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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文摘要 

 

本論文的研究目的在於提出以臺灣學習者的需求分析為根基之韓語會話教材分析

之方法論，進而提出為了開發臺灣韓語系學生專用會話教材而需要之基礎資料。本論

文的章節構造如下： 

第一章提出本研究之必要性與目的，再來探討與本研究有關之先行研究。本論文

把有關先行研究分為‘韓語教材分析基準有關研究’、‘韓語學習者需求分析有關研

究’、‘同時牽涉到教材分析與學習者需求分析之研究’，進而探討各研究之有意之

處以及有限之處。接著提出研究對象及研究方法。  

在第二章，首先提出本論文所設定的‘韓語會話教材分析標準’。 本論文以分析

出‘教材的各部分多麼符合學習者的需求’為重點來設定了‘韓語會話教材分析標

準’。此點為本論文所提出之‘韓語會話教材分析標準’與先行研究所提出之教材分

析標準不同之處。而本研究的‘韓語會話教材分析標準’略分為‘外在構成分析標準’

及‘內在構成分析標準’，而內在構成分析是由‘學習目標與構成分析’、‘學習資

料分析’、‘學習內容分析’以及‘學習活動分析’來構成的。接著提出本研究所使

用的‘學習者需求分析問卷’之問題組成。‘學習者需求分析問卷’是由本研究的

‘韓語會話教材分析標準’當中需要查出學習者需求之項目為中心來構成的。 

在第三章，先分析出使用‘學習者需求分析問卷’來進行的問卷調查結果，進而

以此分析結果及在第二章所提出的‘韓語會話教材分析標準’為主要根基來進行‘學

習者別教材分析’。藉此得知本研究的問卷對象，也就是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學生以及某一私立韓語補習班學生針對現用的會話教材具有什麼樣的想法並且想要什

麼樣的會話教材。加上，也可得知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學生以及某一私立韓語

補習班學生共同在使用的『재미있는 한국어』1～6冊多麼符合兩個具有不同特性的學

習者集團之需求。 

透過教材分析結果而得知外在構成上的‘學習情境’及‘原文翻譯’方面都符合

兩個學習者集團的需求，但是‘文法索引’方面皆不符合兩個學習者集團的需求。還

有‘說明語言’及‘教材相關附屬物’方面大致上比較符合補習班學生的需求。而藉

內在構成分析而得知 ‘會話功能’方面皆符合兩個學習集團的需求。還有‘主題’、

‘學習活動方式’以及‘練習題類型’方面相對傾向於符合韓語系學生集團的需求。

而‘發音’、‘文法’、‘詞彙’及‘文化’方面比較傾向於符合補習班學生集團之

需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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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第四章，為開發符合臺灣韓語系學生的需求之臺灣韓語系學生專用會話教材，

以第三章的分析結果為根據而提出建議。建議略分為‘提升外在構成之建議’及‘提

升內在構成之建議’其中‘提升外在構成之建議’包含‘說明語言方面、索引方面、

教材相關附屬物方面、教材的學習狀況前提方面以及翻譯文方面’之建議。而‘提升

內在構成之建議’涵蓋‘主題方面、會話功能方面、發音方面、文法方面、詞彙方面、

文化方面以及學習活動方面’之建議。 

第五章整理研究內容，進而提出本研究之意義和限制。本研究提出了以學習者需

求分析為根基的韓語會話教材分析之方法論，這是與以往個別進行學習者需求分析及

教材分析之既有研究不同之處，也就是本研究之意義所在。加上本論文是第一篇分析

出針對韓語會話教材的臺灣學習者之需求，以此為根基來進行教材分析，而提出了為

開發臺灣韓語學習者專用教材所需要之基礎資料。而到目前為止幾乎尚未有臺灣韓語

學習者需求分析研究或周密分析臺灣韓語教材之研究，在此情況下本研究更具有意義。 

不過本研究之有限之處在於問卷對象被侷限於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學生以

及某一私立補習班學生。還有本論文以所分析的教材為基準，僅提出韓語系學生專用

會話教材之開發方向，具體的開發方案或單元構成模型，有待後續研究。 

 

關鍵字： 韓語教材分析，韓語會話教材，教材開發，韓語學習者要求分析，臺灣韓語

學習者，臺灣韓語教育，統計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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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ology for textbook analysis based on 

Taiwanese learners’ needs analysis and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conversation 

textbooks for Korean language major students in Taiwan.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1 states the need and purpose of this study and provides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Existing literature can be classified into 3 topics: ‘the standards for Korean 

textbooks analysis related studies’, ‘Korean learners’ needs analysis related studies’ and 

‘studies that covers both Korean textbooks analysis and Korean learners’ needs analysis’. In 

addition, subjects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are also presented in chapter 1.  

Chapter 2 presents ‘the standards for analyzing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and the 

construction of the questionnaire applied in this study. This study has set the standards for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analysis focusing on analyzing to what extent a textbook meets 

the needs of the learners. This is what distinguishes ‘the standards for analyzing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set by this study from the other standards for Korean textbook 

analysis presented by existing studies. We classify ‘the standards for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analysis’ into ‘the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external structures’ and ‘the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internal structures’. Internal structures analysis consists of 

‘lesson goals and unit structure analysis’, ‘learning materials analysis’, ‘learning contents 

analysis’ and ‘learning activities analysis’. ‘The questionnaire for learners’ needs analysis’ 

applied in this study is mainly composed of chosen questions among ‘the standards for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analysis’ that needs to acquire learners’ needs for analyzing. 

Chapter 3 analyze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for learners’ needs analysis’ and 

conducts ‘textbook analysis by different learners’ based on both ‘the standards for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analysis’ mentioned in chapter 2 and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Through this analysis, we show the general opinions of th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at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and the students of one anonymous 

private institute. We document their opinions on the current conversation textbooks as well as 

the desired features of conversation textbooks from their perspective. Furthermore, we 

demonstrate how『재미있는 한국어』volume 1~6, which are used by both th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at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and the students 

of the anonymous private institute, meet the needs of these two groups of learner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ur result shows that in the external structures, needs in both ‘learning situation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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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lation’ aspects are met in both groups. Needs in the ‘grammar index’ aspect, on the 

other hand, are not met in either group. In the ‘explanation language’ and ‘textbook 

appurtenances’ aspects, the textbooks coincide more with the needs of learners from the 

private institute in general. Looking at the internal structures, ‘communicative functions’ 

presented in the textbooks tends to meet the needs of both groups. Besides, ‘themes’, ‘way of 

activities’ and ‘type of activities’ presented in the textbooks tend to coincide more with the 

needs of Korean language majors in general, while in ‘pronunciation’, ‘grammar’, 

‘vocabulary’ and ‘culture’ aspects, the textbooks tend to coincide more with the needs of 

learners from the private institute on the whole. 

Chapter 4 offers suggestions on developing conversation textbooks for Korean language 

major students in Taiwan based on the analyses of chapter 3. The suggestions ar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suggestions for the external structures’ improvement’ consist of ‘explanation 

language’, ‘index’, ‘textbook appurtenances’, ‘learning situation premise’ and ‘translation’ 

aspects. The composition of ‘suggestions for the internal structures’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is ‘theme’, ‘communicative function’, ‘pronunciation’, ‘grammar’, ‘vocabulary’, 

‘culture’ and ‘activity’ aspects.  

Chapter 5 summarizes the content of this study and states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proposed the methodology 

of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analysis based on learners’ needs analysis,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studies that have conducted learners’ needs analysis and textbook analysis 

separately. Furthermore,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has not only analyzed Taiwanese learners’ 

needs about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but also analyzed textbooks based on those needs 

analysis, which provides basic data for developing textbooks for Taiwanese learners. 

Moreover, no study to our knowledge investigates Taiwanese learners’ needs or thoroughly 

analyzes Korean textbooks used in Taiwan, which is why this study bears big significanc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is that the target of the questionnaire has 

been limited to th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at National Cheng-

Chi University and the students of one anonymous private institute.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only suggested certain dir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conversation 

textbooks for Korean language major students in Taiwan. Detailed development plan or 

specific models of unit structure rely on future research.  

 

Key words: Korean textbook analysis, Korean conversation textbook, textbook development, 

Korean learners’ needs analysis, Taiwanese learners of Korea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aiwan,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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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고는 대만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회화 교재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한국어 회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56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대만에서의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한 지 벌써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대만 문화대학에도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었고 국립가오슝대학에도 동아시아어문학과에 한국어전공 

학부 과정이 생겼다. 이후 대만 국립정치대학과 대만 문학대학에는 학부 과정 

이외에 석사 과정도 창설되었다. 이렇듯 60년의 세월 속에서 대만의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은 양(數)적 및 질(質)적으로 모두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전공자가 사용하는 ‘교재’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발전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발전이 무색할 만큼 전공 과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한국어 전공 학부가 있는 세 대학이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회화’ 수업에서는 대부분 한국에서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수업 교재로 일반 사설 

학원 수업 교재와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년의 시간 동안 

한국,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 한국어 전공자 

집단과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학원 수강생 집단은 

한국어 회화 교재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회화 

교재에 대한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특성에 맞는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회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을 세우고 그 분석 기준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교재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교재 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단원 구성 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개발의 주요한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재 분석을 통해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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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장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새 교재를 위한 

제언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교재 개발의 출발점 및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재를 연구하는 항목은 크게 ‘교수·학습 상황 분석’, ‘교재 구성물 분석’, ‘교재 

내용 분석’1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교재가 특정 교수·학습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분석과 ‘교재가 구성물과 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알아보는 분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재 

분석의 기준과 원칙을 논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교재의 구성 및 내용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는 후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전자의 경우 학습 

기관·교사·학습자 정보를 언급하거나 ‘교재가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적합한지’, 

‘교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지’ 등의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간략한 분석을 곁들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략한 정보 언급 및 분석은 해당 교재가 ‘특정 교수·학습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특정 교수·학습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더 적합한 교재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기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교재의 ‘외적 구성’, ‘학습 자료’,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 등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사항 및 만족도를 교재 분석의 기준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즉, 

해당 교재가 ‘특정 교수·학습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교사·학습자 정보를 수집할 것이 아니라, ‘교재의 각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교재의 외적·내적 구성 측면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교재 분석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을뿐더러 전자와 후자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교재 분석의 기준을 세운 연구도 찾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교재의 외적·내적 구성 분석 기준에 

‘교재의 각 부분이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별도의 분석 항목으로 

포함시킨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1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교재론』, 태학사.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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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설문 결과 분석을 근거로 

교재를 분석하는 실제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대만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회화 교재에 학습자의 요구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회화 교재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나아가 본고에 제시된 설문 분석 결과, 교재 분석 결과 및 제언은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2 선행 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요구 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요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회화 교재를 

분석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제로 교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을 논하거나 실제로 교재 분석을 

한 연구’,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과 관련된 연구’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를 함께 다룬 연구’로 나누어 각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려 한다.  

 

1.2.1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관련 연구 

서종학(2001)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교재 평가의 기준으로 총 71개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는 ‘교육 과정’ 부분 9항목, ‘학습 내용’ 부분 39항목, ‘학습자’ 부분 3항목, 

‘교수법’ 부분 3항목, ‘형식’ 부분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종학(2001)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교재 평가 기준을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시된 교재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실제로 

교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법론이나 예시를 함께 논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해영(2001)에서는 학습 중심, 학습자 중심의 개념을 확인하고 학습자 중심 

교재의 요건을 제시한 후 학습자 중심 수업 구현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분석 틀을 토대로 4개 대학 한국어 교재의 읽기 자료와 

읽기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구현 가능성을 살폈다. 

이해영(2001)의 연구는 세부 항목에 대한 독립적 기술이나 개괄적 인상 비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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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한국어 교재 분석에 관한 논의와는 달리 ‘학습자 중심 

수업 구현’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학습자 중심 교재의 요건’과 ‘학습자 중심 

수업 구현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 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함께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황인교(2003)에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주교재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곱 종류의 기존 교재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만든 후 분석하여 세부 

항목별로 새 교재 제작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황인교(2003)은 통합 교재 분석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 기준을 제공하였고 분석틀의 사용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실제 교재 개발 시 참고 가능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황인교(2003)의 연구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주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인 만큼, 제시한 분석틀과 제안을 참고하는 데 있어 

‘한국어학당의 주교재’가 아닌 ‘언어권별·기능별·기관별 특화 교재’의 경우 

적용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남연(2014)에서는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 분석을 위한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 통합 교재를 

분석한 후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남연(2014)의 연구는 

중국 내의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개발이 미진한 실정에서 바람직한 고급 

한국어 통합 교재의 성격을 밝히고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연(2014)가 제시한 분석 기준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테면 ‘주제 및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깊은 사고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사고력 및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와 같은 기준의 경우,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교재에 대하여서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연구자마다 상당히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량징보(2015)에서는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출판된 단순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재 8종을 평가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재들의 특징도 제시하였다. 량징보(2015)의 연구는 교재 분석을 통해 중국에서 

출판된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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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제가 다양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지’, ‘어휘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과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하기 연습이 충분히 진행되는지’와 같이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분석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1.2.2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 관련 연구  

강승혜(2003)에서는 한국어 교재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교재 관련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 44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강승혜(2003)의 연구는 다소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기초 위에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 왔던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강승혜(2003)에서는 대부분의 설문을 

개방형 질문에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진행하였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이러한 설문 방식의 경우 비록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각 

응답에 대한 빈도가 낮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이고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얻고 빈도가 높게 나온 다수의 의견을 교재 개발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선택지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김정우(2005)는 중국 지역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에서 편찬한 『韓國語』교재에 대한 중국 

대학의 교수 및 학습자들의 요구를 설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韓國語』교재의 장점 및 한계와 함께 향후 중국 내 교재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우(2005)의 연구는 교수 및 학습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기초 연구 자료를 

축적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를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향후 교재 개발에 대한 큰 방향성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함께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교우박(2011)은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 『정독』과목의 위상을 

밝히고, 중국 내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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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들에게 『정독』과목과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독』교재 구성 요소와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교우박(2011)의 연구는 한국어학과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졸업자들이 졸업 후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국어 요소, 

기능, 장르, 주제 등을 제시하여 교재 개발·수정 시 참고가 될 만한 실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우박(2011)의 연구는 총 

설문자 수가 60명밖에 되지 않아 설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한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무엇을 근거로 ‘졸업자들이 특정 언어 요소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정도’와 ‘졸업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 

간의 상관성을 논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이정희·장문정(2015)는 중국 내 한국어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 다독 수업용 읽기 교재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다독 수업용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다독 수업용 교재의 각 

요소(어휘, 문법, 주제, 장르 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문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또한 이정희·장문정(2015)에서 제시된 개발 방안은 향후 교재 

개발에 대한 큰 방향성만을 제시한 데 머물렀을 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 및 

단원 구성 모형은 함께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1.2.3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함께 다룬 연구  

담결(2010)은 중국 내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을 살피고 중국 내 

학습자의 요구와 현재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담결(2010)의 연구는 연구 주제 및 연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담결(2010)의 연구는 분석 대상 교재 및 개발하려는 교재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어떤 교재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습자마다 각기 다른 

성격의 교재를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할 확률이 많아 설문 결과의 가치 하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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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된다. 또한 설문지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설명 언어, 배경, 주제, 

기능, 학습 활동 유형 등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가패패(2014)는 중국에서 출판된 초·중급 말하기 교재와 한국에서 출판된 

초·중급 말하기 교재를 비교 분석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초급과 중급 말하기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패패(2014)의 연구는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 분석을 거쳐 실제 

단원 모형과 교사용 지침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패패(2014)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교재 비교 분석 시 한국의 교재를 바람직한 교재의 기준으로 놓고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에 대하여 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교재가 왜 

바람직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교재에 학습자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결여되어 있다. 

셋째, 총 설문자의 수가 적어 대표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차 설문의 

경우 설문 대상자에 연구 대상이 아닌 고급 학습자가 36.65%나 포함되어 있어 

설문 결과의 신뢰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여금학(2015)에서는 중국 고학년 학습자에게 적당한 말하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중국 대학용 말하기 교재 개발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교재 

분석과 교수·학습자 요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 대학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재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교재에 

들어갈 주제, 기능, 과제 활동을 선정하였으며 교수 요목 및 단원 구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금학(2015)의 연구는 말하기 교재 분석과 교수·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해 실제적 교재 개선과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단원 구성 모형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재가 학습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교재 분석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설계한 교수요목에 대해 교수자 및 학습자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실제 수업에서 유용한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교재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중 학습자의 요구 반영 

여부를 교재 분석의 기준에 포함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여러 교재 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았으나 동일한 교재를 성격이 다른 두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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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요구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학습자별 교재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기존의 학습자 요구 분석 관련 연구들은 설문 내용이나 설계 

방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설문자 수도 많지 않아 설문의 대표성도 떨어지는 

편이었다.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함께 논한 기존의 연구 또한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 분석을 독립적으로 각각 진행한 데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먼저 설문을 통하여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를 면밀히 조사한 후 ‘학습자의 요구 반영 여부’를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에 포함시켜 동일한 교재에 대한 ‘학습자별 교재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장에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교재 분석 기준에 

‘학습자 요구 반영 여부’를 분석 항목으로 추가하여 설정한 한국어 회화 교재 

분석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만 내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회화 교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본고에서 세운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외적 구성 분석’ 및 ‘내적 구성 분석’으로 대별되며, 내적 구성은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 ‘학습 자료 분석’, ‘학습 내용 분석’ 및 ‘학습 활동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외적 구성 분석’, ‘학습 내용 분석’, ‘학습 활동 분석’ 

기준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분석 항목과 ‘학습자의 요구가 교재의 각 

부분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 

분석 기준에 이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에 따라 교재를 

분석한다. 이 때 교재 분석의 주요 근거로 2장에서 논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로 진행한 설문 분석 결과를 사용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설문 

대상인 ‘한국어 전공자 집단’에게 설문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만의 

비전공자 집단 중 수(數)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어 학원 수강생 

집단’에게도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즉, ‘한국어 전공자 집단’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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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 112명 외에도 ‘일반 사설 A학원 수강생’ 

95명을 ‘참조 집단 2 ’으로 설정하고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여 

기타 집단과는 다른 한국어 전공자 집단만의 특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한국어 전공자 집단’ 중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을 설문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대만에서의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기관이자 

현재까지 대만의 국립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재학생이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만의 한국어 학원들 중 

‘A학원’을 선정한 주요 이유는 대부분의 학원이 초급 위주로 운영되고 고급반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대만의 한국어 교육 실정에서 A학원은 고급 

수강생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학원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회화 수업 교재와 동일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원 

수강생을 교재의 수강 정도에 따라 한국어 전공자와 대응시켜 비교하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A학원을 선정한 이유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진행하려는 교재 분석의 방향은 여러 교재 

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교재를 성격이 다른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는 ‘학습자별 교재 분석’이다. 

이에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전공 회화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이자 일반 사설 A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재미있는 

한국어』1~6권’3을 교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학년별 회화 교과 진도를 기준으로 설문 대상을 1단계부터 

4단계 학습자로 분류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즉,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학년은 회화 수업을 통해『재미있는 한국어』1권부터 2권 

전반부까지 배우게 되기 때문에 2권 전반부까지 배운 학원 수강생의 학습 단계가 

1학년과 비슷하다고 보고 두 학습자 집단을 함께 1단계 학습자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3권까지 배운 2학년과 학원 수강생은 2단계 학습자로 정의하고 5권 

                                           
2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을 분석할 때 그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

는 집단 

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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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까지 배운 3학년과 학원 수강생은 3단계 학습자로 정의한다. 마지막 권인 

6권까지 모두 배운 4학년과 학원 수강생은 4단계 학습자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R 3.2.3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t검정, 윌콕슨 

순위합 검정,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 및 피셔 정확 검정 등을 사용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 및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한다. 이러한 통계 검정을 

통해 직관적으로 관찰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통계 검정 방법의 사용 이유 및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학습자 집단의 답변이 연속형 변수인 경우 두 학습자 집단의 평균값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검정 

방법으로는 ‘t검정’과 ‘윌콕슨 순위합 검정’이 있다. 즉, ‘번역문 필요 정도, 주제에 

대한 만족도,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함양에 교재가 적합한 정도, 교재의 

발음/문법/어휘/문화/학습 활동 부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분석에 t검정과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중 t검정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거나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apiro 검정을 진행한 결과 모집단의 

정규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t검정을 사용하였다. t검정은 두 집단의 데이터 존재 

유무나 두 집단의 동일성에 따라 일표본,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t검정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이다.  

독립표본 t검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의 분포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검정 방법은 t검정통계량(t=두 집단 간 평균 

차이/두 집단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오차)을 계산하여 두 표본평균 간의 차이가 

귀무가설(‘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는 차이가 없다’)하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유의수준과 비교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신뢰 수준이 95%일 때, t검정통계량이 1.96보다 크거나 계산된 

확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는 차이가 있다’)을 채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은 비모수적 검정 

방법으로, 두 개의 독립된 확률표본을 가지고 두 모집단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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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하고 싶을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모집단의 분포 모양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없을 경우 t검정 대신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 검정을 진행한 결과 

모집단의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 t 검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t검정 대신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사용하였다.  

윌콕슨 순위합 검정의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개의 확률표본의 

관측치를 혼합한 다음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하고 순위를 부여한다. 

만약에 두 개의 확률표본이 동일한 분포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두 개의 

확률표본들의 순위가 골고루 섞여 있어야 한다. 두 확률표본 중 표본의 크기가 

작은 그룹의 확률표본에 대응되는 순위합이 윌콕슨순위합 검정의 

검정통계량(W)이다. 이 때, 이 통계량 값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을 때 두 

모집단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이 윌콕슨순위합 검정의 기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검정통계량에 대응되는 유의확률 p값과 유의수준을 

비교하여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신뢰 수준이 95%일 때, W에 대한 유의확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는 차이가 없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는 차이가 있다’)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의 답변이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인 경우 두 

학습자 집단이 서로 같은 분포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검정 

방법으로는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과 ‘피셔 정확 검정’이 있다. 다시 말해 

‘선호하는 설명 언어, 선호하는 대화/학습 활동 배경, 어휘/문법 색인 필요 여부,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 비교 분석에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과 피셔 정확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중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Chi-Square Homogeneity Test)은 행의 각 

속성을 하나의 부모집단(sub population)으로 보고 부모집단 각각으로부터 

정해진 표본의 크기만큼의 자료를 추출한다고 할 때, 모든 행(부모집단)에 대하여 

j번째 범주에 속할 비율이 동일한가를 검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범주형 변수로 구성된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이 서로 같은 분포를 갖는지 검정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의 검정통계량 χ2은 ‘∑(관측값-기댓값)2/기댓값’이며 

χ2값과 자유도를 비교해서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두 모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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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포를 갖는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두 모집단은 다른 분포를 갖는다’)을 

채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와 같이 신뢰수준이 95%일 때,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자유도 4 가 2이상인 경우에는 본래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 셀의 20%가 넘지 않고, 어떤 셀의 기대도수도 1보다 작지 않을 때 

적용한다. 본 설문 결과는 비록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카이제곱 검정이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검정 방법이며 

박병선(200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연구의 직관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는 검정 방법이 카이제곱 검정인 관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적용하였다. 

한편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은 카이제곱 검정 시 2x2 

분할표에서 기대도수가 작은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n<20일 때, 혹은20≤n≤40이고 최소기대도수(minimum expected 

frequency)가 5미만인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 대신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3,4단계 학습자 집단의 표본 크기는 20이상 40이하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4단계 학습자 집단의 문항의 최소기대도수가 

5미만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 대신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하였다.  

피셔의 정확검정은 두 모집단으로부터 서로 독립인 두 확률표본을 뽑고 이들 

표본의 반응결과가 이분화(dichotomous)되어 있을 때 두 모집단의 모비율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2×2 분할표를 구성하는 도수자료를 

초기하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 2×2 분할표는 2 개의 유목을 

가진 독립변수와 역시 2 개의 유목을 가진 종속변수로 구성된다. 독립변수의 

예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남성과 여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등이 있으며, 

종속변수의 예로는 찬성과 반대, 정답과 오답, 성공과 실패 등이 있다. 다음은 

2×2 분할표의 한 예이며, a·b·c·d 각 칸은 도수 또는 비율이다. 

 

                                           
4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점수, 변인의 수 또는 한 변인의 범주의 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3947&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725&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3949&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099&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582&ref=y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24685&imageUrl=http://dbscthumb.phinf.naver.net/2478_000_1/20130509223605597_EBBIL2TLH.jpg/bh20_941_i1.jpg?type=m4500_4500_fst&w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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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검정하기 위한 귀무가설은 ‘독립변수인 성별과 종속변수인 

의견은 독립이다’가 되며, 초기하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검정이 가능하다. 

주변도수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a 와 b 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 c 와 d 의 

값이 변화되며, 주어진 a·b·c·d 의 도수배치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주변도수를 고정시키고 a 와 b 를 변화시켜 가면서 모든 가능한 도수배치를 가진 

2×2 분할표에 대하여 각 도수배치가 일어날 확률의 합을 구하면 1 이 된다.    

피셔의 정확검정은 특정한 도수배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 극단의 

도수배치로부터의 누적확률을 구하고, 이를 유의수준 α와 비교하여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본 연구와 같이 신뢰 수준이 95%인 경우 

누적확률 값(p)이 0.05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두 집단의 모비율은 동일하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두 집단의 모비율은 동일하지 않다’)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한다. 이는 크게 ‘외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과 ‘내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지 논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4336&ref=y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924685&imageUrl=http://dbscthumb.phinf.naver.net/2478_000_1/20130426135752953_0P50MBLGC.jpg/bh20_941_f1.jpg?type=m4500_4500_fst&w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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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 및 한국어 회화 교재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의 문항 구성  

이 장에서는 본고에서 세운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과 본고에서 사용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의 문항 구성에 대하여 논한다.  

 

2.1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 

본고에서는 서종학(2001), 이해영(2001) 및 황인교(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교재 분석 기준의 전체적인 틀을 구상한 후, 학습자의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을 

세웠다.  

본고에서 설정한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항목은 ‘외적 구성’ 및 ‘내적 구성’ 

항목으로 대별된다. 이는 이해영(2001)과 황인교(2003)에서 교재 분석 항목을 

크게 ‘교수·학습 상황’, ‘외적 구성’ 및 ‘내적 구성’으로 나눈 점으로부터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해영(2001)과 황인교(2003)에서와는 달리 

‘교수·학습 상황’ 항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기관·학습자·교사 정보를 안다고 

해서 교재의 각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구체적 요구 사항을 알 수는 

없기에, ‘교수·학습 상황’ 항목이 본고의 논의와는 관련이 적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외적 구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교재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교재의 ‘형식’은 ‘외적 형식’과 ‘내적 형식’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5 본고에서는 교재의 판형, 두께, 무게, 크기, 글씨(글자체, 크기), 

인쇄, 삽화, 제본, 지질, 가격, 표지 등을 분석하는 외적 형식에 관한 분석 항목은 

차치하고 교재의 내적 형식을 중심으로 교재의 외적 구성을 분석한다.  

이에 본고의 ‘외적 구성 분석’에서는 먼저 이해영(2001)의 교재 분석 기준 중 

‘외적 구성’의 분석 항목을 참고하여 교재에서 전제하는 학습 상황은 어디인지 

분석한다. 나아가 이를 학습자의 요구와 비교 분석하여 교재에서 전제하고 있는 

                                           
5
 서종학(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에 대한 試考」, 『울산어문논집』15, 

울산대학교,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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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상황이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인지 분석한다. 이어서 서종학(2001)의 

교재 분석 기준 중 ‘형식’ 부분을 참고하여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무엇인지, 번역문이 있는지, 어휘 및 문법 색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를 

학습자의 요구 사항과 비교 분석하여 상기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중 ‘외적 구성’의 분석 항목을 참고하여 어떤 교재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교재 관련 구성물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비교 

분석한다.  

한편 본고에서 설정한 ‘내적 구성 분석’ 항목은 크게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 ‘학습 내용 분석’ 및 ‘학습 활동 분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해영(2001)에서 내적 구성을 ‘교재 구성 및 목표 분석’, 

‘학습 내용 분석’ 및 ‘학습 활동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황인교(2003)에서 

내적 구성을 ‘교재 구성 목표 및 원리’, ‘내용 구성’,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으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에서는 먼저 서종학(2001)의 교재 분석 기준 중 

‘교육 과정’의 분석 항목을 참고하여 교재에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는 학습 목표를 통하여 학습자나 교사가 배울 주제와 가르칠 

주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학습이나 교육에 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6 

교재에 학습 목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중 ‘내용 구성’을 

참고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단원의 구성을 살펴본다. 이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체제 속에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가 충실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 부분에서는 먼저 제시된 대화 자료가 

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이어서 실제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지를 분석하고 휴지, 간투사, 수정 등의 발화 전략이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그림이나 지도, 도표 등 학습 자료의 경우, 자료가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는 

                                           
6
 서종학(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에 대한 試考」, 『울산어문논집』15, 

울산대학교, pp30.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16 

 

서종학(2001)의 교재 분석 기준 중 ‘학습 내용’과 ‘형식’ 부분, 이해영(2001)의 

교재 분석 기준 중 ‘담화와 화용’ 부분 및 ‘말하기’ 부분,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중 ‘담화와 화용’ 및 ‘말하기’ 부분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렇듯 서종학(2001), 이해영(2001) 및 황인교(2003)에서는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을 별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지 않고 다양한 기타 범주에서 대화 및 

학습 자료의 현실성을 분석하는 항목을 다루었다. 그러나 본고의 교재 분석 

기준은 ‘회화 교재’를 위한 분석 기준이며, 대화 및 학습 자료의 ‘현실성’과 ‘실제 

담화 현장에의 적용성’은 바람직한 회화 교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에 필자는 이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을 ‘내적 구성’ 중 

하나의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 ‘학습 내용 분석’에서는 교재에서 다루어진 ‘주제’, ‘말하기 기능’, ‘발음’, 

‘문법’, ‘어휘’ 및 ‘문화’에 대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 때 분석의 주요 근거는 

연구자 각자의 판단이 아닌 ‘학습자의 요구’라는 것이 본고의 ‘학습 내용 분석’ 

기준과 서종학(2001), 이해영(2001) 및 황인교(2003)의 ‘학습 내용 분석’ 기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학습 내용 분석’에서는 

교재에서 다루어진 ‘주제’, ‘기능’, ‘발음’, ‘문법’, ‘어휘’ 및 ‘문화’에 대하여 

‘학습자’가 실제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요구’가 교재에 실제로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는 교재에서 

다루어진 ‘주제’, ‘기능’ 및 ‘문화’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지, ‘발음’, 

‘문법’, ‘어휘’ 및 ‘문화’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학습자에게 적합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판단이 아닌 ‘학습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제’ 분석의 경우, 교재에서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이어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를 해당 교재에서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와 

교재에서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교재에서 제시된 주제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분석한다. ‘말하기 

기능’ 분석의 경우도 먼저 교재에서 어떤 말하기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이 교재에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 교재에서 학습할 수 있는 말하기 기능에 대하여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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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교재에서 학습 가능한 말하기 

기능이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분석 대상 교재가 회화 교재인 만큼 ‘발음’ 분석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분석하지 않고,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중 ‘발음과 

억양’ 부분 및 ‘말하기’ 부분을 참고하여 교재에 ‘구어 축약형, 단어 및 문장의 

강세, 억양, 음성 단위, 음운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발음 연습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학습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기준으로 삼아 교재에 제시된 발음 부분이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문법 및 어휘’ 분석의 경우 

해당 회화 교재의 문법 및 어휘 부분에 대하여 학습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교재에서 

문법 및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학습자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문화’ 분석 부분에서는 이해영(2001)과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중 

‘문화’ 부분을 참고하여 교재에 제시된 한국 문화 소개가 성취 문화 중심인지, 

아니면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분석 대상 교재가 회화 교재인 만큼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기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하여 

학습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교재의 문화 소개 부분이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 분석’의 경우 이해영(2001)과 황인교(2003)의 교재 

분석 기준 중 ‘말하기’ 부분을 참고하여 교재에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지, 실생활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방식 및 유형이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의 방식 및 

유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에 대하여 학습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해당 

교재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학습 활동이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회화 교재에 적합한 구성을 보이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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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의 문항 구성 

본고에서 사용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7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질문 영역 문항 수 문항 내용 

기초 자료 3 -성별  

-소속 

-사용 중인 회화 교재  

회화 

 

교재 

 

관련  

 

요구 

 

 

 

 

 

 

 

 

외적 구성 관련 9 -선호하는 설명 언어  

-번역문의 필요성 정도  

-선호하는 대화 배경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배경  

-한국이 배경인 경우의 장점  

-대만이 배경인 경우의 장점  

-어휘 색인의 필요 여부 

-문법 색인의 필요 여부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학습 내용 관련 12 -선호하는 주제 

-주제에 대한 만족도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교재가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함양에 적합한 정도  

-발음 부분에 대한 만족도 

-발음 설명 부분의 문제점 

                                           
7
 학습자들의 편의와 설문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제 설문은 중국어 번역본으로 진행하였

다. 전공자용 한국어 설문지는 <부록 1>에서, 전공자용 중국어 설문지는 <부록 2>에서, 학원 수

강생용 한국어 설문지는 <부록 3>에서, 학원 수강생용 중국어 설문지는 <부록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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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 

-어휘 부분에 대한 만족도 

-어휘 부분의 문제점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만족도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점 

학습 활동 관련 3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학습 활동 부분에 대한 만족도 

기타 문항 7 -언어학적 지식 필요 여부 

-한국어에 대한 흥미 유발 정도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정도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학원 수업 교재로서의 

적합도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학원 수업 교재로서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충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점(서술형) 

 

본 설문은 한국어 회화 교재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는 2.1에서 논한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 

중 학습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제, 말하기 기능, 학습 활동, 교재 

구성물’관련 설문 문항은 여금학(2015)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고의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성별, 소속 및 사용 중인 교재에 대하여 설문하는 ‘기초 자료’ 3문항과 

‘회화 교재 관련 요구’ 31문항으로 나뉜다. 이 중 ‘회화 교재 관련 요구’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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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구성 관련’, ‘학습 내용 관련’, ‘학습 활동 관련’ 및 ‘기타 문항’으로 대별된다.  

‘회화 교재 관련 요구’ 중 ‘외적 구성 관련’ 문항은 총 9문항으로 이는 1번부터 

6번 및 23번부터 25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문항은 먼저 회화 교재의 설명 

언어로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선호하는지,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선호하는지, 한국어 중국어 병기를 선호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2번 문항은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필요한 정도에 대하여 묻는 문항인데 

학습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정하였다. 번역문의 필요성 여부를 명목형 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연속형 변수인 점수로 표기하도록 한 이유는 한국어 전공자와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각각 느끼는 번역문의 필요성 정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두 

학습자 집단 중 누가 더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3번과 4번 문항은 회화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를 

묻는 문항이다. 즉, 3번과 4번에서는 각각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과 학습 활동 

배경으로 선호하는 곳을 설문한다. 전제되는 학습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를 

두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설문한 이유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대화 배경과 학습 

활동 배경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5번과 6번 문항에서는 회화 

교재의 배경이 한국인 경우와 대만인 경우 각각의 장점을 두 항목씩 선택하도록 

하여 특정 배경이 학습자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한편 23번 문항에서는 어휘 색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24번 문항에서는 문법 

색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한다. 이 두 문항의 경우 앞서 논한 2번 문항과는 

달리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된 명목형 변수로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이는 23번과 24번 문항의 설문 목적은 필요성의 ‘정도’나 필요성 정도의 ‘비교’가 

아니라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25번에서는 여금학(2015)의 설문지 중 14번을 참고·수정하여 ‘듣기 자료’, 

‘동영상 자료’, ‘삽화, 사진, 도표 등의 시각 자료’, ‘워크북’ 중 회화 교재의 

구성물로 선호하는 순서를 표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금학(2015)과 필자의 교재 

구성물 설문 문항에는 설문 설계 방식에 차이가 있다. 즉, 여금학(2015)에서는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에 대하여 선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나 필자는 4개의 교재 구성물에 대하여 선호하는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이러한 설계를 통하여 ‘복수 선택한 구성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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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순서’와 같이 단순한 복수 선택 설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습 내용 관련’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이는 7번부터 10번 및 

14번부터 2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7번 문항은 ‘기타’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의 주제 중 학습자가 어떤 주제로 한국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본 문항에서 제시한 17개의 주제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8 ”에서 제안한 주제 

목록9을 토대로 하였고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감을 하였다. 또한 본 문항은 여금학(2015)의 설문지 15번을 참고한 것이나 

설문 설계 방식에 있어 여금학(2015)의 문항과는 차이가 있다. 

여금학(2015)에서는 선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호하는 주제를 복수 

선택하도록 설문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습자는 최소 

1개부터 최다 18개까지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때 1개의 주제를 선택한 

학습자와 18개의 주제 모두를 선택한 학습자의 주제 1개에 대한 심리적 

가중치는 다를 확률이 높다. 즉, 선호하는 주제로 단 1개의 주제를 선택한 

학습자가 그 주제를 선호하는 정도가 100점이라면 18개 주제 모두를 선택한 

학습자가 각각의 주제를 선호하는 정도는 100점이라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100/18점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각 주제가 선택된 개수를 

더하여 출현 빈도를 계산하게 되면 각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부여한 심리적 

가중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통계적 의의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필자는 선호하는 주제 5개를 선택하도록 개수 제한을 

두어 선택된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적 가중치 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선택된 5개의 주제 간의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여 심리적 가중치의 

순위까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교재 개발 시 

교재에서 다룰 주제 목록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8
 김중섭 외(2011),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pp21-22.  

9
 (1) 가족 (2) 건강 (3) 과학 (4) 교육 (5) 뉴스, 시사 문제 (6) 물건 사기 (7) 미디어 (8) 생활 

(9) 수 (10) 예술 (11) 인사 (12) 전문 분야 (13) 책과 문학 (14) 책과 문학 (15) 취미와 여가 

(16) 한글과 한국어 (17) 휴일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22 

 

이어서 8번 문항은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문항이다. 만족도를 명목형 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연속형 변수인 점수로 

표기하도록 한 이유는 앞서 2번 문항과 같은 이유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한국어 

전공자와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각각 교재의 주제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두 학습자 집단 중 교재의 주제에 대하여 누가 더 

만족하는지 등을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9번 문항에서는 여금학(2015)의 설문지 15번을 참고하여 학습자가 회화 

교재를 통하여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을 설문한다. 그러나 여금학(2015)에서는 

이영희(2008)를 참조하여 말하기의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말하기의 기능을 이보다 더 상세하게 분류한 강현화(2004)에서 

제시한 말하기 기능을 참고하여 총 8개의 말하기 기능10을 제시하였다. 또 앞서 

7번에서와 같은 이유로 본고는 여금학(2015)의 설계와는 달리 3개의 기능을 

선택하도록 제한을 두고 선택한 3개의 기능 간의 선호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어 10번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앞의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한지 설문한다. 10번 또한 앞서 2번과 8번 

문항처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학습자가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14번부터 21번 문항에서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 문법 부분, 

어휘 부분 및 문화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본다. 먼저 14번 

문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 간의 발음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5번은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하는 

문항으로 선택지는 ‘별 큰 문제가 없다’와 ‘기타’를 포함하여 총 10개이며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별 큰 문제가 없다’와 ‘기타’를 제외한 선택지는 

교재에 제시된 ‘발음 설명의 방식, 내용 및 양’과 ‘발음 연습의 양 및 방식’에 

관한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발음 설명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교재에서 

                                           
10

 (1) 감정 표현 기능 (2) 의지 표현 기능 (3) 사고 기능 (4) 묘사 기능 (5) 생활 기능 (6) 정보 

탐색 기능 (7) 상호 작용 기능 (8) 담화 전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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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을 설명할 때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를 제시하였다. 

이어 발음 설명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와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 구사는 회화 교육의 필수 목표 중 하나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운 규칙과 강세, 억양 및 휴지와 같은 초분절음을 

반드시 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음 설명의 양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발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와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교재에 제시된 발음 설명의 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다. 이어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와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및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도 선택지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교재에 제시된 발음 연습 

부분의 양 및 방식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문한다.  

16번과 17번은 교재의 문법 설명에 관한 설문 문항이다. 먼저 16번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 간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17번에서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을 총 9개의 

선택지 중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총 9개의 선택지 중 ‘별 큰 

문제가 없다’와 ‘기타’를 제외한 7개의 선택지는 ‘문법 설명의 방식 및 양,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법 설명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를 제시하였다. 

이어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와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를 선택지로 제시하여 문법 설명의 양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알아본다. 또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18번과 19번 문항에서는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설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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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 중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누가 더 만족하는지,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19번에서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한다. 선택지는 ‘별 큰 문제가 없다’와 ‘기타’를 포함하여 총 

7개이며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와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재마다 어휘의 뜻 제시 방식 및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습자가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혹은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어 

‘상·하위어 11 , 관용 표현, 유의어, 반의어 및 동음이의어와 같은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관련 어휘의 제시를 통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어휘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어휘 습득은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목적을 둔 회화 교육에 있어 중요한 학습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 부담을 주게 되어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어휘를 제시하는 방법이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휘 제시 방법 12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도 선택지로 설정하였다.   

20번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하여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자 집단의 

만족도가 더 큰지,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11

 실제 설문지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하위어’를 ‘같은 범주에 속한 관련 어휘’로 

풀어 제시하였다.  

12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설문지에는 ‘시각 자료를 이용한 방법, 설명·예시·연상 방법, 

문맥을 이용한 방법, 관련 어휘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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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어 21번 문항에서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점을 설문하기 위하여 ‘별 큰 문제가 없다’와 ‘기타’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였고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먼저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를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2.1에서 ‘교재에서 

제시된 한국 문화 소개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용적인 내용인지’를 문화 부분의 

분석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교재 실사용자인 학습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어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를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 

교재가 회화 교재인 만큼 교재에 소개된 한국 문화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교량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재에 제시된 문화 설명의 양적 

측면에서 학습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를 

소개하는 설명 언어가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가 아닌 경우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도 

선택지에 포함시켰다. 또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문화 소개와 

함께 관련 어휘가 제시되는데 학습자가 제시된 관련 어휘의 양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 교재가 회화 교재이기 때문에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용 중인 교재에서 문화 소개와 함께 제시된 회화 

과제의 양에 대하여 학습자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 관련’ 문항은 총 3문항으로 11번부터 13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11번과 12번 문항은 여금학(2015)의 설문지 16번을 참고한 것이다. 먼저 

11번에서는 ‘개인 연습, 짝 활동, 소그룹(3명 이상) 활동, 전체 활동 및 기타’ 

항목 중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설문한다. 

이어 12번에서는 ‘기타’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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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유형 5개를 선택하고 순서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선택지로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Nunan(1989)과 한재영 외(2005)에서 각각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과 여금학(2015)의 설문지 중 가장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을 선택하는 문항의 선택지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먼저 Nunan(1989)과 

한재영 외(2005)를 참고하여 ‘예문 및 대화문 반복 연습하기’와 ‘(문법이 통제된) 

예문 및 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13 ’를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재영 

외(2005)를 참고·수정하여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역할극 

하기’, ‘자유대화하기’ 및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14 ’, ‘연구 

보고하기 15 ’를 선택지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16 ’,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개인 발표하기 17 ’ 및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는 여금학(2015)을 참고·수정하여 선택지에 포함시킨 항목들이다. 또한 

본 문항은 여금학(2015)의 설문지 16번을 참고한 것이나 개수 제한 없이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여금학(2015)의 문항과는 설문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7번에서 논한 것처럼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5개를 

선택하도록 개수 제한을 두어 선택된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적 

가중치 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선택된 5개의 학습 활동 유형 간의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여 심리적 가중치의 순위까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3

 실제 설문지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핵심 단어를 제공하여 변형하기/

제시된 표를 보고 변형하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기 등)를 제공하였는

데 이는 한재영 외(2005)의 예시를 참고한 것이다.  

14
 한재영 외(2005)에서는 ‘토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토론’이라는 표현 

대신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재영 외(2005) pp. 147

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론을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볼 경우, ‘토론’

이라는 표현 대신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라는 표현이 의미 전달에 있어 더 명확할 것

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5
 실제 설문지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 보고의 정의를 함께 제시하였다. 

16
 실제 설문지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제시된 자료 보고 필요한 정보 

찾기/ 지도 보고 길 찾기/ 그림이나 사진 보고 설명하기 및 이야기 만들기/ 드라마나 영화 보고 

줄거리 이야기하기 및 의견 말하기 등)를 제공하였다.  

17
 실제 설문지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자기 소개하기/ 고향 소개하기/ 

음식 소개하기 등)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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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문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이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누가 더 만족하는지, 만족도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항은 총 7문항으로 22번 및 26번부터 3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22번에서는 회화 교재에 음운론이나 화용론 따위의 관련 언어학적 지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한다. 선택지는 총 5개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다,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명목형 변수로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이는 

본 문항의 설문 목적 또한 필요성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6번과 27번은 교재의 흥미 유발 정도에 대하여 설문하는 문항인데 

교재를 통하여 흥미가 유발되는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과 한국 문화’로 영역을 나누어 설문하였다. 즉, 26번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흥미 유발 정도를, 27번에서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정도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영역에 관한 

한국어 전공자와 학원 수강생 간의 흥미 유발 정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8번 문항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특정 학습자 집단에게 적합한 

교재인지 설문하는 문항이다. 이에 한국어 전공자용 설문지의 경우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로 적합한지 설문하고 학원 수강생용 설문지의 경우 학원 

수업 교재로 적합한지 설문한다. 이 문항 또한 학습자 집단 간의 적합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적합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어 29번 문항은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특정 학습자 집단에게 적합한 

회화 교재가 되기 위하여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하는 

문항이며,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한국어 전공자용 

설문지와 학원 수강생용 설문지의 선택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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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용 설문지의 선택지는 ‘발음, 어휘, 문법, 주제, 학습 활동, 문화, 언어학적 

지식,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학원 수강생용 설문지에는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및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항목이 없다.  

30번은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알기 위한 

문항으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설문한다. 마지막 

문항인 31번 문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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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재 분석 결과  

3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제시했던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에 따라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인『재미있는 한국어』1~6권으로 ‘학습자별(別) 교재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 분석 시 2장에서 

제시했던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로 진행한 설문의 결과18가 교재 분석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다.  

3.1 1단계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 분석 결과  

3.1장에서는 1단계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재미있는 한국어』1권과 

2권 전반부(1과~7과) 19 에 대한 교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재미있는 한국어』1권과 2권 전반부(1과~7과)를 ‘1단계 학습자의 

교재’로 약칭하기로 한다.  

3.1.1 외적 구성 분석 

-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어디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한국’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3번과 4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 모두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 및 학습 활동 배경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대만’을 선호하는 학습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20 이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한다고 할 수 

                                           
18

 설문 결과 중 교재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설문 문항(‘6번’ 및 ‘기타 문항’ 7개)의 

분석 결과는 부록에 단계별로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1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교재 분석은 설문을 통하여 나타난 학습자의 요구를 중심으

로 진행되므로 설문의 대상이 된 교재가 곧 교재 분석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

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학원 수강생 집단이 아닌 한국어 전공자 집단이다. 이에 한국

어 전공자 집단의 학년별 회화 교과 진도를 기준으로 교재 분석의 대상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1학년은 회화 수업을 통해 『재미있는 한국어』1권부터 2권 7과까지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1단계 학습자에게는『재미있는 한국어』1권부터 2권 7과까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설문 분석 결과로『재미있는 한국어』1권부터 2권 7과까지에 대한 교재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원리로 차후 2단계부터 4단계 학습자의 교재 분석을 진행한다.  

20
 <부록 5>의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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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설문 문항 5번을 통하여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 및 학습 활동 배경으로 

두 집단 모두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비록 두 집단의 1,2순위는 일치하지 않지만, 두 집단 모두 다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와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가 배경이 한국인 회화 교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21 따라서 1단계 

학습자가 회화 교재의 배경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록 대만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이 배경인 회화 교재를 통하여 ‘마치 한국에서 제 

2언어의 개념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설명 언어는 무엇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중국어’이다 22 .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번에서 알 수 있는데, 1학년과 2권 수강생 

모두 압도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병기’를 선호하였다. 23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1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번역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번역문이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번역문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1학년은 

10점 만점에 6.15625점을, 2권 수강생은 6.205882점을 부여하였으며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1학년과 2권 수강생은 번역문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을 계산한 후, 총 평균값이 5점 

이상이면 긍정적 경향을, 5점 미만이면 부정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로 

                                           
21

 <부록 5>의 <그림 3> 참조 

22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및 일반 사설 A학원 수강생은 

『재미있는 한국어』1권, 2권, 3권의 경우 瑞蘭國際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어 번역본을 사용한다. 

이에 1,2,3권의 설명 언어는 ‘중국어’이며 ‘번역문이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23
 <부록 5>의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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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181818점이었다. 이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이에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필요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번역문에 대한 1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교재 말미에 어휘 색인이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3번에서 알 수 있는데, 1학년과 2권 수강생 모두 어휘 색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24  이에 어휘 색인에 

대한 1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법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문법 색인은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4번에서 알 수 있는데, 1학년과 2권 수강생 모두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5 

따라서 문법 색인에 대한 1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교재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교재 관련 구성물로 ‘시각적 자료’, ‘듣기 자료’ 및 

‘워크북’을 제공하며 ‘동영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5번에서 알 수 있는데 26 ,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시각적 

자료’를 1순위로 선호하였고, ‘동영상 자료’를 2순위로 선호하였다. 1순위로 

선호하는 ‘시각적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1단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2순위로 선호하는 ‘동영상 자료’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1단계 학습자의 교재 관련 구성물은 1단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24

 <부록 5>의 <그림 5> 참조 

25
 <부록 5>의 <그림 6> 참조 

26
 <부록 5>의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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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내적 구성 분석 

3.1.2.1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 

-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각 단원의 첫 장에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 목표 아래에 그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및 문화)도 함께 명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각 단원은 모두 같은 구성을 보인다. 각 단원은 ‘학습 

목표, 도입, 대화&이야기, 말하기 연습, 활동, 자기 평가, 문화 및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입’에서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사진 및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단원의 주제를 미리 생각하고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이야기’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대화 및 이야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대화 1’, ‘대화 2’ 및 ‘서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 및 서술문의 옆에는 대화 

및 서술문에 출현한 새로운 어휘가 제시된다.  

뒤이어 제시되는 ‘말하기 연습’은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어휘 및 

기능을 복습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 문제에 새로 

출현한 어휘들은 문제 옆에 나열하였고, 연습 문제와 관련된 특정 표현이나 

의미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語言提點(언어 팁)’을 두어 

별도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해당 단원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발음’ 설명 

부분도 ‘말하기 연습’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은 앞선 ‘말하기 연습’ 단계에서 익힌 문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듣기’, ‘말하기’, ‘쓰기’ 및 ‘읽기’ 등의 실용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부분이다.  

‘활동’의 말미에 제시되는 ‘자기 평가’는 단원에 대한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습자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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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는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1권의 경우 ‘말하기 연습’이나 ‘활동’에서 제시되고 2권의 경우 대화&이야기 

말미에서 제시된다.  

‘문법’은 각 단원 말미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법 설명과 함께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 연습의 일환으로 예문의 마지막 두 문장은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3.1.2.2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 

- 대화 자료는 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인가? 실제의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대화 자료에는 전반적으로 주어 생략, 조사 

생략, 구어 축약형, 짧은 부정문 등 구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이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는 대체로 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이어서 실제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권의 대화 자료는 1권의 대화 자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담화 

현장에의 적용성도 높은 편이다. 이는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제시되고 대화의 길이도 길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권의 일부분에서는 다소 부자연스럽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표현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57쪽 대화 2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빵 세 개하고 

콜라 한 병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상점에서는 손님이 살 

물건을 골라 직접 계산대 위에 올려 놓고 계산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제시된 대화와 같은 담화 상황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은 담화 현장에의 적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본다.  

또 183쪽 대화 1, 2에 나오는 “거기 이 선생님 댁이지요?”와 “다케시 씨 좀 

바꿔주세요.”와 같은 표현은 핸드폰 사용률이 집 전화 사용률보다 훨씬 빈번하여 

상기의 표현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본다. 나아가 대화 2에서 케빈이 “여보세요.” 후에 바로 

“다케시 씨 좀 바꿔 주세요.”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바꿔 달라고 하고 싶을 때 

한국인이 사용하는 모범적이고 예의 바른 표현은 “안녕하세요. 저는 OO인데요, 

혹시 다케시 씨 있어요?” 정도일 것이다. 이에 대화 2에 제시된 표현은 실제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어 다소 부자연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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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31쪽 대화 2를 보면 은행 직원이 손님에게 “뭐 하실 겁니까?”라고 

묻는데 이러한 표현은 실제 한국의 은행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위로 수정해서 대화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후의 대화에서도 직원이 손님을 ‘합쇼체’ 

평서문으로 응대하여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손님에게 친절한 느낌을 주기 

위해 평서문보다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좀 더 현실성 높은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휴지, 간투사, 수정 등의 발화 전략이 다루어졌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에서 ‘휴지’와 ‘수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간투사’는 종종 출현하는데, 1권보다 2권에서 훨씬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1권에서 간투사가 출현하는 부분은 73쪽(와)과 

105쪽(음)뿐이나, 2권에서는 17쪽(아), 35쪽(와), 53쪽(어머, 어), 89쪽(저, 아), 

107쪽(어머) 및 125쪽(어머)에서 간투사를 찾을 수 있다.  

- 그림이나 지도, 도표 등의 학습 자료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초급 수준의 교재인 만큼 교재에 출현하는 그림의 양이 

많은 편이다. 제공된 그림들은 대체로 어휘의 뜻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림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시된 그림들 중 특별히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그림의 예로는 1권 255쪽 1번 문제에 제시된 약 상자 그림과 2권 63쪽의 신문 

일기 예보가 있다. 이러한 학습 자료의 경우, 초급 학습자들을 위하여 단순화 

과정을 거친 자료이지만 현실성은 잃지 않았고 학습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지도는 많지 않다. 먼저 1권 5과에 제시된 

지도의 경우 아주 단순화된 지도이지만 초급 수준에서 위치를 묻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또 1권 171쪽에 제시된 지하철 

노선도의 경우 단순화 과정을 다소 거치기는 했으나 실제 노선도와 유사하여 

실제적이고 현실 적용성이 높은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2권 

5과에 제시된 지도의 경우 1권 5과의 지도보다는 비교적 복잡하게 설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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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적용성을 높였다.  

 

3.1.2.3 학습 내용 분석 

-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자기 소개(2번)’, ‘일상생활(2번)’, ‘물건 사기(2번)’, 

‘위치’, ‘음식’, ‘약속’, ‘날씨(2번)’, ‘주말 활동’, ‘교통’, ‘전화’, ‘취미(2번)’, ‘가족’, 

‘우체국·은행’, ‘약국’, ‘길 묻기’, ‘안부·근황’ 및 ‘외모·복장’을 주제로 다룬다.   

상기 주제들을 7번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주제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1단계 학습자가 학습하게 되는 총 22개의 주제 중 ‘생활’ 관련 주제가 12개2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주제는 세 번 출현하였고, 

‘물건 사기’ 및 ‘취미와 여가’ 관련 주제는 각각 두 번씩 출현하였으며, ‘휴일’, 

‘건강’ 및 ‘가족’과 관련된 주제는 각각 한 번씩 출현하였다.  

한편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1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7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문항 8번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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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위치’, ‘음식’, ‘약속’, 날씨’, ‘교통’, ‘전화’, ‘우체국·은행’, ‘길 묻기’ 및 ‘외모·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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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 

 

1. 가족   2. 건강   3. 과학   4. 교육   5. 뉴스, 시사 문제   6. 물건 사기   7. 미디어    

8. 생활   9. 수   10. 예술   11. 인사   12. 일과 직업   13. 전문 분야   14. 책과 문학  

15. 취미와 여가   16. 한글과 한국어   17. 휴일   18. 기타 

 

먼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인사’ > 

‘물건 사기’ = ‘취미와 여가’ > ‘휴일’ = ‘미디어’ > ‘일과 직업’ 순이다. 반면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취미와 여가’ > ‘물건 사기’ = ‘인사’ > ‘휴일’ > 

‘한글과 한국어’ 순이다.  

두 집단 모두 ‘생활’을 가장 선호하는 주제로 선택하였는데, 특히 1학년의 경우 

‘생활’은 압도적인 응답 빈도를 보인다. 이는 ‘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하위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5위 안에 선정된 주제 중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정한 주제는 ‘생활’ 

이외에도 ‘인사’, ‘물건 사기’, ‘취미와 여가’ 및 ‘휴일’이 있다. 이를 통하여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는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주제들이 초급 수준에 잘 맞는 주제들이자 회화의 기본이 

되는 일상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의 또 다른 공통점은 ‘과학’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히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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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아닐 경우 ‘과학’과 관련된 주제는 기타 주제에 비하여 어렵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두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1학년은 ‘미디어’를 

4순위로, ‘일과 직업’를 5순위로 선호하는 반면, 2권 수강생은 ‘미디어’는 7순위로, 

‘일과 직업’은 8순위로 선호하는 데 그쳤다. 이는 초급 수준일지라도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싶어하는 한국어 전공자의 특성과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학원 수강생의 특성이 대비되어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인데, 1학년은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하위권에 머무른 데 반해 2권 수강생은 ‘한글과 

한국어’를 5순위로 선호하였다. 이는 학원 교재 및 수업을 통해 한글 및 

한국어를 처음 전문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학원 수강생에게는 

‘한글과 한국어’가 궁금해 할 만한 주제이자 초급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할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한국어 전공자인 1학년의 경우, 1학년 

회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글 및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학습해 

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1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문 

문항 7번 및 8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7번 문항의 경우 총 

18개의 주제 중 선호하는 주제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위에 포함된 주제가 교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요구 반영 여부를 분석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1학년은 압도적으로 ‘생활’ 관련 주제를 선호하였는데,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생활’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1학년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인사’ 관련 주제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다루었고, 세 번째로 선호하는 ‘물건사기’ 및 ‘취미와 여가’ 관련 주제를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다루었다. 4위를 차지한 ‘휴일’의 경우도 한 번 다루어졌다.  

이에 반해 1학년이 네 번째로 선호하는 ‘미디어’와 다섯 번째로 선호하는 ‘전문 

분야’의 경우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나 ‘전문 분야’가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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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미디어’와 ‘전문 분야’는 다루고 있지 않았으나, 

1학년이 선호하는 주제의 대부분을 높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1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2권 수강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2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 

관련 주제가 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어졌고, 2순위로 선호하는 ‘취미와 

여가’, 3순위로 선호하는 ‘물건 사기’ 및 ‘인사’, 4순위로 선호하는 ‘휴일’이 

교재에서 모두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5순위로 선호하는 ‘한글과 한국어’의 

경우도 비록 교재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1권 1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글 익히기’ 부분을 두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2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8번 문항에서 1학년은 

7.640625점을, 2권 수강생은 7.85294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75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 어떤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기능들을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말하기 기능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생활 기능’, ‘묘사 기능’, ‘정보 탐색 기능’, ‘상호 작용 기능’, ‘감정 

표현 기능’, ‘의지 표현 기능’ 및 ‘사고 기능’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총 8개의 기능 중 ‘담화 전개 기능’을 제외한 7개의 기능이 

모두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능들이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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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7개의 기능 중 ‘생활 기능’ 및 ‘묘사 기능’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졌으며 ‘사고 기능’이 다루어진 것은 한 번뿐이었다.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생활 기능’ 및 ‘묘사 기능’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반해 ‘담화 

전개 기능’은 한 번도 다루지 않고 ‘사고 기능’도 한 번 다룬 데 그친 것은 초급 

수준에서 먼저 학습해야 할 기능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각 기능들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진 예를 보면, 먼저 ‘생활 기능’의 

경우 1권 3과와 2권 4과의 ‘상점에서 물건 사기’, 1권 6과의 ‘음식 주문하기’, 1권 

14과의 ‘우체국에서 편지나 소포 보내기’ 및 ‘은행에서 환전하고 통장 만들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묘사 기능’의 경우 1권 1과와 2권 1과의 ‘자기 

소개하기’, 1권 8과의 ‘계절 및 날씨 묘사하기’, 2권 7과의 ‘외모와 복장 묘사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한편 ‘정보 탐색 기능’의 경우 2권 5과의 ‘길 묻기’에서, 

‘상호 작용 기능’은 1권 7과의 ‘약속하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감정 표현 

기능’의 경우 2권 2과의 ‘취미 말하기’에서, ‘의지 표현 기능’의 경우 1권 9과의 

‘주말 활동과 계획 표현하기’에서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기능’의 경우 

2권 3과의 ‘날씨 비교하기’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1단계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는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

 

1. 감정 표현 기능   2. 의지 표현 기능   3. 사고 기능   4. 묘사 기능   5. 생활 기능    

6. 정보 탐색 기능   7. 상호 작용 기능   8. 담화 전개 기능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40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의 순위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즉, 4순위와 5순위의 순서만 다를 뿐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는 일치하고 있다. 본 문항은 총 8개의 말하기 기능 중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먼저 상위 

3순위를 살펴보면,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생활 

기능’ > ‘상호 작용 기능’ > ‘감정 표현 기능’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생활 기능’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경우 현장 적용성이 가장 높은 실용적인 기능이 

‘생활 기능’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두 번째로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상호 작용 기능’인데, 이는 ‘인사, 일상적 대인 관계, 약속’ 등의 

기능이 포함된 ‘상호 작용 기능’이 가장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 중 하나이자 차후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세 번째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감정 표현 

기능’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개인의 느낌, 감사, 사과’ 등이 포함된 ‘감정 표현 

기능’을 초급 수준에서 학습해야 하는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낮은 응답 빈도를 부여한 하위 3순위는 

‘사고 기능’, ‘정보 탐색 기능’ 및 ‘의지 표현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초급 

수준보다는 중·고급 수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능들로, 한국어 초급 수준인 

1단계 학습자 또한 현 수준에서 상기와 같은 기능들을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단계 학습자의 ‘말하기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들과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설문 문항 9번은 총 8개의 말하기 

기능 중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3개의 말하기 기능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상위 3순위는 ‘생활 기능’, ‘상호 작용 기능’ 및 ‘감정 표현 기능’이다. 이 

기능들은 모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위를 차지한 

‘생활 기능’의 경우 교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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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볼 때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0번 문항에서 1학년은 7.1875점을, 2권 수강생은 7.441176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318182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 구어 축약형, 단어 및 문장의 강세, 억양, 음성 단위, 음운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발음은 총 22가지이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와 환경에서의 발음법을 포함한 ‘음운규칙’ 17번 및 ‘억양’ 

5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록 단원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권 

199쪽 ‘語言提點(언어 팁)’에서 ‘구어 축약형’ ‘거, 게, 건, 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단어 및 문장의 강세’와 ‘음성 단위’의 경우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 발음 연습 부분이 있는가?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 및 단어를 

제시하였다.  

-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은 설문 문항 14번 및 

15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래 <표 2>는 설문 문항 14번의 결과를, <그림 

3>은 15번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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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발음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1학년 6.84375 
389 0.04163 

2권 수강생 7.529412 

 

<그림 3>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발음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3. 발음 설명이 명 

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4.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5.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6.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   8.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 

상으로 많다.   9.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 기타 

 

먼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4번 

문항에서 1학년은 6.84375점을, 2권 수강생은 7.529412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은 0.04163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발음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 

5점보다 높으므로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나 2권 수강생의 만족도가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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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5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3>을 보면, 먼저 1학년은 과반수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교재의 

발음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와 대체로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학년이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발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이었다. 실제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은 많지 않다. 이에 한국어 발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수준의 1학년이 교재에 제시된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한국어의 발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림 3>을 보면 2권 수강생 집단의 경우도 교재의 발음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이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2권 수강생의 요구와도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음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2권 수강생의 비율은 1학년처럼 

높지는 않았다. 이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한 2권 수강생의 만족도가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14번 문항의 분석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두 분석 결과가 상충된다기 보다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2권 수강생들이 교재의 발음 부분에 특별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2권 수강생의 전체 평균값이 1학년의 전체 평균값보다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권 수강생이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 및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꼽은 2권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2권 수강생이 

발음 연습을 중요시하며, 현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발음 연습 부분의 양이 2권 

수강생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권 수강생이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문제점은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이었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한 강세, 억양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44 

 

및 휴지도 학습하고 싶어하는 2권 수강생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음운 

규칙 위주로 구성되어 ‘억양’ 설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강세’ 및 ‘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현 교재에 불만을 가진 학습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중국어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문법 설명과 함께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 연습의 일환으로 

예문의 마지막 두 문장은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 

부분은 대체로 2~3쪽을 차지하여 기본적으로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법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는 설문 문항 16번과 17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6번 문항에서 1학년은 

7.3125점을, 2권 수강생은 7.558824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439394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문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7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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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문법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3.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4.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5.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6.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8.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 중 교재의 문법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1학년은 교재의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학년이 문법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 중 하나는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은 발음, 어휘 및 문화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으로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다’를 선택한 

학습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세한 문법 설명을 중시하며 현 교재의 문법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답한 1학년도 있었다. 

즉, 1학년 집단에는 교재에 제시된 문법 설명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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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느끼는 학습자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이에 차후 

문법 설명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 줄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문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1학년이 문법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문법 연습의 일환으로 문법 설명 

아래에 제시된 예문의 마지막 두 문장을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이를 통하여 

1학년에게 두 문장은 목표 문법을 연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권 수강생의 설문 결과를 보면,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2권 수강생도 

교재가 다루고 있는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문법 설명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은 2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권 수강생이 문법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와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이었다. 이를 통하여 현재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예문 및 연습 문제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2권 수강생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대화&이야기’, ‘말하기 연습’ 및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다. 어휘의 뜻은 중국어로 제시하고 있다.  

어휘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는 설문 문항 18번과 19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8번 문항에서 1학년은 

7.75점을, 2권 수강생은 7.558824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어휘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651515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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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어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9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어휘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3.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4.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   5.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어휘 제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7. 기타 

 

먼저 1학년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가 다루고 있는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60%가 넘는 

학습자가 교재의 어휘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학년이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이었다. 실제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한 

관련 어휘는 제시하고 있으나 유의어, 반의어 및 동음이의어 등의 관련 어휘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더 다양한 관련 어휘를 학습하고 싶은 1학년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2권 수강생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가 다루고 있는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어휘 부분의 문제점을 묻는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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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와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가 각각 40%가 

넘는 비율로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40%가 넘는 2권 수강생이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답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에서 유의어, 반의어 및 

동음이의어 등의 관련 어휘는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2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나 2권 수강생보다 1학년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어휘 제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한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고 답한 1학년은 한 명도 없었고, 2권 수강생의 경우도 

소수의 학습자만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제시하는 방법 및 어휘의 뜻 제공량(量)은 1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성취 문화 중심인가?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각 단원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총 

22번 출현하는데, 22번 모두 성취 문화가 아닌 일상 문화에 대한 소개이다. 이를 

통하여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는 모두 일상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기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문화 설명과 함께 1~3개의 말하기 과제가 함께 

제시된다. 그러나 1단계 학습자의 말하기 과제에는 한국어로 수행하는 말하기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하기 과제도 있다. 즉, 소개된 문화의 내용과 앞서 학습한 

한국어 표현들을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과제도 있으나 1단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미 배운 한국어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과제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개된 문화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 ‘학습자의 나라에서는 어떤지 이야기해 보기’, ‘특정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기’ 등과 같은 과제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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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생각된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권 54쪽의 문화 소개에서는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의 날씨 및 여러분 나라의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 습관,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현재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서 한국어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비록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국어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말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1권 97쪽의 ‘친구와 감사/사과의 인사를 해 보세요’, 1권 126쪽의 ‘친구의 

제안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해 보세요’, 2권 90쪽의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물어보면 될까요? 사진 속의 사람이 되어 이야기해 

보세요’, 2권 109쪽의 ‘여러분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와 헤어질 때 한국 

사람처럼 헤어지는 인사를 해보세요’ 등과 같은 과제는 한국어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앞서 학습한 한국어 표현들을 복습할 기회와 

새로 배운 문화를 바로 응용해 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바람직한 말하기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은 설문 

문항 20번과 21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20번 문항에서 1학년은 6.83871점을, 2권 수강생은 7.08823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863636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21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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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   3.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5.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 

기 어렵다.   7.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8.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 

10.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11. 기타 

 

앞서 언급했듯이 1학년은 문화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문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21번 문항에서 응답빈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별 큰 문제가 없다’가 아닌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이었다. 각 단원에서 문화에 할애하는 지면은 약 반쪽 정도이며 그 중 

실제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적게는 3줄에서 많게는 10줄 정도되는데 

1학년은 이와 같은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별 큰 

문제가 없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화 

부분에서 특별히 해당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록 1학년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와 잘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권 수강생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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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고 교재의 문화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2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권 수강생이 지적한 문화 부분의 문제점들은 1학년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2권 수강생은 1학년과 같이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를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를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다.  

 

3.1.2.4 학습 활동 분석 

-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28  실생활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설문 문항 12번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가 총 209번 제시되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로, 이 유형은 교재에서 총 

73번 제시된다.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는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으로, 교재에서 총 19번 제시된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인데, 이 유형은 총 12번 제시된다. 

나머지 학습 활동은 ‘역할극 하기’ 7번,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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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이 교재에 출현한 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활동을 설문 문항 12번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 과정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밝혀 두는 바이다.  

① 설문 문항 12번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은 ‘말하기’ 및 ‘듣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유형들이다. 이에 ‘말하기’ 및 ‘듣기’ 활동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읽기’ 및 

‘쓰기’ 활동의 경우 학습 활동 유형 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② 학습 활동 유형 중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습자가 말하기를 수행하기 전에 자료 수집 및 정리 과정이 선행

되었는지’이다.   

③ 한 문제 안에 2개 이상의 학습 활동 유형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 이를 ‘복합 유형’으로 정의하

고 어떤 유형들 간의 복합인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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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번 및 ‘복합 유형’ 2번29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주로 반복 연습을 통한 정확성 

배양에 중점을 둔 학습 활동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실생활 관련 

활동도 포함하여 학습 활동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1권 

1과 및 2권 1과의 ‘자기 소개하기’, 1권 3과의 ‘상점에서 물건 사기’, 1권 5과의 

‘목적지까지 가는 법 묻기’ 등이 있다. 또한 1권 14과의 ‘우체국에서 편지 또는 

소포 부치기’ 및 ‘은행에서 통장 만들고 환전하기’, 1권 15과의 ‘증상 이야기하고 

약국에서 약 사기’, 2권 5과의 ‘슈퍼마켓 과일 할인 행사 안내방송 듣기’ 및 

‘상점에서 옷 사기’ 등도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습 활동의 방식과 유형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학습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은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학습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하기 연습’의 경우 기본적으로 

‘짝 활동’이 전제되어 있으나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의 경우도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학습 활동의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활동만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학습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가’와 ‘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말하기 연습’은 ‘짝 

활동’으로, 다른 학생과의 상호 작용 및 교류를 거치는 활동이 아닌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은 ‘개인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은 ‘짝 활동’ > ‘개인 활동’ > ‘전체 활동’ > ‘소그룹 활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1번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11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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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복합 유형으로는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

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 및 ‘역할극 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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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은 ‘짝 활동’ > 

‘소그룹 활동’ > ‘전체 활동’ > ‘개인 활동’ 순이며,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방식은 

‘짝 활동’ > ‘전체 활동’ > ‘소그룹 활동’ > ‘개인 활동’ 순이다.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방식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짝 활동’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가장 적다. 또한 비록 두 학습자 집단이 

각각 2순위 및 3순위로 선호하는 학습 활동의 방식은 다르지만, 두 집단 모두 

2순위 및 3순위 간의 응답 빈도의 차이가 한 명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1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과 설문 문항 

11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압도적으로 

‘짝 활동’을 선호했는데,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짝 활동’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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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1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12번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8>은 12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1.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3.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4. 역할극 하기    

5.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6. 자유대화하기    

7.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8.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9.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30

  10.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11. 기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역할극 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30

 본래 학습자에게 설문을 진행할 당시에는 ‘개인 발표하기’와 ‘연구 보고하기’를 구별된 2개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두 유형의 응답 빈도를 하

나로 합친 후 이를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로 수정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두 유형 모두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 준비를 거친 후 발표를 하는 유형으로, 두 유형을 구

분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것을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발견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두 유형을 합친 유형의 명칭을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

기’로 수정한 이유는 두 유형 모두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거친 후에 발표를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설문지에서 ‘개인 발표하기’의 예로 든 활동들이 모두 특정 주제에 대한 ‘소

개하기’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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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순이다. 

반면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순이다.  

두 집단이 각각 1순위로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집단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및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를 모두 5위 안에 선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와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는 예문 및 대화문 반복 학습을 기반으로 정확성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이로써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정확성을 배양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자료 보고 필요한 정보 찾기’, ‘지도 

보고 길 찾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줄거리나 의견을 말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는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 중 가장 

실용성이 높은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학습 

활동의 실용성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1학년은 ‘역할극 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2권 수강생은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와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를 선호하였다. 1학년이 

선호하는 ‘역할극 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는 모두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 활동 유형이다. 반면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와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는 모두 유창성 보다는 정확성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활동 유형이다. 

이를 통하여 1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에는 정확성을 위한 활동과 

유창성을 위한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반면 2권 수강생은 유창성을 위한 

활동보다 정확성을 위한 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습 활동 유형은 ‘설문 조사 및 

인터뷰하기’이다. ‘설문 조사 및 인터뷰하기’는 2권 수강생의 경우 한 명의 

학습자도 선택하지 않았고 1학년의 경우 이를 최하위에 선정하였다. 실생활에서 

설문 조사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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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터뷰하기’는 실용성 및 현장 적용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두 학습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연구 발표하기’의 경우도 두 집단 모두 낮은 선호도를 보인 유형인데,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가 초급 수준의 1단계 학습자에게는 

맞지 않는, 너무 어려운 유형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1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과 설문 문항 

12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겠다. 또한 13번 문항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겠다. 먼저 12번 문항은 총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선호하는 유형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학습 활동 유형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먼저 1학년의 경우를 보면, 1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이 

1순위로 선호하는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가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3순위로 선호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하기’가 교재에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1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학년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6.921875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이어 2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2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유형 중 

3가지 유형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학년의 경우와는 달리 2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인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는 교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되는 유형이었고, 3순위로 

선호하는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는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5순위로 선호하는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도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고, 

4순위로 선호하는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의 경우도 교재에 제시된 횟수는 

두 번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2권 수강생의 요구와 잘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권 수강생은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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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7.205882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2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5가지 중 실제로 교재에 출현한 유형의 개수’를 토대로 만족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추정된다. 즉, 2권 수강생은 가장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5가지 중 반이 넘는 3가지 유형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을 살펴보면, ‘말하기 연습’ 부분과 

‘말하기’ 활동의 양이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합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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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 분석 결과  

3.2장에서는 2단계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재미있는 한국어』2권 

후반부와 3권 전체에 대한 교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재미있는 한국어』2권 후반부(8과~15과)와 3권을 ‘2단계 학습자의 

교재’로 약칭하기로 한다.  

3.2.1 외적 구성 분석 

-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어디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한국’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3번과 4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1학년과 

2권 수강생 집단 모두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 및 학습 활동 배경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대만’을 선호하는 학습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31 이에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 문항 5번을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 및 학습 

활동 배경으로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2학년과 3권 수강생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즉, 두 학습자 

집단 모두 대부분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또는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가 배경이 한국인 회화 교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가 회화 교재의 배경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1단계 학습자와 같이 비록 대만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이 배경인 회화 교재를 통하여 ‘한국에서 제 2언어의 

개념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설명 언어는 무엇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중국어’이다. 이에 대한 

                                           
31

 <부록 7>의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32
 <부록 7>의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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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번에서 알 수 있는데, 2학년과 3권 수강생 모두  

‘한국어 중국어 병기’를 가장 선호하였고 ‘중국어’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33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2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번역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번역문이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번역문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2학년은 

10점 만점에 5.680556점을, 3권 수강생은 5.708333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5.694444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필요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번역문에 대한 2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교재 말미에 어휘 색인이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3번에서 알 수 있는데, 2학년과 3권 수강생 모두 어휘 색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34  이에 어휘 색인에 

대한 2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법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문법 색인은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4번에서 알 수 있는데, 2학년과 3권 수강생 모두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5 

따라서 문법 색인에 대한 2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교재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33

 <부록 7>의 <그림 4> 참조  

34
 <부록 7>의 <그림 5> 참조  

35
 <부록 7>의 <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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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교재 관련 구성물로 ‘시각적 자료’, ‘듣기 자료’ 및 

‘워크북’을 제공하며 ‘동영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5번에서 알 수 있는데, 2학년은 교재 구성물로 ‘동영상 

자료’를 가장 선호하였고 ‘시각적 자료’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한편 3권 

수강생의 경우 ‘시각적 자료’를 가장 선호하였고 ‘동영상 자료’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36  

이처럼 ‘동영상 자료’는 두 학습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교재 

구성물이다. 그러나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동영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 두 학습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2단계 학습자의 교재 관련 구성물은 2단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차후 교재 관련 구성물로 ‘동영상 

자료’를 추가한다면 2단계 학습자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2 내적 구성 분석 

3.2.2.1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 

-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각 단원의 첫 장에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 목표 아래에 그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및 문화)도 함께 명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각 단원은 모두 같은 구성을 보이며, 3.1.2.1에서 

제시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단원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3.2.2.2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 

- 대화 자료는 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인가? 실제의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가?  

                                           
36

 <부록 7>의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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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는 모두 구어체이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대화 자료에는 주어 생략, 조사 생략, 구어 축약형, 

짧은 부정문 등 구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출현한다. 또 현대 

한국인이 실제 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어적 표현도 상당수 출현하여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다. 또한 존댓말과 반말이 모두 출현하여 학습자가 존댓말과 반말을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휴지, 간투사, 수정 등의 발화 전략이 다루어졌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에는 ‘휴지’ 및 ‘간투사’는 출현하지만 

‘수정’ 전략은 출현하지 않는다. 먼저 ‘휴지’는 2권 195쪽과 3권 35쪽, 53쪽, 

71쪽 및 167쪽의 대화 자료에서 다루어진다. 다음으로 ‘간투사’의 경우 

‘휴지’보다 출현 빈도가 훨씬 높은데, 2권 후반부에서는 161쪽(어머), 215쪽(아), 

233쪽(어휴, 글쎄, 뭐, 그럼) 및 269쪽(우와)의 대화 자료에서 간투사를 찾아볼 

수 있다. 또 3권에서는 35쪽(글쎄요, 음, 아, 그럼, 와), 53쪽(아), 71쪽(음, 아), 

87쪽(어), 151쪽(아), 167쪽(아), 183쪽(어), 217쪽(글쎄요, 글쎄) 및 233쪽(음)의 

대화 자료에서 간투사를 찾아볼 수 있다.   

- 그림이나 지도, 도표 등의 학습 자료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가? 

중급 수준인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초급 수준인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처럼 많은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제시된 그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어휘의 뜻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들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접할 법한 

그림들도 다수 출현한다.  

2권에 제시된 그림들 중 특별히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그림의 예로는 

153쪽 청첩장, 188쪽 여행 상품 광고문, 256쪽 약 봉지, 271쪽 설계 도면 및 

279쪽 집 광고문 등이 있다. 또 3권에서 제시된 그림들 중 특별히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그림의 예로는 89쪽 안내 표지판, 95쪽 지하철 이용 예절 광고 및 

242쪽 여행 광고 등이 있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실제적인 그림들을 통해 한국 

생활 중에 접하게 될 것들을 미리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38쪽 

가방 종류, 무늬 및 부속물 그림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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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지도는 148쪽과 149쪽의 지하철 노선도 

및 152쪽의 지도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상당히 

실제적이어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도표의 경우 160쪽 원 

그래프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실제적으로 표현된 편이다.  

 

3.2.2.3 학습 내용 분석 

-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교통’, ‘기분·감정’, ‘여행’, ‘부탁’, ‘한국생활’, ‘도시’, 

‘치료’, ‘집 구하기’, ‘계획과 희망’, ‘요리’, ‘소식·소문’, ‘성격’, ‘생활 예절’, ‘미용실’, 

‘한국 생활’, ‘분실과 습득’, ‘연애와 결혼’, ‘선물’, ‘사건과 사고’, ‘실수와 후회’, 

‘직장’, ‘여행 계획’ 및 ‘명절’을 주제로 다룬다.  

상기 주제들을 7번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주제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2단계 학습자가 학습하게 되는 총 23개의 주제 중 ‘생활’ 관련 주제가 18개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휴일’과 관련된 주제가 두 번 출현하였고, 

‘건강’, ‘일과 직업’, ‘뉴스, 시사 문제’ 관련 주제가 각각 한 번씩 출현하였다.  

한편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2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7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문항 8번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7

 ‘교통’, ‘기분·감정’, ‘부탁’, ‘한국생활’, ‘도시’, ‘집 구하기’, ‘계획과 희망’, ‘요리’, ‘소식·소문’, ‘성

격’, ‘생활 예절’, ‘미용실’, ‘한국 생활’, ‘분실과 습득’, ‘연애와 결혼’, ‘선물’, ‘실수와 후회’, ‘명절’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63 

 

<그림 9>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 

 

1. 가족   2. 건강   3. 과학   4. 교육   5. 뉴스, 시사 문제   6. 물건 사기   7. 미디어    

8. 생활   9. 수   10. 예술   11. 인사   12. 일과 직업   13. 전문 분야   14. 책과 문학  

15. 취미와 여가   16. 한글과 한국어   17. 휴일   18.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취미와 여가’ > 

‘휴일’ > ‘뉴스, 시사 문제’ > ‘미디어’ 순이다. 한편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취미와 여가’ > ‘휴일’ > ‘물건 사기’ > ‘인사’ 순이다.  

두 학습자 집단은 모두 ‘생활’을 가장 선호하는 주제로 선택하였는데, 특히 

2학년의 경우 ‘생활’은 압도적인 응답 빈도를 보인다. 이는 앞서 3.1.2.3에서 

언급했듯이 ‘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하위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이 각각 2순위, 3순위로 선호하는 

주제도 일치한다.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취미와 여가’를 2순위로, ‘휴일’을 

3순위로 선호하였다. 이를 통하여 2단계 학습자는 일상적인 주제들을 비교적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두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2학년은 ‘뉴스, 시사 

문제’를 4순위로, ‘미디어’를 5순위로 선호하는 반면, 3권 수강생은 ‘뉴스, 시사 

문제’는 8순위로, ‘미디어’는 6순위로 선호하는 데 그쳤다. 또 3권 수강생은 

4순위로 ‘물건 사기’를, 5순위로 ‘인사’를 선호하는 데 반해 2학년의 경우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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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인사’가 선호도 10순위에 그쳤다. 이는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싶어하는 한국어 전공자의 특성과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에 더 흥미를 보이는 학원 수강생의 특성이 

대비되어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은 공통적으로 ‘수’ 및 ‘과학’을 선호하지 않았다. ‘수’의 

경우 이미 초급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학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중급에서 다시 학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학’의 

경우, 특별히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아니라면 ‘과학’이 기타 주제에 

비해 어렵거나 재미가 없거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2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문 

문항 7번 및 8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7번 문항의 경우 총 

18개의 주제 중 선호하는 주제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주제가 교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요구 반영 여부를 분석하겠다.  

우선 2학년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취미와 여가’와 다섯 번째로 선호하는 

‘미디어’의 경우 교재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 관련 주제는 2학년에게 선호도가 낮은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2학년은 압도적으로 ‘생활’ 관련 주제를 

선호하였는데,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생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2학년이 세 번째로 선호하는 ‘휴일’ 관련 주제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다루었고, 네 번째로 선호하는 ‘뉴스, 시사 문제’ 관련 

주제도 한 번 다루었다.  

즉, 비록 2학년이 2순위와 5순위로 선호하는 주제는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 5개 중 과반수 이상이 교재에서 

다루어졌고, 1순위로 선호하는 주제가 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다루어졌다. 이에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2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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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2학년이 7.416667점을 부여하여 주제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어 3권 수강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 관련 주제를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다루었고, 세 번째로 

선호하는 ‘휴일’ 관련 주제를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다루었다. 그러나 3권 

수강생이 2순위, 4순위 및 5순위로 선호하는 주제들은 교재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 5개 중 과반수 이상이 

교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3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권 수강생은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8번 문항에서 

7.526316점을 부여하여 주제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비록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 5개 중 3개가 교재에 출현하지 않았으나 3권 

수강생이 1순위로 선호하는 ‘생활’ 관련 주제가 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 어떤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기능들을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말하기 기능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묘사 기능’, ‘상호 작용 기능’, ‘의지 표현 기능’, ‘사고 기능’, ‘정보 

탐색 기능’, ‘생활 기능’, ‘감정 표현 기능’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총 8개의 기능 중 ‘담화 전개 기능’을 제외한 7개의 기능이 모두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담화 전개 기능38’의 경우도 단원의 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2단계 학습자는 ‘어떤 말로 발표를 시작하고 마칠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서로 정리해서 

소개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개요를 짜 보세요’ 등에서 ‘담화 전개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이에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총 8개의 기능이 

                                           
38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담화 전개 기능’이란 ‘문장을 이어서 효율적으로 말하는 데 필요한 각

종 기능’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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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능들이 다 비슷한 빈도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8개의 기능 중 ‘묘사 기능’은 다른 기능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반면 기타 6개의 기능들은 출현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각 기능들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진 예를 보면, 먼저 ‘묘사 기능’의 

경우 2권 13과의 ‘도시의 특징 설명하기’, 3권 6과의 ‘머리 모양 설명하기’, 3권 

7과의 ‘경험 말하기’, 3권 10과의 ‘선물 문화 설명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 작용 기능’의 경우 2권 11과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3권 

3과의 ‘소식 전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한편 ‘의지 표현 기능’은 3권 1과의 

‘계획, 결심에 대해 묻고 답하기’, 3권 14과의 ‘여행 계획 세우기’ 등에서 학습 

가능하다. ‘사고 기능’의 경우 3권 9과의 ‘연애와 결혼의 조건 이야기하기’, 3권 

10과의 ‘선물 문화 비교하기’ 등에서 다루고 있다. ‘정보 탐색 기능’은 2권 8과의 

‘교통 수단 묻기’, 3권 2과의 ‘음식의 재료 및 조리법 설명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또 ‘생활 기능’의 경우 2권 14과의 ‘약 사기’, 2권 15과의 ‘집 구하기’ 

등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 기능’은 2권 9과의 ‘기분과 감정 

이야기하기’, 3권 7과의 ‘한국 생활의 느낌 말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한편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2단계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는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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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 

 

1. 감정 표현 기능   2. 의지 표현 기능   3. 사고 기능   4. 묘사 기능   5. 생활 기능    

6. 정보 탐색 기능   7. 상호 작용 기능   8. 담화 전개 기능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본 문항은 총 8개의 말하기 

기능 중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먼저 상위 3순위를 살펴보면,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생활 기능’ > ‘상호 작용 기능’ > ‘감정 표현 기능’ 순이다. 

두 학습자 집단 모두 ‘생활 기능’을 가장 학습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경우 현장 적용성이 가장 높은 실용적인 

기능이 ‘생활 기능’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두 번째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상호 작용 기능’인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호 작용 

기능’이 차후 한국을 가거나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경우 실용성이 높은 

기능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모두 세 번째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감정 표현 기능’인데, 이는 ‘감정 표현 기능’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실용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빈도를 보인 기능은 ‘정보 탐색 기능’이다. 

‘정보 탐색 기능’은 ‘문의, 정보 요청, 정보 전달’ 등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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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기능들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 탐색 기능’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습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단계 학습자의 ‘말하기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들과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설문 문항 9번은 총 8개의 말하기 

기능 중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3개의 말하기 기능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상술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일치하고 있다. 2학년과 3권 수강생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상위 3순위는 ‘생활 기능’, ‘상호 작용 기능’ 및 

‘감정 표현 기능’이다. 이 기능들은 모두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묘사 기능’은 

두 학습자 집단 모두 4순위로 선호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2학년과 3권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0번 설문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10번 문항에서 2학년은 6.666667점을, 

3권 수강생은 7.355263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02027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2학년과 3권 수강생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 구어 축약형, 단어 및 문장의 강세, 억양, 음성 단위, 음운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발음은 총 23가지이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와 환경에서의 발음법을 포함한 ‘음운 규칙’ 17번 및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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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구어 축약형’, ‘단어 및 문장의 강세’와 ‘음성 

단위’의 경우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 발음 연습 부분이 있는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장을 제시하였다.  

-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은 설문 문항 14번 및 

15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래 <표 3.2-5>는 설문 문항 14번의 결과를, <그림 

3.2-11>은 15번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발음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2학년 6.583333 
489 0.04691 

3권 수강생 7.378378 
 

<그림 11>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발음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3. 발음 설명이 명 

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4.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5.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6.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   8.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 

상으로 많다.   9.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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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4번 

문항에서 2학년은 6.583333점을, 3권 수강생은 7.378378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은 0.04691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발음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 

5점보다 높으므로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나 3권 수강생의 만족도가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5번 문항의 결과와도 

대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5번 문항에서 3권 수강생은 ‘별 큰 문제가 

없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 데 반해 2학년 중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세 번째로 많은 데 그쳤다. 이에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2학년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는 편이나 3권 수강생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학년이 발음 부분의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 및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꼽은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2학년이 발음 연습을 중요시하며, 

현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발음 연습 부분의 양이 2학년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학년이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문제점은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이었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한 강세, 억양 및 

휴지도 학습하고 싶어하는 2학년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음운 규칙 

위주로 구성되어 ‘억양’ 설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강세’ 및 ‘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현 교재에 불만을 가진 학습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편 3권 수강생이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발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와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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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이었다. 이에 반해 2학년이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인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3권 수강생은 한 명에 불과했다. 이를 통하여 3권 

수강생은 2학년과는 달리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발음 연습 부분의 

양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보다는 발음 설명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운 규칙 위주로 구성되어 ‘억양’ 설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강세’ 및 ‘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3권 수강생도 2학년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1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동일하다. 즉, 중국어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고 문법 설명과 함께 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법 연습의 일환으로 예문의 마지막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은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도 1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문법 부분은 대체로 2~3쪽을 차지하여 기본적으로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법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는 설문 문항 16번과 17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6번 문항에서 2학년은 

6.722222점을, 3권 수강생은 7.394737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067568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문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7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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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문법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3.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4.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5.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6.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8.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의 경우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두 번째로 많은 데 그쳤고,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를 문법 부분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은 발음, 어휘 및 문화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으로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다’를 선택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2학년이 자세한 

문법 설명을 중시하며 현 교재의 문법 설명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록 2학년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은 2학년의 요구와 잘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3권 수강생의 경우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해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3권 수강생은 교재의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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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방식은 3권 수강생의 요구와는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권 수강생이 문법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와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이었다. 이를 통하여 2학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3권 

수강생도 현 교재의 문법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연습 문제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3권 수강생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1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동일하게 새로운 어휘를 

‘대화&이야기’, ‘말하기 연습’ 및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어휘의 뜻은 

중국어로 제시하고 있다.  

어휘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는 설문 문항 18번과 19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8번 문항에서 2학년은 7.777778점을, 3권 

수강생은 8.026316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어휘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905405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어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9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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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어휘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3.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4.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   5.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어휘 제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7.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의 경우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두 번째로 많은 데 그쳤고,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를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한 관련 어휘는 제시하고 있으나 유의어, 반의어 및 

동음이의어 등의 관련 어휘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더 다양한 관련 

어휘를 학습하고 싶은 2학년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비록 2학년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2학년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권 수강생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의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을 뿐 아니라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해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3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권 수강생이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이었다. 이는 2학년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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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유의어, 반의어 및 동음이의어 등의 관련 어휘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성취 문화 중심인가?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각 단원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총 

23번 출현하는데 23번 모두 성취 문화가 아닌 일상 문화에 대한 소개이다. 이를 

통하여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는 모두 일상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기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문화 설명과 함께 대체로 2개의 말하기 과제가 

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말하기 과제로는 ‘해당 한국 문화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기’가 제시되고, 두 번째 말하기 과제로는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학습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가 제시된다. 기타 말하기 

과제로는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 이야기해 보기’,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말하기’ 등이 있다.  

-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은 설문 

문항 20번과 21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20번 문항에서 2학년은 6.628571점을, 3권 수강생은 7.289474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878378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21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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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   3.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5.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 

기 어렵다.   7.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8.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 

10.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11.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의 경우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두 번째로 많은 데 그쳤고,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를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각 단원에서 문화에 

할애하는 지면은 약 반쪽 정도이며 그 중 실제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적게는 

3줄에서 많게는 10줄 정도되는데 2학년은 이와 같은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2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화 부분에서 특별히 해당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록 2학년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2학년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권 수강생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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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교재의 문화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3권 수강생의 요구와는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권 수강생이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항목들은 2학년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3권 수강생은 2학년과 동일하게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를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를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3.2.2.4 학습 활동 분석 

-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실생활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설문 문항 12번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가 총 208번 제시되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로, 이 유형은 교재에 총 

56번 제시된다.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는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으로, 총 20번 제시된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인데, 이 유형은 총 16번 제시된다.  

또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은 8번, ‘역할극 하기’는 7번 출현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교재에서 6번 출현한다. 나머지 학습 활동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1번,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1번,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 1번 및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 

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주로 반복 연습을 통한 정확성 

배양에 중점을 둔 학습 활동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실생활 관련 

활동도 포함하여 학습 활동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2권에서는 8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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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송 듣기’, 10과의 ‘여행 정보 얻기’, 14과의 ‘환자가 되어 증상 

설명하기’, 15과의 ‘집 구하는 대화하기’ 등의 실생활 관련 활동이 제시된다. 또한 

3권에서는 2과의 ‘요리 방송 듣기’, 5과의 ‘공공장소 안내 방송 듣기’, 6과의 ‘머리 

모양 권유하기’, 8과의 ‘분실물에 대해 묻고 답하기’ 등의 실생활 관련 활동이 

제시된다.  

- 학습 활동의 방식과 유형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도 1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은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학습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하기 연습’의 경우 기본적으로 ‘짝 활동’이 전제되어 있으나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의 경우도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학습 활동의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활동만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와 ‘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말하기 연습’은 ‘짝 

활동’으로, 다른 학생과의 상호 작용 및 교류를 거치는 활동이 아닌 ‘듣기, 읽기, 

쓰기’는 개인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2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은 ‘짝 활동’ > ‘개인 활동’ > ‘전체 활동’ > ‘소그룹 활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1번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5>는 11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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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 

 

p값 : 2.42e-06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학년은 압도적으로 ‘짝 활동’을 선호하였고 2학년 중 ‘전체 활동’을 

선호한 학습자는 한 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3권 수강생의 경우 압도적으로 ‘전체 

활동’을 가장 선호하였고 ‘짝 활동’은 ‘개인 활동’과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두 

학습자 집단의 공통점은 두 집단 모두 ‘소그룹 활동’을 2순위로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이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은 2.42e-06이었고 이를 통하여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2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과 설문 문항 

11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먼저 2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과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을 비교해 보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2학년이 압도적으로 선호한 ‘짝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비록 2학년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전체 활동’이 2학년이 2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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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소그룹 활동’보다 교재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2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과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을 비교해 보면,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전체 

활동’은 교재에서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된 데 그쳤다. 또한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짝 활동’ 및 ‘개인 활동’은 교재에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3권 수강생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12번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6>은 12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1.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3.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4. 역할극 하기    

5.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6. 자유대화하기    

7.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8.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9.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10.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11. 기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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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역할극 하기’ >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순이다. 

반면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순이다.  

두 집단이 각각 1순위로 선호한 학습 활동 유형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집단이 각각 1순위로 선호한 학습 활동 유형은 모두 정확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및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를 5위 안에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는 정확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이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는 실용성이 높은 활동이며,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는 유창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원하며 

실용적인 유형의 학습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설문 조사 및 인터뷰하기’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설문 조사 및 인터뷰하기’가 실용성 및 현장 적용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2학년은 ‘역할극 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3권 수강생 중 이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역할극 하기’는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유형이다. 

이에 학원 수강생보다 한국인을 만나거나 한국에서 생활할 기회가 비교적 많은 

한국어 전공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3권 수강생은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를 선호한 반면 이를 선호한 2학년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학원 수강생 집단이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특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본다. 

이어서 2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과 설문 문항 

12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겠다. 또한 13번 문항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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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겠다. 먼저 12번 문항은 총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선호하는 유형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학습 활동 유형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먼저 2학년의 경우를 보면, 2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학년이 1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2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되었으며, 3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2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학년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6.25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이어 3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인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는 교재에 한 번 제시된 데 그친 반면 2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은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4순위와 5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교재에서는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된 데 반해 3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은 교재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과 두 번째로 선호하는 유형의 응답 

빈도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한 번밖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3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이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3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권 수강생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6.947368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을 살펴보면, ‘말하기 연습’ 부분과 

‘말하기’ 활동의 양이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합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읽기’ 및 ‘쓰기’ 활동 중에도 읽은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거나 쓴 글을 발표하게 하는 등 말하기 활동과 복합된 

활동들이 있다. 따라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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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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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단계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 분석 결과  

3.3장에서는 3단계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재미있는 한국어』4권 

전체와 5권 전반부에 대한 교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1과~5과)를 ‘2단계 학습자의 교재’로 

약칭하기로 한다.  

3.3.1 외적 구성 분석 

-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어디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한국’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3번과 4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3학년과 

5권 수강생 모두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으로 대만보다 ‘한국’을 

선호하였다. 39  이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 문항 5번을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 및 학습 

활동 배경으로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회화 교재의 배경이 한국일 경우 좋은 점에 대하여 3학년과 5권 수강생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두 집단 모두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를 가장 많은 학습자가 

선택하였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이 두 항목 이외의 항목들을 선택한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상기 두 항목을 한국이 

배경인 회화 교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  따라서 

3단계 학습자가 회화 교재의 배경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1,2단계 학습자와 같이 비록 대만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이 

배경인 회화 교재를 통하여 ‘마치 한국에서 제 2언어의 개념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설명 언어는 무엇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39

 <부록 9>의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40
 <부록 9>의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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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미있는 한국어』4권의 설명 언어는 영어이고 

5권의 설명 언어는 한국어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번에서 

알 수 있다. 3학년과 5권 수강생 모두 ‘한국어 중국어 병기’를 가장 선호하였고 

‘한국어’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는데, ‘한국어’를 선호하는 3학년은 24%이었던 데 

반해 ‘한국어’를 선호하는 5권 수강생은 9%에 그쳤다.41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5권 수강생보다 3학년의 요구와 더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두 학습자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어 중국어 

병기’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설명 언어 

측면에서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 번역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 중 『재미있는 한국어』4권에는 영어 번역문이 있고 

5권에는 번역문이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번역문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3학년은 10점 만점에 

5.92점을, 5권 수강생은 5.636364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5.833333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필요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번역문이 있는 4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번역문이 없는 5권의 

두 배에 달한다. 따라서 번역문에 대한 3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어휘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 중 『재미있는 한국어』4권에는 어휘 색인이 있고 

5권에는 어휘 색인이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3번에서 알 

수 있는데, 3학년과 5권 수강생 모두 어휘 색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42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 색인이 있는 

                                           
41

 <부록 9>의 <그림 4> 참조  

42
 <부록 9>의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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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휘 색인이 없는 5권의 두 배에 달한다. 따라서 어휘 

색인에 대한 3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문법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문법 색인은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4번에서 알 수 있는데, 3학년과 5권 수강생 모두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43 

따라서 문법 색인에 대한 3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교재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교재 관련 구성물로 ‘시각적 자료’, ‘듣기 자료’ 및 

‘워크북’을 제공하며 ‘동영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5번에서 알 수 있는데, 3학년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공되지 않는 ‘동영상 자료’를 가장 선호하였다. 반면 5권 수강생은 ‘동영상 

자료’를 3순위로 선호한 대신 ‘시각적 자료’를 가장 선호하였고 ‘듣기 자료’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44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 관련 구성물은 3학년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5권 수강생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3.3.2 내적 구성 분석 

3.3.2.1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 

-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각 단원의 첫 장에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 목표 아래에 그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및 문화)도 함께 명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3

 <부록 9>의 <그림 6> 참조  

44
 <부록 9>의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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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4권과 5권은 교재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4권의 단원 구성은 3.1.2.1에서 제시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단원 구성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5권의 경우, 1개의 문학 단원(5권 5과)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구성을 

보인다. 각 단원은 ‘학습 목표, 도입, 대화&이야기 1, 말하기 연습 1, 

대화&이야기 2, 말하기 연습 2, 활동, 문화, 자기 평가 및 어휘 늘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입’에서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사진 및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단원의 주제를 미리 생각하고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이야기’는 각 단원의 해당 주제 및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대화 및 

이야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하단부에는 ‘발음’ 또는 ‘문법’ 설명이 함께 

제시된다. 

뒤이어 제시되는 ‘말하기 연습’에서는 해당 단원의 의사소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 표현, 문법 및 기능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기 연습’ 

부분은 각 단원마다 총 두 번 제시되는데 이 중 ‘말하기 연습 1’은 어휘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 2’는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에서는 연습 단계에서 익힌 어휘와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읽고 쓰기’, ‘듣고 말하기’ 또는 ‘통합 활동’이 제시된다. 각 

활동은 대체로 준비 단계, 활동 단계 및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 이어 ‘자기 

평가’는 단원에 대한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습자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 늘리기’에서는 

관용어, 속담 및 사자성어들을 제시하였다.  

 

3.3.2.2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 

- 대화 자료는 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인가? 실제의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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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는 모두 구어체이다. 이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대화 자료에는 주어 생략, 조사 생략, 구어 축약형, 

짧은 부정문 등 구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출현한다. 또 현대 

한국인이 실제 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어적 표현도 상당수 출현하여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다. 또한 존댓말과 반말이 모두 출현하여 학습자가 존댓말과 반말을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휴지, 간투사, 수정 등의 발화 전략이 다루어졌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에서는 ‘휴지’ 및 ‘간투사’는 

출현하지만 ‘수정’ 전략은 출현하지 않는다. 먼저 ‘휴지’는 4권 37쪽, 53쪽, 

141쪽의 대화 자료에서 다루어진다. ‘간투사’의 경우 ‘휴지’보다 출현 빈도가 훨씬 

높은데, 4권에서는 19쪽(와, 아), 37쪽(와, 어머, 어, 아), 53쪽(아이고), 71쪽(야, 

뭐), 105쪽(휴우, 아), 123쪽(음), 141쪽(아, 에이), 159쪽(어머), 177쪽(글쎄요, 참), 

213쪽(어머, 에이, 아, 글쎄요), 229쪽(와, 아), 247쪽(어휴), 263쪽(아, 아이구)의 

대화자료에서 간투사를 찾아볼 수 있다. 또 5권에서는 19쪽(저런), 57쪽(아), 

77쪽(아)의 대화자료에서 간투사를 찾아볼 수 있다.   

- 그림이나 지도, 도표 등의 학습 자료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고급 수준의 교재인 만큼 교재에 출현하는 그림의 양이 

많지 않으나, 제공된 그림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림을 통해 어휘의 뜻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4권 

186쪽의 ‘전통 혼례 그림’의 경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학습자가 전통 

혼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권 106쪽의 

‘승무 그림’의 경우도 여승이 춤을 추는 모습과 느낌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시를 접하기 전 도입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지도는 찾아볼 수 없다. 도표의 예로는 4권 

218쪽의 막대 그래프 및 꺾은 선 그래프, 219쪽의 막대 그래프, 221쪽의 막대 

그래프 및 원 그래프가 있는데 이들 모두 실제적이고 현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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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학습 내용 분석 

-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인물 소개’, ‘날씨와 생활’, ‘교환과 환불’, ‘가사’, 

‘직장’, ‘언어와 문화’, ‘스트레스’, ‘추억’, ‘여행’, ‘결혼’, ‘공연’, ‘교육’, ‘환경’, 

‘재난과 재해’, ‘컴퓨터와 인터넷’, ‘봉사와 기부’, ‘건강’, ‘면접과 자기소개서’, 

‘스포츠’, ‘「진달래꽃」,「서시」,「꽃」,「승무」,「나무」’를 주제로 다룬다.  

상기 주제들을 7번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주제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3단계 학습자가 학습하게 되는 총 20개의 주제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생활’이었고, 이는 교재에서 총 5번45 출현하였다. 그 다음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들은 ‘일과 직업’, ‘전문 분야’, ‘건강’ 및 ‘취미와 여가’로, 이들은 교재에서 

각각 2번씩 출현하였다. 또한 ‘인사’, ‘물건 사기’, ‘휴일’, ‘교육’, ‘뉴스, 시사 문제’, 

‘미디어’ 및 ‘책과 문학’ 관련 주제는 교재에서 각각 한 번씩 다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3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7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문항 8번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5

 ‘날씨와 생활’, ‘가사, ‘추억’, ‘결혼’, ‘봉사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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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 

 

1. 가족   2. 건강   3. 과학   4. 교육   5. 뉴스, 시사 문제   6. 물건 사기   7. 미디어    

8. 생활   9. 수   10. 예술   11. 인사   12. 일과 직업   13. 전문 분야   14. 책과 문학  

15. 취미와 여가   16. 한글과 한국어   17. 휴일   18.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3학년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물건 사기’ > 

‘취미와 여가’ > ‘인사’ > ‘뉴스, 시사 문제’ = ‘예술’ 순이다. 반면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뉴스, 시사 문제’ > ‘전문 분야’ = ‘취미와 여가’ > ‘휴일’ 

> ‘책과 문학’ 순이다.  

5위 안에 선정된 주제 중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정한 주제는 ‘생활’, ‘취미와 

여가’ 및 ‘뉴스, 시사 문제’이며 두 집단 모두 ‘생활’을 가장 선호하는 주제로 

선택하였다. 특히 3학년의 경우 ‘생활’은 압도적인 응답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하위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취미와 여가’를 공통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일상적 주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뉴스, 

시사 문제’를 각각 5순위, 2순위로 선호한다는 것은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 및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이 ‘한국어, 한국 생활, 한국 전통 문화 및 한류’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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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두 학습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3학년은 ‘물건 사기’와 

‘인사’ 등 일상적 주제를 선호하는 데 반해 5권 수강생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낮았다. 또한 5권 수강생은 ‘전문 분야’와 ‘책과 문학’을 선호하는 

데 반해 3학년은 이 두 주제에 대하여 모두 아주 낮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즉, 

한국어 전공자인 3학년은 일상적 주제들을 선호하는 반면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5권 수강생 집단은 비교적 전문적인 주제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학습자 집단의 

학습 기회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산출한 것이라 추정된다. 즉, 한국어 

전공자인 3학년은 회화 수업 이외의 기타 수업을 통해 상기와 같은 전문적 

주제들을 학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회화 교재를 통해 이를 학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회화는 일상적인 주제로 학습하고 싶어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학원 회화 수업이 거의 유일한 한국어 수업 기회인 5권 수강생의 경우 고급 

수준에 맞는 전문적 주제들을 학원 회화 교재를 통해 학습하고 싶어한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은 공통적으로 ‘건강’과 ‘수’를 선호하지 않았다. 특히 5권 

수강생의 경우 이러한 주제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건강’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주제가 아닐뿐더러 대부분 초·중급에서 

학습하게 되는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의 경우도 초급 수준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급 수준에서 다시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습자가 적었을 것이다.  

이어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3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문 

문항 7번 및 8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7번 문항의 경우 총 

18개의 주제 중 선호하는 주제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주제가 교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요구 반영 여부를 분석하겠다. 

우선 3학년의 경우, 선호하는 주제들 중 5순위로 선호하는 ‘예술’만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주제들은 모두 교재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3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 관련 주제는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3순위로 선호하는 ‘취미와 여가’ 관련 주제는 교재에서 두 번째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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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3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5권 수강생의 경우, 선호하는 주제들 모두가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5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 관련 주제는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3순위로 선호하는 ‘전문 분야’ 및 ‘취미와 여가’ 관련 주제는 

교재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5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8번 문항에서 3학년은 7.4점을, 5권 

수강생은 7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277778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3학년과 5권 수강생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 어떤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기능들을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말하기 기능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묘사 기능’, ‘정보 탐색 기능’, ‘감정 표현 기능’, ‘사고 기능’, ‘생활 

기능’ 및 ‘상호 작용 기능’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총 8개의 기능 중 ‘담화 전개 기능’과 ‘의지 표현 기능’을 제외한 6개의 기능이 

모두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의지 표현 기능’ 및 ‘담화 전개 기능’의 경우도 단원의 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교재의 학습 활동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즉, ‘의지 표현 

기능’의 경우 5권 3과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나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해 보자’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또 ‘담화 전개 기능’의 경우도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 3단계 

학습자는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나 방법을 포함시켜 보자’,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발표의 순서 및 개요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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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등에서 ‘담화 전개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이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총 8개의 기능이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능들이 다 비슷한 빈도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8개의 기능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기능은 ‘묘사 

기능’이었고, 출현 빈도가 가장 낮은 기능은 ‘의지 표현 기능’ 및 ‘상호 작용 

기능’이었다.  

각 기능들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진 예를 보면, 먼저 ‘묘사 기능’의 

경우 4권 1과의 ‘인물 소개하기’, 4권 9과의 ‘여행지의 특색 설명하기’, 5권 3과의 

‘자기소개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 탐색 기능’의 경우 4권 

5과의 ‘업무 보고하기’, 4권 12과의 ‘관련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감정 표현 기능’은 4권 14과의 ‘재난과 재해를 당한 심경 

이야기하기’, 5권 5과의 ‘문학 작품 감상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한편 ‘사고 

기능’의 경우 4권 10과의 ‘결혼에 대한 생각 이야기하기’, 4권 13과의 ‘환경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등에서 학습할 수 있다. 또 ‘생활 기능’은 4권 3과의 

‘물건 교환하기’와 ‘물건 환불 받기’에서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지 표현 

기능’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5권 3과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상호 작용 

기능’의 경우 4권 4과의 ‘변명하기’에서 학습할 수 있다.  

한편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3단계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는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3학년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상호 작용 기능’ > ‘생활 

기능’ > ‘감정 표현 기능’ 순이다. 반면 5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사고 기능’ > ‘묘사 기능’ = ‘상호 작용 기능’ > ‘담화 전개 기능’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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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 

 

1. 감정 표현 기능   2. 의지 표현 기능   3. 사고 기능   4. 묘사 기능   5. 생활 기능    

6. 정보 탐색 기능   7. 상호 작용 기능   8. 담화 전개 기능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상위 3위 안에 

공통적으로 선택된 말하기 기능은 ‘상호 작용 기능’뿐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상호 작용 기능’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호 작용 

기능’이 차후 한국을 가거나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경우 실용성이 높은 

기능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3학년은 ‘생활 기능’과 ‘감정 표현 기능’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반면 5권 

수강생 중 이러한 기능을 선택한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5권 

수강생은 ‘사고 기능’과 ‘묘사 기능’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반면 3학년 중 이러한 

기능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앞서 3학년은 

전문적 주제보다 일상적 주제를 선호하는 반면 5권 수강생은 고급 수준에 맞는 

전문적 주제를 일상적 주제보다 선호했던 점과 대응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상적 주제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 3학년은 말하기 기능도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기능 위주로 배우고 싶어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전문적 

주제를 선호하는 5권 수강생은 ‘생활 기능’이나 ‘감정 표현 기능’보다 한국어로 

자신의 견해나 판단을 표현하는 ‘사고 기능’, 한국어로 여러 가지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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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묘사 기능’이 고급 수준에 어울리는 말하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정보 탐색 기능’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는 두 집단을 통틀어 아무도 

없었다. ‘정보 탐색기능’은 ‘문의, 정보 요청, 정보 전달’ 등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기능들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 탐색 기능’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습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3단계 학습자의 ‘말하기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들과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설문 문항 9번은 총 8개의 말하기 

기능 중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3개의 말하기 기능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3학년의 경우를 보면, 3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 모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3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0번 

문항에서 3학년이 6.96점을 부여하여 ‘적합한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어 5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5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도 모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5권 수강생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0번 문항에서 5권 수강생이 6.545455점을 부여하여 ‘적합한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구어 축약형, 단어 및 문장의 강세, 억양, 음성 단위, 음운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발음은 총 21가지이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와 환경에서의 발음법을 포함한 ‘음운 규칙’ 11번, ‘억양’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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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어 및 문장의 강세’ 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록 단원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4권 267쪽 ‘language tip(언어 팁)’에서 ‘차용어의 

축약형’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음성 단위’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발음 연습 부분이 있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2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 및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4번 문항에서 3학년은 5.875점을, 

5권 수강생은 6.363636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발음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028571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발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5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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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발음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3. 발음 설명이 명 

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4.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5.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6.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   8.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 

상으로 많다.   9.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 기타 

 

위에서 언급했듯이 3학년은 교재가 다루고 있는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발음 부분의 문제점을 묻는 15번 문항의 결과를 

보면, 3학년 중 교재의 발음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약 

15%에 불과하여 응답 빈도 4위에 그쳤다. 이를 통하여 3학년은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3학년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3학년 집단에서는 ‘발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2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음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으며, 발음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이 많지 않다. 이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본다.  

이어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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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 및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꼽은 학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3학년이 발음 연습을 중요시하며, 현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발음 연습 부분의 양이 3학년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와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강세 및 휴지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다. 한편 음운 규칙이나 억양에 관한 

설명은 강세 및 휴지와 비교하면 많은 편인데, 3학년에게는 이 또한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반면 5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발음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현한 3학년과는 달리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5권 

수강생도 3학년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음운 규칙 관련 설명을 원하고 있으나,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 5권 수강생의 요구와는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4권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과 5권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먼저 4권에서는 영어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법 설명과 함께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 연습의 일환으로 예문의 

마지막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은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4권에서 문법 부분은 

대체로 2~3쪽을 차지하여 기본적으로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권의 문법 설명은 1~2줄의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설명 아래에 

2개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1개의 기능 연습과 연계하여 문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읽기 텍스트나 대화문 밑에 문법을 배치하여 관련 

연습 문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지면의 양이 많지 않다. 이렇듯 3단계 학습자는 4권과 5권에서 각각 

사뭇 다른 방식으로 문법을 학습하게 된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은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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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및 17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설문 문항 16번의 결과를, 

<그림 20>은 17번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학년 6.6 1.5 
-2.1984 0.03794 

5권 수강생 7.636364 1.206045 

 

<그림 20>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문법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3.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4.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5.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6.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8.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기타 

 

먼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6번 

문항에서 3학년은 6.6점을, 5권 수강생은 7.636364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은 0.03794이었고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 5점보다 높으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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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나 5권 수강생의 만족도가 3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17번 문항의 결과와 대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7번 문항을 

보면, 3학년의 경우 문법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학습자가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반면 5권 수강생의 경우 ‘별 큰 문제가 없다’와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가 공동으로 응답 빈도 1위를 차지하여 

3학년과는 달리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은 3학년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3학년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5권 

수강생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학년이 생각하는 문법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학년 

중에는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네 번째로 많았다. 3학년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문법 설명의 

양, 문법 관련 예문의 양 및 연습 문제의 양이 모두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미있는 한국어』4권은 영어로 문법 설명이 되어 있고 

5권은 한국어로 문법 설명이 되어 있다. 이에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4권과 5권에 모두 적용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법 설명의 양, 문법 관련 예문의 양 및 연습 문제의 양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4권보다는 5권에 관한 의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5권에는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연습 

문제가 하나 이상 제시되지 않고 문법 설명도 간략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예문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본 설문은 4권과 5권 

전반부에 대한 설문임을 학습자들에게 명시하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설문 당시 

학습 중이며 수중에 있는 교재인 5권을 위주로 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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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4권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과 5권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먼저 4권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대화&이야기’, 

‘말하기 연습’ 및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어휘의 뜻을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5권에서는 대화 자료에 출현하는 어휘의 뜻을 학습자에게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어휘 학습은 말하기 연습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말하기 

연습에서 출현하는 어휘의 뜻을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학습자가 어휘의 뜻을 추측해 보고 해당 어휘의 뜻 및 

어휘가 쓰이는 상황을 연결하거나 의미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어휘 늘리기’의 경우 

어휘의 뜻을 추측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은 의미를 연결하거나 의미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만 ‘어휘 늘리기’의 경우, 활동 아래에 전형적인 예문이 함께 

제공되어 이를 통해 어휘의 뜻과 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휘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는 설문 문항 18번과 19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8번 문항에서 3학년은 

7.36점을, 5권 수강생은 7.090909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어휘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277778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어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9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102 

 

<그림 21>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어휘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3.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4.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   5.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어휘 제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7. 기타 

 

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학습자 집단은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즉,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나, 교재의 

어휘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세 번째로 많은 데 그쳤다. 이를 

통하여 비록 3학년과 5권 수강생 집단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3학년과 5권 수강생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학습자 집단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하여 비록 4권과 5권 

모두 어휘를 의미 범주로 묶어 관련 있는 어휘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 3단계 학습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4권에서는 어휘의 뜻이 영어로 제시되고 5권에서는 어휘의 뜻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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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3단계 학습자 중 약 25%는 학습의 

편리를 위하여 현재 3단계 교재와는 달리 어휘의 뜻이 모국어인 중국어로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 성취 문화 중심인가?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각 단원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총 

20번 출현하는데, 20번 모두 성취 문화가 아닌 일상 문화에 대한 소개이다. 이를 

통하여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는 모두 일상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기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문화 설명과 함께 대체로 2개의 말하기 과제가 

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말하기 과제로는 해당 한국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야기하거나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 유형이 제시된다. 이어 두 번째 말하기 과제로는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거나 학습자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 

말하는 유형이 제시된다. 

-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은 설문 

문항 20번과 21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20번 문항에서 3학년은 6점을, 5권 수강생은 6.727273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228571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21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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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   3.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5.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 

기 어렵다.   7.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8.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 

10.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11. 기타 

 

앞서 언급했듯이 3학년은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재의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21번 문항에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3학년은 2.5%에 

불과하였다. 즉, ‘별 큰 문제가 없다’의 응답 빈도는 6위에 그쳐 대다수의 

3학년이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3학년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3학년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학년이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이었다.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대체로 15줄 내외인데, 3학년 중 거의 40%에 육박하는 학습자들이 이보다 더 

충분한 설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 3학년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항목은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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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렵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한국어』4권의 경우 

영어로, 5권의 경우 한국어로 문화 설명을 하고 있다. 대만 학습자에게는 영어도 

하나의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 독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4권의 문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비록 3단계 학습자가 한국어 고급 

수준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20줄에 육박하는 한국어로 된 설명문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본다.  

한편 3학년이 세 번째로 많이 지적한 사항은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이었다. 이는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이 해당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상식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해당 한국 

문화가 반영된 한국어 표현 및 어휘 또는 해당 한국 문화와 관련하여 

화용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 문화의 내용을 회화와 연결 

짓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상기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이라 본다. 이외에도 

3학년은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문화 

측면에 있어 3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교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설명의 양을 

늘리고 문화 설명 언어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방면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5권 수강생도 3학년처럼 교재의 문화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5권 수강생은 12.5%에 불과하여 ‘별 큰 문제가 없다’의 

응답 빈도는 4위에 그쳤다. 따라서 비록 5권 수강생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5권 수강생의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5권 수강생이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은 3학년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이었다. 이를 통하여 15줄 

내외의 문화 설명은 5권 수강생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권 수강생이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항목은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이었다. 이는 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화 

부분에서 특별히 해당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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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어 5권 수강생이 세 번째로 많이 지적한 항목은 앞서 3학년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항목인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이었다. 이는 3학년과 마찬가지로 5권 수강생에게도 영어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긴 설명문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3.3.2.4 학습 활동 분석 

-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실생활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설문 문항 12번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가 총 133번 제시되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로, 이 유형들은 교재에서 각각 39번씩 출현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로, 이 

유형은 교재에서 총 15번 제시된다.  

이어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이 많이 제시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은 교재에서 

총 9번 출현한다. 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은 총 8번 제시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는 

유형은 ‘역할극 하기’ 및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가 복합된 유형으로, 이는 교재에서 각각 6번씩 출현한다.  

또한 ‘인터뷰하기’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가 복합된 유형도 

4번 제시된다. 또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한 번씩 제시된 기타 학습 활동 

유형으로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가 복합된 유형,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가 복합된 유형이 있다.  

또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와 ‘역할극 하기’가 복합된 

유형, ‘역할극 하기’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가 복합된 유형,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하기’가 복합된 유형도 교재에 한 번씩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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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들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정확성 배양에 중점을 둔 학습 

활동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실생활 관련 활동도 포함하여 학습 

활동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4권에서는 2과의 ‘일기 예보 듣기’, 

3과의 ‘홈쇼핑의 교환·환불 전화 안내 듣기’ 및 ‘교환·환불 역할극 하기’, 5과의 

‘업무 진행 상황 이야기하기’ 및 ‘업무 보고하기’, 12과의 ‘도표를 이용해 

발표하기’ 등의 실생활 관련 활동이 제시된다. 또한 5권에서도 3과의 ‘면접 

상황에서 자기소개하기’, 4과의 ‘경기 결과 뉴스 듣기’ 등의 실생활 관련 활동이 

제시된다. 

- 학습 활동의 방식과 유형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1,2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지 않다. 즉, 대부분의 학습 활동은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학습 활동의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활동만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1,2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와 ‘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는 ‘짝 활동’으로, 다른 학생과의 상호 작용 및 교류를 거치는 활동이 

아닌 ‘어휘 학습 활동’, ‘듣기’, ‘읽기’ 및 ‘쓰기’ 활동은 ‘개인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은 ‘짝 활동’ > ‘개인 

활동’ > ‘전체 활동’ > ‘소그룹 활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1번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3>은 11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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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3학년은 압도적으로 ‘짝 활동’을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소그룹 활동’을 선호하였으며, ‘전체 활동’ 및 ‘개인 

활동’을 선호한 학습자는 각각 한 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5권 수강생의 경우 

‘소그룹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체 활동’을 

선호하였으며 ‘개인 활동’ 및 ‘짝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은 0.005954이었고 이를 통하여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3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과 설문 문항 

11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먼저 3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과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을 비교해 보면, 3학년이 압도적으로 

선호한 ‘짝 활동’이 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비록 

3학년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개인 활동’ 및 ‘전체 활동’이 3학년이 2순위로 

선호하는 ‘소그룹 활동’ 보다 교재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3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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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과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을 비교해 보면, 5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교재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고, 5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 

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5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12번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4>는 12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1.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3.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4. 역할극 하기    

5.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6. 자유대화하기    

7.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8.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9.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10.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11.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3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 ‘역할극 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순이다. 한편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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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 ‘역할극 하기’ 순이다.  

두 학습자 집단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학습자 집단은 공통적으로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를 

가장 선호하였고, 두 집단이 각각 상위 5위에 선정한 유형 중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5위 안에 선정한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역할극 하기’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이다.  

이 중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이외의 유형들은 모두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도모에 중점을 둔 유형들이다. 고급 수준으로 분류되는 

3단계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의 대부분이 유창성을 위한 

유형들이라는 것은 예상과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단계 학습자가 1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유창성을 배양하기 

위한 유형이 아니라 정확성을 배양하기 위한 유형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3단계 학습자가 회화 구사에 있어 그만큼 정확성을 중요시하며, 이미 고급 

수준일지라도 초급 수준부터 출현하는 반복 학습 유형을 통해 한국어 구사의 

정확성을 구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3학년은 4순위로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를 선호한 반면 5권 수강생은 4순위로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를 선호하였다. 이는 두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전공자인 3학년에게는 정확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특히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에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까지 더하여 정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5권 수강생 

집단은 한국어를 좀 더 재미있게 배우기 위하여 게임 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와 ‘자유대화하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먼저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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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가 실용성 및 현장 적용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대화하기’의 경우 비록 유창성을 도모할 수 있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주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 입장에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에 3단계 학습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는 선호하지만 ‘자유대화하기’는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어 3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과 설문 문항 

12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13번 문항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겠다. 먼저 12번 문항은 총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선호하는 유형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학습 활동 유형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먼저 3학년의 경우를 보면, 3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6가지 유형 중 5가지 

유형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의 경우도 교재에서 단독으로 제시한 적은 없으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복합된 유형으로 한 번 제시되었다. 더욱이 

3학년이 1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2순위 및 3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3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학년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6.28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이어 5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5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6가지 유형 중 

5가지 유형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5권 수강생이 1순위로 선호하는 유형이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2순위 및 

3순위로 선호하는 유형들의 출현 빈도도 높다.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5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5권 수강생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6.454545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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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유형 중 유일하게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유형은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를 좀 

더 재미있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원 수강생의 특성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원 수강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원 수강생에게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재미있는 한국어』4권과 5권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3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4권과 5권으로 나누어 

학습 활동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4권의 활동 구성은 앞서 제시한 2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활동 구성과 

동일하다. 즉, ‘말하기 연습’ 부분과 ‘말하기’ 활동의 양이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합한 양보다 훨씬 더 많다. 또한 ‘읽기’ 및 ‘쓰기’ 활동 중에도 읽은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거나 쓴 글을 발표하게 하는 등 말하기 

활동과 복합된 활동들이 있다.  

5권의 경우도 각 단원마다 말하기 연습 1,2를 제시하고 있고 활동도 대부분 

말하기와 연계되어 있으며, 말하기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거의 없다. 즉, 

4권과 5권 모두 말하기 중심으로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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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단계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재 분석 결과  

3.4장에서는 4단계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재미있는 한국어』5권 

후반부(6과~10과)와 6권 전체에 대한 교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재미있는 한국어』5권 후반부(6과~10과)와 6권을 ‘4단계 

학습자의 교재’로 약칭하기로 한다.  

3.4.1 외적 구성 분석 

-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어디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한국’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3번과 4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4학년과 

6권 수강생 모두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으로 대만보다 ‘한국’을 

선호하였다. 46  이에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 문항 5번을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 및 학습 

활동 배경으로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4학년은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이에 반해 6권 

수강생은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47 이를 통하여 

비록 두 집단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지만, 두 집단 모두 다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와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가 회화 교재의 배경이 한국일 경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와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46

 <부록 11>의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47
 <부록 11>의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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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상당히 낮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4단계 학습자가 회화 교재의 배경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앞서 언급한 1,2,3단계 학습자와 같이 비록 대만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이 배경인 회화 교재를 통하여 ‘한국에서 제 

2언어의 개념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설명 언어는 무엇인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언어는 ‘한국어’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번에서 알 수 있는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4학년은 ‘한국어 중국어 병기’를 가장 선호한 반면 

6권 수강생은 ‘한국어’를 가장 선호하였다. 48  따라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사용되는 설명 언어는 6권 수강생의 요구와는 부합하지만 4학년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 번역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번역문이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번역문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4학년은 

10점 만점에 5.105263점을, 6권 수강생은 3.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낮은 4.483871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번역문에 대한 4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어휘 색인이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3번에서 알 수 있는데, 4학년과 6권 수강생 모두 어휘 색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49 이에 어휘 색인에 대한 4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8

 <부록 11>의 <그림 4> 참조 

49
 <부록 11>의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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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색인이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문법 색인 또한 없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4번에서 알 수 있는데, 4학년과 6권 수강생 집단 모두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0  따라서 문법 색인에 대한 4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교재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교재 관련 구성물로 ‘시각적 자료’, ‘듣기 자료’ 및 

‘워크북’을 제공하며 ‘동영상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25번에서 알 수 있는데, 4학년은 2순위로, 6권 수강생은 

1순위로 ‘동영상 자료’를 선호하였다. 또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크북’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51 

이에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공하는 관련 구성물은 4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4.2 내적 구성 분석 

3.4.2.1 학습 목표 및 구성 분석 

-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각 단원의 첫 장에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 목표 아래에 그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및 문화)도 함께 명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1개의 문학 단원(6권 5과)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구성을 보이며,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단원 구성은 앞서 3.3.2.1에서 제시한 

5권의 단원 구성과 같다.  

                                           
50

 <부록 11>의 <그림 6> 참조 

51
 <부록 11>의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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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2 대화 및 학습 자료 분석 

- 대화 자료는 자연스러우며 현실적인가? 실제의 한국어 담화 현장에의 전이성 

및 적용성이 높은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는 모두 구어체이다. 따라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대화 자료에는 주어 생략, 조사 생략, 구어 축약형, 짧은 

부정문 등 구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출현한다. 또 현대 한국인이 

실제 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어적 표현도 다양하게 출현하여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다. 또한 존댓말과 반말이 모두 출현하여 학습자가 존댓말과 반말을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휴지, 간투사, 수정 등의 발화 전략이 다루어졌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휴지’, ‘간투사’ 및 ‘수정’ 등의 발화 전략이 다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휴지’의 경우, 5권 117쪽과 6권 19쪽, 119쪽, 199쪽, 204쪽의 

대화 자료에서 다루고 있으며, 문학 작품 『봄봄』 및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에서도 다루어진다.  

한편 ‘간투사’는 발화 전략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데, 5권에서는 117쪽(아, 

와, 에이), 155쪽(아), 160쪽(글쎄요), 175쪽(어)의 대화 자료에서 다루어진다. 또 

6권에서는 19쪽(글쎄요), 39쪽(아, 뭐, 아이고), 43쪽(아이고, 뭐), 73쪽(야, 어), 

119쪽(와), 139쪽(그럼), 143쪽(어, 아), 157쪽(아니), 162쪽(아, 뭐, 글쎄요, 그), 

199쪽(어, 뭐, 아, 와), 204쪽(아, 어, 음, 와)의 대화 자료에서 간투사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 『봄봄』(참, 아이구, 얘, 아, 암, 글쎄, 

에그머니) 및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어이)에서도 다양한 

간투사가 출현한다. ‘수정’의 경우 대화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문학작품 

『봄봄』에서 한 번 출현한다.  

- 그림이나 지도, 도표 등의 학습 자료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고급 수준의 교재인 만큼 교재에 출현하는 그림의 양이 

많지는 않으나, 제공된 그림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림을 통해 어휘의 

뜻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교재에 제시된 지도의 예로는 5권 9과에 제시된 세계 지도와 5권 10과에 제시된 

한국의 시대별 지도가 있는데, 실제적이어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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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또 도표의 예로는 경제 지표, 통일에 관한 여론 조사 표, 1인당 명목 

국민소득 표,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 표 및 세대 구성별 주요 가구 형태 표가 

있는데, 이들 모두 실제적이고 현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3.4.2.3 학습 내용 분석 

-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생활 속 과학’, ‘도시와 사람’, ‘경제생활’, ‘세계’, 

‘한국의 역사’, ‘인생’, ‘한국인의 의식 구조’, ‘남한과 북한’, ‘교육 문제’, ‘『봄·봄』’,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발명과 발견’, ‘대중문화’, ‘사회 변화’ 및 ‘문화 유산’을 주제로 다룬다.  

상기 주제들을 7번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주제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4단계 학습자가 학습하게 되는 총 15개의 주제 중 ‘전문 분야’와 관련된 주제가 

7개(‘경제, 종교 및 문물, 역사, 의식 구조, 정치 및 현대사’)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과학’과 관련된 주제는 두 번 출현하였고, ‘생활’, ‘일과 직업’, 

‘교육’, ‘책과 문학’, ‘미디어’, ‘뉴스, 시사’, ‘예술’이 각각 1번씩 출현하였다.  

한편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4단계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7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문항 8번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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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 

 

1. 가족   2. 건강   3. 과학   4. 교육   5. 뉴스, 시사 문제   6. 물건 사기   7. 미디어    

8. 생활   9. 수   10. 예술   11. 인사   12. 일과 직업   13. 전문 분야   14. 책과 문학  

15. 취미와 여가   16. 한글과 한국어   17. 휴일   18.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학년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뉴스, 시사 

문제’ > ‘물건 사기’ > ‘미디어’=‘일과 직업’=‘인사’ > ‘교육’ 순이다. 반면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는 ‘생활’ > ‘취미와 여가’ > ‘뉴스, 시사 문제’ > ‘예술’ > 

‘미디어’ 순이다.  

5위 안에 선정된 주제 중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정한 주제는 ‘생활’, ‘뉴스, 

시사 문제’ 및 ‘미디어’이며 두 집단 모두 ‘생활’을 가장 선호하는 주제로 

선택하였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생활’은 압도적인 응답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생활’이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하위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한편 ‘뉴스, 시사 문제’를 각각 2순위, 3순위로 선호한다는 것은 

두 집단 모두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 및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이 ‘한국어, 한국 생활, 한국 전통 문화 및 

한류’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반면 ‘미디어’를 

각각 4순위, 5순위로 선택한 것은 ‘한류’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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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학습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주제는 ‘과학’과 ‘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의 경우 특별히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아닐 경우 기타 주제에 비하여 어렵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상기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수’의 

경우 예로 든 ‘날짜, 요일, 시간, 가격’의 경우 초급 수준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끝난 상태일 것이다. 이에 4학년은 소수만이 이를 선택하였고 6권 수강생의 경우 

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4학년의 경우 ‘기타’를 제외한 총 

17개의 주제 중 응답 빈도가 0인 주제는 하나도 없는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 

‘가족’, ‘건강’, ‘수’ 및 ‘전문 분야’의 경우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건강’, ‘수’가 초급에서부터 출현하는 주제인 만큼 고급 수준인 6권 수강생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전문 분야’의 경우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대부분인 사설 학원 수강생에게는 맞지 않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52.  

또 4학년의 경우 ‘물건 사기’와 ‘인사’를 상위 5위에 포함한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 이 두 주제에 대하여 모두 아주 낮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먼저 4학년이 

‘물건 사기’ 관련 주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상품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어 한국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기 위함일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4학년이 ‘인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회화 교재를 통해 취업 

및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고급 수준의 자기소개 및 인사말을 심화 학습하기 

위함일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을 앞둔 4학년이 회화 교재를 통해 취업 및 진학과 

관련된 주제를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은 4학년이 4순위로 ‘일과 직업’을, 5순위로 

                                           
52

 이는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3단계 학습자의 설문 결과에서 5권 수강생이 ‘전문 분야’를 3순위로 

선호하였던 점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3단계의 학원 수강생은 ‘전문 분야’를 3순

위로 선호하였으나 4단계의 학원 수강생 중 ‘전문 분야’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한 명도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영향을 받아 산출된 결과

라고 추정된다. 다시 말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전문 분야’ 관련 주제가 2번 다루어지는 데 

반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전문 분야’의 출현 빈도는 다른 주제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으며 

일상적인 주제의 출현 빈도는 상당히 낮다. 이에 6권 수강생 중 원래 ‘전문 분야’ 관련 주제를 선호

했던 학습자 조차도 ‘전문 분야’ 관련 주제에 대하여 흥미를 잃고, 전문 분야 이외의 일상적이고 가

벼운 주제들로 회화를 학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이에 ‘전문 분야’를 선택한 학습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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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선정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취업 및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로 회화 교재를 통해 고급 수준의 자기소개 및 인사말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배우고 싶어할 것이라 추정한 것이다.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가족’, ‘건강’, ‘수’의 경우와 같이 ‘물건 사기’와 ‘인사’를 초급의 주제로 

규정하고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선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또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한국어 고급 수준인 4학년이 회화 

교재를 통해 왜 ‘물건 사기’ 및 ‘인사’와 같은 초급 수준의 주제를 배우고 

싶어하는지, ‘물건 사기’ 및 ‘인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등은 차후 설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6권 수강생의 경우 ‘취미와 여가’를 2순위로, ‘예술’을 4순위로 선호하는 

반면 4학년은 ‘취미와 여가’ 및 ‘예술’에 대하여 낮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이는 

취업 목적 및 학문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 비교적 많은 한국어 전공자 집단보다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대부분인 학원 수강생 집단이 예술, 취미 및 

여가 생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내용을 한국어로 

배우고 나아가 대화하고 싶어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어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4단계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문 

문항 7번 및 8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7번 문항의 경우 총 

18개의 주제 중 선호하는 주제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주제가 교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요구 반영 여부를 분석하겠다. 

우선 4학년의 경우를 보면, ‘물건 사기’와 ‘인사’는 교재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반면 최하위를 차지한 ‘과학’은 교재에서 두 번이나 다루어졌다. 그러나 

상위 5위 안에 든 주제 총 7개 중 5개가 한 번씩이라도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5위와 근소한 차이로 6위에 머무른 ‘전문 분야’는 교재에서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주제이다. 따라서 ‘주제’에 대한 4학년의 요구가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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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본 문항에서 4학년이 6.277778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어 6권 수강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록 6권 수강생 중 한 명도 선호하지 

않은 ‘전문 분야’가 7번, 선호도 최하위를 차지한 ‘과학’이 두 번, ‘교육’이 한 번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상위 5위 안에 든 주제 총 5개 중 4개가 교재에서 한 

번씩이라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6권 수강생의 선호도가 낮은 주제들이 

교재에 다수 출현하였으나,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주제들 중 상당수가 한 

번씩이라도 교재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제’에 대한 

6권 수강생의 요구가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6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본 

문항에서 6권 수강생이 7.583333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어떤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가?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각 단원의 목표로 제시한 기능들을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말하기 기능 목록을 토대로 분류해 본 결과,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감정 표현 기능’, ‘의지 표현 기능’, ‘사고 기능’, ‘묘사 기능’ 및 ‘정보 

탐색 기능’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담화 전개 기능’의 경우 단원의 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먼저 ‘감정 표현 기능’의 경우, 6권 5과의 ‘소설 감상하기’ 및 6권 10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감상 표현하기’ 등에서 다루어졌다. ‘의지 표현 기능’의 경우 

6권 1과의 ‘진로 상담하기’와 6권 9과의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시하기’ 등에서 다루어졌다. 이어 ‘사고 기능’의 경우 6권 2과의 ‘예시하여 

주장하기’ 및 6권 8과의 ‘대중문화의 기능에 대해 토론하기’ 등에서 다루어졌다. 

‘묘사 기능’의 경우 5권 7과의 ‘도시의 특징 설명하기’와 6권 3과의 ‘남한과 

북한의 차이 이야기하기’ 등에서 다루어졌다. 또 ‘정보 탐색 기능’의 경우 5권 

6과의 ‘과학적 원리 설명하기’ 및 6권 6과의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 

이야기하기’ 등에서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담화 전개 기능’의 경우 6권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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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말하기’의 ‘발표의 순서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생각해 보자.’ 및 6권 186쪽 ‘듣고 말하기’의 ‘청중의 흥미를 끌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1단계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는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학년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사고 기능’ > ‘생활 기능’ > 

‘묘사 기능’ 순이다. 반면 6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하기 기능은 ‘감정 

표현 기능’ > ‘상호 작용 기능’ > ‘사고 기능’ 순이다.  

<그림 26>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 

 

1. 감정 표현 기능   2. 의지 표현 기능   3. 사고 기능   4. 묘사 기능   5. 생활 기능    

6. 정보 탐색 기능   7. 상호 작용 기능   8. 담화 전개 기능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상위 3위 안에 

공통적으로 선택된 말하기 기능은 ‘사고 기능’뿐이다. 4학년은 ‘사고 기능’을 

1순위로, 6권 수강생은 ‘사고 기능’을 3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두 학습자 집단 

모두 한국어로 자신의 견해나 판단을 표현하는 ‘사고 기능’이 고급 수준에 

어울리는 말하기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4학년은 ‘생활 기능’을 2순위로 선택한 반면 6권 수강생은 이를 

중하위권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어 전공자로서 한국 생활을 하게 될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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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보다 더 많은 4학년이 차후 한국 생활을 염두에 두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 기능’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4학년은 ‘묘사 기능’을 3순위로 선택한 반면 6권 수강생은 이를 

하위권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앞선 7번 문항에서 배우고 싶은 주제 5순위 안에 

‘인사’를 포함시킨 4학년에 반해 ‘인사’를 하위권으로 선택한 6권 수강생의 

결과와 다소 대응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취업과 진학 준비를 앞둔 

4학년은 자신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자신을 잘 소개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묘사 기능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나 학원 수강생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비교적 필요하지 않아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4단계 학습자의 ‘말하기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들과 설문 문항 9번 

및 10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먼저 설문 문항 9번은 총 8개의 말하기 

기능 중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3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3개의 말하기 기능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먼저 4학년이 2순위로 선호하는 ‘생활 기능’의 경우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찾기 힘들다. ‘생활 기능’은 ‘물건 사기, 숙소 찾기, 음식 주문하기, 

은행 및 관공서 일 처리하기’ 등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고급 

수준보다 초·중급 수준의 교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급 수준인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생활 기능’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인 ‘사고 기능’과 3순위로 선호하는 

‘묘사 기능’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이다. 즉, 4학년이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상위 3개 중 2개가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0번 문항에서 4학년이 

6.526316점을 부여하여 ‘적합한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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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6권 수강생의 ‘말하기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 6권 수강생이 2순위로 선호하는 ‘상호 작용 기능’의 

경우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호 작용 기능’은 ‘약속, 

부탁, 요구, 인사, 일상적 대인관계’ 등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일상적인 수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수준보다는 초·중급 수준의 교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급 수준의 교재인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상호 작용 기능’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6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인 ‘감정 표현 기능’과 

3순위로 선호하는 ‘사고 기능’의 경우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이다. 다시 말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 상위 3개 중 2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6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9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0번 문항에서 6권 수강생이 6.666667점을 

부여하여 ‘적합한 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구어 축약형, 단어 및 문장의 강세, 억양, 음성 단위, 음운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는 발음은 총 22가지이다. 이는 ‘구어 축약형’ 

1번, ‘억양’ 12번, ‘음성 단위’ 1번, 여러 가지 형태와 환경에서의 발음법을 포함한 

‘음운 규칙’ 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및 문장의 강세’의 경우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억양 및 음운 규칙에 비해 구어 축약형이나 음성 단위와 

관련된 설명은 많지 않았다.  

- 발음 연습 부분이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을 2개씩 제시하였다.  

-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4번 문항에서 4학년은 7점을, 6권 

수강생은 6.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125 

 

학습자 집단의 발음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806452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발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5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7>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발음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3. 발음 설명이 명 

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4.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5.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6.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   8.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 

상으로 많다.   9.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 기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학년은 6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교재의 

발음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4학년은 

교재의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이를 통하여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4학년이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으로는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가 가장 많았다.  

한편 6권 수강생 집단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듯이 발음 부분에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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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고 답하였고 발음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나, 4학년처럼 압도적인 비율은 아니었다. 따라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6권 수강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이나, 6권 

수강생보다 4학년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권 수강생이 발음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발음 설명 부분 아래에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2개씩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권 수강생이 이 부분을 발음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는 것은 6권 수강생이 그만큼 발음 연습을 

중요시하며, 현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발음 연습 부분의 양이 6권 

수강생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6권 수강생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문제점은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이었다. 그러나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음운 규칙이 단어 

및 문장의 강세, 구어 축약형 및 음성 단위보다 이미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권 수강생은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는 6권 수강생이 발음 부분에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한 ‘강세, 구어 축약형 및 음성 단위’가 아닌, 

정확한 발화를 위한 ‘음운 규칙’이며, 교재에 제시된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양적 측면에서 6권 수강생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앞서 논한 3단계 학습자의 교재 중 5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법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는 설문 문항 

16번과 17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6번 

문항에서 4학년은 6.166667점을, 6권 수강생은 6.583333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6.333333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문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7번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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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8>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문법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3.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4.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5.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6.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7.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8.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기타 

 

앞서 언급했듯이 문법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설문한 16번 설문 

문항에서 4학년과 6권 수강생의 의견은 ‘만족하는 편’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위 

그래프를 보면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4학년의 경우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성’을 추구하는 4학년에게는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어 설명만으로는 문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와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문법 설명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4학년은 많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4학년은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비록 만족하지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128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4학년이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를 선택한 6권 수강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를 통하여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6권 수강생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6권 수강생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항목은 4학년과 

일치한다. 즉, 6권 수강생의 경우도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와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앞서 논한 3단계 학습자의 교재 중 5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휘를 다루고 있다. 즉,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학습자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추측해 보거나 어휘의 뜻을 직접 찾아서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시키고 있으며, 어휘의 직접적인 뜻을 제공하는 것 대신 어휘가 

쓰이는 상황 및 맥락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 의미와 쓰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은 설문 문항 18번 및 19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래 <표 5>는 설문 문항 18번의 결과를, <그림 29>는 

19번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어휘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4학년 6.277778 
59 0.03289 

6권 수강생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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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어휘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3.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4.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   5.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어휘 제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7. 기타 

 

먼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4번 

문항에서 4학년은 6.277778점을, 6권 수강생은 7.7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은 0.03289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학습자 집단의 어휘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 

5점보다 높으므로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어휘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나 6권 수강생의 만족도가 4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19번 문항의 결과와도 

대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번 문항에서 6권 수강생은 ‘별 큰 문제가 

없다’는 항목을 50%에 달하는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에 반해 4학년 

중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세 번째로 많은 데 그쳤다. 이에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한 6권 수강생의 만족도가 4학년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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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통하여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6권 

수강생의 요구와는 부합하는 편이나 4학년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학년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일러두기’ 부분에서는 ‘어휘는 개별 어휘 제시가 아닌 의미 범주로 묶어 

제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4학년의 설문 결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비록 교재에서 어휘를 의미 범주로 묶어 관련 있는 어휘를 

함께 제시하고는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 4학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학년의 설문 결과를 보면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네 번째로 많았다. 이 두 항목은 

모두 ‘어휘의 뜻’의 제시 방식과 관련된 항목으로, 어휘의 뜻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시키는 현 교재의 방식을 불편하게 느끼는 4학년 

학습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가진 학습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또한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는 항목을 선택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어휘의 뜻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시키는 현 교재의 방식이 6권 수강생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6권 수강생이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4학년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현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관련 어휘가 양적 측면에서 6권 수강생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성취 문화 중심인가?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의 주제는 모두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유산, 지리, 한국인의 특징 및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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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각 단원의 말미에 총 15번 출현하는데, 이 중 

3번이 성취 문화에 대한 소개이고 나머지 12번은 일상 문화에 대한 소개이다. 

이를 통하여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는 일상 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기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는 문화 설명과 함께 1~2개의 말하기 과제가 제시된다. 

이는 크게 ‘학습자의 나라와 비교하여 말하기’, ‘문화 간 차이점 말하기’, ‘해당 

한국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기’, ‘해당 문화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 이야기해 보기’, ‘해당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의견 

말하기’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은 설문 

문항 20번과 21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20번 문항에서 4학년은 7.157895점을, 6권 수강생은 7.416667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학습자 집단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총 평균값은 5점보다 높은 7.258065점이었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모두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 그래프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한 

21번 문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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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 

 

1. 별 큰 문제가 없다.   2.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   3.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5.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6.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 

기 어렵다.   7.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8.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9.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 

10.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11. 기타 

 

위 그래프를 보면, 두 집단 모두 교재의 문화 소개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나, 이를 선택한 6권 수강생의 비율이 4학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두 집단 모두 교재의 문화 소개 

부분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이를 통하여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4학년과 6권 수강생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편이나, 4학년보다 

6권 수강생의 요구에 더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점으로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대체로 반쪽 정도를 차지하는데, 학습자들은 이보다 더 

충분한 설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학습자는 두 집단 

모두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앞서 ‘교재에 제시된 문화 소개가 일상 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한 점과 대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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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대부분의 학습자도 교재에 제시된 문화의 실용성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4.2.4 학습 활동 분석 

-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가? 실생활 관련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설문 문항 12번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두 개 이상의 유형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유형’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복합 유형은 

총 75번 제시된다. 그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이었는데, 이러한 

유형은 교재에서 총 30번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가 

복합된 유형이었는데, 이는 교재에 총 23번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가 복합된 유형이었는데, 이와 같은 유형은 교재에 총 9번 

제시되었다. 또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가 복합된 유형은 총 3번 

제시되어 복합 유형 중 네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나머지 복합 

유형53의 경우 1~2번 출현한 데 그쳤다.  

                                           
53

 나머지 복합 유형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2번,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2번,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역할극 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

게 말하기’ 1번,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특

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1번,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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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유형 다음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학습 활동 유형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이었는데, 이 유형은 교재에 총 61번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로, 총 

17번 제시되었다. 또한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가 11번,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가 8번 출현하였다.  

다시 말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 특정 주제에 관한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는 활동,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발표 활동 및 이러한 활동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복합 활동 등의 유의미한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특히 학습자가 장차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한국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5권 8과의 

‘경제 전문가와의 대화 듣기’, 5권 10과의 ‘고려 시대 문화적 특징에 대한 강의 

듣기’ 및 ‘고대 생활사에 대하여 발표하기’ 등이 있다. 또한 6권 6과의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소개 글을 읽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소개하기’ 및 

6권 9과의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에 대한 뉴스 듣고 말하기’, ‘가족 문제에 

대한 신문 기사 읽고 말하기’ 등도 실생활 관련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습 활동의 방식과 유형은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도 앞서 논한 1,2,3단계 학습자의 교재처럼 학습 활동 

방식을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지 않다. 즉, 대부분의 학습 활동은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학습 활동의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활동만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1,2,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와 ‘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는 ‘짝 활동’으로, 다른 학생과의 상호 작용 및 교류를 거치는 

활동이 아닌 ‘어휘 학습 활동’, ‘듣기’, ‘읽기’ 및 ‘쓰기’ 활동은 ‘개인 활동’으로 

                                                                                                                                   

- ‘역할극 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1번,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1번,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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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그 결과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학습 활동 방식은 ‘개인 활동’ > ‘짝 

활동’ > ‘전체 활동’ > ‘소그룹 활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설문 문항 11번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31>은 11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4학년은 압도적으로 ‘짝 활동’을 

선호하였고 4학년 중 ‘전체 활동’을 선호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개인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을 선택한 학습자도 극히 일부였다.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 ‘소그룹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개인 활동’을 선택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값은 0.001538이었고 이에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결과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4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과 설문 문항 

11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먼저 4학년의 경우를 보면, 선호도가 낮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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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활동’은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된 반면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짝 

활동’은 교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데 그쳤다. 따라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차후 ‘개인 활동’ 및 ‘전체 활동’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짝 활동’의 

비율을 늘린다면 학습 활동 방식 측면에서 지금보다 4학년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권 수강생의 경우, 한 명도 선호하지 않았던 ‘개인 활동’은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된 반면 가장 많은 학습자가 선호했던 ‘소그룹 활동’은 교재 출현 

빈도가 가장 낮았다. 이에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6권 

수강생의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후 ‘개인 활동’ 

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소그룹 활동’의 비율을 늘린다면 학습 활동 방식 

측면에서 지금보다 6권 수강생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12번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32>는 12번 문항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1.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3.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4. 역할극 하기    

5.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6. 자유대화하기    

7.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8.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9.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10.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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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4학년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 ‘역할극 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순이다. 반면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 >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 ‘자유대화하기’ > 

‘역할극 하기’ >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순이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역할극 하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를 5위 안에 선정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이 각각 1순위로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일치하지 않는다. 4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이다.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초급 수준부터 출현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이미 고급 수준인 4학년이 

여전히 이러한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어 전공자로서 취업 목적 및 

학문 목적으로 정확한 한국어 구사를 도모하는 학습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6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이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필요한 정보 찾기, 지도 보고 길 찾기, 

드라마나 영화 보고 줄거리나 의견 말하기’ 등의 활동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설문 항목으로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 중 가장 실용성이 높은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6권 수강생의 결과를 

통해 학습 활동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4학년은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와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6권 수강생은 

‘(주제와 관련하여)자유롭게 말하기’와 ‘자유대화하기’를 선호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거쳐 이를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하고, 한국어 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싶어하는 

4학년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장차 진학 및 취업 또는 이후 직장 생활을 

위한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6권 수강생의 경우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와 자유대화하기를 통해 유창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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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습 활동 유형은 ‘설문 조사 및 

인터뷰하기’ 및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이다. ‘설문 조사 및 인터뷰하기’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실용성 및 현장 적용성이 비교적 없어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낮았을 것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6권 수강생의 경우 한 명도 이 

유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의 

경우 본문 학습이나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 모방 및 변형’ 등의 학습 활동 

유형과 유사하다고 느껴 선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어서 4단계 학습자의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요구가 교재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유형과 설문 문항 

12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겠다. 또한 13번 문항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겠다. 먼저 12번 문항은 총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선호하는 유형 5개를 골라 순서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상위 

5개의 학습 활동 유형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먼저 4학년의 경우를 보면, 4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록 

4학년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출현 빈도가 세 번째로 높은 데 그쳤고 4학년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유형도 교재에서 두 번 출현한 데 그쳤으나,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학년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5.789474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이어 6권 수강생의 경우를 보면, 6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는 6권 수강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들이다. 따라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6권 

수강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6권 수강생이 현재 사용 중인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 부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13번 문항에서 6.5점을 부여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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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앞서 언급한 5권의 활동 구성과 마찬가지로 각 

단원마다 말하기 연습 1, 2를 제시하고 있고 활동도 대부분 말하기와 연계되어 

있으며, 말하기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거의 없다. 이에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활동은 말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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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  

앞서 3장에서는 한국어 회화 교재에 대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의 요구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이 한국어 회화 수업에서 사용 중인 교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만 내 대표적 한국어 전공자 집단 중 

하나인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는 이들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떤 

부분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며, 어떤 부분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편인지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선 3장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4.1 외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  

교재 분석 결과 외적 구성에 대한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요구와 학원 수강생 

집단의 요구는 거의 동일하여 54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가 사용 중인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외적 구성에 대한 요구는 

학년별 차이도 거의 없어 외적 구성에 대한 1~4학년의 요구가 사용 중인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 또한 유사했다. 즉, ‘설명 언어’, ‘문법 색인’ 및 ‘교재 관련 

구성물’에 대한 1~4학년의 요구는 1~4학년이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 및 ‘번역문’은 1~4학년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휘 

색인’의 경우도 1~3학년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고, 4학년의 

요구에만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외적 구성에 있어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회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학년이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외적 구성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제언하려 한다.  

 

                                           
54

 ‘교재 관련 구성물’에 대한 3단계 학습자의 요구, ‘설명 언어’에 대한 4단계 학습자의 요구만 

다른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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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언어 측면 

1~4학년 교재의 ‘설명 언어’로 ‘한국어 중국어 병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1학년과 2학년이 사용 중인 교재의 설명 언어는 중국어이고, 3학년이 사용 

중인 교재의 설명 언어는 영어 및 중국어이며, 4학년이 사용 중인 교재의 설명 

언어는 한국어이다. 그러나 회화 교재의 설명 언어로 1~4학년이 공통적으로 

선호한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병기’이었다. 이에 설명 언어 측면의 수정이 

필요하다.  

(2) 색인 측면 

1~4학년은 공통적으로 회화 교재에 ‘어휘 색인’ 및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4학년의 교재에는 ‘어휘 색인’ 및 ‘문법 색인’이 모두 없고 

1~3학년의 교재에는 ‘어휘 색인’은 있으나 ‘문법 색인’이 없다. 따라서 외적 

구성에 있어 지금보다 더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회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3학년의 회화 교재에는 ‘문법 색인’을 추가하고 4학년의 

회화 교재에는 ‘어휘 색인’ 및 ‘문법 색인’을 모두 추가해야 할 것이다.   

(3) 교재 관련 구성물 측면  

‘교재 관련 구성물’에 대한 1~4학년의 요구를 더 반영하여 교재 관련 구성물로 

‘동영상 자료’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 자료’는 2,3학년의 경우 1순위로, 

1,4학년의 경우 2순위로 선호한 교재 관련 구성물이다. 그러나 1~4학년의 

교재에는 모두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화 자료 및 학습 

활동 자료의 녹화물이나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자료와 같이 각 단원에 적합한 

동영상 자료를 교재 관련 구성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 측면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은 1~4학년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 측면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즉, 1~4학년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와 같이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5) 번역문 측면 

앞서 언급한 바대로 ‘번역문’은 1~4학년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번역문’ 측면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1~4학년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처럼 1~3학년 회화 교재에는 번역문을 제공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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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회화 교재에는 번역문을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2 내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교재가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내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 또한 교재 분석 시 학습자의 요구와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던 ‘주제, 기능, 발음, 문법, 어휘, 문화, 학습 활동’ 측면을 중심으로 하려 

한다. 즉, 내적 구성에 있어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회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학년이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주제, 기능, 발음, 

문법, 어휘, 문화, 학습 활동’ 부분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제언하려 한다.  

(1) 주제 측면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1~4학년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었던 반면 주제에 대한 3권 수강생의 요구는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2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주제 측면에 있어 학원 수강생 

집단보다 한국어 전공자 집단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고, 기타 

1,3,4단계 학습자의 교재 또한 주제 측면에 있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학원 수강생 집단보다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차후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 시 

기본적으로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새 교재의 

주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주제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제이자 학습자의 학습 

등급에 맞는 주제인데, 사용 중인 교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이 있어 

이러한 주제들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2학년이 선호하는 

주제이지만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취미와 여가’는 김중섭 외(2011)의 ‘주제 

등급화 표’에 초·중급 주제로 분류되어 있고, ‘미디어’는 중급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3학년이 선호하는 주제이지만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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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김중섭 외(2011)의 ‘주제 등급화 표’에서 중·고급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주제들은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제임과 동시에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각각 2학년, 3학년의 교재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주제이므로 지금보다 더 2,3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후 이러한 주제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학년의 경우,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제이지만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는 ‘생활’, ‘물건 사기’ 및 ‘인사’인데, 그 중 ‘물건 사기’와 

‘인사’는 김중섭 외(2011)의 ‘주제 등급화 표’에서 초급 수준의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이에 ‘물건 사기’와 ‘인사’는 비록 4학년이 선호하는 

주제일지라도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때 4학년의 회화 교재에 추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경우, 다양한 하위 주제를 

포함하는 범주인 만큼 초·중급 단계에 적합한 주제들 외에도 고급 단계에 속하는 

하위 주제들이 있다. 이에 김중섭 외(2011)의 ‘주제 등급화 표’를 참고하여 ‘생활’ 

범주 중 고급 수준에 속하는 ‘사회 제도’나 ‘봉사’와 같은 주제를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추가한다면 ‘생활’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4학년의 요구에 지금보다 더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학년의 경우, 1학년이 선호하지만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미디어’ 및  

‘일과 직업’은 김중섭 외(2011)의 ‘주제 등급화 표’에 중·고급 수준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는 주제들이다. 즉, ‘미디어’ 및 ‘일과 직업’의 경우, 1학년이 선호하는 

주제이지만 교육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1학년의 학습 단계에 맞지 않는 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들을 추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차후 1학년용 회화 교재 개발 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추가적인 보완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 말하기 기능 측면 

교재 분석 결과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은 

한국어 전공자 집단과 학원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다양한 말하기 기능이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가 

선호하는 말하기 기능이 거의 모두 교재에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즉, 2단계 및 

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경우 설문 문항 9번에서 제시한 총 8개의 말하기 기능이 

모두 제시되어 있었고,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담화 전개 기능’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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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기능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생활 기능’과 ‘상호 작용 기능’을 

제외한 6개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상기와 같은 말하기 기능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단계적 배치를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는 말하기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해, 차후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 시 기본적으로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기 기능을 바탕으로 새 교재의 말하기 기능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3) 발음 측면 

교재 분석 결과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1~4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었다. 반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경우,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각각 

1학년 및 4학년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편이었으나 2학년 및 3학년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는 편이었다. 다시 말해,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전공자 집단보다 학원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발음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차후 개발될 2학년용 회화 교재에는 발음 부분에 대한 2학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음 연습 부분과 억양에 대한 설명을 늘리고 강세 및 휴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3학년용 회화 교재에는 발음 부분에 대한 

3학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음 설명 및 발음 연습의 양을 늘리고 음운 규칙, 

강세, 억양, 휴지 등에 관한 설명을 더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 및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발음’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각각 1학년 및 4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었다. 그러므로 차후 

1학년용 및 4학년용 회화 교재 개발 시 1단계 및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발음 

부분에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음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1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음 설명 부분의 보강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학년의 경우 발음 

설명 부분에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는 부분을 추가한다면 지금보다 더 4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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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법 측면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1~4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경우,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고 2학년, 3학년 및 4학년의 요구에는 모두 부합하지 않는 

편이었다. 즉,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전공자 집단보다 학원 수강생 집단과 더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문법 측면에 있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차후 개발될 2학년용 회화 교재에는 문법 부분에 대한 2학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법 설명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 3학년의 경우 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법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문법 부분에 

대하여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차후 

문법 측면에 있어 3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문법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중국어로 문법을 설명하고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것보다 더 자세히 문법을 설명하며 관련 예문 및 연습 문제의 양을 3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4학년용 회화 

교재의 경우도 문법 부분을 중국어로 설명하고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예문 

및 연습 문제의 양을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법을 다루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와 부합하는 편이었다. 이에 차후 1학년용 회화 교재 개발 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법 부분을 참고하여 별도의 보완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법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1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문장보다 더 많은 양의 연습 문제를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1학년 집단에는 교재에 제시된 문법 설명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습자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느끼는 학습자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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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다. 이에 차후 교재 개발 시 문법 설명의 양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 

줄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문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5) 어휘 측면 

교재 분석 결과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전공자 집단보다 학원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1,2,4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에는 모두 부합하는 편이었고 3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에만 부합하지 않는 편이었다. 반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경우,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편이었고 

2,3,4학년의 요구에는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어휘 측면에 

있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3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2,3,4학년은 공통적으로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를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따라서 차후 개발될 

2,3,4학년용 회화 교재에는 공통적으로 2,3,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관련 

어휘보다 더 많은 양의 관련 어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관련 어휘의 제시가 부족하다’에 이어 20% 

이상의 학습자가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를 어휘 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고급 단계에 속하는 3,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는 어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시키는 방식으로 어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만일 차후 개발될 3,4학년용 회화 교재에서도 초·중급 단계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과 동일하게 어휘의 뜻을 직접 중국어로 제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의 요구 외에 교육학적 측면의 적합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개발할 것인지, 불편하게 

느끼는 학습자가 있더라도 고급 수준에 맞는 어휘 학습 전략을 개발시키기 위해 

현 3,4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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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어휘를 다루는 방식은 

1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차후 1학년용 회화 교재 개발 시 

1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어휘 부분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보완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휘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1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학년용 회화 교재에도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어휘보다 더 많은 양의 관련 어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6) 문화 측면 

교재 분석 결과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전공자 집단보다 학원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1,2,4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와는 모두 부합하는 편이었고 3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에만 부합하지 않는 편이었다. 반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경우,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4학년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편이었고 

1,2,3학년의 요구에는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문화 측면에 

있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3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1,2,3학년은 공통적으로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를 문화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따라서 

차후 개발될 1,2,3학년용 회화 교재에는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공통적으로 문화 설명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별 큰 문제가 없다’에 이어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학습자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에 차후 1,2학년용 

회화 교재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함께 

제시한다면 문화 측면에 있어 학습자의 요구에 조금 더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3학년 중 문화 부분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는 2.5%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3학년이 교재의 문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차후 3학년용 회화 

교재 개발 시에는 3장의 교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 설명 부분을 보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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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외에도 문화 측면에 있어 다방면의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학년이 문화 부분에 있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사항은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이었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일부는 영어로, 일부는 한국어로 문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일부에서 문화 설명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한 이유는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화 설명 언어가 한국어인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급 단계로 규정하여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문화 설명문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설명문을 이해하는 자체도 학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4학년의 설문 결과를 보면,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진 학습자는 약 5%에 불과하였다. 즉, 4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가 거의 20줄에 육박하는 한국어로 된 설명문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4학년용 회화 교재의 문화 설명 언어는 4단계 

학습자의 교재와 같이 한국어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3학년의 경우 

15%가 넘는 학습자가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이에 만일 3학년 집단 중 지금보다 더 많은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 설명을 이해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재를 개발하려 한다면 학습자가 

설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중국어로 문화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식은 

4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차후 4학년용 회화 교재 개발 시 

4단계 학습자의 교재의 문화 부분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보완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문 분석 결과 문화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4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4학년용 회화 교재에도 

앞서 언급한 1,2,3학년 교재와 같이 문화 설명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학습 활동 측면 

먼저 학습 활동 방식 측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1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는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2,3,4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는 2,3,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학습 활동 방식에 대한 1,2,3학년의 요구는 1,2,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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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교재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편이었고, 4학년의 요구만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어 학습 활동 유형 측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2,3,4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는 2,3,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1단계 학원 수강생의 요구는 1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경우,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유형은 1~4학년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 및 학습 활동 

유형은 전반적으로 학원 수강생 집단보다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요구와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 시 

1~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의 방식 및 유형에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습 활동 측면에 있어 

지금보다 더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4단계 학습자의 교재에 제시된 학습 활동 방식은 

4학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즉, 압도적으로 ‘짝 활동’을 선호하는 4학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 활동’ 및 

‘전체 활동’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짝 활동’의 비율을 늘린다면 학습 활동 방식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4학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재 분석 결과 학습 활동 방식 및 유형에 있어 학습자의 요구에 본래 

부합하는 편이었던 부분들은 1~4단계 학습자의 교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을 거친다면 학습 활동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학년의 경우 학습 활동 방식에 있어 ‘개인 활동’의 비율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 학습 활동 유형에 있어서는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를 추가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의 출현 빈도를 줄이는 대신 ‘역할극 하기’의 

출현 빈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학년의 경우 학습 활동 방식에 있어 ‘전체 활동’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소그룹 활동’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 활동 유형에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150 

 

있어서는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를 학습 활동 유형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어 3학년의 경우 학습 활동 방식에 있어 ‘개인 활동’과 ‘전체 활동’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소그룹 활동’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가 일반적으로 고급 수준의 학습 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한국어 구사를 위해 단순 반복 연습을 선호하는 3학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 및 연구 발표하기’의 출현 빈도를 조금 줄이는 대신 ‘역할극 

하기’의 출현 빈도를 늘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학년의 경우, 앞서 언급한 3학년처럼 고급 단계일지라도 정확한 

한국어 구사를 위하여 단순 반복 연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학습 활동 유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4학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의 출현 빈도를 줄이는 대신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 및 ‘역할극 하기’의 출현 빈도를 늘리고,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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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60년의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교재’는 개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수업 교재로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한 

일반 목적 학습자용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회화 교재에 대한 대만 내 한국어 전공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재를 분석하여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는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관련 연구’,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 관련 연구’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함께 다룬 연구’로 

나누어 각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였다. 이어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본고에서 세운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교재의 각 부분이 학습자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을 세웠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교재 분석 

기준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 2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의 문항 구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본고의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는 본고의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 중 학습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지’로 진행한 설문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2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회화 교재의 분석 기준’과 함께 교재 

분석의 주요 근거로 삼아 ‘학습자별(別) 교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고의 설문 대상인 국립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들 및 일반 사설 

A학원 수강생들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회화 교재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들 및 일반 사설 A학원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재미있는 

한국어』1~6권이 성격이 다른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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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지도 알 수 있었다.  

교재 분석 결과, 외적 구성 중 ‘전제되는 학습 상황’ 및 ‘번역문’ 측면은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였던 반면 ‘문법 색인’ 측면은 두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지 않았다. 또 ‘설명 언어’ 및 ‘교재 관련 구성물’ 

측면은 전반적으로 학원 수강생의 요구와 더 부합하는 편이었다. 한편 내적 구성 

분석 결과, ‘말하기 기능’ 측면은 두 학습자의 요구와 모두 부합하는 편이었다. 

또한 ‘주제’, ‘학습 활동 방식’ 및 ‘학습 활동 유형’은 한국어 전공자 집단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편이었던 반면 ‘발음’, ‘문법’, ‘어휘’ 및 ‘문화’ 측면은 학원 

수강생 집단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4장에서는 앞선 3장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제언은 ‘외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과 ‘내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대별된다. 그 중 ‘외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은 

‘설명 언어 측면, 색인 측면, 교재 관련 구성물 측면, 교재에서 전제되는 학습 

상황 측면 및 번역문 측면’의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적 구성 향상을 

위한 제언’은 크게 ‘주제 측면, 말하기 기능 측면, 발음 측면, 문법 측면, 어휘 

측면, 문화 측면 및 학습 활동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요구 분석과 교재 분석을 독립적으로 각각 진행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회화 교재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는 최초로 한국어 회화 

교재에 대한 대만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분석하여 

대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만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나 대만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의 대상이 국립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과 일반 사설 

A학원 수강생에 국한되어 대만 내 기타 한국어 전공자와 비전공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는 함께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 

교재를 기준으로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언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나 단원 구성 모형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먼저 대만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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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즉, 문화대학 및 가오슝대학 한국어 

전공자들에게도 설문을 진행하여 세 대학 한국어 전공자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한국어 전공자용 회화 교재에 

들어갈 주제, 기능 및 학습 활동 등을 선정하고 교수 요목 및 단원 구성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대만의 ‘고등 학생용 한국어 교재’의 개발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만에서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한 고등학교가 대략 

60개에 달하고,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위한 고등학생용 한국어 교재는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분 수업 교재로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재들은 거의 성인 학습자를 위주로 개발된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만에서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 중인 교재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고등학생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후 대만의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점점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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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공자용 한국어 설문지  

 

한국어 회화 교재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생 이영경입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의 회화 교재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며, 이는 회화 수업에 대한 

조사가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설문지는 단수 응답, 두 문항 선택 및 복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학술 연구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설문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Email: rongjing88@naver.com 

 

 

기본 정보 

1. 성별: □ 남     □ 여  

 

2.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 ________________과 ________________조 _____학년  

 

3. 한국어 회화 수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회화 교재는 무엇입니까?  

주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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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교재 관련 요구  

1. 회화 교재의 설명 언어로 어떤 언어를 더 선호합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한국어   □ 중국어   □ 한국어 중국어 병기  

 

2.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

겨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필요하지 않다(0점)                아주 필요하다(10점) 

 

3.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으로 선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대만   □ 한국  

 

4.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배경으로 선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대만   □ 한국  

 

5. 만약 회화 교재의 배경이 한국이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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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만약 회화 교재의 배경이 대만이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 대만과 관련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소개하고 나눌 수 있다.   

□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 새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평소 접하는 사건,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어 새 어휘를 더

쉽게 학습하고 더 잘 외울 수 있다.  

□ 한국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아래 18개의 주제 중 한국어 회화를 배우는 주제로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합니까? 가장 

선호하는 주제 5개를 골라서 순서를 매겨 주세요. 예시) (1)>(2)>(3)>(4)>(5) 

선호하는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가족(예: 가족 소개, 집안일, 결혼 등) 

 (2) 건강(예: 증상, 건강 상태, 병원, 약국, 운동 등) 

 (3) 과학(예: 기술, 미래 사회, 생활 과학 등) 

 (4) 교육(예: 학교생활, 친구/동료/선후배 관계, 교육제도, 유학 등) 

 (5) 뉴스, 시사 문제(예: 사건/사고/재해, 환경문제, 공공장소(기관), 법률 사안 등) 

 (6) 물건 사기(예: 쇼핑, 전통 시장,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 등) 

 (7) 미디어(예: 컴퓨터와 인터넷, 대중매체, 신문, 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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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생활(예: 요리, 주거, 약속, 연애, 길 찾기, 교통, 문화차이, 사회제도, 한국생활, 복장, 

감정, 기후 등)  

 (9) 수(예: 날짜, 요일, 시간, 가격 등) 

 (10) 예술(예: 공연과 감상, 미술, 음악, 영화 등) 

 (11) 인사(예: 자기소개, 개인 정보, 인사말, 감사 및 사과 등) 

 (12) 일과 직업(예: 직장생활, 직업, 진로와 취업(면접), 동료 간 인간관계, 업무 등) 

 (13) 전문 분야(예: 언어, 역사, 경영/경제, 종교, 심리, 정치, 문화, 법 등) 

 (14) 책과 문학(예: 한국의 시와 수필, 한국의 소설 등) 

 (15) 취미와 여가(예: 스포츠, 독서, 문화생활, 개인적 관심사 등) 

 (16) 한글과 한국어(예: 한글 소개, 한국어 소개 등) 

 (17) 휴일(예: 주말, 여행, 숙박, 지리정보, 방학 등) 

 (1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9. 회화 교재를 통하여 어떤 말하기 기능을 가장 배우고 싶습니까? 가장 배우고 싶은 기

능 3개를 골라서 순서를 매겨 주세요. 예시) (1)>(2)>(3) 

가장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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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표현 기능 (예: 개인의 느낌, 감사, 사과, 선호도, 만족/불만족, 축하, 칭찬, 감탄, 

위로 등) 

(2) 의지 표현 기능 (예: 계획, 희망, 권유, 지시, 명령, 제안, 경고, 허용, 선택, 조언, 설득 

등) 

(3) 사고 기능 (예: 견해, 판단, 가정, 확신, 가능성, 추측, 상상, 동의와 반대, 비교, 사실 

확인 등) 

(4) 묘사 기능 (예: 상황 설명, 외모/사람/사물에 대한 묘사, 자기 소개 등) 

(5) 생활 기능 (예: 물건사기, 숙박, 식당, 여가 활동, 은행, 관공서, 의복, 전화하기, 학교 

생활 등) 

(6) 정보 탐색 기능 (예: 문의, 정보 요청, 정보 전달 등) 

(7) 상호 작용 기능 (예: 약속, 문제 해결, 부탁, 요구, 초대, 인사, 일상적 대인관계, 말 전

하기 등) 

(8) 담화 전개 기능 (예: 대화 시작과 끝, 주의환기, 담화의 전개, 담화의 종결, 화제 제시, 

화제의전환, 긍정 대답, 부정 대답 등)  

 

10.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위 10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

각합니까? 적합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적합하지 않다(0점)                아주 적합하다(10점) 

 

11. 회화 교재가 어떤 학습 활동 방식으로 구성되길 원합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개인 연습   □ 짝 활동   □ 소그룹(3명 이상) 활동   □ 전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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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회화 교재에 있어서 아래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어떤 학습 활동의 유형을 가장 

선호합니까? 가장 선호하는 유형 5개를 골라서 순서를 매겨 주세요.  

예시) (1)>(2)>(3)>(4)>(5)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예: 핵심 단어를 제공하여 변형하기/ 

제시된 표를 보고 변형하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기 등) 

(3)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4) 역할극 하기 

(5)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예: 제시된 자료 보고 필요한 정보 찾기/ 지도 보고 

길 찾기/ 그림이나 사진 보고 설명하기 및 이야기 만들기/ 드라마나 영화 보고 줄거리 

이야기하기 및 의견 말하기 등) 

(6) 자유대화하기  

(7)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8)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9) 개인 발표하기(예: 자기 소개하기/ 고향 소개하기/ 음식 소개하기 등)  

(10)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11) 연구 보고하기(정의: 학습자들이 특정 영역 내에서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

우며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 낸 후 이를 각종 형식을 빌어 다른 사람

들에게 발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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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4.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

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5.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 발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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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7.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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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

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9.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 관련 어휘(예: 같은 범주에 속한 관련 어휘, 관용 표현, 유의어, 반의어, 동음이의어 등)

의 제시가 부족하다.   

□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어휘 제시 방법(예: 시각 자료를 이용한 방법, 설명·예시·연상 방법, 문맥을 이용한 방

법, 관련 어휘를 이용한 방법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

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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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 

□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회화 교재에 관련 언어학적 지식(예: 음운론, 화용론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다   □ 필

요하다   □ 아주 필요하다  

 

23. 회화 교재에 어휘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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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화 교재에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25. 회화 교재의 구성물로 어떤 매체를 가장 선호합니까? 순서를 매겨 주십시오.  

예시: (1)>(2)>(3)>(4)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_____>_____>_____>______ 

(1) 듣기 자료   (2) 동영상 자료   (3) 삽화,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   (4) 워크북    

 

26.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정

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많이 유발한다(10점) 

 

27.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많이 유발한다(10점) 

 

28.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적합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적합하지 않다(0점)                아주 적합하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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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에게 적합한 회화 교재가 되기 위해 보강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발음   □ 어휘   □ 문법   □ 주제   □ 학습 활동   □ 문화   □ 언어학적 지식 

□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입니까?  

_____점/10점  

 

31.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써 주십시

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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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공자용 중국어 설문지  

 

關於韓語會話教材的需求及滿意度調查 

 

您好！非常感謝您在百忙之中抽出寶貴的時間完成這份問卷。 

我是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碩士班學生李榮敬。這份問卷的目的是為了調查韓文系學生對

於韓語會話教材的需求及滿意度，並非針對會話課程的調查。本問卷分為單選、選兩項及複選，

請留意作答。本人承諾本問卷調查都將以匿名的方式進行，調查的結果也僅作為學術研究所用，

絕不用於其他用途。此次問卷並無標準答案，您只需依據自己的想法作答即可。若對問卷調查

存在任何疑問，可以隨時通過以下信箱來聯繫本人。 

再次感謝您的真誠協助！ 

Email:rongjing88@naver.com 

 

基本資訊與學習資訊 

1. 性別：□ 男     □ 女  

 

2. 您目前所屬單位是？  

___________________________大學___________系___________組  _____年級 

 

3. 您在韓語會話課堂上正在使用中的韓語會話教材是什麼？ 

主教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副教材（參考書目）：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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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會話教材的需求調查 

 

1. 在會話教材裡說明內容時（比如詞彙、文法等），您更偏好的語言是什麼？（請單選） 

□ 韓文   □ 中文   □ 同時使用韓文與中文 

 

2. 在會話教材裡，您認為是否需要譯文呢？請依需要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一點都不需要（0分）                                                非常需要（10分） 

 

3. 在會話教材裡，您更偏好的對話情境背景是哪裡？（請單選） 

□ 台灣   □ 韓國 

 

4. 在會話教材裡，您更偏好練習題使用的情境背景是哪裡？（請單選） 

□ 台灣   □ 韓國 

 

5. 若會話教材的背景為韓國，您認為會有哪些好處？（請選擇兩項） 

□ 比起台灣為背景的教材更加能夠感受到正在學習韓語的感覺  

□ 在學習韓語的過程當中能夠同時學習韓國生活及韓國文化  

□ 較能正確知道韓國人在何種情境下會使用什麼樣的對話 

□ 去韓國的時候可以馬上派上用場  

□ 比起台灣為背景的教材更加能夠引發學習韓語的興趣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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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若會話教材的背景為台灣，您認為會有哪些好處？（請選擇兩項） 

□ 可學到與台灣有關詞彙的韓語說法，因而可以向韓國人介紹、分享與台灣有關的事情  

□ 可跟同學們用韓語聊台灣為背景的日常生活當作會話練習 

□ 學習單字時可跟自己平常所遇到的事物連結起來，更容易熟悉、記住此單字 

□ 比起韓國為背景的教材更加能夠引發學習韓語的興趣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在以下18個主題當中您最想用哪些主題來學習韓語會話？請選擇5個主題後依照個人的偏好

依序排列。例：(1)>(2)>(3)>(4)>(5)  

最喜歡的主題：_____>_____>_____>______>______ 

（1）家庭（例：介紹家人、家事、結婚等） 

（2）健康（例：症狀、健康狀態、醫院、藥局等） 

（3）科學（例：技術、未來社會、生活科學等） 

（4）教育（例：學校生活、朋友/同事/前後輩關係、教育制度、留學等） 

（5）新聞與時事議題（例：事件/事故/災害、環境問題、公共場所（機關）、法律案件等） 

（6）購物（例：逛街、傳統市場、超市、網購等） 

（7）媒體（例：電腦與網路、大眾媒體、報紙、郵件等） 

（8）生活（例：做菜、居住、約會、 談戀愛、找路、交通、文化差異、社會制度、韓國生活、

服裝、情感、氣候等） 

（9）數字（例：日期、星期、時間、價格等） 

（10）藝術（例：表演和感想、美術、音樂、電影等） 

（11）打招呼（例：自我介紹、個人資訊、客套話、感謝與道歉等） 

（12）工作與職業（例：職場生活、職業、未來與就業（面試）、同事間人際關係、業務等） 

（13）專業領域（例：語言、歷史、管理/經濟、宗教、心理、政治、文化、法律等） 

（14）書與文學（例：韓國的詩與散文、韓國的小說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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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興趣與休閒活動（例：運動、閱讀、文化娛樂、個人喜好等） 

（16）韓國文字與韓語（例：介紹韓國文字 한글、介紹韓語等） 

（17）假日(例：週末、旅行、住宿、地理資訊、放假等) 

（18）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主題，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9. 透過會話教材您最想學習的會話功能是什麼？ 請選擇3個功能後依照個人的偏好依序排列。

例：(1)>(2)>(3) 

最想學習的功能：_____>_____>_____ 

（1）表達感情的功能（例：個人的感覺、感謝、道歉、偏好度、滿意/不滿意、祝賀、稱讚、

感嘆、安慰等） 

（2）表達意志的功能（例：計劃、希望、勸勉、指示、命令、提案、警告、容許、選擇、建

議、說服等） 

（3）思考功能（例：看法、判斷、假定、確信、可能性、推測、想像、同意和反對、比較、

確認事實等）  

（4）描述功能（例：說明狀況、描述外表/人/事物、自我介紹等） 

（5）生活功能（例：購物、找住宿、點餐、去銀行辦事、去公家機關辦事、打電話、學校生

活等） 

（6）探索資訊功能（例：詢問資訊、請求資訊、傳達資訊等） 

（7）互動功能（例：約會、解決問題、拜託、要求、邀請、打招呼、日常生活中的人際關係

等） 

（8）談話展開功能（例：對話的開始與終結、喚起注意、談話的展開、談話的終結、提出話

題、轉換話題、表示肯定的回答方式、表示否定的回答方式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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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您認為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適合培養上題（第10題）所選的3個會話功能嗎？ 請依適

合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適合（0分）                                        非常適合（10分） 

 

11. 在會話教材裡，您最喜歡的學習活動方式是什麼？（請單選） 

□ 個人練習   □ 兩人活動   □ 小組活動（3名或以上）   □ 全班集體活動 

□ 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以下12個練習題類型當中您最想用哪些方式來練習韓語會話？ 請選擇5個練習題類型並依

照個人的偏好依序排列。例：(1)>(2)>(3)>(4)>(5)  

偏好的練習題類型：_____>_____>_____>______>______ 

（1）完整例句（包含對話）的反覆練習 

（2）（提供特定文法的）模仿或變形例句（包含對話）（例：用其他詞彙來變形例句與對話/

 看表格上的資訊來變形例句與對話/ 模仿例句與對話來說明自己的想法或自己的故事等） 

（3）透過遊戲來練習文法、詞彙、發音 

（4）角色扮演 

（5） 使用視聽資料的活動（例：在提供的資料上找出需要的訊息/ 看地圖來找路/ 看圖片或

照片來說明情況或編故事/ 看電視劇或電影來說明情節或表達自己的意見等） 

（6）自由討論 

（7）（特定主題的）討論 

（8） 進行問卷調查或採訪 

（9）個人發表（例：自我介紹/ 介紹故鄉/ 介紹飲食等） 

（10）口譯句子或對話 

（11）完成一個研究報告（定義：在特定領域學習者自己設計主題、制定計劃、蒐集以及分析

資料，以此導出結論，以各種形式向其他人進行發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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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練習題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4.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發音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5.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的發音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說明發音時沒有與中文發音的比較  

□ 發音說明得不夠清楚或不足而無法理解  

□ 沒有說明發音規則或說明得不足 

□ 沒有說明重音、抑揚、停頓或說明得不足 

□ 說明發音的部分過多，覺得不必要  

□ 沒有另外設定練習發音的部分或可練習發音的部分不足  

□ 發音練習題部分過多，覺得不必要  

□ 不喜歡發音練習的方式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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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文法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7.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說明文法的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沒有用中文說明而很難理解 

□ 文法說明得不夠仔細而很難理解  

□ 說明文法的部分過多，覺得不必要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例子不夠多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例子過多， 覺得不必要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練習題不夠多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練習題過多， 覺得不必要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詞彙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9.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的詞彙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沒有用中文提供詞彙的意義，學習起來不夠方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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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沒有解釋的詞彙很多，學習起來不夠方便 

□ 關聯詞彙(例：屬於同範疇的關聯詞彙、慣用語、近義詞、反義詞、同音異義詞等)的提供

量不夠多  

□ 關聯詞彙的提供量過多，覺得不必要  

□ 不喜歡提供詞彙的方式（例：用視覺資料的方式、用說明·舉例·聯想的方式、用文脈的方

式、用關聯詞彙的方式等）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介紹韓國文化的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

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21.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介紹韓國文化的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文化主題不實用 

□ 文化內容無助於加強會話實力  

□ 說明文化的部分不夠多 

□ 說明文化的部分過多，覺得不必要 

□ 沒有用中文說明而很難理解  

□ 與文化有關詞彙提供的數量不夠多  

□ 與文化有關詞彙提供的數量過多，覺得不必要 

□ 與文化有關會話練習題提供的數量不夠多 

□ 與文化有關會話練習題提供的數量過多，覺得不必要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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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您認為會話教材需不需要提供與教材相關進一步的語言學知識（音韻論、語用學等）？ 

□ 完全不需要   □ 不太需要   □ 無所謂   □  需要   □ 非常需要  

 

23. 您認為會話教材需要提供詞彙索引嗎？ □ 不需要   □ 需要 

 

24. 您認為會話教材需要提供文法索引嗎？ □ 不需要   □ 需要 

 

25. 您最喜歡的會話教材輔助學習工具是哪一種？請依序排列。例：(1)>(2)>(3)>(4) 

最喜歡的教材輔助學習工具：_____>_____>_____>______ 

（1）錄音資料   （2）影片資料   （3）圖片、照片、表格等的視覺資料   （4）練習題本  

 

26. 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會引發您對於韓語的興趣嗎？請依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引發興趣（0分）                                     非常引發興趣（10分） 

 

27. 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會引發您對於韓國與韓國文化的興趣嗎？請依引發的程度於0到 

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引發興趣（0分）                                     非常引發興趣（10分） 

 

28. 您認為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適合當韓語系學生專用的會話教材嗎？ 請依適合的程度

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適合（0分）                                     非常適合（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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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為了使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更適合當韓語系學生專用的會話教材，您認為需要加強哪

些部分？（可複選）  

□ 發音   □ 詞彙   □ 文法   □ 主題   □ 練習題   □ 文化   □ 語言學知識 

□ 教材各單元所需上課時數與每次會話課程安排的符合程度 

□ 與大學部其他韓語課程的關聯性  

□ 與韓文所課程的關聯性  

□ 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對於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的整體滿意度，您會給幾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31.請提出對於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其他需要補充、加強或修改的地方（請自由發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問卷到此結束。 

辛苦了！非常感謝您！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181 

 

<부록 3> 학원 수강생용 한국어 설문지  

 

한국어 회화 교재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생 이영경입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회화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및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며, 이는 학원 수업에 대한 조사가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설문지는 단수 응답, 두 문항 선택 및 복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학술 연구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설문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Email: rongjing88@naver.com 

 

 

기본 정보 

1. 성별: □ 남     □ 여  

 

2.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원 ________________반  

 

3. 한국어 회화 수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회화 교재는 무엇입니까?  

주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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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교재 관련 요구  

1. 회화 교재의 설명 언어로 어떤 언어를 더 선호합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한국어   □ 중국어   □ 한국어 중국어 병기  

 

2. 회화 교재에 번역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

겨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필요하지 않다(0점)                아주 필요하다(10점) 

 

3. 회화 교재의 대화 배경으로 선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대만   □ 한국  

 

4.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배경으로 선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대만   □ 한국  

 

5. 만약 회화 교재의 배경이 한국이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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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만약 회화 교재의 배경이 대만이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두 개를 골라 주세요.) 

□ 대만과 관련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소개하고 나눌 수 있다.   

□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 새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평소 접하는 사건,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어 새 어휘를 더

쉽게 학습하고 더 잘 외울 수 있다.  

□ 한국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아래 18개의 주제 중 한국어 회화를 배우는 주제로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합니까? 가장 

선호하는 주제 5개를 골라서 순서를 매겨 주세요. 예시) (1)>(2)>(3)>(4)>(5) 

선호하는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가족(예: 가족 소개, 집안일, 결혼 등) 

 (2) 건강(예: 증상, 건강 상태, 병원, 약국, 운동 등) 

 (3) 과학(예: 기술, 미래 사회, 생활 과학 등) 

 (4) 교육(예: 학교생활, 친구/동료/선후배 관계, 교육제도, 유학 등) 

 (5) 뉴스, 시사 문제(예: 사건/사고/재해, 환경문제, 공공장소(기관), 법률 사안 등) 

 (6) 물건 사기(예: 쇼핑, 전통 시장,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 등) 

 (7) 미디어(예: 컴퓨터와 인터넷, 대중매체, 신문, 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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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생활(예: 요리, 주거, 약속, 연애, 길 찾기, 교통, 문화차이, 사회제도, 한국생활, 복장, 

감정, 기후 등)  

 (9) 수(예: 날짜, 요일, 시간, 가격 등) 

 (10) 예술(예: 공연과 감상, 미술, 음악, 영화 등) 

 (11) 인사(예: 자기소개, 개인 정보, 인사말, 감사 및 사과 등) 

 (12) 일과 직업(예: 직장생활, 직업, 진로와 취업(면접), 동료 간 인간관계, 업무 등) 

 (13) 전문 분야(예: 언어, 역사, 경영/경제, 종교, 심리, 정치, 문화, 법 등) 

 (14) 책과 문학(예: 한국의 시와 수필, 한국의 소설 등) 

 (15) 취미와 여가(예: 스포츠, 독서, 문화생활, 개인적 관심사 등) 

 (16) 한글과 한국어(예: 한글 소개, 한국어 소개 등) 

 (17) 휴일(예: 주말, 여행, 숙박, 지리정보, 방학 등) 

 (1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9. 회화 교재를 통하여 어떤 말하기 기능을 가장 배우고 싶습니까? 가장 배우고 싶은 기

능 3개를 골라서 순서를 매겨 주세요. 예시) (1)>(2)>(3) 

가장 배우고 싶은 말하기 기능: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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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표현 기능 (예: 개인의 느낌, 감사, 사과, 선호도, 만족/불만족, 축하, 칭찬, 감탄, 

위로 등) 

(2) 의지 표현 기능 (예: 계획, 희망, 권유, 지시, 명령, 제안, 경고, 허용, 선택, 조언, 설득 

등) 

(3) 사고 기능 (예: 견해, 판단, 가정, 확신, 가능성, 추측, 상상, 동의와 반대, 비교, 사실 

확인 등) 

(4) 묘사 기능 (예: 상황 설명, 외모/사람/사물에 대한 묘사, 자기 소개 등) 

(5) 생활 기능 (예: 물건사기, 숙박, 식당, 여가 활동, 은행, 관공서, 의복, 전화하기, 학교 

생활 등) 

(6) 정보 탐색 기능 (예: 문의, 정보 요청, 정보 전달 등) 

(7) 상호 작용 기능 (예: 약속, 문제 해결, 부탁, 요구, 초대, 인사, 일상적 대인관계, 말 전

하기 등) 

(8) 담화 전개 기능 (예: 대화 시작과 끝, 주의환기, 담화의 전개, 담화의 종결, 화제 제시, 

화제의전환, 긍정 대답, 부정 대답 등)  

 

10.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위 10번에서 선택한 말하기 기능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

각합니까? 적합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적합하지 않다(0점)                아주 적합하다(10점) 

 

11. 회화 교재가 어떤 학습 활동 방식으로 구성되길 원합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개인 연습   □ 짝 활동   □ 소그룹(3명 이상) 활동   □ 전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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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회화 교재에 있어서 아래 12개의 학습 활동 유형 중 어떤 학습 활동의 유형을 가장 

선호합니까? 가장 선호하는 유형 5개를 골라서 순서를 매겨 주세요.  

예시) (1)>(2)>(3)>(4)>(5) 

선호하는 학습 활동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예문/대화문 반복 연습하기  

(2) (문법이 통제된) 예문/대화문 모방 및 변형하기(예: 핵심 단어를 제공하여 변형하기/ 

제시된 표를 보고 변형하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기 등) 

(3) 게임을 통해 문법, 어휘, 발음 연습하기  

(4) 역할극 하기 

(5)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활동하기(예: 제시된 자료 보고 필요한 정보 찾기/ 지도 보고 

길 찾기/ 그림이나 사진 보고 설명하기 및 이야기 만들기/ 드라마나 영화 보고 줄거리 

이야기하기 및 의견 말하기 등) 

(6) 자유대화하기  

(7)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8) 설문조사 및 인터뷰하기   

(9) 개인 발표하기(예: 자기 소개하기/ 고향 소개하기/ 음식 소개하기 등)  

(10) 예문 및 대화문 통역하기  

(11) 연구 보고하기(정의: 학습자들이 특정 영역 내에서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

우며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 낸 후 이를 각종 형식을 빌어 다른 사람

들에게 발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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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학습 활동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4.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

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5.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발음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모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 발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 강세, 억양,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 발음 설명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발음 연습 부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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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연습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발음 연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7.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 문법 설명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 문법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예문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 문법 설명과 함께 제시된 연습 문제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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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0

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19.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어휘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어휘의 뜻이 중국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많아 학습하기에 불편하다.  

□ 관련 어휘(예: 같은 범주에 속한 관련 어휘, 관용 표현, 유의어, 반의어, 동음이의어 등)

의 제시가 부족하다.   

□ 관련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어휘 제시 방법(예: 시각 자료를 이용한 방법, 설명·예시·연상 방법, 문맥을 이용한 방

법, 관련 어휘를 이용한 방법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에 대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정

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만족한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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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의 한국 문화 소개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별 큰 문제가 없다. 

□ 소개된 문화의 주제가 실용적이지 않다. 

□ 소개된 문화의 내용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 소개된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제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충분하지 않다. 

□ 소개된 문화 내용과 관련된 회화 과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회화 교재에 관련 언어학적 지식(예: 음운론, 화용론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다   □ 필

요하다   □ 아주 필요하다  

 

23. 회화 교재에 어휘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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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화 교재에 문법 색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25. 회화 교재의 구성물로 어떤 매체를 가장 선호합니까? 순서를 매겨 주십시오.  

예시: (1)>(2)>(3)>(4)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_____>_____>_____>______ 

(1) 듣기 자료   (2) 동영상 자료   (3) 삽화,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   (4) 워크북    

 

26.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정

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많이 유발한다(10점) 

 

27.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0점)                아주 많이 유발한다(10점) 

 

28.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원 수업 교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적합한 정도

에 따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십시오.  ____점/10점 

|-----------------------------------------------------------------|  

전혀 적합하지 않다(0점)                아주 적합하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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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학원 수업에 적합한 회화 교재가 되기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발음   □ 어휘   □ 문법   □ 주제   □ 학습 활동   □ 문화   □ 언어학적 지식 

□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입니까?  

_____점/10점  

 

31.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써 주십시

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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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원 수강생용 중국어 설문지  

 

關於韓語會話教材的需求及滿意度調查 

 

您好！非常感謝您在百忙之中抽出寶貴的時間完成這份問卷。 

我是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碩士班學生李榮敬。這份問卷的目的是為了調查韓語學習者對

於韓語會話教材的需求及滿意度，並非針對補習班課程的調查。本問卷分為單選、選兩項及複

選，請留意作答。本人承諾本問卷調查都將以匿名的方式進行，調查的結果也僅作為學術研究

所用，絕不用於其他用途。此次問卷並無標準答案，您只需依據自己的想法作答即可。若對問

卷調查存在任何疑問，可以隨時通過以下信箱來聯繫本人。 

再次感謝您的真誠協助！ 

Email:rongjing88@naver.com 

 

基本資訊 

1. 性別：□ 男     □ 女  

 

2. 您目前所屬單位是？  

___________________________補習班 ___________班 

 

3. 您在補習班課堂上正在使用中的韓語會話教材是什麼？ 

主教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副教材（參考書目）：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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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會話教材的需求調查 

 

1. 在會話教材裡說明內容時（比如詞彙、文法等），您更偏好的語言是什麼？（請單選） 

□ 韓文   □ 中文   □ 同時使用韓文與中文 

 

2. 在會話教材裡，您認為是否需要譯文呢？請依需要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一點都不需要（0分）                                                非常需要（10分） 

 

3. 在會話教材裡，您更偏好的對話情境背景是哪裡？（請單選） 

□ 台灣   □ 韓國 

 

4. 在會話教材裡，您更偏好練習題使用的情境背景是哪裡？（請單選） 

□ 台灣   □ 韓國 

 

5. 若會話教材的背景為韓國，您認為會有哪些好處？（請選擇兩項） 

□ 比起台灣為背景的教材更加能夠感受到正在學習韓語的感覺  

□ 在學習韓語的過程當中能夠同時學習韓國生活及韓國文化  

□ 較能正確知道韓國人在何種情境下會使用什麼樣的對話 

□ 去韓國的時候可以馬上派上用場  

□ 比起台灣為背景的教材更加能夠引發學習韓語的興趣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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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若會話教材的背景為台灣，您認為會有哪些好處？（請選擇兩項） 

□ 可學到與台灣有關詞彙的韓語說法，因而可以向韓國人介紹、分享與台灣有關的事情  

□ 可跟同學們用韓語聊台灣為背景的日常生活當作會話練習 

□ 學習單字時可跟自己平常所遇到的事物連結起來，更容易熟悉、記住此單字 

□ 比起韓國為背景的教材更加能夠引發學習韓語的興趣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在以下18個主題當中您最想用哪些主題來學習韓語會話？請選擇5個主題後依照個人的偏好

依序排列。例：(1)>(2)>(3)>(4)>(5)  

最喜歡的主題：_____>_____>_____>______>______ 

（1）家庭（例：介紹家人、家事、結婚等） 

（2）健康（例：症狀、健康狀態、醫院、藥局等） 

（3）科學（例：技術、未來社會、生活科學等） 

（4）教育（例：學校生活、朋友/同事/前後輩關係、教育制度、留學等） 

（5）新聞與時事議題（例：事件/事故/災害、環境問題、公共場所（機關）、法律案件等） 

（6）購物（例：逛街、傳統市場、超市、網購等） 

（7）媒體（例：電腦與網路、大眾媒體、報紙、郵件等） 

（8）生活（例：做菜、居住、約會、 談戀愛、找路、交通、文化差異、社會制度、韓國生活、

服裝、情感、氣候等） 

（9）數字（例：日期、星期、時間、價格等） 

（10）藝術（例：表演和感想、美術、音樂、電影等） 

（11）打招呼（例：自我介紹、個人資訊、客套話、感謝與道歉等） 

（12）工作與職業（例：職場生活、職業、未來與就業（面試）、同事間人際關係、業務等） 

（13）專業領域（例：語言、歷史、管理/經濟、宗教、心理、政治、文化、法律等） 

（14）書與文學（例：韓國的詩與散文、韓國的小說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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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興趣與休閒活動（例：運動、閱讀、文化娛樂、個人喜好等） 

（16）韓國文字與韓語（例：介紹韓國文字 한글、介紹韓語等） 

（17）假日(例：週末、旅行、住宿、地理資訊、放假等) 

（18）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主題，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9. 透過會話教材您最想學習的會話功能是什麼？ 請選擇3個功能後依照個人的偏好依序排列。

例：(1)>(2)>(3) 

最想學習的功能：_____>_____>_____ 

（1）表達感情的功能（例：個人的感覺、感謝、道歉、偏好度、滿意/不滿意、祝賀、稱讚、

感嘆、安慰等） 

（2）表達意志的功能（例：計劃、希望、勸勉、指示、命令、提案、警告、容許、選擇、建

議、說服等） 

（3）思考功能（例：看法、判斷、假定、確信、可能性、推測、想像、同意和反對、比較、

確認事實等）  

（4）描述功能（例：說明狀況、描述外表/人/事物、自我介紹等） 

（5）生活功能（例：購物、找住宿、點餐、去銀行辦事、去公家機關辦事、打電話、學校生

活等） 

（6）探索資訊功能（例：詢問資訊、請求資訊、傳達資訊等） 

（7）互動功能（例：約會、解決問題、拜託、要求、邀請、打招呼、日常生活中的人際關係

等） 

（8）談話展開功能（例：對話的開始與終結、喚起注意、談話的展開、談話的終結、提出話

題、轉換話題、表示肯定的回答方式、表示否定的回答方式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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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您認為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適合培養上題（第10題）所選的3個會話功能嗎？ 請依適

合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適合（0分）                                        非常適合（10分） 

11. 在會話教材裡，您最喜歡的學習活動方式是什麼？（請單選） 

□ 個人練習   □ 兩人活動   □ 小組活動（3名或以上）   □ 全班集體活動 

□ 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以下12個練習題類型當中您最想用哪些方式來練習韓語會話？ 請選擇5個練習題類型並依

照個人的偏好依序排列。例：(1)>(2)>(3)>(4)>(5)  

偏好的練習題類型：_____>_____>_____>______>______ 

（1）完整例句（包含對話）的反覆練習 

（2）（提供特定文法的）模仿或變形例句（包含對話）（例：用其他詞彙來變形例句與對話/

 看表格上的資訊來變形例句與對話/ 模仿例句與對話來說明自己的想法或自己的故事等） 

（3）透過遊戲來練習文法、詞彙、發音 

（4）角色扮演 

（5） 使用視聽資料的活動（例：在提供的資料上找出需要的訊息/ 看地圖來找路/ 看圖片或

照片來說明情況或編故事/ 看電視劇或電影來說明情節或表達自己的意見等） 

（6）自由討論 

（7）（特定主題的）討論 

（8） 進行問卷調查或採訪 

（9）個人發表（例：自我介紹/ 介紹故鄉/ 介紹飲食等） 

（10）口譯句子或對話 

（11）完成一個研究報告（定義：在特定領域學習者自己設計主題、制定計劃、蒐集以及分析

資料，以此導出結論，以各種形式向其他人進行發表。） 

（12）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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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練習題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4.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發音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5.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的發音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說明發音時沒有與中文發音的比較  

□ 發音說明得不夠清楚或不足而無法理解  

□ 沒有說明發音規則或說明得不足 

□ 沒有說明重音、抑揚、停頓或說明得不足 

□ 說明發音的部分過多，覺得不必要  

□ 沒有另外設定練習發音的部分或可練習發音的部分不足  

□ 發音練習題部分過多，覺得不必要  

□ 不喜歡發音練習的方式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文法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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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7.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說明文法的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沒有用中文說明而很難理解 

□ 文法說明得不夠仔細而很難理解  

□ 說明文法的部分過多，覺得不必要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例子不夠多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例子過多， 覺得不必要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練習題不夠多 

□ 與文法說明一起提供的練習題過多， 覺得不必要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的詞彙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19.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的詞彙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沒有用中文提供詞彙的意義，學習起來不夠方便  

□ 沒有解釋的詞彙很多，學習起來不夠方便 

□ 關聯詞彙(例：屬於同範疇的關聯詞彙、慣用語、近義詞、反義詞、同音異義詞等)的提供

量不夠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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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聯詞彙的提供量過多，覺得不必要  

□ 不喜歡提供詞彙的方式（例：用視覺資料的方式、用說明·舉例·聯想的方式、用文脈的方

式、用關聯詞彙的方式等）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對於您正在使用的會話教材裡介紹韓國文化的部分，您滿意嗎？ 請依滿意程度於0到10之

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21. 您認為您的會話教材裡介紹韓國文化的部分有什麼樣的問題？（可複選） 

□ 沒什麼大問題 

□ 文化主題不實用 

□ 文化內容無助於加強會話實力  

□ 說明文化的部分不夠多 

□ 說明文化的部分過多，覺得不必要 

□ 沒有用中文說明而很難理解  

□ 與文化有關詞彙提供的數量不夠多  

□ 與文化有關詞彙提供的數量過多，覺得不必要 

□ 與文化有關會話練習題提供的數量不夠多 

□ 與文化有關會話練習題提供的數量過多，覺得不必要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您認為會話教材需不需要提供與教材相關進一步的語言學知識（音韻論、語用學等）？ 

□ 完全不需要   □ 不太需要   □ 無所謂   □  需要   □ 非常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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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您認為會話教材需要提供詞彙索引嗎？ □ 不需要   □ 需要 

 

24. 您認為會話教材需要提供文法索引嗎？ □ 不需要   □ 需要 

 

25. 您最喜歡的會話教材輔助學習工具是哪一種？請依序排列。例：(1)>(2)>(3)>(4) 

最喜歡的教材輔助學習工具：_____>_____>_____>______ 

（1）錄音資料   （2）影片資料   （3）圖片、照片、表格等的視覺資料   （4）練習題本  

 

26. 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會引發您對於韓語的興趣嗎？請依程度於0到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引發興趣（0分）                                     非常引發興趣（10分） 

 

27. 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會引發您對於韓國與韓國文化的興趣嗎？請依引發的程度於0到 

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引發興趣（0分）                                     非常引發興趣（10分） 

 

28. 您認為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適合當補習班專用的會話教材嗎？ 請依適合的程度於0到

10之間給分。 _____分/10分 

|-------------------------------------------------------------|     

完全不適合（0分）                                     非常適合（10分） 

 

29. 為了使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更適合當補習班專用的會話教材，您認為需要加強哪些部

分？（可複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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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發音   □ 詞彙   □ 文法   □ 主題   □ 練習題   □ 文化   □ 語言學知識 

□ 教材各單元所需上課時數與補習班課程安排的符合程度 

□ 其他：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對於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的整體滿意度，您會給幾分？ _____分/10分 

|-------------------------------------------------------------|     

完全不滿意（0分）                                        非常滿意（10分） 

 

31.請提出對於您正在使用中的會話教材其他需要補充、加強或修改的地方（請自由發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問卷到此結束。 

辛苦了！非常感謝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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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본문에 생략된 1단계 학습자의 설문 분석 결과  

 

<표 1> 1단계 학습자 기본 정보 분석 결과 

1학년 2권 수강생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6 26 3 31 

합 (명) 합 (명) 

32 34 

 

 

<그림 1>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대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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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배경 

 

 

<그림 3>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배경의 장점 

 

1.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2.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3.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4.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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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설명 언어 

 

 

 

<그림 5> 1학년과 2권 수강생의 어휘 색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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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학년과 2권 수강생의 문법 색인 필요 여부 

 

 

 

 

<그림 7>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1. 듣기 자료   2. 동영상 자료   3. 삽화,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   4.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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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1단계 학습자의 기타 문항 분석 결과  

 

<그림 1> 1학년과 2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대만 배경의 장점 

 

1. 대만과 관련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소

개하고 나눌 수 있다.   

2.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3. 새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평소 접하는 사건,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어 새 어휘를 더 쉽게 학

습하고 더 잘 외울 수 있다.  

4. 한국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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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학년과 2권 수강생의 언어학적 지식 필요 여부 

 

<표 1>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1학년 7.46875 
562.5 0.8118 

2권 수강생 7.382353 

 

 

<표 2>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1학년 6.90625 
518.5 0.7408 

2권 수강생 6.911765 

 

 

<표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한국어 학원 수업 교재로 적합한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1학년 7.5 
461 0.2693 

2권 수강생 7.8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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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에게/학원 수업에 적합한 교재가 되기 위해 보강하고 싶은 내용  

 

1. 발음   2. 어휘   3. 문법   4. 주제   5. 학습 활동   6. 문화   7. 언어학적 지식    

8.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9.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0.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1. 기타 

 

 

<표 3> 회화 교재에 대한 1학년과 2권 수강생의 전반적 만족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1학년 7.5625 
442 0.2328 

2권 수강생 7.878788 

 

 

< 31번 서술형 문항 결과> 

본 문항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한 1학년은 총 11명이었다. 11명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어휘’

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단어에 관련 한자를 추가한다면 단어

를 외울 때 더 인상 깊을 것이다’, ‘관련 어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단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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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으면 좋겠다’, ‘동사/형용사, 타동사/자동사의 표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문법’과 ‘연습 문제(학습 활동)’에 대한 의견은 ‘어휘’ 다음으로 많았다. 

먼저 ‘문법’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문법을 더 보충하였으면 좋겠다’, ‘문법의 연습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문법 설명이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가 있었다. 다음

으로 ‘연습 문제’와 관련된 의견으로는 ‘연습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 ‘회화 교재이

기 때문에 듣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교재의 말하기 연습이 너무 제식화되어 있는 것 같다’가 있었

다.  

이외에도 ‘한국 현지 문화나 한국 현지의 회화 방식 등을 더 많이 배울 수 있

으면 좋겠다’, ‘쓰기 지도가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본 문항에서 의견을 제시한 2권 수강생은 2명이었는데 두 명 모두 교재

의 ‘문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학습자의 의견은 ‘문법 양이 더 많았으

면 좋겠고 예문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와 ‘문법을 제시할 때 표로 문자를 대신하

였으면 좋겠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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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본문에 생략된 2단계 학습자의 설문 분석 결과 

 

<표 1> 2단계 학습자 기본 정보 분석 결과 

2학년 3권 수강생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3 33 1 37 

합 (명) 합 (명) 

36 38 

 

 

<그림 1>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대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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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배경 

 

 

<그림 3>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배경의 장점 

 

1.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2.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3.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4.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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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설명 언어 

 

 

<그림 5> 2학년과 3권 수강생의 어휘 색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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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학년과 3권 수강생의 문법 색인 필요 여부 

 

 

 

 

<그림 7>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1. 듣기 자료   2. 동영상 자료   3. 삽화,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   4.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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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2단계 학습자의 기타 문항 분석 결과  

 

<그림 1> 2학년과 3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대만 배경의 장점 

 

1. 대만과 관련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소

개하고 나눌 수 있다.   

2.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3. 새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평소 접하는 사건,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어 새 어휘를 더 쉽게 학

습하고 더 잘 외울 수 있다.  

4. 한국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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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학년과 3권 수강생의 언어학적 지식 필요 여부 

 

 

<표 1>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2학년 6.416667 
546 0.1301 

3권 수강생 7.052632 

 

 

<표 2>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2학년 6.388889 
688.5 0.965 

3권 수강생 6.447368 

 

 

<표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한국어 학원 수업 교재로 적합한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2학년 7.125 
541.5 0.1138 

3권 수강생 7.7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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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에게/학원 수업에 적합한 교재가 되기 위해 보강하고 싶은 내용 

 

1. 발음   2. 어휘   3. 문법   4. 주제   5. 학습 활동   6. 문화   7. 언어학적 지식    

8.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9.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0.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1. 기타 

 

 

<표 4> 회화 교재에 대한 2학년과 3권 수강생의 전반적 만족도 

학습자 M W P 

2학년 7.208333 
593 0.4071 

3권 수강생 7.581081 

 

 

< 31번 서술형 문항 결과> 

본 문항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한 2학년은 총 21명이었다. 21명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교재

의 ‘문법’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우선 ‘지금보다 더 상세한 문법 설명을 원

한다’는 의견들이 여럿 있었다. 이외에도 ‘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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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예를 들자면, ‘한국인이 그 문형을 사용할 때의 감정에 대한 서술을 추

가하고 더 많은 예문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어떤 문법들은 너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비슷한 문법 간에 비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문법들

은 부정 형식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문법을 

색인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문법을 

단원 말미에서 제시하지 않고 대화 연습과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 ‘대화와 문

법의 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중급 교재임에도 내용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일반 학습자에게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전공자에게는 부족하다’와 같

은 의견도 있었다.  

‘문법’ 다음으로는 ‘어휘’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중 ‘관련 어휘가 부

족하다’는 의견들은 중복되어 출현했다. 또한 ‘단어의 품사와 용법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어휘에 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복되는 어휘는 계속 출현하지 않았

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학습 활동’과 관련된 의견은 세 번째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연습 문제

가 너무 재미없다’, ‘어떤 학습 활동들은 너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진다’, 

‘일상 구어 표현의 상황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 ‘회화 교재에는 쓰기와 읽기를 

빼도 될 것 같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습 문제 녹음 파일이 있다면 더 

좋겠다. 녹음 파일이 없으면 수업 시간에만 연습할 수 있고, 집에 가서 혼자 연습

할 때 참고할 기준이 없어서 틀리게 말할까 봐 연습을 많이 안 하게 된다’와 같

은 의견도 있었다.   

‘주제’와 관련된 의견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중복되는 주제가 

많다’, ‘더 다양한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단원들은 주제의 배경이 한국이

라서 깊은 동감을 하기가 비교적 힘들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또 ‘특정 환경

에서의 대화 내용과 방식을 모의 연습할 수 있는 주제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발음’에 관한 의견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억양 훈련이 좀 부족하다’,  

‘억양 부분에 별 설명이 없어서 한국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어야 한국인이 말

할 때의 억양을 알 수 있다,  ‘CD에 단어 발음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

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인의 실제 대화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실제 한국인의 일상 생

활 대화 내용과 방식에 더 부합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또 ‘토픽 

시험이나 한국의 대학원 방면에 더 집중하여 취업과 진학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본 문항에서 의견을 제시한 3권 수강생은 11명이었다. 3권 수강생도 2학

년과 마찬가지로 교재의 ‘문법’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문법 설명이 충분

하지 않다. 지금보다 더 상세한 문법 설명을 원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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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슷한 문법의 차이점을 비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법’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학습 활동)’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상황 연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중복되는 말하기 연습이 너무 많다’, ‘체계적

인 쓰기 학습이 결여되어 있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발음’과 관련된 의견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발음 규칙 부

분이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 ‘발음 부분이 조금 적다’와 같은 의견들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휘 발음 CD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한국 역사·문화 내용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축약형이 너무 많다’, ‘주제 토론과 이슈 토론의 내용이 있

었으면 좋겠다’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병기이면 제일 좋겠다’, ‘한국 유

행어, 인터넷 용어, 문화, 언어학, 구어와 교재의 차이, 중국어와 한국어 단어의 

비슷한 점을 보충하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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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본문에 생략된 3단계 학습자의 설문 분석 결과 

 

<표 1> 3단계 학습자 기본 정보 분석 결과 

3학년 5권 수강생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2 23 2 9 

합 (명) 합 (명) 

25 11 

 

 

<그림 1>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대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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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배경 

 

 

<그림 3>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배경의 장점 

 

1.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2.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3.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4.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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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설명 언어 

 

 

 

<그림 5> 3학년과 5권 수강생의 어휘 색인 필요 여부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223 

 

<그림 6> 3학년과 5권 수강생의 문법 색인 필요 여부 

 

 

 

<그림 7>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1. 듣기 자료   2. 동영상 자료   3. 삽화,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   4.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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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3단계 학습자의 기타 문항 분석 결과  

 

<그림 1> 3학년과 5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대만 배경의 장점 

 

1. 대만과 관련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소

개하고 나눌 수 있다.   

2.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3. 새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평소 접하는 사건,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어 새 어휘를 더 쉽게 학

습하고 더 잘 외울 수 있다.  

4. 한국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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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학년과 5권 수강생의 언어학적 지식 필요 여부 

 

<표 1>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학년 6.04 1.593738 
-0.37069 0.7154 

5권 수강생 6.272727 1.793929 

 

 

<표 2>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3학년 5.68 
141 0.9152 

5권 수강생 5.727273 

 

 

<표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한국어 학원 수업 교재로 적합한 정도  

학습자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3학년 6.84 1.247664 
-2.0292 0.05593 

5권 수강생 7.727273 1.19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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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에게/학원 수업에 적합한 교재가 되기 위해 보강하고 싶은 내용  

 

1. 발음   2. 어휘   3. 문법   4. 주제   5. 학습 활동   6. 문화   7. 언어학적 지식    

8.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9.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0.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1. 기타 

 

 

<표 4> 회화 교재에 대한 3학년과 5권 수강생의 전반적 만족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3학년 7.12 
130.5 0.813 

5권 수강생 7.181818 

 

 

< 31번 서술형 문항 결과> 

본 문항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한 3학년은 총 4명이었는데, 4명의 의견 중 중복되는 의견은 없었

다. 구체적으로는 ‘내용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림이 좀 오래되었다)’, ‘문법이 

너무 적다’, ‘비슷한 어휘의 차이를 제시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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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재의 인물들이 별로 인상 깊지 않다. 만일 고정적인 한 가족으로 설정해

서 그 가족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또 만일 대화 동영

상이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학습자도 있었다.  

한편 본 문항에서 의견을 제시한 5권 수강생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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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본문에 생략된 4단계 학습자의 설문 분석 결과 

 

<표 1> 4단계 학습자 기본 정보 분석 결과 

4학년 6권 수강생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5 14 1 11 

합 (명) 합 (명) 

19 12 

 

 

<그림 1>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대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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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 배경 

 

 

<그림 3>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한국 배경의 장점 

 

1.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2.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함께 배울 수 있다.  

3.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4. 한국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 대만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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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설명 언어 

 

p값: 0.0588  

 

 

<그림 5> 4학년과 6권 수강생의 어휘 색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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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4학년과 6권 수강생의 문법 색인 필요 여부 

 

 

 

<그림 7>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선호하는 교재 구성물 

 

1. 듣기 자료   2. 동영상 자료   3. 삽화,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   4.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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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4단계 학습자의 기타 문항 분석 결과  

 

<그림 1> 4학년과 6권 수강생이 생각하는 대만 배경의 장점 

 

1. 대만과 관련된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에게 대만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소

개하고 나눌 수 있다.   

2.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만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  

3. 새 어휘를 배울 때 자신이 평소 접하는 사건, 사물과 연결시킬 수 있어 새 어휘를 더 쉽게 학

습하고 더 잘 외울 수 있다.  

4. 한국이 배경인 교재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한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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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학년과 6권 수강생의 언어학적 지식 필요 여부 

 

 

<표 1>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4학년 5.578947 
68 0.05769 

6권 수강생 7.166667 

 

 

<표 2>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 

학습자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4학년 5.894737 2.306867 
-1.977 0.05775 

6권 수강생 7.166667 1.267304 

 

 

<표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의 회화 교재/한국어 학원 수업 교재로 적합한 정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4학년 6.105263 
70.5 0.07316 

6권 수강생 7.4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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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 중인 회화 교재가 

한국어 전공자에게/학원 수업에 적합한 교재가 되기 위해 보강하고 싶은 내용 

 

1. 발음   2. 어휘   3. 문법   4. 주제   5. 학습 활동   6. 문화   7. 언어학적 지식    

8. 교육 과정과 단원 구성의 불일치   9. 기타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0.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성 부족    11. 기타 

 

 

<표 4> 회화 교재에 대한 4학년과 6권 수강생의 전반적 만족도 

학습자 평균 W값 p값 

4학년 6.421053 
70 0.06623 

6권 수강생 7.5 

 

 

< 31번 서술형 문항 결과> 

본 문항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회화 교재에 보충하거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한 4학년은 총 9명이었다. 9명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교재의 

‘주제’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9명 중 총 4명이 주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

였는데, 그 중 3명은 ‘교재에서 제시된 주제가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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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더 다양하고 더 시사적인 토론 주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문법’에 관한 의견은 주제 다음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문법 설명이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 ‘단어와 문법이 너무 어렵다. 일상에서 사용할만한 일상과 

관련된 것이면 더 좋겠다’, ‘더 실용적인 문형을 문법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본 문항에서 의견을 제시한 6권 수강생은 3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이 ‘교

재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관련 문법과 어휘

가 더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