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자기 평가에 나타난 더닝 크루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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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
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숙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자신 없어 하는 학습자, 숙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학습자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심리학의 더닝 크루거 효과와 유사하
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상위권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도 자신처럼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해 자기 능력을 과소평
가하는 반면, 하위권 학습자는 상위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교육에서도 더닝 크루거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말하기는 듣기, 읽기, 쓰기
등 지필 시험이 가능한 다른 언어 기능과 달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기능 중 말하기를 선택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더닝 크루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말하기 내용, 전개, 어휘, 문법, 발음에 대해 교사
보다 낮게 과소평가하는가? 둘째, 하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말하기 내용, 전개, 어휘, 문법, 발음에 대해 교사보다 높
게 과대평가하는가?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더닝 크루거 효과가 적용된다면, 상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위권 학습자는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들은 학부 과정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의 수강생이
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하였거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4급을 수료하였다. 국적은 일본, 중국, 대만, 독일,
미국, 홍콩으로 다양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무용, 식생활, 결혼을 주제로 총 세 번에 걸쳐 구두 발표를 하고, 각 발
표가 끝난 후에 자신의 발표 녹음본을 들으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은 내용의 풍부함, 전개의 논리성, 정
확하고 다양한 어휘 사용, 정확하고 다양한 문법 사용, 발음 억양 속도의 자연스러움이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5간
척도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2명이 녹음된 각 학습자의 발표
내용을 듣고, 평가지에 5점 만점으로 평가 결과를 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항목별 각 학습자의 점수 평균과 교사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교사의 평가 점수에 따라 학습자들을 정렬하여 학습자의 점수와 교사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용 항목에서 상위권 학습자는 평균 3.7점으로 교사보다 1.3점 낮게 평가하였으나, 하위권 학습
자의 자기 평가 평균은 3.5점으로 교사의 점수와 같았다. 둘째, 전개 항목에서 상위권 학습자는 평균 3.7점으로 교사
보다 1.3점 낮게 평가한 반면, 하위권 학습자는 평균 3.4점으로 교사보다 0.2점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어휘 항목에서
상위권 학습자는 평균 3.4점으로 교사보다 1.6점이나 낮게 평가하였고, 하위권 학습자는 평균 3.0점으로 교사보다 0.5
점 낮게 평가하였으나 그 격차가 상위권 학습자에 비해 작았다. 넷째, 문법 항목에서 상위권 학습자는 평균 3.5점으
로 교사보다 1.5점 낮게 평가하였고, 하위권 학습자는 평균 3.1점으로 교사보다 0.6 낮게 평가하였으나 역시 그 격차
가 상위권 학습자보다 작았다. 마지막으로 발음 항목에서 상위권 학습자는 평균 3.0점으로 교사보다 1.0점 낮게 평가
하였으나, 하위권 학습자는 평균 2.8점으로 교사의 점수 2.5점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요컨대 상위권 학습자는 내용, 전개, 어휘, 문법, 발음, 각 항목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위권 학습자는
논리적인 전개, 자연스러운 발음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어교육에
서도 학습자가 자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더닝 크루거 효과가 나타나며, 학습자의 교사 간의 인지적 불일
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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