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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의 교수 방안 연구1
 

―대학 강의 듣기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呉 文慶  

 

 

外国人留学生が大学の専攻授業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講義リスニング能力を

向上するためには一般的なリスニング授業とは異なる方法で行われなければ

ならない。本稿では外国人留学生が大学という学問談話共同体の一員として求

められるコア・コンピタンスと大学の講義リスニング能力を組み合わせた大学

韓国語リスニング授業の教授法を提示したい。コア・コンピタンスという概念

は外国語教育においてよく用いられるもので、大学の学業活動にも適用できる

能力である。講義リスニング能力も大学における学業を遂行する際、前提とな

る能力である。本稿では、大学の韓国語リスニング授業が大学における学業活

動と密接な、コア・コンピタンスと講義リスニング能力の二つの概念が同時に

求められる授業と見なし、この二つの能力の強化という目標達成のための授業

モデルを提示し実際の授業運営事例について紹介する。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강의 듣기 능력과 대학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모두 향상할 수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의 구성과 운영 사례를 

제시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지원에 대한 

일단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대학이라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대학 

학업을 위한 역량을 이해하고 습득하기를 요구받는다(홍은실 외, 2017).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학의 주된 강의 형식인 

교수자 위주의 설명 중심 강의식 수업과 교수-학습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강의 듣기’ 능력은 

대학 학업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1
 본고는 2017年度 日本韓國語敎育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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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높으며(Mamiseishvili, 2010; Kwai, 

2010), 학점이 낮은 학습자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도 대학 강의 듣기 능력 

등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장민정 외, 2018:265). 

그런데 학문 목적 듣기 수업은 여러 특수 상황 때문에 일반 목적의 듣기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일반 목적 듣기 수업은 한국어 

등급별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균일한 수준의 

학습자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달리 학문 목적 듣기 수업에서는 

하나의 교실에 한국어 능력 수준이 다른 다양한 학습자가 혼재하며2
, 학문 목적 

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노트에 강의 내용을 필기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점 취득을 

위하여 듣기 이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학문 목적 듣기 수업의 

목표와 내용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전공에 진입해서도 

한국어 강의 듣기에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교육학에서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김효진, 2016). 핵심 역량이란 대학 졸업 후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전공 지식이나 

전공 관련 직업 활동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역량을 

의미한다(최경인, 2017:346). 이는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대학생에게도 

함양되어야 하는 역량이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 역시 

이를 강화하도록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수업으로, 학습자들은 이 수업을 통해 대학의 핵심 

역량과 전공 강의 듣기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두 역량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2
 2017 년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입학 조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급 이상, 졸업 전까지 4 급 이상 취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입학 후 1 년 간 300 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토픽 

2 급 소지자에 대한 입학도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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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핵심 역량과 강의 듣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에서 강화할 수 있는 강의 

듣기의 역량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를 적용한 수업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핵심 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직무 훈련 분야에서 출발한 용어로, 80 년대 

중반부터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면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핵심 역량이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이 교육학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교육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사회를 구축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OECD, 2005).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기구에서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OECD 는 2016 년부터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습 개념틀’을 통해 역량 개념의 정의와 역량 교육의 목적 및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OECD, 2018).  

이러한 핵심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사례는 많지만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능력 자체도 핵심 역량의 일부로 교육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역량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박진욱, 2014; 한혜정 외, 

2017). 더욱이 한국어와 다른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교수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미하다.  

학문 목적 듣기 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 연구로는 역량 기반 학문 목적 듣기 

교육과정을 제안한 홍은실 외(2017)와 이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제안한 오문경 외(2017)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의 

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지식’에서는 강의 

구조, 강의 듣기 과정, 듣기 전략 등 강의 듣기에 필요한 지식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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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서는 노트에 필기하기,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답안 작성하기 등 

강의 듣기에 필요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경험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대학의 학업 태도를 지칭하고 이들 

능력을 강화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활동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2.  강의 듣기의 특징 

강의 듣기와 일상에서의 대화 듣기가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듣기 

활동이라고 지적한 연구로는 Murby(1978:121), Richard(1983:229-230), 

Flowerdew(1994:11-12)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Richards(1983:228-229)에서 제시한 

일상에서의 대화 듣기와 강의 듣기의 기능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복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 듣기 기능은 Anderson & Lynch(1988), 

Ur(1984), Field(1998)의 논의를, 강의 듣기 기술은 Chaudron & Richards(1986), 

Jordan(1997), 이연정(2016)의 논의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듣기 기능 

① 시각적인 정보(판서, 교안, 그래프, 교수의 몸짓 등)와 연결 

② 핵심어 선택 듣기와 불필요한 음성 간과하기 

③ 배경지식(음성, 어휘, 문법, 문맥, 배경, 전문성)의 이용과 활용 

④ (배경지식을 사용한) 예측과 추측 

 

(2) 일상적인 듣기 기능에 더하여 강의 듣기에 필요한 기능 

⑤ 전문 용어 선별하여 듣기, 분야별 구문 등의 통사 규칙이나 논리 전개에 

익숙해지기 

⑥ 내용의 전문성, 고도한 지식 

⑦ 노트에 필기하기 

⑧ 수업 후 학업 평가를 위해 시험 답안 쓰기 또는 보고서 쓰기 

 

(1)의 ①~④의 기능은 일상적인 듣기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기능이며, 강의 

듣기에는 ⑤~⑧의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 즉 강의 듣기는 일방적으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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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의 말을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노트에 필기하거나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쓰기’ 영역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통합적인 언어 능력이 발휘될 때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듣기 능력은 단시간에 습득되기 어려운 능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듣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Rost, 1990),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듣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학습 동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 

자료는 물론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도 실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3. 강의 듣기 역량을 강화하는 학문 목적 듣기 수업 

2 장에서 다룬 핵심 역량과 강의 듣기의 특징은 수업 내용을 통해 향상할 수 

있는 능력, 수업의 운영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능력, 전체 과정을 운영하면서 

강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은실 외(2017)에서 

제안한 학문 목적 듣기 역량을 토대로 하여 내용 지식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능력, 수업 활동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능력, 수업 운영 방식으로 함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하여 강의 듣기 역량을 다루도록 한다. 이하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의 틀 안에서 강의 듣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 목표, 

수업 자료, 수업 운영 방식 등을 제시할 것이다.  

 

3.1 수업 목표 

일상적인 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업이든 학문 목적의 대학 강의 

듣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든 무엇을 수업 목표로 삼을지는 해당 수업이 

전체 교육 과정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에 따라, 그리고 담당하는 교수자가 

설정하는 성취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수자가 설정하는 수업 목표와 교실에 있는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수준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한국어 수준이 고급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전공 

강의 듣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전공 지식과 복합적인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기능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목표를 표 1 과 같이 ‘지식’, ‘기능’, ‘태도’ 역량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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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지식’ 역량으로는 강의 구조, 강의 듣기 과정, 듣기 

전략 등의 듣기 능력, 강의 담화 구조와 특성 등 강의를 듣기 위한 지식,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향후 만나게 될 전공 분야의 자료를 접함으로써 내용 

지식과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기능’ 역량으로는 일반 

목적의 듣기 수업 단계와 달리 수업의 전, 중, 후 단계를 모두 수업의 단계로 

보고 강의 듣기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 역량은 이러한 지식과 기능 영역의 역량을 학습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오문경 외, 2017:44)를 기르고, 협동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표 1. 강의 듣기 역량을 위한 수업 목표 

종류 내용 

지식 역량 

-강의 듣기 이해와 듣기 전략을 이해 

-전공/계열별 주요 개념어 

-전공/계열별 강의 담화 구조와 특성 

-전공/계열 관련 배경 지식 

기능 역량 

-강의 듣기 전 받아쓰기 

-강의 듣기 전 관련 자료 읽기 

-강의 듣기 전 핵심 용어 찾아 정리하기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에 필기하기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자가 제공한 교안(ppt)에 필기하기 

-필기한 내용을 정리하기, 보완하기 

-이해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답안 작성하기 

태도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심과 책임감 

 

그런데 학문 목적 듣기 수업의 대상은 ‘대학의 수업과 연구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능력이 아직 성장 중에 있는 학습자’이며, 

한국어 능력은 아직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목표를 세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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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강의 듣기 전략을 잘 구사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어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학습자가 한국어 강의 듣기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들을 내용에 대해서 듣기 전에 학습자의 모국, 모어로의 배경지식을 

이끌어내거나, 전공 용어는 미리 의미를 조사하여 음성과 의미가 잘 연결되도록 

하여 학습자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등이 그것이다. 즉, 표 1 에서 제시한 ‘지식’, 

‘기능’, ‘태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가 

충분히 한국어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표 2).  

 

표 2.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세부 목표(예) 

교수/학습 활동 세부 목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학습자의 모국과 모국어에서의 배경지식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이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중요 용어는 물론 의미를 이루는 조사, 서술어에도 

주목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이루는 단위의 음성과 

의미를 잘 연결할 수 있다.  

핵심 용어 찾아 

정리하기 

전공 사전을 이용하여 용어를 찾아 정리함으로써 중요 

용어의 음성과 의미를 잘 연결할 수 있다.  

 

3.2 수업 내용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자의 다양한 한국어 

능력이다. 따라서 수업 목표에 맞춰 내용을 결정하고 어느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강의 듣기의 특징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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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일반 목적 듣기 자료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난이도가 조정된 자료가 

제공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학문 목적 듣기 

자료는 대학 학업을 위한 강의 듣기 능력 향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실제성뿐 아니라 형식적인 실제성을 모두 갖춘 듣기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가능하면 학습자의 전공/계열과 관련된 실제 강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실제 전공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자료의 

난이도는 최고급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실제성을 갖춘 

듣기 자료는 한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학습자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고 도전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4
. 이때의 학문 목적 듣기 자료는 영상, 음성, 

문자로 모두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음성 자료로 귀로 들어 그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영상 자료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조합하여 의미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수 있는 능력을, 문자 자료로 자신이 듣고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을 재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ield, 

2008:17).  

학문 목적 듣기 자료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로 한다. 또 교수자가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자의 모어로 된 자료를 검색하게 하거나 학습자의 모어로 

배경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식’ 및 ‘태도’ 영역의 능력도 확장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의 특성상 수업의 내용은 강의를 듣고 후속되는 

생산적인(productive) 이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성균관대학교 한국어 집중 과정은 2014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 년부터 1 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학기 과정은 기초 학술 과정으로 진행되며, 2 학기 과정은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학술 능력 함양을 위한 ‘전공 학술 과정’으로 되어 있다. 현재 5 개의 필수 

과목(학문 목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이 개설되어 있으며 유학생은 1 년간 총 

20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2 학기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은 모두 

동일한 전공/계열의 학생들로 반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4
 내용적인 실제성이 아니라 강의 듣기 형식의 실제성에 주목하여 학문 목적 듣기 수업에 

동영상의 사용을 주장한 연구로는 김수영(2014), 이금희(2016), 이연정(2016) 등이 있다.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모둔 실제성을 갖춘 전공 강의 동영상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한국어 능력이 고급인 학습자에게도 실제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중급 

학습자들에게도 ‘어렵지만 흥미롭다’, ‘알기 어렵지만 알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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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강의를 보고 들으며 노트에 필기를 해야 하는데, 학습자는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필기를 하되, 학습자가 내용과 형식을 조작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필기해야 한다. 또 대학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바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지필고사, 보고서, 발표)을 도입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2 학년이 

되어 실제 전공 강의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예습/복습과 관련된 수업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표 3).  

 

표 3. 강의 듣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자료와 내용(예) 

 내용 

사용 자료 전공/계열과 관련된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실제성이 높은 영상, 

음성, 문자 자료 

난이도 매우 전문적이고 한국어 원어민 화자 수준 

교육 내용 중요 용어 찾아 정리하기 

전공 관련 자료 읽기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중요 내용을 노트에 필기하기 

교안(ppt)에 중요 내용을 표시하고 추가 필기하기 

이해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답안 작성하기 

들은 내용을 스크립트로 확인하고 기능어 확인하기 등 

 

3.3 수업 운영 방식 

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은 개별적이고 내면적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음성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각기 다르다(한종임, 2011:108). 그러나 일반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보다 더욱 

고도한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은 수강 인원이 약 

30 명이고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 능력에 따라 개별적이고 



192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5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수업 전 과제와 수업 중 협동학습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다(오문경, 

2017:78).  

일반적으로 듣기 학습은 개별적이고 내면적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듣기 수준에 따라 듣기 텍스트를 함께 듣고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교실 

수업보다 청자의 독립성(listener independence)을 인정하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Mendelsohn, 1995; Ur, 1984). 따라서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수업 전 과제가 

중요하다(한종임, 2011:106). 수업 전 과제로는 받아쓰기, 전공 용어 미리 

찾아보기, 전공 교재 미리 읽기, 유추하기 등이 있다. 이중 받아쓰기는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따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강의 듣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귀로 듣기 과정에서 실제 강의를 들으면서 듣고 필기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주제 영역에 대해 경험이 쌓여 지식 

영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수업 전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 준비가 되면 수업 중에는 듣기 전, 중, 

후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듣기 전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강의 보고 

들으며 노트에 필기하기 전에 소그룹 활동으로 과제로 주었던 전공 용어를 

설명하게 하거나 받아 쓰기 내용을 서로 설명하게 하는 협동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그룹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각기 책임자가 되어 협동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협동학습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전공 

수업에 한국 학생들과의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룹원 간의 협동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 모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용 검색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영역의 역량도 강화한다. 듣기 중 활동으로 대표적인 노트에 필기하기는 

                                                      
5
 언어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은 최대 16 명 정도의 인원으로 매일 하루에 

4 시간씩 10 주 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은 대학의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30 명정도의 인원으로 16 주 동안 1 주에 3 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193 

 

강의 이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며(Chaudron, Loschky & Cook, 1994), 

대학에서의 평가 방법인 지필고사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다. 필기하는 방식은 

노트에 필기하는 방식과 교수가 수업 전 제공하는 ppt 자료에 중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모두 진행하여 실제 전공 강의에서 만나게 될 필기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듣기 후 활동으로 대표적인 시험 답안 작성하기 활동은 

대학에서의 성취 평가와 관련된 ‘기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동영상 스크립트를 통해 

이해하지 못한 내용과 기능어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문자 테스트에 기반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업의 목표, 내용, 운영 방식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강의 듣기 

역량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수업 목표를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지식’, ‘내용’, 

‘태도’ 역량뿐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 내용으로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실제적인 전공/계열 관련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지식’과 ‘기능’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수업 운영에서는 수업 전, 

중(듣기 전/중/후), 후 단계에서 강의 듣기 능력의 지식, 내용, 태도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학습으로 책임감과 협동심을 강화함으로써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표 4).  

 

표 4. 강의 듣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운영 방식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주요 활동 -받아쓰기 

-전공 용어 찾기 

-소그룹으로 발표하기 

(받아쓰기, 전공 용어) 

-강의 관련 자료 읽기  

-노트에 필기하기 

-ppt 자료에 필기하기 

-시험 답안 작성하기 

-노트 필기 재정리 

-스크립트로 내용 

및 기능어 확인 

강화 역량 -지식, 내용, 태도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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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강의 듣기 역량을 위한 학문 목적 듣기 수업의 사례6
 

4.1 수업의 기본 사항 

필자가 담당한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은 대학 입학 후 전공 진입 전인 

1 학년 동안 외국인 대학생이 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는 ‘한국어 집중 

교육과정’의 2학기 듣기 과목이며 2016년부터 매 학기 수업을 담당하였다. 정식 

과목명은 ‘의사소통 4’로 16 주 동안 1 주일에 1 회 3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강 인원은 동일한 전공/계열로 평균 30 명이 한 반이며, 학생의 

국적은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그리고 토픽(TOPIK) 등급이 중급과 고급인 

학습자가 절반 정도로 한국어 능력에 편차가 있었다.  

4.2 수업 자료 선정 

먼저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기보다는 

전공 강의 듣기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전공 관련 동영상 자료를 

선정하였다. 하나의 교실에 존재하는 한국어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을 고려할 때 

너무 쉽거나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 모든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선택한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이 

2 학년에 올라가 만나게 될 전공 교과목의 동영상 자료로 ‘국제경영’, ‘경영환경’,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빅데이터’, ‘유비쿼터스의 이해’ 등을 선정하고 

스크립트도 제작하였다. 동영상 자료 편집은 가능하면 적은 분량으로도 해당 

교과목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하여 5 분 분량과 12~15 분 분량의 2 개의 영상을 편집하였다. 수업은 2 주씩 

동일한 교과목의 영상을 사용하여 해당 교과목의 주요 어휘와 전공 강의의 

담화 형식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또 다양한 강의 형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칠판을 사용하는 강의 영상과 ppt 자료를 사용하는 강의 영상을 고루 

선정하였다.  

 

                                                      
6
 이 수업은 2 학기용 강의 듣기 교재 집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다. 2018 년 초에 

1 학기용 듣기 교재인 ‘강의 듣기의 기술1(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이 출간되었고, 2018 년 말에 

경영/경제,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공학계열 등 전공/계열별 학술 내용으로 심화된2학기용 

학문 목적 듣기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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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칠판 사용 강의와 ppt 자료 사용 강의 영상(일부) 

  

 

4.3 수업 진행 단계 

수업 진행은 1 주일 1 회  3 시간 수업에 여러 텍스트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2 주일 동안 동일 교과목의 영상을 사용하여 수업 전, 중, 후 

단계를 설정하고 수업 전 활동, 수업 중에 진행되는 듣기 전/중/후 활동, 수업 

후 활동으로 강의 듣기 연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강의 듣기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학습자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지식, 기능, 태도와 함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주에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과 기본 용어와 표현 

등의 내용 지식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5 분 분량의 동영상을 

사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둘째 주에는 12~15 분 분량의 

동영상을 사용하여 노트에 필기하는 활동과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듣기 후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한 수업 전 준비와 

수업 중, 수업 후 활동은 다음과 같다.  

 

4.3.1 수업 전 준비 활동 

(1) 받아쓰기 과제 

이 수업은 일반 목적의 의사소통 중심의 듣기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학문 목적의 고도한 한국어 강의 듣기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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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업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이 의미 있다고 느끼고 

목표를 성취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받아쓰기 활동은 수업 전에 동영상 자료를 음성으로만 듣고 그대로 

받아쓰게 함으로써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 지식적인 역량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다.  

 

(2) 전공 용어 찾아 이해하기 

대학 전공 강의를 들을 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로 말해지는 전공 용어이다. 특히 최신 이론이 다루어지는 

강의의 경우 영어의 출현은 더욱 빈번해져 수업 전 의미와 발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동일한 용어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전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을 

때는 전공 분야의 사전을 사용하여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림 2 는 

‘미시경제학’ 강의의 전공 용어 찾아오기 과제로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물인데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 일반 용어 사전으로 검색하여 제출한 예이다.  

 

그림 2. 전공 용어 찾아오기 과제와 잘못된 예 

   

 

이 활동은 학술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는 과정을 익히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 용어의 의미를 찾을 때에는 한국어 검색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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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모어로도 검색을 허용하여 관련 배경 지식을 쌓고 본래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의 듣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3) 강의안으로 내용 추측하기 

대학 강의의 수업 방식은 교수의 재량이다. 교수의 강의 스타일에 따라 

강의안 없이 교재만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 전에 

인터넷 수업 공간에 강의안이나 ppt 자료를 올려주고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활동은 ppt 자료를 프린트해 보면서 자신에게 필기하기 좋은 크기도 

발견하고 모르는 단어 등을 미리 예습하는 방법과 태도를 기르는 활동이다. 

 

4.3.2 수업 중 활동 

학문 목적 듣기 수업의 ‘수업 중 활동’은 일반 목적 듣기와 달리, 듣기 전, 중, 

후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1) 학습자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한국어 강의 듣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은 중요하다. 본격적인 듣기를 하기 전에 관련 주제에 

대해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학습자 모국의 상황과 결부한 동영상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이를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써 내용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받아쓰기나 전공 용어를 학습자 모어로도 서로 설명하게 하는 

협동학습에서도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강의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대략적인 이해가 아니라 학습자가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 전공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오히려 전공 공부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협동학습 방식을 통해 학습자는 책임감과 협동심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전공 수업에서 한국인 동료와의 협동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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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읽기 

전공 교재를 미리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지적이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읽기 활동은 ‘어느 

정도’의 내용 이해가 아니라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이루는 용어, 

조사, 서술어의 의미 단위를 이해하고 그 의미와 발음을 연결할 수 있게 하여 

한국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3) 주제 및 핵심어 찾기 

이 활동은 강의를 들으면서 주제를 파악하고 중요한 전공 용어나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다. 학문 목적 듣기에서는 등급별 어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 분야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담는 용어나 

표현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멘큐의 경제학’에서 10 대 원리 중 6 번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내용이다. 이 

조작적 정의를 들을 때 학습자들은 ‘경제활동, 조직, 수단’ 등의 어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리에서 핵심인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어려운 단어=중요한 용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전공에서만 사용되는 조작적 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4) 동영상 보면서 노트에 필기하기 

일반 목적의 듣기 연습은 귀로 듣는 기능을 익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강의 듣기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들으며 이해한 내용을 노트에 필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 활동은 귀로만 듣는 활동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동영상에 나타나는 시각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시각 정보와 

음성 정보를 조합하여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트에 필기할 

때는 교수의 강의 스타일에 주목하여 필기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에는 표시를 

하고, 미처 못 들은 부분은 빈 칸으로 두거나 밑줄을 치는 등 표시를 하여 

나중에 그 내용을 채우는 등의 다양한 필기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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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트에 필기하기 

   

 

(5) 시험 답안 작성하기 

시험 답안 작성 활동은 전공 강의를 듣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평가를 받는 방식을 도입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험 

지시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실제 평가와 같이 내용을 외워서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필기한 내용을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필기 수준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 답안지와 볼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내용과 형식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학습자들은 강의 듣기의 이해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4.3.3 수업 중 활동 

- 강의 스크립트로 내용 확인하기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강의 스크립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수업 전과 수업 

중에 잘 듣지 못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내용 확인도 중요하지만 노트 필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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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어 등을 확인하게 하여 내용 이해를 더욱 심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학습자들은 지식과 내용 역량,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4.4 수업 운영 평가 

본고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이 적용된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 수업 

방법, 내용, 전공 지식의 향상도에 대한 의견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1 수업 방법 및 내용 

먼저 수업 전, 중, 후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업 전 과제인 받아쓰기에 대해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는데 중급 학습자들은 듣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들리지 않는 

단어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어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고급 학습자들은 받아쓰기를 통해 듣고 쓰는 능력과 새로운 전공 어휘와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자신의 약한 

부분과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중급에서는 

음성을 사용한 활동에 대해, 고급에서는 실제 전공 강의와 내용과 형식에 

가까운 노트에 활동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급, 고급 학습자 

모두 협동학습으로 진행된 활동이 강의 듣기에 도움이 되었으며, 협동심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강의 듣기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 

역량을 다른 수업에서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의견과 2 학년에 올라가서도 본 

수업에서 사용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4.4.2 수업 자료 

수업 자료에 대한 의견으로 중급 학습자들은 학기 초반에는 받아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나 점차 속도가 빨라지고 강의 듣기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보면서 듣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전공 관련 동영상을 미리 보게 되어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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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간 동일 교과목 동영상을 사용하면서 첫 주에는 주요 전공 용어 찾아오기 

활동을, 둘째 주에는 받아쓰기 활동을 과제로 부여하였는데 7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과제의 양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국어 듣기 능력과 전문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소그룹 활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협동심이 향상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4.4.3 전공 지식의 향상도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통해 강의 듣기에 대한 이해와 전공 지식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학습자들은 전공 용어에 대한 지식과 배경지식, 그리고 

ppt 제작과 발표하기, 강의 보고 들으면서 노트에 필기하기, 시험 답안 작성하기 

등에 대해 향상되었고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의 

학습자들의 평가를 토대로 보면 학습자들은 본고에서 제시한 학문 목적 듣기 

수업에 대체로 만족하며, 학습자 스스로도 강의 듣기 능력과 전공 강의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평가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어 능력이 3, 4 급인 

중급 학습자들은 수업 활동에 만족은 하지만 수업 전 과제를 비롯하여 활동 

수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협동학습을 할 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별로 수업 활동의 내용과 과제, 속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일반 목적의 듣기 수업이 대학의 학문 목적 듣기 수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하는 대학 강의 

듣기 역량을 습득하고 강의 듣기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3, 

4 급인 중급과 5, 6 급인 고급 학습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수강 인원도 많아 

                                                      
7
 수업 초기에는 매주 새로운 음성 텍스트를 주고 받아쓰기를 하게 하였는데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느껴서 ‘전공 용어 찾아오기’ 활동과 격주로 하는 활동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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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강의 듣기 수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 방안 및 이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전공과 관련된 동영상으로 전공 지식과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으며 강의 듣기 능력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수업 전 과제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고 협동학습을 하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협동학습을 할 때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고 자신감도 강화할 

수 있다. 또 향후 전공 수업에서 한국인 동료와 수행해야 하는 협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또 수업 후 활동으로 강의 스크립트를 제공함으로써 

수업 중 잘 듣지 못한 내용과 기능어를 확인하면서 문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에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 한국어 강의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학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강의 듣기 능력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강의 듣기 수업의 사례와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 방안은 S 대학교의 한국어 집중 과정에 한정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수업 목표와 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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