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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
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퍼즐은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대해 탐구’,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
아 변화 경험의 의미에 대해 탐구’로 설정하였다. 귀국 대학생은 단일어에 
대한 추가적 다중언어 학습자가 아닌 동시적 다중언어 학습자라 할 수 있
다. 귀국 대학생이 습득한 다중언어는 주류 사회 진입의 열쇠로서 다수 언
어와 그들만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로 언어 정체성이 분화된다. 분
화된 각 언어는 해당 언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소속되고자 하는 상
상의 공동체와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을 고려한 결과 제2언어 동
기 자아가 생성되며 이후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에 따라 생성된 동기 자
아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제2언어 자아 변화가 일어난다. 

본고의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법으로
서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
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심도 있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연
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전환’,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의미 협상’,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다
시 말하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
자로는 초, 중, 고 학령기 12년 이상을 전부 해외에서 체류하고 한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귀국한 귀국 대학생 5명을 선정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별 
인터뷰 면담과 언어 학습 자서전 작성 전달을 통해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
였으며 중간 연구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검토하며 최종 연구 텍
스트를 작성하였다. 제2언어 자아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아 변화를 겪는 결정적 사건이 나타난다. 귀국 대학생의 경우 
해외 이주와 귀국이라는 시공간 축의 변화 경험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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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험을 시공간 축과 다중언어 축을 기준으로 나누고 경험 발생의 조건
을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이전 경험과 예측되는 경험으로 범주화하
여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5장에서는 귀국 대학생 경험에 대하여 내터티브 탐구를 수행한 의미를 
연구 텍스트로서 구성하였다. 먼저 귀국 대학생 개인의 추상적 경험을 선행 
연구와 이론에 비추어 구체화하고 외부로 드러냈으며 참여자 경험 간의 공
명을 통해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자아가 변화하는 결정적 사건으로서 제2
언어 학습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자아만이 갖는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다른 
다양한 배경의 언어 학습자 경험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귀국 대학
생의 한국어 교육 경험을 제2언어 자아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해 봄으로써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기존의 관점대로 지식의 손실이 원인이 아니
라 경험의 결여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내
러티브 탐구를 통해 경험을 메타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학습사
에서 유의미했던 동기 자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탐구 과정 자체가 
제2언어 학습 경험이 되어 새로운 동기 자아 설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로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인적, 실제적, 사회
적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적 정당성으로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
구라는 협력적 연구를 통해 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한국어 사용자에서 한국
어 교육 연구자로서의 성숙이라는 자아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구의 실제적 
정당성으로서 귀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이들만을 위한 적절
한 한국어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사회적 정당성으로서 귀국 
대학생들의 한국 사회 및 한국 대학 적응과 글로벌 리더로서 잠재력의 극
대화를 위해 이들만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제2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귀국 대학생, 다중언어 습득, 언어 
정체성, 제2언어 자아, 언어 학습 투자, 내러티브 탐구, 계승어

* 학  번: 2019-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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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시작: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1)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21)이 정의하는 한국어이다. 한국인은 한

국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그 당연
한 사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모님 역
시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보다 다른 언어에 더 능통하거나 아예 한국어를 사
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한국인인 이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도 한국
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한국인이
라 할 수 없는 것인가. 

연구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생활을 하고 있다. ‘비전홈’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저마다의 비전을 품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곳인
데 연구자가 입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군대 말년 휴가를 나온 한 청년
이 휴가 기간 생활하겠다며 연구자의 옆자리로 오게 되었다. 들어보니 아주 
어린 시절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장기 체류 후 귀국한 재외국민이고 선교사
의 자녀라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왔다기에 뭔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었다. 말년 휴가 동안 같이 밥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
에 들 때면 옆에 나란히 누워 필리핀에서의 삶이라든지 한국에 돌아와서의 
여러 경험을 듣는 등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으며 
전역하고 나서 비전홈에 완전 입소하고도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다. 

“눈 내리는 게 신기해서 먹어 봤어요.”
1)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는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

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가 공유한 경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연구 퍼즐을 생성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유지윤, 2019). 따라서 
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제 및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연구자
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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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이는 재외국민으로서 필리핀에서는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
국에 와서 눈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서 먹어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한
국에 오면 꼭 먹고 싶었다면서 나는 심심하면 먹었던 떡볶이를 맛있게 먹
는 모습을 보여 주며 연구자로 하여금 일상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
다.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오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같은 한국인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가 궁금해졌는데 그렇게 현성이를 시작으로 하여 교회 내의 선교사 자녀들, 
재외국민들에게 식사를 사주며 다양한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구자 역시 언젠가 한국어 교수로서 해외 생활을 늘 염두에 두
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나의 자녀들 역시 이들처럼 재외국민으로서 자라게 
될 것이란 생각에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어에 있어서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들의 다양한 생
각을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한국인이면 당연히 아는 표현을 처음 듣는
다며 설명해 달라고 눈을 반짝이기도 하고 평소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보기 
민망했다며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해 주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귀국 대학생도 있었다.

“한국어를 잘하는 형이 부러워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당연

함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히
려 초, 중, 고 12년이 넘도록 영어를 배웠어도 여전히 외국인과 대화만 하
려면 머리가 하얘지는 나로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들이 
부러웠는데 이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쭉 살아오고 한국의 언어 
문화에 익숙한 내가 부럽다는 것이었다. 나에겐 모국어로서 제1언어인 것이 
당연한 한국어의 습득과 사용이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고 그들의 당연
한 영어 사용이 나에겐 부러움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당연한 평범이 누군가
에겐 비범함이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학자를 꿈꾸며 시작한 대학원 생활, 첫 학기 다중언어문화 교
육 연구 강의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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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다른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 비해 귀국 학생에 대한 언급이 미
비함을 보게 되었다. 아주 짧은 한 줄,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
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
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교육부, 
2017).”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연구
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그 연구를 내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
나 그리 흔한 배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연구자
가 사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이며, 한국어 교육학자를 꿈꾸는 연구
자로서 정작 가까운 사람의 한국어 어려움은 외면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들을 통해 과연 한국인의 한국인 됨은 무엇인가, 한국인에게 한
국어란 무엇인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계가 인간의 많은 것들을 대체하
는 가운데 인간만의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번역기나 키보드 한/영 
키의 단순한 전환과 이중언어 사용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며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일상적 관심이 연구 주제로의 전환이 이
루어지고 친한 형, 동생의 관계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본 내러티브 탐구의 시작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학령기 이전 나이에 해외로 이주하여 초, 
중, 고의 학령기 전부를 포함하여 12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대학 입
학을 목적으로 귀국한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들의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다
중언어 습득 경험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이
전까지 귀국 대학생을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고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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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미비했다. 특히 이들의 다중언어 습득 경험과 언
어 학습 동기에 대하여 제2언어2) 자아 변화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 탐구
는 없었다. 이들의 경우 해외 출생 및 이주, 귀국 등을 통해 시공간의 급격
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결과 습득한 다중언어는 각각 다수 언어로서 주
류 집단 진입의 열쇠가 되거나 소수 언어로서 그들만의 고유성을 설명해 
주게 된다. 본 연구는 귀국 대학생들의 다중언어 습득 경험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도출하고, 
귀국 대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개정 한국어교육과정(교육부, 2017)”에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
을 기존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
한 학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서 한
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며 귀국 
학생을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서 공고히 설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
에 입학했지만 한국 대학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 귀국자 역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의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며, 둘 모두
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랐지만, 둘 중 어디에도 속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아
이들을 흔히 제3문화 아이, TCK(Third Culture Kids)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어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ATCK(Adult Third Culture 
Kids)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정확한 용어가 합의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령기 12년 전부를 해외에서 보내고, 
대학 입학 시기가 되어 귀국한 재외국민 TCK 학습자”를 “귀국 대학생”으로 

2) 제1언어와 제2언어는 흔히 L1과 L2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관계를 모국어와 외국어, 또는 
강/약(stronger/weaker)언어로도 말하나, 제1언어가 모국어나 강한 언어, 그리고 제2언어가 
외국어나 약한 언어와 언제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성광수, 1993). 재외국민에게 
한국어는 모국어이지만 강한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므로 ‘약한 언어로서 제2언어’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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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명칭에 대하여 <한국 대학 진학 재외국민>,   
<한국 대학 진학 목적 귀국 재외국민> 등 여러 개가 있으나 이상의 명칭
들을 총합하여 선행 연구에서 주로 “귀국 대학생”으로 명명해왔기에 본 연
구에서도 귀국 대학생으로 명명한다.

기존의 귀국 학생 관련 연구는 주로 아동에 관한 것이었고, 양적 연구가 
많았으며,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성
인 귀국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교육적으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학습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2언어 학습 교육의 목표를 목표 언어의 지식이나 기능의 숙달을 넘어 
언어문화 공동체원으로서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으로 보는 관점(교육부3), 
2017; Norton, 2000)에서 정체성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다. 학령기 전부를 해외에서 보낸 귀국 대학생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원래라면 제1언어로서 자연 습득되었을 한국어를 계승어 혹은 제2언어로서 
학습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한국인과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도 차이점
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귀국 대학생에게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제공되
는 대학 한국어 교육의 소급 적용이 아닌, 이들만의 학습 요구에 맞는 초점
화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그 힌트가 해외 이주, 체류, 귀국, 
거주 등의 시공간적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국 대학생만의 특별한 경험
에 있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 퍼즐4)을 마련해보았다.

첫째,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이 어떠한
지 탐구한다.

둘째,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3) 한국어 교육과정(2017): 한국어 과목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
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
한다(교육부, 2017).

4)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일반적인 논문 체제와 달리 연구의 결과로서 문제나 현상에 대한 최
종적인 해답과 해결책을 획득하거나 제시하면서 논문이 끝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 
문제(questions)’ 대신 ‘연구 퍼즐(puzzles)’이라는 용어 사용에서부터 차별화를 두고 있다
(홍영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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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검토

먼저 국내 귀국 학생 관련 연구의 경우 권순희(2015)에서는 중등 귀국 
학생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귀국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은 언어 소
통적 문제 만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적 배려, 교우 관계 
개방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필요함을 밝혀내었다. 남가영(2015)
에서는 귀국 학생 국어 교육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였다. 귀
국 학생의 국어 결손이란 주요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 위
한 선결 과제로서 귀국 학생의 국어 능력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전은주(2015)는 언어 능력에 대한 커민스의 분류(Cummins, 1979)5)에 따
라 귀국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기존 보유했던 한국어 능력 손실의 관점에
서 능력을 거의 손실하지 않고 보존한 한국어 유지 단계,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 손실 단계,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 손실 단계, 한국어 능력의 대부분을 
손실한 기초한국어 단계의 4가지로 유형화했다. 이상의 초, 중, 고의 학령
기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 관점에서 이루어진 선행의 연구들은 
귀국 학생들의 특징으로서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줄 것과 이들을 이해하
기 위한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혀내었다. 또한 귀국 학생
의 한국어 숙달도를 언어 능력 손실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는데 다만 이상의 
연구들은 학령기의 귀국 학생을 원 학급으로 빠른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국어 공교육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기에 학령기의 전부를 해외에서 
보내고 귀국한 성인 귀국 대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었다.

성인 학습자에 대해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김유
리(2018)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하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5) 커민스(Cummins, 1979)는 언어능력을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 기
초 의사소통 능력)과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학문 목적 언어 운
용 능력) 두 가지로 분류했다.



- 7 -

재외동포들을 포함하였기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엄밀히는 귀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점과 단일어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만을 다루었기에 이
중언어 사용자로서 언어의 동시적 습득이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남현(2020)에서는 김유리(2018)가 제시한 어려움들에 대해 재외국민 귀
국 대학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서 초점화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귀국 대학생들이 귀국 후 겪는 여러 어려움6)들을 제시하였는데 경험의 외
적 요인과 귀국 후의 이야기에 집중하였기에 이들이 가진 경험의 내적 요
인과 성장 과정에서 한국어 및 다중언어 습득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면밀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귀국 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 김석원(2008)은 세계화 시대 
TCK 배경의 학생들이 잠재력이 높은 미래 인재인 점과 그들이 자신의 강
점을 구축하는 데 있어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
를 위한 바람직한 TCK 교육의 방향성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
화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유지 및 신장시키는 교육”, “TCK와 
한국에서만 성장한 학생들이 상생하는 교육”, “지역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정안숙 외(2015)에서는 귀국 학생들의 과거 경험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자산으로 기능한 경우와 개인의 문화
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방해가 된 경우 중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를 결정짓
는 변인으로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질을 밝혀내었다. 김혜
정(2016)은 귀국 대학생 중에서도 특별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해외 파송 
선교사의 자녀인 MK(Missionary Kids)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
다. 참여자들은 귀국 후 적응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 소속감의 부재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MK 집단에 가장 큰 
소속감을 느꼈다. 임윤서·심태은(2017)에서는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에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일부 도입한 합의적 
6) 조남현(2020)이 제시한 귀국 대학생들이 귀국 후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 대

한 어려움(쓰기의 어려움, 읽기의 어려움, 문법 및 맞춤법의 어려움), 한국 문화 적응에 대
한 어려움(나이 차이로 상하 관계가 정해지는 문화, 심한 경쟁 문화, 다른 의사소통 방식), 
그 외(정체성의 혼란, 외로움, 편견, 힘든 서류 작성, 한국 역사 지식 부족 및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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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여 귀국 대학생
의 해외 체류 사유와 귀국 사유, 체류 기간 및 귀국 후 관계 적응 및 정체
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범주화하였다. 라영안 외(2019)에서는 해외에서 3
년 이상 체류한 귀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CQR)를 수행하였다. 박민신
(2019)은 학령기 일부를 해외에서 체류한 귀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통해 글쓰기 경험이 귀국 대학생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였으며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성찰적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안은지(2020)는 특례 입학자인 귀국 대학생의 대학 생
활 적응과 한국어 효능감, 역문화 충격,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귀국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문화 
충격이나 내면화된 수치심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어 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귀국 대학생의 정체성을 양적으
로 접근한 연구(오경자 외, 2010), TCK의 문화 정체성의 여러 변인 및 한
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임양희, 2014),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화자의 정체성 요인 연구(이기일·김형엽, 2014)와 정체성 측정 도구를 제
시한 연구(김태진, 2016), 귀국 대학생의 정체성 문제를 심리학 측면(김혜
정 외, 2015; 장예은, 2017; 장예은 외, 2019)에서 다룬 연구 등이 있었다. 
이상의 귀국 대학생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선행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귀국 대학생에 대한 정의가 혼재되어 있었다. 잠깐이라도 해외에 출국
하고 돌아온 경우를 전부 귀국 대학생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특례 입학에 
해당하는 경우만 귀국 대학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특례 입학에 해당하
는 경우에도 3년 특례 입학자와 12년 특례 입학자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양
적 연구의 경우 12년 특례 입학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3년 특례 귀국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배경
을 지닌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요인 분석과 같은 양적 
연구에 치중되었으며 질적 연구의 경우 문화 정체성이나 자아 정체성 혼란 
같은 심리적 문제에 집중하였고 한국어 문제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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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응 어려움 정도로만 언급되어 언어와 정체성 간의 밀접한 관련에는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언어 정체성 관련 연구 동향으로는 국내의 경우 이순연(2017)
에서는 재일 교포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어 언어 정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어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거나 제2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응답자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및 한국어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문화(2019)는 중국에서 이중언
어 교육을 경험한 재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사용 현황 및 정체성
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시간축과 공간축의 분리를 통해 조선족의 중
국과 한국에서의 언어 사용 경험과 정체성의 형성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원미진(2020)은 귀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작
문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이중언어 화자인 동시에 한국
어 계승어 학습자로서 한국 대학에서 학업을 하며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사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국내 언어 정체성 연구의 동향은 국가 및 민족 단위
의 계승어 언어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서 대규모 집단의 언어 정체성 일반
에 대한 인식을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에 개인의 경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고 한국어 언어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언어와 정체성 
간의 상관 관계를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용된 예로는 언어 학습 
동기(Norton Pierce, 1995; Shoaib & Dörnyei, 2004)에 대한 연구, 학습자 
정체성(Benson, Chik, & Lim, 2003; Kanno, 2003; Murphey, Chen & 
Chen, 2004; Norton, 2000)에 대한 연구, 다중언어 주의(Block, 2006; 
Pavlenko & Blackledge, 2004)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으며 학습자별 분류
에 따르면 ESL 환경의 이민자 대상의 연구(Block, 2007; Catalano et al., 
2016; Coffey & Street, 2008)와 EFL 환경의 한국 학습자(김신혜, 2019)
와 중국 학습자(Gu, 2008) 대상의 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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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학습과 정체성에 대한 권위 있는 선행의 연구라 할 수 있는 
Norton(2000)의 경우 캐나다 이주 여성 5명의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내
러티브 탐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Norton Pierce, 
1995)에서 언어 학습에 대하여 전통적인 도구적 동기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기존 제2언어 학습 동기 이론이 인지적인 차원인 언
어 학습 성취도에 주목하던 것에 비해 언어 학습의 동기는 곧 자신의 새로
운 정체성에 대한 투자임을 밝혀내었다. 즉,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 대한 실
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획득하
고자 하는 정체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언어권 국가에 거
주하는 것이 곧 해당 언어의 습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언어 학습이 정체성에 대한 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밝혀낸 의의가 있으나 
개인의 투자 의지가 없음에도 당위적으로 이루어진 언어 학습을 설명하기
엔 한계가 있었다.

Shoaib & Dörnyei(2004)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언어 학습의 동기가 고
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며 각 
언어 학습자마다 동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사건이 있음을 밝혀 
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 역시 언어 학습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공간을 이동하며 생애사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언어 학
습의 동기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을 것이다. 

Benson 외(2003)에서는 언어 학습에 환경이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결과 특별히 아시아 지역 학습자의 경우 학교와 가족에서의 집단주의, 순응 
및 권위에 대한 존중에 가치를 크게 두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가정 내 학습에서는 아시아권, 특히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강하게 관여하는 환경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소 서구권 문화가 강한 국제 
학교에서의 외국어 학습과 가정 내 한국어 학습은 동기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Block(2006)은 일본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가 가진 두 언어 자원 
사이에 다른 역할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블록의 경우 참여자들의 어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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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인기 이주 후 정착 경험에 대해 다루었지만 본 연구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들은 이주 후 해외에 정착한 경우가 아니라 해외 장기 체류 후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귀국을 한 경우이다. 때문에 큰 폭으로 이동하는 시공간에 
따라 보유한 언어 자원 간 역할의 차이점이 극명히 나타날 것이다. 

Kanno(2003)는 이중언어 사용자인 4명의 일본 귀국 대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 정체성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관찰했는데 상상의 공동체와 정체성이 
시공간을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귀국 대학생 역시 
이중 및 다중언어 사용자로서 체류국과 한국에서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와 정체성이 언어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Pavlenko & Blackledge(2004)는 다중언어 사용자인 이민자들이 소수 언
어 사용자로서 보이는 정체성 협상을 탐구하였으며 카탈라노 외(Catalano 
et al., 2016)에서는 이민자 학생의 정체성에 대하여 메타포 분석을 통해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국가 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학생이 이민 및 적응 경험을 인식하
는 방식에서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언어능력의 부족은 통합
과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정체성 표시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이민
자들이 다중언어 습득의 결과 언어마다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다중언어 자
아를 가진다는 것은 밝혔으나 각각의 다중언어가 어떤 동기에 의해 습득이 
이루어지는지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한 차례의 이
주와 정착에 집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의 
경우 이주를 통한 체류 이후 대학 입학 시기가 되어 귀국을 함으로써 시공
간 축과 언어 자아가 한 번 더 바뀌는 것은 선행의 연구 참여자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머피 외(Murphey et al., 2004)에서는 언어 학습자의 정체성을 생애사적
으로 연구하기 위해 언어 학습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수의 내러티브 자료
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질적 연구와 비슷하게 코딩 작업을 하였다. 참여자들
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도할 수는 있었지만 내러티
브 탐구의 의의로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의 의미를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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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Coffey & Street(2008)의 경우 문어 내러티브인 언어 학습사 작성과 더

불어 구어 내러티브인 반구조적 인터뷰를 통해 언어 학습 과정에 제시된 
사람, 장소, 사건의 은유적 세계를 분석하였고 학습자들이 언어를 배우고 
학습사를 메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은유적 세계로 출입이 가능해짐
을 밝혀내었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경
험의 의미를 내러티브로 구성한 의의가 있으나 ESL 환경에서 이루어진 학
습만을 다룬 것에 비해 본 연구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의 경우 이주와 귀국
에 따라 한국어 학습의 상황으로서 KFL과 KSL 상황을 모두 경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의 언어 학습 동기의 차이
를 어떻게 메타적으로 인식하는지 내러티브로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u(2008)에서는 근거 이론 방식을 적용하여 EFL 환경의 중국인 학습자
들이 영어 학습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보여주었
다. 다만 코딩을 통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근거 이론 방식으론 정체성이라는 
개인의 고유한 영역을 심도 있게 탐구하여 연구 참여자가 언어 학습자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환경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정체성을 획득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생애사적인 관찰과 동일 국적의 학습자라 할지
라도 개인적 학습사, 가치,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김신혜(2019)에서는 한
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당위 자아와 이상 자아는 
무엇이며 학습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EFL 상황에서
는 입시, 취업 등의 도구적 동기가 영어 학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
작 열심히 학습하여도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자신을 실패한 언어 학습자로 인식하게 하며, 학습 동기를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이상 자아와 당위 자아 간의 괴리에서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당위 자아와 이상 자아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언어 의사소통을 성공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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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의미 있는 언어 학습을 통해 이상 자아를 가지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만 내러티브 프레임 기법을 사용하여 
34명이라는 다수의 내러티브 자료를 확보했지만 연구자가 진행한 영어 강
의에서의 언어 자아만을 탐구하였고 언어 학습을 생애사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기에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확인하긴 어려웠다는 한계를 가진다.

개인의 제2언어 자아(정체성) 변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연구로는 
국내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지윤(2019)
의 연구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베크조드(2019)의 연구가 있었다. 
두 연구 모두 언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이 자신의 모국어 습득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학습이었고 최초 한국어 학습이 이
상적인 자아상을 동기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은 대부분 모국어 혹은 제1언어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시적 다중언어 습득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학습이 주로 당위적으로 이루
어졌었다. 

해외의 제2언어 교육에서 정체성 연구 사례를 검토해보면 현지 한국 
EFL 맥락에서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영
어 상호 작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한 연구(Vasilopoulos, 2015), 중
국인 성인 프랑스어 학습자가 제2외국어로서 불어(FSL)로 표현한 퀘벡 주
로의 통합과 정체성 재인식을 탐구하는 연구(Amireault, 2020), 제2언어 
교육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협상의 과정을 탐구한 연구(McPherron & 
McIntosh, 2019), 언어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단 연구(Tulgar, 2019) 등이 있었다. 특별히 Adawu & 
Beltrán(2012)은 언어 학습 경험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미
국 대학 박사 과정생 중 비영어권 출신 3명으로부터 6개의 언어 학습 자서
전(Language learning autobiographies)을 수집해 분석했는데 LLA에서 발
견되는 자아 변화의 결정적 사건으로서 전환점(Points of Transition)을 식
별하여 언어 학습자들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정
체성을 언어 학습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밝혔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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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들의 제2언어 학습이 자신의 모국어 또는 제1언어가 명확한 상황
에서 단일 목표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귀국 대학생
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으로 
다중언어 습득을 경험하기에 선행 연구의 참여자들과 선명한 차이점이 존
재한다. 

이상 선행의 연구들을 종합하자면 기존의 귀국 학생 관련 연구는 주로 
아동에 관한 것이었고, 양적 연구가 많았다. 대부분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성인 귀국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교육적으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학습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통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탐
구의 경우 ESL 혹은 EFL 환경처럼 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귀국 대학생과 같이 두 번 이상의 시공간 변화를 경
험한 학습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는 미비했다. 또한 기존 제2언어 자아에 
대한 연구는 목표어 학습이 기존 언어 자원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에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들과 같이 동시적 다중언어 학습자의 각 언어별 학습 동기의 차이나 
언어 간 영향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학령기 전부를 해외에서 
보낸 성인 귀국 대학생이 해외 이주와 귀국이라는 시공간 축의 이동을 경
험하며 이루어진 동시적 다중언어 학습에 대해 생애사적으로 어떤 동기 자
아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 그런 자아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러한 경험의 한국어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학습자 본인의 목소리를 통
하여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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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제2언어 습득의 정체성 투자 이론

1) 언어와 정체성

언어와 사고의 깊은 연관성에 대하여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견해 차이처
럼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하여는 그 해답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언어와 사고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무지개의 색상을 일곱 개
의 색상어로 부르기에 실제로 무지개를 볼 때 7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
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상 무지개의 색상은 인간이 분절할 수 없는 단위
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권 화자들이 나이나 지위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화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등한 자세를 가지는 반면, 
경어법이 발달된 한국언어 문화 공동체에서는 같은 나이의 사람일지라도 
높임말을 사용하는 대상이냐 반말을 사용하는 대상이냐에 따라 대화의 자
세가 달라지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언어는 한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이며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혹은 영혼
에 어떤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언어로서 표
현됨으로써 사람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로 표출되며 형태를 갖출 수 있
게 된다. 즉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정체성 그 자체라 
할 수도 있다.  

언어와 정체성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Norton(2000)에 따르면, 정
체성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여, 그 관계가 시간과 공간
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라 정의할 수 있다(진경애·한종임, 2010). 노튼은 한 개인의 정
체성은 인식되고자 하는 욕구,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안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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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욕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의해 변화된다는 West(1992)
의 주장에 더하여 정체성과 상징적인 힘(symbolic power)의 관련성에 대한 
Bourdieu(1991)의 입장을 따른다. 이러한 정체성 개념은 다양한 영역과 관
점에 따라서 특정한 집단 또는 문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언어 정체
성, 특정한 공동체 집단에 대한 사회 또는 국가 정체성, 특정한 문화에 대
한 정체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정의된다(진경애·한종임, 2010).

언어 정체성이란 언어 또는 언어 행위에 대한 가치관, 아이디어, 정서 및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은 사용하는 언어 자원을 통해 자신의 정
체성과 소속된 공동체를 나타낸다(Baker, 1992; Ochs, 1993; 진경애·한종
임, 2010: 34 재인용). 언어 정체성은 한 개인이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비롯
한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 및 재구성된다. 언어를 하나만 구사
할 수 있는 사람은 모국어의 발달에 따라 단일 언어에 대한 단일 언어 자
아(language self)가 발달하게 되는데 만약 기존 언어 자원에 더하여 의지
적으로 제2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면 제2언어 자아(second language self, 
L2 self)를 형성하게 된다(Brown, 2000; 진경애·한종임, 2010: 34 재인
용). Oakes(2001)는 언어 정체성을 언어에 대한 태도로서 바라보았는데 이
러한 태도는 감정, 인지,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진 세 가지 하위 요소에 의
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그림 1(Oakes, 2001: 29)]과 같다.

[그림 1] 태도의 하위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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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따르면, 언어에 대한 태도로서 언어 정체성은 특정한 언어에 
대한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감정)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그리고 
행위적인 지표(behavioural index)라고 정의할 수 있다(Oakes, 2001). 언어
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하위 요소가 정확한 비율로 균형적이게 배분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비교적 가시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행위 요소 달리 감정
과 인식 요소는 상황 및 환경 맥락에 따라 실제와는 달리 가장되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진경애·한종임, 2010).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스스로는 외국어 학습을 싫어하면서(정의적 측면), 자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외국어 학습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인식적 측면), 자기 자녀
에게는 외국어 학습을 강제할 수 있다(행위적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정량
적 연구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는 개인의 내면 깊숙이 
내재된 정의적 측면의 진실을 유도하고 표출하게 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Baker, 1992; Oakes, 2001: 30 재인용). 

사회 정체성은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과 해당 공동체에 대
한 소속감으로 귀속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도출되는 자아 개념으로
서,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다(Tajifel, 1974; 진경애·한종임, 
2010: 35 재인용).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공동체 속에서 특정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
식하는 과정에 대하여 사회적 범주, 사회 정체성 형성, 사회적 비교, 심리적 
차별성의 4단계를 주요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McNamara, 1997; Oakes, 
2001; 진경애·한종임, 2010: 35 재인용). 사회 정체성 이론에 포함된 4가
지 주요 개념의 인과적 순서는 [그림 2(Oakes, 2001: 35)]와 같다.  

[그림 2] 사회 정체성 이론 주요 개념의 인과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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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es(2001)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범주 단계에서 한 개인은 자신과 다
른 사람들을 사회적 그룹으로 ‘범주화’하고 내집단(in group)과 외집단(out 
group)으로 공동체를 분류한다. 사회 정체성 형성 단계에서는 자신이 소속
된 공동체를 인식하고 공동체원으로서 소속감과 관련하여 긍정 또는 부정
적 가치를 가진다. 사회적 비교 단계에서는 개인이 공동체들을 비교할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을 선호를 갖게 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
는 차별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집단 중심적 행위는 ‘심리적 차별성’ 상태를 
생성 및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비교와 사회 정체성은 관련 집단 간의 
지위 관계가 불변한다고 인식될 때 확보된다(진경애·한종임, 2010). 즉, 상
대적으로 우세한 주류 집단이 지배적으로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소수 집
단이 종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두 집단의 사회적 비교와 사회 정체성은 안
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차별성에 기인한 우월성은 긍정적 자
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이동, 창조, 경쟁 등의 다양한 전략
을 사용하여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더 긍정적인 정체성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진경애·한종임, 2010).

사회 정체성과 언어의 관련성에 대하여 Giles & Johnson(1987)에서는 
언어는 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 정체성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표지
(salient marker)라고 하였고, Norton(2000)에서도 정체성과 언어 학습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정립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 학습은 사회 문화적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언어 학습자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소속된 공동
체의 담화 행위에 참여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및 정체성을 형성해 간
다. 언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자신이 언어 학습에 ‘투
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 특정한 개인에게 있어서 언어 학습에 대
한 투자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언어 학습자
는 특정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공동체와 연관시킨다는 것이다. 즉, 목표어에 대한 언어 학습 투자는 곧 자
신이 획득하게 될 정체성에 대한 투자이며, 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로서 투
자 의지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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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Norton(2000)의 관점은 언어 학습에 대한 도구적 동기
가 강한 기존 제2언어 학습 교육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진경애·한종
임, 2010). 

2) 언어 학습 동기의 정체성 투자 이론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정체성이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잠재적 정체성 가운데서 실현 가능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7)이고, 이 과
정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혼재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가는 것
이다(김신혜, 2013).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가능한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Lava & 
wenger, 1991; Wenger, 1998)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
으로 본다. 즉, 후기구조주의 관점의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관계가 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미
래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 
Norton, 2000)이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협상되고 결정되는 자리
매김(positioning, Davies & Harré, 1990)이다.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언
어 학습자는 목표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때마다 목표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과 의미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과 세상은 어떻
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재조직한다(Norton, 2013; 연준흠·김주은 역, 
2021:21).

Gardner & Lambert(1972)는 제2언어 습득 연구 분야에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도구적 동기는 취업과 같
은 실용적 목적으로 제2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통합적 동기는 목표 언어 공
동체와의 성공적 통합이 동기가 되어 제2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Norton은 
Gardner와 Lambert가 제시한 동기 개념을 확장하여 제2언어 학습에 “투자
7) 다만 성 정체성과 같이 생득적 요소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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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Norton, 2000)”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투자란 목
표 언어를 대상으로 학습자에게 형성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관계나 목표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기 위한 양면적인 열망을 의미하며 동기는 정신적인 
구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투자는 사회적인 틀 안에서 봐야 한다(Norton, 
2013; 연준흠·김주은 역, 2021:25). 

Norton(2001)에 따르면 학습자가 이상적으로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한다.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에
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며 이를 “상상의 정체성
(imagined identities, Norton, 2001)”이라고 한다. 상상의 공동체, 상상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Anderson(1991)의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가관, Lave
와 Wenger(1991), 그리고 Wenger(1998)의 실천 공동체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상상의 공동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Anderson(1991)에 따
르면 우리가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속한 공동
체 관념으로서 상상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Lava와 Wenger(1991), 그리
고 Wenger(1998)는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더하여 실천 공동
체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실천 공동체란 공통의 관심 혹은 열정을 가진 사
람들이 정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습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 공동체로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학습
이란 실천 공동체의 관행을 공유하여 그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며, 공동
체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김신혜, 2013). 

Norton은 제2언어 학습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상적 공동체의 이미지
를 상상을 통해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장해 갈 수 있다
고 보았다.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 습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위, 명성, 평
판 등의 상징적 자산(symbolic capital, Bourdieu, 1991)을 증가시킬 수 있
다고 기대하게 되며 이를 동기로 목표어에 대한 투자(Norton, 2000)를 실
행하게 된다. 하지만 상상의 공동체와 상상의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
도 실제로 언어 학습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언
어 학습에 대한 투자 의지는 감소하게 되는데 즉, 상상의 공동체에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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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획득을 위해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이나 사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마련될 때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
로 투자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김신혜, 2013). 따라서 노튼은 학습이란 
자기 정체성 수립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상상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
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언어 학습 투자에 대한 “동기화(motivation)” 혹은 
“탈동기화(demotivation)”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언어 학습을 정체성 관점으로 연구한 Norton(2000)에서 연구 참여자 중 
폴란드 이민자 Eva는 다른 참여자에 비해 목표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
였다. 그 이유는 Eva에게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영어의 학습과 사용을 통
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상상
의 공동체에서의 정체성 획득을 위해 언어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실제적
인 투자의 장의 존재가 실제 언어 학습 투자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Norton은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해서
는 개인 차원의 동기나 학습 전략뿐 아니라 목표어를 사용하여 속할 수 있
는 사회 문화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어 학습자가 현재의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및 사회와의 관계, 목표어의 습득과 이상
적인 미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목표어를 습득하기 위한 
투자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김신혜, 2013). Norton(2000)의 연구는 
언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문화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
의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가 목표 언어를 연습 및 실행할 기회, 목표어 
화자와 접촉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해당 목표 언어권 국가
에서 목표어에 대한 노출이 자연스러운 제2언어 습득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상의 제2언어 습득의 정체성 투자 관점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본 연구에
서의 적용을 정리하자면 목표 언어 학습을 통해 진입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고 해당 공동체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상
상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또한 정체성 획득을 위해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 
및 사용의 투자 실천 기회가 부여되는 상황, 집단 등을 통칭하여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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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장”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제2언어 학습의 목표를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점에서 제2언어 학습이란 단순히 목표 언어의 언
어 구조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학습자가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과정이며, 제2언어를 통해 진입하고자 하
는 상상의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 그리고 
실제적인 투자의 장의 존재 여부가 제2언어 학습 투자 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김신혜, 2013; 2016).

2.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 이론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자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보완
적 관점에 기초한다. Anderson(1991)의 국가를 상상의 공동체로서 바라보
는 관점, Wenger(1998)의 학습을 공동체 실행에 직접 들어가 관계를 맺고
자 하는 참여 의지로서 보는 관점, Markus & Nurius(1986)의 자아를 동기
와 행동 사이의 연결점으로 보는 관점이다(Pavlenko & Norton, 2007). 

마르쿠스와 누리우스(Markus & Nurius, 1986)가 제시한 가능한 자아
(possible selves)에서 학습자가 상상하는 미래의 자아상은, 미래에 되기를 
희망하는 이상적 자아(ideal self), 미래에 될 자아(default self), 미래에 되
기 거부되는 두려운 자아(feared self)의 세 종류가 있다. 미래에 될 자아는 
학습자의 노력 유무와 상관 없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별다
른 이변 없이도 획득하게 될 미래상이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는 크지 않다
고 본다. 이는 다시 말해 교육적으로는 이상적 자아와 두려운 자아가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태영, 2013). 

히긴스(Higgins, 1998)는 실제 자아(actual self), 이상 자아(ideal self), 
당위 자아(ought self)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자
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가 생성된다는 자기 불일치(self-discrepancy) 
이론을 주장하였다. 실제 자아란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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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이며, 이상 자아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획득하길 바라는 자아, 끝으로 
당위 자아란 타인 또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 자신이 보유해야 한다고 당위
적으로 부여되는 의무나 책임 등의 자아를 나타낸다. 히긴스는 학습자가 무
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의 생성은 이러한 자아 간 불일치의 인식, 즉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 위치와의 간격을 인식하
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Dörnyei(2005, 2009)는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착안하여 언어 학
습에 대한 동기 부여는 제2언어 학습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학습 동기가 유발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김태영, 2013). 그는 자아 구성 체계에 관련된 기존 이론들
(Markus & Nurius, 1986; Higgins, 1987, 1998)에 기반하여 제2언어 이
상 자아(ideal L2 self)와 제2언어 당위 자아(ought-to L2 self), 제2언어 
학습 경험(L2 experience)으로 구성된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L2MSS,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를 제시하였다. 

되르네이에 따르면 제2언어 이상 자아(이하 이상 자아)는 학습자가 제2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희망이 투영된 자아상이다. 즉, 
학습자가 제2언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긍정적 자아로서 원어민과 제2언
어로 유창하게 소통하는 자신의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2언어 당위 
자아(이하 당위 자아)는 외부의 기대가 투영된 자아상으로서 타인의 기대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은 제2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부정적
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자아이다. 당위 자아로 인한 언어 학
습의 예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권면이나 압박에 의해 제2언어
를 학습하는 경우, 제2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취업에 실패하는 두려운 미래
를 피하기 위해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2언어 
학습 경험은 실제 언어 학습 경험에 더하여 언어 학습 교실, 교육 과정, 교
사 및 동료, 학습자 주변 환경 등을 포함한 이상 자아 및 당위 자아의 형성
과 해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통칭한 개념으로서 제2언어 동기 자아
는 제2언어 학습 경험의 영향으로 그 수준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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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2019). 되르네이(2005, 2009)는 이상의 각 요인이 적절한 조화를 이
룰 때 제2언어 학습에 대하여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으
며 이는 [그림3]과 같다.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에서 제2언어 학습 경험은 실제적인 언어 학습 
행위뿐만 아니라 제2언어 자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험 요소를 통칭
한다. 기존의 실제 자아에 제2언어 학습 경험의 영향을 받아 이상 자아 및 
당위 자아가 형성되고 형성된 제2언어 자아는 다시 제2언어 학습 경험을 
통해 실제로 해당 자아를 획득하거나 변화 혹은 탈동기에 이르게 된다. 연
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들의 제2언어 자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제2언어 학습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주목하였고 해외 이주 및 귀국이라는 시공간 축의 변화, 다중언어 학
습 경험, 상상의 공동체와 상상의 정체성, 실제적인 투자의 장의 존재, 부모
의 강요, 개인의 희망, 거주 기간 및 체류 기간 등을 제2언어 학습 경험으
로 바라보았다. 

유학목적, 혹은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이들의 내러티브에 대해 연구한 유지윤(2019), 베크조드(2019)에서

[그림 3]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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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어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 초기에는 주변의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해 당위 자아를 동기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상 자
아가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2언
어 이상 자아는 언어 학습 동기의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되며 당위 자아는 
이상 자아보다 학습자의 동기 부여된 행동에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친다
(Taguchi et al., 2009; Kim & Kim, 2014).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가 명
확한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기 자아를 현재의 제2언어 학습과 
연관시킬 수 없는 경우 학습자의 탈동기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김신혜, 2015). 이상의 이론과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에 의한 제2언어 동기 자아 변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2언어 동기 자아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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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언어 습득 관점에서 이론 간 결합 가능성 고찰

다중언어 상용자8)가 보유한 둘 이상의 언어 자원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보유한 다중언어 자원에는 권위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수 언어와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서 고유성과 특수
성을 담고 있는 소수 언어가 있다(Appel & Muysken, 2005; 김남국 역, 
2009: 113). Kanno(2000)에 따르면 귀국 대학생이 보유한 언어 자원은 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언어 간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는 귀국 대학생들이 그
들이 보유한 언어 자원에 대해 시공간별로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를 부여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변화하는 각 시공간에 따라 주류(mainstream) 집
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수 언어(majority language)는 해당 주류 집
단에 대한 참여의 열쇠로 여겨졌지만, 소수 언어(minority language)는 주
류 집단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함과 고유성(uniqueness)을 상징했다. 즉, 
각 언어의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역할은 귀국 대학생이 사
회의 '주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욕구와 그들의 ‘독특함과 고유성’을 주장
하려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권위
를 가지고 있는 다수 언어는 사회에서나 학습자의 주변에서 더 수용되는 
반면, 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소수 언어는 수용되지 않거나 수용된다고 하
더라도 의사소통 기능에만 한정될 것이다. 또한 만약 학습자가 학교 교육을 
다수 언어로 받는다면 인지적 기능 면에서 주류 집단의 언어를 더 수용하
게 될 것이다(Hamers & Blanc, 1989; 이혜란 외 역, 1995: 113). 

전은주(2015)에 따르면 귀국 학생들은 유학 또는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 
등의 이유로 인해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언어문화 환경
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한국에서는 모국어인 한국어
로만 생활하고 학교 교육을 받으며 지내다가 이주 후에는 가정 내부와 외

8) 2개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언어 능력의 일부를 사용할 
줄 아는 경우와 구별하여 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Hamers & Blanc, 1989, 이혜란 
외 역, 199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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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정 내에서는 한국어를 사
용하지만 가정 밖에서는 체류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류 언어로서 생활하
고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현지 적응을 위해 제2언어를 열
심히 학습하고 사용할수록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
에 따라 점차 원래 가지고 있던 한국어 능력의 소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
미진(2020)에서는 재외동포들이 이주국에서는 외국인에 비해 부족한 외국
어 능력과 소수 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한국에 왔을 때에는 계승어 학습자로서 자신의 한국어 사용 능력과 
일반적인 배경을 가진 모국어로서 한국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한 언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불만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들의 경우 이주와 귀국이라는 시공
간 축의 변화가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상상의 공동체(Norton, 2001)의 변
화와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Kanno, 2000). 
귀국 대학생에게 체류국 시절 외국인 커뮤니티 속에서 주류의 언어로서 다
수 언어인 외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그들만의 특별함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이다. 체류국 시절 부모님에 의해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할 때
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소수 언어로서 한국어 사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한국으
로 귀국과 동시에 체류국에서 다수 언어이던 외국어는 그들만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가 되고 오히려 소수 언어이던 한국어가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에서 주류의 언어로서 다수 언어가 된다. 체류국에서 배우고 사용
할 때는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던 한국어를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
과 생활하며,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를 사용하며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제2언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제2언어 습득 동기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은 언어 학습자
의 제1언어가 확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학습된 단일 목표어 학습에 대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귀국 대학생들의 언어 습득은 단일어에 대한 순차
적 학습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언어에 대한 동시적 다중언어 습득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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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경험을 선행 연구
와 같은 단일어 학습의 관점이 아닌 다중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제2언어 학습 동기에 대한 두 이론(Norton, 2000, 2001; Dörnyei, 
2005, 2009)을 결합하여 연구의 렌즈로 삼고자 한다. 이는 한 이론만으로
는 다중언어 학습자가 자신이 소속되고 싶은 상상의 공동체 혹은 획득하고
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과 관련 없는 언어를 배우는 경우나 제2언어 동기 
자아가 있음에도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의 설명이 어렵기에 두 
이론 간의 결합을 통한 상호 보완의 목적이 있다. 또한 한 이론만으로는 체
류국에서 한국어를 계승어로서 습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2언어의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계승어로서 
한국어 습득을 단일어 관점에서 자연 습득이 아닌 다중언어 중 소수 언어
로서 정체성 획득을 위한 투자된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면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 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제2언어 동기 자아 체
계 이론은 제1언어가 확고하게 습득된 이후 순차적으로 습득한 제2언어에 
대한 이론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귀국 대학생은 주로 제1언어가 확고하
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언어의 습득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습득한 다
중언어 모두에 대해 제2언어 동기 자아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9).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여 두 이론간 결합 모델을 본 연구에의 적용 가능
성을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았다.

첫째, 동시적 다중언어 습득을 경험한 귀국 대학생은 제2언어 자아가 2개 
이상 동시에 존재한다.

둘째, 귀국 대학생의 언어 정체성(자아)은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
체 속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에 따라 다수 언어 자아/
소수 언어 자아로 나눌 수 있다. 

9) 본 연구에서의 언어 습득 및 학습 경험은 유아기에 이루어진 무의식의 언어 습득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 즉 언어 습득에 대한 
자아가 있는 경험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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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자아는 언어 정체성과 제2언어 동기 자아와
의 결합10)을 통해 다수 언어의 이상/당위/실제 자아와 소수 언어의 
이상/당위/실제 자아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이주와 귀국은 귀국 대학생의 자아 변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사
건이자 일종의 제2언어 학습 경험이 되어 귀국 대학생의 다수 언어/
소수 언어 간 지위 변화와 각 언어 내의 제2언어 동기 자아(이상/당
위/실제 자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의 이론 간 결합을 고찰한 결과로서 시공간 축의 변화에 따른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과정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귀국 대학생은 해외 이주나 귀국과 같이 거주 지역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언어 학습 및 사용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에 따라 해당 언
어의 언어 정체성(자아)이 나뉘게 된다.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 집
단이 주류 집단이라면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으로서 언어 정체성
(자아)을 다수 언어 자아로 가지게 되고, 소주 집단으로서 특수성이나 고유
성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소수 언어 자아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분화된 각 
언어 자아로서 상상의 정체성 획득에 필요한 언어 능력이 실제 자아와 차
이가 없다면 무동기(no motivation) 상태로서 언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
진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상상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이 실제 자아와 차이가 있다면 자아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
한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가 작동되며 언어 학습 동기가 개인 내적 희망
에 의한 것이라면 이상 자아, 외부에 의한 것이라면 당위 자아가 제2언어 
동기 자아로서 생성된다. 이후 제2언어 자아 획득을 위하여 언어 학습 및 
사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하 실제적인 투자의 장)으로서 언어 
학습 교실이나 목표 언어 사용 공동체 등이 존재한다면 생성된 동기 자아
의 획득을 위한 투자로서 제2언어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인 투자의 

10) 이하 언어 정체성과 제2언어 동기 자아를 결합한 자아 개념을 ‘제2언어 자아’로 지칭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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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성된 동기 자아가 탈동기(demotivation)화 될 수 
있다.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에 따른 제2언어 학습 투자의 결과 제2언어 
동기 자아를 획득하거나 동기 자아가 변화되어 제2언어 학습이 다시 이루
어지기도 하지만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언어 학습의 의
지가 더 이상 없게 되면 정체성 획득을 위한 언어 학습 투자가 종료될 것
이다.

이상의 언어 정체성 이론과 제2언어 동기 자아 이론의 결합을 통해 마련
한 틀로서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과정을 예상
해 본 결과, 연구 퍼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
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유
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다수 언어의 동기 자아와 소수 언어의 동기 자아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또 두 언어의 지위가 변화되었을 때 각 언어 자아의 동
기 자아에는 어떤 변화가 수반되는가?

셋째, 다중언어 습득에 있어 동기 자아가 있음에도 실제 학습에 대한 투
자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동기 자아가 없음에도 제2언어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

넷째, 제2언어 자아와 거주 기간 및 언어 습득 수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다섯째, 다른 다양한 배경의 언어 학습자 자아에 비해 귀국 대학생의 한
국어 자아가 가지는 특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여섯째, 귀국 대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상의 질문들에 주목하여 귀국 대학생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반복적이고 협력적인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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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내러티브 탐구

1)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 탐구를 이해하기에 앞서 내러티브(narrative)에 대해 우선 살펴
보고자 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내
러티브의 사전적 정의는 ‘일련의 사건, 사실 등에 대한 설명(An account of 
a series of events, facts, etc.)’으로 정의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내러티브’, 
‘이야기’, ‘서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유지윤, 2019).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핵심용어로 하여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
법이다. 내러티브란 단순한 이야기 또는 이야기하기를 넘어서 이야기를 만
드는 데 필요한 사고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임의
적, 비논리적, 주관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식이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라기보다 구성해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내러티브는 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과 경험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총체성을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의 삶은 시간, 장소, 사회, 상황적 맥락의 연속선에 
있으며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현상이 가지는 연속성, 상호 작용성을 살펴보기 위
해 경험의 안과 밖, 앞과 뒤를 탐구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안(내적지향)
이란 느낌, 희망, 미적 반응, 도덕적 기질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며 
밖(외적 지향)이란 실존적 상황, 즉 환경을 의미한다. 뒤(과거 지향)와 앞
(미래 지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말한다. 경험에 대해 연구를 하
는 일은 특정한 경험을 이 네 방향에서 다시 경험하는 것이며 각 방향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염지숙, 2003). 홍영숙(2019)은 내러티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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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특징을 두고, 시간의 흐름(over time)과 상황 맥락(in context)
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이해하는 탐구 방식이라 정의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연속적인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협력적 연구 작업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사
회적 삶을 구성하는 경험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을 살고,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사는 현장을 함께 하게 된다(홍영숙, 2019).

내러티브 탐구는 “살고 말해진 이야기”로서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Dewey(1997)의 ‘삶(life)은 곧 경험(experience)’이라는 
경험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인간 경험을 들여
다보고, 드러내고, 의미 형성을 통해 이해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홍역
숙, 2019). 말하기, 다시 말하기, 살아가기, 다시 살아가기 등은 내러티브 
탐구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경험에 대한 묘사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경험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김신혜, 2020).

내러티브 탐구는 알버타 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의 진 클랜디닌
(Jean Clandinin)과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마이클 코넬
리(Michael Connelly)가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면서 교사의 경험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시작한 이래 하
나의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발전되어 왔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3, 16).

Connelly & Clandinin(2006)은 경험을 이야기로 연구하는 것(the study 
of experience as story)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정의하며 이들은 경험에 대
한 Dewey(1997)의 관점에 근거하여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공간인 시
간성, 장소, 사회성 안에서 내러티브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시간성이란 경험의 시간성이라는 의미로 개인의 경험이 
큰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의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
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김신혜, 2020). 이는 듀이의 계속성
(continuity)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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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험은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한다. 모든 사건이나 사람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러티브 탐구에서 사람이나 
장소, 사건이 늘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존재함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장소는 사건과 탐구가 일어나는 구체적
이고 특정한 장소들을 말한다(Connelly & Clandinin, 2006). 이는 장소에 
따라 경험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중요한 축으로 바라본
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말하는 사회성이란 듀이가 제시하는 경험의 상호 작
용성(interaction)에 통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내재적 조건인 내러티브 경험
의 안(개인의 감정, 희망, 기질, 도덕, 신념 등)과 객관적, 외재적 조건인 
내러티브 경험의 밖(외부 환경, 문화, 사회, 특정 기관 등)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경험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즉 경험의 발생 조건으로서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내러티브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염
지숙, 2003; 김신혜, 2020).

2) 탐구 절차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지속적이고 반성적으로 경험을 되돌아보는 협력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 중, 
후 과정에 대한 자신의 경험도 탐구해야 한다. 이 과정은 최종 연구 텍스트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로서 내러티브적 시작
(narrative beginnings)을 작성하고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
의 경험 역시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연구 퍼즐과 연
구 텍스트의 연결성을 독자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
한 과정이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이루어진다.11)

11) Clandinin & Connelly(2000)의 정리를 토대로 김신혜(2020)가 구성한 것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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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 머물기 
현장은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고 구성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장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양질의 현장 텍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현장이 
구성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요소에는 관계성 협상하기, 목적 협상하기, 전환 협상하기, 유용
해지기 위한 방법 협상하기 등이 있다(김신혜, 2020). 내러티브 탐구자는 
현장에 머물며 현장이 지니고 있는 3차원적 구조와 이야기를 학습할 필요
가 있다.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연구 퍼즐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것
뿐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성에 대한 협의도 시작된다. 즉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성을 새롭게 전환하거나 수립하면서 참여자들은 연
구자를 관계 가운데 인식하게 되고, 연구자로 하여금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
록 촉구하게 된다(김신혜, 2020).

(2)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
Clandinin & Connelly(2000)는 자료라는 용어보다 현장 텍스트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이는 자료란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말이 글로 옮
겨지는 것이지만 현장 텍스트는 현장의 경험이 지닌 여러 가지 독특한 특
징을 재현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를 의미하
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재현하는 게 
아니라 현장 텍스트로서 가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현장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
라,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가공된 것이다. 현장 텍스트는 현장에 대한 기록
으로서 현장의 객관적 모습과 주관적 비평을 포함하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
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와는 달리 현장 텍스트 구성에 연구자의 성찰적 자료가 
반영된다(김신혜, 2020). 현장 텍스트는 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일기, 현
장 노트, 편지, 대화, 인터뷰, 가족사, 문서, 사진, 기억 상자, 개인 - 가족 
- 사회의 가공물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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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장 경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현장의 경험
은 들리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연구자의 자서전적 이야기의 세 가지
로 구분(김신혜, 2020)12)될 수 있다.

홍영숙(2016)은 내러티브 탐구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대화’이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방법으로 대화
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더욱 협동적이고 동등한 관계성을 확보하
게 된다.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이란 연구 참여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살고 
말할 때 연구자가 그들의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탐구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속한 공동체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가 가
는 장소에 함께 가고, 만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며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환경으로 연구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자
의 개인 내적의 깊은 배경이 무엇인지,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가족, 기관 
등의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이 경험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탐
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김병극(2012)은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답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연구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 가야 함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며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
고, 한걸음 물러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Clandinin &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동반자
와 냉담한 관찰자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3) 중간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중간 연구 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와 최종 연구 텍스트 사이에 위치하여 

12) 들리는 이야기(telling stories): 일대일 또는 2~3명의 그룹이 질문지, 면담을 통해 이야기
하는 형태, 사진, 추억물건과 같은 인공물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촉발할 수 있다.
살아가는 이야기(living stories): 내러티브 탐구를 시작하면서 생긴 긴장, 삶의 모습을 담
은 사진, 내러티브 탐구를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 등을 담은 이야기를 말한다.
연구자의 자서전적 이야기: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 개인이 겪는 감정, 자신의 경험
과 연구 참여자의 경험 공유 등을 담은 이야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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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작성이 시도된다. 중간 연구 텍스트 작성은 현장 텍
스트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분석하고 작성하는 과정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 참
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협력적 수행이 강조되며 참여자의 관점이 반
영됨에 따라 현장 텍스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연구자의 해석이 많아질수
록 연구 텍스트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중간 연구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추가적인 현장 텍스트 수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4) 최종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최종 연구 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와 중간 연구 텍스트에 대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텍스트는 일반적인 학술 연구와 같이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하여 해답
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한 과정을 보여주
는 것에 초점을 둔다(김신혜, 2020). 최종 연구 텍스트는 내러티브로 살아
가기,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기, 3차원적 탐구 공간(시간성, 장소, 사회성) 
속에 머물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 연구자가 내러티브의 3차원적 탐구 공간
에 머물기를 통해 내러티브적 사고와 살아가기를 보여 주는 것이 내러티브 
탐구 연구 텍스트의 특징이다. 홍영숙(2019)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는 최
종 연구 텍스트가 특정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보다는 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다시 생각하고(rethinking), 다시 말하고(retelling), 탐구하
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귀국 대학생들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경험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클랜디닌(Clandinin, 2016)
이 제시한 네 단계를 중심으로 유지윤(2019)의 구체적인 탐구 과정 설계를 
참조했다. 전체 연구 과정의 각 부분이 각각의 단계로 분리되어 선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
이기도 하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89-90). 구체적인 탐구 절
차 및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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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절차 세부 내용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 협의
§ 연구 목적 협의
§ 연구 현장의 일원임을 느끼기
§ 연구 퍼즐 형성 및 이론 검토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전환

§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 연구 참여자 1명당 30분 이상씩 3차례에 걸쳐 인터뷰 

대화 실시, 언어 학습 자서전 작성
- 현장 텍스트 수집: 인터뷰 대화 전사본
  (연구자가 직접 전사), 언어 학습 자서전
§ 윤리적 고려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의미 협상

§ 경험 발생 조건의 안과 밖, 뒤와 앞을 내러티브적 사고
로 분석 및 해석하기
§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에서 작업

하기
§ 참여자와 연구자가 내러티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
§ 참여자와 연구자가 의미의 다중성을 협상하기
§ 현장 텍스트 추가 수집 및 수정 보완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다시 말하기

§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에서 제2언어 자아 변화 순간을 
포착하기
§ 선행 연구 및 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 연구 목적과 연구 퍼즐에 부합하는 최종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표 1> 연구 절차 및 세부 내용

2. 본 연구의 실행 과정

본 연구는 귀국 대학생이 해외 이주 및 귀국을 통해 겪는 다중언어 습득  
경험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
나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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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연구하는 접근법으로, 우리 삶에 함께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고, 이
해하며, 탐구한다(Connelly & Clandinin, 2006).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연구하는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서 경험 속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어 
개인의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타자와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이 다중언어 
습득에 대해 어떻게 동기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동기를 자신의 삶의 
중심부로 가져와 학습을 수행하는 경험의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다수의 사
례를 수집하여 일반화를 추구하는 정량적 접근 방식으로는 경험의 구체적
인 내부나 개인의 심층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경험 자체에 대
한 단순한 기술이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특정 이론 구축도 본 연구
의 목적이 아니므로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귀국 
대학생의 경험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1) 연구 참여자13)

연구 퍼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탐구를 목적으로 하며, 정규 분포의 
통계적인 평균으로 확인되지 않는 개인의 복합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탐구
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및 교류가 지속되는 협력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연구에 자발적 참여 여부, 
연구에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
구자 주변의 귀국 대학생들 중 최소 1년 이상 지속적 관계를 쌓아 왔고 라
포르(rapport)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진행 방
식 및 녹음에 동의한 9명을 최초 선정했다. 이후 연구의 방향과 대상의 초
13)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 및 협력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현장 텍스트

를 공동으로 구성해간다(유지윤,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 대상이나 피면담자라는 용어 대신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민진영(2014)에 의하면 능동적인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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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를 위해 최종 5명14)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부모가 모두 한국인으로서 재외국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연구가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자인 ‘재외국민’만을 연구 대상으로 초점화하였다.

둘째, 귀국 대학생은 흔히 3년 특례 입학자, 12년 특례 입학자로 나뉘는
데 초, 중, 고의 학령기 12년을 포함하여 12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다 
한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귀국한 성인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외 이주 시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완벽하
게 습득하지 못한 채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어에 대하
여 제2언어 습득 관점의 이론이 적용 가능한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초점화
하였다. 

셋째, 예비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진술하는 데 부담감이 없고 자
신의 경험이 연구 텍스트로 구성되는 것에 동의하며, 연구자와 1년 이상 알
고 지내며 라포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자신의 경험의 내적, 외적 요인에 대
해 풍성하고 심도 있는 얘기가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였다.

넷째, 1차 인터뷰 및 LLA 작성을 전달 받은 후 제2언어 자아 변화 및 한
국어 숙달도 변화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를 
추려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귀국 당시부터 한국어 습득도를 
능통한 수준으로 갖추었던 경우에는 해외 이주 시기가 다른 두 명을 선정
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참여자의 대략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14) 크레스웰(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7: 183)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자는 접근 

가능한 주변인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
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떤 개인이 참여할 것인가’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
가 있다’는 관점으로 내러티브에 집중해야 한다. 최초 선정된 연구 참여자 중 1명의 경우 
현재 해외 국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한국 대학 입학을 앞두고는 있으나 다른 참여자들
과 달리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제외했다. 나머지 8명 중 체류국 배경이나 다중언어 
습득도 등이 유사한 참여자들 중 자아 변화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참여자를 채택하
는 방식으로 최종 5명만 선정함으로써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이야기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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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정보 중 한국에 귀국한 시점에 이미 한국어 수준이 능통
인 경우와 초급으로 입국했지만 거주 기간이 길어지며 능통해지게 된 경우
가 있었는데 같은 체류국, 비슷한 거주 기간, 유사한 언어 습득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2언어 자아의 변화에는 차이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연
구 텍스트에서 다루기로 한다.

15) 체류국의 이동이 있었을 경우 언어 습득 및 제2언어 자아 변화에 유의미한 경험을 줄 수 
있었을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만 기록하였다.

16) 습득한 언어의 공인 어학 성적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언어 능력을 능통과 
고급으로 나눈 이유는 해당 언어를 원어민과 막힘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능통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급으로 보았다.

이름
(가명)

체류국
15)

출생
연도

이주 
연도

귀국
연도

귀국 당시 다중언어 
수준16)

현재 
한국어 
수준

진구 필리핀 2001 2006 2019 한국어:능통(토픽 6급), 
영어:능통(토플 116)

능통
(토픽 
6급)

종우 말레이
시아 2001 2001 2019 한국어:초급(토픽 2급), 

영어:능통(토익 950) 중급

성민 태국 1995 현지 
출생 2014 한국어:초급, 

영어:능통(토플 114) 능통

현성 필리핀 1995 1997 2014
한국어:능통(토픽 6급), 
영어:능통(토플 113, 

토익 965)
능통
(토픽 
6급)

경한
→ 
→ 

미국

현지 
출생

( )

한국어:초급(토픽 2급), 
영어:능통(토익 990, 

토플 115), 
아랍어: 능통, 
불어: 고급

능통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XX

XX XXX 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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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텍스트 수집 및 분석

민진영(2014)에서 지적했듯이 내러티브 탐구의 강점이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압도적인 양의 현장 텍스트 수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대로 연구 참여자별로 각 30분 이상의 인터
뷰를 3회 이상 진행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자료의 삼각화를 위해 인터뷰 
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고 후 작성이 
가능한 언어 학습 자서전17)(LLA: Language Learning Autobiography)의 
작성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전달받았다. 언어 학습 자
서전의 작성이 미숙한 연구 참여자들을 배려하고, 좀 더 초점화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언어 학습 자서전에는 내러티브 프레임(Barkhuizen & Wette, 
2008; Coryell et al., 2010; Tse, 2000; 김신혜, 2020)을 제시해주었다. 
문어 내러티브를 작성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별로 분량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응답
자도 있을 수 있기에 내러티브 프레임은 문장 일부를 주어 참여자가 내러
티브를 더 쉽게 작성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내러티브 프레임의 장점은 다음
과 같다(김신혜, 2020: 94).

17) 언어 학습 자서전은 1:1면담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수의 내러티브 자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urphey 외(2004)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학습 자서전 내러
티브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동안 일어난 결정적 사건이 있고 이에 따라 제2언
어 학습에 동기(Norton, 2000)를 가지고 투자함을 확인했다. Adawu & Beltrán(2012)은 
언어 학습 경험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대학 박사 과정생 중 비영어권 
출신 3명으로부터 6개의 언어 학습 자서전을 전달 받고 전환점(PsoT)을 식별함으로써 학
습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변화를 언어 학습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밝혔다.

(1) 성찰적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에게 내러티브 프레임은 비계

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2)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3) 내러티브 프레임은 연구 참여자들이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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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시작한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Covid–19 pandemic) 상황으로 인해 면대면 인터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상 채팅 서비스인 Zoom을 활용하여 면대면 인터뷰 
효과를 내려했고, 모든 면담은 녹음 자료의 손실을 대비하여 노트북과 스마
트폰으로 동시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음성 데이터는 전사 전문 서비스인 
다글로18)를 활용했다. 전사 내용은 내러티브 탐구의 엄격성, 신뢰성, 전이
성(Barkhuizen et al., 2014)을 확보하기 위해 구어적인 특성도 가능한 그
대로 옮겨 적었으며 언어 학습 자서전의 경우 비문 및 오탈자, 띄어쓰기 오
류 역시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을 사실적으로 
드러내 주는 자료라 여겨 연구 텍스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텍스트의 맥
락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괄호로 연구자의 해석을 넣었다. 전사 기호의 
처리 중 휴지의 경우는 ‘...’으로 표시하였고 생략한 부분은 ‘(...)’으로 표시
하였다. 면담 진행 및 언어 학습 자서전 현장 텍스트를 전달 받은 구체적인 
일정은 <표 3>과 같다.

18) 다글로(https://daglo.ai.)는 인공지능 기반 자체 음성 인식 기술을 보유한 전사 전문 유료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녹음 및 음성 파일을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
한 전사 작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프로그램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인식한 
음성에 대하여 수정 및 전사 작업을 추가적으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체 툴
을 제공하여 준다. 

의 삶에 관한 스냅샷을 제공할 수 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양한 내

러티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 내러티브 프레임을 통해 구조화된 내러티브는 분석이 용이하다.

(5) 지면의 제약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내러티브 프

레임은 일반적인 내러티브 연구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6) 내러티브 프레임은 탐구적 성격이므로 어떤 연구 상황에서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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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터뷰 시작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시간 경과는 연구 참여자의 제2
언어 자아 변화가 조금이라도 종단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최
소한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다만 3개월의 시간 동안 3회의 인터뷰가 30분
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1시간 30분의 인터뷰와 짧은 LLA작성이 이
들의 구어 능력이나 문어 능력의 발달에 대한 결정적 요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연구 참여자의 제2언어 자아 변화는 인터뷰 
경험을 통한 인터뷰 능력의 상승에 기인한 변화라기보다는 내러티브 탐구
의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 학습 경험을 자전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 LLA의 경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1차 인터뷰 검토를 마친 후에 작성을 요구했다. 한 
참여자의 경우 전반적인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가장 마지막에 1차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그
렇기에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LLA를 2주 정도 늦게 작성해주었으나 작성 시기의 차이이
지 작성 시간에 있어 차이를 주진 않았음을 밝힌다.

순번 일시 이름(가명) 종류 면담 방식 면담 시간
1 201121 성민 1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1:07:36
2 201125 종우 1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1:05:23
3 201125 진구 1차 인터뷰 대면 인터뷰 1:22:12
4 201129 현성 1차 인터뷰 대면 인터뷰 1:06:45
5 201206 경한 1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1:04:09
6 210115 진구 LLA LLA LLA
7 210116 성민 LLA LLA LLA
8 210118 현성 LLA LLA LLA
9 210119 종우 LLA LLA LLA
10 210202 종우 2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44:49
11 210202 성민 2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42:27
12 210203 진구 2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31:44
13 210204 현성 2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54:21
14 210206 경한19) LLA LLA LLA
15 210209 경한 2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34:32
16 210223 경한 3차 인터뷰 대면 인터뷰 0:40:09
17 210225 현성 3차 인터뷰 대면 인터뷰 0:33:00
18 210228 성민 3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34:37
19 210301 진구 3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33:00
20 210303 종우 3차 인터뷰 화상 인터뷰(Zoom) 0:34:09

<표 3> 인터뷰 및 언어 학습 자서전 현장 텍스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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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삶과 경험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이
름과 학교명, 단체명 등을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하였고, 가명은 연구 참여
자와 의논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중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특정한 경험에 대한 기술을 연구 텍스트로 
공개되어도 괜찮은지 거듭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자료
는 오로지 본 논문의 작성에만 활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사전합의 하에 언어 학습 자서전을 
전달 받은 후와 매 회의 면담 종료 시마다 현장 텍스트 수집과 논문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3) 연구 텍스트 작성 틀

제2언어 학습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아 
변화를 겪는 결정적 사건이 나타난다. 귀국 대학생의 경우 해외 이주와 귀
국이라는 시공간 축의 변화가 결정적 사건이 되는데 먼저 귀국 대학생은 
해외 이주 및 출생을 통해 동시적인 다중언어 습득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
라서 2개 이상의 제2언어 자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데 시공간 축의 이
동에 따라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다수 언어 자아와, 이주민으로서 
그들만의 특별함과 고유함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 자아로 언어 정체성(언어 
자아)이 분화된다. 이후 귀국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와 언어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변화하게 되는데 체류국에서 다수 언어였던 외국어는 자신의 특별함
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가 되고 체류국에서 소수 언어였던 한국어는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에서 다수 언어가 된다. 귀국 대학생에게 있어서 결정적 
사건인 해외 이주와 귀국이라는 시공간 축의 변화에 따른 다중언어 정체성 
변화 경험을 도식화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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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화된 각각의 언어 정체성은 체류국과 귀국 후 한국에서의 
제2언어 학습 경험에 따라 제2언어 동기 자아의 획득 및 변화([그림4], 
p.19)를 경험하게 된다. 제2언어 학습 경험은 실제 언어 학습 및 교실 환
경, 교육 과정, 동료 등 제2언어 자아의 생성 및 변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귀국 대학생에겐 시공간 축의 변화가 제2언어 
자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자 제2언어 학습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언어 학습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
와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성된 동기 자아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존재하는지 등 역시 중요한 제2언어 학습 경험 요소
가 될 것이다.

내러티브 범주화에는 경험 발생 조건의 방향(direction)으로서 경험의 안
(inward)과, 밖(outward), 뒤(backward)와, 앞(forward)을 활용했다(염지
숙, 2003). 내러티브 탐구의 사회성은 안과 바깥의 방향과 관련이 되며, 시
간성은 뒤와 앞의 방향과 관계가 있다. 안쪽 방향은 경험이 일어나는 개인 
내부의 조건 즉 느낌, 희망, 미학적 반응, 도덕적 성향 등을 가리키며, 바깥 
방향은 경험 발생의 외부 조건인 환경을 가리킨다. 뒤쪽 방향은 현재 경험
의 바탕이 되는 과거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며, 앞의 방향은 현재 경험의 기
반 위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험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상호 작용, 시간성, 장소의 내러티

[그림 5] 귀국 대학생의 시공간 축에 따른 다중언어 정체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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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삼차원에 위치시키고, 안, 밖, 뒤, 앞의 네 가지 방향에서 연구하는 것이
다(염지숙, 2003; 김대현, 2006). 본 연구에서는 언어 간, 언어 내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경험 내러티브를 시공간 축에 따라 나누고 경험 발생 조건의 
안과 밖, 뒤와 앞(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전의 경험과 예측되는 경험)에 
따라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의 전환, 즉 
다시 말하기를 위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의미 협상 과정인 중간 연
구 텍스트 작성 단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참여자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
어 자아 변화 경험의 내러티브 범주화 예시는 <표 4>와 같다. 

20) 제2언어 자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등호(>, =, <)는 자아 간 언어 능력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화살표(→)는 제2언어 자아 변화 과정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
였다.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
(제2언어 자아 변화)20)

내러티브 
하위 주제
(유의미한 
경험)

내러티브 분석 내용: 경험 발생의 조건
안: 내적 요인 / 밖: 외적 요인
뒤: 이전의 경험 / 앞: 예측되는 경험

진
구

영
어 
자
아

다수 언어
당위 자아 → 
이상 자아 
설정 

체류국 
영어 습득 
및 사용

안 살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밖 영어가 공용어인 사회
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주
앞 필리핀에 계속 거주해야 함.

소수 언어
실제 자아 > 
당위 자아

귀국 후
영어 습득 
및 사용

안 영어가 편함
밖 주변 사람들의 반응
뒤 한국으로의 귀국
앞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서 가능성

한
국
어 
자
아

소수 언어
당위 자아 → 
탈동기

체류국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배워야 해
밖 부모님의 강요
뒤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미 배운 한국어
앞 한국 대학 진학 결정

다수 언어 
당위 자아 → 
이상 자아 
설정 

귀국 후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학문 목적 한국어 잘하고 싶어
밖 대학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뒤 한국어 작문 경험
앞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계획

<표 4> 연구 참여자 경험의 내러티브 범주화



- 47 -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

내러티브 
하위 주제 내러티브 분석 내용: 경험 발생의 조건

종
우

영
어 
자
아

다수 언어
이상 자아

체류국 
영어 습득 
및 사용

안 영국인 학생 같은 영어 사용자가 되길 원함
밖 영어가 공용어인 사회
뒤 유아기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
앞 미국으로 대학 진학할 것이라 생각

소수 언어
실제 자아 > 
당위 자아

귀국 후 
영어 습득 
및 사용

안 영어가 편함
밖 주변 사람들의 반응
뒤 미국 대학 진학 좌절, 한국으로의 귀국
앞 한국 사회에서 영어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

한
국
어 
자
아

소수 언어
이상 자아 → 
당위 자아 → 
탈동기

체류국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지만 배우기 귀찮아
밖 낮은 한국어 활용도, 부모님의 강요
뒤 가족과만 한국어 사용
앞 미국 대학으로 진학할 거라 예상

다수 언어
당위 자아 → 
이상 자아 
설정

귀국 후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도 잘하고 싶음
밖 한국과 한국 대학 생활에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뒤 미국 대학 진학 좌절, 한국으로 귀국
앞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계획

성
민

영
어 
 /
태
국
어 
자
아

영어: 다수 언
어 이상 자아
태 국 어 : 소 수 
언어 당위 자
아 → 탈동기

체류국 
영어 습득 
및 사용,
태국어 
습득 포기

안 능숙한 영어 사용자가 되고 싶음.
밖 국제 학교 태국어보다는 영어를 주로 사용.
뒤 태국에서 출생하고 국제 학교 진학
앞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

영어: 소수 
당위 자아 < 
실제 자아
태국어: 소수 
언어 이상 
자아 설정

귀국 후 
영어 사용, 
태국어 
습득 포기 
후회

안 영어만으로는 장점이 되지 않는 것 같음.
밖 취업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함.
뒤 태국어 습득을 포기했던 체류국 시절
앞 태국어도 배우고 싶음.

한
국
어 
자
아

소수 언어
당위 자아 → 
탈동기

체류국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나는 배워도 못할 것 같음
밖 부모님의 강요, 탁월한 또래들
뒤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 실패 경험
앞 한국어 배우는 게 어렵게 느껴짐

다수 언어
당위 자아 → 
이상 자아 
설정 

귀국 후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한국어를 잘하고 싶지만 배우는 건 두려워
밖 대학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주변 시선
뒤 한국어 학습 실패, 한국어 강의 이해 어려움 경험
앞 학업과 취업을 위해 표현 능력 향상 학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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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

내러티브 
하위 주제 내러티브 분석 내용: 경험 발생의 조건

현
성

영
어 
자
아

다수 언어
이상 자아

체류국 
영어 습득 
및 사용

안 영어 배우는 게 즐거웠음
밖 영어가 공용어인 사회, 국제 학교 진학
뒤 유아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주
앞 미국으로 대학 진학할 것이라 생각

소수 언어
실제 자아 > 
당위 자아

귀국 후 
영어 습득 
및 사용

안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밖 주변 한국 사람들의 반응
뒤 미국 대학 진학 좌절, 한국으로의 귀국
앞 영어로 무언가를 배우긴 기대하기 힘들 듯

한
국
어 
자
아

소수 언어
이상 자아 < 
당위 자아 → 
탈동기

체류국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통이면 충분
밖 낮은 한국어 활용도, 부모님의 강요
뒤 언어 혼란의 경험
앞 더이상 한국어 학습 불필요 예상

다수 언어
당위 자아 → 
이상 자아 
설정 

귀국 후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한국인의 언어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음
밖 한국 사회와 대학 생활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뒤 일반적인 한국인의 화법 이해 못 한 경험
앞 언어 문화 공동체원에 더 소속 위해 학습 계획

경
한

영
어 
 /
아
랍
어
 /
불
어 
자
아

다수 언어 
동기 자아

체류국 
다중언어
습득 및 사
용

안 다중언어 상용자로서 주류 집단의 일원
밖 주류 언어가 계속 바뀜
뒤 많은 해외 이주 경험을 통한 다중언어 습득
앞 더 이상의 언어 습득은 없을 것으로 예상

소수 언어
실제 자아 > 
당위 자아

귀국 후 
다중언어
습득 및 사
용

안 부진아가 된 기분
밖 한국 사람들의 반응
뒤 한국으로의 귀국, 힘든 한국 사회 적응
앞 다중언어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한
국
어 
자
아

소수 언어
당위 자아 → 
탈동기

체류국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약자들이나 배우는 한국어
밖 한국어 습득하기엔 어려운 환경
뒤 지속적 습득은 어려웠음
앞 한국어가 그다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음.

다수 언어
당위 자아 → 
이상 자아 
설정 

귀국 후 
한국어 습
득 및 사용

안 부진아가 된 기분, 비슷한 사람들을 돕고 싶음
밖 한국 사회와 대학 생활에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뒤 한국으로 귀국과 한국 적응의 어려움
앞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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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귀국 대학생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 이야기

1. 진구의 이야기: 당위 자아에서 이상 자아로

1) 영어 자아: 살기 위해 배운 언어에서 나만의 장점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진구는 부모님을 따라 6살 때 형과 동생과 함께 필리핀
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살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등원
했던 기억, 눈이 오지 않는 필리핀과는 달리 눈이 펑펑 내리던 한국에서 또
래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던 아련한 기억도 갖고 있다. 진구는 필리핀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교회 어린이부에서 파송하는 찬양을 
불러줬는데 그 비장한 찬양을 들으면서 “아 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짐작했다. 그렇게 영어를 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이주한 초
반은 정말 쉽지 않았다. 대화가 전혀 되지 않던 그때의 답답했던 기억이 여
전히 남아 있다.

(1) 체류국에서의 생존을 위한 당위 자아

진구는 이주 초반 살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했었다. 해외 이주 후 체류국의 다수 언어에 대한 
당위 자아를 동기로서 습득한 것이다. 이후 진구는 국제 학교로 진학하며 
이주 초반 “살기 위한 영어 학습자”로서 당위 자아를 넘어 국제 학교에서 
영어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공부하는 “능숙한 영어 사용자”로서 이상 자아로
의 자아 변화를 경험했다.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필리핀을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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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주 초기엔 또래들과 어울리려 해도 아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또
래 집단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소속을 위해 영어 학습 의지가 증가했으며 
영어 학습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이주 초반에는 빠른 영어 습득을 위해 개인 튜터에게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 교재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튜터링과 어린이집을 매일 등원하
면서 익혔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는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구
사하게 되었고 꽤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후의 영어는 국제 학교에 진학하며 
일반 학생들과 발맞춰 습득해갔다.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에 필리핀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주 초반 살기 위해서, 친구
들을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했었으며 
국제 학교로 진학 후에는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했다. 특별할 건 없었다. 그들과 함께 같은 언
어를 사용할 뿐이었다. 당위 자아로 학습했던 영어는 점차 실력이 좋아졌고 
능통한 언어가 되었으며 미국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며 “미국에서 영어
로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는 영어 이상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 “영어는 그럼 필리핀에 가자마자 배우기 시작했을 건데 어떻게 배웠

어?”

진구: “어린이집 가서 배웠죠. 프리스쿨. 튜터, 개인 튜터링도 좀 했습니다.”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연구자: “영어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진구: “아 그냥 뭐 다 하죠. 필리핀 사람들. 못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

의.”

- 진구 2차 인터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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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 후 부여되는 당위 자아보다 높은 실제 영어 능력

한국에 귀국한 후로는 모든 게 바뀌었다. 필리핀에선 아무도 특별한 관심
을 가져주지 않았던 자신의 영어 사용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
하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질투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다수이던 영어가 소
수 언어가 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일반적
인 영어 당위 자아의 필요한 영어 능력보다 진구의 실제 자아의 영어 능력
이 월등히 높아지며 소속되고 싶었던 상상의 공동체가 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으로 바뀌며 실제 자아와 당위 자아간 요구되는 언어 능력의 위계 변
화를 경험했다.

필리핀에선 특별할 것 없었던 영어 사용이 이곳에선 진구를 특별한 존재
로 만들어준다. 길에서 영어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면 사람들이 신기한 시선
으로 쳐다본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한국인”은 한국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자 약간은 특이한 존재이다.

또한 현재 Y 대학교 국제대학교에 새롭게 진학하게 되며 모든 강의를 영
어로 듣게 되었다. 필리핀에선 영어를 잘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라고 할 수
는 없었고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배우고 사용해야 했던 언어였는데 한국 

연구자: “다 영어로 들어?”

진구: “네 영어죠.”

연구자: “한국어 수업은 하나도 없어?”

진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 진구 3차 인터뷰 210301

진구: “최근에 막 지하철에서 영어를 썼는데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흘깃 한 번씩 보고 고개 돌리고...”

- 진구 2차 인터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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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큰 장점이 된다. 소속된 과의 학생들도 대부분 외국인인데 재외
국민과 일반적인 배경의 한국인들도 섞여 있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경우 한
국에서는 나름대로 영어를 한 가닥한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진구의 
입장에서는 엉성하고 부족해보이는 영어를 구사했다.

스스로는 나름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할 학생들의 영어에 대해 발음과 문
법의 문제를 얘기하며 그들의 영어를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라고 했다. 진
구는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자신의 영어 능력을 통해 특례 입
학자로서 자신의 가치와 특별함을 증명해낸다. 해외 이주를 할 때는 일반적
인 배경의 체류국 사람들이 가진 영어 실제 자아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영
어 능력으로 생존을 위한 강한 당위 자아를 부과받았던 진구는 귀국 후에
는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인 영어 당위 자아보다 진구의 영어 실제 자아가 
가진 영어 능력이 더 높음으로 인한 독특한 언어 자아 변화를 경험한다.

2) 한국어 자아: 자연스럽게 습득한 모국어에서 학습이 필요

한 제2언어로

(1) 해외 이주를 통해 모국어에서 소수 언어로

자녀가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인으로서 살고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잘하
길 바랐던 부모님에 의해 진구는 필리핀에서 한국어 학원에 다녔다. 당시 

연구자: “영어를 어느 정도하는 거 같아?”

진구: “확실히 콩글리시이긴 한데”

연구자: “콩글리시? 어떤 느낌이야? 발음? 아니면?”

진구: “문법, 문법이요. 발음도 발음이고. sorry for late. 막 이런 거 안 되거

든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 진구 3차 인터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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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는 또래 친구들은 다 노는 토요일에 학원을 갔어야 했기 때문에 한국
어 배우기를 싫어했다. 소수 언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이상 자아는 가족과 
대화할 정도면 충분했으며 이미 한국에서 학령기 직전까지 한국어를 습득
하며 의사소통에는 그다지 막힘이 없었다. 자신의 이상 자아보다 높은 한국
어 능력을 요구하는 부모님에 의한 당위 자아로 인해 한국어를 억지로 배
워야 했다.  

그렇게 억지로 갔던 한국어 학원에서 좋은 마음이 들기는 어려웠다. 한국 
학원에서 한국어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배운 대로 행동하라고 강요받
았을 때 진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고 지금의 자
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불편했다고 한다. 또한, 친구
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을 때면 한국어로만 말하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언
어에 제한을 주는 것 같았기에 불편했었다. 그 시점의 진구는 영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불편함이 많았다. 문장을 만들 때 

연구자: “한국어는 그럼 따로 배웠어야 될 것 같은데?”

진구: “한국어는 따로 배웠죠. 일단 한인학교라고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었는

데 그거 꾸준히 다녔었고요.”

연구자: “그걸 언제쯤?”

진구: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녔던 것 같고.”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한국 학원에서 한국어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배운 대로 행동하라고 강

요받았을 때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필리핀 문화 속에서 살아

왔기에 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고 지금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을 때 한

국어로만 말하라는 것도 언어에 제한을 주는 것 같았기에 불편했던 기억이 납

니다.

- 진구 LLA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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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한국어의 문장 체계가 너무 달라서 익숙해지는 데에 두 배의 시간
이 필요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어로 말은 잘했지만 쓰기나 
읽기 등을 잘하지 못했던 진구는 학원을 토요일에 가는 것은 정말 싫었지
만 막상 배우다 보니 자신의 모국어의 실력이 느는 것이 뿌듯했었다며 처
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부를 나름대로 즐겼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한국어는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할 때만 주로 사용했었다. 의
사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는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기에 전혀 부
족함을 느낄 수 없었고 굳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다.

그런 생각이 깨지게 된 것은 고3 때 대학 진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

연구자: “한국어를 언제 사용했어 그럼?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진구: “집에서 사용했죠. 친구들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하고 있을 때 사용

했고.”

연구자: “한국 친구들이랑 한국어 사용하고. 그러면 스스로가 한국어가 부족

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 필리핀에서?”

진구: “음 자기소개서 쓸 때요. 고등학교 3학년.”

연구자: “고3. 그 전까지는 전혀?”

진구: “그 전까지 한국어를 굳이 학문적으로 쓸 이유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연구자: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진구: “그렇죠.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학문적 목적으로서 뭔가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아 이건 다르구나 알았던 거죠.”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영어로 작문을 할 때는 제가 잘 쓰고 있는지, 또는 잘 못 쓰고 있는지를 확실

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용도로는 영어만 써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어 작문은 뭐가 뭔지,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

다.

- 진구 LLA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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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됐을 때이다. 의사소통에선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진구는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인인 교수
님께 첨삭을 받으며 “아 다르다”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한국어 구어와 한
국어 문어의 차이도 느꼈으며 영어 작문의 경우는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선호했는데 한국어 작문은 첨삭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문장이 기
냐. 간략하게 해야 이해하기 쉽지.”란 피드백을 받으며 그때 처음으로 영어
와 한국어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알고 있던 익숙한 한
국어와는 뭔가 다르고 낯설게 느껴지는 학문 목적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지
게 되었다. 

(2) 귀국 후 학문 목적 한국어 자아 생성

진구는 현재 재학 중인 Y 대 이전 1년 정도 신촌 소재 S 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례 없던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기대
하고 꿈꾸던 캠퍼스 라이프는 누릴 수 없었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었다. 그래서 딱히 한국인 대학 친구들을 따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교회에서 운영되는 학사에서 일반적인 배경의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으로 한국어를 많이 사용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진구는 원래라면 자취방에 틀어박혀 여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
었을 텐데 학사를 통해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사귈 수 있었다.

연구자: “최근에는 뭐 한국어 많이 쓸 때가 언제야 대학에서 별로 안 쓸 거

고.”

진구: “한국어... 비전홈에서 계속 쓰죠.”

연구자: “일상생활?”

진구: “네. 아무래도.”

- 진구 3차 인터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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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국 시절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경험한 진구는 Y 대 진학 전 신촌 소재 S 대에 
진학 후 대학에서 제공되는 글쓰기 강의를 수강했다.

S 대학은 글쓰기 센터를 운영 중인데 글쓰기 강의와 협업을 통해 글쓰기 
센터에서 작문 클리닉을 제공한다. 진구 역시 글쓰기 클리닉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문법의 피드백을 받고 여러 차례 
글을 써보는 경험을 통해 작문 기능을 키우는 좋은 경험이었다. 다만 S 대
학의 글쓰기 클리닉은 원래 면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메일을 통한 코멘트 첨삭만 이루어진 점은 아쉬웠다고 한다.

진구는 체류국 시절 이주 초반에 영어를 아예 몰랐기에 영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도 계속 배우고 사용해왔다. 차이점이 있다
면 영어는 국제 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공부를 하

진구: “아... 그냥 첨삭... 되게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까지 얘기해주신 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았어요.”

연구자: “면담을 해줘? 그럼 거기서?”

진구: “아니요. 그냥 써 줘요. 코멘트로.”

- 진구 2차 인터뷰 210203

연구자: “그러면 그런데 한국어는 학문으로 배운다면 외국어로 배우는 느낌이

다.”

진구: “그렇죠. 그...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영어로는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경

험 있고 학문적으로도 경험이 많은데 한국어는 일상생활 경험 많고 근

데 학문적으로 거의 없으니까 이제 외국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죠. 만약 제가 학문적으로만 영어를 엄청 배웠는데 일상생활에서 쓸 기

회가 없었다면 일상생활의 영어 배우는 것도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느

껴졌겠죠?”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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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문 목적으로서도 배웠지만 한국어는 거의 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만 
습득했다. 그렇기에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에만 결여가 생겼다.

진구는 자신의 한국어의 BICS, CALP 능력을 근육과 운동에 비유해줬다. 
일상의 의사소통 한국어를 가슴 근육에, 학문 목적 한국어를 팔 근육에 비
유하며 자신의 한국어 습득에 대해 근육과 운동으로 이야기했다. 가슴 운동
을 할 때 상체 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팔도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팔 운동
도 같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팔 힘만을 사용하려 하면 

진구: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팔이 같이 들어가는데 집중

은 가슴이 되어서 여기가(가슴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 운동

을 따로 하려고 하면 뭐 훈련이 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국어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일

상생활의 한국어고 이게 학문적인 한국어다. 그럼 제가 막 가슴 운동을

막 해요. 그럼 일상생활의 한국어는 늘고, 그리고 학문적 한국어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따로 고립을 해

서 하려고 보니까 자소서를 쓰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거죠. 그런 거 같

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결국은 묶여 있잖아요. 한국어란 게.”

연구자: “그렇지 딱 딱 잘라서 하긴 어렵지.”

진구: “한국어라는 틀 안에서 하나 있으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연구자: “내가 일상에서도 한국어를 되게 잘하니까 학문도 되게 잘하겠지 생

각을 했는데”

진구: “그러니까 한국어를 훈련한다 이 느낌이 결국에는 저는 상체 근육을

훈련한다. 막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는 거죠 그게 물론

한국어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이제 따로 고립을 해서 자소서를 써보려

니까”

연구자: “딱 이 부위만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할 때는 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진구: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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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다 보니 학문 목적 한국어도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한국어로 쓰
면서 자신의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
렇게 한국 대학에서 학업을 한국어로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당위 자아를 맞이하게 되었고 “한국어로 능숙하게 학업을 하는 대학생”을 
이상 자아로서 재설정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한국어의 부족한 지점들을 발
견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낀다. 이제는 팔 운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체류국에서는 한국어가 소수 언어로서 당위 자아가 이상 자아
로 재설정되지 않았지만 귀국 후에는 다수 언어로서 당위 자아가 이상 자
아로 재설정되었다.

2. 종우의 이야기: 이중언어 간 습득도와 자아 차이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처음 만나던 시점에 한국어로 의사소통
이 가능했는데 종우만은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
능했다.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인사하자 “안녕? 형?”이라고 어색하게 한국
어로 인사했었다. 그렇게 2년 정도 알고 지내며 조금씩 한국어를 습득해가
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었고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시점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었다. “진짜 진짜 한국
인”을 꿈꾸는 종우의 이야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다.

1) 영어 자아: 다수 언어로서 당연함이 소수 언어로서 고립

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종우는 생후 2개월 만에 선교사이신 부모님과 함께 말
레이시아로 건너갔다. 체류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은 가족들과 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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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습득한 유아 수준밖에 안되었고 유치원에 다닌 후부터는 영어
만 배우고 사용했다고 한다. 

(1) 미국 대학 진학을 꿈꾸며 이상 자아로서 학습

종우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언어는 영어이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
국어 제일 먼저 배우긴 했지만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고 유치원에 들어간 
후부터는 학령기 동안 쭉 영어를 배우고 사용했다. 종우는 스스로 영어가 
“first language”이자 “fluent language”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영어 외에는 말레이어를 친구들과 지내며, 또 학교에서 조금 습득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학교에서는 제2언어로서 불어와 말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웠어야 했는데 종우는 말레이어를 선택해서 학습했다. 그때 조
금 배우긴 했지만 주로 영어만을 사용해왔기에 말레이어는 형식상 조금씩 
대화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종우는 그때 제2언어 선택지 중에 한국어
가 있었더라면 한국어를 선택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는 공용어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식
민지였던 역사가 있기에 영국식 영어가 표준어로 받아들여진다. 종우 역시 
“영국인 학생 같은 영어 사용자”라는 이상적인 언어 자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영어 학습에 투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는 다수 언어로서 
주류 집단에 참여하기 위한 열쇠같은 언어였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
했다. 종우가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닌 주류에 포
함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종우: “진짜 영국인 학생처럼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됐으니까 좋았어요.”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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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 후 영어만으로는 상상의 공동체 진입 불가

귀국 후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자신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
워온 다른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을 보면서 어릴 
적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때는 영어만 잘할 수 있
으면 되었기에 정말 배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귀국 후 한국에 
오게 되자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한국어가 부족하니 여러 가지 제약
이 많았다. 아르바이트로 영어 과외 자리를 알아보려 해도 학부모들은 영어 
실력이 종우보다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한국어를 잘하는 영어 과외 선생님
을 더욱 선호했다. 체류국에서 이상 자아였던 “영국인 학생 같은 영어 사용
자”는 한국에서는 이상 자아가 아니게 되었다. 현실은 아르바이트 자리 하
나 구할 수 없는 “한국어는 못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어중간한 한국인”
이란 부정적인 자아가 한국에서 처음 마주친 자신이었다.

종우는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선교사의 자녀로서 여유롭지 못
한 가정 형편상 장학금의 혜택이 있는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
었다. 모든 강의를 영어로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추린 끝에 진학한 H 대
학에서 한국어로 개설되는 강의는 도저히 선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로
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 수강했지만 강의실만 벗어나면 한국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국 대학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되
었다. 

종우: “그 우리 부모님이... 많이... 어... 미국 가는 것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제

가 한국으로 가는 것 나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

어로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해줬어요. 저 그냥 알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갔어요.”

연구자: “한국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대학이 그러면 종우에게 있어서 우선

순위 였겠네?”

종우: “아 네 네 네 그 대학 찾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음 Y 대만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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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12년 특례 전형이 있으면서 모든 강의를 영어로 수강할 수 있
는 대학을 추리다 보니 종우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포항 소재 H 
대학과 신촌 소재 Y 대학이었는데 포항 소재 H 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했다. 
H 대학에서 모든 강의를 영어로만 신청했는데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도저히 선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후 누나가 재학 중이던 신촌 소재 Y 
대학이 일반적인 인식이 좀 더 명문대이고 서울의 교회 학사와 가깝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H 대학을 자퇴 후 Y 대로 입학하게 되었다. Y 대는 
송도에 국제 캠퍼스를 운영 중인데 영어로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종우 
역시 현재 영어로만 강의를 듣고 있다. 일반적인 강의는 영어로만 수강했지
만 기독교 배경의 미션스쿨인 Y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채플 수업을 들어
야만 했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연구자: “영어를 쓸 때 기분이나 주위의 반응이 어떤 것 같아 한국에서는.”

종우: “주위의 반응은 진짜 애매해요. like.. 어어 뭐지... 사람들은 뭐 와 영어

진짜 잘해서 좋겠다... 다른 사람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어 잘 쓸

리고 H 대만 있었어요.”

연구자: “아 Y 대, H 대밖에 없어?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한 곳이?”

종우: “네 영어로 100%만... 100% 영어로만 하는 수업들 Y 대랑 H 대만 있었

어요.”

연구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12년 특례가 되는 곳이?”

종우: “아 네 네 네”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연구자: “아예 안 들어? 한국어로 된 수업?”

종우: “절대. 피해요. 다 피해요.”

연구자: “아 일부러 다 그렇게 피할 수가 있어 그렇게?”

종우: “다 피할 수 있지. 다 피할 수 있어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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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연한 영어가 한국에서는 특별한 언어였다. 체
류하던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를 하는 종우를 누구도 특별하게 대하지 않
았지만 귀국 후 한국에서 종우가 영어를 쓸 때마다 주변에서 뭔가 다른 존
재를 보는 듯한 시선을 느끼게 된다. 종우는 누구나 영어를 사용하는 게 당
연했던 말레이시아에서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영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지
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종우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다들 특별한 시선을 보내온다.
 마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쓰던 종우에게 보내오던 시선을 한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부러워하는 시선과 질투의 시선 등 여
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느껴진다고 한다. 먼저 한국에 귀국해서 대학을 다
니고 있던 누나와 하루는 함께 지하철에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누나와의 대화를 중단시키더니 왜 한국 사람이 한
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냐고 이상한 면박을 주는 경험도 있었다.

2) 한국어 자아: 한국인 정체성 획득을 위한 투자 의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서 한국어는 종우만의 특별한 언어였다.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도 거의 없었
기에 종우가 한국인이란 사실만으로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때
문에 가족과의 기초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의 매우 한정적인 한국어를 가

때 째려보고 아이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

연구자: “왜 싫어할까?”

종우: “뭐 좀... young... 좀 어린 사람들은 싫어하는 이유가 조금 질투... 질투

맞나? 뭐 조금 like 제가 조금 show up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

게 생각할 수도 있고...”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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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씩 사용만해도 친구들이 보내오는 부러움과 신기해하는 시선은 종우 스
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사
람들과 사회에 있어서 한국어가 배워야만 하는 가치 있고 특별한 언어는 
아니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한국어는 오로지 가족들과만 사용했다. 
국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의 한인 친구들도 없었고 외국인 친구들과는 영
어로만 대화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는 소수 언어로서 종우에게 가족과의 유대
는 느낄 수 있게 해줬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언어였고 자신이 한국에 살
게 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투자해 배울 만큼의 
가치는 느끼지 못했었다.

(1) 체류국 시절 소수 언어로서 이상 자아의 탈동기화 

말레이시아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종우 역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로부터 좋은 이
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종우도 한국 드라마를 비롯하여 한류를 접하
면서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들의 모습에 한국에서 살고 한국어를 잘하는 
“진짜 한국 사람”에 대한 동경을 이상 자아로서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
은 “영어 자막 없이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실제 자신의 모

연구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한국어를 쓴 대상은 가족들밖에 없어?”

종우: “네 가족들밖에는 없어요.”

연구자: “친구한테도 안 써보고?”

종우: “우리 한국인... 한국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저는.”

연구자: “한국인 친구가 없었어?”

종우: “네 우리 학교에 한국인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 더 많으면 아니면 그냥

너무 (어린)... like... 똑같은 어 class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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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다. 종우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처럼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진짜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긴 했지만 자신이 더욱 획득하고 싶
은 자아는 소수 언어인 한국어 이상 자아보다 “영국인 학생 같은 영어 사용
자”라는 다수 언어인 영어 이상 자아였다. 때문에 한국어 이상 자아가 있음
에도 더욱 소속되고 싶은 상상의 공동체는 다수 언어 공동체 였으며, 언어
를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없었기 때문에 한
국어 이상 자아 동기가 투자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서도 배우기는 귀찮았던 종우에게 한국어는 늘 어려운 언어
였다. 종우의 부모님은 종우에게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해야 한다는 것을 말
씀하시며 재차 한국어 공부를 할 것을 강조했지만 종우는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기에 배울 생각도, 관심도 없었다. 자신의 생활은 영어만으로 충
분했기 때문이다. 당위 자아를 동기로 학습을 시작했지만 체류국에서의 삶
과 관련된 적절한 이상 동기의 설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탈동기화되었다.  

연구자: “말레이시아 사는 동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 한국이라는 나

라”

종우: “진짜 우리 친구들이 한국 문화 진짜 드라마 뭐 그런 거 진짜 좋아하니

까 좋은 이미지로 있었어요. 이미지 좋고, 진짜 한국 사람 되고 싶었어

요.”

연구자: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종우: “네네 한국 한국 사람 되고 싶었어요. 네”

연구자: “종우는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런 진짜 한국 사람? 혹은 한국 한국 사

람 아니라고 느꼈어?”

종우: “그냥.. 언어도 그냥 first language 아니니까... 그냥 언어도 fluent 까지

는 아니니까 조금 그런...네 그랬죠”

연구자: “언어가 제일 컸어?”

종우: “언어? 네 언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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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는 스스로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로 부족한 한국어를 꼽
았다. 드라마 속 한국인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자신
은 자막 없이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
는 문화 요소들도 자막에서 따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맥락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지금 저 대사의 뜻이 뭐길래 주인공들이 웃느냐
고 묻기도 했다. 종우는 그렇게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막상 한
국어를 배우자니 공부는 역시 귀찮게 느껴졌고 그 당시엔 자신이 한국 사
회에 살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서도 배우기는 귀찮았던 종우에게 한국어는 늘 
어려운 언어였다. 부모님과는 아주 한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유치원에 들어가
면서부터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줄곧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지만 종우는 딱히 배울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생활은 영어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종우에게 참여 가능한 실천 공동체로서 현실의 삶과 관
련 지은 한국어 이상 자아는 “가족과의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한 자신”으로
서 실제 자아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유치원 이후론 한국어를 배우지 않다가 중학교 때는 종우의 부모
님이 종우에게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시며 재차 한국
어 공부를 할 것을 강조했고 종우 역시 한국어를 잘하고는 싶었지만 여전
히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기에 그렇게까진 배울 생각도, 관심도 없었
다. 그렇게 외면하고 외면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선교사의 자녀로
서 가정의 경제 여건상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상 미국으로 유학은 불가

연구자: “부모님은 계속 시키려고 했는데 종우가 안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부

모님이 그때부터 자유를 준 거야?”

종우: “아니 중학교 때는 시키고 싶었는데 저가(제가)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안

받았고...”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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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기에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위한 귀국이 
결정된 이후 여전히 배울 의지가 크지 않았지만 당장 귀국을 하고 한국에
서 살아가야 할 상황에 당위 자아로서 한국어를 배워야만 했다.

(2) 귀국 후 다수 언어로서 당위 자아에서 이상 자아로의 변화

한국에 살거나 한국 대학에 가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장학
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학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말레이시아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한국어였다. 귀
국할 당시 응시한 토픽 시험에서 초급 수준인 2급을 받을 정도로 종우의 
한국어 숙달도는 영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귀국 후 처리해야 할 여러 절
차를 위해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면 모든 게 다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종우가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봐도 한국어로만 대답이 돌아왔
기에 번역기를 사용해 겨우 겨우 처리해갔다. 가끔 길에서 낯선 사람이 종
우한테 길을 묻는다든가 한국어로 말을 걸 때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
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누군가 영어로 물어보면 당당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행여나 말을 걸까 소심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종우는 한국에 와서 누나가 먼저 출석 중이던 교회로 오게 된다. 교회는 
셰어하우스 방식의 학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종

연구자: “그러면 그냥 여기 교회에서 그 ㅁㅁㅁ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게 유

일한 한국어 수업?”

종우: “네네 그리고 그냥 뭐 한국어 한국... 비전홈 자체가 그냥 한국어 말실

수 하면은 어 다 말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연구자: “비전홈이 종우에게 있어서는 한국어 배우는 곳이네.”

종우: “네네.”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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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재외국민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한국어로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던 종우를 
위해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언어 사용자 멘토가 하나 하나 모든 것
을 도와줬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다.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한국
어를 사용해보고 오류가 있을 때면 주변에서 가르쳐주면서 집중적으로 한
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교회에 출석 중인 한국어 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중인 선생님
께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처음으로 배우게 된 전문적인 한국어였
는데 문법과 단어 등 자신의 부족한 기초부터 탄탄히 배울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가끔은 올바른 단어를 찾거나

단어를 적절한 문장으로 배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또한 특정 사람들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없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식당에 갈 때 계산원과 대화하는 것보다 기계를 사용하여 주문하는 것을 선

호합니다.

(...)

한국어로 쓰는 것은 아마도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한국어

를 써야 할 때마다 매우 부담 매우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단어

연구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험은 없어?”

종우: “아 우리 ㅁㅁㅁ 선생님이랑 많이 배웠어요.”

연구자: “도움이 많이 됐었어?”

종우: “네 도움 많이 됐었어요.”

연구자: “어떤 수업이었어?”

종우: “일단 문법 문법 많이 배웠어요. 문법에 단어들을 많이 배웠고”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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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현 기능은 특히 종우에게 큰 부담이 되는 영역이다. 듣고 읽는 
것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한국어로 말하고 쓰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부담이 된다. 말하기의 경우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이
해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 두려워 가능한 한국인과의 대화 상황을 기피하
게 되었다.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에게 말로 직접 주문하기보다는 가능한 키
오스크(kiosk)를 사용해서 주문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표현 기능 중에서도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영역이
다. 말이야 맞춤법이나 문법이 조금 틀려도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글은 바로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작문을 하고 있을 때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언어 학습 자서전을 작문할 때도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는 싶지만 마음과는 달리 너무도 고역이었고 영어로 작문한 후
에 번역기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체류국에서 한국어는 부모님과만 대화할 때만 사용했었다. 부모님께서 종
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만 사용하셨고 종우의 영어식 발음을 이

의 철자를 확인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쓰는 모든 문장

을 다시 읽어야합니다. 영어로 글을 쓸 때 매우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

니다.

- 종우 LLA 210119

종우: “부모님이랑 하는 거 안 어려운데 like...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진짜 몰

르는(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할 때 조금 더 complex? 단어들을 써

야 되면 조금 더 힘들고”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말레이시아에있을 때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님이 이

해 하셨는데 한국어로 발음을 잘못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 종우 LLA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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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주셨기 때문에 그 때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귀국 후 한
국에서는 종우가 알지 못하던 단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마주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종우의 영어식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표현의 어려움 중 하나로 호칭어의 문제도 토로했다. 말레이시아
에서 영어로 대화할 때는 누나를 이름으로 부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
았다. 그것이 오히려 누나와 종우의 친밀함을 더 나타내줬기 때문이다. 그
런데 한국에 와서 누나를 OO야 라고 부르자 주변에서 그렇게 부르면 예의
가 없는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종우는 어째서 가족끼리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했다. 이처럼 낯선 한국의 언
어 문화는 말레이시아에선 전혀 배울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귀국해서 
실제 생활로 부딪혀가며 배울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누나를 이름으로 말하는 기억이납니다 이 때문에 무례하다

는 이유로 많은 꾸중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나보다 사람들의 질서

에 무례하게 들리지 않도록 경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긍정

적인 경험은 사람들이 제 한국어 글을 돕고 고칠 때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 지르지 않고 제 언어 능력을 키울 수있었

습니다.

- 종우 LLA 210119

연구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어 아니라 정말 진짜 한국인이 쓰는 그

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거? 진짜 한국인처럼 말하고 싶고 진짜 한

국인처럼 그걸 배우면 나도 진짜 한국인처럼 이렇게.”

종우: “네네네 맞아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말레이시아에서는 속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속어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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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는 자신이 사용하는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는 “슬랭”을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크다고 말한다. 언어 문화적 맥락이 가미된 슬랭을 사용할 
줄 아는 영어는 “제1언어”로 느껴지지만 한국어는 아무리 배워도 슬랭을 전
혀 모르겠기에 아직은 “제2언어”로 느껴진다고 한다.

종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며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해오면서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의 언어문화를 이해하지만 한국어는 존댓말부터 시작
해서 한국인들과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국 언어문화를 알지 못한다. 때
문에 자신이 영어로 슬랭을 쓸 때면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반대로 한국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의 고유한 한국어 슬
랭을 듣게 되면 종우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함께 학사에 
생활하는 귀국 대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어는 잘하더라도 한국 언어문화보다
는 영어 언어문화에 익숙해보이면 자신과 같은 TCK로 느껴지는데 한국 언
어문화에 익숙해보이면 자신과 다른 “진짜 한국인”처럼 보인다고 한다.

종우는 비록 한국어 교재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었지만 귀국 후 실제 한
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는 중이다. 언젠가 자
신이 한국어 슬랭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면 한국어가 “제1언어”처럼 느껴
지게 될 것 같다고 한다. 

연구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의 지위.”

종우: “한국어(웃음) 한국어 못하니까... 가끔씩 많이 놀라고 그렇게 해요. 반

응도... 반응은 반응은 진짜 좋아요. 제가 뭐 실수할 때 보통 재미있는

실수하니까 사람들 반응 진짜 좋고 좋게 하고 뭐 진짜 도와줄 사람 도

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like... 제가 뭐 은행 갈 때 아저씨가 어? 뭐? 뭐 이렇게 얘기 할 때

진짜 싫어요.(웃음)”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속어를 배워야했습니다.

- 종우 LLA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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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는 인사말만 할 줄 알아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던 한
국어가 귀국 후 한국에서는 모두가 능통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주류의 
언어가 되었다. 한국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인 종우가 한국
어를 못 할 때면 주변에서 매우 이상하다는 시선을 보내온다. 그럴 때면 너
무도 부담스럽고 싫고 어딘가로 숨고 싶은 기분이 든다.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종우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다. 단어나 조사를 
잘못 쓰거나 높임법 등에서 간단한 실수를 할 때면 주변에서 재밌다는 반
응을 보이지만 종우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기에 마냥 의아하고 어렵
다.

체류국에서는 “영국 학생 같은 영어 사용자”가 다수 언어인 영어 이상 자
아로서 종우가 가장 획득하고 싶었던 언어 자아였다면 귀국 후 한국에 살
면서는 한국어를 일반적인 한국인 같이 구사하는 “진짜 한국인”이라는 한국
어 이상 자아가 다수 언어 자아로서 종우가 가장 획득하고 싶은 언어 자아
가 되었다.

종우: “아 영어를 쓰는 종우는 페라리처럼 진짜 빨리, 빨리 가는데 한글을 쓰

는 종우는 진짜 트럭 빨간 불 많이 있는 트럭 언덕에 있고 좀 가고 빨

간 불 또 하나 생기고 또 가야 되고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

연구자: “그러면은 한국어를 쓰는 종우도 빨리 페라리를 사고 싶겠다.”

종우: “네 페라리 사고 싶어요. 빨간 불도 다 초록색 불 만들고 싶어요.”

연구자: “되어가는 중인 거 같아? 페라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종우: “네네 모인, 모으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돈 모으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렇구나.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나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종우: “예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종우: “지금? 대화하는 거가 제일 투자하는 것 같아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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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는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신을 스포츠카와 
트럭에 비유를 들며 설명해줬다. 영어를 하는 종우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빨간색 스포츠카와 같다고 한다. 영어로 말하는 것은 빠르고 유창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식 네이티브 영어를 사용한다. 때로는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들도 종우의 영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조금만 천
천히 말해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종우는 연식이 
오래된 트럭과도 같다고 한다. 그것도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면서도 계속 빨
간불에 걸리는 트럭이다. 한국어로 말할 때면 속도도 많이 늦고 말하기 전
에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머릿속에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신도 “고속
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가 되기 위해 한국어 공부라는 돈을 모으는 중
이다. 체류국에서와는 달리 귀국 후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통해 소속되고 싶
은 상상의 공동체와 획득하고 싶은 상상의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정체성 획득을 위해 한국어 학습과 사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마련되면서 동기 자아가 실제 한국어 학습 투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바라는 이상적인 언어 자아가 동기가 되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투
자하는 종우는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3. 성민의 이야기: 적절한 자아 설정 실패로 인한
습득도에 비해 낮은 자존감 형성

성민이를 처음 본 것은 성민이가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연구자: “일단 어 그렇구나 멋있네 빨리 페라리를 타고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질주를 했으면 좋겠네.”

종우: “네 아우토반, highway 가고(싶어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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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을 때이다. 처음 만나던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할 때 “오우... 졸려요
오...”, “어우 몰라요오...” 처럼 외국인같은 발음이 강하게 묻어났던 기억이 
난다. 해외에서 국제 학교를 다니면 한국의 학기제와는 맞지 않아서 대학 
입학을 할 때 한 학기를 월반해서 이득을 보거나 손해보는데 자신은 한 학
기를 손해봤다며 웃으며 얘기하는 성민이는 14년 여름에 태국에서 국제 학
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 15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현재 포항 소재 
H 대학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H 대학교는 특히 선교사 자녀 출신의 
재외국민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이다. 성민이는 현재 H 대학교에서 경영
과 국제법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 

1) 영어, 태국어 자아: 제2언어 자아 간의 상호 작용

성민은 태국에서 태어났다. 위로 형과 누나가 있는데 형은 한국에서 태어
났는데 형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선교사이신 부모님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고 누나와 자신은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자신과 누
나에 비해서 형은 좀 더 한국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태국에서 같이 
살 때는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먼저 한국 대학에 진학한 형이 한국에서 살
다가 태국에 돌아올 때마다 한국어와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습득한 모습을 
보게 되며 무언가 자신과는 달라져 감을 느꼈다.

(1) 다수 언어 자아로 인한 소수 언어 자아 학습 실패

성민이는 태국에서 태어나 국제 학교를 다녔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제일 편하고 영어 단어도 제일 많이 알아서 영어가 제1언어
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도 모두 영어를 사용
했으며 다른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필요도 없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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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는 영어를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를 국제 학교에서 다니면서 
계속 배워왔다. 때문에 영어가 제일 편하고 사용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 태
국어 역시 태국에서 체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습득하게 되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영어는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했기에 
일반 목적과 학문 목적, 구어와 문어 모두 두루 습득하고 유지되었지만 태
국어는 구어 능력 위주로 습득이 이루어졌고 그다지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태국어의 학습 의지와 능력은 점차 소실되었다. 성민이가 실제 삶과 관련하
여 획득하고 싶었던 상상의 정체성으로서 이상 자아는 다수 언어인 영어 
자아에 해당하는 “능숙한 영어 사용자”였기 때문에 성민이의 입장에서 소수 
언어에 해당하는 태국어의 제2언어 자아는 상상의 정체성 획득을 위한 언
어 학습이라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2) 기존 다수 언어의 소수 언어로 전환으로 인한 기존 소수 언어의 자
아 변화

성민이는 여전히 한국어보다는 영어 사용을 선호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느껴지며 학업을 할 때도 영어로 하면 큰 

저는 주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국제학교를 다녔고 수업도

다 영어로 했고 친구들과 지냈을 때도 다 영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주로 영

어를 사용했습니다

- 성민 LLA 210116

저는 여전히 영어를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어보다 영어

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하고 더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영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더 편한 것 같습니다.

- 성민 LLA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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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재학 중인 H 대학교의 경우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의가 많이 개설되는데 4학년이 될 때까지 한국어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았을 정도이다.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지만 자신의 “모국어는 영어”라고 
말하며 영어를 사용할 때면 자신만의 특별함을 느낀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영어가 취업 시기가 되어 자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분명 한국인치고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에 비해서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은 영어도, 한국어도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다. 영어만 
열심히 배워왔기에 태국어도 열심히 배웠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자신이 되
었을 것 같다고 아쉬워한다. 체류국에서는 다수 언어 자아였던 영어 제2언
어 자아는 귀국 후 소수 언어 자아로서 성민이의 특수성을 가지게 해주어
야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성민이의 영어 실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특수’
할 정도는 아니었다. 영어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태국어는 소수 
언어로서 자신에게 특별함을 주리라 생각하고 이상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

2) 한국어 자아: 반복되는 학습 실패로 인한 두려움

(1) 체류국에서 학습 실패로 인한 탈동기화

성민이는 체류국에서 부모님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 초등학교 때 잠깐 
다닌 한인 학교 이후로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기에 성민이의 한국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어는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

연구자: “영어로만 쓸 수 있는 곳이 있어?”

성민: “어 아마 100%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서도 또 태국어 배워야

될 것 같아요.(웃음)”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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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만, 한인 교회의 친구들과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했기에 초등학교 저학
년 수준의 한국어로도 태국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다.

초등학교 2, 3학년 무렵에는 부모님께서 토요일이면 한인 학교를 보내셨
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선생님에게 한국어와 수학, 사회 등의 과목을 배웠
다. 평일에 국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굳이 한국어로 다시 배우는 것이 
귀찮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한인 학교에 자신보다 한국어를 잘하며 
한국어 수업도 곧잘 듣는 또래들과 스스로 비교하며 뒤처지는 게 느껴져서 
그 어린 나이에도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이 너무 싫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어는 그저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토요일에 놀지도 못하게 하면서 억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싫었고 “그냥 
놀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런데 와서 공부해야 되나”하는 생각만 가득했었다. 
더 이상은 억지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았고 때문에 한인 학교 이후로
는 귀국하기 전까지는 한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 자신의 필요나 실제 실
력에 비해 높은 당위 자아는 큰 부담이었고 무난한 학생이었음에도 스스로 
학습에 실패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는데 언어 학습 투자에 실패하
면서 탈동기화를 겪게 되었고 언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획득은 이
후 언어 학습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연구자: “한인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그런 성민이 같은 그런 mk들 혹은 뭐 아

무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준 거야?”

성민: “네.”

연구자: “음 그때 어떤 이제 한국을 배우면서 느꼈던 경험 혹은 감정 그런 게

있어?”

성민: “아 진짜 싫었어요.”

연구자: “왜?”

성민: “일단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많이 뒤쳐진 게 느껴져서 어 네 되게

싫었던 기억이 남아요.”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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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 후 거부할 수 없는 당위 자아

성민이는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한
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돌아보면 태국에 있을 때 한국 귀국이 결정된 시점
에라도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웠어야 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하는 마
음으로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 생각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온 한국에서 성민이는 한국어를 통한 많은 좌
절을 경험하게 된다. 성민이는 귀국할 당시에 토플 점수가 114점일 정도로 
뛰어난 영어 화자였다. 반면 한국어 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
는데 성민이는 당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종우가 처음 한국 왔을 때랑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못했어요”라고 얘기했다.

성민이는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 후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태국에서는 느껴 보지 못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에 가도 자신
의 또래에 비해서 한국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고 오로지 한국어로만 진
행되는 예배에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면 옆의 
친하지 않은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많이 물어
보면 무시당하진 않을까 귀찮아하진 않을까 같은 두려움이 많았다. 그럴 때
면 든 생각은 “차라리 내가 외국인이었으면...”이었다. 성민은 스스로 자신의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어 실력은 외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외모가 서양인이었다면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
하여 물어보면 상대방의 반응이 “모를만하다”였을 텐데 “한국인인데 왜 한

연구자: 어땠어? 그러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그 느낌?

성민: 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도 너무 다르고 한국말

을 너무 못해가지고 엄청 자괴감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쉽게 말을 못하

고 부끄럼 당할까봐 이렇게 말을 잘 못했... 못했던 것 같아요.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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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모르지?”, “한국인 맞냐?”란 시선과 반응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다. 
설령 상대방은 장난이더라도 성민이에겐 큰 상처였다. 그렇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외국인들에겐 해당되지 않을 프레임 속에서 원
어민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것을 당위 자아로서 강요받았다. 때문에 
귀국 초반 한국어를 못하는 자신이 드러나면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성민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철저히 감추기 시작했다. 영어
로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민은 점점 말수가 없는 학생
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진학한 대학에서도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선택
하면 마찬가지의 시선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그리고 성적 역시 바닥칠 것
이 뻔하기에 영어 강의가 제공되는 H 대학에서 오로지 영어 강의만 신청해
서 들었다.

한국의 언어문화도 적응하기 어려웠다. 나이 차이가 커도 친구처럼 편하
게 지냈던 외국의 문화가 익숙한 성민이에게 있어서 나이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 관계가 정해지는 한국에서 경어법의 사용과 직설적인 표현을 지양하
고 간접 화법을 지향하는 문화 등은 너무 낯설었다. 많이 익숙해진 지금도 
교수님과 같은 권력 거리(Hofstede et al., 2010)의 차이가 있는 분들과의 
소통에서 예의를 갖추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 
건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성민: “그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내가 왜

무조건 그냥 윗사람이냐 나이가 더 적다고 무조건 이 사람을 존대해야

하나 이런 게 처음, 초반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성민: “어 일단 문법이 완전 반대여가지고 동사라든가”

연구자: “subject, object, verb 그런 거?”

성민: “아 네네 초반에 그거 아예 모르고 그냥 그런 미국식으로 많이 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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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는 귀국 초반 영어식 문장 구성법이 익숙하기에 한국어를 할 때도 
어순을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배치했었다. 태국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
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의 한국어 문장이 이
상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서 한
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 간다. 집으로”, “나 먹는다. 밥” 등의 표현을 사
용할 때 “너 왜 그래?”란 반응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어색한 것을 깨닫게 되
었다. 이후 군대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
면서 한국어 어순에는 나름 익숙해졌지만 최근에는 의아하다, 미묘하다 등
의 한국어의 구체적이지 않은 뉘앙스적인 표현들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
다.

태국에서 체류하던 동안에는 부모님과 의사소통할 때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에 스스로 꽤 괜찮다 생각했던 한국어였기에 배우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한국에 귀국을 하고 부족한 한국어를 마주하며 그런 생각
들이 깨지게 되었다.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에서 오는 여러 자괴감과 시선들,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했지만 한국어로 
강의도 못 듣고, 과제도 한국어로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며 한국어를 배워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막상 시작하지 못했다.

연구자: “나 먹는다 밥을 막 이렇게 했었어?”

성민: “아 네네”

연구자: “또 틀리다 했겠네 사람들이”

성민: “아 네네 그렇죠. 어 왜 이렇게 말하지?”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연구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배우고 싶지 않았

다?”

성민: “네.”

연구자: “왜 였을까? 뭐 당장은 근데 한국어로 어떤 그런 과제 같은 것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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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대학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어 강의도 제공되었지만 체류국 한인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또래에 비해 자신만 부진아 같았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학습을 기피하게 되었다. 외국인이나 MK 친구들과만 어울리
면서 영어만 사용하자란 생각에 최대한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피했
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피해 왔지만 절대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군대였다. 
영어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카투사로 군 입대를 했는데 훈련은 미
군들과 함께 하지만 생활은 한국 군인 동료들과 함께 먹고 자게 되면서 더 
이상 한국어를 회피할 수 없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선임들이 
뭐라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계속 혼날 수만은 없었기에 군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
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군대
에서 따로 배울 방법이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책을 많이 읽었다. 
이전까지는 성경책을 비롯해 모든 독서를 영어로만 읽었지만 처음으로 한
국어책들을 의지를 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열심히 찾아가며 읽고, 한국어를 
배웠다. 그렇게 군대에서 한국어 책을 읽으며, 또 한국인들과 좋든 싫든 대
화하며 한국어를 배웠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한국어를 성공적으로 배운 긍정적인 경험이 토대가 되어 전
역 후에는 대학에서 피해오던 한국어 강의를 듣게 되었다.

성민: “어 저 이제 저번 학기에 전공 수업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연구자: “어”

고 해야 되는데.”

성민: “아 네.”

연구자: “다 피하고 싶었었나 그냥 뭐든지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걸?”

성민: “어 네네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연구자: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한 자신의 마주해야 되니까.”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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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많은 자신감이 생겼지만 
대학에서의 강의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여전히 강의를 한국어로 듣는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을 잘 받지 못할 거란 생각에 계
속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 중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더는 피하지 못하고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무려 4학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한국어 강의를 듣지 않았는
데 처음으로 듣게 된 한국어 강의에서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체류 
기간도 오래되었고 잘 할 수 있겠지라 생각했지만 의사소통 한국어와는 달
리 아예 해본 적이 없는 학문 목적 한국어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민이는 한국어로 발표하고 리포트를 써야 하는 기말 과제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얘기하며 다시 생각만 해도 힘들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제 더 
이상은 한국어로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성민이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학업을 해야 하는 학습자”라는 당위 자아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라는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방학 동안 한국어 글쓰

성민: “아 뭐 이 정도 4학년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웃음)”

연구자: “어떤 때 제일 어려웠어?”

성민: “어... 발표도 해야 되고 어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어 그때가 제일 막막

했던 것 같아요.”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성민: “어... 아 최근에 특강도 들었는데 한국어 글쓰기.”

연구자: “오 한국어 글쓰기 특강을 들었어?”

성민: “네 근데 약간 글쓰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가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고...(웃음)”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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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특강을 기대를 가지고 수강했다. 하지만 강의는 재외국민들이 대상이 아
니라 일반적인 배경의 한국인 대상의 강의였기에 글쓰기의 기초적인 부분
부터 배우고 싶었던 성민이의 기대와는 달리 필요한 부분을 채움받지 못했
다. 

한 달 정도만에 다시 만난 성민이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수강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다. 지난 학기의 한국어 강의에서 경험한 어려움 때문에 마지
막 학기에는 오로지 영어 강의만 신청했다고 한다.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
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부정적인 언어 자아는 여전히 성민이에
게 큰 부담이고 방학 동안 극복해보려고 글쓰기 특강 등을 신청해서 수강
하기도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을 선택했
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서도 한국어 학습과 사용에서 부진
아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한국어 학습자 자아가 꺾이지는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새 학기면 한국어 글쓰기 센터를 찾아가보겠다며 “한국 대학
에서 한국어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부정적인 언어 자아를 극복
하기 위해 “한국어로 학습을 탁월하게 하는 한국 대학생”이라는 이상 자아
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그렇게 긍정적인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제2언어 자아를 가지게 된 성민이는 자신의 한국어 

연구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군(웃음) 막 학기에는 수업을 다 한국어로 들

어?”

성민: “아니요(웃음)”

연구자: “이번에도 영어 수업 들어? 아니 영어로만 들어?”

성민: “네(웃음) 영어로만 들어요”

연구자: “어 왜 한국어 수업 들어보지(웃음) 여전히 어려워?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도?”

성민: “네... 어렵습니다(웃음)”

- 성민 3차 인터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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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대해 얘기하며 “제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100%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읽는 거랑 쓰는 거랑 이런 것 발표까지 이런 것 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아 진짜 이제 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라고 말한
다.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로 강의를 듣고, 발표하고 리포트를 탁월하게 감
당해내는 한국인 대학생”이란 이상적인 언어 자아를 새롭게 설정하고 계속
해서 한국어를 배워가는 성민이는 여전히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인 대학
생이 되어가는 중이다.

4. 현성의 이야기: 동기 자아 간 간극과 실제 학습으로의
투자

연구자와 현성이의 첫 만남은 현성이가 군대의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이
다. 기숙사도, 집도 없기에 딱히 잘 곳이 없어서 여동생의 인도를 따라 교
회에서 운영하는 학사로 왔는데 연구자의 옆자리에서 자게 되었다. 현성이
는 전역 후에도 연구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옆에서 먹고 자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현성이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재외국민들, 특히 선교사 자녀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현성이가 아침 식사 당번일 때 
만들어준 필리핀 전통 음식인 시니강을 맛보고 같이 살던 많은 형제들이 
“아, 이게 선교의 맛이구나!”라면서 곤혹스러워할 때 같이 살던 필리핀에서 
온 다른 재외국민은 “와 형,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네. 제대로
다. 제대로.”라며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 영어 자아: 우선 투자했던 다수 언어가 소수 언어가 되며

찾아온 실망감

한국에서 태어난 현성이는 두 살 때 선교사이신 부모님과 한 살이던 여
동생과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필리핀으로 건너갔다. 가장 오래된 기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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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계단 레일을 타고 미끄럼틀 타며 놀던 기억이다. 즉, 그의 존재
론적 경험의 시작은 체류국인 필리핀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성이가 체류한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에서 일
상생활 가운데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졸리비라는 필
리핀 고유 패스트푸드점에서 영어로 햄버거를 주문하여 사먹는 것은 특별
한 일이 아니며 모두가 그렇게 산다. 

(1) 상상의 공동체 존재로 인한 이상 자아로서 학습에 투자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유치원부터라고 한다. 필리핀 현
지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필리핀의 고유어인 따갈로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줬었다고 한다. 또 간호사셨던 교회의 한 사모님이 영어를 가르쳐주
시며 재미있게 놀아주셨던 기억이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점도 있지만 부모님과 학교에서 
다른 언어에 우선하여 영어의 습득을 강조하였기에 영어가 중요한 언어라
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상 자아를 주된 동기로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
다. 1년간 다닌 현지 학교에서도 따갈로그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시켰는

현성: “선생님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뭔가 그

래도 미래에 대한 뭔가 더 잘 나가려면은 어쨌든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따갈로그 쓰면

은 벌금을 매겼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한 단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직도 생각나요.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애들을 한 몇 명씩 뽑았어요.

반에서.”

연구자: “들리면 바로 음 너 썼어. 막 이렇게?”

현성: “네. 이름 적으면은 한 단어에... 뭐야 1페소씩. 이게 한국 돈 25원, 20

원인데... ”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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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국제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생각해 학생들이 영어
를 어린 나이 때 확실히 익혀두도록 관심을 가진 교장 선생님의 의지였다. 
당번을 두어 영어 대신 따갈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이름을 적고 
벌금을 매겼을 정도로 영어의 사용이 강조되었다.

그렇게 영어와 따갈로그를 신나게 배우다보니 중학교 시절쯤 언어 혼란
이 찾아왔다. 한국어도, 영어도, 따갈로그어도 어떤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혼란을 겪게 되자 부모님께서 한국어 교육을 그만 시키시고 당장 필
리핀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 필요한 영어 교육을 집중시키셨다. 이후 영어를 
기본 언어로 확실히 습득하고 나자 더 이상의 언어 간 충돌은 없어졌다. 그 

연구자: “따갈로그나 영어를 배울 때는 거부감이 없었어?”

현성: “그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제가 중학생쯤 되니까 이 언

어에 혼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중학생쯤... 네, 중

학교 들어갈 때쯤? 아니다. 네,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쯤 5, 6학년

때쯤 그 들어가려고 할 때쯤 언어의 혼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어떤 식으로?”

현성: “그러니까 음 어 중학교 때였나 그러면 7학년 때쯤 저도 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때 제가 5학년에서 7학년

6학년 5, 6학년 이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때 막 쉬운 영어

그것도 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어도 명확하게 이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그 한국어 교육을 stop하셨던 이유가 그래도 필

리핀에 있고 또 국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영어를 더 중심적으로 가

르쳐야겠다. 해서 어차피 대화는 다 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영어만

계속 배우니까 이제 한 한 언어가 이제 베이스를 딱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때부터 이제 영어가 더 편해진 거네.”

현성: “네.”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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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터는 영어가 가장 편한 언어였다고 한다. 영어가 가장 편해진 현성이
는 6학년때 잠깐 다닌 현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령기의 대부분을 국제 학
교를 다녔다. 국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수업을 받으
며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어를 즐
겁게 사용하면서 미국 대학 진학을 꿈꾸며 이상 자아로서 오히려 국제 학
교의 다른 미국인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언어 학습 투자의 결과 영어 이상 자아를 획득하게 되었다. 

(2) 한국에선 소수 언어로서 실제적인 투자의 장 소실

현성이는 필리핀 체류 시절에도 가끔씩 한국을 놀러 오곤 했었다. 2, 3년
에 한 번씩.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정도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씩 돌아간다고 할 때면 느낌이 좋았고 설렜었다. 가족이
나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면 “아
이고 거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을 텐데.”라며 용돈을 쥐어주셔서 한국
인들의 필리핀에 대한 오해들마저 불쾌하기보단 “이곳은 정말 다른 나라구
나”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었다. 하지만 그렇게 잠깐씩 한국을 다녀갈 때면 
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기보단 어딘가로 잠깐 여행가는 
기분이었다. 불편한 감정도 있었다. 한국으로 갈 때면 아버지께서는 후원 
교회분들과 한국의 지인들을 만나고 오시지만 자신에겐 ‘다시 만날 지인’이
란 존재가 한국에 없었다.

한국에서의 영어의 지위는 특별하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

연구자: “현성이가 영어를 잘할 때 주변의 반응은?”

현성: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럽게 쳐다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에... 아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시기... 시기하는 반응. ”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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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대부분 초, 중, 고 기본 12년을 정규교과를 통해서도 배우는데 실상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지는 못하고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떼는 것
을 어려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
는 현성이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시기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쭉 살
아온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것도 어렵고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현성이와 같은 재외국민들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쉽게 습득해오며 
또 해외 체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보다는 특례 입학대상자로서 명문
대에도 쉽게 진학하는 특권 계층으로 곱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느꼈다고 
한다.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수업대로, 영어 수업은 영어 수업대로 현
성이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들과 재외국민
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들이 있는데 재외국민이라는 이
유로 선택지 없이 영어로 수업을 들었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억지로 수
강한 강의의 영어 수준은 너무도 형편 없었고 잘 못하는 영어로 억지로 강
의하느라 지식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수님이나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수강생들 모두 에게 좋지 않는 상황이었다. 현성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국어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영어로 해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게 더 불쾌하고 짜증이 났다고 한다. 

연구자: “대학에서 영어 수업 들으면 수준이 안 맞겠다. 현성이는.”

현성: “네... 교수님들이 영어를 못해요...애초에. 아 그거 진짜 기분 나빠요. 그

러니까 배려해준답시고 영어 수업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진짜 기분 나

빠요 뭐냐면은 외국인들 배려한답시고 영어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를 쓰는데 교수님이 영어

를 쓰는 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를 못해가

지고. 그러면 진짜 기분이 나빠요. 배려... 차라리 배려하지 말고 한국

어를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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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자아: 가족과만 쓰던 소수 언어가 다수 언어로

(1) 체류국 소수 언어로서 이상 자아에 대한 학습과 당위 자아에 대한 
탈동기

체류국 시절 현성은 한국어를 부모님에게서 계승어로서 배웠다. 유년 시
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한글 자석 놀이를 하며 자석들을 활용하여 자음
과 모음을 조합해가며 한글을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 

어머니께서는 현성이의 한국어 교육을 관심을 가지시고 도맡아 하셨다.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한국에서 사용
하는 국어책을 받아서 직접 가르치셨다고 한다. 한국 언어문화를 간직한 한
국인으로서 살길 바란 부모님의 기대가 당위 자아가 되어 계승어로서 한국
어를 배운 것이다. 

또한 ‘쉐마 학교’라는 필리핀 주재 선교사 자녀들에게 민족 교육을 가르
치는 주말 학교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현성이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
교 2학년 정도까지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 토요일에 억지로 한인 학교를 
가게 된 현성이는 부모님과 토요일이면 다툼이 있었다. 이미 한국어가 충분
한 것 같은데 왜 더 배워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거기서 배우는 게 
별로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자아보다 부모님의 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는 필리핀에 있는 주말 한국어 교육원 가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한국어 배우는 것이 매우 귀찮았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부모님외에는 없었고 부모님과는 이미 잘 소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은 넓은데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하는지

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 현성 LLA 210118



- 89 -

대라는 당위 자아의 한국어 수준은 더 높았다. 그렇게 가정에서, 또 주말 
학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던 현성이에게 중학교 2학년 무렵 언어의 혼란이 
찾아오면서 부모님은 한국어 교육을 중단하셨고 이후부터는 한국어를 따로 
투자하여 학습한 경험이 없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까지 계승어로서 충분히 
학습하였기에 의사소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필리핀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과 한국어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다. 학
교에서도 현지인들이 현성이에게 친해지고자 “이건 한국어로 뭐야? 저건?”
하고 한국어를 물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다가오면은 한 단어씩 써 주곤 했
는데 그 외에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가족과 한국인 친구들과 대
화할 때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꽤 한국어를 잘하는 그룹에 속하였다. 스스
로 자부하기를 선교사 자녀들 사이에서도 정말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필리
핀에서 토픽 시험도 별다른 준비 없이 응시했지만 6급을 취득했다. 현성의 
수준만큼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은 국제 학교에서 많지 않았다. 한국
어를 잘하지 못하는 재외국민 친구들은 먼 타국에서 체류 생활 중 부모님
과도 대화의 어려움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자신은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기에 가족들과 깊은 유대와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소수 언어로서 한국어는 현성이의 가족과 친구 사이
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 “그러면 한국어를 통해서 뭔가 가족 간의 유대를 느꼈어?”

현성: “아 네 지금도 훨씬 낫죠. 외국에 살던 애들 보면은 대부분 한국어 할

줄 모르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 걔네

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뭔가 벽이 있고 언어가

안 통하는데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랑 계속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으

니까.”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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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의 재외국민 중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비교적 늦게 이주를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는 깊이 있게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미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많이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들끼리만 뭉치는 경향
이 강했고 한국어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어떤 교감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 
때부터 일반적인 배경의 한국인과 TCK로 분류되는 자신과의 차이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었
다. 가족과 친구 정도에게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인데 어
려움을 느끼게 된 시기는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위해 귀국이 결정되면서부
터였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단어를 못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신문에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아예 읽히지가 않았다고 한다. 무슨 내용인
지 감도 오지 않고 스포츠 기사 정도야 대충 감으로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엔 아예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토픽 6급으로서 한국어에 자신도 있었
지만 이렇게 어휘가 부족하고 한국어를 못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

연구자: “음 그러면 가장 뭔가 아직 한국에 오기 전 단계잖아. 필리핀에서 접

한 어떤 한국 자료 중에서 가장 뭔가 벽을 느낀 게 뭐였어.”

현성: “제가 필리핀에 필리핀에 있는 동안 그리고 자료들을 접했을 때 벽을

느낀 거... 신문.”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연구자: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만나서 한국어를 쓴 적 있어?”

현성: “어 네 있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한국에 오래 살았던 애들이랑은 잘

못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살다가 필리핀에 늦게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늦게 유학 온 애들. 걔네들이랑은 딱히 친하게

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끼리 또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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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물론 토픽에서는 전문 용어까진 다루진 않으니 따로 어휘의 공부가 
필요하겠으나 애초에 한국의 문화를 전혀 모르다보니 맥락적으로 여러 가
지가 결여되어 있는 정보가 이해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아예 없고 
건너 건너 가끔 소식만 듣던 현성이에게 있어선 한국의 신문이 한국인으로
서 한국의 소식을 듣는다기보단 멀리 어떤 외국의 소식을 접한 느낌이었다.
 

(2) 귀국 후 다수 언어 공동체에서의 정체성 획득을 위한 이상 자아 재
설정

현성이는 필리핀에서 체류하면서 토픽 6급을 딸 정도로 재외국민 중에서
도 한국어 능력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의 한국어는 현성이가 
가족들, 소수의 한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가끔 쓰는 소수 언어였는데 귀
국 후에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주류의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귀국 초반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

필리핀에서 체류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이 있었다. 비슷한 처지의 MK 재
외국민 친구들보다도 한국어를 잘한다고 주변으로부터도 듣고 스스로도 그
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태어나면서 쭉 한국에서 살아오고 한국어를 계속 사
용해온 네이티브 한국인들 틈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들
을 마주하게 되었다. 필리핀에서 “뛰어난 한국어 사용자”이던 현성은 한국
에서 “미숙한 한국어 학습자”로의 자아 변화를 경험한다.

현성: “네. 두려움이 있었죠.”

연구자: “두려움.”

(...)

현성: “네 한국에 평생 살던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이제.”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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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소수의 지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더 배
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중요성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
국 후에는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과 함께 거의 모든 상황
에서 한국어로 소통해야만 하게 되었다. 때문에 한국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
울여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와 숙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지 관심을 가지
고 배우게 되었다.

한국어 숙달도 자체는 매우 높은 현성이도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 친구들과 사귀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 

크게 다른 것이 해외에 있으면 한국어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

어를 못해도 잘 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소통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 더 귀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현성 LLA 210118

현성: “그리고 대화할 때 선배가 장난치는데 이게 왜 웃긴 거지? 약간(웃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게 좀... 선배들도 이제 저를 그렇게까지 막 예뻐해 주지

않았던 것 같고... 막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

저도 그렇게 막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고 다른 애들은 같은 반에 있던

애들? 이 선배 진짜 겁나 웃기지 않냐고 하는데 나는 뭐가 웃기지?

하나도 재미 없는데? 약간 개그 코드가 전혀 안맞는...”

연구자: “그럼 MK랑 TCK들끼리 있을 때는 뭐 잘 놀아?”

현성: “네 네.”

연구자: “개그 코드 잘 맞아 그 때는?”

현성: “그 때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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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친해지고자 예능 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들을 배우려고 했지만 그
게 어떤 맥락인지도 잘 이해가 안되었고 겨우 이해해서 사용하려 하면 이
미 유행이 시들해진 경우가 많았다. 또 대화 중에 다른 일반적인 배경의 한
국인들은 어떤 타이밍이면 다함께 웃는데 자신은 그것이 왜 웃긴지 잘 이
해가 되지 않는 경험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한국인 친구 
및 선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TCK, 
MK 배경의 재외국민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비록 각자가 체류하다 온 국가
와 언어 문화가 제각각이지만 체류국에서도 외국인, 한국에 귀국해서도 외
국인처럼 존재하며 안정적으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TCK들끼리의 공감
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현성이는 앞으로 한국에서 줄곧 살아갈 예정이기에 가능한 한국
인들의 언어문화를 더욱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체류국 시절 포기했
던 신문 읽기를 최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한국문화
가 많이 익숙해졌는지 꽤나 읽히게 되었다고 한다.

5. 경한의 이야기: 다수의 이주 경험과 다중언어 습득

경한은 에서 태어났다. 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부모님을 둔 대
한민국 국적자로서 교포가 아닌 재외국민이다. 해외 체류 선교사이신 부모
님을 따라 출생지 에서 살다가 중3 때 로 이주하여 3년을 체류하
였으며 고3 때는 미국으로 잠시 이주하여 6개월 정도를 거주하다 대학 진
학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중언어 상용자이지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어려움과 한국어 
습득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과 같은 재외국민들의 계승어 학습에 관심
을 두고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을 허가 받고 입학을 앞두고 있
다.

XX X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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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아랍어, 불어 자아: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언어

학습

경한이는 어린 시절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유독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있는 친구들과도 영어로 대화했다. 경한이가 체류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경
한이도 경한이의 친구들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 다중언어 사용자로서 주류 집단 정체성 획득

경한이는 체류국을 옮길 때마다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가 바뀌었으며 언
어 자아의 변화 역시 다양하게 경험해왔다. 에서 태어난 경한이는 
을 거쳐 , 미국 등 다양한 이동을 거치며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고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다중언어 상용자가 되었다. 아랍어로 시작하여 영
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웠는데 주변에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많았던 
경한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소수 언어인 한국어보다는 다수 언어인 다른 언
어들을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영어를 수준급으로 사용하며 럭
비부에서 활동하는 자신은 학교 내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주류 그 자체였
다. 이처럼 경한이의 다중언어 습득의 동기는 언어 학습과 사용을 통해 소
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와 획득 하고자 하는 주류로서 상상의 정체성

경한: “제가 상당한 기간 두 나라... 2개 국가에서 체류 했었잖아요. 이 있

고 가 있는데 둘 다 mainstream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uniqueness도 다 달라지거든요. 일단 제가 에 있을 때는 아랍어가

mainstream이 되면 uniqueness가 이제 한국어가 되는 거고. 에 있을

때는 mainstream이 영어고 uniqueness가 한국어가... 한국어와 아랍어가

돼요.”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XX

XX

XX
XX

X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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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가장 컸었다.

경한이는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언어로 대화해왔는데 부모님과는 
한국어로, 동생들과는 영어로 대화했다. 경한이와 막내 동생은 아랍어를 습
득했지만 둘째 동생의 경우는 아랍어를 습득하지 못했는데 같은 체류국의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언어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습자의 제2언어 자아에 따라 언어 습득에 대한 투자 의지가 달라진다
고 볼 수 있다(Norton, 2000; 2001).

(2) 귀국 후 다중언어의 낮은 사용도로 인한 공동체에서의 소외

체류국 시절 경한이는 우수한 다중언어 상용자였다. 영어와 아랍어를 능
통하게 하며 불어도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 후에는 그 
어떤 다른 언어보다 한국어가 중요해졌고 아무리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도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었다. 

연구자: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삼형제와 가족... 부모님이랑 이렇게 대화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

경한: “부모님이랑은 한국어. 동생들은 영어.”

연구자: “불어 아랍어 뭐 이런 건 사용 안 하고?”

경한: “네 그런 건 안했죠. 왜냐하면 셋 중에서 아랍어를 제가 제일 잘 했기

때문에. 둘째가 아랍어를 아예 못해요.”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연구자: “귀국할 당시에 뭐 토픽 점수가 몇 등급이었어?”

경한: “저 2급이요.”

연구자: “2급... 그러면 영어 공인 성적은? 토익이나 토플”

경한: “토익은 만점이고 토플은 120점에서 1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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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갖고 있던 공인 어학 성적이 영
어는 토익 만점, 토플은 120점 만점 중에 115점인데 비해 한국어는 2급에 
불과했다. 경한의 뛰어난 다중언어 능력도 한국어를 모르는 이상 한국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 뛰어난 다중언어 상용자임에도 한국어를 못하는 
경한은 한국과 한국 대학에서는 그저 부진아였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았
다. 잦은 이주 경험 속에서 늘 주류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
데 처음 마주하는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자신은 너무도 낯선 타자로
서 자신이었다.

한국에서 경한이의 다중언어 능력을 나타낼 기회는 많지 않았다. 체류국
에선 주류 언어이던 아랍어나 불어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수 언어로 분류
되었다. 때문에 소수 언어들은 경한이만의 특별함과 고유성을 나타내게 되

연구자: “한이가 바이링구얼을 넘어서 거의 몇 개 언어지? 엄청 많잖아.”

경한: “저는 4개 국어입니다. (...) 쿼드 링구얼이라 부르긴 하는데 불어는 좀...

일반 한국인 영어 하듯이 불어를 해요. (웃음)”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경한: “기회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태원 가면 할 수 있어요. 이태원 가면 중

동... 그런 음식점 가 가지고 아랍어로 주문하는 정도? 어 그런데 그 외

에는 사실 아랍어로 대화하고 어떤 그... 아랍어도 되게 종류 진짜 많거

든요. 아랍어도.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죠.”

(...)

경한: “그... 아랍어 통역병으로 레바논 갔을 때 거기 은행 시스템이 다 이제

불어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유용한 상황이었

죠. 부대에서 불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저랑 저 포함해서 두 명이

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리 업무? 회계 업무 같은 건 다 제가 전

담해 가지고 했죠.”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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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군 입대 역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레
바논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고 현지에서 아랍어와 불어를 사용하며 한국인 
부대원들을 서포트해줬다. 한국에서는 소수 언어이지만 파병 현지에선 주류 
언어인 언어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한이는 부대에서 신뢰받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렇게 해외 체류 시절 습득한 다중언어들이 이제는 소수 
언어로서 경한이만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

2) 한국어 자아: 소속되기 싫은 집단에서 상상의 공동체가

되기까지

 (1) 소수 언어로서 정체성 획득 의지 결여

연구자: “그러면은 한국어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경한: “음 yes & no? 배우긴 배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가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금토가 휴일이에

요. 저희는 금토가 휴일이기 때문에 주일에도 학교를 가거든요 저희

가. 음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주일을 안 쉬어요 걔네들

은. 토요일을 쉬어요. 이제 금토를 그래 가지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어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저... 언제

까지 갔었지.”

연구자: “몇 살 때부터 간 거야?”

경한: “그걸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는데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교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만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이제 그때 한인들 대상으

로 이제 사업이 있었어요. 한국인들 물품들 같은 것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걸 일 년에 한 번씩 갖다 줬는데 가끔씩 거기다가 이제 대사관

에서 한국어 관련된 물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면 이제 그 교재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 year nine 까지 했던 것 같아요. year

nine. year nine 까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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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이는 연구 참여자 중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게 구축된 
환경에서 체류했다. 금, 토요일이 휴일인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국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체류했기에 영국식 학제와 미국식 학제를 다 경험했는
데 중학교 1학년때까지 간헐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안정적으로 운영
되진 않았고 대사관을 통해서라든지 교재가 확보되었을 때만 아주 가끔 운
영되었다. 

체류국에서 가정은 경한이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한 거의 유일한 공간이
었다. 오직 가정이라는 테두리만이 경한이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연구자: “year nine이면 아홉 살이야 아니면 9학년이야?”

경한: “9학년. 아 9학년이 아니고 8학년이에요. 8학년. year nine이랑 grade

nine이랑 달라요. grade nine은 미국 시스템이고 이제 year nine은 영

국 시스템인데 year nine이 미국 grade eight에요. 중학교, 중2까지는

제가 영국 시스템에서 수료를 했기 때문에.”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연구자: “뭐 가족, 가정에서는 따로 한국어를 안 배우고?”

경한: “뭐 조금씩 배웠는데 이제 뭐 배우기보다는 그냥 생활?”

연구자: “엄마 뭐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쓴 정도?”

경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배웠던 것보다는 그냥 대화?”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연구자: “중3 때 뭐 가서는 한국어 배운 적 없고?”

(...)

경한: “한국인 한인들 되게 많아요. 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도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이게 좀 그런 어떤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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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주류와는 동떨어진 것이었
다. 체류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동양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체류국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면 중국어를 한다고 오
해를 받기 때문에 한국어는 배우고 싶지도, 사용하고 싶지도 않았다. “능숙
한 다수 언어 사용자”로서의 자신은 주류 그 자체였기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한국어는 소수 언어이자 약자들이 배우는 언어였
고 경한이는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공동체에 속하
고 싶은 의지가 없었고 그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주류 집단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경한은 더욱 좋았다. 경한이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언어 자아
는 약자의 언어인 “한국어 사용자”보다 주류 집단의 “다수 언어 사용자”였

문화가 있냐면 한국어를 이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 그룹이 이

제 형성되는데 진짜 걔네들이 그런 반에 들어가서 한국어 배우거나 한

국사 배우거나 그랬... 그랬거든요. 되게 좀 가고 싶지 않은 집단이었어

요.”

(...)

경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럭비부가 있거든요. 저

희가. 럭비부는 이제 완전 별개의 문화예요. 진짜. 학교랑 완전 별개의

문화였죠. 기숙사 아예 따로 쓰니까 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절반

이 흑인이고 절반이 백인이거든요.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에요. 제가 거

기서. 거기 거기 애들이랑 같이 놀았죠.”

연구자: “약간 럭비하면은 뭔가 이제 막 약간 쫌 그런 센 친구들 느낌이 있는

데 그러면 학교에서 굉장히 좀 그 그런 상위 포식자 같은 느낌으로 군

림했겠네.”

경한: “아 네 그렇긴 했어요.(웃음)”

(...)

연구자: “그런 포지션에 있는 내가 저기 저 한국어 배우는 저 찌질이들이랑

같이 놀 수가 없다(웃음).”

경한: “(웃음) 어 네 맞아요. 딱 그거에요.”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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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한국어 습득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고 한국어 학습이라는 투자로 이어
지지 않았다.

(2) 계승어 학습자로서 당위 자아에서 연구자로서 이상 자아로 변화

경한이는 귀국 초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부당한 취급을 많이 
받았다. 친척들로부터 “너는 한국인인데 왜 그렇게 한국어를 못하냐”는 얘
기를 듣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면 한국어를 몰라서 도움을 청할 때
면 귀찮다는 듯이 무시하는 말투로 자신을 대했다. 뛰어난 다중언어 상용자
임에도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이상 한국 대학과 한국 사회에서는 그저 부
진한 학생이었고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귀국하면서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경한은 한국인으로

경한: “티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아무튼 이제 그런 걸로 보면서 어쨌든 보

면서 이제 회화하는 듣는 것들 좀 많이 익혔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이제 생존력이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들어오면서 일

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그때 미국에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뭐 개인적 그냥

TV쇼 보면서 이런 이런 의미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를 좀 관찰하면서 자

연스럽게.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 티비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배웠습니다. 티비 프로

그램을 통해서 언어 뿐만 아니라 그 언어권의 행동과 social faux-pas 들을 배

울 수 있었습니다.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언어랑, 말하는 타이밍, 등을 배울 수

있어서 관찰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경한 LLA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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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마 한국어 학원이나 대학 어학당에 들어가는 투자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교재에서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한국어보다 당
장의 실전적인 한국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한국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시청이었다. 특별히는 한국어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
하며 한국어를 학습했다.

경한은 귀국 당시 토픽 2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 습득한 것도 대단한 것이라며 웃음 지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국가들과는 달

연구자: “아까 무난하게 받았다고 했는데 몇 점 그때 뭐 몇 급이었어 그러

면? (...)”

경한: “2급”

연구자: “2급? 아 그때 무난하다고 생각했어? 2급을?”

경한: “(웃음) 무난한 거죠 그러면.”

연구자: “아 얼마나 스스로를 낮게 생각했길래(웃음)”

경한: “무난한거지 그 정도면.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리핀 동남아 이쪽

은 한국, 한국어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많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중동,

아프리카 아니면 다른 타 지역들은 한국어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기본

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없으니까. 미국에도 한국인들이 한국어 배

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없었다 보니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

도 안 배우고 2급 나온다는 거는 진짜 큰 그거였어요.”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한국어를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게 하셨지

만, 중학교때부터 기숙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한인들이 극 소수였고,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해외 서구 문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경한 LLA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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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한이가 유년기 체류했던 국가들의 경우엔 한인들도 소수였고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못했다. 가족들로부터 계승어로서 한정적으
로 배우고 사용했지만 한국어 활용도는 거의 전무했기에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도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체류국에서 별로 어울리고 싶
지 않던 학생들이나 배우던 한국어였지만 귀국 후 한국과 한국 대학에서는 
주류의 언어이자 다수 언어였다. 주류의 언어를 모르는 경한은 오히려 부진
아였고 주류에서 소외되게 되었는데 경한의 뛰어난 다중언어 능력도 한국
어를 모르는 이상 한국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

연구자: “따로 뭐 이렇게 뭐 과외를 받거나 뭐 학원 가거나 그런 건 없고?”

경한: “한국어 과외를요? 그걸 누가 해요(웃음)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과외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왔을 때 재외국민은

토픽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픽 쳤는데 저는 이제 첫 시험 때가 무난

하게 나와 가지고. 그때가 토픽을 따로 이제 그 평가 기준을 통과라기

보다는 H 대에서 한국어라는 이제 수업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재외국

민을 위한. 한국어 1,2,3 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구자: “재외국민만 대상으로 해 그거는?”

경한: “아니요 외국인들도 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재외국민 또는 이제 외국인

이런 이제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 1 2 3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

인 내용이 외국인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저는 너무 쉬웠으니

까 근데 과제 진짜 많았어요. 과제 진짜 많아서 짜증 나가지고 그거하

고 나서는 딱히 그 뒤로부터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습득했었어요. 군대

가서도 이제 번역하면서 늘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늘고.”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H 대 특성상,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굳이 한국어를 잘하지 않아

도 사교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경한 LLA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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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이는 부족한 한국어에 비해 투자된 한국어 학습이 있지는 않았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과외를 누가 해요”라며 자조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본인의 한국어 실력은 일반적인 한국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귀국 초창기 
한국어 학습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경한이 진학했던 H 대
학교는 한국어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고 오로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 
수강해도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과 비슷하게 
영어를 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
다. 또한 H 대학교에서는 중국어 혹은 한문을 필수로 수강했어야 했는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언어 숙달도와 상관없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
었다. 당위 자아로서 일반적인 한국인과 같은 한국어 숙달도를 요구하는 한
편, 대학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자국민보
다는 외국인과 같은 범주에 두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경한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선교사 자녀인 재외국민들
을 돕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자신도 겪었고 그들도 겪고 있을 한국
어 어려움을 연구하고 싶어졌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였으며 현재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이 되었다. 귀국 초반 초급이던 한국어 실제 자아에 비
해 원어민 수준으로 부과되는 당위 자아로 좌절했던 경한이지만 거주 기간

연구자: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지금 뭐 특별히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 한국

어 능력적으로?”

경한: “어 저는 이제 Y 대에서 한국어 양성 과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초

문법과 그러한 한국어 교육을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사실 이제

그 기본을 하기보다는 연구 분야 관련 분야에서 연구 계획서를 계승어

학습자 안에서 문법 교육... 글쓰기와 문법 교육 관련해서 이제 썼었는

데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하나씩 읽고 있고...”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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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에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제
는 “한국어 교육학자”라는 매우 높은 이상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공동체로의 진입을 앞두고 자신의 새로운 언어 자아를 마주하게 된 경한은 
진학하려는 대학교 어학당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도 수강해
보고 여러 한국어 관련 이론과 논문들을 공부해보고 있다고 한다.

연구자: “어찌 보면 스스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 그런 재외국민으로서 계

승어 학습자로서 그래서 그런 재외국민들의 한국어의 어떤 점을 연구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계승어 중에?”

경한: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계승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이제 언어 습

득하는 과정과 그 특별히 또 이제 단순히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

업적인... 이제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를 이제 구성하는 것을 습득 과정

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자: “그 부분에서 한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

경한: “어 개인적으로 그랬죠.”

연구자: “음음 그러면 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연구가 되면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경한: “어...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이 계승어 학

습자라는 그 특성을 좀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

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교육... 교육 시스템 그런 커리큘럼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 계승어 학습

자들 특성을 맞추고 고려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 “그러면은 그... 그렇게 재외국민 해외에 있다가 이렇게 귀국한 대학

생들을 연구해본다면 어떨 것 같아? 한이처럼 이제 대학 입학하려고

귀국한 학습자들.”

(...)

경한: “아... 그분들 이제 느끼는 점. 언어적인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학업을 한국어로 진행해야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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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은 특별히 계승어로서만 한국어를 습득하고 귀국한 재외국민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한다. 특별히 구어적인 요소들은 여러 실생활에
서 부딪히며 배울 수 있지만 학문 목적의 작문과 문법 등은 자연 습득이 
어려우며 투자된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설명한다.

경한 자신도 그랬지만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은 매우 특수한 한국어 학습
자들이다. 체류국에서는 계승어로서 가정에서 매우 제한적인 한국어를 습득
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모국어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받으나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다
른 배경의 한국어 교육 대상들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국 대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경한은 자신 스스로가 그 대상이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
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느낀 모든 경험들을 통해 누구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한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그들
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계에서 살아가며 언어의 학습자이자 사용자이
자 연구자로서 되어가는 중이다.

그에 맞춰서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한국어... 재외국민들 토픽 레벨4...

그 4급부터 재외국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한국어로 학업

을 한다는 게 가능한 언어 수준이 아닌데... 그들이 한국에서 좀 효과적

으로 또 이제 상대평가냐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커리큘럼? 그들

을 맞춰준? 그리고 외국인들 같이 공부법을 해봤자 언어적인 어떤 경

쟁력이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들이 어... 이제 재외국민이지만

또 계승어 학습자로서 한국어를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글쓰기... 또는 문법 교육 어 그런 부분에 더욱 더 필요성을 느끼

죠.”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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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귀국 대학생 내러티브 탐구의 의미

1. 개인 내적 경험의 구체화와 외부로의 공유

귀국 대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까지 고민해보거나 중요시하지 않았던 
자신의 다중언어 학습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반추해보며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해당 언어의 학습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고민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
야기된 경험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와 합의 등의 탐구 과정을 통해 추
상적인 개인 내적 경험을 선행 연구와 이론의 틀에 비추어 연구 텍스트로
서 구체화하고 외부로 공유하고 드러낼 수 있었다.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은 쭉 뻗은 하나의 직진 길이라기
보다는 여러 갈래의 길이 교차하며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기
존의 제2언어 동기 자아의 변화 연구와 이론은 주로 제1언어가 확고한 상
태에서 추가적으로 습득된 제2언어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동기 변화는 단일어 습득의 관점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 다수 언
어, 소수 언어의 역할이 바뀌는 다중언어 습득의 관점으로 봐야 이들의 경
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 간(Dörneyi, 2005, 2009; 
Norton, 2000, 2001)의 상호 보완을 시도하여 다중언어 습득 관점에서 제
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탐구할 수 있었다. 귀국 대학생의 경우 언어 학습
의 결과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가 주류 집단이냐 소수 집단이냐에 
따라 다수 언어 또는 소수 언어로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 정체성(자아)이 
결정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상상의 공동체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으로서 제2언어 자아가 이상 자아, 당위 자아로 나뉜다
고 보았는데 실제 언어 학습 투자의 주된 동기 자아가 무엇이었는지를 제2
언어 자아 변화 틀에 맞추어 다시 이야기하였다. 먼저 언어 학습 및 사용의 
결과 소속되고자 한 공동체와 획득하고자 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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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언어의 정체성이 다수 언어 자아였는지 소수 언어 자아였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또한 언어 학습의 동기가 개인 내적인 희망에 의한 것이
었는지 외부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제2언어 동기 자아가 무엇이었는지
를 드러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
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서 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실제적인 투
자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실제 언어 학습 경험으로 다루었다. 그 외의 경우
로서 동기 자아가 없이 단순히 거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언어의 습득이 이
루어진 경우는 동기에 대하여 투자된 언어 학습이 아닌 무동기 습득으로 
보았다. 귀국 대학생의 내러티브에서 확인되는 제2언어 학습 경험과 제2언
어 자아 변화 경험은 다음과 같다.

진구는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학령기 직전
에 해외로 이주했다. 때문에 영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수 언어로서 이주를 
대비하며 당위 자아로 학습하다가 이주 후 체류국에서는 다수 언어로서 생
존을 위해 당위 자아로 학습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며 
이상 자아로서 동기 자아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으로 귀국과 한국 대학으로의 진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귀국 후엔 한
국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영어 당위 자아에 비해 진구의 영어 
실제 자아가 보유한 영어 습득도가 훨씬 높았다. 때문에 자아 간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무동기 상태로 특정 
정체성 획득을 위한 영어 학습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반면 한

한국어는 태어난 다음에 중학교까지 집과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영어는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배웠습니다. (...)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는 제가 한국

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어 비해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모님이 저에게 시키신 것 같습니다.

영어는 학교에서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의 필요 때문에 배웠습니다.

-진구 LLA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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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경우 먼저 한국에서 유년기에 자연 습득하게 되었는데 학령기 직전
까지 한국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이주 후에도 가족과 구어 의사소통에 있어
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부모님은 진구가 한국인으로서 계속하여 한
국어를 학습해가길 원하셨지만 진구가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함으로써 소
속될 수 있는 상상의 공동체는 가족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가족과 
의사소통에는 무리가 없었던 진구로서는 부모님의 당위 자아로 인한 한국
어 학습을 억지로 잠깐 하다가 이내 탈동기화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귀국하
고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해본 적 없던 학문 목적 한국어를 마주하
게 되었고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동기 자아가 생성되게 되었다.

종우는 체류국 시절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영
어의 경우 국제 학교에서 계속하여 학습하고 사용하였으나 한국어는 가정
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영어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존재했기에 이상 자아가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나 한국어는 이상 자아와 부
모님에 의한 당위 자아 모두 탈동기화되었다. 자신이 계속해서 영어권에서 
살 것이라 생각했기에 영어는 학습을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
의 공동체가 존재했으나 한국어는 상상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탈
동기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귀국 후 한국에서는 두 언어가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영어의 경우 사회 일반의 당위 자아보다 종우의 실제 자아의 
습득도가 높기에 무동기 상태가 되었지만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를 학습하
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마련되고 한국어 동기 자아가 생

연구자: “그런 경험이 있어? 한국어를 통해서 uniqueness를 나타낸 경험? 혹

은 유지한 경험? 한국인으로서.”

종우: “아 뭐...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 사람들 별로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다른 학교들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 사람 많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중국, 말레이 친구들이니

까.”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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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동기 자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기 자아가 실
제 학습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상의 공동체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수할까봐 두려움에 있고 남에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언어를 더 효과적으

로 배우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척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물어봐야 많이 배우는데 두려움과 저의 자존심

때문에 더 성공적으로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서 (...)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

히 어렸을 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하지 않아서 많이 아쉽고 더 일찍 할수

록 더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고 배우려는 태도가 없었었

던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회피하려는 마음이 많아서 더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

우지 못한 것 같은데 저의 연약함을 직면해서 배우려 했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민 LLA 210116

성민의 경우 체류국인 태국 거주 시절, 국제 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학습
했다. 자신이 태국에 계속 살거나 태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
하여 태국어를 학습하지 않았고 한국어 역시 한국에 살 일이 없을 거라 생
각했기에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오로지 영어만 이상 자아로서 학습한 결과 
귀국 초반에는 일반적인 한국 대학생에게 부여되는 당위 자아보다 실제 자
아의 영어 숙달도가 오히려 높았기에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데 대학 졸업 시기가 되어 다른 외국인보다 특출나다고 할 수도 없는 영어
만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자신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당위 자아가 
형성되었는데 이 영어 당위 자아가 또 다른 언어 자아에 대한 제2언어 학
습 경험이 되어 태국어 자아와 한국어 자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정작 태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학습하려 하지 않았던 태국어와 한국어를 자신만의 
특별함을 갖추기 위한 언어로서 이상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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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이는 동기 자아 없이 자연 습득하던 단계에서 영어와 따갈로그, 한국
어를 동시에 습득하며 언어의 혼란을 겪었다. 이후 영어에 우선을 두고 학
습을 했는데 스스로도 영어권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한
국어의 경우 소수 언어로서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이상 자아와 
당위 자아가 일치하는 수준까지는 학습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인의 언어 문
화를 일반적인 한국인 수준만큼 완전히 이해하길 바랐던 부모님의 당위 자
아의 경우는 이상 자아 수준을 초과한 후부터는 탈동기화되었다. 귀국 후 
한국에 살게 되고 일반적인 한국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대화
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필리핀에선 당위 자아가 탈동기화되었지만 한
국에서는 이상 자아로 재설정하게 되었다. 영어권에서 살기를 희망하느냐,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길 원하느냐의 차이, 즉 상상의 공동체의 존재 여부가 
동기 자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언어 학습 경험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한이는 가장 많은 다중언어 습득과 이주를 경험했는데 아랍어의 경우 
다수 언어를 당위 자아로만 학습하였다. 이는 해외 출생지에서 생존을 위해
서 이루어진 학습이었으며 이후 에 줄곧 살겠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상

현성: “문화적 공감이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써도 그냥 집에서 쓰고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 쓰는데 한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르죠. 아무래도. 말할 수 있는 폭이나 대화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는 것 같아요.”

- 현성 3차 인터뷰 210225

영어 외에 아랍어와 불어를 배웠습니다. 아랍어는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서,

학업적으로 배우는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어는 중학

교부터 제2외국어로 총 8년간 공부를 했었지만, 유창하기 보다는 읽는데는 어

느 정도할 수 있지만, 글을 쓰다던지 Oral Fluency는 타 언어보다 떨어집니다.

-경한 LLA 210206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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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위 자아로만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어
의 경우 학교에서 제2언어로서 학습했다. 마찬가지로 불어권 국가에 거주할 
계획이나 불어를 사용할 환경이 많지는 않았기에 당위 자아로서만 학습이 
이루어졌다. 아랍어와 불어 모두 당위 자아로서만 학습했지만 능통 수준과 
고급 수준에 이를 만큼 뛰어난 숙달도를 보였다. 당위 자아의 이상 자아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당위적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나 태도, 능
률의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학습의 결과로서 언어 숙달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언어 자아의 경우 이주를 통해 소수 언어가 되었을 때 탈
동기 또는 무동기화된 반면 한국어 자아의 경우 다른 언어와는 달리 소수 
언어임에도 계승어로서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당위 자아로서 학습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학습이 지속된 시간에 비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인프라가 부족하였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사용할 공동체 또는 
상황은 거의 없었기에 숙달도는 낮았다. 이를 보았을 때 경한의 언어 학습
을 통한 숙달도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동기 자아가 무엇이냐보다 상상의 
공동체의 존재 여부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의 존재 여부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귀국 후에는 가족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대학에서의 상상의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고 새로운 이상 자아로서 한국어 교육학자라는 상상의 정체
성을 획득하고자 하게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간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공명

귀국 대학생은 그 다양한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의 경험이 유사한 지점도 있고 변별되는 지점도 있었다. 특별히는 제2
언어 자아 변화 경험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나 비교가 되는 순간들을 포
착하여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2언어 학습 경험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들 간 경험의 공
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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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간 축 이동에 따른 제2언어 자아 변화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서 가장 주목할 결정적인 사건
은 “이주”와 “귀국”이다. 시공간 축의 급격한 변화는 귀국 대학생들에게 새
로운 상상의 공동체에서의 상상의 정체성 획득을 위한 제2언어 자아의 급
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Dörnyei, 2005; 2009)에 
따르면 이상 자아 및 당위 자아의 형성과 해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통칭하여 제2언어 학습 경험이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경우 해당 언어 
학습의 결과 획득하게 될 정체성 및 진입하게 될 공동체(Kanno, 2000; 

연구자: “그러면 이제 대학...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잠깐 가는 게 아니고 아

예 한국에 살러 간다고 할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 걱정이 되거나 없었

어?”

현성: “그냥 새로운 내가 넘어야 되는 새로운 산이구나. 허들 같았어요. 새로

운 환경과 진짜 외국 같았어요. (...) 아 내가 진짜 낯선 데로 가는구나

그리고 한국 왔을 때 되게 묘했어요. 제 나라 같지도 않았어요. 집 같

이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직도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공항

에 내렸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날 찾아와 주

는 사람이 없었어...”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경한: “언제 가장 낯설 게 느껴졌냐면 한국에 입학... 한국에 다시 입국했을

때... 그때가 년도 겨울이었는데 일단 한국인들이 있었던 자체만으

로 이미 충분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당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 동양인이라든지 또 그

중에 특별히 한국인은 극소수였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모두가

그 극소수가... 이제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

이제 한국어로 말하고 소통하고 특별히 문화권에 대해서 되게 낯설었

던 것 같아요.”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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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on, 2001)가 다수 언어 공동체이냐 소수 언어 공동체이냐에 따라 이상 
자아와 당위 자아가 변화되기도 했다. 또한 한 언어의 자아가 다른 언어의 
자아에도 영향을 줬는데 즉, 이들에게 있어선 이상 자아와 당위 자아 자체
가 기존 다른 자아의 해체 및 새로운 자아 생성에 영향을 주는 제2언어 학
습 경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귀국 대학생
들에게 체류국 시절 외국인 커뮤니티 속에서 주류의 언어인 체류국어 혹은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그들만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부모님에 의
해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 활용도로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과 동시에 그들의 주류 언어이던 체류국어와 영어는 
그들만의 고유함과 특별함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고 한국어는 주류의 언어
가 된다. 계승어로서만 배우고 사용할 때는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던 
한국어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생활하며,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를 사용하며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다양한 제2언어 자아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포착된 시공간 축의 변화에 따른 언
어 정체성(자아) 변화를 유형화하면 기존 소수 언어가 이주 후 다수 언어
가 된 경우와 기존 다수 언어가 이주 후 소수 언어가 된 경우의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언어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제2언어 동기 자아의 
변화 경험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소수 언어가 이주 후 다수 언어가 된 경우: 초창기 당위 자아 
학습 후 새로운 이상 자아 설정

연구자: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상태로 필리핀을 갔어?”

진구: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abcd 배웠다.

(...)

연구자: “그러면 한국으로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필리핀을 갔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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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가 태어난 한국에서 영어는 소수 언어였다. 하지만 필리핀으로 이주
를 하며 소수 언어였던 영어가 다수 언어가 되었는데 초창기 생존을 위해 
당위 자아로서 학습을 이어갔지만 국제 학교로 진학하면서, 또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서 이상 자아로 제2언어 동기 자아가 변화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한국어의 경우 체류국에서 소수 언어이자 계승어로서 
학습이 이루어졌었는데 귀국을 통해 소수 언어이던 한국어가 다수 언어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일반적인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받고 귀국 초기 당위 자아로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한국 사회 및 대학에 소속되고자 하는 공동체원으로서 이상 자
아의 설정이 이루어졌다. 

때 기분이 어땠을까.”

진구: “어 진짜 쉽지 않았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쉽지 않았던 시절이

기억나네요...”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종우: “당시에 뭐 한국 가는 뭐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배웠는데

지금은 고생 너무 많이 하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배울 거 진짜 많이

후회돼요.”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모든 공지를 한국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

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논문이나 책을 한국어로 읽는 것이 정말 어려웠

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 현성 LLA 210118

나는 이제는 한국어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 때는 그냥 공부를 싫어하는 마음

에서 싫었지만 요즘은 내 형편없는 실력을 늘리는 것이 재미가 있다.

- 진구 LLA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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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어 정체성이 소수 언어였던 언어가 시공간 축의 변화에 따라 
다수 언어가 된 경우 최초 당위 자아로 학습이 이루어지다가 새롭게 이상 
자아를 설정하게 된다. 이는 이주를 통해 새롭게 진입하게 된 공동체에서 
외부인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와 입장에서 벗어나 언어 학습을 통해 정체성
을 획득함으로써 상상의 공동체의 주류에 안정적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열
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2) 기존 다수 언어가 이주 후 소수 언어가 된 경우: 제2언어 동기 자아
의 탈동기/무동기화

진구의 경우 태어난 한국에서 다수 언어였던 한국어가 필리핀으로 이주
를 통해 소수 언어가 되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길 바란 부모님
에 의해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 등 억지로 한국어 학습이 당위 자아로서 이
루어지긴 했으나 가족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
고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준은 이미 한국에서 자연 습득했었기에 부모님에 
의한 당위 자아는 곧 탈동기화되었다.

경한이는 출생지 에서 아랍어를 생존을 위한 당위 자아로서 학습하

진구: “한국어는 따로 배웠죠. 일단 한인 학교라고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었

는데 그거 꾸준히 다녔었고요.”

(...)

연구자: “그거를 자발적으로 다녔었어?”

진구: “어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내셨죠.”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돼면

(되면) 그대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경한 LLA 210206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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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연 습득이 아닌 투자된 학습인 이유는 한국어와 아랍어 중 아랍어
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소수 
언어로서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였고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습득도가 낮은 반면 다수 언어인 아랍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당위 자아로만 학습
이 이루어졌기에 이주를 겪으며 아랍어가 소수 언어가 되자 아랍어를 사용
할 필요가 없어졌고 투자된 학습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영어 자아의 경우 참여자 모두 해외 체류 시절 다수 언어로서 학습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귀국을 하며 다수 언어이던 영어는 한국에서 소수 언어가 
되었고 일반적인 한국인 및 한국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사회 일반의 영어 
당위 자아보다 참여자들의 영어 실제 자아의 영어 습득도가 오히려 높았기
에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제2언어 동기 자아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언어 정체성이 다수 언어였던 언어가 이주를 통해 소수 언

연구자: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이 좀 유니크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

진구: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만나서 놀 때 막 영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막 다

쳐다봐요. (...) 길거리에서 막 쳐다봐요.”

- 진구 2차 인터뷰 210203

체류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자연스럽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경우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의식하고 있는

것과 시선이 느껴집니다.

- 경한 LLA 210206

연구자: “성민이가 영어를 잘할 때. 어떤 기분이나 주위의 반응이 어때? 한국

에서.”

성민: “어... 저는 그냥 뭐 그냥... 질투? 질투하는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요.”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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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되면 이주국의 일반적인 배경의 언어 학습자가 부여받는 당위 자아에 
요구되는 언어 능력보다 귀국 대학생의 실제 자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언어 능력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동기 
자아 체계가 작동하지 않기에 무동기화되거나 동기 자아가 존재하더라도 
언어 학습과 사용을 위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존재하지 않아 탈동기화되
는 경우가 있었다. 

2) 자아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제2언어 자아 변화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 이론(Dörneyi, 2005, 2009)에 따르면 제2언어 
자아의 생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험 요인을 통칭하여 제2언어 학습 경
험이라고 한다. 특별히 귀국 대학생의 경우 체류국에서의 학습 경험이 귀국 
후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중언어 습득자로서 한 언어의 자아 
변화 경험 자체가 제2언어 학습 경험으로서 다른 언어의 제2언어 자아 변
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1) 언어 내 자아 상호 작용

일반적으로는 기존 소수 언어가 이주 후 다수 언어가 되는 경우 최초 당
위 자아로 학습이 이루어지다가 이상 자아를 설정하게 되지만 성민이의 경
우 체류국에서 당위 자아로 언어 학습의 결과 좌절하고 탈동기화했던 자아 
변화 경험이 귀국 후 학습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실제 언어 학습 수행이
나 습득도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계속 실패한 언어 학습자라 생각하며 부정

저는 좋은 언어 학습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실수 할 것을 개

의치 않고 꾸준히 배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과 창피를 당할까봐 언어를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배워야 했어야 됐는데 어려움

을 피하기 바빠서 언어 학습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 성민 LLA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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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아로 인해 동기 자아가 있음에도 한국어 학습을 기피하는 탈동기화
를 보였다. 이후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며 한국어 습득도는 증가했지만 
스스로를 계속하여 실패한 언어 학습자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를 여
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 시공간 축에서 이루어졌던 제2언어 학습 경험
이 다른 시공간 축의 제2언어 학습에도 영향을 준 경우로서 한 언어 내의 
자아 간 상호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2) 언어 간 자아 상호 작용

성민이의 영어 자아는 귀국 직후 일반적인 한국인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당위 자아보다 실제 자아의 영어 숙달도가 훨씬 높았기에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동기 자아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영어 학습에 대한 무동기 
상태였다. 그러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 당위 
자아가 재조정 되었다. 분명 일반적인 한국인 대학생보다는 잘하지만 그렇
다고 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온 화자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 현재
의 영어 능력만으로는 취업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
지게 되었다. 이 영어 자아 변화의 영향으로 태국어와 한국어를 학습하고 
세 언어 이상을 사용할 줄 아는 다중언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갖추
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상 자아의 
설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한 언어의 자아 변화 경험 자체가 제2언어 

성민: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확 느껴서 (...) 저의 좀... 외국인 그거를

살릴 수 있는? (...) 태국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저는 이제 한국어 배우기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배워야하는 필요성을 느꼈고

저의 한국어 실력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습

니다.

- 성민 LLA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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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험으로서 다른 언어 자아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3) 참여자 배경에 따른 제2언어 자아 변화

 
(1) 이주 시기에 따른 다중언어 습득 및 제2언어 자아 변화 

이주했던 체류국이나 습득한 다중언어 자원과 언어 숙달도 등이 비슷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이주 시기에 따라 다중언어 습득이 순차적 혹은 동시적
으로 이루어지거나 제2언어 자아 변화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구와 현성이는 똑같은 체류국(필리핀)에서 똑같은 언어를 학습(영어, 
한국어)하였고 귀국 당시 언어 숙달도(영어/한국어 능통)도 역시 비슷한 수
준이었지만 해외이주 시기의 차이로 인해 다중언어 습득 경험과 제2언어 

연구자: “여섯 살 때까지 뭐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좀 있어?”

진구: “있죠. 어린이집 갔고...”

(...)

연구자: “그러면 스스로가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 필리핀에서?”

진구: “음... 자기소개서 쓸 때요 고등학교 3학년.”

연구자: “고3 그 전까지는 전혀?”

진구: “그 전까지 한국어를 굳이 학문적으로 쓸 이유가 많이 없었어 가지고...”

연구자: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진구: “그렇죠.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학문적 목적으로서 뭔가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아... 이건 다르구나 알았던 거죠.”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제 1언어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 왔었고 영어로 공부

를 더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영어가 확실히 더 편합니다.

- 현성 LLA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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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진구의 경우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후 학령기 직전에 해외로 이주하였기에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큰 어
려움이 없었다. 새로 이주한 체류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영어를 당위 자아로
서 순차적으로 습득하게 되었고, 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국제 학교에서
의 생활 등을 통해 단일 언어 사용자에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었다. 한국
어를 사용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귀국 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학문 목적 한국어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고 모국어였던 한국어를 마치 제2언어처럼 학습하게 되었다. 현성의 경
우는 언어 습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고 
사실상 해외 출생자와 언어 학습 배경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학교와 일상생
활에서 영어를, 과외나 학원,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서 한국어를 동시적으로 
습득하게 되었다. 

진구의 영어 학습은 소수 언어에서 다수 언어로의 언어 정체성 변화를 
겪었고 초창기 당위 자아로 생존을 위해 학습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현성
의 영어 학습은 한국어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체류국에서의 다수 언어로
서 사용도와 향후 영어권에서 생활할 것이란 기대로 인해 동기를 가진 학
습은 최초부터 이상 자아로 이루어졌다. 공통적으로 체류국에서 영어 이상 
자아를 획득하긴 했으나 진구의 경우 소수 언어에서 다수 언어로의 언어 
정체성 변화를 겪었고 초창기 당위 자아로 생존을 위해 순차적으로 영어 
학습이 이루어졌었다. 이에 비해 현성의 영어 학습은 한국어와 동시에 이루
어졌으며 체류국에서의 다수 언어로서 사용도와 향후 영어권에서 생활할 
것이란 기대로 인해 동기를 가진 학습은 최초부터 이상 자아로 이루어진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체류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과 한국어를 통해 소속되고 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주로 가정이었
기에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동기 자아의 언어 숙달도 기준이었다. 때문에 가
족과의 의사소통 능력 이상의 당위 자아에 대하여 탈동기화된 것은 공통적
이지만 진구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고 왔기에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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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국어 학습의 초기부터 탈동기화된 반면 현성의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습득 시까지는 당위 자아로 인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의
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능통하게 숙달했지만 이주 시기의 차이로 인해 다중
언어 학습의 과정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귀국 후 한국어 학습 및 사용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여 
학업을 해보지 못했기에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에 대한 결여를 경험하고 
대학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를 제2언어로서 학습하게 되는 점에서는 공통점
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6년 가량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진구는 한국 언
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에 일반적인 한국인의 화법을 
비교적 이해하는 편이지만 거주 경험이 부족한 현성이의 경우 귀국 후 일
반적인 한국인의 화법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
습을 원하게 되었다.

(2) 다중언어 습득 경험에 따른 제2언어 자아 변화

저는 좋은 언어 학습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실수 할 것을 개

의치 않고 꾸준히 배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과 창피를 당할까봐 언어를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배워야 했어야 됐는데 어려움

을 피하기 바빠서 언어 학습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 성민 LLA 210116

연구자: “지금도 한국어를 잘못한다면 어떨 것 같아. 한국에 살면서.”

경한: “어... 상당히 답답하겠죠.”

연구자: “다른 나라 갔을 것 같아 그럼 또?”

경한: “아 그런데 저의 그런 개인적 성향 봤을 때 한국어를 안 배울 리가 없

어요.”

연구자: “어떻게든 배웠어?”

경한: “어떻게든 배웠죠.”

-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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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습득도 변화가 유사하더라도 제2언어 자아 변화에는 차이를 보이
는 경우도 있었다. 성민과 경한 두 사람 모두 체류국 시절에는 한국어를 배
우기 위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나 상상의 공동체가 부재한 이유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귀국 초기 한국어 습
득도가 초급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만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배경도, 한
국어 숙달도도 외국인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을 일반적인 한국인과 
똑같은 한국어 능력을 구사할 것에 대한 높은 당위 자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국인으로서 모국어로 배웠을 한국어를 제2언어
로서 추가적으로 습득하게 된 학습의 배경은 공통적이지만 귀국 전 이미 
여러 차례의 이주 경험과 다중언어의 습득 경험이 있었던 경한의 경우는 
해외 이주시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늘 그래왔듯 한국에
서도 생존을 위해 한국어 학습에 열심히 투자하였다. 하지만 해외 출생 후 
이주 경험과 영어 외의 언어 습득은 해본 적이 없었던 성민의 경우는 새로
운 공동체에서의 언어 학습을 통한 정체성 획득의 경험이 없고 오히려 정
체성 획득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체류국에서 실패했던 한국어 학습
의 경험이 귀국 후 언어 자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탈동기와 부정
적 자아 획득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후 거주 기간이 상당히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의 한국어 습득도는 모두 
능통이 되었지만 자아 변화 과정에선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
존을 위해 초창기 당위 자아로서라도 열심히 한국어에 투자를 해온 경한이
는 자신이 한국에서 줄곧 거주할 것이란 생각에 언어 학습을 통한 공동체
에서의 정체성 획득을 원하게 되었고 이상 자아의 설정으로 이어졌다. 반면 
성민이의 경우는 탈동기 상태에서 부정적 자아를 가진 채 투자된 학습이 
거의 없이 거주 기간의 경과에 따른 무동기 습득으로서 한국어 숙달도가 
능통에 이르게 되었다. 자신의 한국어 숙달도는 능통이지만 한국어를 학습
하거나 사용하는 자신에 대해 오히려 한국어 숙달도가 초급인 학생처럼 자
신이 없어하고 한국어 사용을 기피하며 가능한 영어로만 대화하고 싶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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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아를 보인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공동체 변화와 다중언어 습
득 경험이 있는 학습자가 언어 자아 변화에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기 자아 없이도 해당 언어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언어 숙달도는 증가할 수 있지만 동기 자아를 가
지고 언어 학습에 투자한 학습자는 공동체에서의 정체성 획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언어 학습 성공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
진다. 반면 탈동기화 후 언어 학습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무동기 자아 상태
로 거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한 언어 숙달도는 언어 
자아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학습자는 언어 학습 실
패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상의 영향으로 언어 숙달도는 능통임에도 해당 언
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맹목적 조기 해외 유학 등과 같
은 지속적 언어 노출에 의한 단순 언어 습득을 노린 언어 교육 전략이 해
당 언어 학습을 통한 공동체에서의 정체성 획득이나 동기 자아 없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해당 언어 문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제2언어 학습의 정체성 관점의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기존 도구적 관점에서 언어 학습의 결과 언어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보다 언어 학습자 중심의 정체성 관점에서 언어 학습을 
통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려 하는지, 해당 공동체에서 어떤 정체성을 얻고
자 하는지에 언어 학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상상의 공동체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 존재 여부에 따른 제2언어 자
아 변화

제2언어 교육의 정체성 관점 이론(Norton, 2000; 2001)에 따르면 목표 
언어 학습을 통해 진입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고 해당 
공동체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상상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또한 목
표 언어 학습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언어 학습 및 사용의 기회가 부여되는 
상황, 집단 등을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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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와 현성, 경한의 한국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면 체류국에서 한국어 학습의 경우 종우는 자신만의 특별함으로서 상상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싶어 “진짜 한국인”이라는 이상 자아를 자의적으로 가졌
었으나 한국어 사용이나 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없기에 이상 
자아가 곧 탈동기화되었다. 이후 “진짜 한국인”이 되라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당위 자아로서 억지로 학습을 하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않
아 탈동기화되었다. 

현성의 경우는 가족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이상 자아와 일반적인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당위 자아가 동시에 존재
하였다. 이상 자아에 대한 상상의 공동체인 동시에 의사소통 학습과 사용이 

한국어를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게 하셨지

만, 중학교때부터 기숙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한인들이 극 소수였고,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해외 서구 문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 경한 LLA 210206

연구자: “한국어는 없었어? 그 국제 학교에? 언어 선택 중에?”

종우: “어 한국어 없었어요.”

연구자: “그랬구나. 만약에 한국어가 있었다면 한국어 배웠을 것 같아?”

종우: “한국어 배울 거... 배웠을 것 같아요. 성적도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한국어 배우는 것이 매우 귀찮았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부모님외에는 없었고 부모님과는 이미 잘 소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은 넓은데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하는지

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 현성 LLA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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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은 가족으로 존재하였지만 당위 자아로서 일반
적인 한국인 수준만큼 한국어를 학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
이나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현성이는 
상상의 공동체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존재한 이상 자아 수준까지만 습득
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당위 자아에 대해서는 탈동기화가 이루어졌다.

경한이의 경우 체류국 이주 시절에 가족들끼리는 한국어로 대화하길 바
랐던, 또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길 바랐던 부모님에 의해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학습이 당위 자아로서 이루어지긴 했다. 그러나 
가족 외에 한국어를 학습함으로써 소속되고 싶은 상상의 공동체가 없었기
에 당위 자아로서만 학습이 이루어졌고 또 한국어 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의 상황에서, 한국인 친구나 한국어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 거
의 없었던 경한이는 체류국에서 한국어 학습과 사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투
자의 장이 부족하였다.

이렇게 세 명 모두 체류국 시절에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
는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한국어 학습과 사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귀국을 하며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과 사용을 
위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제공되는 수준을 넘어 강제되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가 예상되기에 한국어 학습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서 상상의 정체성으로서 이상 자아의 설
정이 이어지게 되었다.

세 사람의 한국어 습득 경험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
는 상상의 공동체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 언어 학습 투자, 제2언어 자아 변
화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소
속되고 싶은 상상의 공동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상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상 자아로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
나 상상의 공동체가 없거나 외부에 의해 설정될 경우 당위 자아로만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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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숙달도와 동기 자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동기 자아 획득에 필요
한 언어 능력이 실제 자아가 동기 자아보다 이미 높은 경우는 자아의 불일
치를 조정하려는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가 작동되지 않기에 무동기 상태
로서 투자 의지를 가지고 행해지는 언어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자
아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언어 능력이 이상 자아보다 당위 자아에서 높은 
경우 다수 언어일 때는 이상 자아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수 언어
일 경우는 이상 자아에 요구되는 수준까지만 습득이 이루어지고 이후 당위 
자아는 탈동기화가 일어난다. 요구되는 언어 능력이 이상 자아가 당위 자아
보다 높은 경우 이상 자아로서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목표 언어 습득을 위하여 해당 언어의 학습 및 사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언어 학습 투자나 제2언어 자아에 대해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실제적인 투
자의 장이 부재한 경우 동기 자아가 탈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주목해볼 점은 언어 학습의 동기 자아가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언어 숙달도의 상향을 지향할 때 기계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현성이의 경우 체류국 시절 이상 자아로서 한국어를 학습했을 
때 이미 한국어 숙달도가 토픽 6급으로서 능통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체류
국에선 동기 자아가 생성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동기 자아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체류국에서는 추가적인 언어 학습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언어 학습을 통해 일반적인 한
국인들의 대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상
상의 공동체가 존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즉 언어 학습의 동기는 자신
의 낮은 언어 능력을 올리기 위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학습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상상의 공동체와 공동체에서의 획득하고자 하는 상상의 
정체성이 있을 때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기 자아의 생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2언어 학습으로서 주요한 변인은 거주 기간이나 언어 숙달
도보다 언어 학습을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공동체와 획득하고자 하는 정체
성과 실제적인 투자의 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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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의 차별화: 귀국 대학생 한국어 자아만의 특징

1) 상상의 정체성으로서 한국인 정체성 획득에 대한 투자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자아만이 갖는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귀국 대학생의 다른 언어의 습득과도, 또한 귀국 대학생과는 
다른 다양한 배경의 언어 학습자들이 겪은 경험과도 차별화를 가질 수 있
었다. 먼저는 여행이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하듯 귀국 대학생에게 한국어 학
습의 목표는 단순한 한국어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한국어 습득을 통해 획득
하게 될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투자였음을 확인했다(Norton, 2000). 

현성이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현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는 한국어
를 습득한 경험이 매우 중요했다. 한국어의 역할, 한국어를 배운 경험들을 
통하여 현성이가 지금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강조
하신 “한국인은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한국인의 뿌리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어를 

연구자: “한국어를 안 배웠을 현성을 상상해 봐. 필리핀에 있는 동안 계속 영

어만 했어. 한국어를 안 배웠었어.”

현성: “지금 굉장히... 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이 또 역할이 있네요.

어쨌든 가족들이랑 좋은 관계를 지금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겠

죠. 특히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랑. 이모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

뻐해주시는데 그렇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겠죠? 말이 안 통하는

데.”

연구자: “지금의 인간관계들을.”

현성: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친구들도 사귀는 데 더 오

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또 또래 애들이

랑 노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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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공용어로서 영어, 불어, 스페
인어 등을 사용하는 국가와 부족은 많은데 민족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
는 국가와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러 전쟁과 식민
지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정말 열심히 지켜
왔고 한국인이면 한국어를 쓴다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즉 재외국민이 한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지식과 체계에 대
한 학습을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의식과 정체성을 세워가는 정체성 형
성의 과정인 것이다. 현성이 역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관심 속에서 한
국어를 습득하며 일반적인 배경의 한국인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한국어 숙달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국어를 습득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뿌리 의식을 공고히 하여 자신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족들, 한국인 
친구들과의 유대를 통해 한국인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체류국에서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귀국할 당시 “안녕 형?”밖에 못하던 종우는 귀국 후 한국에서 2년의 거주 
기간 동안 토픽 등급도 2급에서 4급 수준으로 성장했다. 한국어를 배울수
록 자신이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한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듣기만 해도, 심지어 한글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정신적 어려움은 좀 덜하다면서 웃음 짓는다. 종우는 자신이 

연구자: “한국어 실력이 좀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살 때 그리고

한국 온 초반에 토픽 2급일 때 그리고 지금 토픽 4급 정도일 때 이렇

게 조금씩 한국어가 늘어가고 있는데 점점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진짜 한국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종우: “네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음 옛날 때 한국 한글 볼 때 머리가 너무

아펐는데 요즘은 머리가 덜 아픈 것 같아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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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인이 되려면 단순히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
에 담긴 문화도 이해하기 위해 요즘은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드라마를 보면
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같이 배우는 중이라고 한다. 종우에게 있어서 한
국어의 학습은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다.

태국에서 태어난 성민이는 부모님이 “너는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줄곧 강
조하셨고 때문에 자신의 국적이 한국인이라 생각은 했지만 한국에 살고 있
지도 않고,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를 거의 몰랐기에 자신이 “완전 완전 한국
인”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즉 성민이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확립
에는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요소였다. 

성민이는 어린 시절 국제 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간단한 태국어 수업도 
있었고 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
했었다. 하지만 태국인들과 태국어로 대화를 한다고 하여 자신이 태국인이 
되어간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한국에 귀국하고 한국인과 소통하고 한국 

연구자: “성민이는 그러면 그 태국에서 사는 동안 계속 스스로가 한국인이라

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100% 한국인이다?”

성민: “어 그냥 한국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아 완전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닌

걸로.”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연구자: “음 태국어를 배울수록 본인이 태국인이라 느껴졌어?”

성민: “어 아니요?”

연구자: “그러면은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인이라 느껴져?”

성민: “어... 네 더 잘할수록 더 어 한국인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

요.”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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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국어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
이 한국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연구자: “귀국 학생들이 어... 한국어를 잘 배워야 어떤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확립될 거라 생각해?”

경한: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면 미국 헌법 모르고 미국인이 될 수 없듯이

(...) 한국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측면이 되게 크죠. 언어를 못하면 당

연히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 문화에 녹아져 있는 핵심 가치

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외모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시 여겨졌지만 뭐 사실 뭐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 증가하면서 사실상 한국인이라는 정의가 재정의되고

있잖아요. (...)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가치관?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스

러운 그런 모습들이 사실 언어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음

핵심 가치관이 녹여져 있는 게 그거니까.”

(...)

연구자: “각 나라에 있을 때 한이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한국어가 영향을 좀 줬어?”

(...)

경한: “아 그런데 확실히 한국어를 배울수록 내가 한국인이다. 문화적으로 그

런 게 더 있어요. 그 정체성을 더 와 닿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가끔씩 그냥 저 어렸을 때 너는 한국인이야라고 했을 때 되

게 이질감을 느끼거든요. 그 막 그 막 그 발언에 너는 한국인이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남자들 뭐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나는 군대 왜 가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어 한국은 나

를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나는 왜 군대를 가야 되지 했을 때 너 그냥

한국이니까 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한국인 정체성이 저한테 강

요되거나 누군가 타의에 의해서 그것이 부여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

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내가 더 잘할수록 한국어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문화와 더 잘 결속되는 것일수록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서 이제 좀 이질감이 덜어지고 덜 심해진다(...) 그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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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은 각 문화권별로 핵심 가치관이 담겨 있는 매개가 있는데 미국에 
있어서 헌법이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어에 그 핵심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오랜 기간 단일 민족을 강조해 온 한국이기에 예전에는 한국 
사람 하면 한국인 외모를 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 정도였다면 다문화 사
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혼혈 모델이나 연예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스스로 한국인이라 대답할 것이라며 그들이 한국인일 수 있는 것
은 외모가 아니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
는가이다. 마찬가지로 경한이도 예전에는 부모님이 “너는 한국인이다.”라고 
하거나 살아본 적도 없는 한국을 위해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것들을 이해
할 수 없었다. 스스로 한국인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국어를 습득해가면서 한국어에 담긴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누군가 “그래도 저 사람이 형이다.”라고 하면 “그게 뭐 어
쨌다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를 습득해감에 따라 경어법을 알게 되
고 한국의 체면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점차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었다. 한국
어에 담긴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을 따로 영어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
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강해진 것을 느꼈다.

경한의 말처럼 한국인에게 한국어는 도구적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일 민족으로서 한민족이 오랜 기간 사용, 전수되어 내려온 한민족
의 민족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재외국민으로서 귀국 대학
생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학습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학습하고 획
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는 언어 습득 더 할수록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그 한국인이란 타이

틀이랑 같이 따라오는 패키지를 사실 납득하고 수긍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

국인으로서 정체성이 강해진다.”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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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으로부터의 당위적 시작

다음으로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설명해줄 수 
있는 키워드는 “타의”이다. 정체성 관점의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언어 학
습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자아는 언어 학습의 주요한 동기이다. 대부분의 
제2언어 학습의 경우 초기엔 이상 자아가 주된 동기가 되어 학습이 시작된
다. 선행 연구(유지윤, 2019; 베크조드, 2019)에서 제2언어로서 한국어 초
기 습득의 주된 동기 자아도 이상 자아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
국 대학생들의 경우 당위 자아가 한국어 초기 습득의 주된 동기였다. 이들
은 재외국민으로서 한국 사회와 대학에서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
구받는다. 이는 선행 연구의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국민들에게 한국어는 학
습자가 스스로 선택한 언어라기보다 한국인이라는 생득적 요소에 따라 수
동성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중에서도 선교사의 자녀로서 MK(Missionary Kids)라고도 불리
는 재외국민들의 경우는 선교사인 부모님들이 한국에 대한 높은 애국심과 
뿌리 의식, 그리고 자녀의 한국인 정체성 유지와 한국어 교육에 높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싫어서, 혹은 외국이 좋아서 이주한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강한 애국심을 가진 부모님이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현성: “엄마랑 아빠랑 한국어로 항상 얘기하고 또 저희 집에는 그 규칙이 있

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규칙인데 집에서는 무조

건 한국어 쓰기. 규칙이었어요.”

연구자: “동생이랑 대화할 때도?”

현성: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항상 따갈로그로도 얘기하고 영어로도 집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엄마가 밖에서 한국어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한

국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

어 쓰게 하셨어요.”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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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교사 배경의 부모님들은 늘 한국에 대한 
마음과 자녀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가지길 바란다. 때문에 한국
인 정체성과도 강하게 직결되는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는데 현성이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공무
원으로서 유치원 교사셨던 어머니께서 계승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직접 현
성이와 현성이의 동생에게 가르치셨다. 집 안에서는 한국어만 쓰는 규칙을 
만들기도 하셨고 주말에는 한인 학교에도 보내셨는데 이런 부모님에 의해 
현성이는 자신이 한국인이란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학습해야 한
다는 것을 당위 자아로서 받아들였다. 

재외국민들의 한국어 학습은 일반적인 외국인과도 다르다. 외국인들의 경
우는 어디까지나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원한다면 학습하지 않아
도 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한국인으로서 원어민 수준의 한
국어 능력을 숙달할 것을 요구받는다. 외국인이라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보다는 한국어의 사용과 한국어 학습을 강요받는다. 

현성: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네 싫든 좋든 뭐 써야 되니까.”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연구자: “어떤 언어가 배울 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

현성: “저는 영어 재미있게 배웠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연구자: “한국어는 어머님한테만 배웠고. 쉐마 학교 가서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고.”

현성: “네 그래서 기억이 안 좋아요. 엄마 제 동생이 아직도 ‘엄마 나 한국어

가르쳐서 맨날 때렸어.’ 이 말 해요. 아직도. (웃음)”

연구자: “한국어 배우는 시간들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구나.”

현성: “네.”

연구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어는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배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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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이는 초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현성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놀
아주고 특히 숙제를 해오거나 그림을 그려서 주는 등의 선생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재밌었고 덕분에 영어 학습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기억한다. 반면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를 가르쳐주시던 어머
니께서 현성이와 동생이 맞춤법을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할 때면 손바
닥을 때리셨는데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서러웠고 많이 울었으며 거기다 억
지로 보내는 한인 학교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더욱 싫었다. 물론 억지로라도 
시켜주신 덕분에 지금의 한국어 숙달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성이에게 한국
어 학습은 늘 강요였고 한국어 배우는 게 싫었다라고 회고하며 그 경험의 
반사인지 한국에서도 재외국민들은 한국어 학습을 한국인으로서의 높은 한
국어 숙달도를 강요받는데 비슷한 강요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제2언어 동기 자아 간 관계에 대하여 선행 연구(Taguchi et al., 2009; 
Kim & Kim, 2014)의 결과 당위 자아보다 이상 자아가 언어 학습에 대하
여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
우 이상 자아가 아닌 당위 자아가 더 강한 동기가 되어 학습을 하거나 이
상 자아와 당위 자아가 모두 존재해도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
었다. 이는 Norton(2000, 2001)의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에 따르
면 동기가 높은 학습자라 할지라도 수강하는 언어 학습 강좌가 실제 언어 
수행의 공간인 상상의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언어 학습에 대해 투
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Norton, 2013; 연준흠·김주은 역, 2021: 19). 귀국 
대학생들은 특히 소수 언어에 대하여 설정된 이상 자아나 당위 자아가 요
구하는 언어 능력이 실제 자아가 가진 언어 능력보다 낮거나 현재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언어 학습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고 탈동기화되거나 아예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더 강력한 자아 동기 
수행 요인은 개인적, 내부적 요인보다 사회적, 외부적 요인임을 의미한다.

현성: “네 그렇게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 현성 1차 인터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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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는 자신이 한국에 가서 살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으로 대
학을 진학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부모님의 권유에도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 대학으로의 진학과 한국으로 
귀국이 결정되자 “한국과 한국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
국어라는 상징적 자산(Bourdieu, 1991)의 획득이 필요해졌고 한국어를 배
우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고 한국어 학습이라는 투자로 이어졌다(Norton,  
2000, 2001).

귀국 초반에 비해서 한국어가 많이 향상되었는데 그 이유로 한국어를 쓸 

연구자: “귀국 초반에 비해서 지금 한국어 능력이 많이 는 것 같잖아? 그치?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뭔 것 같아?”

성민: “어 일단 여기 사는 거랑 계속... 한국말... 강제? 억지로? 계속 쓰게 되

니까 또 이렇게 원래는 계속 막 막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잘 안 안 지

냈는데 어 태국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계속 지내

면서 이게 그게 제일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연구자: “군대가 많은 영향을 줬나 그럼 성민이한테 있어서?”

성민: “어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미군들이랑 있었는

데 생활하는 건 이제 거의 처음으로 찐 한국 사람들이랑... 네... 지내는

거니까.”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연구자: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런 어떤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종우: “아 일단 대학교 가야 되니까 한국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좀 배워야 되

는 생각이 많이 왔어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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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환경을 꼽았다. 체류국에 있을 때나 귀국 초반에는 한국인들과 
교제를 피했는데 성민이가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된 것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이다. 한국인과의 교제를 회피해오던 성민이는 한국 사람
과의 교제를 회피할 수 없는 군 생활을 통해 “찐 한국 사람들”과 함께 동고
동락을 하게 되었다. 같이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며 한국어와 한국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한국어를 많이 습득
하고 한국인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교회
나 학사 같은 실제적 언어 학습과 사용의 투자의 장인 한국인 커뮤니티에
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점차 습득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가끔 선교사 자녀들끼리 교류할 일이 생기
면 자신과는 달리 한국어를 잘하는 MK들을 볼 수 있었다. 신기해서 이유
를 물었을 때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거의 없어서 부모님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던 종우와는 달리 그들은 한국 사람이 많은 국제 학교를 
다녔고 한국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외부 환경이 종우에겐 없었던 상상
의 공동체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연구자: “말레이시아 있을 때 종우는 스스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

종우: “아니요. 우리 다른 MK들 들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가끔씩

보는데 저보다 더 어린데 더 잘하니까 약간 많이 이상했어요.”

연구자: “어 영어로 막 물어봤어 그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종우: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한대요.”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연구자: “종우가 생각했을 때 한국어가 제일 많이 는 많이 는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

종우: “비전홈 있을 때요. 우리 형제들이랑 동갑인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할

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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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는 귀국할 당시에 토픽 2급 수준이던 한국어가 현재 4급 수준으로 
늘게 되었다. 귀국 초반 연구자와도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한
국어로 인터뷰에 응하고 힘들긴 했지만 언어 학습 자서전을 작성해줄 정도
로 한국어를 많이 습득하게 되었는데 제일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인 친
구들이 생긴 점을 꼽았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학사에서 생활하면서 재외국
민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인들과 생활하며 말레이시아에서와는 달리 한
국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함께 살면서 매일 종우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수정해준 덕분에 많이 늘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는 체류국 시절
과는 달리 외부 환경이 상상의 공동체와 실제적인 투자의 장의 마련이 이
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 “한국어가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불가피해서 쓰는 언어였네 계속”

성민: “어 네네.”

연구자: “태어나보니 한국인이라가지고.”

성민: “네네(웃음)”

(...)

성민: “어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특히 되게 느리게 말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어 너 되게 어눌하게 말한다 이런 말 많이 들을 때 내가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어 이게 이게 뭐 그냥 뭔가...”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를

못 느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과 눈치를 받

았던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보다는 한심하게 저를 대했던 것을 느

연구자: “그러면은 한국인들과 제일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 실제 한국인이

쓰는 그런 대화들을 느낄 때 진짜 한국인이라고...”

종우: “네 그렇게 느껴요 네네.”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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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에게 있어서 한국어라는 언어는 스스로 가까워지고 싶다기보다는 
마치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주변에서 억지로 너희는 친하게 지내야만 해라
고 강요받는, 그래도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늘 멀게만 느
껴지는 어려운 언어였다. 성민이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기준화되어 있는 사
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설정한 기준에서 어긋난 이레귤러(irregular)들
은 다른(different) 존재가 아니라 틀린(wrong) 존재들인 것이다. 한국인이
라면 무릇 한국어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그 기준 아래에서 성
민이는 어긋나있고 틀렸다는 반응을 받았다. 그런 반응에 대해 성민이는 고
쳐야겠다는 순응보다는 억울함이 컸는데 그 결과 성민이는 한국어 사용을 
가능한 기피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동기가 본인의 선
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하는 숙달도 역시 자신의 선택이지만 성민이에
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요구되는 수준은 ‘너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
해야만 한다’라는 타인이 세워준 강요였다.

연구자: “아무튼 너는 되게 좀 그래도 빨리 한국어를 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네.”

경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언어능력이 곧 경제능력이

니까. 재외국민들 특징이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 현실 부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현실 부정하는 애들은 특징이 자기네들끼리 놀고 항상 영어로만

살면서 대화를 해요. 어 굳이. 자기들이 이제 뭐 미국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 오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데 재외국민들이나 MK

들 중에서 미국 갈 수 있는데 못 갔던 애는 없어요. 사실 뭐 이제. 뭐

다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자기는

이제 자기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데 한국 왔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음... 다른 친구들은 다 미국 갔는데

나 혼자 이제 한국 간다.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껴서 더 싫어했었습니다.

- 성민 LLA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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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국에서 부모님은 늘 한국어를 배울 것을 강조하셨지만 경한이는 별
로 배우고 싶지 않았다. 당시 영국식 학제의 학교에서 영어를 비롯해 아랍
어, 불어까지 배웠기에 해당 언어들에 비해 한국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았고 한국어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배우지 않았
다.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들 중에는 미국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가
정 형편을 비롯해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한국 대학으로 입학하며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속하고 싶었던 상상의 공동체는 미국과 미국의 대학이

않았으니까? 어 지금도 별로 높지 않아요. 사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건 딱히 상관없으니까 저는 한국인들이랑 많이 놀고 어울렸

죠.”

연구자: “음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은 그러면 한국어를 잘

못하면은 이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잘 안 줄려고 해서 한 거

네?”

경한: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어를 이제 한국어를 잘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 이 전제가 아니 뭐 뭐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이 가

능해야지 이제 가르치든 말든 할 텐데. 제가 처음 한국 들어와서 일을

했던 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였거든요. 단순 노동. 그 때 친구랑

같이 이제 둘이 기숙사식 이제 기숙사 공장 들어가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들어가 가지고 공장 들어가 가지고 음 거기서 한 2개월 두

달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저희가 그때 한국어를 못해 가지고

좀 손해 본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어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언어를 못

하면 손해를 손해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를 못 할뿐더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영어권 나라였다면 어떻게든 혼자의 힘으로 알바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한 LLA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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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한국과 한국 대학으로 오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한국어 학습을 포기하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과만 어울리며 영어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한이는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떻게든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이해했어야 했다. 한국어를 못함으로
써 받는 무시와 부당한 대우에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계속 당하지 않기 위
해 한국어를 열심히 학습했다. 경한이에게 있어서 한국어 학습은 단일 언어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곧 생존과 직결되는 외부적 요소가 강한 
요인이었다.

연구자: “성민이가 생각하는 한국인은 그럼 뭐야? 한국인은 이렇다.”

성민: “어어 되게... 기준화 된? 그게 맞나? (...) 이 기준에 벗어나면 아 넌 다

르다. 이게 아니라 어... 너는 틀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 한국은

되게 기준에 되게... 어... 벗어나기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좀 많

이...”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영어로 말할 때는 존댓말이 없지만,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로 말할 때 예절에 어긋나지 않게 얘기하게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현성 LLA 210204

진구: “그냥 많이 다르잖아요 외국문화하고 한국문화랑 그게 한국 문화쪽은

닫혀 있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연구자: “닫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진구: “좀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해야 하나. 외국에서는 그냥 막 만나면

바로 다음 날에 절친 될 수 있거든요. 살짝 느낌이 그래요. 잘 맞으면.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기를 숨기고 싶은 느낌이랄까. 뭔가 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

진구: “네 근데 뭐 colectivest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외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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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한국인의 언어 문화는 
권력거리가 높고 집단주의적인 성향(Hofstede et al., 2010)을 보인다. 한
국인들은 강한 내집단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 큰 거
부감을 드러낸다. 때문에 차라리 아예 외부 집단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에게
는 관대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요구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
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귀국 대학생들에게는 내집단으로의 의무적 소속
요구와 함께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사실상 배경적으로는 외국인과 차이가 
없음에도 한국인으로서 기준을 관용 없이 책정 받고 공동체로의 진입을 당
위적으로 어떻게든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귀국 대학생의 경험은 해외로의 이주도, 귀국도, 한국어 학습도 
모두 개인의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외부에 의해 당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 많았다. 선행 연구(김신혜, 2015)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가 명확한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기 자아를 현재의 제2언어 학습과 연관

individualism 너무 강해가지고 각 개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 분위기에 좀 눌려 사는 느낌이에요.”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종우: “옛날에는 조금 우리 친척들이 내가 한국말 잘못했어서 많이 뭐 좀 혼

나는 거보다 좀 도우야 한국말도 좀 잘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즘에는 아 뭐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은 뭐 like... 내가 뭐 전철에서 영어

얘기하고 있으면 뭐 뭐 이상한 아저씨가 어 너 왜 영어로 얘기해 한국은

한국어 얘기해야 되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한국어를 배울 경우에는 한국인 집단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배워야하기 때문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언어를 배우고자하는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한 LLA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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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없을 때 탈동기화가 발생한다. 즉, 귀국 대학생이 한국어를 습득함
에 있어서 상상의 공동체와 관련한 적절한 이상 자아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위 자아로만 학습이 지속될 경우 학습에 대한 탈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 

4. 한국어 교육 경험의 재구성: 제2언어 자아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하기

1) 귀국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대학 한국어 교육: 제2언어 자

아와의 괴리

(1) 당위 자아에 비해 실제적인 투자의 장의 결여로 인한 탈동기화 

학령기 12년을 포함해 12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대학 입학을 위
해 한국으로 귀국한 귀국 대학생들에겐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다. 한국인이
면 으레 알만한 부분이 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고 한국에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심지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
우는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할 따름이다. 모집할 때는 글로벌 인재
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특례 입학 자격을 줘서 입학했지만 입학 후에는 
방치되면서 대학에서의 소외와 부적응을 겪게 된다. 특히 귀국 대학생들은 
일반적인 한국인이나 한국 대학생 수준의 한국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외국인과 다를 것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란 이
유로 외국인이면 받지 않았을 원어민 수준의 당위 자아를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부여받는 당위 자아 비해 대학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
은 수준별 분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와는 다른 강의(신윤경, 
2012; 송명진, 2013; 김승희·김경훤, 2017; 김유리, 2018; 박민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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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현, 2020)였으며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H 대학교는 성민이와 같은 재외국민 12년 전형의 귀국 대학생들에게 한
국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제공했다. 그러
나 1학기가 아니라 대학 재학 중에 한 번만 수강하면 되는 정책상의 허점
이 있었고 성민이의 경우 군대를 전역한 후에 강의를 수강했다. 귀국 초반 
테스트를 받던 시기로부터 거주 기간이 2년이 넘었고 군 생활 동안 한국어 
능력이 많이 달라졌기에 수준과 필요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아닌 테스트 
당시 기준의 한국어 교육을 굳이 받았어야 했다. 심지어는 재외국민 대상의 
강의로 개설되었지만 재외국민들보다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들
이 수강생의 대부분이었기에 성적을 받기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성민이의 
동기 자아와는 관계없는 지루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연구자: “12년 특례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뭐 뭐 대학 글쓰기라든가 뭐 뭐 발

표 수업 같은 거 이렇게 듣게 하는 건 없어?”

성민: “아 그거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거 통과하면 한

국어 수업 안 들어도 되고 통과 못하면 이제 한국어 수업 기초적인 걸

배워야 됐어요.”

연구자: “어떻게 됐어 통과했어?”

성민: “아니요 저 이제 마지막 단계 수업 들었어야 됐어요.(웃음)”

(...)

연구자: “그 4단계가 그런데 본인의 수준에 맞았어? 성민이의?”

성민: “어...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 같은 재외들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외국인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웃음)”

연구자: “그 4단계 바로 듣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였구

나?”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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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문 목적 한국어 글쓰기 능력
의 교육을 위해 재외국민 전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재외국민 대상의 
작문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수강생 실
력의 정확한 측정과 수준별 분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학습자
의 필요와는 맞지 않는 명목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현성이 
재학 중인 학교 역시 재외국민 대상의 대학 글쓰기 강의가 제공되는데 토
픽 점수를 기준으로 분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토픽은 엄밀히 말하
자면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주지는 못한다. 때문에 토픽
만으로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의 수학 능력의 정확한 측정을 하기 어렵고 
학습자 수준 파악이 어렵다. 다만 그렇게라도 분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수
준별 분반이 안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 경우 강의를 수강하는 재외국
민의 천차만별적인 한국어 능력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성이의 경우도 ‘대학 글쓰기’라는 과목명과 부
합한 자신에게 부족한 학문 목적의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강의라 생각하
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실제 자아의 한국어 숙달도보다 낮은 일반적이고 기
초적인 수준의 글쓰기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연구자: “그러면 오히려 되게 안 맞다고 느꼈겠는데? 네가 지금 필요한 니즈

랑.”

진구: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전용이다 보니까 진짜 막 베트남인 중국인

현성: “아... 대학 글쓰기 따로 있어요.”

(...)

현성: “저는 오히려 때로는 그냥 일반 수업 들을 걸 그랬나 생각도 했긴 했었

어요. 그때.”

연구자: “아... 그 수업에서 뭔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느낀 부분은 뭐야? 그러

면?”

현성: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생각 들었어요.”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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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도 S 대학교 재학 시절 12년 특례로 입학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제
공되는 한국어 강의가 있었다. 한국어 글쓰기 강의였는데 진구의 수준과는 
맞지 않는 너무 쉬운 강의였다.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 중 몇 명은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재외국민 전용 강의로 제공이 되었지만 
외국인 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그 내에서 실력별로 분화가 
안 이루어졌다. 상위반과 하위반이 있긴 했지만 진구 수준으로 한국어를 갖
추고 고급 학문 목적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위반은 폐강이 되었다. 그러면서 상위반 학생들이 하위반으로 나누어 들
어가게 되었는데 대학 정책상으로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는 한국어 글쓰기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했기에 굳이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를 억지로 들어
야 했다. 또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 문화적인 요소의 교육도 필요
한데 문화교육이 소홀히 여겨지며 한국인이니까 한국 문화를 알 거라고 생

이런 애들이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진짜 완전 한국

어 생초보. 가나다라 수준은 아니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다.”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연구자: “아 재외국민 반으로 이렇게 짜줬는데 그 내에서 이렇게 분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

진구: “아...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데 분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막...

상위 반에 인원이 너무 없어서 폐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상위반

에 있던 애들을 뿌렸어요. 아래로.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제일 많던

방에 들어갔고요.”

(...)

연구자: “그러면 진구한테 필요한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어? 그 당시에?”

진구: “저한테 필요한 수업은 그래도 학문적으로 한국어가 많이 딸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내 수준 내에서 적당히 보완해줄 수 있

는 그런 수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 진구 2차 인터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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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컸다고 한다.

종우는 H 대학교 자퇴 후에 역시 재외국민 12년 특례 전형으로 송도에 
있는 Y 대학의 국제캠퍼스로 진학을 했다. 국제대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강
의를 영어로만 수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한국어 강의가 제공이 된다. 그런데 종우와 같은 재외국민들은 그들의 
한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대
학에서 제공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귀국 대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선
택지는 어학당밖에 없다. 종우 역시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등록금을 내고
도 대학 강의는 수강할 수 없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지며 어학당에
서 배워야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귀국 대학생들
은 분명히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실력은 외국인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음에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교육의 사각지
대에 위치하게 된다. 
진구: “아 쓰기죠. 무조건 쓰기.”

(...)

연구자: “너의 지금 딱 필요가 그거에 맞춰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대학.”

종우: “한국어 강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외국인 위해서는 있는데 저는... 저

는 못 해요. 한국 사람이면.”

연구자: “아 외국인 위해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강의가 있는데 재외국민한

테는 제공이 안 돼?”

종우: “네네네 재외국민들 안 돼요.”

(...)

연구자: “어... 그거는 참 문제네... 확실해? 그... 저 뭐... 재외국민은 그 강의

못 듣는 거?”

종우: “네 우리 선배... 선배님한테 물어봤는데 못 듣는대요. 아예 신청을 못

한 대요...”

- 종우 3차 인터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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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업의 형태를 고를 수 있다면 단연 학문 목

적 쓰기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한다. 다른 재외국민들에 비해 한국어 작문을 
잘하는 편임에도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
과 견주어서 손색없는 한국어 작문 능력을 갖고 싶다고 한다. 진구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신
은 외국에 체류하며 외국인들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한
국에 살며 한국인들보다 한국어 작문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재외국민
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귀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학 한국어 교육 경험을 살펴보았
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문제점은 먼저 초, 중, 고급 등으로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 전부를 한 반에 몰
아넣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분명 취지는 대학
의 필수 과목들을 수강함에 있어서 재외국민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어 강의를 따로 개설한 것인데 수준별 분
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한 반에 30~40명정도의 재외국민이 함께 강

진구: “그렇죠 대학에서 에세이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죠.”

연구자: “만약에 막 취업 시즌이 취업 준비생이었다 하면 인터뷰 잘 하는 법

그랬을 거야.”

진구: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 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해야 돼. 이

런 신념은 없어요. 전혀. 그냥 내 지금 현재 상황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고 한국어 과제를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 잘 했으면 좋겠다.”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내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한국어 수준은 에세이를 탁월하게 잘 쓸 수 있는 것

이다. 내 쓰기는 영어에 익숙해져서 아직 한국어 문장들을 영어 형식으로 쓸 때

가 많다.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탁월하게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수준

까지는 가고 싶다.

- 진구 LLA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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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수강하며 교사는 교사대로 어느 수준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할지, 학생
은 학생대로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가 진행될 경우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쉬운 강의를 억지로 들었어야 했다. 이는 입학할 
당시에 한국어 시험을 치르며 각자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
긴 했으나 아마도 수준별 반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강 인원 확
보나 강사 채용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재외국민과 외
국인을 섞더라도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지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재외국민은 한국인인데 나랑 경쟁을 붙이는 건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대학 측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학
은 대학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한국어 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귀국 대학생
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한국어 교육 경험을 제2언어 자아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귀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학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학습
자의 동기 자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제공되는 교육이 참여 가능한 실
천 공동체로서 상상의 공동체에서의 삶과 연관되지 않거나 아예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문에 학습자의 제2언어 자
아가 투자된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그 결과 동기 자아와 관계없이 
명목상 이루어진 재외국민 대상 대학 한국어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귀국 
대학생이 탈동기화를 겪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귀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재외국민 대상 대학 한국어 교육은 그들에게 높게 부과되는 당위 자아에 
비해 동기 자아를 획득하기 위한 실제적인 투자의 장으로서 학습이 적절하
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실제적인 투자의 장의 형성과 적절한 동기 자아 형성 돕기

언어를 학습 또는 사용하여 목표 언어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
는 제2언어 학습자는 상업적, 교육적 이유와 같은 도구적 동기로 언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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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자 하는 학습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언어 학습의 동기와 투자 의지를 
갖는다(Appel & Muysken, 2005; 김남국 역, 2009: 177). 선행 연구(김유
리, 2018; 조남현, 2020)에서는 귀국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적, 도구적, 
통합적 교육을 적절히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제언들을 했지만 이들에게 필
요한 한국어 교육은 적절한 제2언어 자아 형성과 교실 밖의 현실로의 투자 
관점의 정체성 교육이다. 

종우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기에 한국어 이상 
자아가 생성되지 않았고 당위 자아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결
과 귀국 초반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서 후
회한 경험은 한 번이면 충분하므로 이제는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 공동체
로의 소속을 원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토픽 6급이 목표라고 하
는 종우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대비하여 발표나 보고서 쓰는 능력을 키
우기 위해 한국어 표현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학당이나 대
학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를 알아볼 예정이라 한다. 

나는 정말로 나의 한국어 말하기를 향상 시켜서 의사 소통하고 내 감정을 최

대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한국어 말하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같은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

말로 향상시키고 싶은 것은 한국어 문법입니다. 문법이 좋으면 훨씬 더 쉽게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읽기는 더 많은 책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 제가 가진 언어 목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을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또 다른 학습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의 한

국어 유창함을 보여줄 수있는 Topik 레벨 6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

업 후 제가 가지고있는 학습 계획은 2 주에 한 번씩 한국어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것입니다.

- 종우 LLA 210119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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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은 한국어를 차분하게 습득해가는 것이 허락되는 외국인과 달리 재
외국민 귀국 대학생의 경우 귀국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것이 요구
된다는 점을 말하며 이들에게는 바로 당장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한국어
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귀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한국
어 교육은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배운 한국어로 교실 
밖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제일 좀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애 한

국어가?”

경한: “군대에서”

연구자: “군대에서 2급에서 갑자기 한 6급 정도로 올라갔어?”

경한: “군대에서 왜 이렇게 늘었냐면 일단 군대에서 그러니깐 한국 살면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쳤던 게 2급인 거고. 어 살면서 조금씩 늘 것 아니에

요? (...) 차이가 있는 이유가 저는 애초에 재외국민 그러니까 재외국민

들은 재외국민들끼리 노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놀고 이제 한국애들이랑 놀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빨리 늘고.”

-경한 1차 인터뷰 201206

귀국해서는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인 친구

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배운 표현들을 써보고 연습했습니다.

- 경한 LLA 210206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를 익히면 배운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

게 연습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

교육 시스템의 차원에서 언어 학습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

려 언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 외 Extra curricular activities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한 LLA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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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이는 처음 귀국하던 당시 토픽 2급 수준이던 한국어 능력이 군대를 
전역할 쯤엔 6급 수준이 되었다. 그 이유로 경한이는 의지적으로 한국인들
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꼽았다. 귀국 대학생들 중에는 한국어가 부
족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서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끼리만 
어울리고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한국어 습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한이는 군대에서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한국어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대학 생활 중에도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많이 노
력했다고 한다. 한국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선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당위 
자아를 이상 자아로 변화시킨 결과 한국어 학습의 투자 의지와 실제 학습 
능률이 올라간 것이다. 

성민이는 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전
혀 없었다.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
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 자아나 투자 의지가 없었다. 하지만 귀국 
후 한국에 와서는 이곳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들과 거리낌 없이 의사소통
하는 “능숙한 한국어 사용자”라는 상상의 정체성으로서 제2언어 자아를 획

연구자: “어떤 시기에 뭔가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이렇

게 부여 됐어? ”

성민: “아... 이제 한국에 와서 아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아야 되구나 이런 현실

감 앞에서 그때 좀 아 제대로 배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저는 아직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졸업하고 당장 보

고서와 발표를 해야 할 기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저의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

들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성민 LLA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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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자 한국어 학습에 투자하게 되었다((Dörneyi, 2005, 2009; Norton, 
2000, 2001). 전에는 한국어를 모른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게 부끄러워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가 예상되는 가운
데 이대로는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기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감
히 물어보는 태도로 변화를 노력하게 되었다. “실패한 한국어 학습자”라는 
부정적 자아에서 “노력하는 한국어 학습자”로 언어 자아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책을 읽으며 한국어를 더 배우려고 하고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찾아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현재는 한국 대학에서 학
업을 하는 학생으로서 학문 목적 한국어에 특히 한국어 작문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성민이는 언어 학습 자서전에 “제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논문을 쓸 정도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
역기를 쓰지 않고 논리적인 글을 한국어로 다 작성할 수 있다면 그때 진짜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새로운 
이상 자아를 설정했고 긍정적 자아 획득을 위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에 
투자하고 있다.

이상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구한 결과 제2언어 자아가 있더라도 자
아가 학습자의 실제 삶과의 연결이 되기 어렵다면 동기가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어렵고 당위 자아의 이상 자아로의 재설정은 동기 자아의 실제 학습 
투자로 연결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삶과 관
련되어 참여가 가능한 실천의 공동체로서 상상의 공동체에 진입하고자 하
는 동기는 실제 한국어 학습의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Dörneyi, 2005, 
2009; Norton, 2000, 2001). 언어 학습자들은 언어 학습의 결과 참여 가능
한 실천 공동체로서의 상상의 공동체를 고민한다. Kanno & Norton(2003)
에 따르면 희망적인 소망은 단순한 환상이나 욕망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전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학습자의 
제2언어 이상 자아가 실제적인 투자의 장과 관련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Dörneyi, 2005, 2009; Norton, 2000, 200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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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학습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자아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할 때 언어 학습자의 탈동기화의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도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
용이 없다. 교육 내용이 교실 상황에서만 국한되어 끝나서는 안 되고 교실 
밖 실제로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귀국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한
국어 교육은 실제적인 투자의 장과 상상의 공동체의 마련이 중요한 문제이
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귀국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강의에서 한국
어로 발표하는 방법인데 가게에서 물건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거나 혹은 한
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진 발표 교육과 실제 대학 강의에서 하는 발표의 차
이가 크다면 점차 수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현재 삶과 연결 지은 적절한 이상 자아
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교실에서의 배움과 교실 밖의 삶을 
연관 지어 ‘한국어로 발표를 잘하는 자신’, ‘한국어로 리포트를 잘 쓰는 자
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자신’ 등의 적절한 동기 자아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귀국 대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획득할 자아에 따라 
배운 한국어를 그대로 삶으로 연결 지어 살아가는 학습자이자 사용자이다. 

2) 지식의 손실이 아닌 경험의 결여

 (1) 경험의 결여로 인한 한국어 CALP 자아 부재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확인된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숙달도 부
족의 원인은 기존 보유한 한국어 지식과 능력의 손실이 아니라 경험의 결
여이다. 전은주(2015)의 분류는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귀국 학생의 언어 
중 손실이 온 부분을 파악하여 KSL 교육을 통해 원학급으로의 빠른 통합
을 목표로 했던 분류이다. 특히 학령기 12년을 해외에서 보낸 경우는 기초 
한국어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참여자들 모두가 
12년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지만 한국어 능력이 각자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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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재외국민 중에서도 선교사의 자녀라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MK들은 재외국민들 중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 숙달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이들의 부모인 선교사들이 일반
적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애국심과 뿌리 의식, 자녀의 한국인 정체성과 한
국어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의 선교사들이 선진국보다는 한국에 비해 경제 규모나 국가 발전도가 낮은 
개발 도상 국가로 선교를 간다.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자신이 체류 중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으로의 귀국과 한국어의 습득에 대해 비교적 긍정
적인 반응을 듣고 자랐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 후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소
속되어 한국인과 한국어의 노출도가 높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연
구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되는 학사에서 생활하며 귀국 초
반 한국어를 밀도있게 학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상적인 구어 능력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지만 투자된 학습이 없이 자연스러운 습득엔 한계
가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에는 결여를 보인다. 이는 각 개인별 제2언
어 동기 자아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학령기 시절에 한국어로 학습을 해보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어 지식의 손실이 아니라 
경험의 결여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즉 습득했던 능력을 손실한 것이 아
니라 애초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귀국 당시에 토픽 6급 이상으로서 한국어 숙달도가 이미 
능통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기 자아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 
경험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체류국에서 이상 자아는 가족과
의 대화를 위한 BICS면 충분했는데 귀국 후 한국 대학에서 요구되는 당위 
자아는 CALP 역시 요구하게 된다. 학령기 학습을 영어로만 진행했기에 영
어로는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국어로는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학령기 학
습을 한국어로 해보지 못한 경험의 결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귀국 대학
생은 한국어로 강의 수강, 한국어 발표 및 작문 등 체류국 시절이나 귀국 
초반에는 해본 적 없었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문 활동을 대학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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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국어 CALP 자아가 생성된다. 이후 기존 한국어 제2언어 동기 자아
는 한국어 BICS 동기 자아로 편입되고 한국어 CALP에 대한 동기 자아가 
추가로 분화된다. 이를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진구는 자기소개서 쓰기 등과 같은 학문 목적의 언어 활동을 할 때면 머
릿속에서 먼저 영어로 프로세스가 되는 반면 기독교 관련된 생각이나 대인 
관계와 관련된 생각 등의 오히려 깊이 있는 생각은 한국어로 하게 된다고 
한다. 양분하자면 일상생활은 한국어로 바로 가능하지만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말하고 쓰고 있더라도 영어로 1차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다고 한다. 이처럼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CALP)이 결여된 이유는 진구가 
언어를 습득해온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영어는 체류국에서 일상생활을 하
면서, 국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업을 하면서 BICS와 CALP를 골
고루 습득하고 발전시킨 반면 한국어는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일상어
로만 습득을 했었다. 학령기 학습을 영어로 했기에 학문 목적의 활동을 할 
때면 익숙한 영어로 먼저 사고하게 되고 한국어로 하려면 어색하고 미숙함
을 느낀다. 특별히 본 연구 참여자 중에서도, 그리고 전체 귀국 대학생들 
중에서도 높은 한국어 숙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진구도 학문 목
적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귀국 대학생이 학령기 전
체를 해외에서 보내며 리포트 쓰기나 발표 등을 한국어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림 6] 한국어 CALP 자아 생성 및 동기 자아 분화 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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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기인하는 이유와 같다. 전은주(2015)의 분류에서처럼 학문 목적 한국
어를 소실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경험이 없이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결여된 능력에 대해 특별한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에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귀국 대학생들은 귀국 후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한 한국어 어려움을 마주한다. 특별히 한국어로 학문을 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 있던 듣기와 읽기의 이해 영역에서도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고급 
표현과 전문 용어들에는 어려움을 겪으며 발표나 보고서 작성과 같은 학문 
목적 말하기/쓰기의 표현 기능에서는 아예 불안과 스트레스, 좌절을 느낀다. 
이처럼 특별히 표현 능력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부족한 학문 목적 표
현 능력을 보완할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책 읽는 것 말고는 딱히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이해 영역과 표
현 영역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학문 목적 표현 능력은 전문적인 한국
어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는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한국어
로 학문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서 기인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는 글쓰기 분야입니다. 말하기와 읽기는

어느정도 익숙해졌지만, 아직 학업용 글쓰기는 영어로 작문하는 것 보다 글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 한국어 글쓰기 수업때 가장 좌절했습니다. 그때는 맞춤

진구: “대화할 땐 한국어가 오히려 더 편해요.”

연구자: “그러면 영어가 편하다는 건 언제 편하다는 거야.”

진구: “이제 쓰기 분석 막 읽기 듣기 막 조금 학문 학문적 있죠. 그것밖에 안

해왔으니까. 뭔가 뭔가 배우는 건 다 영어로 배웠었어서 그런가 초중고

를.”

- 진구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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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이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해 학문 목적 글쓰기가 가장 부족하고 학습
이 필요하다고 한다. 영어 작문은 자신이 있기에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았었
지만 한국어 작문은 뭔가 다름을 느낀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나서는 
학부 때 한국어 글쓰기 강의를 수강했으나 일반적인 한국인 재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강의에서 부족한 자신의 실력을 절감하고 좌절을 경험했다.

성민이는 한국어 구어 능력에 비해 문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CALP로서 학문 목적 한국어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는 대부분의 
귀국 대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다. 어려움은 느끼지만 자신만의 언
어 학습 전략이 있거나 적절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진 못하다.

법도 잘 맞추지도 못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만큼

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한 LLA 210206

성민: “어.. 일단 읽는 거는 다 읽을 수는 있는데 어 되게 느리고 아 이해하려

면 막 더 느리고 더 계속 봐야 되는 거 같고요. 뭐 쓰는 것은 더욱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쓸 수는 있지만 그런 형식 그런 것을 잘... 하나도

몰라서 조금 막막한... 거 같고요. 말하고 듣기는 네 그나마... 계속 그거

는 계속하니까 어 그게 제일 발달된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데 또 그 의사소통이랑 학문 목적이랑 또 다르긴 하잖아?”

성민: “아 네 그렇죠. 아...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뭔가 발표했을 때 이게 또 그냥 소통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

까 좀 더... Formal한? 그런 것은 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 같아요.”

- 성민 2차 인터뷰 210202

연구자: “제일 어려운 게 뭐야?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로 수업 들으

면서?”

성민: “아 다 어려워요 그냥”

연구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도움 얻을 사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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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귀국한 귀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하며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귀국 대
학생들은 한국어로 학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체류국에서 체류국의 
언어, 혹은 영어로 학업을 해왔기에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이 결여되어 있
다. 성민이는 처음으로 듣게 된 한국어 강의에서 팀플을 하며 자신의 부족
한 학문 목적 한국어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료 수집이나 작성, 
발표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에 팀원들에게 
자신의 몫까지 부담을 얹어주게 되었고 같은 조의 한국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미안함을 느꼈다. 성민이는 영어로는 그냥 편하게 작문이 되는데 
한국어로 쓸 때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되며 자신감이 없고 무조건 틀
리고 이상할 거라는 예상을 한 상태로 작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한
국어 작문 능력이 한국인 대학생 수준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CALP 능력은 투자된 학습이 없이 자연스러운 습득이 이루어지긴 한계가 
있다. 때문에 귀국 대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필요
하다.

성민: “어 같이 이제 팀 거의 팀플하는 수업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저랑 비

슷한 저보다 더 한국말 더 잘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와 가지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

한테 너무 미안한 미안하게 되어가지고”

- 성민 1차 인터뷰 201121

연구자: “한국어로 뭔가 과제를 쓰고 말로 발표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어려울

것 같아?”

종우: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자: “리포트 쓰고 프레젠테이션”

종우: “리포트 쓰는 거 어... 쓰는 거 제일 어려워요 대화하는 거는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쓰는 거가 많이 어려워요.”

연구자: “영어로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하면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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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학령기 동안 학교에서 영어만 사용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는 부모님과의 대화와 한국 귀국 후 교회 학
사에서 단체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했지만 한국어로 공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학에서도 일부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 선택
해서 수강 중이다.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과는 달리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
은 여전히 결여된 상태이다. 특히 한국어 작문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
다.

한국어로 구어 활동만 해온 현성은 한국어 구어 기능에 비해 문어 기능
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 부족한 문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매일 신문
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읽기 능력의 보완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쓰기 기능
은, 특히 학문 목적 쓰기 기능에는 여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고급 

연구자: “한국어 듣기 말하기 쓰기 각 능력별로 차이가 있어?”

현성: “있죠. 듣기 말하기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쓰기, 읽기에서는

차이가 있죠.”

(...)

연구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

어?”

현성: “저...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하루에 30분 신문 읽기 시작했었어요. 매

일 경제 사다가 그거 읽으면서 읽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신문 읽을 때 처음에는 한 기사 읽는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다가 이제는 아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좀... 된 것 같아요. 신문 읽으면.”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종우: “네네 영어로 하면 진짜 잘 할 수 있는데 한글로면.”

연구자: “왜 그런 것 같애?”

종우: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니까”

- 종우 1차 인터뷰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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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표현 기능의 영역은 제2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이라는 전문적인 교육과 투자된 학습이 필요하다.

 (2) 지식의 전달이 아닌 결여된 경험을 채워주는 교육 필요

현성이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단순히 진도를 나가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이들이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그 결과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등
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늘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온 
재외국민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오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기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 넘어가기 쉽고 알면서도 모
르는 척 그냥 지루한 수업을 참여할 수도 있다. 때문에 현성이는 재외국민
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한다. 현재 현성이는 소속된 학과가 재외국민을 비롯해 외국인들
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교수님 마인드부터가 자신들을 많이 이해해

연구자: “그러면 현성이 같은 그런 대상들을 가르칠 한국어 교사에게 어... 나

같은 대상을 가르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하는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아까 뭐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걸 한국인들처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라든가.”

현성: “일단 그 사람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하

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뭔가 대화가 통하

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지... 문화가... 안 맞으니까 가르치기 더 어려

운 거 같아요.”

연구자: “음 일단 진도에 맞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뭔가 지식을 전달을 시작

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된다?”

현성: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현성 2차 인터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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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 같다고 한다. 이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겠구나, 맞춤법 틀릴 수도 있겠구나, 문장 구성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구
나하며 그런 관용을 받을 때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다만 이해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고쳐주는 수준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는데 존중은 이해와 함께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세워주는 것
까지가 진정한 존중이다.

경한은 또한 귀국 대학생들이라고 다 같은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경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순희(2015)에서도 밝힌 바 귀국 학생들을 

연구자: “한국어 교사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한이 같은 대상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 혹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

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경한: “음... 일단 재외국민... 이게 또 MK도 얘기했었는데 MK 안에서도 분류

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MK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류

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한국어 수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MK가 한국어를 배우는 거나 뭐 저 같이 아프리카 MK가

한국어를 배우는 건 되게 체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문화

와 또한 의 문화에서 한국 문화를 대하는 그 태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어... 좀 확실히 좀,

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로 그냥 재외국민을 계승어 학습자

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취급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하죠. 왜냐하

면 이제 계승어 학습자라든지 재외국민의 정의 자체가 외국에서 해외

에서 살다 온 건데 그 해외가 범주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피학습자에 대한 어떤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서... 관찰 단계 없이 어떤 그런 진도를 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

이 어떻게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특

별히 이제 피학습자... 재외국민 출신 피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경한 2차 인터뷰 210209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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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체류하던 국가의 언어 문화권이 어떤지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앞서 먼저 각 학생들과의 충분한 교
감이 필요하다. 그런 관찰 단계 없이 무작정 진도를 나가면 학습자들의 실
제적 필요와는 관계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쉽다. 귀국 대학생들을 가르치
는 한국어 교사들은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그들의 한국어 지식의 어떤 것
이 부족한가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그 경험의 결과
로서 어떤 동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우는 자신과 같은 재외국민 귀국 대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주의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한국 사람이니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국 대학생
들을 대하면 그것이 다 느껴지고 그것을 모르는 귀국 대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은 모르는데 모르는 게 잘못처럼 느껴져서 
차마 질문도 하지 못한다. 아무리 기초적인 것이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 주
는 것은 귀국 대학생들에겐 무시가 아닌 배려이다. 따라서 귀국 대학생들에
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인이니까 이 정도는 알죠? 기억나죠? 그럼 
다음 진도.’와 같이 손실된 지식을 보충하거나 되살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결여된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귀국 대학생의 내러티브를 통해 한국어 숙달도 부족의 원인

종우: “어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 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like.. 뭐 한

국 사람이니까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한국 사람이니까 이 단

어가 진짜 싫어요. 이 단어 쓰지 말고 뭐 그런 정도?”

(...)

연구자: “한국 사람이지만 그냥 일반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게 그렇다는 거지.”

종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 있으면 좀 별로 안 좋아하고.”

- 종우 2차 인터뷰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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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의 손실이 아니라 경험의 결여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귀국 대학생
들은 발표나 보고서 작성과 같은 학문 목적 한국어 표현 능력에 대한 어려
움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선행의 연구(Hamers & Blanc, 1989; 이혜란 
외 역, 1995: 113)에서 학습자가 학교 교육을 다수 언어로 받는다면 인지
적 기능 면에서 주류 집단의 언어를 더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귀국 
대학생 역시 국제 학교 등에서 영어로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 보고서 작성
이나 발표 등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영어로 사고하게 된다고 한다. 학령
기 학습을 영어로만 진행했기에 영어로는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국어로는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한국어로 학습한 경험의 결여가 원인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귀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은 도구적 관점이 아닌 
정체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2언어 자아 관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체류국 시절 계승어 학습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로 학문 
활동을 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한국어 CALP 자아의 생성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이루어지는 제2언어 관점 한국
어 교육 단계에서는 손실된 지식을 보충하거나 되살려주는 교육이 제공되
어서는 안 되며 결여된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귀국 대학생들은 
한국어로 학문 활동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한국어로 하는 방법을 모르
는 것이지 “발표”나 “토의·토론”, “작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즉 
해당 장르 자체에 대한 지식 전달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한국어 학
문 활동을 연습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실제적인 투자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5. 경험의 메타 인지를 통한 새로운 이상 자아의 설정

내러티브 탐구는 “살고 말해진 이야기”로서 한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연속적 시간에 걸쳐 이
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협력적 연구 작업이다. 연구자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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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경험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들
이 경험을 살고,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살아가는 현장을 함께 하게 된
다(홍영숙, 2019).

연구 참여자들은 내러티브 탐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메타적으
로 인지할 수 있었다. 특별히 변화해 온 자아를 살펴보며 언어 학습에 유의
미하게 작용한 제2언어 자아를 확인해보고 새로운 제2언어 자아를 설정하
는 경험과 의미가 있었다.21)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 대학생들은 “연구를 
참여하며 언어에 대한 생각이 명료화 되었다.”,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언어
를 복수전공하는 느낌이다.”, “내가 이렇게 L1, L2를 바꾸어가며 살아왔구
나.”, “너무 소극적인 한국어 학습자이자 사용자였던 자신을 반성한다.”, “이
중언어 사용자를 넘어 다중언어 사용자가 되겠다.”, “영어에 비해 부족한 한
국어를 확인했다.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아직도 낯설지만 한국어를 배우
겠다.”, “진짜 한국인으로, 이제는 한국어 교육학자가 되어가겠다.” 등의 소
감을 말했다. 이는 탐구가 지난 삶에 대한 확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
운 삶에 대한 이상 자아를 생성하게 된, 탐구의 경험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 
된 것이다. 즉 내러티브 탐구 자체가 일종의 제2언어 학습 경험이 되어 제
2언어 자아의 생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인데 이들에게 내러티브 탐구는 
단순한 연구 이상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

21)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에게도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반성적 탐구 행위라는 점에서 그 독특한 연구 방법으로서 의의와 가치가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 “연구 참여 소감이 어때. 옛날 생각도 하면서.”

현성: “아 저 진짜 한국 와서 한국어 많이 늘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연구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아?”

현성: “네. 역시 그 언어를 잘하려면은 그 나라에서 살아야 해요.”

(...)

현성: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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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소감을 밝히면서 현성은 역시 언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함을 느낀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국 언어문화 속에서 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많다. 덕분에 필리핀
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 신문을 이제는 읽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 현성은 필리핀 체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숙달도 자체도 성장했지
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언어에 대한 문화적 공감이 생겼음을 얘기한
다. 필리핀에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정적으로만 사용했기에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썼던 것 같지는 않지
만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폭이나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한다. 존댓말의 경우만 해도 그냥 ‘요’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어법에도 문화가 있음을, 예를 들어 윗사람에게 “수고하세
요”란 말이 실례일 수 있음을 한국에 와서 군 생활을 통해, 대학 선배와의 
관계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 들
어갈 때 ‘아 시원하다’ 하잖아요. 그게 왜 시원한 거지? 그건 아직도 대체”
라며 웃음 짓는 현성이는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되어가는 중이다. 물론 기능
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대학에서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하면서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학습이 필요함을 느낀다. 필리핀에서는 “능숙한 한국어 사용
자”였던 현성이 귀국을 통해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비해 부족한 자신을 발견
하며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로 자아가 바뀌고, 연구에 함께 참여하며 
이제는 한국의 언어문화에 많이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한국어 사

잖아요.”

연구자: “언어에 대한 노출 자체가 많아졌다.”

현성: “네.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한국 신문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

데 그게 막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요

즘에는 한국 기사들 읽어도 다... 거의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거의

다 이해가 돼요.”

- 현성 3차 인터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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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서 정체성이 다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배움이 필요한 학문 목적 한국
어를 통해 늘 한국인으로서 되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민이는 연구 참여를 통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언어 자
아와 언어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내러티브 탐구 자체가 새
로운 제2언어 경험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이상 자아를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현타”라고 표현하며 한국어 학습과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소
심하고 부정적이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한국어 학습자이자 사용자”로서 되어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자: “이 연구에 참여해 본 소감이 어때? 아마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못

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을 것 같은데.”

성민: “네 맞아요. 어...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평소에 잘 안 생

각했던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어... 뭐 좀 자신

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어... 아 진짜 옛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어떤, 어떤 점에서 또 개선을 계속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

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연구자: “어떤 점을 개선한다는 건 어떤 부분?”

성민: “일단 막 어...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어 이제 아 뭐 했냐 이제 한국어

이제 좀 늘리려고 배우려고 뭐 뭐 했냐 들었는데 현타도 오기도 하고

(웃음) 도전도 받기도 하고 이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 성민 3차 인터뷰 210228

연구자: “종우 한국어 많이 늘었다 그래도. 처음 봤을 때 비해서.”

종우: “(웃음)처음 봤을 때 비해서는 많이 는 것 같은데.”

연구자: “처음 봤을 때는 막 인사하면 "형 안녕" 막 이랬었는데.”

종우: “(웃음) 아 맞아요 존댓말 안 쓰고 진짜 이상 한 게 쓴 것 같아요. 같은

데... 많이 늘은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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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참여 소감을 물으며 스포츠카와 트럭의 비유가 참 좋았다고 말해
주자 종우는 자신이 생각해도 진짜 잘 설명한 거 같다며 웃음 지었다. 종우
는 2년 전 연구자와 처음 만났을 당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
었고 한국인과의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그 후로 2년간 알
고 지내며 종우가 한국어를 배워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이
제는 아는 형과 동생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로서 관계의 성장을 이뤘다. 
종우가 한국어로 인터뷰하고 한국어로 LLA를 써주며 연구에 참여할 정도
로 한국어가 성장한 모습을 보며 연구자 역시 연구자이기 이전에 친한 형
으로서도 다시 기특함을 느꼈다. 물론 아직은 여전히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서툴고 자신이 없다고 하지만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라는 새로운 목
표를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움으로써 다시 살아가며 “진짜 한국인”으로서 
되어가는 종우와 그런 종우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연구자도 다시 살아가
며 “한국어 교육 연구자”로서 되어가는 중이다.

종우: “지금은 그냥 QT 한글로 해요.”

연구자: “아 QT를 한글로 하고 있어 매일?”

종우: “네네네.”

(...)

연구자: “그걸 꼭 계속 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한 뭐 1

년 2년 쌓이면은 정말 잘하게 될 것 같거든. 이제 종우가 영어 실력은

뭐 이렇게 크게 나무랄 게 없는데 사실 또 이 한국이란 사회에서 영어

를 잘 한다는 건 장점이긴 한데 그것도 한국어가 바탕이 되어야 또 이

제 무기로써 사용할 수가 있잖아.”

(...)

종우: “아 진짜 바이링구얼 되면 진짜... 인생이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연구자: “정말 어디서든 경쟁력을 크게 갖게 될 거야 세계 어디에 가도.”

- 종우 3차 인터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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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해 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진구는 연구 참여의 대가로 함께 
사먹은 마라샹궈가 너무 맛있었다고 또 사달라고 짓궃게 보채면서 연구라
기보다는 친한 형과 노는 편안한 분위기로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
혔다.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다중언어 습득의 과정이라는 평소에 생각해 보
지 않은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하
는데 특별히는 이중언어 사용이라는 개념이 참 신기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BICS와 CALP의 개념으로 양분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베
이스가 되지만 학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영어가 베이스가 되는 자신의 이
중언어 사용 능력에 대해 진구는 “언어로 복수 전공하는 느낌”이라고 비유
를 들었다. 한국어는 일상생활에 학점을 투자하고 영어는 학문 영역에 학점
을 투자하면서 복수 전공을 취득하게 된다는 재미있는 비유였는데 그렇게 
자신이 가진 두 개의 언어의 역할이 양분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신기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연구자: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했던?”

경한: “(웃음) 음 맞아요 기억나죠.”

(...)

경한: “제 지도 교수님도 전공이 그쪽이에요. 습득. 언어습득.”

연구자: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경한: “그렇죠. 아직 몰라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어를

진구: “음... 아 2개 국어라는 개념이 참 신기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

연구자: “왜 신기해?”

진구: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 쓰는 게 확실히 더 편한데 학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영어 안 쓰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

이게 2개 국어인 사람들이 다 이럴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뭔가 언어 하나를 전공한다기보다는 살짝 소소하게 복수 전공하는 느

낌이랄까?”

- 진구 3차 인터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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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은 연구 참여 소감에 대해 해외 체류 시절과 한국 거주 시절을 돌아
보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하며 자신도 한국어 교육 대학원생으로 입학
을 앞두고 재외국민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다
며 본 연구의 참여 과정을 흥미로워했다.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땅으로의 여
정을 앞두고 새로운 언어 자아의 설정과 함께 경한은 다시 한 번 채비를 
하고 있다. 학부 시절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만 들으면 됐었지만 이제 아
주 전문적인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게 되고, 아예 한국어로써 한국어
를 연구하러 가게 된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축되는 기분도 들지만 선교사
이신 부모님께서 어딘지도 모를 땅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인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꿈이 약속된 그곳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는 
마침내 약속된 본향을 찾아 나서는 당당한 나그네이다.

공부하는 거라가지고 살짝 좀 위축되기는 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공부

하는 거니까. 한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니까(웃음)”

- 경한 3차 인터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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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귀국 대학생들의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드러내어, 귀국 대학
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
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
나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했다.

기존의 귀국 학생 관련 연구는 주로 아동에 관한 것이었고, 양적 연구가 
많았으며 주로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
서 성인 귀국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교육적으로 어떤 요구를 가
지고 있는지 학습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통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귀국 대학생들에게 체류국 시절 외국인 커뮤
니티 속에서 주류의 언어로서 다수 언어인 외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그들만
의 특별함과 고유함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이다. 그런데 한국으로 귀국과 동
시에 체류국에서 다수 언어이던 외국어는 그들만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소
수 언어가 되고 한국어는 주류의 언어이자 다수 언어가 된다. 특별히 한국
어의 경우 체류국에서 부모님에 의해 계승어로서 습득할 때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만 제한적으로 배우고 사용하며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으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생활하며 어려움을 느끼게 된
다. 특히 대학에서 한국어로 학문 활동을 경험하며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
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언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제2언어 습득 동기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
자의 제1언어가 확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습득에 대하
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귀국 대학생들의 제2언어 습득은 단일어 습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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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대한 동시 다중언어 습득이다.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의 연구들을 결합하여 다중언어 습득의 관점에
서 귀국 대학생의 제2언어 동기 자아의 변화 경험을 바라보았다. 이는 한 
이론만으로는 학습자가 자신이 소속되고 싶은 상상의 공동체와 관련 없는 
언어를 배우는 경우나 동기 자아가 있음에도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의 설명이 어렵기에 이론 간 상호 보완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별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대로 각 30분 이상
의 인터뷰를 3회 진행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질적 연구 자료의 삼각화를 위해 충분한 사고 후 작성이 
가능한 언어 학습 자서전의 작성을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전달받았다. 언어 
학습 자서전의 작성이 미숙한 연구 참여자들을 배려하고, 좀 더 초점화된 
답변을 얻기 위해 언어 학습 자서전에는 내러티브 프레임을 제시해줬다.

4장에서는 시공간 축을 기준으로 경험 발생 요소로서 경험의 안과 밖, 뒤
와 앞에 따라 다중언어 습득 경험과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 이야기를 구
성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한 제2언어 학습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이 자아 변화를 겪는 결정적 사건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
학생의 경우 해외 출생 및 유년기 해외 이주, 그리고 대학 입학을 위한 귀
국을 통하여 급격한 시공간의 변화를 겪는다. 그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다
중언어는 주류 사회 진입 열쇠로서 다수 언어와 그들만의 독특함과 특별함
을 나타내는 소수 언어로 언어 정체성이 분화된다. 또한 분화된 다수 언어, 
소수 언어 자아는 각각 제2언어 학습 경험에 따라 제2언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5장에서는 귀국 대학생의 경험에 대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한 의미를 
연구 텍스트로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
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다중언어 학습 경험에 대하여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생애사적으로 회고했다. 이를 통해 추상적이던 개인
의 경험을 연구자와 협력적 탐구를 통해 선행 연구와 이론에 비추어 구체
화하고 연구 텍스트로서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다. 또 참여자들의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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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보이는 유사한 점과 차이를 보이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경험 간의 
공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제2언어 자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
으로서 제2언어 학습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다른 배경의 언어 학습자와 달리 귀국 대학생만이 겪는 고유한 경험의 
차별화를 위해 귀국 대학생 한국어 자아만의 특징을 밝혀내었다. 한국어는 
한국인들에게 도구적 수단 이상의 의미로서 고유한 민족 정체성의 정수이
다. 때문에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의 목표 역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투자였음을 밝혔다. 대부분의 제2언어 학습의 경우 초기에 이상 자아가 동
기가 되어 학습이 시작되며 선행 연구에서 제2언어로서 한국어 초기 습득
의 주된 동기 자아도 이상 자아였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들
의 경우 당위 자아가 한국어 초기 습득의 주된 동기였음을 밝혔다. 체류국
에서 부모의 애국심과 자녀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귀국 후 경험하는 일반
적 배경의 한국인들과 언어 숙달도 차이의 체감과 한국인들의 강한 내집단 
문화 성향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귀국 대학생들은 외국인과 크게 다르
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
적자이기에 외국인들에겐 부여되지 않는 내집단으로의 의무적 소속과 원어
민 수준의 한국어 숙달이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더 
강력한 자아 동기 수행 요인은 개인적, 내부적 요인보다 사회적, 외부적 요
인임을 의미한다. 

귀국 대학생들에 제공되었던 재외국민 대상 한국어 교육 경험을 제2언어 
자아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경험한 대부분의 대학 한
국어 교육이 수준별 분반이 되지 않은 채 그들의 동기 자아와는 관계없이 
명목상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귀
국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 생활을 통해 부여받는 강한 당위 자
아에 비해 동기 자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한국
어 교육의 결과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부재하게 되어 동기 자아의 탈동기
화를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귀국 대학생의 한국어 숙달도 부족의 원인은 기
존 국어 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대로 한국어 지식이나 능력의 손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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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각 개인별 한국어 동기 자아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경험의 결여인 점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은 
적절한 동기 자아의 생성과 실제적인 투자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손실된 
지식이나 능력을 보충하거나 되살려주는 관점의 교육이 아니라 결여된 경
험을 제공해주는 관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자신의 다중언어 습득 경험과 자
아 변화 경험을 메타적으로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동기 자아를 설
정하는 경험과 의미가 있었다. 연구 참여가 지난 삶에 대한 확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이상 자아 생성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내러
티브 탐구 경험 자체가 일종의 새로운 제2언어 학습 경험이 된 것이다. 이
들에게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활동 이상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의 이야
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확보를 통해 연
구의 의의를 갖는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내러티브 탐구라는 협력적 
연구를 통해 관계의 변화, 협상, 진전을 이루었다. 친한 형, 동생의 관계에
서 연구의 안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로, 연구의 밖에서는 한국
어 교육학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 연구자 스스로도 내러티브 탐구라는 경험의 뒤를 통해 학위 논문 
작성의 과정을 밟으며 한국어 교육학자로서 안의 성장을 이루었고, 석사 과
정생에서 석사 졸업생으로의 앞과 밖의 새로운 경험의 한 걸음을 기대하게 
해주었다.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로 출발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새로운 
자아로서 자전적 내러티브 다시 살아가기를 통해 개인적 정당성을 갖게 되
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내 자신의 장점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다. 연구 참여자 중 한 사람인 귀국 대학생이 “한
국어를 잘 하는 형이 부러워요”라는 밖에서 부여한 새로운 자아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한국어 교육학자로서 자부심”이 내 안의 새로운 자아로 
형성되었다.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과정생으로서 늘 연구 주제와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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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 학위 논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너무도 가까이에, 
아예 나의 침상 옆자리에 연구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당연히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리
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어 교육의 대상은 한국인,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외국인이라는 어찌 보면 틀에 박힌 나의 고정관념을 한국인
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귀국 대학생들이 깨트려주
었다. 나의 일상이 누군가의 비일상이 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는 연구자로서의 눈을 가지게 해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시사할 수 있는 실제적 정당성은 연구 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외부의 영향
으로 개인의 내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자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일으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연구자를 비롯
하여 독자, 한국어 교육계 등의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들은 엄연히 한국어 교육 학습자의 한 분류로서 
존재해왔지만 주류의 관심에선 다소 소외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지 즉, 언제 어떻게 
동기 자아가 생성되고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동기 자아가 실제 학습
으로 연결되는지를 드러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한국어 교육과 연구 현장으로 확대되고, 현장에서 이들의 특별한 점을 이해
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 환경과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귀국 대학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당성이다. 세계화 시대에 귀국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다중언어 상용자로서 글로벌 리더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들도 그
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기에 특례 입학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인재 유치 차
원에서 귀국 대학생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유치한 귀국 대학생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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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돕기 위하여 정책적, 제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고는 있으나 이
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 언어문화가 다소 
서툰 귀국 대학생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 없는 선입견과 오해는 이들
의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 적응 실패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대처럼 대학에
서 잠재적 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대학 
졸업 후 해외로 재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귀국 대학생의 한국 사회와 한국 대학에의 적응을 돕고 가진 잠
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언어와 함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경험
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퍼즐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연구 문
제에 대한 가설의 증명 및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한 참여자들의 고유한 내
러티브 자체에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귀
국 대학생을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 관심의 장으로 이끌어오기 위하여 이
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경험을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귀국 대학생들의 삶과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며 경험 
속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기에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나 교육 
내용 마련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당위 자
아를 이상 자아로 재설정해주거나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나 교육 방안 및 교육 내용 마련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귀국 대학생들의 이
야기만을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드러냈지만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당국, 학교, 교사, 연구자 등의 여러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해 당사자 간의 협력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국 대학생이 해외 체류와 귀국이라는 시공간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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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사건이 되어 일어나는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로서 언어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제2언어 동기 자아의 변화 경
험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귀국 후 재이주
를 하는 경우, 같은 시공간임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
의 지위가 바뀌는 등의 본 연구와는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연구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대화의 상대방에 따라 상대방이 자국민인 경우, 외국 국적
인 경우, 똑같은 언어 자원을 가진 다중언어 상용자에게 어떤 언어로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등의 다양한 연구 문제 설정 및 내러티브 탐
구 외의 연구 방법 적용을 통해 연구 문제의 다각화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제2언어 습득 동기 이론과 선행의 연구들은 주로 단일어에 대하
여 순차적인 학습 관점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인 귀국 
대학생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 다중언어 습득자였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
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이론 간 
결합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로서 이론 간 결합 모형 및 요
인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정량적 연구를 통한 검증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위한 다수의 참여자를 확보하기보단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
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자의 여건에 맞춰 연구 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
다. 특별히는 재외국민 중에서도 연구자와 친분이 있으며, 선교사 자녀로서 
체류국 및 언어 사용자로서 특별한 배경을 가진 귀국 대학생들만을 사례 
중의 사례로서 선정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국적이나 배경의 재외
국민 혹은 이주민을 참여자로 하여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경
험 이야기를 다양화하고 이론 간의 결합과 요인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
을 정량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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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언어 학습 자서전(Barkhuizen & Wette, 2008; Coryell
et al., 2010; Tse, 2000; 김신혜, 2020)

이름:

일반적 배경에 대한 질문

1. 자신의 민족이나 문화를 어떻게 기술하시겠습니까?
How do you describe your own ethnicity or culture?

2.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What were you expecting before your return to Korea?

3. 앞으로의 3년은 어떨 것 같아요?
How do you picture your next three years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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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학습 경험에 대한 질문

1. 당신이 좋아했던 언어 학습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Tell me about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you have enjoyed.

2. 영어 이외의 언어를 배운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in learning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3. 언어 학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나 연습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방
해가 되었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Tell me about experiences that may have been uncomfortable or 
disturbing with regard to your learning or practice in language 
learning classes.

4. 당신은 한국어 / 영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How did you learn Korean / English?

5. 어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나요?
What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did you have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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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다닐 때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Have you ever had difficulties with your Korean in college? 
(Examples?)

7. 스스로 좋은 언어 학습자라 생각하십니까?
Do you consider yourself a good language learner?

8. 언어 습득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found especially helpful in regards 
to learning/acquiring a language?

9. 언어 학습에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나요?
What are som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tudying a 
language?

10. 그 언어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습득했나요?
How successful were you in acquiring the languages?

11. 성공 / 부족에 기여한 점은 무엇입니까? 왜죠?
What contributed to your success / lack of succes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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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언어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을 바꾸시
겠습니까?
What would you change about language classe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13.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 어린 나이에 해외로 간 재외국민들에
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overseas Koreans who need to 
learn Korean?

14.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귀국을 앞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 귀
국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those who are about to return to 
Korea to enter college, who need to lear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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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자아에 대한 질문

1. 어떤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셨나요?
Which languages have you tried to learn?

2. 이 언어들에 얼마나 능숙하세요?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나요?
How proficient are you in these languages? Are you able to speak, 
read, and write in them?

3. 이 언어들을 어디서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 유학, FL 수업) 당신
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Where did you study these languages? (e.g. study abroad, FL 
class), during what time in your life, for how long?

4. 이 언어들을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What were your reasons for studying these languages?

5. 당신의 경험의 결과로서 언어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do you feel about learning languages as a result of you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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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영어로 말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How do you feel when you need to speak Korean / English? 
(examples?)

7. 한국어 / 영어로 작문을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How do you feel when writing in Korean / English? (examples?)

8. 한국어 능력 중 발전시키고자 원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areas that you still want to improve in?

9. 졸업 후 언어 학습 계획 및 목표는 무엇입니까?
What are your language learning plans and goals after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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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정체성에 대한 질문

1. 어떤 언어를 당신의 모국어 혹은 제1언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Which language do you consider your native or first language? Why?

2. 다른 어떤 언어가 유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 what other languages do you consider yourself to be fluent in?

3. 체류국에서 한국어 / 영어를 쓸 때와 귀국 후에 한국어를 쓸 때의 
경험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자면?
How different is the experience of using Korean / English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experience of using Korean / English 
after returning Korea? (examples?)

4. 체류국에서 한국어 / 영어를 배울 때와 귀국 후에 한국어/영어를 
배울 때의 경험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자면?
How different is the experience of learning Korean / English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experience of learning Korean / English 
after returning Korea? (examples?)

5. 귀국한 이후로 언어 학습 방식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How have you changed your ways of language learning since your retur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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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시공간 변화에 따른 다중언어 습득과 제2언어 자아 변화)

1. 처음 영어/한국어를 배웠을 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배웠는지, 느낌은 어땠는지? 개인적 경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 

2. 체류국 시절
나는 주로 한국어/영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 

나는 한국어 배우기를 좋아했다/싫어했다. 왜냐하면...
 → 

나는 영어 배우기를 좋아했다/싫어했다. 왜냐하면...
 → 

체류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할 때 도움이 되었던 활동/사람/자료/기억에 
남는 경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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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입학을 위한 귀국 이후 
내가 귀국 후 한국어 때문에 가장 당황/좌절한 순간은 ... 했을 때다. 
왜냐하면...
 → 

나는 주로 한국어/영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 

나는 이제는/여전히 영어 사용하기를 좋아한다/싫어한다. 왜냐하면...
 → 

나는 이제는/여전히 한국어 배우기를 좋아한다/싫어한다. 왜냐하면...
 → 

나는 이제는/여전히 한국어 사용하기를 좋아한다/싫어한다. 왜냐하면...
 → 

귀국 후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던 활동/사람/자료/기억에 남
는 경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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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학습 계획/희망
나는 한국어를 잘한다/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 

나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을 하고 싶습니다.
 → 

내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한국어 수준은...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
한 모습입니다.
 → 

5. 나는 이럴 때 한국어가 제1언어처럼 느껴진다/느껴졌다.
 → 

6. 나는 이럴 때 한국어가 제2, 3언어처럼 느껴진다/졌다.
(그때 느껴지는 제1언어는?)
 → 

7. 한국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어는 ...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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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Multilingual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Self Change Experience of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Kim, Yongg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multilingual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self-experiences of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and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stories and experience. The "inquiry of the multilingual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self-experiences of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significance of multilingual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self-experiences of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were 
set as the research puzzles for this study.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are more simultaneous multilingual learners than being 
multilingual by learning an additional language other than their primary 
language. The identity of the languages acquired by the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is divided into the majority languages, which 
become the key to enter the mainstream society and the minority 
languages that represent their originality. The differentiated languages 
are each learned and used,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in respect to the imagined communities and 
the imagined identities the returnee students wish for. Afterward, the 
students experience changes in their second language selve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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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empt to adjust the discrepancy with the motivational self, created 
through their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 

Narrative inquiry,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an 
approach used to study human lives in a way that respects and 
understand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It was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this study as it can draw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observed the following steps for this research; first by "being in the 
field," transitioning "from field to text," "and retelling of "the 
intermediate research text into the research text." Five university 
students who had spent 12 years or more years abroa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returning to 
Korea to enter Korean universiti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field text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and asking them to write their biographies on their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reviewed the 
intermediate research text before the final research text was 
completed. The narrative inquiry on the second language self change 
experience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d critical events that led to 
changes in their selves. For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the critical 
event was the changes in time and space by moving to a foreign 
country and returning to Korea. Based on this finding, this study 
classified the multilingual acquisition and the second language self 
change experience of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into the temporal and 
spatial axis and the multilingual axis, and the conditions for generating 
such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previous experience, and predicted experiences to create the narrative.

In Chapter 5, this study compiled a research text on the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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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ducting a narr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s of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First, this study examined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abstract and personal experiences in the light of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that served as critical events that changed the 
second language selves of the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by closely 
examining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Furthermore, this study 
confirm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lf, which are found in the 
experiences of the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and differentiate their 
experiences from the experiences of learn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By approaching the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Korea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cond 
language sel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Korean language capacity of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is not a result of the loss of knowledge 
but was due to a lack of experience. Finally, the study participants 
identified the motivational self meaningful in their history of language 
learning by meta-recognition of their experience through the narrative 
inquiry, and this inquiry process became a second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for the participants, allowing them to do so to set a new 
motivational self. 

Lastly, this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narrative inquiry on 
the personal, practical, and social levels. First, on the personal level, 
the researcher also experienced a change of self from being a Korean 
speaker to becoming a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er by 
conducting this collaborative research for the dissertation. On the 
practical level, this study gave voice to the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and called for appropriate Korean education programs for them. On a 
social level, this study raised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the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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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of the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so that they could 
adjust to the Korean society and universities and maximize their 
potential as global leaders.

Key word: second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returnee university students, multilingual 
acquisition, language identity, second language self, 
language learning investment, narrative inquiry, heritage 
language

Student Number: 2019-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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