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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자기 평가에 나타난 더닝 크루거 효과

The Dunning-Kruger Effect of Self-Assessment on Korean Language Learner’s Speaking
정진
홍콩대학교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연구 문제
❖ 상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내용, 전개, 어휘, 문법, 발음

❖ 학습자와 교사 간 인식 불일치(perceptual mismatch)

에 대해 교사보다 낮게 과소평가하는가?

• 평가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언어 학습자와 교사 간의

❖ 하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내용, 전개, 어휘, 문법, 발음

인식 불일치가 존재함(Kumaravadivelu, 1991, 2003; Block, 1994;
Barkhuizen, 1998; 김영주, 2010; 김창구, 2011; 박선희∙이예나, 2019)

에 대해 교사보다 높게 과대평가하는가?

❖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연구 방법

• 학습자는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함

❖ 학습자 자기 평가

(Kruger & Dunning, 1999)

• 한국어능력시험 4급 합격 또는 한국어교육 기관 4급 수료 후

• 상위권 학습자는 타인의 능력도 자기 능력과 유사하리라 생각함

국내 학부에서 학문목적한국어 수업 수강 중인 다국적 학습자 20명

⇨ 자기 능력 과소평가

• 무용, 식생활, 결혼을 주제로 총 3회 발표

• 하위권 학습자는 상위 인지 능력(metacognitive ability)이 부족함

• 자신의 발표 녹음을 들으면서 내용의 풍부함, 전개의 논리성,

⇨ 자기 능력 과대평가

어휘의 정확성과 다양성, 문법의 정확성과 다양성,

❖ 말하기 자기 평가

발음‧억양‧속도의 자연스러움 항목을 5간 척도, 5점 만점으로 평가

• 말하기는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 교사 평가

• 말하기는 듣기, 읽기에 비해 학습자 자기 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의

• 한국어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한국인 교사 2명 (카파 계수 K=.746)

상관관계가 낮음(Ross, 1998)

• 학습자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 후 Mann-Whitney 검정으로 비교

연구 결과
❖ 내용

❖ 전개

❖ 어휘

❖ 문법

❖ 발음

• 학습자-교사 차이 유의함

• 학습자-교사 차이 유의함

• 학습자-교사 차이 유의함

• 학습자-교사 차이 유의함

• 학습자-교사 차이 유의함

(U=600.500, p=.000)

(U=595.000, p=.000)

<그림 1> 내용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평가

• 상위권 학습자:

• 하위권 학습자:
교사와 평균 같음

<그림 2> 전개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평가

• 상위권 학습자:

교사보다 1.2점 낮게 평가

(U=300.500, p=.000)

<그림 3> 어휘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평가

• 상위권 학습자:

교사보다 1.1점 낮게 평가
• 하위권 학습자:

(U=301.500, p=.000)

• 상위권 학습자:

교사보다 1.1점 낮게 평가
• 하위권 학습자:

교사보다 0.2점 낮게 평가

<그림 4> 문법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평가

교사보다 1.3점 낮게 평가

교사보다 0.8점 낮게 평가

• 상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말하기 내용, 전개, 어휘, 문법, 발음에 대해
과소평가함
• 일부 하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전개, 발음에 대해 과대평가함
❖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여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교수가 필요함

교사보다 0.3점 낮게 평가
일부는 교사보다 높게 평가

결론 및 제언
❖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자기 평가에 더닝 크루거 효과가 존재함

교사보다 0.8점 낮게 평가
• 하위권 학습자:

일부는 교사보다 높게 평가

❖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학습자와 교사 간 인식 불일치가 존재함

<그림 5> 발음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평가

• 상위권 학습자:

• 하위권 학습자:

교사보다 0.7점 낮게 평가

(U=988.000,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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