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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욱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 교포 출신의 애정을 가진 한국어 학습지는， 연 

• 이 연구는 서 용대 국어I.l-l\연구소 악채한락언어문화학>(1INKl 하외이대학쿄 한국 
학샌터가 i익웅"로 주최한 세)J이 한균어I.l욕 국얘익*회의 욕영 꾼과 ‘한국어 능역 

안연의 표용석 당색，:roJ. 10. 3)，)얘서 잉표한 내용융 바앙으호 한 것이나 토펀을 앙 
。} 의이 있는 소언옴 해 주신 깅은아 선생닝찌 강사드띤다 또한 장시간의 전화 인El 

’{에도 연구샤가 갱의한 사%얘 대해 기강 없이 용당혜 주l!， 'Y-송 인E까시 인우 수 

’%에 11윤포 !’공혜 중 KIlS 한국앙송 〈스타공든ψ 작가신찌도 감사의 이옹융 
선힌다 이용등의 딛융으호 본고의 논의가 더육 시임해지고 짱엉해겼용융 깜혀 푼다 

.. 셔 웅대학I.l 국어a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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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로서 올 때는 흥미홉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얘우 까다로운 대상 

이다 교포 ξk습'''1을온 기본적으로는 가정이나 주변 집단을 통해 한국어 

를 접해 옹 사랑틀이 대부분으로서 구사가 울가능한 조건에서도 부분적 

으로 이해가 가능한(쉽게 딸해 ‘말귀를 얄아듣는1 수준의 한국어 능력올 

갖고 있다 거주 국가흘 떠나 모국으로 한국어 공부를 위해 찾아옹 경우， 

해당 획h습"1을올 위해 별도로 특수안을 구성하거나 단기 캠프 형태로 수 

엉올 진앵하는 형태가 흔하겠지만1 부모님의 권유나 온인의 의지로 학교 

률 쉬거나 줄엽 후 시간올 내어 갱규얀에 단독 퉁록하여 l년 이상 장기 

한국어 연수를 받으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틀 교포 학습자의 특정은， 

학문적으호는 제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 선배 교Af:가 후배 교사에게 

경험적으로 천수해 주는 모양새가 되어 왔다 그 조언틀을 요익탑}연 대체 

로 다옴과 짙은 사헝들이 될 것이다 

lIi 구어에서는 유창생올 보이나 쓰7J， 임기 둥 운어에 있어서능 취2l'하 

여 울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Cll"'기 퉁의 활동울올 보연 외국인 학습자보다 표현 욕구가 많아 용 

량은 않으나 정작 이해하기는 힘툴다 

@ 운법이나 문형 학습에 대해 어려융올 느끼고 심힐 경우 반알하거나 

해당 내용을 부정할 때도 있다 11 

1J 실제 샤헤흉 예호 응겠나 ’고%에 지금 너워요? • 고향이 지긍 L←→←←」 융었어 
요 (갱당 더우냐고Y로 간성인용 형태호 바꾸도용 하는 영가 푼앙얘 대해 안꾸 학생 
을이 업냐고; 엉느냐고’ 엉으냐고 동의 오냥용 냈다 대우용의 경우 R재얘 제시 

원 의g운의 간정 인용엉올 채찍엔하여 오낭올 셜영하연 수긍융 었는데 일￥ a포 

획숨^I풍옹 자기 ￥모닝파 친구틀 시이얘서 한언도 ‘더우냐끄용 쓴 적도 률은 척도 
었다고 하연서 오히려 규히이 장옷녕 것이 아니냐는 엉의성 의경용 내기도 였다 이 

외얘도 일안 외극 학생률운 이의을 채71하지 않는 용째(예컨대 외래어 조어엉 동)얘 

대해 개인 의경융 제시하거나 ‘아옹애 융시 않는다는 다용'1 주판격인 g또댄 li웅 
하는 경우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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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률 이해할 때 청자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옹성에 주로 의존한 

다 (청자 오류가 매우 않다) 

@ 새 단어에 대한 수용력도 좋고 앙기도 잘 하는 면이지만 적용 및 용 

용력은떨어질 때가 많다 

@ 어휘 사용에 있어 고급 어휘를 때로 쓰고 위 세대가 f던 화석화원 

단어나 방언을 사용항 때도 있다2l 

@ 때로 동료 학습재순수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자신의 우월합올 과 

시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한다 

@ 수다스럽고 영랑하다가도 때로 싱각한 정도로 우울하고 울안정한 

내연(內而)을 보이기도 한다 

교포 출신의 획습자를 얀난 교육자라연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안 이는 결국 어디까지냐 공강의 션을 넙어서지 옷한다 무엇 

보다 이들 특정들이 연구흘 통해 검중되지 않은 경험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인데다가 ‘교포라는 범주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과 환경올 지니고 

있어 어느 한쪽으룩 규정하기 얘우 어렴고 또 더군다냐 심리적이거나 정 

의적(↑iltM:O'J)인 양&들이 않아서 계향하거나 정리하기 난해한 사i품이 

많기 때운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연 위의 항옥 중 CD，~@에 대한 언급 

틀은 일부 이루어졌으내깅미육， 때1; 홍얘란" :m;; 이동은， 'JJJl 둥) 나머 

지 사동k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험파 직판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다31 

2) 중궁어권 러시아어권 영본어권 영이권 등의 애경응 가진 청소년 연영의 교포가 전 

짓응 연쇠핏간) 나망， 풍용‘ 동 최근에는 자수 쓰지 않거나 안곡어가 아닝 언어살 

쓰거나 호랭。I/'ll 토영아 가장대7.깐다)， '1거띠게(이주)， 농예농앵。V게으없 한 

우아 할때(안어니) 전화 치내전화쉰 옐나>， -7l연(-려연[ 풍의 '11언형 어~I(연어 

(냉 씨 어이WHt) 포함)판 쓰는 경우꽁 용 수 있나 
3) 선앵 연구에 대해서는 3장 l션에세 후속 연구의 가능성과 l쨌에 대해서는 5장얘서 
더 논의하도욕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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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의 결정적인 동기를 얻은 것은 :m!년 

12월 13일에 시직냥}여 :m!년 10월 17일까지 방송원 한국방송(KBS)의 예 

능오락프로그램인 〈스타골든엘〉의 눈높이를 맞추!요 SeasonU(이하 ‘눈 

높이를 맞춰요 ll' )‘라는 토악 코너였다 제l회를 제외하고(제l회는 순수 

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문제를 출제했읍) 교포 출신으로 한국에서 그 

릅 ?내’의 엠벼로 환동하고 있는 가수 정 니콜(Jur앵 Nicolξ 이하 ‘니활’로 

통일)이 한국어 단어를 설영하연 출연자틀이 팅올 이루어 주어진 시간 내 

에 문제를 맞힌 개수만큼 장학금올 적럼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예 

컨대 외국어 학습잭을이 애용 어휘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인 ‘스피드 퀴즈’와 

흉사한 형태이다 그런데 영어켠 교포 화자인 니흘은 출연자와 시청자가 

강탄힐 정도로 기발한 방식으로 문제를 낸다 예건대 이와 같은 방식이다 

[번대(빈데il 아우도 없는 곳 

[개겐 강아지가 있는데 100.보다 않고 lαxx)보다 적응 것 

[녕얻지] 안말 Yω 멍에 2가 있고(너+2)， 네 언째 손가락에 있는 것(안지)융 

세게 

[숭늄] 노래을 영어로 하고(송) 가훈데툴 뒤징l ‘안용어 서 ‘용’의 가운더 블 

뒤징웅 

I속사외 안에(속) 마혼 넷(얘)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알1사)이고 두 언째 

는 영어(frur) 

[곡갱이] 노래용 안드는 사립의 두 언쩌 글자， ‘고’， 옆에 사다리( >>1 밀에 도 

엿(01， 옆에 두 개(21 

그런데 니콜의 이와 강은 단어 설영 방식은 영어권 교포을 지도해 본 

한국어 교사 입장에서 얘우 홍이용다 이 방식이 직판적으로 용 때 않윤 

정에서 교포들이 ‘스며드 키즈’에 시용하는 한국어 구사와 유사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 방식응 다옹과 같이 일반 모국어 화자{가)， 모국어를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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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 있는 이동(兒童) 화재나)， 교포 화재다)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씨 

l써앗1 

깨싹이 터서 식융로.^J-c!-e 거/논앙에 싱는 거 

애이건삭지만틀어 있융건다있어요 

i'Il 채가 친구 사랑 물러요 ~k- 그리고 재가 즐라요 a, my gOO -

[신호동1 

애 건널옥에 있는 것 / 도로애， 파란둥 를간울 켜지는 거 

빼 네오 안에 사험이 있어요 

때 새로훈 다섯 개 (손으호 동융 가리키며) 여기 애 알고 뒤쪽 

[안써l 

얘 대한옥컵， I필올 든다) / I필융 등여) 훈동회에서 정궁， 액군 이기연? 

때 영아랑 옥욕하연 이경 꽉 해야 돼요 

빼 천 아니고 ""~ 아리인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동을 있어요 

울돈 이와 같은 유형이 늘 반욕되는 것은 아니다 교포도 엘반 모국어 

화자처럼 설명.~는 경우도 었고 어린이도 교포와 같이 셜영할 때가 있다 

다시 알하연 위의 사례는 세 집단 사이에서 보이는 ‘우언가 옥득한’ 어휘 

인식의 유영올 보여주는 극단적이연서도 대요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해당 E너(‘눈높이를 맞춰요 n’)의 제작자는 교포 화자가 단어를 설영 

4} 이 세 개의 사예는 1건.!，::s 수{)씬 자효등이q è.는 온고의 연구 진앵 기간 주앤 오 

국어 'f자 3인 정도에게 ‘스피드 퀴즈i!t'B 이 안ξ 어영게 섣영하겠는가7는 성푼경 
해서 한}낸 당앤。1"" 빼는 푼화'~%(MOC 에서 }m년 10월 깅잉부터 'ðJE'년 10월 
}7얀 사이에 냉영에었인 〈전파경운욕〉으l ‘순수의 시대 코너에서 아이등이 어든플얘 

게 낸 퀴즈춘? 수징한 것이나 뼈의 경우 {써잇]은 an;년얘 영어 구사가 가능한 '1 
시아어씬 교포로lμ1.1신호풍1과 l안세l는 'JJJ7년에 영어캔 W..Y~ξ부터 수엄 중애 

언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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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에서 일반인파 다른 기알함에 주목하여 시청자용 사로잡율 수 

있는 상용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연구자의 주목한 정은 

바로 그 웃옴의 E드로 휠용쨌안 교포 화자가 단어를 인지경}는 용용언어 

학적인 양ι4이었다 

2 연구의목적과한계 

앞서 밝힌 다소 장앵한 연구 흉기융 시작정으로 하여 본고는 다옹과 

같온 사항올 빵1는 데 연구의 옥척율 두고자 한다 

첫째1 이른바 교포 화지{!Hitage ""갱ær)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받아툴이고 정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도꽉 하겠다 옥'1 한국어교육에서 

교포 화자가 가진 학문적 연구 필요성 및 장재성올 밝1-'1고자 한다 

둘째， 영어권 교포 화자인 니콜의 방송 자료를 분석한다 언어 인식， 특 

히 형태소 및 어휘소용 인지하고 나누는 방식， 도상척(뻐1/10'))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한글의 자앵(추形) 훈석 방식융 용류 유형화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하.pf 한 대상은 냉송 자료로 확보한 옥정 한 사랑의 

개별 발화 사형f이므로 다수의 영어권 교포 화자가 비슷한 한국어 인식 양 

상올 보인다는 식의 보연성이나 일안성융 얻융 수는 없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연구의 분영한 한계가 휠 수 있옴을 자인(Ê!엉)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포 화자의 한국어 어휘 인삭이라는 욕생율 영송 

자료흘 흥해 살여보는 과정은 학술적으호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 

구의 분석 대상으로 상은 인울이 한국인 후모 밍에서 미국 이인자의 깡9 

대로 생징하여 고퉁학교을 다니는 시정의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거정융 

이주해 왔다는 배경에서도 충분히 대표성이 있고 확보왼 연구 대상의 방 

송 왈량이 총 42회분에 시간상으로도 9시간 41여 분에 이르기에 초기부터 

최근까지 언어 사용의 사헤를 살펴보기에도 어느 정도 양척인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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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하지는 않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연으로 이 연구는 사례 연구이지안 동시에 사헤로부터 추정항 수 있 

는 사항을올 와보하여 추후의 연구에 가설로 적용할 수 있는 가교척(찢 

혐tm인 연구로서 그 의의를 찾。변 수 있다 즉， 연구 대상이 보인 어휘 

인식의 유형이 영어권 교포 화지들의 (또는 엉(凡) 교포 화자틀의) 보면 

적인 어휘 인식의 유형으로 확장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연구를 후 

속 연구로 진행힐 수 있다는 정에서 온고의 역항융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n 연구의 분석 대상과 범위 

l 연구대상및자료의수집절차 

연구 용석의 대상으호 상은 프로그램 및 인울에 대한 내용을 정려하연 

마옹〈표 1>과같다 

옛냉송영 

싼제자 

진앵망삭 

<1<1) 연구 대싱얘 대힌 기온 사앙 

〈스타공든영〉 눈g이원 맞인요 n 
aæ년 g씬 13~(똥 프호그영 215회) 

다운화 융신 리키 g 써와 우즈애비스양 충신 자엘" 씨 
(:ml년 g씬 13일 215이에서 l회안 충연) 

여성댄스그앙 O"J-4{KARAJ 의 엠어 교!L 핫신의 ‘니흉 양 
(었E년 12윈 @일 216회부터 현재까시) 
(묘 "'"년 l윈 3일 ~18회)은 해당 코너가 방송되시 않았용) 

215회 각 영(，영)의 주장이 충애자5 고르면 종셰 J;t:가 ro초 동안 m 
재의 단어을 한굿어로 설영안 용'*1mS)는 엉으며 맞언 깨 
수안캉 일정액의 장쩍긍용 적링영 

216회-2Zl회 '1 엄6영 이 앤향씨 융쩌자가 한국어호 성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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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영 

성장애경 

한국어 
융욕 간연 

어휘(안어 빛 속당이나 영화 제석 포앙)블 듣고 정당올 맞-11 
용J!t<rassJ는 없으여 3~~애 <w세원 맞히연 일성액의 장 
학급올 직업하고 초과하연 용당 안정 긍쩍올 차강앙 

223회-2$회 각 팅(4영)이 주어진 시간 내에 응제자가 힌국어로 설 
I성8H는 어에안어(인영 포함) 빛 속당， 드라of 잊 영화 찌쩍 

"엉)원 틀고 정당원 맞잉 용'*_1는 었으며 3안 안에 4 
문제§ 오두 용연 장학닫 연정액융，>푼 내에 쩔연 WJ원 
긍액올적업앙 

출쩌자 니판m∞æ)' (한국영 ~"tlU;) 

l때”년 10윗 7일 생(안 18새) 

외동영이며 이국 포스앤낀~싣lα A생~I 생 
(Jf오닝온 요두 한국인이역 이인 2에대애 해당) 

- 1A에서 성장하여 현재 영리포니 아 주 오히이1(j에 시 

""허sπ'" 때밍""'" 11학년 재학 종이 
한국 연에얀쳐 자얘재 캐스팅씨어 χn;년 2엔 14염 한학 잉잉 

%1년 3윈 잉영 채l집 딴애 후 현P애 한용 중 

잉6jJ， 217회 쌀연얘서 온인의 한적어 습득과 안련한 언규이 있용 

-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애용 지 3년 외었응 (증 :m;년 인쪽 이후) 
유년기에 경기도 융신의 안l 에니와 의시소용융 하며 매었융 

위 〈표 1>에서도 얄 수 있듯이 매회 약 15개에서 3여 개의 문제가 출 

제되며1 이들 문제는 ‘안어(인울/생휠용용/해산울/통울 이릉/옴식 이릉 

동)’， 속당， ‘영회{드라아) 이즘’ 퉁으로 분류되어 있다 출제하기로 한 단 

어틀의 선정 파정， 연출 작가진과 출제재니콜) 사이의 사전 협의 여부， 

출제 방식이나 충제자 변경과 관련왼 제작자틀의 방침 풍을 연구자로서 

파악하기 위해 었8년 10월 세 차혜에 걸쳐 한국방용 시칭자 민원실올 경 

유5째 방송의 준비와 진행에 관련한 정보 확인올 위한 서연 질의서를 딸 

51 위키피디애써ikilXÓa) 샤전에 의하연 hup:f/en.에hαrlia'맹/ι@때ai~O피fcrnia}， 해 
당 고동학교는 원거리 쿄헤d잉 .... 뼈""'，찌파 흥스중‘~{lme-_쩌)으효 욕화 
원 사렵학쿄이다 갱<<r컨대 니원은 이국에서 의 학위5 유지하고 인정암기 위해 학3 

;} 융깅 것으￡ 보이에 과거 프로명에는 Gk:hll Ouistiæ SCJXrl얘 재학 ?I‘이라는 내 
용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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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여 다옴과 같은 당연율 얻을 수 있었다 

ID 준비 절차 한 회푼의 녹회를 위해 작가진이 분류별(옹식， 속당， 인 
울 동)로 단어를 마리 준비한다 준비하는 단어의 개수는 니콜이 모 

르거나 너무 쉽게 설명할 가농성올 대비하여 여훈의 단어를 넣어 

충분히 준비해 둔다 녹화 전까지 영역별로 옥옥올 얀들어 둔다 

@ 녹화 준비 프로그램의 총 녹화 시간응 대략 5시간 $분어 서 6 ‘ 1간 

이 소요왼다 니콜이 진행하는 코너인 ‘눈높이를 맞춰요 n ’는 녹화 

시작 후 3시간 갱도 이후부터 시작되어 1시간 정도 소요왼다 

@ 협의 과정 운제 출제지씬 나콜은 자신의 녹화 분량올 촬영하기 2 

시간 선 정도에 도칙r하여 준비한 단어 옥옥을 받은 후， 담당 작가와 

1대 l로 안나 해당 단어(또는 속당， 어구)가 우슨 뜻인지， 설영한다 

연 어영게 설명할 것인지 퉁에 대한 이야기를 니눈다 작가는 니콜 

의 설영 준비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여， 다안 @설영 내용 중 방송 

어 서 하기 곤란한 사항{특정 상표 비속어 퉁)이 틀어갈 경우， @단 

어룡 잘 이해해서 설영 자셰가 너우 쉽게 이루어질 경우，@ 성영이 

너무 난해해서 약간의 단서(힌트j를 주어야 할 경우 작가가 제안하 

고 니콜이 조정하는 형태로 설영을 다소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니 

콜의 설영올 대개 수용한다 전반적으로 대략fí)-fm껴1 설영은 니 

콜이 직접 준비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와의 협의 시간은 짧게는 % 

분， 길게는 13)문 정도가 소요된다 

@ 제작진의 영가 방송을 처옴 시작였던 때로부터 방송올 마치게 원 

시정까지를 비교해 보연， 주관적인 의견이겠지안 나콜의 한국어 실 

력， 특히 표현력이 좋아졌옴올 느꼈다 E너가 끝날 즈옴에는 소재 

도 고갈된 데다가 니콜의 표현력이나 설영이 무난해진 모습도 보였 

다 니콜은 다른 외국인이냐 교포을에 비해 한국어등 왕성하게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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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고 확인하는 눈에 띠게 좋은 습관올 가지고 있다 

@ 빙용의 포뱃 ‘눈높이를 맞춰요 n’의 애초 기획 의도는 교포 연예 

인융 순환 출연시키는 동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훈영하여， 이들이 

한국과 관련왼 키워드를 익혀 가여 출연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 

성올 확대해 냐가는 쪽이었다 첫 방송~215회)에 출연한 출연진툴도 

그와 같은 의도어 서 섭외한 것아었다 그러나 첫 출연자응i이 천달력 

에 있어서 고르지 옷할 때도 있]!， 연에오락프로그램의 특성상 생동 

강이 떨어지기 쉬운 측연이 있다 니콜의 경우 발상이 특이해서 그 

런지 셜영이 기얄하고 홉입력이 있었다 애초의 의도로부터 다소 벗 

어나， ‘눈높이릉 맞춰요 D '는 니흥 식의 연상 해즈 형태로 자리 잡 

게되었다 

@ 제작진이 경험한 니콜의 한국어 충연자틀을 포함뼈 않은 교포 

출신의 방송인툴올 만나고 같이 ξk겁을 하게 되는데 니콜이 다른 

교포을에 비해 생각하는 방식이 기옐r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가 엘리 는 것도 이와 강은 이유 때운이라고 온다 특 

히 니콜은 한국인이 알파엣 순서를 기억하듯 자모의 순서나 앞뒤 

판계를 한국인보다 더 빨리 알아채고 기억하는 욕징이 있었다 예 

컨대 효’라는 글자가 나오연， ‘차차처쳐초효1라는 식으호 순차적 분 

석올 하고 곧잘 ‘*에서 여섯 번째 글자’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 

다 제작자 입장에서 이해하기로는， 어었을 때 한글 자모표 같은 것 

을 냉에 울여 놓고 한글의 자오 결합을 얄파엣 외우 듯 순서대로 

익힌것 같았다 

이상의 인터뷰를 흥해， 작가나 제작진이 니콩의 단어 인식에 구체척으 

로 개입한 정이 었용을 획인하교 띠라서 니콜의 한국어 분석에 개입될 

변인 중 1한국인의 의도적인 도용이나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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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 니콜 개인의 신상， 성장 배경， 한국어 습득의 과정은 그릅 ?냐}’ 

의 공식 홈페이지1 핸클렵 및 팬 카에， 뉴스 검씩 둥융 통하여 수집하였다 

2 연구 엄위 및 자엎| 기초 통계링 

니콜이 진앵하는 ‘눈높이를 맞춰요 n’는 :ræ년 12월 æ일 〈스타골든 

엘〉 저 216회에 시걱L하여 :ræ년 10월 17일 저옹7회를 마지악으호 10개윌 

가량 빙송되었다 본고어 서는 니콜이 문제 출세자로 출연었던 전회인 216 

회부터 's1회의 총 41회의 땅송 분량을 직접객인 연구 대상으로 〈iF갔으며 

첫 방송으로 외국인이 진행했던 215회는 비교 대상으로 포항시켜 두었다 

<I<" 연구엄위 및 앙송 자료확보룬캉 
‘g송잉자 회사 시챈msl 앙송안자 회사 사깐{m:sl 앙송잊자 회사 시간(m:s) 

00. 1211 215회 9' 37 æ. æ. æ :m회 16: 42 00. (17. II 244회 11 낀 

00. 12. 31 216이 10 :52 æ. (>t (>t 23Ul 16 ‘ !o æ. (17. 18. %회 13 :Sl 

0112 낀 217회 14 :3) α1 04. II ""'1 15: 21 æ. (JJ. 2l. %회 14' 49 

00.01. 10. 219회 14 :31 æ 따Iß =1 12 : 49 æ. æ.æ. 247회 14 :21 

00.01. 17. Z!I찌 13 : :ð) æ. 04. 2i ZI4회 11 ’ a 00. 00.15. 갱회 12 :53 

00.01. 24. ""회 15: 17 æ. ffi 02. ZE회 11 ‘g 00. 00.22. 2<l회 14 : (6 

00.01. 31‘ Z깅회 15: (6 OO <li æ :ffiJ1 13 : 13 00. 00.<:9. g회 12 :l) 

æ. 02. fJ1, 껑이 18: :'ß æ.æ. 16. zl7회 13: li 00.00. (6. 251회 13 낀 

00. 02. 14. ZI4회 15‘ 5/ 00.0131 g회 14:(9 00. (9.12. ""회 13 :(6 

æ. 02. 21 g회 15: 58 OO <li<li ZIl' 1 14: 10 00.00.19. 징호1 11 :æ 
æ.æ æ. g회 14 : 54 æ. Oi 13. 2<1회 14 :32 æ.æ. æ. :51'1 11: 18 

æ. æ. w. ZlI회 16‘a; 00. 00. 31 2껴1회 14 ‘ 38 없 10. 00. aú>1 1l :::G 

00. 00. 14. 2'8>1 17 ‘ m OO <li낀 242'1 14 :34 없 10.10. aú>1 12:05 

æ. æ. 21 229'1 15: !j) æ. (Jl. 여 1A3회 14 :;Ð α:1 10. 17. ""'1 10 : 33 

엉제 총 42'1 분쟁~15회 포항'19시간43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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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벙위로 잡은 '!l-'송 환량은 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9시간 43분 19초에 달한다 해당 방송을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녹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녹화한 후，히 연구 대상 코너얀올 별도 연집하기 위해 

영상연집 소프트쩨어인 'V1IÙ때lOJb" Ver.L88'7'을 할용하여 코너의 시작 
부용부터 끝까지를 추출해 냈다 

m 표포 화쩨entage s며ker) 연구의 쟁정 

1 교포 화자의 정의와 멈추 

자료의 확보에 이어 본격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는， 과연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니콜과 강은 ‘교포 화재r.ntage 앙>lkerl’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 

하고 그 판정올 어영게 장이야 항 것인가흘 규영하는 일이라 하겠다 본 

고에서 선택한 용어에도 여러 가지 학문적 합의와 논쟁정 역시 대단히 않 

을 것이라 여져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교포(resiæn， irmigrantl’ 

6) 앤얀{btq>11‘.vww.ental.oo.kr)파 강은 시이트에서는 회원으호 기엽히여 신갱응 하연 앤 
융 용해 공중파 TV 프로그램의 녹화용 유효호 대앵하여 주고 이윤 파일호 션송해 
주는 서비스용 하고 있다 그러나 am년 9원 '"일 대염원응 MOC가 이곳 운영자、{} 

상대호 앤 서비스 긍지 갱구 소송애서 냉송사영자의 셔채권파 공중송신견옹 칭해한 

다여 ‘서비스용 중당빼고 딴견했다 최종 씬견이 난 이후인 현재도 이 씨트는 
올영 증해 있으~， 온고의 연구 자료올 수징하는 데얘는 시앙융 주지 mμ} 

71 어추영업 V"'때rui에은 얘버리 이어염y l.ee)7t 재일한 우요 동영상 띤싱 잊 강우 
리(추출) 프호그염으 ... 무료임에도 ’쉰l하고 다양하고 강녁한 고융 기늙양 갖추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얘서 윈도우즈 운영 셰채애 71본적으호 포앙시킨 용영상 핀싱 

프로그샘인 우비 에이커때in:bws MMe 뼈<a@)가 ."""’ 와일".r，ξ 져띠ôl-t 데 

비에 에추언엽은 인l언l틀이 동영/꿇 보기 위해 가장 혼히 사용하는 '.'κ 따인응 
치리안 수 있다는 장정에 힘잉어 얘우 년여 ~ol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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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어영게 설정하고 그들이 쓰는 지배적 언어(OOtinant 때>gu앵e)와 함께 

이증 언어O:i!i명때isml와 어떤 판계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들이 고료지 않 

아정리할훨요가있다 

시질 교포 화재heritage S!l'Iker)’라는 개녕이나 용어가 쓰인 지도 그렇 

게 오래되지 않는다 언어학1 혹은 언어교육학의 연구샤라는 측연에서 올 

때 이 운제는 북미지역(미국 퉁)에서의 연구8)와 한국에 서의 연구를 분리 

하여 짚어 보는 것이 좋올 웃한데1 그 이유는 예컨대 이국의 입%에서 보 

았올 때의 한국 교포는 이주민’， 즉 미국이라논 땅에 옮겨 틀어오}서 살게 

왼 사랑으효서 보게 되고 한국의 입장어 서 보았을 예 교포는 체류자{혹 

은 거류자)1， 즉 한국인이라는 인족적 자질을올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떠 

나 살고 있는 사랍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지역에서의 연구는 주 

로 깨언어 교수학습돈， 심리적 연구， 교실 환경의 질적 연구 앙연에서 

연구가 제기되는 안먼 한국에서의 연구는 교포 화자의 오류{철자 알용， 

당화 및 사회언어) 연구， 한국어 습득 가놓성， 교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풍에서 연구률 수앵하고 았다 

언어학 연구의 일반온이자 이후 논의의 전제가 핑 부용도 있으므로 언 

저 욱이 지역의 교포 언어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lJ년 이 

전까지 교포 언어(heriι엉C 때JgOOge)는 일종의 가정 언어(!x:rre lan밍age) 

로서， 가정 따의 사회 집단에서는 용용되지 않으나 가정에서 유지 통용 

되거나 제한적이라도 정할 수 있는 언어를 지칭하는 뜻으호 쓰였다 그리 

고 이러한 의미에서 제l어나 저2어 오국어와 외국어와는 구별이 왼다고 

8) 이증 언어나 외국어 습득 등애 대해서는 유렁이나 "1주 지역 오두 웅용언어찍에나 
외적어il유학 영역애서 비교적 용우하게 냐우고 있는 반'i!. 교포 언어(욕온 가성 언 

어 - 때@행히)에 대해서는 싹이 지역 찍히 이국애서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안'tt하다 장야한 수 있겠지안 "1주 지역은 인구 증 이인지을과 그등의 후손이 구성 
하는 비싼이 효:i'. 이릎이 정셰성옹 유지하며 조화용게 의사소용안 수 있는 운채가 

너 전산하기 얘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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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왜냐하연 이들 개녕은 언어의 습득과 사용올 전제로 한 용어인 

반연， 소위 벼itage lang1이앵e’는 이 습득이나 소홍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용어가 본격척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국의 다운화 정잭이 이른 

바 ‘용광로(뼈bng 따)’형 판정에서 ‘셀러드 원sal<<l ixl때)'의 샤상(멍생) 

으로 접어들고 소수자， 소수 민족의 정체성이나 고유문화에 판쇠올 갖기 

시작한 l앉”년대 중안 정도였는데， 01때에는 1-aitage ianguage'는 민족 정 

체성과 판련원 다소 문화적인 용어이기도 했다 예컨대 교포들이 한국어 

를 완전히 잊어어련 상횡이라도 ‘할어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오 

고E와 같은 친족어나 ‘양， 떡국， 한복， 찌개， 부칭개1 퉁 옹식이나 문화를 

나타내는 고유어를 자신의 언어 속에 사용하고 있어도 그것은 초창기 개 

념으로서 ‘b…앵e iang1때ge'에 포함되는 것이었l 또 자신의 뿌리1 션용 

의 숭계와 관련원 문제이기도 해서 나야호 인디언 후예인 미국인이 옛 조 

상의 언어릉 다시 배우는 것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이다시(YiòJi약，)나 히브 

리(I>irew) 말올 8애는 것도 정셰생 유지나 결속 유지 퉁과 같은 문화적 

측연에서 일종의 'i'aitage 때@때e’ 학습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다시 말 

하연 'i'aitage 때g‘age'란 ‘개인적￠잉때Y으호 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션숭되는<histm때1y 버mt3버e)' 언어로 본 것이다아 이와 판 

련해서 T영1m， ax!1l나 Fi야lerTlIlll(ax!1l 퉁의 연구는 이 시기의 연구 방 

법론， 혹은 연구 사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힐 수 있는데 다용히 인 

91 흥얘링(:rO>'7I애서는 용어 ‘teitage lælgu쌓’원 정숭((，써야) 언어포 융경다 연구자 
가 따로 밝힌 용어 언역의 논거는 없으냐‘ 다완히 이생니上)의 농리젤 받아틀이는 
치원얘서 선택한 것으로 어겨진나 그러나 이 논운이 주재호 상은 것용 가정 언어와 

정쩌성의 훈찌보다는 재미동포 정소년틀의 언어 기능〈읽기)과 잔련왼 것으로서 오 

히려 오해응살소지도있었다 용고에서 는't.ri생e~.얀 ‘대잔이어 선혜져 
오는 언어 동 문화정셰성의 욕연융 얘찌하고 언어R육의 측연얘서 이블 = 언어 
로융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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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적인， 그 중에서도 민족지학적(에U1Q-밍.，ptic) 연구이자 청소년의 언 

어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육학적 연구의 성격올 지니고 있었다 

그러냐 이와는 달리 언어 교육의 판정어서 V외désWffi， IW，<JlID는 

꾸준히 벼itage 때19U1lge’의 뭇융 새홉게 인식시키고 관심을 환기시켜 왔 

다 V허dés(<JlIl영)에 따르연， 언어교육에 있어 'Æritage 때19U1lge’라는 용 

어는 교육 기관에서 정규적으로 교수학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위를 

잃은 고유의 말) 혹은 이민자틀의 얄로1 벼itage 양생g‘는 소위 ‘비영어 

(1100-뼈U해)권 언어흘 가정어서 사용히여 그 말로 의사소통올 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랑으로 보고 있다 10) 

다옴으로 한국어에서의 교포1와 ‘교포 언어’， 교포 화자에 대해 그 의 

미를 정리해 보자 외국에 거주하고 이을올 지칭.)'는 말로 ‘교포.li鋼 l， 

교인((~民l， 똥포(同뼈l， 재외국민(효外國民Y 퉁의 영칭이 있었으며， 국적 

의 유지나 포기， 출생지와 교육 지역， 단일민족/다민족 친족 관계， 본인의 

정체강 둥에 의해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기본척으로 ‘교포’는 

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총칭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말로서1 그 의미가 상 

당히 느슨하다 샤선적인 의이로도 교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정도로 뜻 가릎을 하고 있으며， 흥포’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 

랍올 다정하게 이르는 얄 정도후 국적의 유무나 이주의 시가1 세대 둥을 

엉빌히 따지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가리키는 ‘재외 

국인’이나 다소 상호 유대를 강조하는 어감이 있는 ‘통포’， 또 정치사회격 

의띠를 띨 수 있는 ‘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1교포’를 선택 

하였다 넓게 보아서 이 말은 냥한이나 북한 퉁올 모두 가리지 않는 해외 

거주 한민족올 포항한다고 보연 될 것이다 

10) 온고에서는 ↑m양'-윤 a포언어호'OOi양，..".，.’큼 표쪼 화재 정도 
의 용어로 샤용하기로 하였다 율동 교포라는 용어융 규정하기가 어혀운 정도 있 
는데 이 샤항옹 "f로 아얘에 다루기로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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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쉬am31에서 설파한 바와 강이 교포의 모국어(민족어)흘 계숭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더라도 그 교거국(f잉암행)의 교민 정쩍에 따라 그 

결파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에로 재러 교포의 경우는 1m년 스 

탈련의 강저이주정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후， 민족의 경속융 우 

혀한 청저하고 획일척인 소수 만족 용앙 정잭애 따라 오쩍 교육융 제대 

로 이루지 옷쨌으며， 이를 가정 언어로 냥기기도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이 

게 외었다 이와는 다강11， 중국옹 소수인쪽의 가정에서의 언어 계숭과 

제도적인 인족어 교육을 실질척 정책적으로 허용엠 따라 시대의 흐용 

에 따흔 다소 이정화왼 측연안이 냥아 있융 뿐，axJ안 정도의 교포틀이 

(가갱에서 제1어로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별도로 두고) 대체로 큰 어허 

융없이 언어툴유지했다 

교포의 %액 규모가$안올 헤아리는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라는 교포 

언어(Ærit짱 때19U<앵el는 대셰로 환경에 의한 지연 연화와 개별 선택의 

운재로 냥아 있었다 l세대의 경우는 당연히 우세 언어가 한국어이고 외 

국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유앵생이 얼어졌겠지안'， 15셰대우터 2-3에대에 

서는 자연스렵게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가 되고 한국어는 가정에서 간혹 

쓰이거나 나이든 친척툴이 모이연 툴올 수 있는 정도의 언어가 되었다 

한국어흘 시용하，""냐F는 의지가 있는 가정어서는 7냉 내 교육용 용해 

서 한국어툴 가르쳤지만， 대개 의사소똥을 목적으로 한 알하기에 그치는 

경우가 않았다 이러한 흐용이 대략 I!BI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11m년대 이후， 특히 mI년 이후푸터는 국채 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우l 

상이 격상핑에 따라 한국 교포 사회 내에서도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한다 

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더구나 한인환1 많이 사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셔는 한국어를 재2외국어 과정으로 용영하여 제도권 교육으로 한국어가 

연입되기도 하였으며， 1!Ð7년부터는 SATll 시험에 한국어가 포항되기도 

였다 am년 현재 SATll어 서 한국어는 전셰 9개의 저잉외국어 중 4언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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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이 많이 왼다는 보고가 나오는 퉁111 한국어는 교포 지녀틀에게 

있어 잊어버리도흑 울 것이 아니라 알아 두연 유리한 언어로서 미국과 한 

국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힐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게되었다 

더구나 연구 대상으호 상은 니콜의 사혜에서 와 같이， 대중문화 상용의 

국경이 허물어지i!， 또 한국 문화 상용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마케팅 전략 

이 맞아떨어지연서 한국어 서 활동히는 교포 출신，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출신， 외국인 출신의 연여인들도 그 수가 폭알적으로 늘어가 

고 있는 상황이다 교포 출신의 한국인을은 한국어와 자국어에 대체로 능 

숙한데다가 해당 국가의 사정에 정롱하고 인지도도 높아 현지화 전략에 

매우 유리한 조건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은 :rOJ년 。l전에 약갑쉬lffil )나 슨호인(I쨌) 

에도 이미 드러난 바 있었다 이틀 논문을에서는 미주 지역 한국어 교육 

에 있어 한인 후세틀의 이중 언어 능력이 장차 기여할 수 있는 정이 적지 

않옴올 밝혀 두었기 때문이다 아동재1:ro3， :1m에서도 재미동포 학습자 

들의 한국어 능녁이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략칙으포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에 소기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흑히 이들은 외국인 

학습자91는 탈리 원어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녕 프로그램이 제 

공될 수 있으며1 이틀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여 

외국어 교육어 서 최근 논의가 환말해진 교포 화2년 위한 언어 프로그램 

(뻐itage pr맹m찌’에 대한 한국어의 멸요성과 논리를 제기하기도 였다 

11) 찌R년 l어114일 주미대사씬이 웅개한 자R에 아프'I:!.%해 잉B년) SAT II 시엉에 
서 한국어5 선택한 학생 수는 오우 4.116영으혹 스째'l!<>!I34.<IIl 앵)， 프앙스어(l1，8l) 
영) 중죄어 6512영)에 이어 총 9개') 언어 종 4우|융 자시었으꺼 일온어0，732영)호다 

는 원웅') 앙나고 한나 (깎고 http://www.cb&.oo.kr/N:xutlSh:lw.asp?IDX족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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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포 화자의 특성과 언어 교수의 쟁접 

앞어서 언급었던 학자 V허cI!s(2XJJ:l!1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불 

때 이틀은 전용척인 형태의 외국어 ~h습자와 확연히 다흔 정이 있기 때문 

에 외국어 교육자들은 이들의 언어흉 외국어로서 가르칠 때 다은 정근엉 

파 교수억습엉올 사용해야 한다는 갱도 언급하고 있다 예흘 툴어 스에 

언어가 ‘어itage l;qu<앵e’인 가정의 이인 2-4쩨 자녀가 스패인어를 장차 

외국어로서 얘우게 되었올 때 기존 외국어로서의 스에언어 학습에 적용 

되는 애치 수준 평가 교수~h습의 진앵 단계로서 ‘모른대rm-native)， 

상당히 한 출 안대뼈si-native)， 장 한다(tiIi""，때)’는 식의 단순 판정이 

교육적으로 툴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율 지적한다 

V외CI!S는 또 같은 논문에세2XJJ 용48) 지금까지의 연구 컬파용 종힘남} 

여 비교척 상에하게 교포 언어의 일반적 욕정에 대해 기슐하고 있다 언 

져 교포 언어는 이른야 이중 언어얘 속하게 되는 하위 개념잉융 전찌하 

i!, 다용파 같이 그 욕정융 기술하고 있다J2) 

ID 이중 언어자로서 양 언어 구사에 연속성(Tre Biψ""찌 cootinruml융 지 

닌다 이중 언어 중 환경에 의해 그 영향력("""11th)이 우세한 언어 

(여tim‘ ..... 띠~e)와 그렁지 않용 언어로 나면다 131 

@ 이 양 언어의 훈포는 개인칙으호 환경 경영， 교육 인쟁의 효용 퉁에 의 

12) V~1:::용8 앙고 해당 논용에서는 용고에서셔엽 교포 언어의 욕갱용 엉욕화 

하여 셰시하지는 않았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대요v，양}를 정혀하였냐 

13) v~(D}Þm에서는 ‘A 언어‘와 B 언어’의 연속성 판계륜 소운샤와 대운자， 에영 
의 우선순위 둥올 이용히여 아래와 당용 도표호 제시하였다 우 언어 사이'1 지얘 

역야 앤화 추이용 시각적이고 직잔적으" 보여 준다 

[펄시% + 짧늬 þb Ab ,Ib þb a8 8a B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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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집연적으호는 세대에 의해 자이와 변동융 겪는다 ，.， 

(J) 2세대 이후의 교포 언어는 영액히 영어가 우위에 있으여 교포 언어 사 

용놓력융채한시킨다 

@ 교포 좌자는 얘우 져@한왼 장르(g야.1， 어조(&y]el， 완。~，펙Htayl을 포항 

한사용역ú앵，，..，.께서안 언어 사용 능력율 갖고 있다 초중급사용역에 

서는 외국어 학습자와 큰 차이플 보이지안 고긍 단계의 샤용역에서는 

외국어 학습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었다 

@ 교포 언어는 그툴이 속한 l세대의 사회언어적 욕징(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 퉁)올 온국의 화X 틀에 비해 더육 고스링히 드러낸다 (~ 엑시칸 

이민자 후손과 한국 대얀 이민자 후손) 

@ 교포 언어는 짧은 시간 오에 급격한 마멸과 손상융 잉i!， 엽제 샤용역이 

제한되어 일부 어휘나 표현안이 낭는다 따라서 표포 화지는 고긍 수준 

의 사용역용 포항한 언어의 완정한 습득올 이루어내지 옷한다 

@ 교실에서 배우는 언어에 비해 기능열 연차가 극단칙으로 나타나며， 교 

포 언어의 구사자툴응 언어에 대한 에타직인 언어 판녕(운엉척 사고 융 

좀처렁 갖지 옷한다 l히 

이상의 내용들은 본고의 서두에서 밝힌 교사가 느끼는 교포 학습자들 

141 예컨대 어연 시섣 이인올 온 요포 화자가 Ab의 상태였다가 성인기에논 사회 양똥 
이 원인이 되어 왜의 상태로 연회앤 "", 다사 온퇴 후 노년에 같은 인측율끼리 어 
올허 지내，~서 다사 Ab!.'] 상태호 ，)는 경우도 있나 또 세대연호 l세대는 A나 M 
포꾸터 시작하었나가 2-:>세대가 흐르연 ill.'성즙 거쳐 8 상태가 되기도 힌다 

151 위 ø <1111에서도 설영하고 있지안 갇응 언어라도 교포 언어로서의 언어와 외국어 

로서 애용 언어 *]-0 1에는 욕정 사용역‘ 또는 어느 정도의 언어 수준에 이강l까지 
는 완전히 나르다는 시질에 대얘서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엔 듯하다 이러한 사센 

운 연구 자료 중 'J1!J'녕 3월 낀앞 22lI이 ‘상송컨꺼서도 외엔 가둥한 양중(tJ1，jq)이 있 
다 이날 앙송에는 니원4이 냥영댄스그융 슈펴주니어’에 소속왼 중국인 냉어 한경 

(야;Ii， κm Grogl과 대.)윤 나누는 장연이 있는대 한국 셰휴 기간이나 한국어윤 애 

용 71i!이 요히려 한경이 더 낀고 않옹애도 .~.구하고 초긍 대회의 유갱성이나 앙화 

'1 자신강얘 있어서 비iV) 안 원 안쯤의 영액한 :::<.tol큼 갚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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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용이 있고 또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 

한 다소 당연한 부훈의 항옥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직관과는 달리 이툴 

내용플은 검중과 실험올 흥해 어느 정도 일안화되고 이흔화원 것이라는 

정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가치을 지닝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어 서 제시한 교포 언어의 특정틀은 미국이라는 특정한 다문 

화 환경 속에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제%외국 

어 교육이라는 판정에서 교포 언어를 정근하는 것으로서 한국어라는 개 

별 언어에 있어서의 교포 언어의 특정을 그대로 척용하기에는 확인되지 

옷한 영역이 있다 또 위의 항목들은 학습자의 정서나 태도의 변인도 크 

게 고려하지 옷한 한계정도 있다 

W 연구 대상의 에휘쇠폼윷素) 인식 유형 

본 장에서는 니콜이 $냉낼 용해 보여 준 어휘쇠염윷쫓) 인식 유형을 

사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체 보여 준 사혜수를 총 횟수로 

허여 비율올 양적(효:ó인)으호 처리할 경우 빈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얘우 

유용한 정보을 제꽁힐 수 있정으나， 양적인 비율을 밝혀 우선순위를 가라 

는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어 서는 인식의 양상을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더 에 초정올 맞추기로 하겠다 

l 생략， 대치및회피현상 

교포 화자라 하더라도 일차척으로는 외국어 습득， 제2언어 습득어 서 보 

이는 학습자틀의 오류의 O.}상과 유사한 공흥적인 유형틀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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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에서 출딸하여 벼100110 1 주장한l히 오류 분석의 기윌記il&)율 위한 

잘 알려진 학술적 엉주인 정maó:lition， I"lILbes he rm sing1), ‘생략 

(oolissioo 댐1 wen1 ω f1U)ie '), ‘대치 '(substitution， I행Ilætmy r.α"n， ‘어 

순!(OIOOing， 댐1 to the 5，κ"Jre went. ') 퉁의 보연적인 사례가 니콜에게서도 

얄견된다 

때 [죽1 이거 아흘 얘 채가 억어요 앙보 같운 거에요 

뼈 [설날1 이날， 쏘.fL 새혜 때문에 축하하고요 절 하고요 역 억고s， 

어어.te 하는날이에요 

때 {영] 앙에， 송F늘에서， 뀔호앙등요 안짝이 

빼 [자라] 거북이 친구 I [후추] 소긍 친구 

(’빼서는 외국인 학습자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논 조사의 첨가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밥。!’ 또는 ‘밥이7y 퉁으로 불필요한 조사를 덧율이는 첨 

가 요류가 니콜에게서도 여러 차에 나타났다 또 뼈와 감은 경우는 ‘아w 

，..，’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로 새 년이라는 얄올 쓰고 곧바로 새해라 

고 자기 수정(seIf--çom，;tion)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와 비슷한 대치 

오류 사헤들이 선셰 방송올 통해 몇 차헤 나타난다 한연 스스로 잘 표현 

할 수 없는 단어틀에 대해서는 장시 고민하다가 한국어 단어를 회피하고 

영어 단어로 바꾸는 경향도 다소 나타났다171 

16) 어DXI， P.OOOO, 당nrs: &xre pt얘~ 이 마퍼nitioo， ldentificaticn, ard Distin:ticn 
A여j떠 니llnlistics v<이 l었w.18l- 19)) 창고 연구의 칙정적 상고 문헌이 아니어서 
각수호안지리한다 

17) 익영의 싱사자깨서는 이 논의용 보나 애용화해야 하며 꽉'1 회 '1， 용어 설영하기‘ 
영어 '1약 풍응 의사소용 전약 흑연애서 영도포 상여블 휠요성이 있용옹 지혀하셨 
나 니잔의 언어얘의 %냉융 용유혜 나7}-;는 1얘어 서 언어'"용의 외직 결파인 
생약 대치‘와 언어사용의 내적 전g엔 ‘회미’융 하냐의 냉주로 묶었나는 정에서 푼 

재엉이 있었댄 것은사설이나이후 2껑과 3정에서 나둔 냉주와의 균형옹 위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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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연으로 교포 화자인 니콜에게서 나타냐는 흥미로운 현상도 발 

견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외국인 학습자와는 당리1 니콜은 대치나 회피 

의 견략을 사용할 때에 한국어 의성 의태어나 %에 퉁올 유창하게 사 

용히여 표현하는 륙이한 OJ^J-올 드러내기도 했다 

애 [시냥l 제가 총 강고 프프츠르õ， 다 "/"1'/"1 했어요 

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흉린다] 하나 이경로 f울등어갔어요 당에 이쪽 

으호효나가요 

애 I구등l 저 위에 맨 거요 i싹색 옆효옆글한 거 

빼와 짙은 경우에는 소위 ‘유.0)<>1'라고 할 수 있는 찌이삐이가 풍장한 

다 이외에도 암"1Jr， 엄 uW， ‘막둥이’ 동의 유.0]0↑플 활용해서 얀어률 설영 

하는 사헤도 퉁징r하기도 했다 유.of어는 그 대부푼의 경우가 모두 7얘 

어(흉용댐Y， 즉 정얀에서 어련 이이을올 대상으로 하여 쓴이는 알로서 오 

국어 습득 시에 주로 자연스렵게 전달되고 기억되는 어휘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 경뽑 교포 화써기 때운에 나타나는 특성이 

라하겠다 

또 니콜은 ‘드르르 !양， 쭉， 뽀글뽀글， 빵’ 풍의 의성어률 자연스렵게 사 

용한다 의성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영한 유이어의 영향이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가 풍부한 한국어의 어휘 

%앙옹 체헝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단어 설명에 할용하는 장연이라고도 

할수있겠다 

강온 기숭ttGit)융 택하게 도l었으여1 본고가 외우적으호 드러난 양상 운식에 연구 

우선순위응 두었다는 것으로 혜영하i써 한다 종은 지적에 강사드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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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틸맥락직， 음성 의존적 어휘소 인식 

교포 화자인 니롤이 설영하는 단어을은 그 단어의 원래 ‘의마와 완전 

히 동열어진 경우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운자 언어로 적힌 한국어 단 

어’에 대해 니콜이 상당히 틸(뼈) 액락적인 사고를 한다고도 불 수 있다 

또한 해당 단어를 이해하는 항식도 단어의 의미보다는 거의 음성에안 의 

존한다 따라서 원래의 청자는 우시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지신이 읍성으 

로 변환한 후 그 딘어를 옴소로 쪼개어 설명하는 방식올 자주 ‘갈견할 수 

있다 다옴의 사헤는 이러한 인식올 잘 드러내는 것으로서， 당회 출연 시 

의 단어 설영을 전'kfi쩌)하여 보았다 

〈그링 1) 을성 의존적 딘어 인식에 대힌 자료효앤 

.a [아궁이[ 01거는Jl， 얘에요 어련 친구에요 그리고 어련 친구 사이에 옛 
날이 옛날이? 옛날에 양등이 사는 집이 있장아요 되게 크고 엇있는 집 

등이요 어린 친구 사이에 그 짐이 있어요 그혜서 복잡하게 생각하연 

안 되고요 플자등올 생각해야 해요 

빼 [통치nlJ 저랑 같은 나이에Jl， 저랑 같은 나이어 서요 져져저저， 저 같응 

나이인데요 이제 첫 글자가， 엇 블자는데 이제 욕기요 이쩨 져 가 워 하 

고 싱으연 아닝 지기괴즐기고} 싱융 때 이컬， 이게 제 이거에요 뜩기랑 

비슷해요 (충연자가 우슨 앙인지 살 이해하지 옷"자) 찌까 나는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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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1 여기에서 산다， 나는 압구정 여기어 서 산다， 나는 정당 여기서 산 

다， (손가학으효 홍그라이즐 그리며) 여기 아지악 있잖아요 냐는 정당 

여기에서 산다， 냐는 앙구정 여기에서 산다" (출연자 동 동” 네네네네 

뒤에서 제 욕기용 융여 놨어요 차차져져 

뼈 [구슬이 서 열이라도 에어야 보배다] 아홉 개1 아홉 께 다옴에 이재 슐 

이 있어요 소주 종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경응{?)이고 하 

나또있어요 끈데 이제 그세 블자가， 세 끌잔데요 첫 번째 글자 .. .., 
다옴에 두 글자가 냥아 있잖아요 그경 이채 꺼꾸로(거꾸호) 해야 해요 

꺼꾸로 해구(하괴， 이셰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뚜루른뚜루흔뚜루은 

뜬뜯{경기영 서곡융 콧노래로J， ' 1거 6운 동율이， 이채 채가 학교 7싸 

하니까 엉。f7f 이거 해 웠어& 그 당에 댈래토비 엘간색 악퉁이7f1배 

흥 안지며) 이거 e‘쩌thi"，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나 어구흘 한 옴절(또는 옴소썩) 떼어서 설영 

하거나 이해하는 현상은 교포 화자흥증이든 외국인 화자툴이든 해당 단어 

률 습득하지 옷했을 껑우에 일어난다 위의 사례틀은 한국 전용 운화{주 

거 문화， 용식 문화， 인영， 속당 둥)에 해당하는 어휘기에 미습득에 의한 

익L냉올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 

습자의 경우 예컨대 1통치마라는 것올 설명하기 위해서 대개 문자 언어 

를 기준으로 하여 한 글자씩， 주로 기존에 배웠던 다른 단어어서 가져와 

서 셜영하는 것이 예상외는 방법인 반연삐) 니콜은 단어나 어구를 홍째로 

l히 교'i가 아닌 외국인 학습지들에게 강온 단어감 제시하고 스피드 퀴즈 앵식으효 성 

영올 ￥탁하자 다용과 짙이 깡였다 
- 이깨 워~I? 이 단어 용라a 이거 안애웠어요 풍의 안용윤언져보인후 나이 

가 갇은 사랑의 첫 긍자 여자가 잉는 옷의 칫 융자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워? 거기 짓 을자’ (중국인 중유 학습지) 

- '0]거 깅치 , 윤김치 종퓨 ‘라는 안용융 장시 보인 후 성영애 자신강이 없 

는 듯 양성이다가 기다 오나 쓴다 억나 이런 거 션생닝이 워라고? 거기 옛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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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 다융 이를 융성화{동치이→통/취미)3째 유사한 발옹의 다른 단 

어로 끌어틀여 설명하는 특정이 있다 더군다나 이 설영을 할 때 어휘의 

빈도나 난이도로 보았을 때 더 어려운 단어를 어염지 않게 사용한디는 점 

에서r취미‘를 설명할 때 ‘특기’라는 어휘를 구사하는 동) 어휘 난이도에 

관계없이 노출되어 어휘를 습득하는 교포 학습자의 혹성올 보여주기도 

한다 또 해당 단어의 지시울{의미)과는 선혀 액릭에 동떨어진， 딸융 위주 

의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비단 한국 전통 문화와 판련원 어려용 단어뿐안 

이 아니라 쉬훈 단어에서도 종종 드러났다 

이러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영언이나 속담을 셜영하는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위의 뼈에서는 속딩인 ‘구슬이 서 말이라도 셰어 

야 보배다라는 것올 설명하기 위해 해당 어구를 j구j，을。V서/웰깨어(깨 

우V보J빼다라는 옴절로 통힘r하고 분리히여 셜영올 시도한다 ‘구’는 ‘아 

훌 개’후 슬이’는 1창이슬’에서 ‘침Y을 엔 후 나머지 글자플 거꾸룩 1서’를 

일어나는 것으후 ‘얄올 경기영 서곡의 콧노래로 j셰어 1를 아침에 어머니 

가 학교에 늦지 않게 지신을 깨우’는 것으후 ‘보’를 인형극 텔레토비의 

가장 나아 어련 캐릭터 ‘뽀로， ‘애’를 자신의 애플 얀지는 앵위로 다’블 

영어 단어 eveything'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단어릉 설영할 때 그 

단어가 무엇을 알히려는 것인지는 전척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걸린 어휘 

소(또는 형태소)를 중싱으로 유사한 옴소끼리는 통협r하고 또 자신이 아 

는 다른 융소로 끌어 붙여 청자와 관계없이 인식하는 양상올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포 화자을은 순수한 외국인 화자와는 닿리 스피드 퀴즈와 같이 어휘 

를 알고 설영하는 형태의 문제 사%에 주어지연 해당 단어를 알고 모르는 

상황에 대해 중앙갑이나 부당강올 크게 갖고 있지 않다 스피드 퀴즈 형 

지하고 대니스블? 피아노윤? 기타융? 거기 칫 긍자양， 내가 갚옷해서 최송합니 

다 그거 하는 거 거기 첫 긍자 앙치연. (용공 고규 학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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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어휘툴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훌 확 

인힐 수 있는 일종의 영71'0 1자 교사 잊 동료 학습자로부터 인정안융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곤 하여 긴장융 주기 쉽다 그러나 니흘파 같옹 경 

우는 자신이 하는 설영이 영똥하다는 것융 부담스렵게 받아률이지 않는 

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한 어휘 수준에 비해 비교척 유창한 형태로 표현 

이 되어 때로 웃용을 유말하는 울균앵 상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3 어휘의 문엉쇄| 대한 머|티적 인식 결여 

앙의 2절어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나올과 같용 

교포 화자들은 한국어 형태소 어휘소 옴소 퉁 여러 문법소에 대해서 ‘문 

업적인’ 즉 ‘에타격인1 인지를 잘 하지 옷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 

각해 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아기에 자연적으로 습득한 언어인 한 

국어어1 대해 문엉적인 판단이나 확장， 문엽적 사고 ‘ 인식올 한 수 있는 

여건파 교육기판융 통한 셰계적인 모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원 원인으로 여져진다 언어의 에타적인 인식이란 예컨대 어휘 지우개 

가 어근 ‘지우’와 성n싸 깨로 이우어진 것잉율 인지하고 파악하는 능 

력， 또 이룡 근거로 에개 엎개 깡개， 날개’ 퉁이 동일한 방언으로 이루어 

진 것잉율 인지하고 나。}가 이올 근거로 ‘엄추개， 꾸미개1 깎개 굳히개， 

깨우개1 퉁 저빈도 어휘냐 사전에 없는 어휘를 새홉게 안드는 데 앙용할 

수 있는 능녁(유아기 때 활발하게 일어낭)‘ 나。f7f ‘집게， 조리개 쩌개 기 

지개1 보조개’ 둥 청자가 다르거나 어원이 요호한 것에 대해 그 연원율 궁 

금해 하는 의식적 작용까지훌 포팔적으로 뭇한다 

그러나 교포 화자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러한 에타적인 의식 안동융 

합 안한 한갱이나 언어 지극이 부촉하고 또 우선 사용 언어(니한의 경우 

영어)에 의해 야러한 작용이 후순위로 일리거나 빙뻐방올 수 있어서 각각 



영어권 교포 화자의 한국어 어휘 인식 유영화 연구 g 

의 개별 어휘나 문엉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도 황용셰 포함왼 어구를 모국어처업 홍째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운엉적으로 무슨 작용올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시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니콜의 방화에서도 다수 찾。뽑 수 

있었다 

깨 [성냥왈。J] 율 탈 때 (손으로 성냥용 긋는 시늄올 하며} 쭉， 륙， 후~ 이 

란 게 있어요 그 다옹요 (필융 잉액으로 영라며) 이게 두 개 있어요 

때 [설량이] 제 낭연이에요 앵긍 결혼했어요 우리요 (출연자 ‘아~ 후부1 

신혼부푸.r) 아니요 세 글자에.9.， 신부 양구.9.，(출연자 신량) 네1 두 명 

이요 (출연자 신랑。γ) 네에 

뼈 [잉찍갱l 영어로 ‘내는， ‘냐는 영어로 킹1예요.? (충연자 'l'?) (고깨를 저으 

여) 나는， 냐는요 (출연자 ‘냐는? 워지? ...... rre?') 아뇨 아뇨 나 

는!， (출연자 ‘1 am7) 메 아응에 그거요 더 짧게 하연요 (출연자 아잉 

U’찌n 에 그당에， 아‘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빼 [뛰는 농 위에 나는 놈 있다1 당허가는 냐얻 냥자， (송가확으~ ;3:~늘용 

가리키에 서기 져 가 니뜯 냥자 (손가락으호 아래흉 가리키며) 벼E 

(사람툴이 어이없이 웃자 다시 설영 시작) 달려가는 나원 냥자 저기 진 

정(전장) 쪽에， 재가1 저도 나본 냥자， 여기 있어요 

(재의 경우는 ‘성냥에 1팔이 이어지연 일안적인 모국어의 상식으로는 

동사 ‘말 l"r융 연상되는 것이 자연스러용 수순이나 니흘은 신체 부위인 

‘필{빼l’을 연"ò~t고 있다 또 접미사 ‘ 이’를 날용팔이， 곱사둥이， 각설이’ 

또는 ‘개구쟁이1 거짓말쟁이， "1장이’ 동 특정 성용 및 직업올 가진 ‘사랑 

을 연상하는 에타적인 인식보다는 즉각적으로 ‘팔과 ‘이1흘 각각 분리하 

여 음절로 이해하는 $얘올 보인다 뼈의 사례 역시 l차적으로 연상하는 

방향1 역살잡이， 가을걷이’ 퉁 -이’로 끝냐는 어떤 영사형이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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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신랑율 j실랑으로 자융통화 처랴한 것으로 인식하고 진행新$)/ 

。!(二)'로 인석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αα"""멍)을 보여준다 

얘{서는니콜갖고있는 1나는 = I am’이라는메타적 인지 없는즉각적 

이고 자동화원 ‘의이적 통치(同때)' 인식을 보여 준다 한국어와 영어의 

판계에서 볼 때 대영사에 보조사가 붙은 ‘냐는1은 l인칭 대영사에 be 동사 

가 붙은 ‘I am'파 결코 통일하지 않다 그러나 니콜응 출연자의 반용에도 

여러 차혜 적극적으로 대웅 -수정하연서 r나는 ~ r라고 대당한 충연자의 

용당올 ‘l am’으로 고치도록 유도항) 원하는 용절올 끌어내고자 한다 

한연 뼈에셔는 뛰는 놈’이라는 ‘판형형 어미(수식언l+ 영사{피수식언Y 

이라는 관계앙 속에서 j나는 농1을 이해하지 옷하고 1인칭 주격 대영사 

‘나’에 보조사 j는’이 붙은 꽁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역시 운영 

적인 인식， 즉 언어에 대한 에타적인 인식이 액락파 문장 전체의 흐름에 

서 이어지지 옷하고 탈액락적으록 또 단연 형태소(어휘소j나 음소로 조 

각을 내어 인지하고 있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4 자형(추形뻐| 대한 도상적(매야的) 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아 교포 화자인 니좋은 시각으호 받아틀여지는 첼 

자를 일차적으로 옴성화되지 않는 인지적 얼성(협용1 ， 즉 내적 말해mrer 

$빼1l흘 통해191 청각 신호로 변환한 후 해당 단어를 옴소나 형태소로 

연환.，，1'는 인지척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장올 위 2절에서 ‘융성 

191 11n>뼈t :nl Wðr{ l옛에서는 내직 앙회{，...，..-I'융 잉기융 수앵할 예 의식하 

게 되는 어릿속에서의 소리(vcice in tre Æ빼라고 정의하었l 이원 내적 옹성화 
(잉ID-、@에""，찌 또는 정신적 융성Oi{""，때 '"때izatiæ) 등의 용어호도 요현하기 
도 했다 또 요든 옥재""""는 의식적으오든， 무의식적으로든 내적 얀화에 의존하 

며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언어의 옹정 정~J) 잉기 수앵의 속도와 정확성에 상당얻 

영향을 이친다고 하였다 (흥애<!， 앙1>18얘서 앙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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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어휘소 인식’으로 표현하였는데 같은 의미에서 이용 ‘철지{없추) 

의 갱각~WIMI~jtl’라는 용어로 요약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망식으로도 인지가 왈가놓해견 경우， 독특하게도 교포 화자율 

은 주어진 철자의 자형(우11ft)율 이에 시각적(뻐%에 • 도상적(이~(W})으 

로 분해하여 이해하려는 처리 방식올 시도힌다 이러한 예는 니콜에게서 

상냥히 자주 나타난다 다용의 예룰을 살여보자 

.9 [예 상자 옆얘 사다리 (장 이얘하지 옷하자l 박스 옆에 H 

뼈 [냥항 18세] 나라’ 잉에 안경(。이이 있어요 

[양장피l 우리가 안안하는 시간용옹 타임， 그 영에 안경(。이이 있고 

그다옴에 한간색 융 

뼈 [에사에우소] 울 정이 았어il， 융 징이 잊는데 l간까지안 차었어요(차 있 

어요1. 그 다옴애 아이너스 잊고 섯가릭이 두 개 예쁘게 세워(서/새워져} 

있어요(애) 그 당에 예 개 있어요(사) 그리고 아스 옆에 마이너스 있고 

또 예뜯 젓가학 두 개요(에) 

i'l![도홍￥j 영어로 ‘하디{d이‘ 스옐링대로 읽어야 해요 그리고 길어요 

1",,1. 여섯 개(육)가 거꾸로(￥) 있어요 

.ø [쏟바귀] 옷는 이모디론 두 개 있어요 바호 잉에 연펼 있어요 바로 입 
에지우개 있어요 

〈그림 ，，^빼(추’끼의 시각g에 대한 지료>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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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헤들에서 올 수 있는 것과 같이， 니콜은 글자 모양율 한 글자， 또 

는 두 글자 정도로 묶어 이를 도형이나 그힘으로 설명하는 양상올 나타내 

기도한다 예컨대 자옴중 님은‘울컵에 율이 번쯤찬모양 o은’상자1 

또는 ‘지우개로 E은 알파옛 ‘E로、 。 은 ‘동그라미1’ 1도넷’， ‘안경(연이어 

。 받첨이 율 경우)’으로 설영하고 모음 중 H는 ‘사다리1나 알파엣 ‘Hξ 

f /ì , -'-IT는 알파엣 'T(또는 옆으로 누용 끼’룩 나 1 는 연띨’， ‘막대 
기 퉁으로 설명한다 싱지어는 모옴 응소 중 일부흘 지정하여 뒤집으라 

거나 옆으호 툴리라는 지사를 하기도 한다 니롤이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자형(추形)의 시각빼빼찢fo}'라는 이름으로 요약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나콜의 설명 중에서 주옥항 안한 기타 사 

항을 을연 다융의 세 가지 사혜를 용을 수 있올 것이다 첫쩌， 216회 I:m! 

년 12월 3일) 출연어써 ‘도둑이 제 말 저리다1를 설명핸 광경에λ1 꺼리 

다’을 설영하기 위해 손가략에 칩올 묻혀 코에 찍는 행위를 안욕하는，，1 ， 

。l는 다리가 저렬 예 하는 한국인의 민간 해소 앵위로서， 이와 같이 나타 

나는 비언어격lraψ19Uistic> 행동 및 언어문화의 학습과 사용에 대해서도 

시사"는 정이 클 것으호 여겨지고 둘째，2:씨희(없B년 1월 17일) 방송에 

서 ‘우기’를 설명하논 파정에서 ‘무，rroo}'를 ‘소가 내는 소라라고 설영하려 

고 였다가 출연자가 소가 우는 소리는 ‘옴매라고 정정하자 ‘어? 미국이랑 

다르네1’라고 놀라는 장연은 교포 화재} 느끼는 한국어와 샤용 언어(나 

롤의 정우 영어)를 비교하고 깨닫는 알화로서 다른 각도에서 조영할 수 

있올것으로보인다 

우엇보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219회OOJJ년 1월 Iü 일) 방송에서 그룹 

2PM의 앵버였던 재범，，，이 이전 회에서 니콜이 냈던 동일한 문제에 대해 

20) 채 잉(악재엉， Jay 벼1<)은 "1국 워싱턴 주 시얘을，s..t1æ) 시에서 태어냐 자한 교포 
화자로서 지난 9월 초 개인 판호그에 4년 션에 냥긴 한국 비하 ι니언이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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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요구하자 나콜과 똑같은 땅식으로 설영을 였던 장연이라고 하겠 

다211 울흔 이는 일회적이묘 단연적인 상황으로 우연의 일치라고도 올 

수 있는 사예겠지만 교포 화책즐이 한국어 어휘를 인지하고 언급히는 방 

식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성올 발견할 수 있었던 흥미로용 중거로서 다흘 

있올것이다 

V 장정결흔벚후속연구를위한논의 

앞의 4장에서는 재미 교포 화자인 니콜의 단어 설영 발화 자료로 확보 

원 9시간 43분의 앙송 분량을 대상으로 영어권 교포 화자 단어 인식 양상 

과 함께 유형회떨 시도해 보았다 본고의 연구 이전에 수앵된 선앵 연구 

를 통해 밝F혀진 사항틀올 포~~I여， 다융과 같은 장정적인 결론올 얻올 

수있었다 

@ 니콜의 경우 운자로 제시원 단어올 내격 발회{inre" 휴뼈，)로 음성 

회{ vocalizatiool를 한 후 인지되는 덩어리흘 중싱으로 해옥올 시작한 

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영어권 교포 화자1 혹온 다른 모국 

어 배경의 교포 화자도 。1와 같은 인지 과정융 거첼 수 있다는 기절 

율세워올수있다 

@ 니콜의 사헤로 올 에 어휘의 부족 내지는 옹쇠옴절 단위로 제한적 

어 4일 안에 극싱한 반대 여릎으포 딩융 탈퇴하고 이굿으3- 동아갔다 황색 언흔의 

0)녀 사냥 식 보도와 한걱인의 갱단주의 쿄포 자녀의 갱체성 훈제 뚱 다양한 이슈 
s 일으키여 한국 사회적으로 큰 파갱영 냥겼다 

211 특 안얘 E 쥐라는 흑당에 대해 니~온 ‘이거 억으연 쑥는에 그 속에 미키마우스 
가 잉나’라고 설영g고 찌멍은 억용 때 중는 융삭 있는데 그 또에 동융 있다고 성 

영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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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는 내적 말화로 인해 단순히 가옥성이 떨어지는 차웬융 

념어 문해력 자체가 떨어져 해독 시간의 지체(흉빼)가 일어나거나 

해당 내용융 잘 옷 이해힐 수도 었다 

@ 니콜율 용해 운자 언어와 옹성 언어 간의 긴일성이 떨어진다는 사 

설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생상정)과 지시울 사이의 관계도 

느슨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문자 언어가 언어로 옥해되지 않 

고 일종의 도생圓양)으로 보인다 이는 모국어 화져나 외국어 화자 

에게는 잘 나타냐지 않는 현"i'이다 다안 습득기에 있는 유아 오국 

어 학습>1에게서는 예욕 7냥한 현상으로 보인다 

φ 니콩과 같온 교포 화2냐i온 유。.71에 소리에 의존하여 한국어훌 정 

쨌고 교육 기판 퉁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훈련받지 옷했기 때문 

에 륙갱 장르나 사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문식성이 없는 상태가 원 

다 이이 다른 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이지안， 옹성 언어와 문자 언어 

(또는 등개똥1하기와 쓰7V'읽게 ̂l<> 1의 불균형파 격i까 률 수 있 

으며， 가정 • 일상적 샤용역과 업무 • 학술객 사용역 사이의 융균형， 

유。}어와 성인어 사이의 격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같은 맥학이겠지얀， 니콜로 대표되는 교포 화지을운 한국어에 대한 

에타격 인식을 잘 하지 옷한다 따라서 문엽적 요소훌 항용하거나 

그것올 주울{~l'<7)로 하여 어휘나 문형융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융 

을 겪올 수도 있다 파생어툴 안든다거냐， 용언을 활용하여 다양한 

왈로 안드는 언어활동에서 자주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는 다 

%뻗 한국어 사용을 정하지 옷하여 내재적이고 귀납적인 문법화 

(gtdlllleb때izatiad흘 얀률어 내지 옷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흥얘련tm>18-191에서는 영어권 교포 찍h습자가 보이는 몇 

가지 인식 유형과 현상에 대해 실채 희상 진술한 내용올 수혹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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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할 안하다 이 논문어 서는 교포 화자의 한국어 읽기 독해의 발화 녹 

옴 내용을 놓고 용석해 본 결과， 한 문*올 독해하기에 앞서 3초에서 길 

게는 m초 정도의 휴지(休止)흘 나타내는 것이 청각 기호 구성올 내연척 

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연서， 연구 대상으로 상은 학융자들의 실 

험 후 회상 프로토콜의 일부를 직정 제시하고 있다 

50 1H:ause 1 urrr- l 'ZlP' 셔ηJKI. rr!lv fN hr:nrin띠 잉 when 1 .. 띠염 ‘새해 

갯냥， it takes Ioog tooe to CCfJ1l'녕6피 it I:e:::ause 1 have to( ••• ) 1 reOO ‘새 

해 첫 날 옹’， oo! 새해 첫날올’ so 파~ lhîs ‘한 국1， dJ! 한국 I read 

의oκ 00t tlHJ 1 Iisten, 1 p..rt. them inω the W<J"d; 안'e razf최잊k므브ι51'" 

t0"" 었I닙 tni rereai a잉 we start to r.nde여7n~) 

H 1 iust lod<. at “ 1 am't rarl ι 1 need to sani “ aJl in mv hxx1. 
M T1I1!'P. 1 cJm't knalJ 띠α the uxrd is SUIJDα;e to 야 lα"kPrl μe. 1 dich1't 

""ηize like the 슈퍼; “ 1 just saw the v.mI. quickly, 1 can't.. can't iæntify 

il 1 띠ve rea:I it ea::h syl따bleindi에d때ly æf，α" 1 can 띠때"""띠 애ιathe 

wαtI lTJæI1S. But if 1 Jcd;. at 티~sh， æcause 1 can just kd\ irrage of the 

Wm:I autamtically v이ùrut SOJrX:!ing it oot, 1 koow v.nat it says. 1H:ause 1 

mmxiz<성 ..... hat that .... πd “영f 1얘g 따￡ αJt in KfTØ7I 1 dm'r knan arlz 

s”껴JOIlod<s like fJY Iwrt. 50 1 Iwe ro cx:twJlv sand it in mv trind at firsl 

kmwd ψJ't kna.u Ino to soell nmv tJjrtJlSZlJ 

해당 논문은 읽기 과정에 초정을 맞춘 것이었지만， 학습자을의 회상 진 

술은 본인이 느끼는 한국어 단어 인식의 과정을 상당히 여실하게 보여준 

다 이 상황이 니콜에게서도 적용에 원다연 단어의 설명을 위해 니콜은 

221 흉얘ικro>깨) 상조 냉종과 기 옹잉 연구자 표시 

깅) 앙 는운 잔은 연 창조 '11*꾀 기연잉 연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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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어를 내적으호 융성화하고 • 머릿속의 어휘장에서 그 음성에 맞 

는 의미를 탕색한 다옴 • 옴성에 맞는 의미 탕씩이 실패할 경우 해당 단 

어를 아예 해당 운자를 엘총의 도형으로 취급하여 인식하는 단계를 거친 

다고말힐수있을것이다 

또 내적 융성화와 한연해서 영어견 교포에게서 생각해 용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해 불 수 있는 가능성은 영어 유아교육에서 쪽넓게 쓰 

이는 따닝스(!DJnics)의 영향이다24) 파닉스는 단어가 가진 소리， 알옴을 

배우는 교수법으로서 아이에게 읽는 엉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땅법으로 

서 이용되고 있는데， 중정을 두는 것은 실제 발음과 스옐령과의 관계를 

싹짓고(rrαcl1ing ) 복원6얀e(<In빼19) 연습율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 

히 위어 서 교포들의 프로토콜 반웅은 스켈령으로 적힌 글자흘 뭇을 가진 

객체로 인식히는 파정， 즉 속으호 얽고 해득하는 과정이 한국어에는 없다 

는 표현을 않이 하는데 이것은 초급 영어의 파닉스 과정과 애우 유A해 

여 주옥활안하다 

영어의 경우 각 영어 청자는 단어에 따라 다은 소릿값을 갖게 되므로 

영어의 읽기 교육에서 이 과정응 대단히 중요하지안1 한국어는 득별한 옹 

훈 현싱1<>1 일어나지 않는 한 냥글자가 운자 그대로 얄옴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영어권 교포 학습자틀의 경우 읽고 내적 발화를 

하는 것이 파닝스 형태의 교육을 흥해 습판화외어 있어 이러한 양상올 보 

일 기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연 영어견 화자는 유년 시기부터 모융 ‘d가 

환경에 따라 ‘"도 되고 냥도 되며 닝’도 휠 수 있다는 욕성과 합께 파낙스 

를 흉한 지시풍청자 결합 교육올 초기 때부터 받았교 습관적 전이에 따 

라 한국어 단어에 대해서도 컬자보다는 얄옴을 우선하고 단어릉 받이틀 

이거나 설영할 때에도 이러한 언어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활용한다고도 

241 이 의경은 양요 당일 서용대학 . .il 구온판 선생닝율 용해 채기원 것이다 연구자가 
놓진 흥0)호용 기능성과 판정올 재시해 주신 선생님깨 강사드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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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있는것이다 

방송에서 포착왼 사혜를 분석하여 기설 형태의 영제를 저기히는 것으 

로 본고가 의도한 1차적인 소임은 어느 정도 완수되었다 하겠다 이를 알 

판으로 하여 향후 다옴과 같은 방향에서 후속 연구를 진앵하연서 본 연구 

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첫째， 동일 집단인 교포 화자에 대한 이상의 가설올 검정하는 실험 연 

구가 이어질 수 있올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특성들이 실제 신뢰할 안한 

수준의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올 수 

있다 이 연구흘 진앵할 때에는 연인의 용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교 

포 징단이라도 한국어의 노출 수준이라든지 이민 후 몇 세대에 속하는지， 

어떤 교육적 환경에 있었는지흘 연밀히 가려야 한다 

둘에 교포 화자 사이나， 모국어가 다른 교포 ~f.자 시이를 비교하여 이 

것이 영어권 교포 화자의 득정인지 아니연 2세대 이후 다흔 교포 화자에 

게 벙용적으로 적용이 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어서 어느 정도의 보연성율 획득한다연 일반화 내지는 이혼화의 단 

계로 접어들 수 있올 것이다 

셋애， 모국어 화자， 특히 한창 언어 융득기에 있는 아동의 옴소 형태 

소 인식이나 문자와 옴생 사이의 경합 연습 과정을 장기적으로 관찰합으 

로써 교포 화자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형태의 연 

구 설계를 힐 수 있다 이것은 곧 교포 화자의 문자 해득과시용역 확장올 

위한 교육 내용융 선정하는 데 일거릉이 되는 교육을 위한 옹용언어 연구 

가될것이다 



%’ 국어교훌연구 찌갱집 

께 결언 

서론에서 이미 언급쨌듯이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 교포 충신의 배경 

올 가진 한국어 학습자는 연구자로서 올 때는 흥미룡지만 ‘교육자’의 엽 

%에서는 까다로운 대상이다 순수한 외국인 회않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실에서 학융 욕구와는 맞지 않는 수엽에 어려용이나 불안올 지닌 채 용 

떨어진 듯 앉아 있는 교포 0，"습자는 교사틀에게 분영 부당스렵고 이미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강각이 있어서 구어와 운어 사이에 

심각한 연차가 있어 적절한 교육 내용올 제공하기도 어영기 때운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출신의 교포 화자 ‘니콜1을 대표적인 사헤로 잉l아 교 

포 화3틀이 한국어를 인식t에 있어 문자 언어보다는 융성 언어에 치중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울균형올 잡아 주고 또 제한원 사용역올 벗어나 다 

$펜 언어 상황올 경험하도록 유도하며1 문자의 형태와 음성강올 연결해 

주는 교육적 작업이 훨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포 화자， 나아가 교육 대상으로서 교포 학습자는 앞으로도 않은 영역 

에서， 또 여러 가지 접근엉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교포라는 인적 자 

원은 우리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웅무진할 

뿐만 아니라， 이을은 우리를 보다 열련사회후 해외 각국을 보다 포용적 

인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정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 

운이다 또한 이틀에게 한국어는， 다만 전통이나 정체성의 입장에서뿐안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JoI자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투 

자할 만한 매력적인 대상인 것도 이제 분명하다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 

틀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본고가 제기한 교포 화자의 언어적 

륙정들이 단계적으로 정중될 수 있기를 희%‘해 본다· 

• 이 논펀운 :Im. 11. æ. 우고<1었으며， 찌II 12. 3. 심사가 시작<1어 없R 12. !l 싱사가 
완"외었고 am 12. 14. 명신우1앤회 싱의간 거쳐 게재가 와정외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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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초록 

영에권 교포 화자의 한국어 에휘 인식 유형화 연구 

효택앙승(KBS) (눈높이를 잊ÓI요 11 ) 자료g 중심으로 

강남욱 

본고어 서는 KBS 한국방쩌서 앙영왼 〈스타콜든엘〉의 E너 ‘눈높이를 맞춰 
요 n’ E너에 출연한 재미 교포 화자인 니콜의 단어 션영 말화 자료룡 휠용하 

여 영어권 표포 화자의 어휘 인식 .0'상올 살여보고 유형화흘 시도해 보았다 총 

42회 용량'， 9시간 43용의 앵송 용량을 대상으호 살펴용 컬과1 다옹과 겉은 결과 
를영을수있었다 

첫째， 사에로 살펴 본 쿄포 화자는 운자로 찌시원 어휘의 철자를 개녕으호 

바로 연결시키지 옷하고 내척 일''1{띠"""뼈，)로 용갱회{vocalizatioo)릉 한 후 

인지외는 영어려융 중심으로 해독올 시직냥F는 오습융 보였다 

툴에 어휘력이 부족하고 어휘률 문냉소(형태소 어휘소)을 중성으효 분석하 

는 에타적인 인식이 양성화되지 옷하여 혜득 시간의 지싸i웅빼)가 일어나거냐 

혜당 내용융 상 옷 이해하논 양상을 보였다 

셋째‘ 연구 대성별 용해 문자 언어와 옴성 언어 간의 긴일성이 얼어지고 경 

우에 따라서는 문자 언어가 언어효 옥해되지 않고 엘종의 도생뼈양)으로 이해 

.j;는 경행 보이기도 혔다 이는 모혀 회자냐 외국어 화자에게는 살 나타나 

지 않는 현상으로 목욕한 욕징이라고 힐 수 있다 

I주재어] 재미 교포 교포 회}자， 어휘 인식1 방송 언어， 얘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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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lStract 

A Study On the Korean Heritage Speaker ’ s Word Recognition 

AA외vzing 'K.이ean wαd speed Quiz 이 KBS Broaácasted Materials 

뼈맹. I잉mγ뼈〈 

η1is stu여 ~ to anaIyze the F1lglish-use Kt:rean OO"itage ~ 때-.l 

KBS(Kaea Il<αd:aSW‘g SyS어피 1v """"'" ‘SW (ß어1 뻐1 - Kt:rean W.여d 

혀...:l Q피z' ， stærir‘g in this Jl'명"""Jm‘，r.에e， a farroos Kocean (q) 잉"" 
txm ìn US, stxr.vs a unique 찌nα<h lD Kaæn 때JgUage use în \\UÙ. e>에aæum 

Tctal armmt of 42 tirres. 9 hrurs 43 rrinutes l::rOOXaSted troteriaJs are ar때yz-.J 

m 띠S닙fy the features of Kaean OOitag,‘ 양때ær， the fl이Io~ results v.'ere 

@따.n 

FLrSt. kdcirll: into the case as a heritage S(RIker suggested t}잉tthespelling 이 

"""' mt ω ψ* 어rectly ω the ~ oo.ly afte' tryir영 mπ!I" spæch to 하，，" 

voc에izatioo coooo:t the irKfi찌du꾀 Iexare α IT<X]fflre 

Next, a lock of vocatuJary 잉녕 granmatical l1UlfUre rrninly to anaIyze the 

'''''' ‘mls" φlr3SeS is !tl enabIed rreta language perα:Jiioo as a chunk cr 

WarmOOCal """'" 
쩌S<\ the 잉찌y case shoι떠 aslm‘g gap i:Jet\\Wl. OCaI arr:l writtcn \anguage of 

어iι엉:e ~. Even tln때， they are 따!I1t in CraI 때19U앵:e. theγ are Jrt able 
to ccm:ct the SO..UXI to sr.ellings aO:I SaJre in rev3"Se In the case, Kaean Ærit앵R 

"'"‘ær NirOIe is likeIy to 떠æive a characters{i-IaJl;:euJ) as a ~ graφoc 
io:n This ~ is wath giving 없.entirn f，아 it is rnre in fore.ign 때19U앵e -
[1앙 ",,",[ Kaæn 씨mican， Heritage Spæker, Wcn\ I성'CeIXioo，l3fαxka찌ng 

냐""'"ξ κhla AnaJY5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