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말하기 평7뻐l서 전략적 능력과 어휘 구사력의 평가
-일본인 학습자률 대상으로 한 성취도 평가활 중심으로-

사와다 히로유키*

1. 서론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협}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아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당연
히 교육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술을 측정하는 것이 평가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학습자의 언어 사용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신뢰도，
실용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갑수{었:(3)에
서 지적되었듯이 교육평가의 방법은 펑가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

는데 한국어교용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테스트법이 자주 시용되
며 여전히 지필 검사 위주의 테스트 일변도로 실시되어 있눈 것이다.
교육에서 평가가 갖는 역할은 교육과 학습 정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재， 교수법 둥 교육 전반올 점검하여 피드백 하

* 한%썩자대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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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으며， 올바른 평가 방법은 효율적인 교수와 수업을 위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washback effectl를 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평가를 할 때 평소의 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의 목적에
서 벗어나게 되며 평가의 제몫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 평가에서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l뿐만 아니라 형성평

개fonnative ev머uationl 가 행해져야 하며 형성평가는 쪽지 시험이나 받아
쓰기뿐만 아니라 과제(떠skl 등을 이용해서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진단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어능력시험에서도 앞으로 말하기 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평가방법， 즉 어떤
식으로 하면 말하기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각 의사소
통 능력의 평가기준은 등급별로 크게 제시되었을 뿐 각 능력의 하위분류

로서 어떤 항목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능력간의 관계에 대해서
도 언급되지 않았다.
평가기준은 학습목표에 따라 또한 어떤 능력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말하기 시험에서는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앞으로 각
능력마다 평가 요소로 어떤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지가 연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인 말하기， 듣기， 쓰기， 얽기의 네 영역 중에
서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전략적 능력의 평가

기준을 문법적 능력의 한 요소인 어휘구사력과 대비하면서 살펴볼 것이
다.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전략적 능력을 택한 이유는 말하기는 개인 혼

자의 활동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 모두에 의해서 상호작용적으로 조성되
는 특정이 있는데 말하기의 상호작용성은 언어사용 과정에서 요구되논
전략적 능력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1) 그런데 전략적 능력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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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문제이므로 평가에 있어서 과제 수행 능력은 있는데 어휘구사력

이나 문법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간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략적
능력과 아울러 어휘구사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성취

도 평가에서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의사
소통할 기능성이 있는지를 필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과 주변의 일본인 학
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대화를 관찰해온 것을 바탕으로 전략적 능
력의 펑가 항목과 어휘구사력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2. 숙딸도 평7Kproficiency t않t)와 생취도 평7Kachievement t엉t)
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측정하느냐는 것이다. 성취도

평가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한 교과 과정을 학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성취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숙달도 평가는 일정
한 평가 기관에서 정해진 교과 내용(syllabusl 이 없이 각 등급에서 요구하
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교과 과정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배 0.1'이므로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가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평가의 구별이 모」호하다，.2) 전
술했듯이 한국어교육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지펼 검사

위주의 테스트 일변도로 설시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
어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성취도 평가가 매우 유사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뺨11서는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펑가의 구별이 더욱 모호해질 수
밖에없다

1) 이미혜(때xl : 64) 참조
2) 김유정 외(j됐 :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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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가의 기능면에서 보면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는 분명한

~t이를 보인다. 김유정 외(1뺑)에서는 성취도 평가의 기능으로 다음 세
가지를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 결과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2까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측정해 잘 못하는 부분을 수업시
간에 일상적으로 피드백 하는 일이다.
둘째， 평가의 결과를 분석히여 교육 과정과 지도법을 개선하는 데 이용
하는 적극적인 기능이다. 교사는 수업에서 사용된 학습 자료나 교수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보강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성취도 평가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성취도 평가에서는 숙달도

평가와 달리 담당교사의 역할이 크다. 담당교사는 정기적으로 학습목표
를 기준으로 학습자를 평가해야 하며 이것은 담당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이
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언어 지식을 평가하는데
치우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말하기 능력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설을 생각하면 성취도 평가가 가지는 숙달도 평가와의 차이점으로써
항상 담당교사가 학습지를 관찰빼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그래서 교사는 형성평가에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필

요가있는것이다.
전술했듯이 성취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평가되는데 한국어교

육에서는 아직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학의 부설된 몇몇 언어교육 기관은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으며3)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에서도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3) 박갑수(:m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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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의사소통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할 펼요가 있다

3. 의사소통 능력과 말하기 평가
3. 1. 의사소통 능력(commUIÙ때ve com야tence)
의사소통 능력이란 사콤J-o l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며 의사소통을 위해 이 지식을 실제로 사용딴T 능력을 말한다 4)
Hyrres(1972) 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능력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범주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 보고 이를 의사소
통 능력 (corrnnunica디ve comçetence)이라 하였다.5) 즉 의사소통 능력은 그
에 의해 처음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사용이 연계된 것이다. 의사소통 능
력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

상호간의 뜻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 능력의 한 면이다; Wi ddowson
(1972)은 의사소통능력을 사회언어학적 능력， 맥락적 능력， 문법적 능력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이론적 모델이
sa찌gnon(l972)， Munby (1!J78l 등에 의해 다OJ하게 제시되었는데 Canale &
Sw，외n(1g;에)에 의해서 종합되었으며6) 그틀이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이 그
후에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에 대해 큰 영향을 띠쳤다.
않nale & Sw떠n(l뺑)은 심리언어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4) Keith ]onson & Helen ]onsonWÆ : 8'7)
5) 전은주WB7 : 1)
6) 우혜령(l땐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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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언어학적 정확성을 위한 문법적 능력

(밍ammatical co~tence) ，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맹비stic co~tence)，
전략적 능력 (stra탱y co~tence)을 들고 있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담화적 능력 (discourse co~tence) 과 사회문화적 능력이 있는데
뎌n머e(1없)에서 담화적 능력을 네 번째의 독립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능력을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하였다，7) Weir(l쨌)는 이 모델을 의사소통능
력에 대한 초기 이론 o 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최근

논의라고 할 수 있는 BachmanWID) 의 모델도 can때e 등의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이다08)

Bachman (1 9.)))은 의사소통 능력을 OJmmunicative La맹uage Ability라고
불렀으며 그 구성 요소를 언어 능력 (li맹버stic co~tence)， 전략적 능력
(stra탱lC CO때f따x:eJ， 심리 생리학적 기제 (psychophysiol(맹떠1 ræc벼nisrn)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언어 능력은 조직능력 (org뼈zational co~tence)
과 화용적 능력 (pr.맹rr뼈cco때Jetence)으로 되는데 조직능력은 문법적 능

력 (gr때lllJatic머 co~tence) 과 문맥적 능력 (textu외 co~tence)으로 화용
적 능력은 발화수반 능력(illocu디onæy cor찌Jetence)과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tence)으로 구성된다. 전략적 능력 (stra탱ic co~tence)
은 판단(assesrænt co~tent) ， 계획 (pl뼈ng co~따1t)， 설행 (e~없ltJon
co~따1t)으로 구성된다， Bachn뻐1(19.)))의

언어

능력

개념의

틀은

Bachman & P;때nerWB)) 에서 용어의 변화를 보이지만 언어 능력의 개념
요소의 대^J-이나 의미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9)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는 약죠싹1

7)

뼈th

Jonson & Helen

8) 우혜령(1Ð."J : 2])
9) 우혜령(1땐

22) 참조

JonsonO뺑 :

gz-ff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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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면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많다. 위의 이론들이 한국
어 말하기 능력 평가의 방향과 영역을 제공해 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

는데 다음에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능력의 펑가에 관한 연구들의 평가
범주를살펴보자.

닮nale

& Sw，머n(1쨌)의

이론에 기초하여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세 가지 언어 능력을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로 삼
은 것은 원진숙(1ffi2)이며 이 세 언어 능력에 전략적 능력올 포함해서 평
가 범주로 삼은 것은 김양원(1잃)이다. 전은주WID)는 문법능력， 어휘농

력， 발음능력， 구성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
과제수행력 동을， 정화영(1ffi})은 상호작용적 어해력， 구조의 적절성， 어휘
의 적절성， 사회 • 문화적 적절성， 상호작용적 전략， 유창성 둥의 여섯 가

지를 평가 범주로 삼았다. 이렇게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평가 범주는
빼le(1쨌)에서 제시된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 네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로 적용하며 말하기 펑가 범주로 한다. 다음에 각 능력틀
의 말해l 평가 범주를 일본인 학습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3.2. 잃본인 훌니발자톨 대상으로 한 각 능력벌 평가 유의점
(1) 문법적 능력
말하기 능력에서의 문법적 능력이란 수험자가 말하기 평가 상뺑l서
한국어의 언어적 규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

기에는 어휘 구사력， 문법 규칙， 문장 구조， 발음에 대한 정확성도 포함된

다.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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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될 것이다.

어휘 구사력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어휘의 대응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학습자가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열본어와 한국어가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어와 한

자어， 한자어와 고유어가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래어 η찌 포함하면
대응관계가 더 복잡해지는데 단순히 1 대 1 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1 대다
(多)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유의어 특히 고유어의 유의어
경우에는 일본인 학습자가 굉장히 구별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휘를 문맥에 맞추어 정확하게 구사하눈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대강 전달할 수 있어도 어휘를 잘 구사하
지 못하면 정확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어휘 구사력이 평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문법 규칙， 문장 구조에서는 특히 일본어와 한국어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본어로는 구별하지 않는데 한국어로는 두 가지 연결 어미가

있는 것， 조사도 포함해서 연어 관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발음에 대해서는 열본인 학습자는 모음 중에서 /-1/와 /-1-/, /←까와
자음 중에서는 격음과 경음， 그리고 받침 중에서

/0/, /L/의

/T/,

발음을 굉장

히 어려워한다. 정확성을 중요시한다면 위의 발음을 평가해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실
정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의사소통상 문제가 되는 부분만 평가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그리고 단어 수준의 발음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문장의 억양과

운율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경우에는 문미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이 동일한 형태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억양에 의해
의띠가 달라져서 억양이 어색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가 상황에 맞춘 자연스런 억양으로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운울은
예를 들어 2음절이면 일본어는 (ClV+(ClV로 실현되지만 한국어 경우에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전략척 능력과 어휘 구사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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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C)V(C)로 실현된다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CVC+CV를 발음하

면 CV+CV+CV처럼， 한국어 cvc+cvc를 발음하면 CV+CV+CV +CV처럼
되어서 2음절이 마치 3읍절이나 4음절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초급학습자 경우에는 큰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각 요소별로 문법적 능력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법적 규
칙과 어휘， 발음 둥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낀 사회언어학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눔력은 다양한 문맥에서 적절한 언어 형태를 선택동애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다. 즉 의미적으로 툴리지 않지만 사회적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기능적
지식들은 모두 말하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주로 말하기에서 실현되
며 말해l 평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이 높임법일 것이다.
높임말을 적절하게 시용하지 뭇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한국과 비슷한 높임법 체계를 가진 일본어 화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일본어에서는 겸%뼈가 많이 사용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사용
될 때와 사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일본인 학습자가 적절히 상황에 맞게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예률 들어 한국어에서 다른 사람 앞
에서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청자

를 높이는데도 ‘발표하겠습니다’ 경우에는 낮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다.
이 두 표현들이 일본어로는 둘 다 겸%뼈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나 직장 상사를 소개할 때 일본

에서는 아버지나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겸%뼈를 가지고 낮추어서 소개를

해야 동}는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만약 청자가 자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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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직장 상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야 하

는지 더 복잡해진다.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 따라 말투를 바꾼다는 것이 학습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높임말보다 어색한 것이 반말로 나타날 때도 있다.

어린 。에에게 학습자가 높임말로 말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그 사회 특유의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의미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는 화용적 쓰임에 대한 이해도 포힘벼}야 한다 또한 평서문， 감탄문， 의
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문장 종결법 등에서 맥락에서 화자의 어조를 파
악해서 응답동}는 능력，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이러한 사회언어
학적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담호}적 능력

담화 구성 능력이란 대화 상뺑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잘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지
의 능력이다. 여기에는 개별 문장의 내용 구성과 담화로서의 긴 문장 구
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담화 구성 능력은 각 단계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

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급 단계에서는 문장 단위의 발회능력 측정
에서부터 짧은 문단의 내용을 평가하고 중급 단계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

는 담화， 고급 단계에서는 복합적인 문장 담화 구성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경우에는 문장 뒤에 얼마든지 다른 문장을
첨가할 수 있고 실제 대화에서는 倒뽑도 지주 일어난다. 그래서 고급 학

습자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 말을 첨가하면서 청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담화 구성에 있어서도 청자의 반웅
을 보면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전략적 능력파 어휘 구사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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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 바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4)

전략적 능력

Canale & Sw:머n(l쨌)이 의사소통 능력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전략적 능
력을 분류， 포함시키면서 널리 인식되어 왔는데 그플은 전략적 능력을 언
어 수행의 변수(며fOI1l'mlce variables)들이나 불충분한 언어능력 때문에

의사소통 중 생기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규정하였다.
대화 도중에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대화에 단절이나 공백이 생겼

을 때 이를 적절히 피해 가는 능력으로 회피 전략， 바꾸어 말하기 전략，
도옴 요청 전략，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 둥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말하기 평가에서 전략
적인 기술을 사용하는지의 유무가 다·른 영역에 비해 명가하기 쉬훈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른 능력들과 달리 예활
들어 학습자가 코드 전환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가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라한 전략이 지나치게 사용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

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은 각 풍급에 따라 그 사용이 얼
마나 허용되는지를 정해야 될 것이다. 자세히는 다읍 장에서 언급하겠다.

이상 각 능력의 말해l 평가의 범주를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각 능력에
대한 범주가 아직까지 하위분류로서 각 능력별 평가 요소가 자세히 제시

되지 않았다. 각 능력별 평가 요소는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 모어별로 자세히 연구되어야 하며 실제 평가할 때는 그 중

에서 교육목적에 따라 펑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세한 평가 요소가 없
으면 채점자는 각 능력별로 대충 감각으로 점수를 매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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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위의 능력들 중에서 전략적 능력을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문법적 능력의 요소인 어휘 구사력과 대비하면서 언급하겠다.

다음에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평가에 있어서 전략적 능력의 평가 범주
가 과거의 연구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문법적 능력과 아울러 살펴보
겠다

4. 평가에서 전략적 능력과 어휘 구사력
4. 1. 햄어교빼|서 선행 연구
원진숙(1912) 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Canale & Sw，때1

(1뺑)의 이론에 기초빼 문법적 언어 능력 담화 구성 능력， 사회언어학
적 능력의 세 가지 언어 능력을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로 삼고 전략적

능력은 언어외적 특성을 이유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화영(1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략적 능력은 말하기 능력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시될 수 없는 능력의 한 범주이다.

공일주(1댔)는 ACTFL의 평가 지침에 따라 역할극을 등급별로 소개하
였으나 구체적인 전략적 능력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
김 OJ=-원(l땐)에서는 문볍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

적 능력의 네 능력의 각 목표와 지도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딸하기 시험을

실시한 후에 평가하였다. 각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각 능력마다 3등급으
로 나누었는데 문법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의 평가 결괴쓴 다음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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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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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원 (1993) 에서 제시된 능력별 평가 결과〉

2

3

어휘의 의미를 표현할
수있다.

CD

이〕 유사한 용어로 한두 개
@몇몇 어휘에서 그자체 열거
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

음을보임.

띠〕 모국어의

(간간히 점동직이나 침묵
간섭현상이

i'!이 나타넘

3
문
법
적

정확하지는 않으나 접

속사의 사용 7꺼냥，

@ 문장과 문장 λ}이에 휴
지 (jlluse)부분이

많이 삽

@ 조사를 적절히 사용{그 입됨
러나 가끔 조사 없이 구사)

o

(없 특수 조사에 대해서는

력

(5) 동의이행을 구상할 수 거의 사용하지 옷한.(암기
있음. 문형 삽입시 한 번 된 것은가끔표현)
생 Z룹}는 모습이 나타나기

도하고자기 측정통해족 @ 변형형의 분형은 회피
시 수정하기도함.

Q) 어휘를 모국어로 직역

하려는 경향 보염，

@ 즉흥적인 시제 멜치에 (þ) 시제의 붙렌치현싱F이

이흐룹)

@낱맙하나하나활분절
시켜 발음

G'1) 주로 단문 형태.
@) 조사에 대한 개념은
할지만활발히 사용못함

(은/는， 이/개 펀?판의 혼
용)

(6) 기본적인 행태소를 어
형 변화없이 삽입함

서는 다소 어펴옴「윤 느끼 나타나기도함
지만 대체로 맛추려는 노

력이 보임.

전
략
저←1
걷r

력

CD 청자보다간 자신의 발
대상을 고려하~는 정우 화촬더 의식하는경향이
휘， 문징!구조 격식을 탈리 에 민감하지 옷하다
짙다
사용할수있다

@ 청자의 위치에 따라어

CD

@ 대답이 나오기까지 휴 @ 다시 묻는 경우， 막히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 지 (pause)부푼이 디소 있 는부분에서 도움윤호소
디
답할수 있다.
하는경우가있으며모걷
는 경우는 대회펀 중단한다

c2l

정광 외(9)4)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둥급별로 문제 유

형을 제시하였으나 평가 기준은 ACTFL 체계를 바탕으로 각 둥급별로 총
합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말하기에 관해서 개별로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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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전은주WB7)는 ACfFL 평가 체계를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기준에
적용하논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객관적인 평가
범주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말하기 능력 평가 범주로 문법능력， 어휘능력，

발읍능력， 구성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 과제
수행력 등을 설정하여 평가 등급은 4단계로 나누었다.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의 평가 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평가범주
단계

2 전은주 (1997) 에서 제시된 효댁어 말하기능력 평가기준 시안〉
어휘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

다양한 범주의 어휘륜 상황에 맞 대부분 상황에서 의도된 대로 의사소풍

4

거l 풍슈1 하게 정확히 사용

‘

(전문 가능 . 상호작용 지속적 유지

적인 어휘 구사)

3

2

엘상생활 어휘로는 충분 : 토돈，
전문 분야 약간부족

주제 변

전닫하고지 하는 내용은 전달 상호작용
7.1 속적 유지

주제 변화시 가끔 반응이

어려움

인상작 어휘 구사 : 적섣하지 못
한어휘 선택 많음
약간의 단어와 구

,

화에 쉽게 적응

저l 한된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단

수정 (re때) 책략 가끔 사용

,

주

저| 변화시 반응 어려움
힐상회화플

히기에도불충분

의사소통 대딴히 어려움

정화영 wm)은 미국 국무정 소속 외교연구원(Foreign 앓vice Institute

:

FSD 에서 실시하는 말하기 숙달도 시험 (FSI oral Proficiency Test)을 바탕
으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시험의 설계 빙반을 제시하였다 평가 요소로
상호작용적 이해력， 구조의 적절성， 어휘의 적절성， 사회 · 문화적 적절성，
상호작용적 전략， 유창성 등의 여섯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상호작용적 전

략을 등급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전략적 능력과 어휘 구사력의 평가

〈표

~않;;

3 정화영 (1999) 에서

.ï!.二너L

전문급

최 AJi좋

기초적

제한적
사회기능

일반적
사회기능

전문직

사회기능

사회기능

교육받은
한국인수준

쓰이는

어휘의

적 임상생활의

적첼성

어휘로제한되 어휘는
어 있음.

작용적
전략

제시된 명가 적도〉

걷~-J

3::그
H

어휘부족，지초 자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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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상생활의
적절

함.

추장적어휘도
가능，부적첼성
이의사소통에

문제가되지않
fnL.

숙어등분화
적 맥락의 어

휘가 대부분

용암가국어인표웅，파육숙의얻악어일속한휘
용은

~1i~

상호작용통제 상호작용 통 상호작용통제 상호작용통 상호작용
력 없음. 언어 저l 려， 거의 없 력이어느정도 제력이 우수 제력이나

통어

좌절이 심송애 유.어느정도 있읍.언어좌젖 함. 언어좌절 어 좌절의 처
의사소통진행 로협상과보 을쉽게수션할 을폭넓게수 리가

어려움.

%에기능.

간r- 이
M으T:j.，

한국인

선할수있음， 과동일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교육에서 행}기 펑가에 있어서 어휘에 관

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평가 기준이 제시된 것에 비해 전략적 능력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평가 요소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무래도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세부적인 부분보다 크게 거시적?호 평가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능력의 어떤 요소들은 어휘 구사력과 관련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하기 시혐
의 어려움 중 하나가 채점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

면 적어도 각 능력마다 요소들을 설정하여 정확성과 유창성의 비중을 정
하여 각 요소들의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전략적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전략에는 어떤 능력들이 포함되는
지 각 전략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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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으|시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
Tarone(1977)은 의사소통 전략을 크게 회피 (avoi없nce)， 바꾸어 말하기

(rma빼rase)， 의식적 전o 1(conscious 없nsfer)， 도움 요청 (a마없1 for assistance) ,
흉내내기 (miræ)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회피는 다시 주제 회피 (topic
aVOl없nce) 와 메시지 포기 (message a:벼ndonment)로， 바꾸어 말하기는 다시

유사어 (approxin때on)， 신조어 (coinage)， 우회 적 표현 (c此빼ocu디on)으로，
의식적 전이는 다시 직역 OiteraI translation)과 언어 전환{Ianguage s\vitch)
으로 하위분류된다 10)

Faerch

& Kasper(1쨌)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축소 전략(reduction stra따IT) 과 성취 전략

(achieverænt stra탱y)으로 나누었다. 축소 전략은 다시 형식적 축소 전략
과 기능적 축소 전략으로 나뉘는데 형식적 축소 전략은 학습자가 목표 언
어의 규칙이나 어휘를 충분히 볼라서 자동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
에 어색한l 부정확한 발화를 피하는 것이다. 한편 기능적 축소 전략은
학습자가 의사소통 목표를 축소하는 것에 의해 문제를 피하는 것이다 1 1)
기능 전략은 다시 주제 회피와 메시지 포기 그리고 의미 대체 (rr없띠ng
replacement)로 나뀐다. 성취 전략(또는 보상 전략)은 다시 코드 전환 전략，

언어간 전이 Gnterlingu떠 없nsfer) 전략， 언어 젠언어내 전이 (in따←lin뼈때뻐l
transfer) 전략， 그리고 중간 언어 코드만을 사용하는 중간 언어에 근거한

Onterlan밍lage-based) 전략으로 나뉘었으며 언어간 전이는 다시 외국어화
(forei없izing) 와 직역으로 나뀐다.12)

Bygate(1987)는 전략적 능력을 상호작용적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10) Keith ]onson & Helen
11) Keith ]onson & Helen
12) 전제희(:mJ: 12) 참조

]onson(l쨌

:85 ffi) ,

]onson (J~

: 83)

•

진제희(:mJ: lH2) 참조

한국어 탬기 평가에서 전략적 놓력과 어휘 구사력의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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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상호작용 관리와 의미의 협상의 두 가지 능력으로 표현했다.
상호작용 관리 능력은 화제 관리와 발화 차례 관리의 두 가지로 볼 수 있
으며 화제 관리는 화제 내용의 선택과 전환을 통제하는 능력올， 발화 차

례 관리는 누가 얼마나 오래 이 ψl 를 하는가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의미 협상 능력은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좌절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의도된 의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선명화， 비꾸어

말하기， 단순화 둥의 전략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1 3 )
Bi때ystokU뽑)은 제 1 언어 근거(L1 -based) 전략， 제2언어 근거 (12-벼S어)
전략， 비언어적 전략 등으로 나누었다. 제1 언어 근거 전략은 언어 전환과

외국어화 그리고 자역(때nsli따ationl으로 나뉘었으며 제2언어 근거 전략
은 목표어 항목과 어느 정도 의미적 특성을 공유하는 단일 어휘항목을 사

용하는 의미적 인접(였TIantic 0αltiguìtyl과 묘.^l-(de없iαion)와 신조어로
나누어졌다)4)

Sa띠gnonWB7l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바꾸어 말하기，

우회적 표현， 년f복， 주저， 회피， 추측 그리고 문체와 양식의 전환 둥을 틀
었고 언어 좌절의 상황에서는 바꾸어 딸}기， 반복， 선명화 구하기， 회피，
단순화 동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 1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학자들의 전략 유형 분류가 다햄}며 복잡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OJ=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

도 많다. 진제희 (aro)는 다양한 유형 분류 속에서도 꾸준히 같은 기준으
로 분류해 온 것을 가려내어서 전략틀을 크게 회피 전략， 제 1 언어 근거
전략， 제2언어 근거 전략， 도움 요청 비언어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본고에
서는 말하기 능력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언어
13) 정화영(1뾰 : 14) 참조
14) 진제희(3ID: 13) 참조
15) 정화영(1댔 :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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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략은 평가 기준으로서 삼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제1 언어 근거 전략 중 직역에서는 문법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며 어휘

에 관해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데 본고에서는 어휘에 한정해서 논하
기 때문에 외국어화에 포함시켜서 논할 것이다. 제2언어 근거 전략에서는
바꾸어 말하기， 유사어， 신조어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사어， 신조
어를 바꾸어 말하기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략적 능력을 회
피 전략， 코드 전환， 외국어화， 바꾸어 말하기 도움 요청 둥으로 나누기로
한다
전술했듯이 말하기 평가에서 학습자의 전략적 능력의 평가는 다른 능
력에 비해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전략들은 그것 자체

의 사용 가부를 7찌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략적 능력의 평가
는 거시적으로 학습자가 전체 과제 수행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평가의 대십L이 되며 오히려 각 전략들이 지나치게 사용되면 부정적인 평
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등급에 따라 그 사용이 열마나 허용되는지

를 정해야될 것이다.
다음에 전략적 능력의 요소틀을 평가할 때 어휘 구사력과 관련시켜서

어휘 구사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미치는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4.3. 어휘 구시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르썩 능력의 요소
4.3. 1.

호|피 전 랙avoidan∞ stratl영|않)

전술했듯이 Tarone(1암7)은 회피 전략을 주제 회피 전략과 메시지 포기

전략으로 나누었는데 그에 의하면 주제 회피 전략은 학습자가 무언가를
지시하논데 목표어로 펼요한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

한국어 말하기 명가에서 전략적 능력파 어휘 구사력의 명가

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며 메시지

Ðl

119

전략은 학습자가 어떤 것올 가리

켜서 딸}기 시작하지만 매우 어려워서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효}는 것이

다.
이 전략은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

되는데 학습자로서는 불확실하고 확신이 안 서는 어려운 단어나 구조를
괜히 사용했다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어
휘나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뼈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

화제 중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단어를 모르는 경우 학습자는 일단 그 단어
사용을 피하면서 화제와 관련된 다른 이 ψ1 를 나누다가 자발적으로 그
단어를 알게 될 때도 있다.

학습자가 문제가 발생한 의사소통 상횡올 회피하기 위해 의사소통 목
표를 축소한다고 간주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지만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전달해고 정보를 제한하는 전략
이라고 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학습자의 전체적인 과제 수행 능력을 보기 때
문에 언어 좌절이 발생하였을 때 학습자가 말을 하다가 막혀서 거기서 완
전히 말을 포기할 것인지 한 번 포기했다가 다소 화제가 바뀌더라도 디른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좌절이 생겼을 때
학습자가 얼마나 빨리 다른 전략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지가중요한것이다.

4.3.2

도움 요청(않JPæI fα

assistanc:e)

도옵 요청 전략은 상호 작용 상황과 비상호적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상호 작용 상황에서 학습자는 의사소통상 문제가 생겼을 때 청 X써l 게 도

120

국어교육연구 제12집

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학습자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라고 청자에게 직접적
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 도움 요청은 대부분 상대방
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청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제 표지를 동반한 소극적 의사소통 전략
을 통해서 도옵을 요청할 때도 많다. 평가에서는 이 전략 자체의 사용 가

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학습자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
에게 모르는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물어보는 능력이 있다
고 평가하는 것보다 과제 활동 내에서 전체적인 리듬을 깨뜨리지 않았다

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비상호적 상황에서 나타난 도움 요청 전략은 전제희(ID))에 의하면 상
대방의 도움을 끌어들이기 위한 직접적 · 간접적인 도움 요청이 아니라

일종의 시간 별기( t ÏIre -gairúng) 전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전
략이 자주 사용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망치게 되며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고평가될 수 있다

4.4 어휘 구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르찍 능력의 요소
4.4.1.

코드 전 환{αx:le

switching)

코드 전환 전략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본인 학습자 경우에는 코드 전환 전략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본어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어
의 외래어를 약간 한국식으로 발음을 바꾼 것도 포함될 것이다. 만약 일
본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외래어 중에서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단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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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경우에 일본어의 외래어를 약간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발음하면 실

제 발음이 될 때가 많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은 저절로
외래어 발음 법칙을 알게 된다. 일본어의 외래어가 한국어의 고유어나 한
자어와 대웅되는 경우 일본어의 외래어를 약간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발
음하면 한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하는 경우가
많이 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일본어로는 외래

어가 되는 경우 의식적으로 코드 전환 전략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원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모든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외래어로 표현되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말할 때도

외래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학습자가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틀이 수업 시간에 연습할 때는 잘하는 데도 막
상 시험 때 평가자 앞에서 말하려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많이 대화를 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온다. 교육기관마다 평가 기
준이 여러 7찌가 있겠지만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주목표로 하는 한국

어교육의 실정을 고려하면 초급 단계에서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습자가 전달하려고 하논 내용이 전달되면 어느 정도의 코드 전환 전략
의 사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코드 전환 전략은 한국어보다 얼본어가
외래어가 더 많아서 특히 초급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중 ·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가 이 전략을 지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리픔을
깨뜨리지 않았디는 변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법적 능력의 평가에
서 한국어의 고유어나 한자어의 어휘 부족으로 평기될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인 코드 전환으로 분류되는 또 다콘 한 가지 상황은 학습자플

의 발화 진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간투사의 삽입이다. 이는 특히
일본인 학습챔의 발화에서 ‘i..-’ ‘i..--JZ:’ 둥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평가 변에 있어서 단지 시간올 끄는 것처렴 여겨져서
정도성의 문제이겠지만 빈번하게 나타나면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122

국어교육연구 제12집

그래서 평소의 학습에서 교사는 일본인 학습Z까 자주 위의 간투사를 사

용할 때 버릇이 되기 전에 교정해주어야 한다.

4.4.2. 외국어호Kforeignizing)
외국어화는 제1 언어의 어휘를 목표어의 음운현상 또는 형태법칙에 적
용시키거나 또는 목표어의 어휘에 제 1 언어의 음운 현상을 적용시킴으로

써， 목표어에는 존재하지도 않거나 또는 맥락 속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만
들어 내는것을 말한다

일본인 학습자 경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어로
도 한국어로도 한자어를 사용하는데 학습Z까 한국어의 한자음을 모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는 한자어를 사용하는데 한국어로는 고유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로 표현될 때 학습자가 한국어의 단어를
모르는 경우이다. 이 때 학습자논 일본어 한자음과 비슷한 발음을 하면서
의사소통하려고 한다. 진제희(axxJ)의 실험에서 나온 예를 보면 일본인 학

습자가 ‘꽃병’이라는 한국어를 모를 때 ‘과빙’이라든지 ‘과병’이라고 말했
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어 ‘치.(}、Iv’의 음운 현상을 한국어에 적용시킨

것이다

직역Oiter매 없nslation) 전략은 제1 언어의 어휘나 구를 목표어로 번역하

기 위해서 목표어의 어휘와 구조를 사용하는 것인데 위의 예에서 일본어
‘花組’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한자음으로 발음해서 ‘화병’이라고 말하는 것
이 바로직역 전략이다.
직역 전략은 열본어 경우 한국어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일

본인 학습자가 얼마든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특히 연어적으

로 조사， 동사를 직역을 해서 말을 만들어낼 경우가 많이 있다. 진제희

(axxJ)7} 지적하였듯이 외국어화와 직역 전략의 경우 특히 언어간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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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일본인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제1 언어의 발음이나 형태에 적당한

변형을 가해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톨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전략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는 매우 경제적인 전략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와 문법 구조
의 정확성을 생각하면 문법적 능력의 평가에서 감점 대%써 되므로 일본
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용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전략을 허용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코드 전환 전략과 마찬가지로 초급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 • 고급 단계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서로 한자어가 대웅되는 경우에 학습자가 대웅되는

한국어를 몰라도 감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학습자의 한국어 고유어
에 대한 어휘 구사력을 측정하는데 이 전략의 사용 가부가 평가 기준이
된다.

4.4.3.

바꾸어 말하게며raphrase)

바꾸어 딸}기는 제2언어 근거 전략으로서 학습X까 목표 언어의 적절

한 어휘를 사용하는 대신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행동의 톡징적 요
소를 묘사하는 것이다. 제2언어 근거 전략에는 유사어(따JPIU뻐nation) 전
략과 신조어 (c뼈age) 전략이 있는데 유사어 전략은 학습자가 목표어의
정확한 용어나 구조를 모를 때 의미적으로 공통성을 가진 단일한 어휘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조어 전략은 학습자가 의도한 개념을 전
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률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 전략의 경계가 모
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꾸어 말하기에 유시어와 신조어를 포함하겠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휘를 비교하면 음운적으로 유사점이 많은 것은
한자어이며 고유어 간에서는 유사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본어의 고유어와 한국어의 고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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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한자어와 달리 비슷한 음으로 발음해도 통하
지 않기 때문에 고유어는 모르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바꾸어 말하기 전략 경우 학습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제2언어 지
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언어목록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
다고 해도 제2언어 사용을 유창하게 하눈 데에는 도움이 되며 학습자들

이 오류의 사용을 줄이면서 안정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T 전략이라
제1 언어 근거 전략에 비해 모든 단계에서 사용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고
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열마나 한국어다운 표현을 할 수 있
느냐에 따라 문법적 능력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학습자가 저빈
도 어휘 중에서도 고유어를 열마나 구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말하기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전략적 능력의 평가는 문법적 능력의 요

소인 어휘와 문법 구조의 구사 능력과 대립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유창성 (fluencyl 과 정확성 (accuracyl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문제와 관련된다. 현장에서논 유창성과 정확성을 균형 있게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
확성보다 유창성이 더 강조되겠지만 유창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학습자

에게 화석화\fossilizationl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평가에서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유창성과 정확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전술했듯이 평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학습2까 잘 못하논 점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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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드백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습자가 윗사랍에게

발화하는 과제에서 적절한 높임말올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부족으로서 학습자가 제대로 높임말을 상황에 맞추어서 말할 수
있게 평가 후에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전략적 능력 경우 예률 들어 과제
가 끝까지 수행이 안 되었을 때 학습자가 전략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고에서 제시된 전략들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Bi삶ystokWW)이 ‘전략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16) 전략적 능력에 대한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펑가 후에 학습자가 원래 하려고
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보

다 학습자가 하려고 했던 표현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젓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전략적 능력을 평가할 때는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평가 즉 과제 전체를
통해서 학습자가 얼마나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율 것이

며 다·른 능력들과 달리 하위 항목들의 사용 가부는 그 사용 자체가 긍정
적인 평기라기보다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제1 언

어 근거 전략들은 결코 학습자가 각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서 가점이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초급 학습자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많이 대화를 한 경험이 부족하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어 모어 화자
앞에서 랩려고 하면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연
습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바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접해보지 못

한 주제가 나오거나 질문을 받게 되면 더욱 말이 막혀서 표현하려고 하는
어휘가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이렬 때는 당황하게 된다. 초급 단계에서

16)

없th

Jonson &

1뻐en JonsonO쨌 :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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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학습X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면 긍정

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하며 정도의 문제이겠지만 제 1 언어에 근거한 전략
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중 •

고급 단계에서는 만약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제2언어에 근거한
전략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1 언어에 근
거한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적 능력에서 어휘력 부족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 경우에는 얼마나 한국어다운 표현
을 구사하면서 의사소통하는지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제2언
어에 근거한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제 수행 능력이 있지만 문법적 능
력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정확성은 단순히 정확한
형태적 사용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느
냐하는 것이라서 고급 학습자에게는 평가에서 그러한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전략적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

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다른 능력들의 평가 요소와 각 능력별 평가 요소
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펼요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정확성과 유
창성을 각 등급에 따라 비중을 고려해서 평가에 펼요한 요소틀을 결정해

야할것이다

한국어 딸}기 평7에서 전략적 능력과 어휘 구사력의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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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trategic Competence and
Lexical Ability in Korean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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