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사소통적 한국어 구애 농랙 개발을 위한 재앤 

최정순* 

1. 논얘왜 출발점; 한국어 교육왜 목표어1 매한 재고 

현대의 외국어 교육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양방향적인 의사소 

통’을 전채로， 단순 암기가 아닌 유의미한(m없nn맹11) 언어활동을 강조한 

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맥 

락과 상황에 맞게 원활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았다. 그리고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 대부분은 교재나 

교육기관을 소개히는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의 제1 목표 

를 한국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어 l~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성인 학습자를 위해 서울 

대학교 언어교육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 시리즈 중 첫 번째 단계의 책이 

다 이 책은 한국어 지식이 전혀 없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k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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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히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 뒤표지) 

이렇게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다음 

과 같은 절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에 대한 공통된 합 

의가 있는가? 

둘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여 설정되어 

있는가? 

셋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배ÓJ:하기 위한 교육이 실 

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대상을 알아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란 판단에서 비 

롯된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숙련도별 도달 목표점(교육목표)을 설정할 

때 구체적얀 내용 항목이 섣정되어야 방법론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내용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내용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평가에도 이 내용은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본 논의의 

주요 대엠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질문에 대해서 필지는 ‘아니다’ 

라는 대답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소위 ‘말하기’와 

‘튿기’에 한정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적 구어 능력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의사소통 능력이란? 

앞에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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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라고 하였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두뇌 훈련(mental gymnastics)을 통한 정신 능력의 개발 

과 교양의 함OJ:을 추구했던 구조주의 이전 시대이다 이 시기는 비록 그 

시간적 폭이 넓기는 하지만 소위 고전적 교수법으로 통칭된다. 이 시기에 

서는 구어적 시용에 대한 교수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달리 말해 언어 

가 구두-청각적 의사소통을 위해 교수/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을 위해， 또는 외국어의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두었 

던 시기라할수 있다 

앞 단계가 명시적인 이론적 기반을 지니지 못했던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교수법에 대한 명시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대로 획득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행동주의적， 인지주의적 학습이론과 구조주의， 변형생성 문법 

등의 언어학적 기 반을 바탕으로 ALM, Cognitive-code Leaming 등이 주 

요 교수법으로 등장하고 사용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언어 능력 

(Ii때버stic competence)'의 llBOJ:을 위한 목표어 문법 교육이 강조되고， ‘말 

하기-듣기-g171-쓰기’의 4분법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적 능력의 개발 및 배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요인틀의 고려 전략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그리하여 ‘언어 능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의 신장을 ‘외국어 교육의 목적’ 

으로 주장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단계 역시 명시적인 이론적 기반을 

갖는데 기능주의 문법과 사회언어학의 발달，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등장 

이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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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시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의 등장 

외국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정리한 Littlewood(l98l: 1)는 

언어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을 대비시키며， 의사소통적 

접근법의 주요한 특정 중 하나로 이 교수법이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도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총체적인 의사소통적 관점으로 종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어에 태한 구조적인 관점은 문법적인 체계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구조주의(와 변형생성 문법)의 시대에 주류가 되었던 언어관이며， 이 때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은 한 언어의 문법체계를 조직닝}여 올바른 

문장을 만틀어 내는 능력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언어학적 사고방식이 지 

배적이던 시대에서는 언어가 어떤 과정을 걸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에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1970년대 초반 사회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Austin(E))2)과 Searle(1970)의 화행이론(Speech 

Act Theoη)과， 의미 및 기능의 중시와 사회언어학적 측면의 강조했던 

많lliday(1970， 1973)과 D. Hymes(1972)의 영향 하에， 언어를 고정화된 체계 

로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언어가 어떻게 시용되 

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기능적인 관점이 성장했으며， 언어 구조를 조작하 

는 능력 대신 ‘의사소통 능력’이 주된 관심의 대십l이 되었다 Aus따(1%2) 

의 ‘How to do things with words'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는 이 관점에서， 

‘언어 능력’이란 그 언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는 언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D. WIlkins(1976)과 HG. Wìddowson(1978) 

등의 기능 개념 중섬의 교수요목 도입의 주장을 거쳐 M Canale & M 

Sw;머n(1980)에 의해 외국어 교육에서 이론화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w. 
Litt1ewood(198l)에 의해서 외국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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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외국어 교육을 상황이나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으 

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의 하위 단위로부터 대상 언어를 학 

습하도록 요구하는 상향적 접근을 강조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형생성문법 시대까지를 후기구조주의로 

확대 해석해 포함한다면 언어학의 하위범주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아 구조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다. 

(2)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캐 

연구자가 본 논의에서 원용하는 언어 능력 모텔은 Bachman(1990)의 모 

형이다. 이 모텔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지식(lar핑U맹e knowl떠ge)이 

라고 하는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 그리고 이 모텔에서 일군의 

초인지 전략으로서 기술될 전략적 능력(s따tegic co뼈g뼈ce) 등으로 구성 

된다 이와 같이 언어 지식과 초인지 전략이 결합되어 언어 사용자는 언 

어 평가에서의 과제에 반응할 때나 평가 상햄 아닌 언어 사용에서 담화 

를 창조하고 해석할 능력(ab퍼ty， or capacity)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언어 

지식(뻐guage knowledge)은 언어 사용에서 담회를 창조하고 해석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언어 지식은 조직적 지식과 화용적 지식이라는 두 가지 큰 범주를 포 

함하고 있다o(Bachman & P;따ner 1993: 67) 



96 국어교육연구 제18집 

Characteristics 01 the 
fanguage U$e or test 

task and sett!ng 

Fig，ιl'e 4.1: 80me coη'þonents of laηguι1ge use alld language test 
pe rjo1"171ance 

[그림 1] 언어 시용과 언어 평가 수행의 구성 요소들 

많은 언어 교육 이론가블은 위 그림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려 

고 했지만， Bachman & P:따ner(lffiì:62)에서도 밝혔듯이 이 모형은 의사소 

통에서의 언어 처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언어 사용에 

관여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상호작용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평가의 개발 과정에 대한 생각틀을 조직하기 위한 개념적인 기반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정의는 보다 명확해 

져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위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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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외국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믹 ‘의사소동 능력’익 개덤 

햄
 
꿇
 

끊
폐
댈
 

세상지식 
(Lang 니 age knowledge) (Wo끼 d knowledge) 

낸펼i임 볕현互믿 

[그림 2J 의사소통 능력의 개넘도11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 안에는 언어 지식， 세상 지식， 전 

략 그리고 전략 사용 지식이 있는데 숙련도는 지식의 양과 전략의 양이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 사용자의 목표어에 대한 숙련 정도를 ‘숙련 

도’라고 할 때， 위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바탕으로 숙련도 개념을 구체 

화하면 한 언어 사용자의 목표어에 대한 숙련도는 그가 가진 목표어에 대 

한 지식과 세상 지식에다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OJ:을 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의 양이나 수준이 비슷할 

때， 목표어에 대한 지식이 많은 학습자는 적은 학습자보다 능숙하게 그 

1) 본 개념도에서는 달리 표시하지 않았지만，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실제 수행 

하게 하는 데에는 “말을 하고 싶은 욕구라는지 대화상대자에 대한 신뢰” 등의 심리 

적 요인도 비록 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전략을 가동할 수 있게 히는 

것이므로 ‘전략에서 수행으로 연결되는 화살표에 또 다른 화살표로 표시될 수도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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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목표어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 

어 지식은 적지만 이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수나 전략에 

대한 이용 능력이 많은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능숙하게 언어 

를 시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그림 3]에서 좌표 상으로 ‘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지식의 양이나 전략의 양이 많을수록 언어 숙련도는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 학습자의 목표어에 대한 지식의 양과 전략의 

양이 숙련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의수준 

0 

~ ----- -- -------커. 숙련도 
/"" 

/' 
// 

지식의앙 

[그림 3] 전략 및 지식과 숙련도 간의 관계 

3. 의사소통 능력의 구체화 

지금까지 의사소통 능력의 개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3절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을 이루고 있는 지식과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하겠다. 

(1) 지식 

지식은 언어 시용자의 기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며， 언어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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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할 때 필요하다 여기에는 언어 지식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 

식도포함된다. 

과거 시제를 1급에서 배워야 히는가 2급에서 배워야 하는가 히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각 등급에 따라 배워 

야 하는 문법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등급에서 일정 수의 어휘 

를 배워야 함은 누구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것틀은 

각 등급의 학습자들이 익혀야 하는 언어 지식의 내용이 된다.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할 때 지식은 두 가지 지식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야 한다. 즉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이 언어 요소를 조작하여 문장을 만 

들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사회언어적/화용적 지식은 어떤 맥락에서 그 언 

어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한국어를 참 잘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 

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 한국어 모어 사용자만큼의 문법적， 

어휘적 적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발음에서도 거의 외국어적인 악센트 

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대화참여자 

에 따른 적절한 화계의 설정 및 대화에 임하는 태도 등도 역시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언어적 측면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개념이 추가되 

어야 하는데 이는 대화 상대자와 함께 대회를 진행해 나기는 테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직접 • 간접적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아우르는 

‘세상 지식’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여기에서 ‘세상 지식’은 ‘선언 

적 지식’， ‘기능과 노하우(Know-how)’， 그 외에도 ‘개성과 관련된 능력’ 그 

리고 ‘학습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띠라서 한 화자의 목표어에 대한 지식 정도의 측정은 이 두 가지 지식 

모두가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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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지식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때 전략은 ‘언어 지식’과 ‘세상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 

위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의에서의 전략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활용등벼 무엇을 

하게 하논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구되는 전략을 사용할 

줄 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구어 

산출/구어 수용/구어 상호행위’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여러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틀을 효과 

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해를 점검하고 틀린 것을 찾아내어 수정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들을 따로 따 

로 적용하기보다는 잘 조화시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 

어야한다. 

(언어사용자의) 전 己-1#
(의사소통)활동 

의사소통능력 
산출 ) 2「、~요 상호행워 

세상자식 산출활동 

선언적지식 계획 계획 계획 →구어 산출활동 

기능과노하우 문어산출활동 

개성과관련된 능력 λ근’ 등。” λE르’등 ~ 1:、은，응 ~ 

학습능력 수용활동 

통제 통져| 통제 구어 순용활동 

언어적지식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문어 수용활동 

언어적 능력 
-/「、 xti， 수정 -/「、저c;i 

샤호|언어적 능력 상호행위활동 

화용적 능럭 구어상호행위활동 

-문어 상호행위 활동 

[표 1J 언어 수행에서 전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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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J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략은 의사소통 능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식을 의사소통 활동(수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 

4. 구어 능력이란 

(1) 구어 능력의 정으|와 히위 구블 

본고에서의 말하기 듣기 능력은 구어 능력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 

용할 것이다2) 그리고 본고에서 구어 능력은 ‘읍성으로 의사소통을 수행 

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왜 ‘구어 능력’인개 기존의 방식대로 

‘말하기/듣기 능력’으로 분류할 때 우선 상당히 다른 능력인 대화와 독백 

의 차이를 구별하여 섣명하지 못하고 말하기와 듣기가 모두 필요한 ‘대 

화’를 위한 ‘말하기 교육’을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구어 능력 개념의 도입이 펼요하다. 

2) 지현숙(때굉)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구어 능력’을 ‘구어 문법 능력’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지식’과 ‘기술’로 분류하면서 세분화하어 다음처럼 깊이 있고 세밀하게 디루었다 

구어 문법 능력에서의 지식 구어 문볍 능력에서의 기술 

언어구조 지식 전략 

·소리에 관한 지식 ·보충전략 

·어휘 지식 ·정의적 전략 

·문장구조 지식 ·사회적 전략 

사회문화 지식 기법 

·사용역에 대한 지식 ·청해 

·비유 표현에 대한 지식 ·속도 

담화지식 태도 

·내용 조직 지식 ·적극성 

」·담화 운용 지식 ·협력성 

· 말순서 교대에 관한 지식 ·반응의 즉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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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서 말한 한계점의 극복과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어 능력은 ‘구어 산출(C뼈 단'oouction) 능력’， ‘구어 수용(Aur:머 

Reception) 능력’， ‘구어 상호행위 능력(Spoken In따action)’으로 하위 구분 

할 수 있겠는데，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문꼴물섬 

[그림 4] 구어 능력으| 하위 구문 

본고에서 ‘구어 능력’은 ‘구어 산출’과 ‘구어 수용’ 그리고 ‘구어 상호작 

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구어 상호작용’을 본고의 핵심 개념으로 

삼아 진정한 말하기 듣기 교육의 구현을 이 ‘구어 상호작용’ 능력을 키움 

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보열 것이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차례로 살피변 

디움과같다. 

우선 ‘구어 산출 능력’은 ‘대화 차례의 교체가 없이， 즉 정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엘방적으로 말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자신 

의 경험 들려주기’， ‘청중 암에서 말하기’ 등이 이 능력에 포함된다. 그러 

나 대회문을 이용하는 말하기 수업에서라고 언제나 구어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지는 않으며， 녹음된 자료를 이용히는 튿기 수엽이라고 해도 일방 

적인 듣기만으로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구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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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듣기를 통한 화자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식으로 대화 

문이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화자와 청자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학습자들은 상 

대방의 대탑을 알고 있고 대화연습용 모형으로 제공된 대화임을 알기에 

실제성(r，해ity)도， 청자에 대한 배려도， 대화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발 

견할 수 없다면， 겉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형 문장을 읽고 있’ 

을 뿐이고， ‘상호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어 수용 능력’은 앞의 구어 산출괴는 반대로 ‘화자의 말에 반응을 하 

지 않은 채 일방적 듣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안내 방송 이 

해하기’， ‘TV 보기’ 등은 정자가 화자가 되어 능동적인 말하기를 한다거나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청자이기만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한국 대학에 

서의 ‘일방적 강의 듣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에 

서 ‘오디오나 CD 듣기’ 또는 ‘영화나 드라마 보기’ 등은 교사에 의해 선택 
된 ‘구어 자료’들은 왜 들어야 5뜯7까 제시되지도 않고 들은 후 청자로 

서의 학습자가 들은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전 지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 

기도 하고 부분 수정하기도 하여 최종적으로는 산출 기능인 말하기와 쓰 

기를 통해 표현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일방적 튿기라고 해 

야할것이다. 

‘구어 상호행위 능력’은 ‘산출하는 역할과 수용하는 역할을 바꾸어 가며 

대화하는 능력’ 정도로 정의될 수 있겠다 당연히 대화상대자가 최소한 1 

인 이상이며 그는 청자이자 화자이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듣기나 비실제적인 말하기가 아닌 상황과 맥락이 설정되고， 화 

자와 정자가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활발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 

이 보장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자유스럽게 주고받는 일상 대화(수다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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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처럼)，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인 토론이나 공식적인 회의에 참여하여 

나누는 대화 등이 예가 될 것이다. 

(2) 구어 능력에 포함되는 지식과 전략 

한편 구어 능력 역시 의사소통 능력과 같이 지식과 전략을 내용으로 

하므로 구어 능력을 구성하는 내용적 구조는 아래 [그림 밍와 같다. 

구어 수용관련 전략 

구어 상줄행위 관련 전략 

[그림 5] 구어 능력의 내용 

산출과 수용， 상호행위는 3. (2)에서 보인 것 같은 계획， 실행， 통제， 수 

정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므로 각각의 과정에서 말고 있는 전략을 효율적 

으로 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전략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매 수엽마다 전략을 소개하고 연습하고 또한 전략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어 사용의 각 과 

정에서 그리고 절차 별로 활용 가능한 전략의 예를 보이면 디음과 같다. 

이러한 에들은 니중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산출할 때에도 다각적으로 

활용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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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과정별로 사용 가능한 전략의 에3) 

계획 실행 확인 수정 

만복하고 연습하기 브상하기 성공의 확인 →자기 수정 

지원이 어디에 있는 기존의 지식을 
지 찾기 출발점으로삼기 

산출 
• 청중이 누구인지를 시험 
고려하기 

과제를 적응시키기 

말화의도를 적응시 
카기 

수용 틀형생 
단서를찾아내기 단서와스키미를 가설을 수 

/해독하기 서로맞추기 정하기 

틀짜기 받언권확보 스키마외 구성 설명 청하 l 

정보와의견의 차이 개인 간의 협략 지식의 모니터링 기 
확인 관념 간의 협력 효과와 성공의 설명하기 l 

상호 } 공통되거나 차이가 - 기대하지 않았딘 모니터링 의사소통의 

행위 니는 견해나가정을 일해결하기 수리 

짐작하기 • 도옴 칭하기 
답화의 디음 단계 

계획하기 

5 구애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산출 

교육 내용의 산출과 교육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적이 

기술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달리 표현하면 

숙련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별 교육 목표의 기 

술은 ‘교육 목적의 단계별 구체화’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숙련도별 목표 

의 기술은 교육 내용의 산출과 선정 및 배열이 기능하게 하고 이는 또한 

3) 위 자료들은 Common Ellrop('[Jfl Fnαnework( Council of Europe, 때1)에서 다푼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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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교육 방볍의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본 절에서는 교육 내용 산출 

과 기술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예를 틀고자 한다. 교육 내용의 산출 

과 기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교육 내용의 산출은 숙련도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2) 숙련도의 기술은 단계별 교육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목표(내용)의 기술은 등급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각각의 지식， 전 

략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구어산출 능력， 구어수용 능력， 구어 상호행위 능력에 따라서도 기술되 

어야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숙련도의 기술은 한국어 교육과 관 

련해서 졸고(2뼈a，b)에서 다룬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술하지 않 

고 일반적인 언어 숙련도의 기술을 예시화만 하기로 한다. 

[표 3] CEF(2001)의 숙련도 기술의 예 

구어 상호행위 전반 

{'l용어적이j1 ，'，L이적인 표현윤 잘 구사하며 이틀이 함축하는 의tJ ) ~.~ 알고 있디 

정 ~I:'판변호}사외 선테룹변회시의 폭넓은， ~n 퍼토i:'.)펀 디l 체로 정획히기l 시용헨 수 

C2 있j1， 이듬윤 이용해서 섬세한 의 u ) 의 차이륜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표현상 이 

려 ï9，'"이 있을 매라노 대화상대자가 거의 qr아채지 옷한 정도로 미11 L 1) 셰 다시 시 

]펴}여 재구성할 수 있다 

거의 어려웅 없이 준비 없이도 유창하거| 표현할 수 있다 어휘 : ， 1.시띤이 꽁부하 

Cl 
JL 이휘가 부속하띤 다르게 표현하f 데 운세가 없다 확연이 드닌 l난 정~.노 이 

후l쉰 찾거나 회피전략을 쓰뉴 잊은 브펀다 주세가 새념작으노 아버운 정우어l만 

자인스러운 만의 흐륜이 땅해륜 받는디 

꽉표어룹 이용해서 P「장하고 정확하띠 효과적으~~- 인만적 학5;-치 ， 시영상의 주 
세나 여가환동에 대한 다%t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1녀， 이때 이이니이의 '?! f~성 

132 윤 문l경히 드t' )넷 수 있다 상황에 적함한 정도의 <，) 식유 갖추며’냥}고 싶어 히 
간 깃에 대한 세gF윤 l잔는디감 :. '?!상플 거의 주지 않-ll 눈냄윤 화{j'8) 끼) :，1.사8) 벤 

시 의사소통을 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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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어느 편에서도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사건과 경 
힘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연관된 설명과 논증으로 자신의 관 
점에 분명하게 근거를 대거나 방어할 수 있다 

익숙한 일상사나 자신의 관심분야나 직업분야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도 어느 정 
도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정보를 교환하고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딜 열상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 
할 수 있다 영화， 책， 음악처럼 추싱적이고 문화적인 주제어l 관해서도 자신의 생 

Bl 각을표현할수있다 

간단한 언어적인 도구를 폭넓게 사용해서 여행 중에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을 대 

부분 극복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일상생 
활과관련이 있는주제(예를들어 가족， 취미， 업무， 여행， 시사성 있는사건들)에 

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대화상대자가 도와줄 수 있다면， 주어진 상황이나 짧은 대화에서 비 

교적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큰 노력을 틀이지 않고도 간단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다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예측이 가능한 열상적얀 상황에서 익숙 

þ.2 한 주제에 관해 생각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반복되눈 단순한 상황에서 일과 여가와 관계된 익숙한 일상사에 대한 정보를 간 
단히거11， 직접적?호 교환할 수 있다. 이주 짧게 인사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 

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대화를 지속시킬 만큼 충분히 이해하지는 봇한다.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이 의사소통은 천천히 반복하거나 바 

Al 
꾸어 딸하거나 교정하는 것에 조}우된다. 아주 직접적인 욕구나 아주 친숙한 주제 
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거나 진술을 하거나 이에 
반응합수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 제안한 교육 내용의 산출과 기술에는 직관적인 방볍 

과 질적인 방볍， 그리고 양적인 방법의 세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디-4) 

우선 직관적인 방법은 교육 유경험자나 전문가 집단이 모여 경험과 직 

관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언어교육 전문가에게 의뢰하 

거나， 소규모의 위원회나 자문단 등의 소집단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떤 한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공통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4) CommmEw‘'Opean Framework(Council of Ew뼈 때1: 2(Y7-211l을 참조E뼈 재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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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모두 학습자 수행 결과묻이나 등급기술문 

(desαiptors)을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질적인 방법 

은 각 등급을 대표할 만한 학습지들의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한다. 즉 미 

리 만들어 놓은 내용틀을 제시하고 유경험자들로 하여금 배열하게 하여 

그 내용들로부터 기준을 찾게 히는데 통계를 통한 검증 등을 하지 않고 

기준을 찾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두 개 

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어느 쪽에 배열되어야 하눈지 논의하고 그 

러한 논의로부터 구인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한편 양적인 방법은 직관 

적이거나 질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동찰을 통계적인 절차를 걸쳐 검증하 

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질적인 방법에서 찾아낸 등급의 특성 중 어 

떤 것이 결정적인가 어떤 문항이 각 등급에 적절한 난이도인가 등을 통 

계적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난이도 분석 등도 한다. 교사들이 수행 결과 

물을 어떤 등급에 배정할 때 결과물들의 어떤 특성이 결정적인 영횡E을 

미쳤는가를 찾아내는 것 또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구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용 기술의 에 

'E二닝그 긍 X5E「Ei 고급 

지식 현재시져| 
과거시져L 더 , 

-곤-010， 
Ãt신에대해 

-(으)L 직미있다 

소개하기 맘기된표현들을왈 계획하며묘념1)1 
모르는 일을 해야 할 때 ~띠I~'O I 머 

전략 뭇거린다는 것으로 을n마채 XI 못할 정 
잔출능력 용히며알δ171 

도로 XI연스엉거| 돌려 을발수 있다 

지식 

전략 

지식 
닫운의명영문미해 관형질구성앙석등 

추가정보울필요 
안내방송 01/1머주써|요 다양한 명형문 형석 의 01해 

알아듣::11 
전락 

숫자나동사듬을 전딜되는정보내용파브f하고 새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건 

수용능력 가려듣기 기존 정보와 HI교0171 해만들기 

지식 

전략 

지식 
현재시져l와}고있 

~뻗!nll 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진교적대화 다，과거시ijl 등 

상호행워 
하::11 

전력 
최소한의자기 소개 

t늠띠i밤의 올호애11 관련시~I기 곤란한질운매l 대처하기 

느'"려「 
요령， 

지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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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 말하가 9 듣가 수업왜 현황과 대얀 

(1) 블저|점 

그간의 말하기 교재와 수엽을 툴아볼 때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육 

은 문볍연습의 확장에 그쳤고 튿기용 지문 역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문법을 연습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나 한다. 그렇 

다면 이를 통해서 학습되는 것은 말하기 능력이 아니라 ‘언어 지식’일 것 

이다， 그리고 1DPIK 등의 시험에서의 표현 영역5)의 시험도 주로 객관식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도 평가하는 것은 ó}u} ‘언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만약 이러한 지적이 옳다면 위 [그림 2]로 설명하자면 ‘언어 지식’이나 

‘세상 지식’까지는 획득을 했지만 그 지식을 활성화하는 능력(전략， 전략 

사용 능력)까지는 교실에서 길러주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Rivers(l973)의 구분을 따른다면 부분 기능(Part-s돼ls)으로서의 각 기 

능을 분리적으로 획득(S뼈l-getting)하고， 각 기능에 관여적인 어휘/문법/ 

발음에 대한 지식까지도 학습을 통해 획득했음에도 종합 기능(To떠l-skills) 

으로서의 종합적 기능사용(s성ll-using)단계에서의 활용(use) 기회는갖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지식은 갖추었지만 수행은 

하지 못하는것이다. 

이렇다면 앞에서 지식과 전략으로 니누어 설명한 의사소통 능력 전체 

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서는 교재에서 어떤 말하기 활동이 제공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 

5) TOPIK시험은 때E년 9월， 제 10회를 치렀는데， 그 유형이나 방식이 수정보완된 것으 
로 알고 있으나 실제 문항지를 볼 수 없어서 9회까지의 TOPIK시험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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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해 보자. 

I말하기] 

시중의 한국어 교재들을 볼 때 ‘문장 만들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하기 

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구자가 대상 

으로 하는 것이 말하기와 듣기이므로 논의의 편의와 문제 제기를 위해 우 

선 몇 권의 교재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위한 자료로 보이는 부분들을 예로 

틀겠다. 다른 한편， 앞서 말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특히 

최소한 말하기와 튿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 교재들에 있는 대화문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예를 든 교재에 있는 길고 긴 대화문들은 어떻 

게 하리는 뜻인가? 독해를 위한 지문인가.? 10분 정도 듣고 따라 읽는 것 

으로 되어 있고 그 때 발음 연습 및 교정 새 단어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이것으로 충분한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녕 이를 말하 

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학교 교재인 『한국어 ldl의 제24과 부분을 보면 교재에는 대회문 

이 하나 있는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대회문의 기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책의 다른 어떤 과는 이 대화문이 있는 자리에 대화 

문이 아닌 ‘산문’이 있기도 하다. 

[자료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 24과 

24 무엇을 드시겠어요? 
아가씨: 어서 오세요 모두 세 분이세요? 
철수. 아뇨 조금 후에 한 사람이 더 올 거예요. 
아가씨· 이리 앉으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철수. 커피를주세요 
영철: 나는인삼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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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저도 인삼차를 n배 볼까요? 

철수‘ 아 저기 영희가 와요. 
윌슨. 영희 씨， 왜 늦었어요? 
영희. 늦어서 미안해요. 길이 복잡해서 빨리 올 수기-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따x): 219) 

막연히 보기에는 대화연습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튿기를 위한 

자료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다음 쪽에 있는 ‘연습 2’의 ‘지시문’을 보 

면 이 대회문의 역할은 더욱 의심스렵다. 만약 연습 2의 지시문만을 본다 

면 위 대회문 자료는 분명 ‘읽기’를 위한 자료이다. 

연습 

2. 24 괴를 읽고 대탑하세요. 
1) 철수는 친구틀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2) 모두 몇 사람이 만납니까? 
3) 그들은 무슨 차를 마십니까? 

4) 영회는 왜 늦었습니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때U 잃4) 

아래에 보이는 교재에서도 대회문 길이는 마찬가지로 길다. 이처럼 대 

화를 길게 만들어 가는 것이 흑시 대회문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ALM 이전 시대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섬마저 툴게 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또 있는데 200시간 정도 학습한 2급 수준의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긴 대화문을 보면 역시 유사한 의구심을 툴게 

만든다. 



112 국어교육연구 제18집 

[자료깅 이회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Stu따lt frxlk, 42쪽 

민수 : 리처드 씨， 뭐 하고 있습니까? 
리처브: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1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지만 아직도 한국말을 잘 옷합니다. 
민수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섬히 공부하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리처드: 만수 씨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민수 ·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친구와 같이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리처드‘ 어느 나라를 여행할 겁니까? 
민수 .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도를 보 

면서 여행할 니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저도 3년 전에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배낭 여행을 통해서 많 
은것을배웠습니다 

만수 · 그렇군요 리처드 씨，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리처드. 배낭 여행은 교통편과 숙소 예약이 중요합니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숙소를 예약하세요 그리고 기차 시간표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민수 고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Student book, 42) 

둘째， 이런 대화문으로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말하기를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교재 어디에도 ‘말하기’를 가르치기 위 

한， 서문에서 밝힌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배양하기 위한 어떤 내용 

도없다 

[듣개 

듣기의 예를 보자. 듣기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예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1권의 제2과와 2권의 제13과의 듣기 지 

문과 거기에 닫려 있는 과제들은 그 유형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 

다. 그렇다면 초급에서의 듣기 지문과 중급， 고급에서의 듣기 지문의 차이 

는 각각의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요소들의 차어밖에 없는 것인가? 그 

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등급화할 수 있는 ‘그 무엇’ 

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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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J 매재대학교， 배재한국어 l권 자료6) 

저분은 누구예요?(l권 제 1과) 

다l물렌 안녕허세요? 

저는 테물렌이에요 

리사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여1요 반가워요 

테물렌 반가워요 
리사씨는 학생이에요? 

리사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테물렌 씨는 학생이에요? 

테물렌 네， 저는 학생이에요. 
테레사 테물렌 씨， 리사 씨， 안녕하세요? 

저는 테레사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리사 테레사씨 반가워요 

테레사 반가워요. 

·
。
파
 

。

ι
에
”
 

셰
께
 서
꺼
 

이
1
 

새
。
 

새
。
 하
「
 

?
·
힘
「
 • 

낀
 

는
 

섬
 
느L
 씨
 

EE 

씨
1
 례

안
 

? 

사
 
불
 

。
뇨
 
마
너
 태
에
 

문
 아
 

질
 맞
 
디
 
디
 

누가이야기해요? 

디 리사씨 口 테러l사씨 
디울라씨 디 테물렌씨 

테레사 씨는 회사원이에요? 

이름과 직업을 들으세요 쓰세요 

| 울라 1 

| 회샤뭘 |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5a: 55, 49) 

6) 이 자료는 녹음된 듣기의 지문을 예시화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교재에 이렇게 인쇄 

된 것은 아님을밝힌다. 



114 국어교육연구 제18집 

[자료 쇠 배재대학교， 배재한국어 2권 자료 

레이 씨하고 탁구 치기로 했어요. (2권 제13과) 

테레사 레이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레이 왜요? 
테레사 오늘 일곱 시 반에 좋은 음악회가 있어요 

레이 씨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레이 미안해요 저녁에 테물렌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테레사 아 그럼 할 수 없지요. 저 혼자 갈게요 

(저녁 7시입니다. 테레사 씨가 음악회에 왔습니다J 
테레사 어， 테물렌 씨， 여기서 뭐 해요? 
태물렌 저요? 저도 오늘 기타 연주를 듣고 싶어서 읍악회에 왔어요. 

테레사 레이 씨 안 만나요? 
테물렌 레이 씨요? 약속은 안 했지만 길에서 봤어요 

여기 오다가 레이 씨를 버스 정거장에서 만났어요. 

테레사 어 ..... 

질문 
테레사 씨와 테물렌 씨가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口 테레사 씨는 오늘 저녁에 레이 씨하고 저녁을 먹고 싶어요 
口 레이 씨는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어요 
口 테레사 씨는 레이 씨하고 음악회에 왔어요. 

이제 테레사 씨가 레이 씨와 이야기해요， 

O 테물렌 씨가 레이 씨를 어디에서 봤어요? 
o 레이 씨가 테물렌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o 테레사 씨가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X뻐b: 1π， 171) 

듣기 자료의 전개 방식(Text ηpe)이나 문법의 난이도만이 아닌 ‘초급 

과 구별되는 중급이 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 무엇들’이 

초급이나 중급에서의 듣기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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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교재에서는 사용되는 ‘지식’의 내용들만 등급화 되었을 뿐 

이고 과제의 유형， 글의 종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화에 대한 고 

려가 안 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초급 듣기나 중급 

듣기와 달리 고급의 듣기는 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과제 유형 역시 다양 

해져야 하는데 그런 ~}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서강한국어 4권’ 교재의 듣기 지문은 모두 대화 형식으로 되 

어 있고， 연세대학교 100시간 한국어 5권의 듣기 지문은 모두 독백 형식 

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듣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수업 역시 말하기 능력 

을 충분히 활용하며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7) 

이런 자료틀을 바탕으로 ‘추측’한다면 말하기 수엽은 어휘나 문법의 확 

장된 연습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현재 한국어 교 

육에서의 말하기와 듣기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황에서 도출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에서의 말하기 수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말을 하 

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어휘나 문법의 학습이나 연습을 위한 시간일 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이나 단계는 없으며， 둘째， 

어휘나 문법의 확장된 연습에 그치다 보니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창조 

하여)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적극적이며 유의미한 반응， 적절한 반 

응을 하는 듣기 역시 보장되지 못한 채 ‘일방향적인 듣기’만을 연습하고， 

일방향적인 말하기만 연습하도록 유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수업 구성에 대한 논의는 졸고(없fx::)와 졸고(찌Th)를 참조할 수 있다. 



116 국어교육연구 제18집 

따라서 그간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말하기와 듣기 수엽은 ‘진정한 의미 

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선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져고 있다. 

(2) 대안으로서의 구어 능력 교육 

외국어 교육f한국어 교육에서 소위 ‘말하기/듣기’ 교육이 바람직한 교 

육이 되기 위해서는 ‘구어산출 능력’이나 ‘구어수용 능력’만이 강조되어서 

는 안 되고 ‘구어 상호작용 능력’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결국 ‘듣기’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교육 

내용의 기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교재와 수업 구성을 통해 교 

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구어산출 능력’ ‘구어수용 

능력’ 그리고 ‘구어 상호작용 능력’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의 구분과 배열 

이 교육과정의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논 어느 정도가 어디에서 ‘흔자 말하기’는 또 어느 정도가 어디에 

서 다루어져야 하는가개 ‘개요 듣기’는 얼마나 어디에서， ‘숫자나 정보 가 

려듣기’는 또 얼마나 어디에서 ‘새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견해 

만들기’는 또 얼마나 어디에서 보장되어야 할지 등 이들 모든 것들에 대 

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한 과의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한 편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자면 ‘길게 말하는 것을 계획하는 

연습’， ‘자신이 한 일을 녹읍E벼 들어 보고 수정하는 연습’ 등과 같은 전 

략 시용적 측면도 상세하게 기술되고 나아가 한 과의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 제시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항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한 후 만틀어지논 

교수요목은 이주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지식을 위한 구조적 지식 

및 담화구성 지식이 제시되어야 하고 구어 산출이든 구어 수용이든 구어 

상호작용이든 그에 따른 과제가 기술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회언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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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언어 기능 관련 지식， 그리고 전략에 관한 지식 등이 서로 유기 

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 결론과제언 

그간의 많은 연구 논문들이나 학회장 등에서의 발표를 돌아보면 이제 

까지의 연구자의 발표 내용은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즉 어쩌면 현 

재의 발표 내용은 1981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Littlewood(l98l)의 기본적인 전제나 논 

의에서 현재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와 수엽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를 하 

는 것은 어쩌면 ‘현황’이 이러한 ‘진부한’ 것조차 질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다른 많은 현질적인 이 

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할 준비조i차도 되 

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교육 내용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교육 내용이 하루라도 빨리 구축되어 진정한 한국어 구어 교육 

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디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 

에 대해서 고르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구어 능력을 ‘제대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 

틀 각각에 대한 ‘교수 내용들’을 기술해내야 하고 그 내용들이 교재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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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 및 전략 

사용 측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 및 전략 시용 

의 교육을 위한 내용 구축 역시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1. 본고에서 제안한 각 구어 능력별 교육 내용 항목 개발 및 상세 기술 

2. 이를 활용하논 교재의 개발 

3. 구어 능력의 개발과 신장을 보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 

[주제어] 의사소통 능력， 언어 지식， 세상 지식， 전략， 구어 산출 능력， 구어 

수용 능력， 구어 상호행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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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bstract 

Proposals for developing Korean Comrnunicative Oral-Aural 

Competence 

Choe, Jeong Soon 

In the humanistic influeno어 lé때uage 벼ucation today, mutual communication 

has taken the place of sirnple rote memorization. M없lÏngfu! 1뻐맹age activities are 

increasingly used to enable the 1얹mers to conmmicate efficiently and appropriately 

m any gIVen sltuatJon or context. 

This development can also be observed in Korean language 뼈C비ng. 싫뼈uage 

textbooks and schools claim that they give communicative activities top priori디T. 

아1 the other 뼈ncl， there is still no consensus regarcling the definition of 

“conmmication corr뼈따lce". Ancl, how can we develop conmmication competenæ, 

if we do not understand i않 nature? Without the subject-matter, we cannot decide 

for a methodology and no teaching is possible. So, although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is gener.벼ly aocepted as the goal,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educational reality is far from its realization. 

In this IX1per, communication competenæ is seen as an ability to use strate밍es 

and to activate the knowledge (J때밍lage knowl，벼ge and world kno떼어ge) to 

accomplish a language 없fon떠nce. This IX1per restrict the c1iscussion to spoken 

language activities, gives a definition and presents their subclassification. Then, 
criteria to select the educational subject-matters to develop the or외 aural 

corr뼈:tence are given with some illustrations about how to organize them l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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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rnpts an analysis of some teaching materials. 

[Key Words] Communication Corr聊떠1Ce， 싫뼈디age Knowledge, World Knowl어ge， 

Strategy, Oral pr띠uction， Aural Reception, Spoken l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