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교수법에 대한 제언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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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어 교수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통해， 러시아/슬라 

브 어문학계에 교수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어 수업에서 무엇을 다루어 

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러시아어 캉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필자의 경험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한국의 노어노문학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러시아어 교수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1)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첫 

째，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이후 한국 내 러시아어문학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어 수강 인원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교육제 

공자의 입장에 있는 학교나 현장의 언어교육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적으로 러시아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인해， 그 출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2) 둘째， 러시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외국어교육론은 grammar translation thesis와 audio 

lingual antithesis를 통해 communicative competence thesis로 학계의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Jarvis 1984 참고). 그러나 한국의 러시아/슬라브 어문학계는 
외국어 교육법에 대한 논의가 섬도있게 진행되고 않은 실정이다. 

2) 이미 1970년대에 미국의 슬라브 어문학계는 퇴보에 길에 들어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자들의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Aronson(1973: 437)은 다음과 같이 쓰 

고 있다 "golden age of Russian as a growth field is over, and we appear to be 
entering the cMyTHoe BpeMJI of our field ’ s history." 이 와 함께 러 시 아어 뿐 아니 라 

일반적인 제2 외국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들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proficiency-oriented methodology가 이후 미국 외국어 교육 현장에 자리를 잡게 

된 다(Omaggio 1986 참고). 



170 러시아연구 재 15권 제 1 호 

어 교수법에 대한 논의의 부족은 현장의 언어 교육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문법교육과 암기위주의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교육 소비자의 취향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 

로 러시아어는 어려운 언어라는 고정관념을 학생들 사이에 확산시킴으로써， 

러시아 수강 학생수를 증가시키 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문법 교육에 치중한 암기위주의 러시아어 교육은 실지로 학생들이 사회 

에 나와 현지에서의 재교육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김으로써 사회의 필요성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 

다. 넷째， 우리의 학계에 순수언어학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으나， 교수법을 포 

함한 응용언어학 분야의 논의는 주로 외국인 강의자에 의해 미미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러시아 어문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자는 많으나， 대다수가 순수 어문학 이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어 강 

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 펼요한 실정이다.3) 다 

섯째， 각 대학마다 고동학교 제2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사가 되기 위한 교 

직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이러한 강의를 위한 교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러시아어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이를 가 

르치는 교육자들을 위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법에 기초한 읽기 교육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의 러시아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있고 효과적인 러 

시아어 수업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 

시간의 수업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2. 1. 수업 목표 및 정책의 설정 

수업의 목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교육과정<Curriculum) 

3) Ervin(1984: 19)은 좋은 언어 교육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üne could say, by way ρf ana1ogy, that anyone who can fη an egg has 
leamed to cook; but 머1 would recognize that a really good cook has knowledge 
and skill considerably beyond the level of frying eggs!" 



러시아어 교수법에 대한 재언 171 

상의 각 과목별 목표이고， 둘째는 개별 과목 각각의 목표이다. 

첫째， 커리쿨럼 상의 목표 설정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자. 한국에서의 러 

시아어 교육 실정은 아직 매 학기 마다 또는 매년마다 일정한 학점수를 이수 

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능숙도수준(proficiency leveD에 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전무한 상태이다. 각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 

하고， 각 교과서마다 다루는 단어 수， 소개되는 문법의 양， 문장의 난이도， 진 

도 속도 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교육과정(curriculum)은 있으나， 이것이 추 

구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그때그때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 

나는 웃지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도대체 

초급， 중급， 고급 러시아라고 이름 붙혀진 과목들을 학생들이 이수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능숙도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범 학계 차원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어， 표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과목마다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다，4) 

아직 이러한 논의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과목의 교과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임시적인 대안으로 제안하고 싶다. 즉， 

매학기 강의자에 따라 교과서가 바핍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그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초급， 중급， 고급 러시아어의 

교과서를 한 학교 내에서라도 통일하고 이 교과서에 대한 보조 자료들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수준별 강의 과목의 목표가 설정되면， 해당 과목의 수업 진행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어 교육 담당자가 매 학기 겪어야 하 

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는 각 과목에서 추구하는 능숙도의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째 가 "fOBOPHTb TOJlbKO nO-PYCCKH Ha YPOKe" 정 책 이 다. 러 시 아어 와 영 

어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과 이를 강의하는 교육자의 입장에 동시에 서 본 필 

4) 외 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숙도 수준을 평 가하는 미 국의 기 준(Omaggio 1986: 13) 
과， 유럽 의 능숙도수준에 대 한 각각의 기 준은 본 논문의 부록 1, 2를 참고하시 오. 
러 시 아에 서 는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TORFL)을 위 한 각 수준별 요 
구사향을 유럽의 표준과 비슷하게 요구하고 있다(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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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에 따르면， 외국어를 배우는 수업 시간에 모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하 

여 사용할 경우，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서 코드변환kode-switch)을 계속적 

으로 해야하므로 수엽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모국어의 간섭을 배제하 

고， 러시아어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러시아어 수업에서 러시아어만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 

첫째， 학생들은 해당일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문법 사항과 펼요한 단어를 숙지 

하여야 한파. 이를 위해， 강의자는 명확한 정책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매 시간 학생들에 대한 평가접수 

(daily grade)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간 시험이나 학기말 시험으로 학생들의 

학점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매 시간 학생들의 수업 준비와 참여도에 기초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 자체가 매일 매일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야 한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둘째， 교육 담당자는 해당 시간에 사용할 단어， 

표현， 구문 등을 교과서의 한계 내에서 결정하여， 전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셋 

째，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미리 숙지시켜 학생들이 강의자 

의 안내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앞 

으로 나오세요 “모르면 손을 드세요 “쓰세요 “들으세요 “읽으세요 “말 

하세요 “크게 말하세요" 등등이 그것이다.5) 간단한 표현이지만 초급 러시아 

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이 첫 시간부터 러시아어 알파뱃을 배우기도 전 

에 러시아어 표현을 먼저 접하게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어만으로 수업을 진 

행하기 위해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된다.6) 

둘째， 출석， 수엽 시간 동안의 수업 참여도， 시험， 퀴즈， 숙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과 수업 참여도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펼자는 지난 3년간 E대학과 C대학의 초급 러 

5) 수업 중에 많이 사용되는 러시아어 표현은 Lunt(1982: 7-9)를 참고하시오. 초급 

러시아어 첫 시간에 수업 중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몸짓을 이용해 가르치는 

것은 향후 러시아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CJlywaIl Te"를 말하면서 손을 귀에 가져간다거나， 크게 말하면서 "rOBOpWTe rpoM4e" 

라고 말함으로써， 수업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알려주고 나면， 초급 러시아어 수 

업의 첫 시간 부터 100% 러시아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6) 실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학과에서의 일본어 강의는 첫 학기의 몇 주 동안 일본어 

철자볍 대신 발음을 라틴 얄파뱃으로 전사하여 사용하는데， 첫 학기부터 말하고 

듣기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말하기 능숙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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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어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점과 출석일 수， 수업 참 

여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홍미 있는 결과를 얻었 

다. 3년간 총 수강 학생 중 A를 받은 63명 중에서 89%에 달하는 56명이 출석 

및 수업 참여도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32명 

이 러시아어를 대학에서 처음 듣는 학생들이었다. 반면 외국어 고둥학교의 러시 

아어과에서 3년간 러시아어를 듣고 대학에서 다시 초급러시아어를 들었던 학생 

들 중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낮았던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다. 물론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숙도수준과 
상관없이 참여도가 낮을 경우 많은 점수를 잃게 된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출석 

과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은 이미 러시아어를 고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 

라도 능숙도수준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출석 

과 수업 참여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셋째， 아무리 교육 담당자가 재미있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다 해도， 항상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게 마련이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강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진행에 지장을 받게 된 

다. 또한 수강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학생일 경우 연습할 수 있는 절 

대적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뒤쳐지는 학생들은 수업시간 동안 겪어야 하는 

좌절과 두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 

서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80% 최소 만족도 정책을 
권하고 싶다. 이는 시험에서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 

시험이나 퀴즈를 보기 전에 최소한 한번 이상 강의자와 1:1 면담 및 개인 교 

습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뒤쳐지는 학 

생들이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은 그 어떤 러시아어 수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그 궁극적 목뇨는 학생들의 능숙도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2. 강의실의 좌석 배치도 

많은 대학의 강의실은 강의자가 앞에 서고， 수강 학생들은 강의자를 정면으 

로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의자와 학생간， 그리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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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계속적인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하는 외국어 수업에서는 좋지 않은 

배치도이다. 선생과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가급적 많이 얼굴을 마주쳐야 하 

며， 학생과 학생 사이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외국어 수엽의 강의실 배치는 원형이 좋다. 강의자는 원형의 한 부분 또는 

원형의 가운데 위치하여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학생들과 교류하여야 한 

다. 좌석을 원형으로 재배치하는 일은 수업이 시작된 후 1-2분 안에 할 수 있 

는 간단한· 일이지만， 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온 

다. 좌석이 고정되어 있는 강의실인 경우는 다른 강의실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강의자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2.3. 수업 분위기 

2.3.1. 수업 분위기 조성의 목표 

수업 분위기 조성의 목표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로 구분된다. 장기적 

목표는 한 학기 수엽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능숙도 수준이며， 

단기적 목표는 매시간 강의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목표이다. 

먼저 장기적 목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수업 분위기 조성의 장기적 목 

표는 grammatical competence - > communicative competence - > proficiency 

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1) 장기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각 수업 

에서 설정한 수준의 능숙도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나， 이러한 순차적인 

접근은 매 시간의 수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한 수업 시간 내에 그것이 

1시간짜리 강의라면， 20분씩 각 부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 

게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수업 분위기 조성의 단기적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은 

연습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자는 자신이 말하는 양을 줄이고， 학 

생들로 하여금 많은 말과 연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의자가 말을 많이 하 

7) grammatical competency, communicative competency, proficiency의 정 의 와， 이 론 
적 배 경 및 이 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 에 대 한 기 존의 논의 는 Omaggio(1986: 2-10) 
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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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종종 진도에 쫓겨 많은 양을 하루에 다루어야 하는 경우， 또는 전 

통적인 문법설명 위주의 수업에서 강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접근은 능숙도 향상에 도 

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직접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학생들이 스스 

로 말해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을 해 봐야 배운 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 

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자의 입장 

에서 이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먼저 적극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2.3.2. 수업 분위기 조성의 방법 

(1) 긴장을 이완시키기(Relaxed tension): 러시아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여 

러 가지 면에서 긴장감과 두려웅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강의자에 대한 거리감 

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학생은 강의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 

한 개인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아는 것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 

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강의자가 수업에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학생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편함이 언어 습득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수업 내용과 관계 없는 말로 수업 시간을 소비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엽의 성과를 극대화 할 것 

인가? 이에 대한 방법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름 부 

르기， 눈 마주치기， 장난치기， 속삭이기 등등. 

첫째， 학생들은 강의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주는 것에 대해 대 

단한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특정 학생의 이름을 지나치게 많 

이 부르면 안 되고，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똑같이 불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준비하여， 이를 순서대로 넘기면서 

학생들을 부른다면， 어느 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은 연습 기회를 가지 

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8) 한 번씩 다 부르고 나면 카드를 섞어 학생들이 자 

8) 학생들이 이름이 적힌 카드는 강의 첫날 학생들로 하여금 이름과 전화번호， e-mail 
을 적은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학기 내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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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순서를 예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항상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눈 마주치기이다. 학생의 눈을 보면 그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 

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강의자가 자신 

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눈 맞추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장난치기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의미 없는 장난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농담을 한다거나， 수업 

시간의 일부를 수업 시간과 관계없는 일로 허비하는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엽의 긴장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장난치기”를 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 맞는 답을 제시했을 경우 조금은 과장된 몽짓 

과 목소리로 "MoJ1011eu", "OTJ1IiQHO", "OQeHb XOPO IllO"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이 

를 크게 칭찬한다든지， 러시아어 발음 중 u 발음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디 

자이너 앙드레 김이 한국어 “째째해요”를 좀 과장되게 “쩨쩨해요”라는 식으로 

발음하는 흉내를 낸다든지， 수업과 관련지어 장난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 

이 있을 것이다，9) 

넷째， 속삭이기이다. 속삭이기 위해서는 학생 가까이 접근하여야 하고，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긴장감과 더불어 친숙감을 불러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학생들이 답을 알고는 있는 것 같으나， 빨리 생각해 내지 못할 경우에 소리 

없이 입모양만을 지음으로써 답을 알려주는 방법이다("Read my lips") , 이 경 

우 학생이 알고 있으면 입모양만을 봄으로써 답을 맞힐 수 있고， 강의자의 그 

러한 행동 자체가 학생들에게 친숙감을 불러 올 수 있다. 

다섯째， 봄 낮추기이다. 강의자는 서있고， 학생들은 앉아 있는 기본적인 교 

실 구도는 강의자와 학생 간의 상하관계를 암시함으로써， 강의자-학생 간의 

우호적이고 편한 관계에 도웅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강의자가 앉아서 수업 

을 진행할 수는 없다. 여기서 폼 낮추기는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 

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웃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다시 

9) 한국인 이 러 시 아어 의 U 발음을 할 때 많은 경 우 이 를 q로 발음하는 QOl<aHbe현상을 

보인다. 이는 러시아어의 U의 발음 위치는 치조(alveolar)인 데 반해 이에 해당하는 

치조 파찰음(alveolar affricate)이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인데， 가장 가까운 소리가 

한국어의 /7./이다 보니 한국인에게서 '10l<aHbe 현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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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강의자가 몽을 낮춤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학생들이 펀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해 준다. 

상기한 모든 방법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자에게 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 

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이외에도 강의 

자는 자신의 경험과 교육 방법론 관련 서적을 통해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적인 질문: 연습문제는 학생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이 좋다. 강의자의 사생활을 풀어 놓는 것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 

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 

되지 않은 말을 실지로 우리가 할 기회가 얼마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적 

인 질문을 이용할 경우， 한가지 조심할 것은 학생들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민감한 부분은 묻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습의 목표는 문법을 터득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치부까지 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적인 질문 

일지라도， 문법적으로나 쓰임새에서 맞을 경우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점 

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3) 개인적인 학습 유형을 파악한다. 인간은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의 

오감을 이용하여 사물을 인지한다. 오감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어떤 학습 

자는 보는 것에 민감하고 또 어떤 학습자는 듣는 것에 민감하다. 따라서 오 

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다양하게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나 멀티 미디어 

자료들이다. 필자가 미국 대학에서 러시아 강의를 시작했던 첫 학기의 일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수업 시간 동안 읽기-쓰기보다는 듣기-말하기 

훈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노트 

필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었다. 이는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아야 빨리 인지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결과적으로 한 학생 

이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가 필자에게 찾아와 자 

기가 노트 펼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노트필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동안 뒤쳐지던 수업에 누구 

보다 앞서가는 학생으로 바뀐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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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모든 감각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개발이 중요하다. 

(4) “이해하느냐?(nOHHMaeTe?)"라는 질문을 하여 직접적으로 학생의 이해 

여부를 묻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의자가 이해 

하느냐고 물었는데， 학습자가 모르고 있을 경우，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얼 

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따라서 강의자는 직접적인 질문 보다는 연습문제의 

정답 오답· 여부를 살펴보거나， 학생들의 눈빛이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생 

들의 이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학생이 강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는 다 

시 한 번 기본 연습을 한다든지， 1:1 연습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 

다. 학생들이 모른다고 하여 이를 다른 학생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할 뿐이며， 그 학생의 배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 연 습의 유형 1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교수법 이론이 있어 왔으나， 그 중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능숙도(proficiency)와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다.11)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타인과의 의사 소통이라면， 언어 교육을 하는 강의실에서의 연습도 이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똑같은 “어떻게 지내십니까?(KaK .lleJla ?)"의 표현을 

하더라도， 억양과 악센트， 말하는 사람의 표정， 대화자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의미가 전달 될 수 있다.12) 따라서 수업 시간 중 행해지는 연습의 목표 

는 암기를 위한 기계적인 반복에서 출발하되， 학습자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실 

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감홍을 불러일으키고 이로부터 새로운 표현을 도출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법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수업 시간을 크게 3동분하여， 기계적인 연습， 의미 있는 연습， 정 

10) 여기에 소개하는 연습 유형들은 Ohio State University의 어문계열 TA workshop 
및 University of Michigan의 러시아어 교육법 워크삽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와 필 
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1) 러시아 언어 교육에서의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논의들에 대해서는 J따vis(1984)를 

참고하시오. 

12) Canale & Swain(1980)은 communicative compentence의 하위 범 주를 grammatical 
compentence, sociolinguistic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strategic 
oompetence로 나누고， 이 네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짐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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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달을 위한 연습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4.1. 기계적 연습 

기계적 연습은 학생들의 창의력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연습 유형이다. 이는 다음 단계의 응용과정을 위해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연습 유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문법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했 

는지， 단어와 표현들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뒤 

쳐지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기계적인 연습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학생들이 처음 듣는 문 

장을 듣고 그 속에 이해되는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억양을 통해 그것이 질문 

인지， 명령인지， 기술인지 알아본다든지， 오디오를 통한 반복적인 패턴 연습이 

라든지， 동사 명사 형용사 둥의 어미변화 연습이라든지， 받아쓰기， 듣고 따라 

하기 둥이 그 예이다. 

기계적 연습의 장점은 발음과 억양의 교정 철자와 형태소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지루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이 미리 수업 

준비를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적 연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미 

리 수업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수업 준비를 해 오 

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예습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계적 연습 시간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 

생들로 하여금 기계적인 연습은 숙제로 수업 전에 미리 해 와야 한다는 사실 

을 명확히 해야 한다. 

2.4.2. 의미 있는 연습(Meaningful activities) 

이 연습 유형은 기본 문법 사항과 단어 및 표현을 숙지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웅용하여 창조적인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연습의 목표는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가 문법적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OH nHmeT .llOM"이라고 한다면 통사론적으로는 

맞겠으나， 전혀 의미 없는 문장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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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습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그 예로는 빈 칸 채워 넣기， 번역， 독해 부 

분에 대한 질문， 이야기 재구성하기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의미 있는 연습은 형태 및 의미를 확실히 하고， 형태와 의미간의 관계를 객 

관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규칙올 강조하다 보 

니，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부분이 약화되어， 새로운 정보나 창조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또한 틀릴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적인 대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의지를 통제해야 하며， 능숙도의 향상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항상 수업의 마무리는 의사소통연습kommunicative activities)으로 

해야 한다. 

2.4.3. 의 사소통 연 습(Communicative activities) 

이 연습 유형은 학생들의 답을 예측할 수 없고， 내용면에서 잘못된 답이 란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조성과 능숙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최대한 응용해야 하고， 스스로 무엇인 

가를 만들어 말을 해야 하는 이 시간을 제일 홍미롭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단 

히 중요한 시간이다. 학생들은 문법적인 정확성과 더불어， 억양， 표정， 행동까 

지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1) 파티: 자기 그룹 중에 고양이를 가진 사람， 테니스를 칠 줄 아는 사람， 

운전을 하는 사람， 러시아에 가 본 사람/러시아 친구가 있는 사람， 등등 을 찾 

아내도록 한다. 

(2) 개인적 질문/인터뷰: 자기 그룹의 친구들 이름， 거주지， 나이， 전공， 기 

타 개인적 인적 사항 등을 알아내도록 한다. 

(3) 조사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 기숙사에 사는 사람 수，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 수， 둥등을 알아내도록 한다. 

(4) 좋아하는 것/안 좋아하는 것: 실제 러시아 물건 또는 광고 등을 보여주 

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골라보게 한다. 

(5) 이야기 연쇄: 동작 동사와 상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아침부터 저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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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 등을 돌아가며 말하게 해 볼 수 있다. 

(6) 말 받아 말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첫 학생이 말하면， 두번째 학생 

은 앞 학생이 말한 것을 반복한 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화 연기; 먼저 교과서의 대화를 담은 투명지를 OHP로 보여주며 학생 

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한다. 3번 정도 따라하게 한 후， 그 중 중요한 몇 몇 

단어를 지운다. 학생들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대화를 따라하지만， 몇 단어가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여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강의자는 단어를 

점차적으로 모두 지워간다. 학생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지워져 가는 

단어를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장을 암기하게 한다. 문장 암기가 끝나면 짝 

을 이뤄 학생들을 강의실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실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대 

화를 연출시킨다. 이 때는 단순히 대화를 암기하여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감 

정까지 실어 말을 하게 한다. 

(8) 통역 연습: 그 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한국인과 러시아인 사이의 

대화를 한국어로 작성한다. 학생 중 무작위로 한 사람을 뽑아 러시아인 역할 

을 하게 한다. 이 상황에서 강의자는 한국인으로서 러시아어를 모르고， 뽑힌 

학생은 러시아인으로서 한국어를 모른다고 상정한다. 앉아 있는 학생들은 두 

언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두 사람을 위 

해 번갈아 가며 통역을 해 준다. 학생들은 자신의 러시아어 실력으로 두 사람 

의 대화를 통역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게 되며， 이는 학습 동기 

를 유발하게 해 준다. 이 때 러시아인 역할을 하는 학생을 뽑을 때도， 이름이 

적힌 카드를 학생으로 하여금 무작위로 뽑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자가 

모든 학생들에게 항상 공평하다는 점을 암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습 유형들은 학생들의 홍미를 유발하고， 의사소통을 목 

적으로 한 언어 습득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 

어 교육을 스스로 받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의 문법적 오류를 넘기다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적 정확성을 무시 

하고 지나치게 의사소통과 능숙도 만을 중요시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문 

법적 오류가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이에 앞선 기계적 연습을 충분히 하고 

넘 어 갈 펼요가 있다.13) 

13) 제 2외국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는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 아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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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업 계획 

이제껏 살펴본 제안들을 토대로 이제는 매 시간의 수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매 시간 수엽의 내용은 다르지만，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이 몇 가지 있다. 여기서는 한 수업 시간을 75분으로 상정하 

고， 75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수업 계획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생 

플 스케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Warm-up: 5-10 분. 전 시간 배운 내용 복습. 
(2) Wind-up: 10 분.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작업. 기계적 연습. 
(3) Set-up: 25 분. 의 미 있는 연습. 

(4) Perfonnance: 25 분.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 
(5) Close-up: 5-10 분. 한국어 로 정 리 또는 간단한 퀴 즈. 

2.5.1. Wann-up 

수업 시작 후 약 5-10분 정도의 시간은 이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 

는 시간이다. 주의할 점은 warm-up으로 수업을 시작할 때 곧바로 러시아어 

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전 시간에 단수 생격 형태 

를 배웠다면，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flle BaH.lI? BaHH HeT?" 등의 간 

단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이전 시간의 학습 내용이 첨가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런 복습이 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CKOJlbKO CTYlleHTOB Y 

Hac HeT Ha ypoKe CerOllH.lI? aBa CTelleHTa? TPH cTYlleHTa? 4eTwpe CTYlleHTa? 

lliiTb cTYlleHToB?" 둥둥. 학생들은 출석을 확인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서，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복습하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게 된다. 

2.5.2. Wind-up • Set-up • Performance 

범하는 오류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 오류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생기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러시아어 

수업 중에 한국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와 이에 대한 교정 방법은 향후 좋은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제 2 외국어 수업에서의 오류 및 이의 교정 방법 
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는 Corder(1981), Walz(198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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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당일 수업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앞서 언급한 기계 

적 연습 > 의미 있는 연습 >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 
면 된다. 중요하면서도 강의자가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이러한 방 

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의자가 한 시간의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 

는 순간 학생들은 그 만몸 수엽의 흥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2.5.3. Close-up 

마지막 5분 정도의 시간은 혹시라도 수업 중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 

항이나， 학생들의 질문， 등을 한국어로 설명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다. 간단한 퀴즈를 봄으로써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계획한 대로 수업 시간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때에 따라 

예상보다 계획된 수업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1-2 

분 정도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게임을 준비한다거나， 러시아어 수사， 월， 요일， 계절 

등의 러시아어 단어， 새로운 단어나 표현에 대한 연습 등， 수업이 끝날 때까 

지 간단하게 반복 할 수 있는 연습이면 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수업 시간은 단 1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결과적으로 수업 

의 긴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학업에 이를 지키도 

록 하는 언어 외적 교육의 효과가 있다. 

2.6. 과제 

외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이미 배운 내용 

을 복습하기 위해 강의실 밖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한 것이 과제물이다. 

과제물을 주기에 앞서 강의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몇 시간의 수업 준비를 하게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3학점 강의를 듣 

기 위해 보통 학생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대략 학점 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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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 3-6시간 정도를 강의실 밖에서 수업 준비를 위해 쓰면 될 것이다.14) 이 

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를 미리 읽고 문볍 및 단어를 익혀 오는 시간과， 

실질적인 과제물을 완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과제를 주어야 한다. 과제의 유 

형은 앞서 말한 연습 유형과 같이 기계적 연습， 의미있는 연습，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제물의 예를 들변 다음과 같다. 

2.6.1. 카계적 연습 

• 받아쓰기: 시청각실에 테이프를 비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테이프를 

듣고 이를 받아쓰게 한다. 

• 형태론 연습: 형용사 어미 적기， 동사 변화시키기， 명사 변화시키기 등의 

기계적인 연습을 하게 한다. 

• 변환 연습: 긍정을 부정으로， 과거를 비과거로， 단수를 복수로 바꾸는 연습 

을 하게 한다. 

2.6.2. 의미있는 연습 

• 빈 칸 채워 넣기; 문장내의 몇 단어를 비워 학생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한다 . 

• Dehydrated sentences: 단어의 사전형을 나열하고(예를 들면， OH/1..lllTaTb/ 

PYCCKIiH/ra3eTa) , 이 를 의 미 있는 문장이 되 게 하기 위 해 어 미 변화를 시 키 도 

록 하는 연습이다. 학생들은 어순을 바꾸지 않은 채 주어진 단어의 형태만 

을 바꿀 수 있다. 

• 확장: 문장의 앞 부분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로 하여금 완성 

하게 한다. 

• 틀린 부분 고치기: 단어 철자 고치기， 어순 고치기， 문장 순서 고치기 등 

14) 러시아어 수업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이 수업 안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미국에서의 러시아어 수업과 각 부분을 과목으로 나누 

어， 러시아어 강독， 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 작문 둥의 세부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한국의 실정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정 학점의 수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몇 시간 

의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전체 러시아어 강의 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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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문장을 고치는 연습. 

• 짝 맞추기 : 왼쪽에 가게 목록， 오른쪽에 쇼핑 목록， 왼쪽에 4계 절， 오른쪽 

에 스포츠 이름 등을 써서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연관된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2.6.3.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 

전화 인터뷰， 리포트 쓰기， 일기 및 펀지 쓰기， 상관에게 불평하기， 둥둥 우 

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언어 활용을 연습하게 한다. 

강의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수많은 연습 유형들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것이 기계적인 훈 

련을 위한 것인지， 의미 있는 연습， 또는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강의자는 많은 시간을 수업 준비에 할애 

해야 한다. 

2.7. 평가 

평가는 러시아어 교육법 분야에서 잘 연구되지 않은 세부 분야이다.15) 앞으 

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에서는 모든 

러시아어 강좌의 평가 시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기말에 받을 학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일매일의 수업 참여도가 학기말의 학점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는 점을 차치하고 시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만 

족시 켜 주는가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16) 

첫째， 시험은 평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 

15) Thompson (1976), Ervin(l98이 등의 연구가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며， 
한국에서는 러시아어 평가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16) Chastain(19n: 328)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No matter what the teacher 
states as the goa1s of the course, the students study fo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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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시험 

을 잘 보아야 한다는 강박감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내용을 완전 

히 소화해야겠다는 동기는 극대화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보는 시험은 능 

숙도평가(proficiency test)가 아니라 성취도평 7Hachievement test)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며， 단어， 표현， 문법 사항 

은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 배우거나， 교과서 

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시험에 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시험에 낼 단어， 

표현， 문법 사항의 목록을 작성하고， 시험에서 같은 단어나 표현을 두 번 이 

상 반복한다거나， 똑같은 문법 사항이 들어있는 문제 유형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러시아를 다녀왔다던지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 

를 이미 배웠다던지， 해서 처음 러시아어를 듣는 학생보다 이미 앞서 있는 학 

생들은 접수를 쉽게 얻는 반면 성실히 수업준비를 해 온 학생들은 배우지 않 

은 문제로 인해 점수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양쪽 

학생들 모두가 강의자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셋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부분이 골고루 시험에 반영되어야 한 

다. 앞서 언급한 오감의 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중 한 부분에 편 

중된 시험 문제는 다양한 학습자의 능력을 한 부분에만 치중하여 평가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공정치 못한 평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읽기-쓰기 

능력은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듣기 말하기 능력은 구술시험을 통해 평가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3. 결론 및 기타 제안 

이제까지 필자는 한 학기의 러시아어 과목， 한 시간의 러시아어 강의를 위 

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 

야 하고， 어떤 식의 연습과 과제를 제시해야 하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해 

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수업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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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이나 숙제 등은 수업 끝날 무렵에 돌려주는 것이 좋다. 이는 수업 

시작과 더불어 곧바로 러시아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기계적인 연습이 끝난 후에는 가급적 실지 러시아 자료들， 즉 러시아 신 

문이나 잡지， TV 둥의 자료， 또는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4. 언어 강의라고 단순히 언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5. 각급 수준의 러시아어 강의의 목표와 수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 한국 학 

생들이 자주 범하는 문법적 오류와 이에 대한 교정 방법에 대한 연구， 평가의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은 앞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교수법 연구와 

더불어， 각 수준별로 표준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텍스트 개발을 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 외에도 교수법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이 한 

국의 러시아 어문학계에서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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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러시아어 수준에 대한 유럽식 기준 

Student can understand and use fami!iar expressions and 
very basic phrases to speak about immediate concrete 
surroundings; can introduce himself/herself and other 

Beginner IA-1짧잖認 ?짧a짧품r總。짧ig영?삶너짧많s，맘짧 
what an interlocutor has. Student can take part in basic 
dia1ogues, if his써er interlocutor speaks slowly and c1early 
and is ready to help find suitable wo띠s and phrases. 

Student can understand sentences and the highest 
frequency phrases of most immediate personal relevance 
(e.g. basic personal and fami!y information, shopping, local 

뻐태tary IA-21밟織망짧$많않힐짧n짧짧1짧짧d짧짧鍵 
Student can describe in simple terms his/her educational 
background, his/her people and tel1 about the most 
immediate questions. 

Student can understand the main points of c1ear standard 
sp않ch on familiar matters regularly encountered in work, 
school, 1밍sure， etc. Student can deal with most situations 
likely to arise whilst traveling in areas where the language 

IntermediatelB-1lis spoken. Student can form connected narrative in a simple 
way on topics that are familiar or of persona1 interest. 
Student can describe his새，er experiences and impressions, 
events, dreams, hopes and wishes. Student can briefly give 
reasons and explanations for opinions and plans. 

Student can understand main ideas of complex specific or 
abstract texts; can understand technica1 discussions in the 
Ifield of his/her specialization. Student can interact with a 

Upp앉 IB-2따'gree of fl뼈cy and spontaneity with 뼈ve spe왜E앙 
Intermediatel L.> ~IS，tudent， ~없 present with a degree 아 fluency and spon떠neity 

lc1ear, detai!ed descriptions on a wide range of subjects. 
Student can explain a viewpoint on a topical issue giv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options. 

Student can understand various complex extended texts 
and expose implicit text meanings. Student can express 
him까lerself spontaneously and fluently without much obvious 

Advanc떠 IC-l魔繼t짧lf魔짧 많짧 뽑 織鍵짧짧짧: 
Student can form c1ear, logica1, detailed s야ech on complex 
topics. Student can use compositiona1 models, link-words and 
linking modes in a right way. 

Student has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y kind of 
S따‘.en or written lar핑뻐ge. Student can gen없lize information 

Proficient Ic-21~:::i~~ }r~:? ~ ~!~~r:~:_~s~~e~.~1~!_~~~5~~n~_~~~[C~sh.}~~~ present it as a c1.ear connected w리l-reasom녔 S야:!eCh. Student 
can speak fluently and c1early even on complex topics and 
convey finer shades of meaning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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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의 말하기 능숙도 평가 기준 

Govemment Academic Definition Scale (ACTFL/띤TS)Scale 

5 Native Able to s야ak like an educated native 
spt굉ker 

4+ Able to speak the language with 

4 sufficient smxtuml aecfCfUeIc-atqiv and 
3+ Superior vocabulmy to 탱rticipate effectively in 

3 most formal and informal 
conversatlOns. 

2+ Advanced Plus Able to satisfy most work requirements 
and show some ability to communicate on 
concrete tOPICS. 

2 Advanced Able to satisfy routine social demands 
and limited work requirements. 

Intermediate-High A파bn1iegxj m so scaiadlsf d?em rraunsdts. smγiv;머 needs and 

1+ 
Able to slaimtisitfeyd some surviva1 needs 1 Intermediate-Mid and some limited social demands. 

Intermediate-Low Able to satisfy basic survival needs 
and minimum courtesy requirements. 

Able to satisfy imm어iate needs with 
Novice-High learm최 utterances. 

Able to operate in only a VI려r 파nited 
0+ Novice-Mid C젝JaClty. 

0 
Novice-Low Unable to function in the spoken 

language. 
0 

No_ ability whatsoever in the lang쁘~ 

(출처 )Judith E. Liskin-Gasparro (1982). ETS Oral Proficiency 

Testing Manual.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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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러시아연구 채 15권 제 1 호 

부록 3. TORFL의 수준별 기준 

• Elementary level - Obtaining a positive grade on this level testifies 
to the minimum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enables 
the applicant to satisfy elementaη communication needs in a limited 
number of everyday life. 

• Basic level - Obtaining a positive grade on this level testifies to 
the beginners' level of commutation competence which enables the 
applicant to satisfy basic communication needs in a limited number of 
everyday life. 

• Certification level 1 - Obtaining a positive grade on this level 
testifies to the Intermediate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enables the applicant to satisfy his primary communication needs in 
everyday life, cultural, educational & professional areas of 
communication in compliance with the federal standards of RAF. The 
above Certificate is requires for the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s 
institutions of Russia. 

• Certification level 11 - Obtaining a positive grade on this level 
testifies to the Upper Intermediate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enables the applicant to satisfy his communication needs in all 
areas of communication, doing professional work in Russian in 
qualities of the expert of corresponding types: humanitarian (except 
for philology), engineering-technique, natural-science, etc. The abov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the receiving the diploma of Bachelor & 
Magistrate degrees (except for Bachelor & Magistrate of Philology 
degree) of education’s institutions of Russia. 

• Certification level III - Obtaining a positive grade on this level 
testifies to the Advanced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enables the applicant to satisfy his communication needs in all areas 
of communication, doing professional work in qualities of the expert 
of Russian Philology. The abov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the 
receiving the diploma of Bachelor of Philology degree of education’s 
institutions of Russia. 

• Certification level IV - Obtaining a positive grade on this level 
testifies to the fluent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enables the applicant to have near-native mastery of Russian 
language. The abov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the receiving the 
diploma of Magistrate of Philology degree of education’s institutions 
of Russia which gives the right on all kinds of teaching & research 
activity in sphere of Russian Phil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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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dagogical Suggestions for Teachers of Russian Language 

Yoo, Syeng-Man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some pedagogical suggestions for 

teachers of Russian language in Korea. For this purpose, several issues in 

pedagogy were overviewed and discussed. 

First of all, it was suggested that goals of Russian lar땅떠ge prograrn in 

general should be clearly defined. 1ρng-term goal of lar핑떠ge prograrn is to 

help students achieve c하tain proficiency level towards the end of each semester. 

Proficiency levels need to be studied further to produce more IX최agogically 

usefi띠 lar땅떠ge textbooks. Short-term goal is to help students carry out each 

session of a class more effectivl잉y and prlαiuctively. To make each session of a 

class rmre effective and pr뼈lCtiVIε seVI없1 issues were discuss어， 피duding "TOJIbKO 

no-pYCCKH Ha ypoKe" policy, strict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rule, 80% 

minimum policy, classroom g∞graphy and atmosphere, etc. Second, to help 

students achieve the prograrn goal' different s에lls and drills were suggested, 
including types of classroom exercises such as me이anical， meaningful and 

communicative activities and horneworks. π피Ù， issues on lesson 미뻐피ng and 

g마19 were discussed. When p\anning a 1않son， it is imIxrtant for teachers to 

consider goals of 얹ch classroom session, and pre맹re and organize materials in an 

order that can h려p students deVI머op four 1밍핑떠ge 양cills， including s~， 

lis뼈ing， writing and reading naturally as well as effectively. It was also 

suggested that slavists in Korea need to give more thoughts on κrlagogy as 

well as tradi디onal res얹rch areas of their own s야cialty.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 

2005. 3. 5 
2005. 3. 11-2005. 4. 11 
2005. 4. 13 

논문심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