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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L1) in the second language (L2) classroom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pproaches. Although the first language has been widely used as a
cognitive or communicative tool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interaction, its importance or function has been rather ignored or
undervalued or even sanctioned in the discussion.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utilize or foster the first language by
affirmatively understanding its existence and efficacy. It is hoped
to enable learners’ merit of using the first language to be
optimized by investigating the purpose and context of the first
language use in language learning. The experiment shows that the
use of first language has been decreased in higher level
interactions and cognitively less demanding tasks and the purpose
and aspects of the first language use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asks given to students. This study will conclude
that the first language plays a role as an tool for learning not an
obstacle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and be followed by
investigating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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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4년 8월 제 24회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에서 발표한 [류혜진(2014): 교실 내
상호 작용에 나타난 학습자 모국어의 인지적 효용]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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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2 언어 습득 이론은 언어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과 습득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학습자의 인지 과정, 즉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분명히 발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습득과 내재화의 과정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형성 중인 불확실한 가설을 표현하고 그것
을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수정, 보완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을 서로
나눠 볼 수 있게 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실 안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가
시화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의 성격과 사용되는 양상, 사용 목적, 활용
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에 필요한 입력과 과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습득과 상호 작용 이론에 기반을
두고 언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나 ‘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자 모국어 역시 습득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
의 인지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에 필요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인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사회언어학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제2 언어 교육
에서, 특히 학습자 모국어를 공유하는 이중 언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학습의 책략이자, 언어 학습에 필수적인 상호 작용
의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학습자 모국어는 학습자들의
자연 발생적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심지어 언어 학습
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도구’로서의 학습자 모국어에 대하여 조금은 상
반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 언어에 최대한으로 노출하는 교실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습자가 모두 목표 언어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사 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에서 학습자 모국어는 습득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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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학습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외의 한국어
교실에서도 지배적인 교육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단지 정서적 이유로 학습자 모국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학습자 모국어가 단순한 번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제2 언어의 습득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2 언어 학습
에서 학습자 모국어는 언어 습득을 위한 교실 내 상호 작용에서 인지와 소통의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기능의 부정적인 측면
만이 부각되어 그 효용이 부정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 모국어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만 얽매이기보다는
학습의 매개 역할을 하는 기호학적 도구로서의 학습자 모국어의 존재와 효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자 모국어가 학습의 책략이자 도구로서 활용되는 실제
환경을 대상으로 그것이 사용되는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효용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
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교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교실은 싱가포르의 한 대학교 한국어
과정으로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에 전략적으로 선택하
고 사용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들과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로 구성된 한국
어 교실이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과제의 인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
하여 모국어가 학습 도구로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상들을 실험을 통하여 체계적으
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동일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언어 습득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자 모국어를
어떤 맥락에서 왜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모국어가 가지는 일반적 효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제2 언어
교육을 위한 과제 설계에서 학습자 모국어를 보다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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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득의 관점과 사회 언어학적 접근들
소통과 인지의 도구로서의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은 최근에 사회 언어학적 입장에
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Brooks and Donato(1994)는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모국어를 학습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습자 모국어가 언어 학습에서 메타톡
(metatalk)이나 메타인지적(metacognitive)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De
Guerrero and Villamil(1994)는 학습자 모국어를 비계나 내적 발화 등과 함께 협동
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책략의 하나로 소개하였다.
제2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효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Anton and DiCamilla(1999)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모국어의 효용
을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누고 각 기능을 집단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 학습자 모국어는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
는 기호학적 매개 도구로서 동료 학습자 간에 비계를 형성하여 서로 원활히 협동하
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1) 개인적 차원에서 학습자 모국어는 제2 언어의
언어 형태에 접근하여 단어 찾기나 텍스트의 의미 이해, 번역 또는 가설 표출을
통해 언어 형태의 적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학습자 모국어는
제2 언어 학습에서 사회적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특히 유창성이 낮은 집단의 학습자들에게 과제의 목표를 명백히 하고 그 진행
범위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어려운 과제에 접했을 때 내적 발화(private
speech)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Anton and DiCamilla 1999:237-244)
Swain and Lapkin(2000)은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을 과제 수행과 언어 형태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개인적 상호 관계로 나누었다. 과제 수행은 학습자가 정보를

1) 이에 대하여 1.과제에 참여하고 흥미를 부여함 2.과제를 수행할 책략을 마련 3.과제의 목적에
집중하여 수행하게 함 4.과제의 중요점을 강조함 5.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논의함 6.
처한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설명하고 이해함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Anton and DiCamilla 199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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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열거하고 그 내용을 규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언어 형태에 대한 접근은 단어 찾기나 이미 알고 있는 문법적
정보를 사용하여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상호 관계는 과제를 벗어나서 학습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적인 대화 또는 감정
적인 갈등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Rod Ellis(2012)는 인지적 도구로서의 학습자 모국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목표에 대한 상호이해를 돕는 메타인지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한된 제2 언어 자료와 관련된 문제들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효용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다양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Anton and DiCamilla(2012)는 스페인어 성인 학습자들
로 구성된 초급 집단과 고급 집단에서 동일 과제를 부여받은 학습자들의 모국어
발화량을 비교하었다. 이 연구는 초급 집단과 비교하여 고급 집단에서 학습자 모
국어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이를 통하여 언어 학습 현장에서 사고
와 인지의 도구로서의 학습자 모국어의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Rita(2012)는 호주의 한 대학에서 불어와 이탈리아어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습 활동과 의사소통 과제를 통한 학습자 간 상호 작용
에서 학습자 모국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과제 수행, 형태, 의미, 내용의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주로 모국어
만을, 학습자들의 언어적 부담이 적고 예측 가능한 형태 중심의 활동에서는 제2
언어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반면 의미 중심의 활동에서는 학습자 모국어와
제2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였고 제2 언어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2 문화
의 양상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 마지막 과제에서도 학습자들은 모국어만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들은 학습자 모국어가 제2 언어 학습에서 사회적, 인지적
효용을 가진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수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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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Anton and DiCamilla(2012)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Rita(2012)는
주어진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실제 교육 방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모국어가 ‘누가’ 혹은 ‘어떤 과제에
서’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사용되는지가 아니라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에서 ‘왜’
자신의 모국어를 선택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격
의 과제를 부여했을 때 학습자들이 학습자 모국어의 어떤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별 과제
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책략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후에 과제를 설계함에 있어 과제의
인지적 요구와 모국어의 인지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실제적인 교육방안
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모국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의 모국어의 사용 빈도가 학습 수준
별, 과제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개별 과제가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학습자 모국어를 기능별로 세분하여 그 효용과 양상
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모국어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실험의 결과들에 대한 정성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다.

3. 연구의 목적과 방향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의거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질문 1: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모국어는 초급 집단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는데 과연 학습자 모국어
사용의 빈도가 단순히 학습자의 학습 수준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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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급 교실에서는 어휘나 문법 요소의 적형성을 연습하고 판단하는
것이 학습의 주요 목표이므로 반복적으로 이미 연습된 형태를 재활용하는 형태
중심의 연습 활동을 통하여 간단한 규칙을 습득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진다. 따라서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도 언어의 형태나 기본 의미에 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의사소통인 경우가 많다. 반면 중, 고급에서는 어휘나
문법 요소뿐만 아니라 맥락 속에서의 의미 또는 화용의 적절성을 규명하는 것이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맥락을 고려한 의미나 화용의 적절성에 대한 규명은
형태 상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 또한 맥락 중심의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는 의사소통을
요구하게 된다.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지적 요구가 높은 과제가 부여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호 작용의 양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학습자 모국어가 단순히 학습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정서적인 이유로 사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양상은 학습자에게 부여된
과제가 가진 인지적 요구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을 해 볼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질문 1에 대하여 4장에서 이어질 실험은 학습자 모국어 사용의 빈도
가 학습자의 수준보다는 과제의 인지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양상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제2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수준을 가진 학습자라 할지라도 인지적 요구가 높은 과제를 부여받
았을 때 자신의 인지 과정을 드러내어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함으로써 자신들
의 가설을 수정하고 스스로 재구조화할 책략으로 학습자 모국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질문 2: 같은 학습 수준의 학습자가 성격이 다른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그 빈도
와 사용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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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이어질 실험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성격이 다른 협동적
과제를 각각 부여하고 그들이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동안 각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모국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각각의 과제가 요구하는 영역에 필요한 학습자 모국
어의 기능을 활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을 그 사용
목적과 맥락을 기준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양상에 주목하여 기술하고 있는
Swain and Lapkin(2000)와 Rod Ellis(2012)의 견해2)들을 참고하여 학습자 모국
어의 기능을 재분류하였다.
먼저 실험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예들을 중심으로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을 언어를 의미와 연결시
키기 위해 언어 형태에 접근하는 메타톡(metatalk) 기능과 과제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 내용과 과제 수행 과정에 접근하는 메타인지적(metacognitive)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메타톡 (metatalk)기능은 언어 형태 자체,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단어나 문법
항목을 찾는 것, 해당 문법이나 단어의 적형성을 판단하는 것, 단어 자체의 의미뿐
만 아니라 맥락 속, 화용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 등의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 모국어가 메타톡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대화의 예를 4장의 실험에
서 사용된 전사 자료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1)

단어 찾기
A: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What is 충고하기?
B: Like to give advice..
(Session 1 G01)

2)

문법의 적형성
A: Because it is a view by the third person that’s why you must add

2) 2장 5쪽,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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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like -어해요..
B: oh that’s only when I am the third person in the story.
(Session 2 G03)
3)

맥락 속 의미 이해
A: It is the level of what.. level of seriousness..
B: Yeah... but I think it is your willingness.
(Session 4 G03)

메타인지적(metacognitive) 기능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언어 외적
인 기능들을 말하는데 과제 수행 과정 자체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들, 과제의
내용에 대한 상호이해를 돕는 활동들은 물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활동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모국어의 메타
인지적 기능은 과제의 내용과 과제의 수행, 그리고 학습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범주로 다시 나누어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과제의 범위를
규명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지시문을 확인하는 것, 그림이나 표, 혹은 텍스트
의 형태로 주어진 과제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합의를 이루는 것, 주어진 정보를
재배열하거나 순서를 정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 모국어가 메타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대화의 예를
4장의 실험에서 사용된 전사 자료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4)

과제의 계획
A: I will write the first paragraph….
B: It’s ok ... Please on it…
(Session 4 G04)

5)

정보의 재배열
A: So I was thinking that this is before she came…
(Session 2 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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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시문 확인
A: So this is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B: Then you must choose who cannot sit beside the person
(Session 1 G02)

7)

개인적인 감정 표현
A: I feel uneasy when they were recording me..
(Session 1 G04 )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을 과제에 드러난 구체적 예
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기능들로 묶어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
메타인지적(metacognitive)
메타톡(metatalk)
내용
과제 수행
사회적 관계
언어 형태
•주어진 정보의 내용을 •지시문 확인 / 과제 •감정 표현
•단어, 문법항목 찾기
이해
의 규명
•개인 간 사교 •문법 항목의 적형성
기능
•제2 언어의 의미 이해
•정보의 재배열, 순서정 •과제의 범위 제한
하기
•과제의 계획
•내용에 대한 합의, 토론 •통제 기능 어휘들

4. 실험과 분석
4.1 실험의 개요
4.1.1 실험의 대상과 언어
이 실험은 싱가포르 한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에서 80시간을 수강한 16명의 초
급 학습자(집단 1)와 150시간을 수강한 16명의 중급 학습자(집단 2)로 구성된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들의 모국어는 영어이며3) 교사 역시 영어를 구사
할 수 있고 수업 중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각 집단에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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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과제를 부여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제에
사용되는 언어는 과제의 인지적 요구를 고려하여 한국어(제2 언어)를 장려하되
영어(학습자 모국어)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4.1.2 과제의 선정
학습자 간에 상호 작용에서 사용되는 학습자 모국어의 빈도 및 사용되는 양상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실험에
도입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통한 교실 내 의미 협상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된 과제이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언어적 부담이 적고 예측 가능한 형태 중심의 활동보다는 일정 정도 복잡한 인지
과정을 가지고 학습자 간의 협동 작업을 요구하는 의미 중심의 과제이어야 한다.
셋째, 이해 영역보다는 표현 영역에 중점을 둔 과제이어야 한다. 넷째, 상호 작용
의 양상이 뚜렷이 다른 두 과제를 선택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이 실험에서는 말하기에 중점을 두는 협동적 과제인
직소(jigsaw)와 쓰기에 중점을 두는 협동적 과제인 협동적 글쓰기를 과제로
선정하였다.
직소(jigsaw) 과제는 학습자들 각자가 숙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과제
를 완성하도록 유도된 과제이다. 전문가 집단에서 숙지한 내용을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다른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의 성격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 모든 학습자가 정보를 소유하고, 서로 요청하고 제공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의미 협상과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협동적 과제이다.
협동적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은 구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의 뼈대
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호 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3) 싱가포르 대학생의 80%가 영어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의 중국어
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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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 단어나 문법의 사용 여부나 문장의 맥락, 문장의 스타일 등도 함께 논의
하게 되기 때문에 직소(jigsaw) 과제에 비해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직소(jigsaw)에서 대부분의 의미 협상은
어휘와 의미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협동적 글쓰기에서는 의미 이해
이외에도 형태 초점(focus on form)에 대한 의미 협상 또한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두 과제의 차이점라고 할 수 있다.

4.1.3 실험의 구성
실험은 모두 네 Session으로 구성되었고 실험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과정
집단 1
session 1
session 2

학습자 사전 인식 조사
직소(jigsaw) 게임
session 3
협동적 글쓰기
session 4
학습자 인식 조사

집단 2
직소(jigsaw) 게임
협동적 글쓰기

학습자 사전 인식 조사: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중 사용하는 토론의
매개어에 대한 학습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구두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 한
국어로 그룹별 협동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 각자의 참여도와 이해도, 수행정도
도 알아보기 위해서 5점 척도 문항들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Session 1: 집단 1을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직소(jigsaw) 과제를 부여
하고4) 학습자들로 하여금 동료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과제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편의에 의해 언
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4)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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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집단 1을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동적 글쓰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과제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편의에 의해 언어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12월 한국의 날씨와 문화행사에 대한 비디오를 본다>.
여러분과 친구들은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갑니
다. 여행 일정을 정하고 필요한 것에 대하여 토의하고 여행 계획을 써 보세요.

Session 3: 집단 2을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Session 1과 같은 직소 과제
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과제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편의에 의해 언
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Session 4: 집단 2을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Session 2와 같은 텍스트
구성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
동적 글쓰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과제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편의에 의해
언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학습자 인식 설문 조사: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학습자 간의 토론에 사용하는 데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5점 척도 문항
들로 설문을 제작하였다.

4.2. 실험 결과와 분석
4.2.1. 학습의 매개 언어에 대한 학습자 사전 인식 조사
실험 전 사전 인식 조사에서 이루어진 구두 설문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수행하는 활동이 학습자 모국어에 비하여 더 흥미롭다고 대답하였고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언어학습에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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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Using Korean during the class was fun. I think the classroom setting
was really a good platform to practise speaking in Korean.

• I would prefer to use Korean during the class as I feel it is the only
way for us to improve, however many a times the lack of confidence
and the lack of knowledge is an obstacle for me which forces me to
use English to communicate.

• I do believe that it is more useful and important for us to continue
the use of Korean during the class to remember concepts faster as
well as a medium to improve on our Korean language.

학습자들은 형태를 연습하기 위한 과제에서는 보통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자신의 유창도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 모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 During the discussion, my group tend to use English when we find it
difficult to explain ourselves using Korean. This is probably due to our
limited vocabulary. During our normal class activities, we do not have
much problem to discuss in Korean or to understand concepts as most
of the vocabulary required has been taught.

• We can afford to use English, especially when the concepts get a bit
more confusing. But generally, the classes should still focus on using
Korean as the main medium of communication and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use Korean during discussion times.

• Although too much use of English in class is not very healthy for
mastering the language, there should be a good mix of both Korean
and English. Korean can be used as a medium for discussion and sentence
formation practices, while English should be used to elaborate on the
more complicated concepts and definitions of vocabulary for easier
understanding and reduce misunderstandings.

• English can be used to explain the concepts and reasons,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rationale and rules in a clearer way. Korea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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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sed to interact with students and enable students to gain the
opportunity to practice speaking and listening in Korean.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평소 수업 중에 과제를 수행할 때 토론(상호 작용)의
매개어로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했을 때
이해도도 높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작용의 매개
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자신의 참여도나 이해도, 적용도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3> 한국어 사용에 대한 참여도, 이해도, 적용도 조사
1
How much did you contribute to the group
discussions in general?
How lively were your group discussions in
general?
How well did you understand the concepts
by the end of the lesson?
How well do you believe you can apply the
concepts in a typical real world situation?

2

3

4

5

3.6% 21.4% 14.3% 53.6% 7.1%
3.6% 14.3% 14.3% 53.6% 14.3%
3.6%

3.6% 21.4% 64.3% 7.1%

0.0%

7.1% 14.3% 67.9% 10.7%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아주 그렇다)

4.2.2 발화량 분석
이 항에서는 각 Session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모국어
를 사용한 빈도수를 측정하여 학습 수준별, 과제별 발화량을 분석하였다.
<표 4> Session별 학습자 모국어와 제2 언어의 발화량

초급
중급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
2
3
4

영어(학습자모국어)
단어 수
%
953
39.5
3867
61.9
991
31.6
1848
43.5

한국어(제2 언어)
단어 수
%
합계
1462
60.5
2415
2382
38.1
6249
2145
68.4
3136
2714
56.5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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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 모국어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ession 1과 Session 2에서 각각 39.5%, 61.9%,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ession 3과 Session 4에서 각각 31.6%, 43.5%의 발화량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
로 중급에서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과제별 발화량을 비교하면 직소 과제를 수행한 Session 1과 Session 3에서는
각각 39.5%, 31.6%, 그리고 텍스트 구성 과제를 수행한 Session 2와 Session 4에
서는 각각 61.9%, 43.5%의 발화량을 보여 직소 과제에 비하여 협동적 글쓰기에서
전반적으로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림이나
도표가 과제의 틀로 주어지고 학습자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직소 활동보다 글쓰기의 틀을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새
로 마련하고 계획해야 하고 언어 형태에 대한 의미 협상도 이루어져야 하는 협동
적 글쓰기에서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은 다음 절에서 비교해 볼 것이다.
한편 학습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이 수행한 두 과제인 Session 1와 Session 4의
발화량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39.5%와 43.5%로, Session 4에서 협동적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중급 학습자들이 Session 1에서 직소 과제를 수행한 초급 학습자
들보다 학습자 모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주목할 만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 모국어의 발화량이 학습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기 보다는 각 과제
의 성격과 그 인지적 요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2.3.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양상 비교
이 항에서는 각 과제의 인지적 요구에 따라 학습자 모국어가 매개 언어로 사용
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학습 수준별, 과제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장의 <표 1>에서 정리한 학습자 모국어의 세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각 Session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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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급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양상5)
Session 1 (직소 과제)
내용에 대한 합의, 토론
주어진 정보의 내용을 이해
통제 기능 어휘들
단어 문법항목 찾기
감정 표현
과제의 계획
지시문 확인 / 과제의 규명
과제의 범위 제한
개인 간 사교 기능
정보의 재배열, 순서정하기
문법항목의 적형성
제2 언어의 의미 이해

%
34.69%
18.37%
12.24%
11.22%
9.18%
5.10%
4.08%
3.06%
2.04%
0.00%
0.00%
0.00%

Session 2 (협동적 글쓰기 과제)
%
단어 문법항목 찾기
30.30%
내용에 대한 합의, 토론
21.71%
문법 항목의 적형성
10.34%
주어진 정보의 내용을 이해
9.01%
제2 언어의 의미 이해
6.21%
개인 간 사교 기능
5.52%
과제의 범위 제한
4.14%
정보의 재배열, 순서정하기
3.81%
통제 기능 어휘들
2.76%
과제의 계획
2.07%
지시문 확인 / 과제의 규명
2.07%
감정 표현
2.07%

<표 6> 중급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양상
Session 3 (직소 과제)
내용에 대한 합의, 토론
주어진 정보의 내용을 이해
단어 문법 항목 찾기
감정 표현
통제 기능 어휘들
지시문 확인 / 과제의 규명
과제의 계획
개인 간 사교 기능
과제의 범위 제한
정보의 재배열, 순서 정하기
문법 항목의 적형성
제2 언어의 의미 이해

%
40.24%
15.85%
12.20%
9.76%
8.54%
4.88%
3.66%
3.66%
1.22%
0.00%
0.00%
0.00%

Session 4 (협동적 글쓰기 과제)
%
내용에 대한 합의, 토론
30.04%
제2 언어의 의미 이해
13.67%
주어진 정보의 내용을 이해 11.40%
단어 문법 항목 찾기
11.27%
정보의 재배열, 순서정하기
8.21%
문법 항목의 적형성
8.21%
과제의 범위 제한
4.29%
통제 기능 어휘들
3.63%
개인 간 사교 기능
3.38%
감정 표현
2.57%
지시문 확인 / 과제의 규명
2.10%
과제의 계획
1.24%

5) <표 4>와 <표 5>의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양상은 단어 수가 아니라 에피소드 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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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과제에서는 내용에 대한 합의나 토론, 그리고 그림과 텍스트의 형태로 주
어진 정보의 내용 이해가 초급과 중급에서 각각 53.0%와 56.1%로 나타나 학습자
모국어의 주된 사용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 발화를 전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는데 학습자 각자가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에게 한국어로 주어진 정
보를 이해하고 난 후 모집단의 그룹 원들과 정보를 공유, 또는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모국어가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내용에 대한 합의나 토론, 또는 타 그룹
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나 문구들을 설명하거나 타 그룹원이 가진 정보를 요청하
는 등의 소통의 과정에서 단어 찾기도 session 1에서 11.22%, session 3에서
1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소(jigsaw) 과제에서 문법 항목의 적형성이나
맥락 내 의미 정의하는 등의 형태에 집중하는 기능에는 학습자 모국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 수준이 높아진 중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이것은 직소과제가 학습자 모국어의 메타톡 기능보다는 메타인지적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한 과제임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Session 2에서는 단어와 문법 항목 찾기와 문법의 적형성이 각각
30.30% 와 10.34%, 텍스트를 구성할 내용의 합의와 토의가 25.52%로 학습자
모국어의 주된 사용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직소 과제에 비하여 학습자 모국어의
메타톡 기능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상의 형태로 주어
진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을 결정하고 과제를 진행
해 가는 기능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ession 2에 비하여 유창성 정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텍스트 구성 과제를 수행한
Session 4에서도 텍스트를 구성할 내용의 선정과 토의가 38.24%, 비디오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11.40%, 단어와 문법의 적형성이 각각 11.27% 와 8.21%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협동적 글쓰기를 초급과 중급반에서 수행한 Session 2와 Session 4의 사용 양
상을 비교해 보면 Session 4에서는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선정하는 데 높은 비율의 학습자 모국어가 사용되었고 과제를 진행해가는
기능이나 감정 표현 등의 비율에는 Session 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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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메타톡이 차지하는 비율에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그 분포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Session 2의 경우에는 단어나 문법의 적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메타톡의 기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가 형태에 대응하는 어휘 항목이
번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글쓰기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쉽게
예측하거나 추출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Session 4에서는 적절한 단어를 찾
거나 문법 형태의 형태적, 통사적 적형성을 논의하는 기능 외에 맥락 내 의미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학습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 모국
어의 메타톡 기능의 양상이 형태 중심에서 의미 중심으로 상당 부분 옮아간 것을
알 수 있었다.

4.2.4. 학습자 모국어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
그렇다면 한국어를 상호 작용의 매개어로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자 모국어를 도구로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험에 참가한 전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The empeded aspects of interaction with Korean as a medium>
⓵ Limited vocabulary of the language used
(e.g. I couldn’t discuss properly because I lacked the Korean vocabulary to express
my opinions effectively.)

⓶ Limited sentence formation skills
(e.g. I couldn’t discuss properly because I couldn’t form the coherent sentences
necessary in Korean to express my opinions fully.)

⓷ Limited confidence in communication in the medium used
(e.g. I lacked confidence in expressing my thoughts and communicating in Korean,
leading me to be more hesitant in contributing to a discussion conducted using
Korean as the medium.)

⓸ Language competency of my peer(s)
(e.g. My peer(s) were a lot more proficient in Korean than I was, leading 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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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less confident in approaching a discussion conducted using Korean as the
medium.)

⓹ Use of English
(e.g. I was tempted to use English more OR the group I belonged to was not keen
enough in using Korean and had tendency to use more English (or even Chinese)
during the discussion. Ultimately those aspects affected my ability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⓺ Personality of Peers
(e.g. The discussion was stunted because it was dominated by my peer(s) OR the
discussion was stunted because my peer(s) were not active enough to stimulate
the flow of discussion)

⓻ Inefficient use of time given for the discussion
(e.g. We needed more time for discussion OR we could not use the given time
efficiently when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using Korean as the medium)

⓵항에서 ⓷항까지는 학습자 모국어가 소통과 인지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고 ⓸항에서 ⓻항까지는 학습자가 상호 작용 집단 내
동료 학습자를 의식하거나, 시간적 제약 등의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정서적인 이
유로 학습자 모국어를 학습의 매개 언어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학습자들
의 답변을 종합하여 <표 7>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제2 언어 사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⓵
⓶
⓷
⓸
⓹
⓺
⓻

limited vocabulary
limited sentence formation skill
limited confidence in Korean
language competence of peers
use of English
personality of peers
inefficient use of time

1

2

3

4

5

0.0%
0.0%
7.1%
10.7%
7.1%
17.9%
32.1%

10.7%
10.7%
10.7%
50.0%
21.4%
53.6%
32.1%

17.9%
25.0%
21.4%
17.9%
17.9%
17.9%
10.7%

46.4%
53.6%
50.0%
14.3%
39.3%
3.6%
21.4%

25.0%
10.7%
10.7%
7.1%
14.3%
7.1%
3.6%

(1: 전혀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다)

소통과 인지의 도구로서의 학습자 모국어의 기능을 질문한 ⓵항에서 ⓷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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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단어 부족의 경우 46.4%와 25%가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문장 형성의 어려움은 53.6%와 10.7%가 ‘그렇다’와 ‘아
주 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단어 찾기와 문장 형성이 한국어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지적하였다. 한국어를 매개어로 상호 작용을 하는 데
있어 소통 자체에 자신이 없다는 대답도 60% 이상이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⓸항에서 ⓻항까지의 질문에서 언어적 측면이 아닌 기타 정의적 측면들,
즉 동료 학습자의 유창도나 성격, 시간제한 등(⓸, ⓺, ⓻)이 주요 원인인가라
는 질문에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21.4%, 10.7%, 25.5%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자신을 포함한 그룹원들이 주어
진 과제를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영어
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가라는 질문(⓹)에 53.6%가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학습자들의 발화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들이 토론의 매개어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언어 이외의 정서적인 이유나
학습의 습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문의 결과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어느 교실에서나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
고 이것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극복하거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까지 통제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상호 작용의 매개어로 사용할 때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이 무엇에
기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인 한국어가 <표 5>
와 <표 6>에서 학습자의 모국어가 보여준 것 같은 상호 작용을 위한 소통과 인
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로서 실험에 참가한 초급과 중급의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는 아직은 학습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과제의 수행에 요구되는 소통을 위
한 기호학적 도구로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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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앞 장의 실험은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 빈도는 학습 수준이 아니라 과제의 성격
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적 요구가 높은 과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학습자 모국어가 사용되는 양상
또한 과제의 성격과 과제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인지적 요구가 높은 과제를 부여받은 학습자들은 한국어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진행과 의미 이해 등 인지적, 소통적 문제들을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
하여 해결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의 모국어가 언어 학습에서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에 활용하는 이유는 과제의 인지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호 작용을 위한 소통과 인지의 매개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 제2 언어만을 사용할 때 학습자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은
상호 작용에 요구되는 내적 발화를 표현해낼 매개의 부재 혹은 불완전함에서 기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의 모국어가 배제된 대부분의 제2 언어 교실에서 제2 언어는 학습되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학습의 매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
한 체계에 머물러 있는 제2 언어를 어떤 원칙이나 지침 없이 과제 수행에 무조건
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무리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과제에 따라서는 제2 언어가 학습의 매개이자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부여되는 과제의 성격과 요구에 따라 제2 언어
가 학습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학습자 모국어가 제2
언어 학습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 모국어는 무조건적으로 금지되어서도, 그 존재를 인정
은 하되 마땅치 않은 필요악 정도로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경험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학습책략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이들을 학습에 활용하는 양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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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분석하고 그 목적을 규명하여 제2 언어 학습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
는 것이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과제의 성격
에 따라 학습자 모국어가 제2 언어 습득에 유익한 매개도구로서 어떤 교육적 효용
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과제를 설계한다면 학습의 효과
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중 언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2 언어 교실에서의 학습자 모국어의
양상과 효용을 밝히고 그 사용을 긍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로
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실험은 교실 내 상호 작용에서 소통과
인지의 도구로서 학습자 모국어의 존재와 효용을 증명함으로써 학습의 도구이자
과제를 설계하고 학습 방안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 수행에서 모국어
사용을 고려한 실제적인 교육 방안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인지적 요구를 가진 보다 많은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
더라면 과제와 모국어 사용의 관련성이 더욱 면밀하고 정확하게 규명되었으리라
는 아쉬움이 있다. 또 작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의 수치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과제들에서 학습자 모국어가
사용되는 효용을 밝히고 나아가 학습자 모국어를 고려한 과제를 설계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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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소(jigsaw) 활동지6)

Home Group _____
정지훈씨와 그의 아내 김미희 씨는 디너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손님이 오기
로 했는데 긴 식탁에 각 손님의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우선 정지훈 씨 부부는 식탁의
양쪽 끝자리에 앉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손님들의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즐거운 분위기
에서 식사를 하려면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룹원의 정보를 듣고 자리를
배치해 보세요.
•가족끼리는 옆자리나 바로 맞은편에는 앉을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번갈아 가며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6) 이 직소 활동지는 유환희(2005), ｢Jigsaw 활동의 자료 유형이 영어 말하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pp.104-105에서
jigsaw의 듣기 및 읽기 자료로 사용된 활동지를 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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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정보지
•배미선 씨(여)는 어른들에게 좀 예의가 없어요. 지금 정성호 씨(남)와 연애 중이

그룹1

에요.
•조승규 목사님(남)은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지훈 씨(남)의 아내 김미희 씨(여)는 강호섭 씨(남)를 무척 싫어합니다.
•정지훈 씨(남)는 고지애 (배종욱의 아내)씨(여)를 정말 싫어해요

그룹2 •유미영 교수*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종교를 싫어해요.
•고지애(배중욱의 아내) 씨(여)는 매우 예의바르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최성국변호사(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룹3 •배종욱 씨(남)는 야당 정치인(left-wing)이고 사회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이수남 박사(남)는 토론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송혜진 (정지훈의 어머니) 씨(여)는 나이가 많은데 말도 많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룹4

•강호섭 씨(남)는 정치적으로 극우파(righ-wing)예요.
•강호섭 씨의 아내인 박정아 씨(여)는 식사 예절이 아주 나쁘고 항상 불평을 늘어
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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