘 2개, 수용어휘 4개인데 이들을 다시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

이 다른 어휘와 조선어에 없는 어휘로 나눌 수 있다. 조선어에 없는 어

휘의 기준은 ‘조선말소사전’22)과 ‘조선말사전’23)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이

다. 표현어휘 중 한국어와 조선어 표기법이 다른 어휘는 “난초”와 “화폐”

로 정답률이 각각 15.67%, 26.87%이다. 표현어휘 전체적인 정답률의 평

22) 《조선말소사전》은 1980년 중국 연변자치주 역사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사전이다.
23) 《조선말사전》은 1992년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사전인제 1, 2, 3권
총 3권으로 되어있고 조선어 사전 중 가장 권위적이고 많은 어휘가 수록된 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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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과 비교했을 때 이 두 어휘는 어려운 어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표현어휘 평균 정답률(33.68%)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한국어와 조

선어 어휘 표기법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기법의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67%, 26.87%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한국 미

디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두 문항에서 모두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의 ‘한

국어 TV프로그램 시청 시간’의 문항에 대한 답을 보았을 때 하루에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의 평균은 2.63시간으로 전체 평균인 0.92시간

보다 훨씬 높은 결과를 보였다.

수용어휘 중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이 다른 어휘는 ‘노쇠하다’이고

조선어에 없는 어휘는 ‘긍휼’과 ‘편종’이다. ‘노쇠하다’를 제외한 기타 두

어휘의 정답률은 각각 ‘긍휼’ 49.25%, ‘편종’ 50%로 모두 수용어휘의 평

균 정답률(71.15%)보다 낮았다. ‘노쇠하다’는 유일하게 평균정답률 이상

의 정답률을 보인 어휘인데 두음법칙이라는 한국어와 조선어 표기법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미디어 접촉을 통해 두음

법칙이라는 표기법의 차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수용어휘는 선택문제

의 형식이기에 ‘로쇠하다’는 단어를 통해 비슷한 형태인 ‘노쇠하다’를 추

론하여 알맞은 그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와 조선어어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휘의 정답률이 낮았으나

한국어 표기법에 따른 답을 작성한 학생의 비율이 15.67%∼83.53%였다.

1.5. 어휘 능력에 관한 논의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전

체적 어휘 능력을 볼 때 표현어휘 문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33.68%이

고 수용어휘 문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71.14%이다. 표준어휘의 정답률

평균은 수용어휘 문항의 정답률보다 눈에 띄게 낮았고 표현어휘와 수용

어휘의 정답률의 상관관계는 0.554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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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경우 지역사회의 주류언어가 한어이

기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주로 한어를 사용하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기회는 매우 적다. 하지만 조부모 세대나 부모 세대는 아직 조선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선어의 입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수용어휘 능력이 더 발달된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전 지역에 산재형식으로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

실태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 언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언어 능력은 말하기와 듣기가 모두 능숙

한 이민 1세부터 듣기는 잘하지만 말하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민 2세,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를 모두 못해 민족어를 상실하는 이민 3세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용어휘의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어휘 능력

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조선

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으나 조선어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워하는 조선

족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재 조선족의 언어교육에

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언어의 입력을 받는 양에 비해

충분한 상호작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분한 상호작용의 기회

마련을 통해 표현어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종

별 어휘 능력을 볼 때 표현어휘 능력은 고유어 어휘 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

균은 33.46%이고 한자어 어휘 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균은 33.78%로 한자어

의 정답률이 고유어보다 0.32% 높았다. 수용어휘 능력의 경우 고유어 어휘

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균은 68.10%이고 한자어 어휘 문항의 전체 정답률 평

균은 71.93%로 한자어의 정답률이 고유어보다 3.83% 높았다. 어종에 따라

어휘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의 어종에 따른 차

이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어휘교육에서 어종에 따라 교육 방안을 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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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어휘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지에는 외래어 어휘를 포함하지 않아 외래어 부

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않았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품사별

어휘 능력을 볼 때 표현어휘의 품사별 정답률을 볼 때 형용사의 정답률이

41.29%로 가장 높았고 명사의 정답률이 35.02%로 그 뒤를 이었고 동사의

정답률이 29.07%로 가장 낮아 표현어휘에서는 형용사의 습득이 가장 높았고

명사의 습득이 가장 낮았다. 수용어휘의 경우 동사의 정답률이 72.51%로 가

장 높았고 명사와 형용사의 정답률이 각각 70.18%와 70.06%로 형용사의 습

득이 가장 높았고 명사의 습득이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명사의 습득은 표

현어휘와 수용어휘 모두 큰 편차를 보였다. 품사에 따라 어휘 능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선아(2014)에서는 품사별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

과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 모두 형용사의 어휘 능력이 가장 높았고,

명사와 동사 순으로 어휘 능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고 유

형선(2008)에서도 동사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반대로 김경령(2010)에서는 동사의 어휘 능력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한국어 학습자의 품사

별 어휘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

학생의 어휘 능력에 품사별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교육에서 품사

별 어휘의 습득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품사의 차이에 따른 어휘 교

육 방안보다는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

원인은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 학습자가 조선어를 학습하는 방식이 모어화

자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인 것으로 설명된다. 어휘를 교재로만 배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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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조선어를 학습하는 동시에 ‘조선어로 학습’하고, 가족이나 교사를

통해 외국어와 다른 방식의 입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어·조선어 표기법의 차이에 따른 어휘의 양상을 볼 때, 표현어휘 중

한국어와 조선어 표기법이 다른 어휘는 ‘난초’와 ‘화폐’로 정답률이 각각

15.67%, 26.87%이다. 표현어휘 전체적인 정답률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이

두 어휘는 어려운 어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표현어휘 평균 정답률

(33.68%)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한국어와 조선어 어휘 표기법의 차이

가 정답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용어휘의 경우 한국어와 조

선어의 표기법이 다른 어휘는 ‘노쇠하다’이고 조선어에 없는 어휘는 ‘긍휼’과

‘편종’이다. ‘노쇠하다’를 제외한 기타 두 어휘의 정답률은 각각 ‘긍휼’

49.25%, ‘편종’ 50%로 모두 수용어휘의 평균 정답률(71.15%)보다 낮았다. ‘노

쇠하다’는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어휘인데 두음법칙에 대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고 또 수용어휘는 선택문제의 형식이기에 추론을 통

해 비슷한 형태를 가진 ‘노쇠하다’락 하는 정답문항을 선택한 것으로 추론된

다. 전체적으로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

는 어휘는 기타 어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표현어휘와 비

교할 때 수용어휘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조선어어휘의 표기에 차이가 있는 어휘 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할

때 15.67%∼83.53%의 학생이 한국어 표기법에 따른 정답을 선택했다는 것

이다. 중국 조선족의 언어 교육문제에 있어 한국어의 표기법을 학생들에게

따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는 오래된 쟁점이었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일반 고등학생들도 한국의 표기법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 미디

어 통신의 발전과 한중 양국의 활발한 왕래에 따라 조선족 학생들이 자연스

럽게 한국어와 접촉하고 한국어 어휘를 받아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의

표기법을 학생들에게 따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본고의 입장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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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취업진학 목적에 따라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

에는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한국어의 표기법을 학생들에

게 따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를 학습하는 목적은 어디

까지나 의사소통능력을 통한 현지 생활적응이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의 필

요에 따라 고안될 필요가 있다.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과 논의

2.1.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

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의 정답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남성의 표현

어휘 평균 정답률은 32.47%이고, 수용어휘 평균 정답률은 67.85%이다.

여성의 표현어휘 평균 정답률은 65.05%이고, 수용어휘 평균 정답률은

72.18%이다. 남성의 표현어휘 능력은 여성의 표현어휘 능력과 비교했을

때 32.58% 낮았고, 수용어휘 능력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4.33% 낮았다.

남성 여성
t p평균(

%)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표현어휘
능력

32.47
%

17.15% 65.05% 15.67% -.794 .279

수용어휘
능력

67.85
%

16.25% 72.18% 13.023% -1.545 .084

<표 28>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t-test)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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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유의미한지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T검정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

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2.2.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

자의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의 정답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현어휘와

수용어휘의 학년별 어휘 정답률 평균을 볼 때 모두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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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문항 정답률

학년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표현어
휘 문항

1 23 28.74% 12% 60% 13.59%

2 60 32.90% 12% 68% 15.43%

3 51 38.80% 8% 70% 16.81%

합계 134 34.43% 8% 70% 16.01%

수용어
휘 문항

1 23 64.41% 31% 81% 13.71%

2 60 70.37% 29% 90% 13.60%

3 51 75.11% 31% 95% 13.30%

합계 134 71.15% 29% 95% 13.92%

<표 29>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 (one-way ANOVA)

학년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학년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계수는

0.232이고 학년과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계수는 0.269이다. 학년과 표현어

휘 능력,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를 다음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 101 -

표현어휘
정답률(%)

수용어휘 정답률
(%)

학년 Pearson 상관 0.232 0.269

유의확률 (양측) 0.007 0.002

N 134 134

<표 30> 학년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그림 6] 학년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 산점도

학년과 어휘 능력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0.3 미만으로 비

교적 약한 상관관계이다. 학년에 따라 어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분산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어휘 능력 점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만족하는지 우선 확인하였다.

수집된 134명의 어휘 능력의 점수로 히스토그램 및 정규분포곡선을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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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므로 정규분포를 만족하였고 분산분석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표현어휘 능력 정답률 정규분포곡선

분산분석을 진행한 결과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더

세부적인 학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표현어휘 문항과 수용어휘 문항에서

모두 3학년과 1학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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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문항 정답률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T

UKEY)

표현어
휘 문항

1 23
28.74
%

13.59%

3.78 0.025
3학년>1학
년

2 60
32.90
%

15.43%

3 51
38.80
%

16.81%

합계 134
34.43
%

16.01%

수용어
휘 문항

1 23
64.41
%

13.71%

5.15 0.007
3학년>1학
년

2 60
70.37
%

13.60%

3 51
75.11
%

13.30%

합계 134
71.15
%

13.92%

<표 31>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 차이 사후검정 (TUKEY)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1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만 확인되었고 2학년과 1학년, 3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학년과 표현어휘 능력,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지수도 각각 0.232

와 0.269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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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 분석 결과에 대

한 논의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

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의 정답률을 볼 때 남성의 표현어휘 평균 정

답률은 32.47%이고, 수용어휘 평균 정답률은 67.85%이다. 이와 비교하여

여성의 표현어휘 평균 정답률은 65.05%이고, 수용어휘 평균 정답률은

72.18%이다. 남성은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에서 모두 여성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성별에 따른 어휘 능력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능력과 언어의 습득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발달의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으나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어

휘 능력의 차이는 없었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까지의 언어

습득은 주로 학교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 학습

자의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의 정답률을 볼 때 표현어휘와 수용어휘의

학년별 어휘 정답률 평균을 볼 때 모두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년

에 따른 평균적인 차이가 보였다. 학년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 학년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계수는 0.232이고 학년과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계수는 0.269로 약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 어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진

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TUKEY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더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표현어휘 문항

과 수용어휘 문항 모두에 대해 학년에 따른 완만한 상승이 있었다. 그러

나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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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학년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학년이 높

아지면서 어휘 능력도 증가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기대와 차이를 보인다.

즉 1년 단위별로는 의미 있는 어휘 능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학

년과 3학년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헤룽장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도 조선어 교수학습 시간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현실적 상황 맥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오웬스(Owens,

2006)에 따르면 어휘 능력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단순어휘의 경우 아동기 이후 어느 정도의 정체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려운 낱말과 관련된 어휘는 꾸준한 향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어휘 능력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와, 2학

년과 3학년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학년의 표현어

휘 능력 정답률과 수용어휘 능력 정답률은 1학년보다 각각 10.06%,

10.70% 높았고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의 증가에

따라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이 모두 발달되고 있지만 발달이 완

만하다는 것이다. 헤이룽장 지역의 교과과정은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조

선어로 모든 교과과정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선어 교수학습의 비중이

높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조선어로 교수하는 교과과목의 수량을 반으로

감소시키고, 나머지 수업은 한어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학년

이 높아짐에 따라 한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고등

학교에 이르러서는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한어로 진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류언어와 학교교수과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 한어이

기에 조선어 수업시간을 제외한 기타 시간에는 조선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 셈이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낱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의

학습으로 이미 습득하였고, 어려운 낱말과 관련된 어휘 능력을 성장시킬

시기에는 충분한 어휘의 입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어 어휘 능력이 유지

만 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

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조선어 어휘를 학습하고 사용

하는 시간을 증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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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 능력 영향 요인 연구와 논의

3.1. 어휘 능력 영향 요인 분석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로 수집한 문항 정보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량 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변수들 속에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항목들 사

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종합시켜 하나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분석

하는 분석 방법이다. 즉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설문지로 보고자 하

는 어휘 능력 영향 요인의 변수들을 범주화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

구에서 선정한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상관행렬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24)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KMO and Bartlett' Test)을 실시하

였다. KMO25)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설문지 KMO의 값이 .819이고 구

형성 검정치의 유의 수준이 .000이므로 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냈다.

24) 주성분분석법은 요인의 선형결합을 가정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요인을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25) KMO값이 0.90이면 상당히 좋은 값이고, 0.80이상이면 좋은 값이며 0.70이상이면 적
당한 값이며, 0.60이상이면 평범한 값이며, 0.50이상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값이며,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값으로 판정한다. 즉 KMO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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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1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584.942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0

<표 32> 설문지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주성분분석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

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스크리도표26)를 참고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

을 보면 선도표가 성분번호 6부터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요인의 수가

5개로 타당하다. 보다 정확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해 베리맥스

(VERIMAX) 방법27)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하였다. 요인을 회전한 결

과 다섯 개의 요인을 얻었고 이 요인이 갖는 누적 설명력은 70.65%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26) 스크리 도표는 요인이 여러 개인 경우 요인1과 요인2에 대한 적재치를 보여주는 그
래프이다.

27) 베리맥스(VERIMAX) 방법은 각 요인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직각회전
(orthogonal rotation)의 방법으로 요인 행렬에서 각 열의 요인 적재량을 제곱한 값의
분산을 최대화시켜서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요인 회전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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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산출된 다섯 개의 요인의 하위 변수와

각 변수의 설명력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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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하위 변수
요인

1 2 3 4 5

(요인 1)

양육자와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

0.831

화가 나거나
말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0.824

교실에서 동학들과
학습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

0.753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사용하는 언어

0.729

운동하거나 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

0.727

가족끼리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0.714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0.688

혼자 사고할 경우
사용하는 언어

0.667

<표 33> 어휘 능력 영향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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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조선어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욕구

0.809

조선어 어휘를
배우고 사용할 때의
기분과 성취감

0.763

한국TV의 시청이
언어 능력 향상에
주는 도움

0.679

조선어의 느낌에
대한 인식

0.653

조선어 독서가 언어
향상에 주는 도움

0.618

(요인 3)

한어를 구사하는
정도

0.855

조선어를 한어로
번역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0.775

교재에 나온 한어로
된 설명글의 이해

정도
0.732

(요인 4)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의 조선어
구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

0.825

미래 조선족
사회에서의 조선어
구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

0.782

(요인 5)

한국 TV를 시청하는
시간

0.684

조선어(한국어 포함)
책을 읽는 시간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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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전체= 분산 % 누적변량 %
1. 4.771554 23.857772 23.857772
2. 3.104130 15.520652 39.378424
3. 2.725250 13.626249 53.004673
4. 1.854341 9.271706 62.276379
5. 1.674474 8.372371 70.648750

<표 34> 요인 전체 분산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 이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설

문지 요인분석 결과는 같은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3개의 문항(13-3, 16,

20-2)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최적의 요인

을 찾는 회전된 성분 행렬(Rotated Component Matrix)로서 각각의 추출

된 요인들은 본 연구자에 의해 각 변수들이 갖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요인명을 결정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정리하

여 범주화된 요인 다섯 개는 다음 표와 같다.

어휘 능력 영향 요인

요인 1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요인 2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요인 3 제1언어 능력 요인

요인 4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요인 5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표 35> 어휘 능력 영향요인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얻은 적절한 요인의 수는 다섯 개이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언어의 사용과 입력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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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언어의 사용과 언어의

입력 요인이 각자 갖는 설명력이 있었고 같은 범주로 범주화되지 않았

다. 따라서 본고의 후속 분석에서는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을 5개

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요인 1은 고유값이 4.77이고 23.86%의 총분산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1은 총 8개 문항, 양육자와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0.831), 화가 나거

나 말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0.824), 교실에서 동학들과 학습에 관

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0.753),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사용

하는 언어(0.729), 운동하거나 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

(0.727), 가족끼리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0.714),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0.688), 일반의 경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0.667)로

구성되었으므로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6개의 변수

중 적재치가 가장 높은 것은 양육자와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였고

적재치가 가장 낮은 것은 혼자 사고할 경우 사용하는 언어였다.

요인 2는 고유값이 3.10이고 15.52%의 총분산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2는 총 5개 문항, 조선어에 대해 호기심과 학습욕구(0.809), 조선어어휘를

배우고 사용할 때의 기분과 성취감 (0.763), 한국TV의 시청이 언어 능력

향상에 주는 도움(0.679), 조선어의 느낌에 대한 인식(0.653), 조선어 독서

가 언어 향상에 주는 도움(0.618)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5개의 변수 중 적재치가 가장 높은

것은 조선어에 대해 호기심과 학습욕구(0.809)였고 적재치가 가장 낮은

것은 조선어 독서가 언어 향상에 주는 도움(0.618)이였다.

요인 3은 고유값이 2.73이고 13.63%의 총분산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3은 총 3개 문항, 한어를 구사하는 정도(0.855), 조선어를 한어로 번역하

거나 표현하는 능력(0.775), 교재에 나온 한어로 된 설명글의 이해 정도

(0.732)로 구성되었으므로 제1언어 능력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3개의

변수 중 적재치가 가장 높은 것은 한어를 구사하는 정도였고 적재치가

가장 낮은 것은 교재에 나온 한어로 된 설명글의 이해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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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4는 고유값이 1.85이고 9.27%의 총분산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4

는 총 2개 문항,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의 조선어 구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0.825), 미래 조선족 사회에서의 조선어 구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

(0.782)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으로 범주

화하였다. 2개의 변수 중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의 조선어 구사의 중요성

에 대한 생각의 적재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래 조선족 사회에서의 조

선어 구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의 적재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요인 5는 고유값이 1.67이고 8.37%의 총분산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5

는 총 2개 문항, 한국 TV를 시청하는 시간(0.684), 조선어(한국어 포함)

책을 읽는 시간(0.67)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2개의 변수 중 한국 TV를 시청하는 시간의 적

재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선어(한국어 포함) 책을 읽는 시간의 적재치

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3.2. 요인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3.2.1.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어휘 능력 영향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 다섯 개의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섯 개

의 요인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 후속 분석을 진행하기에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어느

정도 상관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하지 않을 경우 상관계수의 값

이 낮게 도출된다. 앞서 추출한 요인 다섯 개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과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의

상관계수는 0.18이고, 제1언어 능력 요인과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의 상

관관계는 0.29이고,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과 제1언어 능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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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상관관계는 0.22이며,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과 언어학습

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의 상관관계는 각각 0.21과

0.25로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과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의 상관관계는 0.37, 제1언어 능력 요인과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의 상관관계는 0.61,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과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의 상관관계는 각각 0.38, 0.36이며,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과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의 상관관계는 0.39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제1언어 능력 요인과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이고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의

상관관계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은 기타 요인과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

인과 조선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은 언어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학습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지

고 있을 경우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조선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할 경우 조선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기에 조선어의 사용빈도

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앞서 [그림 3]의 가산적·감산적 이중언어사용의

결정 요인에 관한 거시적 모델도 언어 능력의 여러 영향 요인이 결국 언

어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115 -

N 평균
표준
편차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학습
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요인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134
2.89
65

1.05
55

- - -

언어학습
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134
3.71
79

0.89
551 .37   - -

제1언어
능력
요인

134
3.71
14

0.91
382 .29 .61  -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134
3.37
31

0.89
208 .38 .36  .22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134
1.77
61

0.89
604 .39 .21  .25 .18

<표 36> 요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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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요인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요인들과 표현어휘 능력, 수용어휘 능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N
평
균

표준
편차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학
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
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요인

미디어
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표현
어휘
능력

13
4
34.4
3%

16.0
1%

.535** .528** .551** .371** .421**

<표 37>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5개의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은 모두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535이고, 언어학

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528이며,

제1언어 능력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551, 언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371,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421이다. 5개의 요인

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모두 ±0.30∼0.70의 범위에 있으므로 모

두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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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학
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요인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수용어
휘
능력

13
4
71.1
5%

13.92
%

.453** .649** .729** .396** .198*

<표 38> 요인과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다섯 개의 요인과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선어 사

용 빈도 요인,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등 네 개의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은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

인과 수용어휘 능력은 p<0.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중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과 수용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453이고,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649

이며, 제1언어 능력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729,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396,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는 0.198이다. 미디어

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과 표현어휘 능력의 상관계수는 0.198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요인과 수용어휘 능력

의 상관관계는 모두 ±0.30∼0.70의 범위에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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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요인이 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이 실제로 표현어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전체가 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50.3%로 나타났다. 즉 본고에서 선정한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학

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은 헤이룽장 지역 고등학교

조선어 학습자의 표현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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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화
오류

t 유의확률 R2

상수 34.433 .994 34.651 .000

.503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6.46 .997 6.477 .000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5.262 .997 5.276 .000

제1언어 능력
요인

6.25 .997 6.266 .000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3.502 .997 3.511 .001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2.869 .997 2.876 .005

N= p=0.000

<표 39> 각 요인이 표현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B
표준화
오류

t 유의확률 R2

상수 71.148 .715 99.533 .000

.660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4.529 .718 6.312 .000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5.873 .718 8.186 .000

<표 40> 각 요인이 수용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선형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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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휘 능력 영향 요인이 실제로 수용어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요인이 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은 66.0%로 나타났다. 즉 본고에서 선정한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제1언어 능력 요인, 언어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요인은 헤이룽장 지역 고등학교 조선어 학습자의 수용어휘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은 헤이룽장 지역 고등학교 조선어 학습자의 수용어휘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4.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논의

본고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이중언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가

장 많이 거론된 요인인 제1언어 능력, 학습태도 및 의지, 언어에 대한 인

식과 태도, 언어의 사용과 입력 네 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요인

분석을 실행한 결과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개로 추출되었다.

제1언어 능력
요인

7.57 .718 10.551 .000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3.837 .718 5.347 .000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0.911 .718 -1.269 .207

N=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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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능력 영향 요인

요인 1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요인 2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요인 3 제1언어 능력 요인

요인 4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요인 5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

<표 41>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 영향요인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얻은 적절한 요인의 수는 5개이다. 요인 1과

요인 5를 제외한 기타 3개의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헤

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이중언어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를 통해 언어의 사용과 입력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요인분석의 결과 언어의 사용과 언어의 입력이

각자 갖는 설명력이 있었고 같은 범주로 범주화되지 않아 요인1과 요인5

로 나뉘었다. 피어슨(Pearson, 2007)은 언어의 입력 요인에 언어의 입력

과 사용을 포함시켰다. 랑드리와 앨러드(Landry & Allard, 1992) 또한

언어의 사용과 입력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언어의 습득에 있어

입력이 중요한지, 아니면 언어의 사용을 통한 출력이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크레션은 제2언어는 학습이나 출력을 통해 습득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입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레

션(Kreshen, 1985)은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의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이해 가능한 입력’이란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가장 적

절한 입력으로서, 학습자의 현 단계의 언어 능력보다 바로 한 단계 위의

입력이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인(Swain,1985)은 제2언어의 습득은 출력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인(Swain,1985)은 학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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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하게 하면 단순히 듣거나 보고 이해할 때와는 달리, 출력의 과정

에서 의도를 담은 메시지를 구성할 때 필요한 통사적 처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음성언어 또

는 문자언어의 구성을 통해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롱(Long,

1996)은 더 나아가 언어 사용의 역할에 관심을 둔 ‘상호작용가설(The

Interaction Hypothesis)’을 제기했는데 즉 학습자와 원어민 또는 비원어

민 간의 상호작용이 제2언어의 습득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언어의 영향요인으로 요인 2인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꼽은

연구들로는 오(Oh, 2003), 지(Jee, 2018)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흥미, 적

극적인 학습태도, 신념이 제2언어의 학습 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요인 3인 제1언어 능력요인 또한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제1언어와 제2언

어가 상호의존한다는 커민스(Cummins, 2007)의 연구, 이중언어 사용자

의 두 언어 어휘 능력 사이에 전이가 나타난다는 최지영(2017)의 연구,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두 언어의 어휘 능력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는 이미정(李美静, 2001)과 미나미(Minami, 2002), 설은혜·김

영주(2017)와 일맥상통한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도 헤이룽

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는데 목표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등이 어휘 발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오(Oh, 2003), 지(Jee, 2018), 모리·칼덜(Mori &

Calder, 2017)의 주장과 일치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어휘 능력 영향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5개의 요인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모두 제1언어의 능력 요

인이었다. 이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 학습자들은 늦어도 초등학교 입

학하면서부터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동시형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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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두 언어 사이에 자연스러운 전이와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표현과 수용어휘 능력에서 모두 조선어 사용 빈

도 요인이 입력 요인보다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은 언어의 입력과 사용의 영향을 다 받지

만, 언어의 입력보다는 언어사용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헤

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은 같은 환경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조선어

입력의 양이 비슷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

다.

4. 교육적 제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고에서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

로 사용하는 조선족 학생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어떠한 요인

이 이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본 절에

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한어 이중언어 교육

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을 종합하여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 교육에 제언하고자 한다.

본고의 어휘 능력 측정 결과에 따르면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조선족 학생들에게 표현어휘 능력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이후 어휘 능력의 발달이 완만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조선어 교육과정은 연변의 조선족 학생을 주 대상으로 편성한 것

이기에 기타 지역의 조선족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연변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모두 조선어를 사

용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연변 조선족 학생에게 있어 조선어는 제1언어

이고 이들은 충분한 입력을 받는 동시에 언어를 사용할 기회도 많아 충

분한 출력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의 조선어 수준은 큰 차이가 없이 모

두 고도로 발달된 조선어화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헤이룽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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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족 학생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에서 충분한 조선어 사용의

기회가 없기에 표현어휘 능력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 후 조선어로 교수되는 교과목이 사라지고 조선어 학습시간이 감소

하면서 이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의 발달은 매우 완만해진다. 평소에 언

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기타 미디어와 독서를 통한 입

력이 부족하기에 이런 문제를 더 가중시킨 것이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

학생은 평소에 조선어나 한국어로 된 서적과 TV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조선어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헤이룽장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하는 서적과 TV프로그

램은 모두 한어로 된 것이고 조선어 서적과 TV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

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과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 학습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 교육

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 중 조

선어 사용 빈도 요인이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조

선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증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출력강화가

필요하다. 제2언어의 습득에 있어 아동 시기에는 입력을 통해 습득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동료지향적인 특성을 가져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를 습득한다. 즉 학습자들이 원어민, 비원어민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출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습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또는 지식적 맥

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제중심 언어 교수법을 통해 이러한

맥락을 만들 수 있는데 과제의 설계는 언어의 발달과 지적 발달이 동시

에 일어나는 고등학생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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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학습자가 지식의 일방적인 수여가 아닌 자발적인 탐구를 통해

대화에 참여하여, 지식을 얻는 동시에 지식을 만들어 가게 도와주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사회적, 지식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게 도와줄 수 있다.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드백

을 주고, 학습자와 교사 사이, 또는 학습자들 사이에 의미협상이 일어나

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협상은 언어사용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한어 사용 금지와 같은 조치로

조선어를 사용한 상호작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에는

언어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학습태도와 의지 요인도 있었다. 즉 조선

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조

선어 학습에 대한 태도도 이들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것이다. 따

라서 어휘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조선어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

고 민족 정체성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어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일부 조선족 학교에서는 민속박물관을 만들어 조선족의 전

통 민속 풍습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역사 수업에서 세계역사와 중국역사 이외에 조선족의 이주사에 대

해서도 소개해줌으로써 조선민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현세대에서

조선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조선어 수업에서 교사는 조선민족의 문학작품을 일부 선정하여 학생들에

게 설명해주고, 감정적으로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

다.

셋째,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입력 강화가 필요하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

선족 고등학생은 어릴 때부터 언어를 접촉하여 자연스럽게 일반 외국어

학습보다는 입력의 양이 많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조선어 수

업을 제외한 모든 강의를 한어로 진행하면서 조선어 입력의 양이 현저하



- 126 -

게 줄게 되었다. 본고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의 차이는 미미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적절한 입력이 중요하다.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아동과 비교했을 때 제2언어의 습득에 있어 분석

적이고 작업적인 기억이 가능하기에 입력에 있어 형태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특징을 담고 있는 입력을 무작정

풍부하게 제공하는 ‘입력 홍수’보다는 입력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력의 특

정한 속성에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력의 형

태에 있어서도 강의안의 제작 등에서 특별한 표시 등으로 학습자의 집중

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입력은 ‘이해 가능한 입력’

으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어휘보다 한 단계 어려운 어휘이다. 실제

교수 과정에서 학습자들에 알맞은 ‘이해 가능한 입력’이 어떤 것인지 알

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습상황 평가를 진행하여 강의 내용과 과제의 난이

도를 조정해야 한다.

넷째, L1과 L2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선어 교과과정

은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헤

이룽장 지역의 상황은 연변과 다르기에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언어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연변과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제1언어와 제2언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에게 조선어는 제2언어이고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접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한어보다 훨씬 부족하다. 두 언

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조선어와 한어의 교과 시수 배정에서 조선어

의 시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에

서도 한어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선어로 진행하거나 통역

을 통해 이중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고등학생의

제1언어 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조선어 어휘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왔기

에 이들의 제1언어와 제2언어는 상호의존하여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제1언어 어휘능력은 제2언어로 전이되면서 제2언어의 어휘 습득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제1언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제2언어에만 전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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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두 언어의 균등적인 학습을 통해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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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학생

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조선어 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어휘 능력 평가를 통해 헤이룽장 지역

조선족 학생들의 어휘 능력 영향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휘 능

력의 영향 요인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문헌분석을 통해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상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어휘 능력 평가는 REVT어휘 능

력 측정지의 문항을 연구대상의 연령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중국 헤이룽장 지역 소재 조선족 고등학교 3곳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고등학생 134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요인

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어휘 능력 측정을 진행하였다. 어

휘 능력의 영향 요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제1언어 능력, 학습태도 및 의지, 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의 사용

과 입력과 관련된 요인정보를 수집하는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독립표본 T검정(One sample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

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과 영향 요인을 고찰하였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용어휘 능력이 표현어휘 능력보다

현저히 발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외동포 언어 실태보고서도 보고되

었듯이 중국 전 지역에 산재형식으로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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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용어휘의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어휘 능력을 유

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언어의 입력을 받는

양에 비해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충분한 상호작용의 기회 마련을 통해 표현어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둘째, 어종별 어휘 능력과 품사별 어휘 능력에서는 모두 평균의 차이

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종과 품사별

어휘 능력을 분석한 기타 연구에서도 각각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어종별 어휘 능력이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

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 어휘는 균형적인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와 조선어의 표기법이 다른 어휘의 정답 양상을 볼 때 표

현어휘 능력은 다른 문항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수용어휘 능력의

경우 정답률에 영향이 없었다. 이는 현대 미디어 통신의 발전과 한중 양

국의 활발한 왕래에 따라 조선족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촉하

면서 한국어 어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어휘 능력을 볼 때 성별에 따른 어휘 능

력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어휘 능력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과 3학년의 어휘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발견할 수 있었고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조선어 어휘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

의 발달 속도가 늦춰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조선어 어휘를 학습하

고 사용하는 시간을 증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고등

학생의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헤이룽장 지

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을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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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의미 있는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요인 1

은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요인 2는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

요인 3은 제1언어 능력 요인, 요인 4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

요인 5는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이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이 관찰되었는데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정희(2013)는 가정에서의 계승어의 사용환

경과 사용의 비율이 언어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오(Oh, 2003)는 가정에서 부모가 계승어를 사용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수용·표현 어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아 외(Jia et al,

2014)와 모리·칼더(Mori & Calder, 2017)는 가정에서의 언어사용이 어휘

지식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헤이룽장 지역 조

선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학생의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결과 어

휘 능력의 영향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선어(계승어) 사용 빈

도 요인이 관찰되었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

인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 요인이 관찰되었는데 이와 비슷하

게 지(Jee, 2018)과 모리·칼더(Mori& Calder, 2015)도 학습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 강한 흥미, 높은 동기와 자기 효능감이 어휘의 학습에 중요하

다고 하고 있다. 또한 양·라우(Yang& Lau, 2003)에서는 학습 동기, 신념

및 의지가 L2 어휘학습의 성취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어휘 습득에도 언

어학습에 대한 태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

인으로 제1언어 능력 요인이 관찰되었다. 제2언어와 제1언어의 발달이

상호의존하는 것인지, 혹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제1언어 능력 요인은 제2언어 어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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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요인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제1언

어 능력 요인이 조선어 어휘 능력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들의 제1언어인 한어와 제2언어인 조선

어는 상호 의존하여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커민스

(Cummins, 2007)의 ‘2언어 상호 의존의 원칙(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principle)’과 파주헤시(Pajoohesh, 2007) ‘언어의 전이’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밖에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

고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어휘 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리메

이징(李美靜, 2001), 미나미(Minami, 2002), 설은혜·김영주(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에 영향을 주는 네 번째 요

인으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요인이 관찰되었다. 오(Oh, 2003)는

가정에서의 계승어의 사용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수용·표현어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모리·칼더(Mori & Calder, 2015)는 자

녀의 계승어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어휘 능력에 작용한다는 연구결

과 보였고, 지(Jee, 2018)는 목표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어휘 능력

에 영양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본

고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다. 즉 부모가 조선어 학습과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조선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조선어

어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등학생의 조선어에 영향을 주는 다섯 번째

요인으로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이 관찰되었다. 모리·칼더

(Mori & Calder, 2017)는 계승어 책 읽기가 어휘 능력의 중요한 영향 요

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고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선어로 된 책을

읽거나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역시 조선어 어휘 능력의 영향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의 조선어 어휘

능력에 있어 미디어를 통한 입력 요인의 영향이 다른 요인과 비교했을

때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미디어를 통한 입력 요인이 표현



- 132 -

어휘 능력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있었으나 수용어휘 능력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입력 요인이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학생에게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영향 정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5개의 요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조선어

의 사용 빈도요인이 기타 요인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5개의

요인은 표현어휘 능력과 수용어휘 능력과 모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고, 5개의 요인이 표현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총 50.3%이고,

수용어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66.0%이다. 이중 조선어 사용 빈도 요인

은 어휘 능력과도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디어를 통한 입력 요

인과 어휘 능력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 고

등학생의 어휘 능력의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이상의 5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어·한어 이중언어 사용자의 조선어어

휘 능력을 측정하고 조선어어휘 능력을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조선어

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헤이룽장 지역의 조선족이다. 특정된 언어 환경

의 연구대상을 연구함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연구대

상이 특정되었고, 중국의 기타 지역의 조선족의 어휘 능력과 비교를 하

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중국 기타 지역 조선족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어휘 능력과 영향 요인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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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세 ______년생

2. 현재 몇학년입니까?

○ 고등학교 (고중) 1학년

○ 고등학교 (고중) 2학년

○ 고등학교 (고중) 3학년

3.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4.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___ 성 ___시 (현) / 기타___

5. 부모님의 국적과 민족은?

부 ______ (국) ______ (족)

모 ______ (국) ______ (족)

6.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_____국 _____성 ______시(현)

7. 현재 거주지로 이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이사 안함

○ ② 1년 이내

○ ③ 2~5년 이내

○ ④6~10년 이내

○ ⑤ 10년 이상

8. 현재 거주지로 이주했다면 어디에서 이주하셨습니까? _________성 _________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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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의 종류에 ∨표시를 해 주세요.

10. 한국에 누적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11. 귀하는 양육자와 이야기할 때 는 주로 조선어를 사용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아래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1) 교재에 나온 한어로 된 설명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조선어를 한어로 번역하거나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족학교 한족학교 기타
소 학 교
초중학교
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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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한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조선어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잘 하고 싶어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조선어어휘(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사용할 때 기분이 좋거나 성취감을 느낍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조선어를 아는 조선족 동포와 주로 조선어를 사용합

니까?

1) 교실에서 동학들과 학습에 관해 이야기할 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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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하거나 놀면서 이야기를 할 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조선어를 사용합니까?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화가 났을 때나 조선족과 말싸움을 할 때

①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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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질문에 따라 선택 해주십시오.

1) 혼자 사고할 때 귀하는 조선어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가족끼리 말할 때 귀하는 조선어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조선어와 한어를 비교할 때 조선어를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조선어와 한어를 비교할 때 조선어가 더 듣기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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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조선어와 한어를 비교할 때 조선어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조선족 사회에서 조선어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중국에서 조선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②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③ 점점 한국어로 바뀔 것이다

④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17. 한국어는 조선어에 비해 어떤 느낌입니까?(긍정적 느낌)

① 세련되고 우아하다

② 상냥하고 애교 있다

③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④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

⑤ 유식해 보인다

⑥ 씩씩하다



- 154 -

18. 한국어는 조선어에 비해 어떤 느낌입니까?(부정적 느낌)

① 시골티(촌티)가 난다

② 간사해 보인다

③ 가벼워 보인다

④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⑤ 무식해 보인다

⑥ 힘이 없어 보인다.

19-1. 하루에 한국 TV는 대략 몇 시간 정도 보십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 2시간

③ 2시간~ 3시간

④ 3시간 이상

⑤ 전혀 보지 않는다.

19-2. 한국 TV를 시청한다면 TV 프로그램 중 귀하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

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시청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십시오)

① 드라마

② 연예․오락

③ 뉴스

④ 스포츠

⑤ 시사·교양

⑥ 기타

19-3. 한국TV의 시청이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1. 하루에 조선어(한국어 포함) 과외 책을 몇 시간정도 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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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 2시간

③ 2시간~ 3시간

④ 3시간 이상

⑤ 전혀 읽지 않는다

20-2. 일 년에 조선어(한국어 포함) 과외 책을 몇 권정도 읽습니까?

① 1-4권

② 5-8권

③ 9-12권

④ 12권 이상

⑤ 전혀 읽지 않는다

20-3. 조선어 독서가 언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156 -

부록 2

문항번호 문항 어휘 문항별
정답률 품사 어종

1 으시대다 19.40% 동사 고유어

2 침몰되다 7.46% 동사 한자어

3 이끼 53.73% 명사 고유어

4 구조하다 35.07% 동사 한자어

5 맺히다 15.67% 동사 고유어

6 찡그리다 37.31% 동사 고유어

7 산봉우리 59.70% 명사 고유어

8 관광객 39.55% 명사 한자어

9 소매 81.34% 명사 고유어

10 가열하다 20.90% 동사 한자어

11 호수 55.97% 명사 한자어

12 수확하다 32.09% 동사 한자어

13 강연하다 33.58% 동사 한자어

14 견인하다 21.64% 동사 한자어

15 난초 15.67% 명사 한자어

16 장례식 58.21% 명사 한자어

17 괴다 23.13% 동사 고유어

18 안전하다 32.84% 형용사 한자어

19 울퉁불퉁하다 34.33% 형용사 고유어

20 평화롭다 52.99% 형용사 한자어

21 빙산 49.25% 명사 한자어

22 통역관 10.45% 명사 한자어

23 어지럽다 47.76% 형용사 고유어

24 탑승하다 47.76% 동사 한자어

25 경주하다 24.63% 동사 한자어

26 체포하다 44.78% 동사 한자어

27 공연하다 38.06% 동사 한자어

28 지피다 12.69% 동사 고유어

29 매표소 32.09% 명사 한자어

<표 43> 표현어휘 문항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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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성묘 2.24% 동사 한자어

31 내장 47.76% 명사 한자어

32 어류 21.64% 명사 한자어

33 화폐 26.87% 명사 한자어

34 사물놀이 38.81% 명사 한자어

35 사선 49.25% 명사 한자어

36 해조류 19.40% 명사 한자어

37 단 11.94% 명사 고유어

38 약도 1.49% 명사 한자어

39 인종 25.37% 명사 한자어

40 새기다 37.31% 동사 고유어

41 빚다 20.90% 동사 고유어

42 수상하다 29.10% 동사 한자어

43 골절되다 56.72% 동사 한자어

44 관측하다 14.93% 동사 한자어

45 명절 14.18% 명사 한자어

46 안내하다 23.13% 동사 한자어

47 밀림 16.42% 명사 한자어

48 궤도 35.82% 명사 한자어

49 테두리 14.18% 명사 고유어

50 고고학자 39.55% 명사 한자어

51 가파르다 10.45% 형용사 고유어

52 오염되다 58.96% 형용사 한자어

53 가뭄 30.60% 명사 고유어

54 성장하다 70.15% 동사 한자어

55 무기 15.67% 명사 한자어

56 타원 73.13% 명사 한자어

57 양념 42.54% 명사 고유어

58 피곤하다 51.49% 형용사 한자어

59 질기다 46.27% 형용사 고유어

60 꿈틀거리다 36.57% 형용사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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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문항번호 문항 어휘 문항별
정답률 품사 어종

1 비집다 81.34% 동사 고유어

2 낭독하다 94.03% 동사 한자어

3 타박상 67.16% 명사 한자어

4 관현악 94.03% 명사 한자어

5 원예 80.60% 명사 한자어

6 노쇠하다 83.58% 형용사 한자어

7 지혈하다 86.57% 동사 한자어

8 광야 70.90% 명사 한자어

9 만발하다 91.04% 동사 한자어

10 청중 96.27% 명사 한자어

11 묘목 91.79% 명사 한자어

12 그을리다 67.16% 동사 고유어

13 기슭 61.19% 명사 고유어

14 신봉하다 91.04% 동사 한자어

15 파종하다 94.78% 동사 한자어

16 박멸하다 64.93% 동사 한자어

17 미닫이 67.16% 명사 고유어

18 굽다 68.66% 형용사 고유어

19 번뇌하다 69.40% 동사 한자어

20 매몰되다 81.34% 동사 한자어

21 영장류 79.85% 명사 한자어

22 외향적 88.81% 명사 한자어

23 조정하다 47.76% 동사 한자어

24 사색하다 58.21% 동사 한자어

25 용해시키다 71.64% 동사 한자어

26 잉태하다 94.03% 동사 한자어

27 상쇄하다 57.46% 동사 한자어

28 다사롭다 46.27% 형용사 고유어

29 독특하다 61.94% 형용사 한자어

<표 44> 수용어휘 문항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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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음 79.85% 명사 한자어

31 폭우 92.54% 명사 한자어

32 후각 95.52% 명사 한자어

33 모발 88.06% 명사 한자어

34 업신여기다 69.40% 동사 고유어

35 부식되다 90.30% 동사 한자어

36 빈궁하다 91.79% 형용사 한자어

37 야위다 87.31% 형용사 고유어

38 궤짝 69.40% 명사 한자어

39 우뢰 97.01% 명사 한자어

40 쌀겨 61.94% 명사 고유어

41 게슴츠레하다 64.18% 형용사 고유어

42 질책하다 76.87% 동사 한자어

43 군의관 75.37% 명사 한자어

44 강탈하다 55.97% 동사 한자어

45 가무 22.39% 명사 한자어

46 방적하다 70.90% 동사 한자어

47 절경 45.52% 명사 한자어

48 피뢰침 64.18% 명사 한자어

49 긍휼 49.25% 명사 한자어

50 맹금류 44.78% 명사 한자어

51 주검 50.75% 명사 고유어

52 투항하다 88.81% 동사 한자어

53 편종 50.00% 명사 한자어

54 봉화 40.30% 명사 한자어

55 도정하다 20.90% 동사 한자어

56 탈고하다 52.24% 동사 한자어

57 산적하다 44.78% 동사 한자어

58 산재하다 56.72% 형용사 한자어

59 시시덕거리다 91.79% 동사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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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2 Korean Lexical ability and

effect-factors

of adolescent Korean-Chinese bilinguals

of ethnic Koreans.

XUAN, MEIJ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Korean lexical knowledge

of ethnic Koreans in China and to find out factors that effects on it.

Adult second language learners’ L2 vocabulary acquisition was less

investigated and most of the lexical knowledge was measured by

self-assessment, which leads to the limitation of objectivity. This

study focused on Chinese-Korean bilingual highschool students, and

they learn Korean as their second language. Though they are in

similar educational and linguistical background,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lexical ability. Thus, their lexical abil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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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nd the factors that effect on it was analysed.

In chapter 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esented and previous

researches on bilingual development, (ethnic)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and lexical ability assessment was summarized. In

chapter II, ethnic Koreans in China and their education and language

was further investigated. Theoretical backgrounds of bilinguals and

bilingual ability was also examined to find out the factors on

vocabulary acquisition. Also, after reviewing a few standardized tools,

REVT was selected as a lexical assessment tool for this study. In

Chapter III and IV, a lexical ability assessment as well as a survey

to collect information for factor analysis was done to ethnic Koreans

in Heilongjiang. The assessment tool was a modified version of

REVT, which is more appropriate for the participants’ age and. The

survey questions were selec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e data

collected from the assessment and survey was statistically anayzed

with t-test, ANOVA, factor anaysis and regression by using SPSS

software.

The result shows 1) highschool students in Heliongjiang showe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expressive and receptive lexical ability, but

their receptive lexical ability was far better then the expressive

lexical ability. 2) There were descriptive difference lexical ability by

vocabulary type and categor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3) Items that differs in orthographic system but not in meaning,

compared to other items, showed lower correction rate in expressive

ability, but not in receptive ability. 4) Gender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exical ability, but school year did. 5) Fiv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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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use of language, attitude and recognition towards language

learning, L1 ability,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he language, input

from mass/personal media was found out. These 5 factors showed

high correlation in between and with both receptive and expressive

lexical ability. These factors counted total 50.3% of the explanatory

power of expressive lexical ability and 66.0% of the explanatory

power of receptive lexical ability.

Key words: lexical ability; heritage language; Korean; ethnic Korea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actor analysis

Student number: 2018-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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