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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읽기 교육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영역의 내용 성취기준을 제안할 것이다. 교육
과정이란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견인하고, 실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타당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빠른 성장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 차원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현재 공식적 차원의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이론 기반 연
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읽기는 다른 기능의 학습을 돕고 문화
적 소양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체계적으
로 이끌어 줄 내용 성취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읽기를 지
원할 수 있는 읽기 내용 성취기준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어 읽기 이론을 검토하여 외국어 읽기 국면에서 상호 작용하는 세 축을 밝히고,
각각의 하위 차원에서 외국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또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어 한국어 교육과정의
수준별 읽기 내용 성취기준을 구성하였다.
« 주제어: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읽기, 한국어 읽기 내용,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

Ⅰ

.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어 읽기 교육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마련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
다. 한국어 교육은 성장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세계화 및 한류 등의 요인으로 한국어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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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외국인
학습자, 다문화 가정의 가족 등도 점차 늘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
다. 이들은 모두 제 2언어 학습자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학교의 틀 안에서 자국
민과 함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 2언어 한국어 학습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교육
대상과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구성 측면에서도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
여 읽기 성취 기준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은 최근 교육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이론적 정립보다 현장 중심의 교
육이 먼저 발달하였다. 교육의 기반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 연구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교육과정과 같은 차원의 연구가 미루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이론 기반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
장했지만 이에 걸맞는 이론적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이론적 준거를 통한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
육과정 관련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세부 영역의 성취 기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실천적 교육과정인 한국어 교재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교육과정 틀이 마련
되지 않아 현장의 한국어 읽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학습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취기준의 연구는 필수적이며, 이는 학습자의 교육 목적 및 타당한 이론적 준거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세부 영역 가운데 읽기 영역으로 한정하여 내용 성취기준을 구성하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읽기는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Krashen(1981)은 언어 습득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Brooks(1984)는 외국어 학습자가 문자 형
태를 통해서 구어를 시각화하여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자연스럽게 구
어를 습득한 후에 문어를 습득하는 모국어 학습자와는 달리 외국어 학습자는 문어인
읽기 기능을 통해 다른 기능을 학습해 나가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역
시 다른 언어 기능을 신장시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
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체계적인 내용 성취기준을 기반으
로 읽기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의 읽기 교
육과정 관련 연구로 윤정아(2012), 뭉흐사랑(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
어 읽기 교수요목을 구성하거나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읽기의 목표 및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및 문화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 읽기의 중요성을 밝히고 초기 한국어 읽기 영역 교육과정 차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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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설정된 교수요목 및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의 선정에서
외국어 읽기 교육의 이론적 탐색이 부족한 점,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정한 점 등
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읽기 성취기준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외국어 읽기 상황
에서 상호작용하는 읽기 상황 구성 요소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읽기 국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세 축의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외국어 읽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이론적 준거를 통해 국내·외 외국어 교육
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학습자의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을 구성
하였다.

Ⅱ 외국어 읽
.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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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과정 및

기의 영향 요인 탐색

읽

기 상황 구성 요소

읽

기 개념 및 과정

읽기의 개념은 정의하기에 따라 읽기 교육에서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달
라질 수 있으며 읽기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읽기의 개념은 읽기
행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구
성주의 등의 쟁점에 따라 시대별로 읽기 교육의 목표와 강조점도 달라져 왔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읽기는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강조되었다.
독자는 수동적인 존재로 텍스트 내용 그대로를 파악하는 존재인데 이후 인지심리학
의 발달로 읽기는 독자가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Goodman(1975)은 읽기를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Smith(1982)는 읽기를 독자가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예측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한편 사회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읽기는 학습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과 통합적으로 인
식된다. 즉, 읽기 교육에서 학습자가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읽기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 때 읽기 활동은 지식·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텍
스트와 독자,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읽기의 개념을 바
탕으로 본고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를 ‘한국어 학습자가 글을 읽는 행위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며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
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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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읽기의 과정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을 포함하는 탓에 비가시적
이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읽기를 해 나가는 것인지
밝히고자 하는 읽기 과정 모형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외국어 읽기 국면에서 상호작
용하는 요소를 검토하고 독자에게 어떤 차원에서 수용·적용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한
다. 읽기 과정 모형은 읽기를 통해 서로 작용하는 요소인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 크게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s), 하향식 모형(Top-down
Models), 상호 작용식 모형(Interactive Models)으로 나눈다.
상향식 모형은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능동성을 배제하고 의미를 텍스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Gough(1972)는 모국어 읽기 과정의 연구에서 독자가 시각을 통해
문자를 보는 시점부터 의미를 해독까지의 인지적 과정을 형태화하여 모형으로 제시
하였다. 이는 외국어 읽기의 초기 독자에게 의미가 있다.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음운 식별 및 철자와 소리의 관계 등의 인식이 있어야 단어
수준의 읽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단어 지식이 있어야 통사나 의미 차원의 읽기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향식 모형은 독자의 읽기 과정에 초점을 둔 모형이다. Goodman(1967)은 읽기
과정이 독자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 예측하고, 확인하기 위해 추출하고, 추측을 확
인, 수정하는 심리언어학적 단계라고 하였다. 외국인 독자는 대체로 모국어 독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특성이 있고 모국어 독자에 비해서 많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모형은 읽기가 텍스트나 독자 차원의 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Rumelhart(1972)의
읽기 모형이 대표적이며 입력된 문자와 같은 정보가 독자의 철자, 어휘, 통사, 의미와
같은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향식 모형이 독
자의 상위, 하위 수준 처리 과정 간의 이동을 배제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고, 하향식
모형은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식 또는 경험을 통한 예측이 어
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면 상호작용 모형은 이를 보완하는 입장이다. 즉 텍
스트 지식의 부족은 경험과 지식으로 보완하고, 경험과 지식은 텍스트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보완된다는 관점이다.
외국어 읽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호작용 모형에 가깝다. 외
국어 읽기 상황은 텍스트나 독자의 한쪽 측면에서 의미를 구성한다기보다 학습 초기
는 상향식 모형의 관점에서 이후 배경지식과 스키마를 적극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
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읽기가 가능하므로 상호작용 관점의 읽기가 실제 차원의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읽기의 모습에 가장 근접하다고 본다.
나.

읽

기 상황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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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읽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상호작용 모형으로 가정할 때, 읽
기 상황 국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두 축은 ‘텍스트’와 ‘독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텍스트와 독자는 실제 읽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는 구
성 요소이며, 이 두 요소 외에 외국어 읽기 국면에서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는
사회 구성주의에서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는 읽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를 둘러싼
상황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읽기는 진공상태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외국어 읽기에서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해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Halliday & Hassan(1989)은 맥락을 언어적 맥락과 언어 외적 맥
락으로 나누었고 이 때 언어 외적 맥락을 다시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문화적
맥락으로 나눈 바 있고, 이재기(2005)는 언어적 맥락과 언어 외적 맥락을 구분하고
언어적 맥락 그리고 언어 외적 맥락으로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
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상황에서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초점
을 두고 또 하나의 축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필자 요인을 텍스트 요인에 포함되는 차
원으로 보기로 한다. 즉 외국어 읽기 국면에서 상호 작용하는 세 축을 텍스트, 독자,
맥락으로 선정하고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맥락(Context)

텍스트(Text)

독자(Reader)

[그림 1] 읽기 상황의 구성 요소
2.

외국어 읽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선정한 외국어 읽기 상황 국면의 세 축은 각각의 하위 차원에서 외국어 읽기 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한다. 외국어 읽기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텍스트 차원, 독자 차원, 맥락 차원에서 탐색하여 외국어 읽기의 영향 요인으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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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외국어 읽기 이론을 중심으로 탐색할 것이다.
가.

텍스트

차원 요인

초기 외국어 독자의 읽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향식 모형이 주는 의미가 있
다. 이에 텍스트 차원의 영향 요인을 상향식 모형에 근거하여 식별, 단어, 구·절, 문
장, 글의 순서로 검토하였다.
먼저 식별 요인은 초기 외국어 읽기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이는
음운 식별부터 철자에 소리가 대응되는 것을 아는 음운 인식 능력과 문자와 음소가
대응되는 것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 음운과 관련된 식별 지식은 음운이 눈으로 인식
되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철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해 음운 체계 이해
와 단어의 재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Stanovich(1990)는 철자와 소리의 대응이 해독
수준 독해에 도움이 되며 읽기 능력의 발달에서 음운 인식의 부족은 읽기 결핍과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
단어 요인은 일반적으로 외국어 독해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
서 단어 지식 부족은 읽기 수행에 문제가 된다. Stanovich(2000)는 모국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읽기 능력과 어휘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Nation(1990)은
읽기 교육에서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양이 중요하며 고빈도 단
어를 2000개 정도 배워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 통사·의미 요인은 독자가 읽기를 위해 통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어 읽기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통사 지식은 단어의 배열 또는 구성에 관한 지식
이다. Berman(1982)은 통사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유능한 학습자는 부분
적으로 통사적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외국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
장 구조의 이해가 필요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글 요인은 글의 구조 및 유형이 해당한다. Schulz(1981)는 글의 유형을
읽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았고,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ACTFL도
읽기 유형을 기준으로 수준을 나누었다. Carrell(1984)은 ESL 학생 가운데 상위권 학
생의 읽기 과정에서 논리적인 글의 구조가 비논리적인 구조에 비해 개념 회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읽기 과정에서 글 요인의 중요성을 밝혔다.
나.

독

자 차원 요인

읽기 상황 구성 요소의 주요 축인 독자는 읽기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독자
차원의 요인은 그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독자 요인에 주목한 모형인 하향식 읽기 과정 모형을 근거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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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키마 요인은 독자의 지식이나 배경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스키마 이론은 사전 지식이 읽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개념이다.1) Carrell(1984)은 외국어 읽기에서 스키마 개념이 유용함을 밝혔으며
내용 정보를 활성화하면 학습자 이해와 정보 회상에 도움을 주고 스키마 활성화가
부족하면 제 2언어 읽기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적 요인이다.2) 읽기의 동기 즉 독자가 읽기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과
독자의 관심인 흥미가 이에 해당한다. Nuttall(1996)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읽기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읽기 수준 요인은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실
적 이해,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추론적 이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비
판적으로 보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비판적 이해로 나뉘며 본고에서는 이
를 읽기 수준으로 명칭한다. Smith(1971)는 사실적 이해, 해석하기, 비판적 이해, 창
의적 이해를 분류하면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흔히 읽기 기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나 본고에서 읽기 수준이라 명칭하는 것은 외국어 읽기의 차원에서 충분한 단
어의 사실적 이해 및 문장, 글 수준에 이르는 사실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글을 따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글을 평가하고 글과 반대되는 수준의 이해를 하는 비
판적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3)
다. 맥락 차원 요인

외국어로서의 읽기 교육에서 맥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읽기의 과정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 언어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남을
가정할 때, 문어적 의사소통에서 맥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외국어 읽기 상
황에서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상황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어적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즉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글을 이해하고 의미
1) 스키마는 일반적으로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로 분류한다. 김명순(1998)에서는 스키마
이론이 정보 처리 관련 이론으로 독자의 인지 구조에 따라 구분되며 사전 지식과 배경지식
이 지식의 내용적 측면이며 스키마란 배경지식과 사전지식이 인지 구조 내 존재하는 방식
이라고 하였다.
2) 최숙기(2010)는 읽기 능력 발달에 관한 정의적 영향 요인으로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를 제
시하였다. 읽기 동기는 독자에게 읽기를 유도·촉진하고 읽기 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높은 성
취를 거둔다고 하였고 읽기 태도는 읽기 양상을 다르게 해 읽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 읽기 수준에서 이경화(2004)는 사실적 이해를 텍스트 자체에 드러나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서혁(1995)은 추론을 명시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 언어적 지식 및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명시화하는 인지 작용이라고 하였으며 박영목(1995)은 비판적 읽기를 필
자가 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나 증거, 효용성 등을 어떤 기준에 의해 타당하게 받아
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읽기라고 하였다. 즉 텍스트 내용의 타당성
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단계의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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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맥락적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맥락은 그 범위와 층위가 다양하여 본고에서는 상황 요
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상황 맥락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
타난 개념이다. 외국어 읽기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처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
상적, 공공적, 전문적 상황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김도남(2002)
에서 독자가 이해 텍스트를 형성할 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독자는 이해 텍스트를 구성할 때 사회 맥락을 벗어날 수 없고 사회·문화적 요인은
시대 상황과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외국어 읽기 국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세 축인 텍스트, 독자, 맥락의 각각
의 하위 차원에서 외국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영향 요인 10개를 선정하였다. 주요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은 텍스트 차원
에서 식별, 단어, 구·절, 문장, 글 요인이고 독자 차원에서 스키마, 목적, 정의적, 수준
요인이며 맥락 차원에서 상황, 사회·문화 요인이다.4)

Ⅲ 국 외 외국어 읽
.

내·

취

기 성

기준 분석

1. 분석 대상 및 기준

이 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선정된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을 바탕으
로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는 앞에서 검토 및 논
의한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이 실제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은 언어에 따라 각각 2개의 교육과정 혹은 교육과정에
준하는 모형에서 제시하는 읽기 성취기준이다. 먼저 대상 언어는 영어 및 유럽어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고, 영어 및 유럽어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Common
4)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을 탐색하여 텍스트, 독자, 맥락의 하위 차원에서 10개 요인을 선정
하였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텍스트
식별
단어
구·절
문장
글

독자
스키마
목적
정의적
수준

맥락
상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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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과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한국어는 한국어 교육과정(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5)과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모형의 성취기준이 있다. 전체 읽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수는 240개이다.6)
<표 1> 국내·외 교육과정 읽기 성취기준 분석 대상

약호
A
B
C
D

교육과정
읽기 성취기준
유럽공통참조기준
31개
영어과 교육과정
90개
한국어 교육과정(KSL)
72개
국제통용한국어표준모형
47개

대상언어
유럽어
영 어
한국어
한국어

생산주체
유럽평의회
교육부
교육부
국립국어원

위의 <표 1>에 제시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 준하는 모형의 초점과 해당 읽기
성취기준의 분석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유럽 언어를
대상으로 한 공통적인 외국어 기준이다. 이 기준은 40개 국가의 외국어 전문가들의
토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생산 주체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이다. 목적은 유럽인들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언어 행위, 지식·기능,
문화적 능력을 제시하는 데 있고 총 6개의 단계로 외국어로서의 읽기의 각 등급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그 중 읽기 영역의 31
개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7)
다음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은 대상 언어가 영어이고, 생산 주체는 교육부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국내 학습자의 학교 차원의 영어 교육을 위해 개발되
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 급별로 영역별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90개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8)
5)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제 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
는 학습자로 나뉜다. 전자는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이주 노동자 및 그들의 가족, 새터민이 이에 속하고 후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를 배우는 학습자로 취미 혹은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
습자이다. 한국어 교육과정(KSL)은 다문화배경 자녀, 이주 노동자 및 그들의 자녀, 새터민
등이 주대상한 교육과정이고 이는 본고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정(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과는 교육 대상 및 목적,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
다.
6) 읽기 성취기준은 각 개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본고의 분석 기준에 적용하여 항목에 수
기로 체크하고 결과는 빈도 분석하였다.
7)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언어 능력의 제시 등급은 크게 A, B, C 단계로 나뉘고 이는 기초적
언어사용, 자립적 언어사용, 숙달된 언어 사용의 수준이다. 각 등급은 다시 하위 두 단계가
있어 총 6개의 능력 척도로 분류되며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등급 체계를 표방한다.
8) 영어과 교육과정은 총 90개의 성취기준이 있으며 초등학교 급에서 2개의 학년군(초3-4, 초
5-6), 중학교 급에서 1개의 학년군(중1-3), 고등학교 급에서는 기초영어, 실용영어, 실용영
어와 독해,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영어 독해Ⅰ, Ⅱ의 성취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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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과정(KSL)은 대상 언어가 한국어이고, 생산 주체는 교육부이며 국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모국어 학습자와 함께 학교의 틀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국내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와 중도입국 학생, 새터민 등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성취기
준의 대상인 한국에서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유학생 및 외국어로서 한국어
를 배우는 학습자와는 교육의 대상 및 목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언어 소재
가 같다는 점, 학교 급별로 각 6개의 읽기 내용 수준과 영역별 세부 성취기준을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읽기 영역의 내용 성취기준 72개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은 국립 국어원에서 개발한 모형이며 대상
언어는 한국어이다. 이 모형은 국내·외 교육 기관에서 등급과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표준적인 모델 연구에 초점을 둔다. 비록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정신
을 바탕으로 마련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모형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모형은 총 7단계의 등급이 마련되어 있으며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으로 나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중 읽기 영역의 내
용 성취기준 47개이다.9) 이상으로 이 장에서 분석할 전체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
의 읽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수는 총 240개이다.10) 이들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 분석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외 읽기 성취기준의 세부 분석 기준
1. 텍스트 차원
요인

2. 독자 차원 요인
3. 맥락 차원 요인

1-① 식별 요인
1-② 단어 요인
1-③ 구·절 요인
1-④ 문장 요인
1-⑤ 글 요인
2-① 스키마 요인
2-② 목적 요인
2-③ 흥미·동기 요인
사실적
이해
2-④
추론적
읽기수준
이해
비판적
이해
3-① 상황맥락 요인
3-② 사회·문화맥락 요인

음운 식별, 철자-소리 대응 등
단어 재인, 단어 의미 등
구·절 단위의 표현 등
문장 단위 등
글의 유형, 글의 구조 등
독자의 경험, 배경지식 등
정보 찾기 목적 등
독자의 흥미, 동기
중심 내용·세부 내용 파악 등
단어 추론, 함축적 의미 파악 등
글의 적절성·타당성 판단 등
일상적, 공공적, 전문적 상황 등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등

9)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 최상급은 7급으로 등급 체계를 설정하였다.
10) 각 교육과정별, 성취 기준 항목별 약호를 정한 뒤 분석하였다. 약호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경우 A, 영어과 교육과정 B, 한국어 교육과정(KSL) C, 국제통용한국어표준모형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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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국·내외 읽기 성취기준의 세부 분석 기준이며,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성취기준을 예로 포함하여 분석 기준을 밝히
고자 한다. 먼저 텍스트 차원의 분석기준이다. 식별 요인의 분석은 음운의 식별, 철자
와 소리의 대응 관계 등을 포함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의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
을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등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단어 요인의 분석은 단어 수준
의 의미, 단어의 의미 추측 등 단어 수준 등이며 ‘시각적 단어와 함께 주어지는 쉽고
간단한 낱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등의 성취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구·절
요인은 단어의 연속 단위를 제시하거나 구나 절의 표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고
‘나는 매우 짧고, 간단한 친숙한 이름이나 단어, 기본적인 구들을 필요하다면 텍스트
를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 등이 해당한다.11) 문장 요인 분석은 문장 단위를
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나는 그림을 포함하는 짧고 간단한 지시문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문장 단위 내용을 포함한 경우이고, 글 요인은 글의 유형 및 글의 구조
가 포함된 경우 분석하였다. 즉, ‘사건을 서술하는 편지, 팸플릿, 신문기사 같은 비교
적 간단한 글로 된 자료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의 성취기준이 해당한다.
다음은 독자 차원의 세부 분석 기준이다. 스키마 요인의 분석은 독자의 배경지식
과 경험 등을 포함한다. 읽기 목적 요인으로는 특정 정보를 찾는 훑어 읽기와 글 전
체의 정보를 검색하는 다시 읽기 등이 제시된 성취기준을 포함하는데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훑어 읽고 요지를 파악한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의적 요인의 분석은
독자의 관심, 흥미, 태도, 효능감 등이 포함되며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과 관련된
주제의 간단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읽기 수준
요인의 분석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와 같이 이해의 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맥락 차원의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황 맥락 분석은
외국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일상적, 공공적, 전문적 상황을 포함한다. ‘전
문적 분야에 관한 긴 글을 읽고 중심내용을 요약한다.’의 성취기준은 전문적 상황이
명시된 것으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의 분석은 시대 상황 또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성취기준을 포함하며 ‘나는 현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저
자의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을 표명하고 있는 기사와 보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등의 성취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분석 기준을 통해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들의 읽기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
2. 분석 및 논의

11) 이 때 단어와 구·절이라는 중복된 요인이 성취기준 내 반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본고에
서는 성취기준상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중복 분석하여 결과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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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의 분석을 통해 Ⅱ장에
서 이론적 탐색을 통해 마련한 외국어 읽기의 영향 요인을 실제 외국어 교육과정에
서 무엇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수
대비 각 요인의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각각의 외국어 교
육과정은 약호로 표시하였는데 A는 유럽공통참조기준, B는 영어과 교육과정, C는 한
국어 교육과정(KSL), D는 국제통용표준한국어모형이다.
가.

텍스트

차원 요인

국내·외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에서 텍스트 차원 요인인 식별, 단어, 구·
절, 문장, 글 영향 요인이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읽기 성취기준의 텍스트 차원 요인 분석
텍스트 차원
식별
단어
구·절
문장
글
계

A
0
0%
6
16.7%
3
8.3%
0
0%
27
75%
36
100%

B
2
2%
9
9.5%
5
5.3%
3
4.2%
75
79%
95
100%

C
3
4%
16
21.3%
0
0%
11
14.7%
45
60%
75
100%

D
3
6.4%
2
4.4%
0
0%
1
2.2%
40
87%
46
100%

<표 3>의 각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 기준들은 본고의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텍스트 차원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텍스트 차원 요인 가운데 공통적으로 비중있게 성취기준에 반영된 요인은 글
요인 및 단어 요인이 있다.
먼저 글 요인은 분석된 각각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 모두 매우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글의 유형, 글의 구조가 성취기준상 드러나는
데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경우 글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의
경우 글의 구조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앞선 Ⅱ장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같
이 글의 유형 및 구조가 외국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뒷받침한다. 본고에서 새롭
게 구성할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 역시 외국어 읽기 상황에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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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글의 구조 및 유형 등의 글 요인을 높은 비중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어 요인은 초급 및 고급 단계에서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초
기 외국어 학습자에게 충분한 단어 제공은 필수적인데 단어의 인식부터 이해가 외국
어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단어 요인은 수준에 따라 위계적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 단계의 성취 기준은 단어 재인 및 기본 의미 파악과 같은 형
태가 나타나고, 고급 단계의 성취기준은 전문 어휘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읽
기 내용 성취기준 구성에서도 이와 같이 단어 요인을 비중있게 반영하되 수준별 위
계를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구·절 요인은 대상 언어에 따라 성취기준별 반영 유무의 차이가 있는데 대상
언어가 영어인 유럽공통참조기준 및 영어과 교육과정에만 반영되어 있다. 즉, 한국어
를 대상 언어로 한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에서는 구·절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낮
게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나.

독

자 차원 요인

다음으로는 독자 차원의 읽기 영향 요인들이 국내·외 외국어 읽기 내용 성취 기준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독자 차원 요인 분석
독자 차원
스키마
정의
목적

수준
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A
5
11.3%
2
4.5%
6
13.6%
29
65.9%
1
2.2%
1
2.2%
44
100%

B
3
3.5%
0
0%
3
13.5%
57
66.3%
17
19.8%
6
7%
86
100%

C
4
6.3%
0
0%
0
0%
51
81%
3
4.8%
5
7.9%
63
100%

D
2
4.2%
0
0%
0
0%
42
87.5%
3
6.3%
1
2%
48
100%

위의 <표 4>를 통해 각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 기준이 Ⅱ장에서 검토한 독
자 차원의 하위 요인을 성취기준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 차원
요인 중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는 요인은 읽기 수준 및 스키마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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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읽기 수준 가운데 사실적 이해는 모든 외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매우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일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며 읽기 교육에서도 일상적인 문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궁극적인 목
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적 이해는 분석 결과와 같이 모든 수준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사실적 이해에 비중을 두면서도 추론적 이해 및 비판적 이해
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이해 단계로 읽기 수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교
육에서 현재 학문 목적 학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중급 이상
의 단계에서는 추론적 이해 및 비판적 이해로의 이해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스키마 요인 역시 분석한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 모두에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외국어 독자는 모국어 독자에 비해 연령이 비교적 높고 어느
정도의 초기 식별 및 단어 수준의 교육을 거치면 배경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에도 비중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의적 차원 요인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 내용 성취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비록 학습자의 흥미·동기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는 학습의 지속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성취기준에 포함하여 학습자의 정의적인 부분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다. 맥락 차원 요인

다음은 맥락 차원의 읽기 영향 요인들이 국내·외 외국어 읽기 내용 성취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읽기 내용 성취기준의 맥락 차원 요인 분석
맥락 차원
상황
사회·문화
계

A
12
92.3%
1
7.7%
13
100%

B
40
100%
0
0%
40
100%

C
23
85.2%
4
14.8%
27
100%

D
2
50%
2
50%
4
100%

<표 5>를 통해 맥락 차원 요인은 일상적, 공공적, 전문적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요인이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회·문화 요인에 대한 고려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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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에서 반
영하고 있으며 국제통용한국어표준모형에서는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읽기 활동을 수행할 때 다양한 차원의 상황 맥락을 충분히 반영
하는 것은 효과적이며 또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제
공할 때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외국어 읽기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분석 결과를 통해 Ⅳ장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읽기 내용 성취기준 구성 방안에의 시사점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
의 교육과정들은 텍스트, 독자, 맥락 차원에서 성취기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하위 범주의 읽기 영향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즉,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검토
하여 선정된 읽기 영향 요인이 실제 외국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각 읽기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요인을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으
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차원에서의 단어 및 글 요인, 독자 차원에서의 스키
마 요인 및 읽기 수준 요인, 맥락 차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맥락은 본고
에서 구성하는 읽기 내용 성취기준에서도 비중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영향 요인은 각각의 교육과정들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연계성과 위계성을 바
탕으로 한 수준별 구성이 필요하다.

Ⅳ 국어
. 한

교육과정

읽

취

기 내용 성

기준 구성 방안

지금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Ⅱ장에서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Ⅲ장에서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에 무엇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 및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 읽기 내용 성취기준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자가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성취하기
를 기대하는 능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일상생활 속 기본 문어 의사소통 능
력의 신장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대상 언어를 통해 그 사회 구성원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 학문 목적,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등으로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크게 늘어나 한
국어 학습 능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뿐 아
니라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성취기준에 반
영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와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이함으로 인해 언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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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의사소통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적 이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는 간접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 기능이므로 읽기 성취기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차원으로 설정한다. 첫째, 한국어 읽기를 통해 일상생활
과 기본 의사소통에 필요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읽기를 통
해 다양한 학업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문어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즉, 한
국어 읽기를 통한 기본 문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학습 목적을 반영한 읽기 차원의
학문적 문식성 신장, 그리고 한국어 읽기에 필요한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읽기에 대
한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타당한 읽기 내용 성취기
준의 마련을 위해 본고에서는 Ⅱ장의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의 이론적 검토와 Ⅲ장
의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내
용 성취기준의 구성 원리와 구성 방안을 나누어 제안하였다.

국어

1. 한

교육과정

읽

취

기 내용 성

기준 구성 원리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의 구성 원리는 내용 선정 원리와 내용 조
직 원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용 선정 원리는 한국어 읽기 교육의 학문적 특성 및
학습 목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은 앞서 논의한 한
국어 학습자의 사회적 요구와 한국어 읽기 교육의 목적을 반영하면서도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읽기 과정 속에서 중요하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고의 Ⅱ장에서 외국어 읽기 상
황 국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세 축을 텍스트 차원, 독자 차원, 맥락 차원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하위 차원에서 10가지 요인을 선정하였고, Ⅲ장에서는 실제적 자료를 통해 이
론적 논의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의 내용 성취기준은 앞서 검토된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성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교육 내용의 조직에 관한 원리를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위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읽기에서
문자의 식별부터 단어와 글의 이해로, 목적에 따라 기본 의사소통부터 학업 수행 능
력과 문화적 소양이 함양된 높은 단계의 의사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급 수준 학
습자의 경우 언어적 배경지식 및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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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향식 이론을 근거로 낮은 단계의 식별부터 단어, 문장, 글 차원의 학습이 이루
어져야 하며 이후 중급에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글 차원에서 다양한 글
유형과 글의 구조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비판적 읽기 및 사
회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을 위계적으로 배열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조직 시, 학습자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의 깊이와 폭을 달리
해야 한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형태로 구성하면서 읽기의 주요 영향 요인이 반복
·심화되어 학습을 도와야 한다. 즉 한국어 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관
련 내용들이 상위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반복·심화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읽기 내용
이 충분히 학습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조직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의 내용 선정 및 조직의 구성 원리를 반영하여 수준
별 내용 성취기준을 제안할 것이다.

국어 읽

2. 한

취

기 내용 성

기준 구성 방안

한국어 교육의 현장은 수준별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초급, 중급,
고급을 기준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내용 성취기준 역시 이러한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초급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은 상향식 모형을 근거로 Ⅱ
장에서 검토한 텍스트 차원의 하위 요인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초기 외국어 독자의
음운 식별부터 단어의 재인, 단어 의미의 이해의 단계를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또한
식별과 단어 요인를 중점으로 독자의 스키마를 함께 고려하여 어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어의 이해는 문장과 글 차원의 읽기에 중요한 토양이 되므로
초급에서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맥락의 제시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을 목표로 두고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전체 초급 내용 성취 기준의 구성
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초급 내용 성취 기준 구성

1) 한글의 자모를 식별하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간단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일상 생활 속 표지나 지시문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다.
4) 쉽고 간단한 문장을 끊어 읽을 수 있다.
5) 간단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6) 관심 있는 일상 소재의 글을 읽을 수 있다
7)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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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의 첫 번째 성취기준은 식별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음운의 식
별은 단어의 재인과 단어 의미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급 한국어 읽기
의 내용 성취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요인 중 단어 요인과 독자의 스키마 요인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식별에서 나아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유창한 읽기를 위해 필수
적이다. 한편 초급 수준의 독자는 세계에 대한 지식은 있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적어
세계에 대한 지식이 이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차원의 단어 요인과 독자 차원의 사실적 이해 및 상황
맥락을 고려하였다. 초급 수준의 독자는 식별과 단어 재인을 지나 단어의 의미를 이
해하는 단계의 학습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다양
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차원의 문장 요인과 독자 차원의 읽기 목적 요인을 고
려하여 제안하였다. 성취기준이란 학습자가 성취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문장
끊어 읽기를 제시하여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친숙함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를 도울 수 있다.
다섯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차원의 문장 요인과 독자 차원의 읽기 수준 중 사실
적 이해를 고려한 성취기준이다. 단어 차원의 이해에서 확장된 문장 차원의 이해로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파악하고 문장 수준에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여섯 번째 성취기준은 글 요인과 독자 차원의 정의적 요인,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 기준은 독자가 자신이 선택하여 읽기를 할 수 있는 정의적 요인을 포
함하여 한국어 읽기 동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읽기 개념을 갖게 하고자 구성하였으며
초급 수준의 일상 맥락을 함께 제시하였다.
일곱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차원에서 쉽고 간단한 주제의 글 전체 내용을 제시
하여 이를 이해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초급 한국어 읽기 내용 성취기준
은 Ⅱ장에서 검토한 상향식 모형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요인을 비중있게 구성하였으
며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읽기 중급 내용 성취기준이다. 읽기 내용 성취기준은 전체적으로
텍스트 차원에서는 글 요인을 중심으로 글의 유형과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형식 및 내
용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키마 요인 비중을 높이고, 일상적 문어
의사소통의 발전 및 학업 수행의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구성하였다. 또한
중급 수준에서는 읽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적 소양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함양하는 차원의 성취기준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안하
였다. 한국어 읽기 중급 내용 성취기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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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중급 내용 성취 기준 구성
1) 친숙한 글에서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사전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설명문을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3)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논설문 등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할 수 있다.
5) 사회·문화적 소재의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6) 관심 있는 분야의 비전문적인 글을 사전을 활용하여 읽을 수 있다.

위의 <표 7>의 첫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차원에서는 단어 확장, 독자 차원에서
는 스키마 요인의 활용을 통한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어휘력은
모든 수준의 읽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본 의사소통에
필요한 단어의 충분한 학습은 일상적 의사소통을 넘어 학업 수행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 때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학습자에 비해 비교적 연령이 높고 세계
에 대해 더 많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키마와 같은 독자 요인이 텍스트 요
인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성취기준은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였다. 중급은 다양한 글의 유
형, 글의 구조 차원의 교육 내용을 통해 읽기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의 유
형과 글의 구조는 외국어 읽기 이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외 외국어 읽기 성취기준의 분석에서도 이를 비중있게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사실적 이해는 기본적인 문어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며 설명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대체적으로 문어 의사소통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성취기준은 글의 유형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이해 수준의 중심 내용 파악
하기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중급은 다양한 유형의 글을 만나면서 한국어 읽기의 폭
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성취기준은 논설문과 같은 논쟁적 텍스트 유형에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
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Ⅲ장의 논의에서와 같이 읽기 수준은 중급 단계부터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급부터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논
설문과 같은 주장하는 글의 유형을 제시하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단계를 구성하
였다. 또한 앞서 Ⅲ장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에 대한 성
취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 성취기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고
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구성하였고 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추론적
이해를 통해 읽기 수준을 확대하는 것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소양을 신장시
키고자 하는 내용 성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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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성취기준은 독자 차원에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의적 요인
을 고려하고, 독자의 스키마를 활용하는 읽기 내용 성취기준이다. 이 내용 성취기준
은 중급의 한국어 독자가 읽기에서 더욱 복잡하고 심화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흥
미와 동기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읽기 내용의 확장을 고려한 것이다. 즉, 간
단하고 일상적인 내용에서 나아가 과학, 예술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학습자 수준이 전문적인 글을 읽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비전문적인 글을 유형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읽기 고급 내용 성취기준이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학문 수행 및
전문가 과정의 목적을 가진 학습자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텍스트 차원에서는 전문적
인 어휘 및 전문 분야의 글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고, 독자 차원에서는 스키마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의 단계로 읽기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황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의 비중을 높인 내용 성취기
준이 구성될 필요가 있어 이를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성취 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고급 내용 성취 기준 구성
1) 전문 분야의 어휘를 사전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적인 정서 및 문화적 배경이 나타난 글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관심 있는 전문 분야의 글의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소재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논설문 유형의 글을 읽고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위의 <표 8>의 첫 번째 성취기준은 텍스트 차원에서 전문적인 글을 읽기 위한 전
문 어휘 및 빈도가 낮은 고급 어휘를 포함하며 독자의 단어 구성에 대한 정보와 관
련한 스키마를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두 번째 성취기준은 고급 수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함축적인 단어를
추론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한국 사회의 정서나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문화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이다.
세 번째 성취기준은 관심 있는 텍스트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독자 차원의 정
의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일상생활 차원의 안내문, 설명문, 논
설문 등을 넘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문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
네 번째 성취기준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충분한 사회·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영역의 글을 읽을 수 있음을 중요함을 전제로 읽기 수준을 확대하여 비판
적 이해의 읽기 수준을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 성취기준은 고급 수준에 걸맞는 충분한 비판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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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유형 가운데 논증적 텍스트 유형을 포함하였다. 또한 글에 나타난 상황을 고려
하여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비판적인 수준의 이해로 읽기 수준을 확대하는 성
취기준을 제안하였다.

Ⅴ

.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교
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을 수준별로 제안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학습자에 비해서 읽기 기능을 통해 다른 기능을 학습하
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며 문화를 습득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론적·실제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읽기 교육과정
의 내용 성취기준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읽기의 개념과 과정을 바탕으로 읽기
상황 국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는 세 축으로 구성되며 텍스
트 차원, 독자 차원, 맥락 차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 읽기 이론의 탐색을 통해
세 차원의 하위 범주에서 외국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논의하였
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국내·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내용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대상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 영어과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KSL), 국제통용 한국어표준모형이며 이들을 세부 준거에
따라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후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
과정의 수준별 내용 성취기준을 제안하였다. 학습자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
국어 읽기 교육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읽기 내용 성취 기준을 제안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점에서 의
의가 있고 외국어 읽기 영향 요인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론적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외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성취기준을 분석·논의하여 실제적 기준을 검토하여 한
국어 읽기 교육 관련 논의에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를
마치며 본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 과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영역의 내용 성
취기준을 바탕으로 한 평가 기준 및 도구 개발과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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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chievement Standards of
Reading Curriculum of

K

orean as a Foreign

L

anguage

Lee, Eunjin(Pusan National
Kwon, Yeon-Jin(Pus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chievement standards of Korean reading curriculum.
In particular, it focuses on contents of Korean reading curriculum.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First of all, we reviewed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factors affecting foreign language reading and discussed reading component and some
crucial factor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we examined three components; text,
reader, and context were selected. Then, factors in these components were identified.
Text factors were selected by Bottom-up models, reader’s factors by Top-down
models, and context factors by Social constructionism.
Next, we analyzed reading curriculum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This
analysis and discussion were done to identify how reading affecting factors are
reflected in foreign language reading curriculum. In addition, Korean language
materials were analyzed in terms of Korean education’s experience and know-how.
Finally, we established main objectives of Korean reading curriculum for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Korean reading
curriculum for 3 levels were set. It was reflection of influencing factors of foreign
language an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future studies. By proposing reading
curriculum constitution that reflects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education, we
expect to help in the subsequent study on Korean reading education and curriculum.
Key words: Korean curriculum, Korean reading, contents of Korean
reading, Korean reading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Korean
reading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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