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활용 해외 중등학습자의 사회언어학적 의사소통 능력 습득 방안 연구
-말레이시아 중등학습자의 웹툰 학습에 대한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1. 연구목적

이준언(SMS SERI PUTERI,KL 교사)

본 연구는 해외 중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수업에서의 웹툰활용이 학습자의 사회언어학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교수방법을 논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외 한국어 중등교육현장에서 제2외국어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등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목적은 학
문목적 학습자도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흥미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한국어학습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및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이에 대한 절적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교재역시 구어중심의 실질적 활
용가능 표현중심의 교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웹툰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통해 습득가능 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선택(실수와 사과, 부탁, 동의(맞장구))과 전형성(화용적 관례어(의
례적 인사말)), 특정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발화의 적절한 형식(존댓말 과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의사
소통 능력신장 여부와 이에 따른 교수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대상작품으로는 어휘 문법 등의 학습자 이해도여부, 내용의 적합성, 학습자의 공감도 등을 고려하여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과 ‘이태원 클라스’ 를 선정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토픽 2급 이상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는 고2학
생 20명이며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웹툰을 활용한 연구수업에 참여했다. 웹툰을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수업
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양적연구로 웹툰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경험과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웹툰 활용수업에 대한 10개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사전 사후검사
의 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했다. 수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업 실시 전 사전 시험을
실시하고, 두 달간의 수업 후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실시해 효과를 살펴보았다. 질적 조사방법으로 반 구조화된 면접
가이드라인과 개방형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법과 교실담화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업모형은 상황적
교수-학습이론인 ‘앵커드 수업모형(Anchored instruction model)’을 바탕으로 했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웹툰감상전- 감상- 감상 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3. 연구 결과

웹툰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들의 반응은 재미있고 내용이 공감이 많이 간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고 한국어 학습 어떤 부분에 가장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0%이상 어휘와 표현 학습에 도움을 받
았다고 대답했다. 수업 후 그룹토의를 통한 한국문화인식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다. 심층면담을 통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학습에 웹툰 활용수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학교 문
화’, ‘우리’ 문화, 한국사회의 빈부의 차이, 계층구조, 외모지상주의, ‘인싸-아싸’ 등의 신조어 단어를 통해 알게 된 소
속감 문화, 장례식과 신년에 하는 관례적 인사표현 등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4. 결론 및 제언

웹툰은 접근의 용이성과 흥미를 유발, 소재에 따른 공감대 형성 면에서 중등학습자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도구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선택(실수와 사과, 부탁, 동의(맞장구))과 전형성(화용적 관례
어(의례적 인사말)), 특정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발화의 적절한 형식(존댓말 과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키우기에 적합한 매체라 할 수 있다. 글과 그림의 서사구조, 그림을 통한 직관적인 내용유추 가능, 정지된 글
과 그림으로 인한 충분한 입력시간을 확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발현되는 웹툰 매체의
경우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그 목표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언어학적 의사소통 능
력을 학습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이다. 학습용 웹툰 선정기준과 효과적인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
존까지 연구되어 왔던 문화교육의 효용성 및 고급학습자 대상 활용을 넘어 중급학습자에게도 적합한 매체임을 논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 웹툰, 사회언어학, 중등한국어 학습자, 의사소통 능력, 웹툰용 수업 모형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