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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급반 L2 쓰기 수업에서 번역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이 응답한 번역기의 필요성,  신뢰도, 
한계를 통해 그 타당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대학에서 초급 L2 수업을 수강한 117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11명은 추가적으로 실시된 심층면접에서 응답 내용을 설명했다. 수집된 자료에서 쓰기 수업에 활용된 번역기
의 신뢰 정도, 효과, 사용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76.1%가 쓰기 활동에서 나름대로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번역기를 통해 부족한 영어 능력을 보완했고, 그 과정에서 
수업참여의 동기와 자신감이 고취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학생들은 부정확한 기계번역을 검토와 수정이라는 중요한 
학습 과정을 생략한 채 그대로 옮겨 쓰게 된다면 학습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표절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번역기는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효율적인 학습 도구이며 효과적이고 완성도 있는 글쓰기를 위해 활용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번역기, 기계번역, 영어 글쓰기, 번역 오류, 표절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beginner-level learners' use of translators in L2 writing, and 
shed light on its validity in writing performance through their responses on the necessity, reliability and 
limitation of machine translation. 117 university students from beginner-level L2 writing class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dditionally, 11 of them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answers. The survey 
and interview data revealed varying viewpoints such as reliability and effects as well as reasons for 
choosing translator-assisted writing. The vast majority(76.1%) used web-based machine translators for 
their writing activities, and employed various strategies to help their insufficient L2 skills and to 
increase their motivation and confidence. On the other hand, they exhibited its detrimental effects 
including it could lead to plagiarism, and interfere with the learning process unless they post-edited 
the given translation. However, translators were viewed as a new, efficient, and valid educational tool 
for effective and successful L2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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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의 

정보공유가 급증함에 따라 대학의 영어교육 또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영어(L2) 글쓰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커리큘럼의 변화와 교육 프
로그램의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양교육으로서
의 L2 글쓰기가 필수교과로 지정되거나 다양하게 개설되
고 교수 인력과 글쓰기 센터가 보강되어 학생들에게 적
극적인 글쓰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 이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글쓰기 능력진단, 첨삭지도와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다[2].

L2 글쓰기 교과에서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을 반영한 교수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수업모형 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에 효과적인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EFL 학습자
의 글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학
습자는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
집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주제
에 대한 글쓰기 작업이 자료검색의 창을 클릭함과 동시
에 글에 반영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들을 얻게 된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작성하는 과정에
서도 어휘검색이나 번역작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의 기능은 점차 PC를 대체하고 있는 스
마트폰과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보다 본격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예로, 음성인식과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번역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쉽게 설치되며 
동시에 여러 가지 학습기능을 구현한다. 생소한 어휘들을 
직접 입력하는 대신 간편하게 음성이나 사진을 입력하면 
해당 언어로 번역을 제공하고, 입력된 문장의 경우는 어
휘와 문장에 대한 교정을 거쳐 번역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EFL 수업과 EFL 학습자들
의 개인적인 L2 학습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
한 교육적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L2 쓰기 교육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L2 쓰기 수업에서 
번역 어플리케이션이 빈번히 사용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현황, 효과,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초급반 L2 글쓰기 수업에
서 학생들의 번역기 사용 현황을 알아보고, 2) 그들이 인
식하는 L2 글쓰기에서의 번역기의 필요성, 신뢰도, 한계

를 통해 그 타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2.1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MT)과 번역 
    어플리케이션

컴퓨터가 주체가 되어 언어를 번역하는 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 MT)은 컴퓨터 역사와 발전적 
흐름을 같이 한다. 1949년, Warren Weaver[3]는 당시 
Claude Shannon가 주축이 되어 이끌었던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의 통계학적 접근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계번역을 처음 제안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이후의 
연구에서 곧 사라졌지만 기계번역 연구에 촉매 역할을 
하여 1951년, MIT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성능은 초기의 기대와 달리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지 못했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
부와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4]. 통계적 방법을 도입한 통계기반 기계번역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이라는 혁신
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원문과 번역문의 대규모 
병렬 말뭉치(corpus)나 구 단위의 정렬을 찾고 빈도수를 
구해 가장 높은 확률값을 기반으로 번역을 수행하게 된
다[5]. 이러한 방식은 단어와 구 단위의 번역이라는 특성
으로 인해 번역문에 제시된 대역어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연결과 어순변경의 규칙에 오류가 많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단어사전과 번역규칙을 이용한 규칙기반 기계번역
(Rule-Based Machine Translation)과 말뭉치 데이터
를 활용한 통계기반 기계번역을 토대로 전개되었던 기계
번역은 2013년 혁신적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인공지
능(AI)의 발달로 딥러닝(deep learning)이 도입되면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관계에 인공 신경망을 적용하여 번
역을 학습·실행하는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NMT)이 개발되었다. 2016년부터 이를 적
용한 구글(Google)은 단어나 구 단위의 개별적(discrete)
이고 지역적인 결정(local decision) 대신에 문장 전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속적(continuous)이고 전체적인 결
정(global decision)에 기초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5]. 즉, 문장 전체의 문맥을 파악한 후 구나 절 단위
의 가장 적절한 의미를 반영해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자
연스러운 번역을 도출한다[6].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기업들이 전환된 시스템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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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번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번역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웹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에서도 사용이 가능
한 모바일 앱(Application: App)이 다양하게 출시되었
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번역 서비스를 보유한 구글은 현재 
103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구글 번역기(Google 
translator)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 수는 월 5억 명에 이
른다(Wikipedia).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는 50개 이
상의 언어에 대한 빙 번역기(Bing translator)와 마이크로
소프트 번역기(Microsoft translator)를 운영하면서 스카
이프(Skype)를 통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으로 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바이두(Baidu)등에서 자체적으로 개
발한 신경망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요 IT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파파고
(Papago)와 카카오의 번역 베타(beta)를 들 수 있다. 파
파고의 경우, 구글보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 간에 NMT를 
적용했고 초기에는 스마트폰 앱에 서비스를 한정했으나 
현재는 PC 버전으로도 출시, 보급되고 있다[5].

텍스트 입력 기반의 기계번역에서 출발한 번역기술은 
나아가 음성인식, 음성합성, 문자인식 기술을 결합하는 
기술력에 힘입어 점차 편리한 번역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음성이나 문자를 인식하여 텍스트로 전환하여 
번역을 실행하거나, 음성합성 기술로 번역 텍스트를 음성
으로 들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입력된 이미지를 문
자인식 기술과 연동시켜 텍스트로 변환시킨 다음, 번역을 
시행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모바일 앱은 번역
품질 면에서 아직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만,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며 편리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 동시에 시장규모와 사용자 수도 급성장하고 있다.

2.2 선행 연구
기계번역을 L2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효과에 대

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번역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계번역의 부정확
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업에 기계번역을 도입하여 긍
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Ball[7]은 기계번역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번역 오
류에 주목했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계번역으로 얻은 문장
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게 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수방법임을 강조했다.

Lewis[8]와 La Torre[9]도 기계번역의 긍정적인 효과

를 스페인어 수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이 향후 번역 업무에 종사하려는 학
생들이나 번역 수업을 수강하는 고급반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Somers[10]의 연구는 고급반 
번역 수업 뿐만 아니라 초급과 중급 수준의 L2 학습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문제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전문적인 번역을 학습하는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L2 수업에서 기계번역이 L2 쓰기를 위한 긍정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수업에 적용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Williams[11]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웹기반 기계번역
(Web-Based Machine translation: WBMT)은 글쓰기 
과제를 사용하는데 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영어-불어
간 웹기반 기계번역에서 발생하는 문법적, 표현적 오류와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학생들의 기계번역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 오류를 극복하
도록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목표 언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교사들은 수업을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글을 작성한 
이후에 학생이 작문한 문장과 기계번역을 통해 얻게 된 
목표 언어의 번역을 비교해 보거나 발견되는 기계번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외국어 학습에 적용해볼 만한 유
의미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주장은 Correa[12]에서도 발견되는데, 영어가 
L1이며 스페인어를 L2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번
역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두 언어 간의 문법적 차
이와 번역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통사적 차이와 원문의 
뉘앙스를 반영하지 못한 번역에 대해 기계번역의 신뢰성
을 저하하는 근거로 보기보다는 초기 원문의 작성과 검
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학습 활동으로의 전환에 무
게를 두고 있다. 

Niño[13]는 외국어 학습에 관련된 기계번역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해 네 가지 유형으로 기계번역을 구분했
다. 바람직한 모델로서의 기계번역, 잘못된 모델로서의 
기계번역, 직업을 위한 훈련 도구로서의 기계번역, 그리
고 “CALL 도구”로서의 기계번역인데, 여기에 제시된 기
계번역의 효용성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
생과 교수자의 인식을 조사했다. 고급반 스페인어 수업을 
수강한 16명의 학생들 가운데 75%가 학습 도구로서의 
기계번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81%는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기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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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국어 학습에 자신감을 고취시켜 준다는 응답도 
75%에 달했다. 더불어 대학 단위의 외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30명의 교수자들은 대부분(93%) 기계번역을 익숙
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70%는 번역 연습 및 비교, 검토
뿐만 아니라 읽기 학습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잠재적 효
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응답자만이 실제로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제한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향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
계번역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면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을 고려한다는 응답을 통해 수업 도구로서
의 기계번역이 갖는 가치를 조명했다.

Garica와 Pena[14]는 영어가 L1이면서 스페인어를 
L2로 학습하는 중급 이하 수준의 16명을 통해 기계번역
이 초급 수준의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를 조사했다. 이들에게 나타난 기계번역의 효과는 몇 가
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학생들은 L2 쓰기에서 더 많은 단어를 쓰면서 글의 분량
을 늘렸고 문법과 문맥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점차 구사
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효과는 L2 수준이 낮을수록 두
드러져 기계번역이 오히려 초급반 학습자들에게 효율적
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통사
구조가 유사할수록 언어의 학습에 반영되는 기계번역의 
효과는 더욱 클 수 있고 글쓰기 수업에서 읽기 수업에 이
르기까지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학습에 활용하는 기계번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 Clifford 등[15]은 로망스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계번역이 새로운 어
휘를 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부작
용을 감안하면 기계번역은 수업 도구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로는 실력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부정확한 
번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이상의 수준에서 사
용되는 기계번역도 언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다는 한계를 들고 있다. 

또한, 기계번역을 부정행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여러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기계번역을 수업에서 제한
해야 한다는 Gaspari[16], Somers[10]와 같은 입장으로 
Baker[17]는 L2 쓰기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수자의 인식
을 소개하면서 기계번역이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과 더
불어 표절 또는 부정행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기계번역의 기술적 한계도 L2 수업에서의 기계번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더하고 있다. Harris[18]
는 영어-일본어간 기계번역이 일으키는 오류를 중심으로 

기계번역은 궁극적으로 L2 학습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기계번
역이 글쓰기 과정을 무시하면서 중요한 과정들을 건너뛰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번역의 질은 복잡한 인간의 
언어의 통사적, 의미론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분별한 기계번역의 사용은 엉뚱한 문장을 구사하
게 하거나 그에 대한 지각을 방해한다고 했다. Groves 
& Mundt[19]는 구글 번역기가 중국어와 말레이어를 번
역한 영어 문장이 문법과 어휘 오류를 감안하면 중급 학
생 수준의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이 기계번역의 오류를 줄이며 성능
을 향상시키게 된다면 L2 학습과 교수법에는 상당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L2 교육에서 번역기의 사용이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드문데, 임희주[20]는 학습자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기대치를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서는 학습자들이 어휘나 표현을 찾거나
(46%) 문장구조(42%) 또는 문법(32%)을 확인하기 위해
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학습자가 L2 학습
에서 피드백을 받을 경우 교수자나 동료보다 번역기를 
가장 희망한다는 점과 피드백이 문장구조(19%), 문법
(18%), 어휘(16%), 영작 및 해석(19%) 등에서 이루어지
길 기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번역기 사용
에 대한 기대치는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영작
문의 내용 완성도나 표현의 향상에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았으나 문법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질적 데
이터는 번역기의 사용 유무에 따른 과업의 예시와 인터
뷰를 바탕으로 글쓰기에서 수정된 부분이 번역기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학습자의 보충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번역기의 발전과 확산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기의 사용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L2 수업에서 번역기의 전반적인 사
용 또는 허용현황, 학습효과 유무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번역기 사용과 
관련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법 마
련이 필요해 보인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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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평균연령=20.8세)이다. 117명의 학생(남자=71명, 여
자=4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이 가운데 11명(남자=7
명, 여자=4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2
학기에 연구자의 <글로벌 영어 2>를 수강했으며 모두 초
급반으로 편성된 4개의 분반에서 동일한 수업요건과 과
제를 이수했다. 

<글로벌 영어 2>는 1학년 대상 교양필수로 지정된 2
학점 단위 영어 쓰기 교과목으로 수강생의 영어 능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수준 
평가는 1학기에 개설되는 <글로벌 영어 1>에서 교수자가 
중간·기말 평가를 종합해 1차적으로 한다. 그러나 <글로
벌 영어 1>이 말하기에 중점을 둔 교과목이기 때문에 쓰
기 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영어 
2> 수업의 첫 주에 쓰기 평가를 시행하고 수준 변경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분반을 재조정한다. 이는 
토익성적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수준 평가가 실제로 
말하기나 쓰기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한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초급반 수업에서는 700점 이
상의 토익성적 보유자(5명, 4.3%)가 포함되어 있다. 
TOEIC 성적의 분포는 600점대에 8명(6.8%), 500점대
에 24명(20.5%), 400점대에 27명(23.1%), 395점 이하
(18.8%)와 성적 없음(26.5%)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교과목의 대상자인 1학년 수강생이 대부분
(100명, 85.5%)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수강을 포함한 그 
외의 학생(17명, 14.5%)도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자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의 목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문조사 이
후에 자발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생은 
11명이었고 이들에게는 인터뷰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
다. 이들은 각각의 분반에서 고르게 자원했기 때문에 전
공과 L2 학습기간(평균=7.3년)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Table 1 참조). 설문조사를 마친 후 11명의 학생들이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3.2 연구 과정
<글로벌 영어 2>는 L2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강의와 

토론, 인터넷 검색, 쓰기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교
재를 이용한 문장연습과 오류 작문의 수정 방법 및 에세
이 작성,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교재를 사용한 수업이었
지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교재에서 다루어
진 반복되거나 지루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에세이 주제로 사용했다. 에세이를 작성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
터넷 검색을 병행하는 토론을 하도록 했다. 이후에 학생
들은 자유롭게 번역기를 사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했고, 연
구자는 쓰기 과정을 관찰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했다. 제한
된 시간에 에세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로 다음 수업 이틀 전까지 브레
인스토밍, 적색 펜으로 오류를 수정한 첫 번째 손 글씨 
에세이와 프린트로 완성된 최종 에세이를 제출했다. 연구
자는 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의 에세이를 수정하여 반환했
고 주된 오류들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학생들의 번역기 사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학생들
의 학기 초 요구에 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다소 다
르게 진행했다. 중간고사에서는 번역기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에, 기말고사에서는 번역기 사용을 금지했고 대신 시
험문제를 한 학기동안 다루었던 12개의 주제 가운데에서 
출제했다. 12개의 주제는 다양한 장르의 에세이와 초급
반 학습자의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기말고
사 후에 설문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어 인터뷰가 실시되
었다.

3.3 연구 자료와 분석
1차적 연구 자료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친 이후인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했다.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는 총 17개 문항
으로 신상과 학습배경을 묻는 5개 문항, 사용하는 번역기
에 관한 4개 문항(번역기를 사용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번역기를 사용하는가, 번역기는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
는가, 번역기를 사용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번역기

ID Gender/
Age Major TOEIC 

score
EFL 

(years)
A M/ 19 Engineering 725 6
B F/ 19 Engineering 560 10
C M/ 23 Law 760 8
D M/ 20 Philosophy 450 7
E F/ 19 Performance 440 6

Table 1. List of Interview Participants

F M/ 19 Physical Ed. 670 6
G F/ 24 Business 520 13
H M/ 21 History 645 12
I F/ 19 Dance None 6
J M/ 20 Communication None 6
K M/ 19 Counselling 490 11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104

의 신뢰도를 묻는 4개 문항(번역기를 신뢰하는가, 번역기
를 사용한 문장에 만족하는가,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번역기 사용 후 문장을 검토하는가), 
L2 수업에서 번역기 사용의 타당성을 묻는 3개 문항(영
어 글쓰기 수업에서 번역기 사용은 필요한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으로 구성되었
다. 번역기 사용의 빈도와 신뢰도, 타당성과 관련된 총 5
개 문항은 5 point-Likert scale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2차적 연구 자료는 설문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심
층면접에 참여한 11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집되었다. 심층
면접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2
명 내지 3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했고, 각각의 
그룹은 3회의 인터뷰에 참여했다. 50분 동안 진행된 인
터뷰는 1차의 경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과 설명으로, 2차와 3차에서는 이전 응답에 대한 확인 및 
부가 설명,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학생들의 응답을 충분히 유도하기 위해 그룹의 구성
원들을 3회의 인터뷰에서 그대로 유지했고, 다음 인터뷰 
준비를 돕기 위해 사전에 예상 질문을 이메일로 전달했
다. 연구자의 인터뷰 진행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개입은 사전에 주어진 질문 소개와 불확
실한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의 요구로 국한했다.

1차 인터뷰는 번역기 전반에 관한 이용 정도, 장·단점
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고 2차와 3차에서는 번역기 사
용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인터뷰는 녹
음되었고 곧 전사되어, 후속 인터뷰 준비에 우선 활용되
었다. 부연설명이 요구되는 부분과 지나치게 주관적인 내
용들을 확인하여 이후의 인터뷰 질문에 첨부했다.

전사된 인터뷰 내용은 우선 번역기의 사용 여부에 따
라 두 부류로 구분했다. 번역기 사용자와 비사용자 그룹
의 자료를 긍정적·부정적 견해로 분류했고 이를 번역기
의 신뢰성, 효과, L2 수업에서의 필요성 여부 등의 카테
고리로 재분류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에 대한 객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교과를 담당했던 동료 교수가 
검토했으며, 이후에 각각의 학생들에게 해당 인터뷰 내용
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자신의 의견이 정확히 정리되었는
지를 재확인했다.

4. 연구 결과 
4.1 번역기 사용 현황

번역기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 <글로벌 영

어 2>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번역기를 사용하여 글쓰기
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7 명의 응답자 가운데 
28명을 제외한 89명이 번역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어느 번역 앱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한다’는 애매한 응답을 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번역기는 두 종류였다. 
파파고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졌고(72.9%), 나머지는 구
글을 쓰거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포함
하면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의 사용자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괄호 안에 표기).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Google Translate n=16 18.8% (27.1%)
Papago n=55 64.7% (72.9%)
Both n=14 16.5%

Table 2. Translators Used in the Class         (n=85)

파파고를 사용한다고 밝힌 학생들은 그 이유로 파파고
가 익숙하다는 점과 번역된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
을 들었다. 오랜 사용 기간에 따른 익숙함과 편리함, 한국
어 문장에 최적화된 앱이므로 타 번역기와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일부 학생들은 구글 번역기에서 오히려 기능적 
편리함을 찾기도 했고, 번역된 영어 문장이 더 좋다는 평
가도 있었다. 번역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파파고를 쓰
거나 구글 번역기를 쓰기도 하고, 구분 없이 두 가지 앱
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부터 파파고를 썼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편해요. 한국에
서 만들어서 그런지 한국어 문장을 대충 써도 번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 B, H)

요즘엔 구글 번역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영작할 때 제가 
원하는 문장으로 번역을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학생 A, 
C)

저는 둘 다 써요. 영어 문장 해석할 때는 파파고를 쓰고, 영작
할 때는 구글을 써요. 반대로도 써 봤는데, 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학생 K)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8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사용빈도를 조사했다. 쓰기 활동에서 번역기에 전적으
로 의지하는 경우는 3.4%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50% 
이상(70% 이하)이 가장 많은 비율(30.3%)을 차지했다. 
그러나 30% 이상(50% 이하)와 30% 미만으로 응답한 학
생 수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쓰기 활동에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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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번역기에 의지하지
는 않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번역기의 도움을 받고 있
었다(Table 3 참조).

100% (5) n=3 3.4%
Above 70%(4) n=16 18%
Above 50%(3) n=27 30.3%
Above 30%(2) n=22 24.7%
Below 30%(1) n=21 23.6%
Av.=2.5618  SD=1.15754

Table 3. Degree of Translator Usage      (n=89)

  

글쓰기에서 번역기의 활용 범위는 광범위했다. 어휘나 
적절한 표현을 찾아 주는 사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법
에 맞는 작문의 틀을 제시하고 학생의 작문을 검토해 주
는 등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기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모르는 영어 단
어를 포함해 숙어와 관련된 동사구, 전치사를 찾을 때, 영
작이 잘 안되어 그에 대한 단초가 될 만한 예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자신이 쓴 문장을 검토할 때 번역기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교과서를 통해 문법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번역기가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4.2 번역기 신뢰도 및 만족도
번역기에 대한 신뢰도는 비사용자 그룹(M=1.89)에 비

해 사용자 그룹(M=3.0)에서 높았다. 사용자 그룹의 대부
분은 번역기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그 수치가 높지는 않
았다. 미사용자 그룹의 일부 학생들(46.2%)은 보통
(38.5%) 또는 그렇다(7.7%) 수준으로 번역기에 대한 신
뢰가 있었으나 그것이 번역기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
다 (Table 4 참조).

M SD
Users (n=89) 3.000 81184
Non-users (n=13) 1.8928 .91649 (min.1, max.4)

Table 4. Degree of Credibility    (n=117)

  

신뢰도에 따라 번역기 사용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사용자 그룹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더라도 활용 범위에 
맞게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비사용자 
그룹에서는 낮은 신뢰도가 번역기의 비사용으로 이어졌
다. 흥미롭게도 신뢰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지만 번역

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학생 G와 D는 번
역기가 어느 정도의 번역 풀질을 유지하고 있어 학습자
의 사용역량에 따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
명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도움을 주는 거는 맞는데 검토는 해야죠. (E)

한국어 그대로 번역이 되어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약간의 감
이라도 잡으려고 번역기를 돌리는데 참고만 할 때도 종종 있었
어요. (K)

의도와 다른 문맥에서 번역되어(앞뒤가 안 맞게) 영어 문장을 
제시하기도 하고, 기계적인 표현(어색한 문장)이 나오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단어나 문법 확인 위주로 쓰고 있어요. (A, F)

번역이 항상 틀리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자연스럽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한국어 문장을 잘, 신경 써서 입력하면 맞는 
문장이 나와요. (G)

솔직히 제 영작보다는 나은데, 표현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자꾸 의지하다보면 제 실력이 안 늘어서... 그리
고 교수님이 첨삭해 주시니까 틀리는 거 그때그때 보고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D)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글쓰기에 번역기를 활용한 점
이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
되었다. 번역기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유사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유의미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번역기
를 통해 얻는 결과물에 대해 신뢰하는 만큼 만족도도 그
에 상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Table 5 참조). 

M SD
Users 3.2472 .88267

Table 5. Degree of Satisfaction     (n=89)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번역기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
도의 상응 관계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학생 H를 포
함하여 번역기 사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에서 번역기는 학
습자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글쓰기를 원활하도록 작문의 
틀을 제시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글쓰기 과정에서 학
습자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물론 그것이 학습자
마다 다르겠지만, 번역기가 각자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 A와 B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를 부정확한 번역에서 찾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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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신뢰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
른 예이다. 그러나 만족도가 신뢰도에만 국한되어 결정된
다기보다는 스스로 쓰지 않은 문장을 자신의 글에 포함
시키는 윤리적 부담감도 또 다른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 매우 만족해요. 적어도 나 혼자 쓰는 문장보다는 말이 
맞기 때문에... (H)

만족해요....단어가 제일 힘든데 번역기는 단어를 골라줘서 
편해요. 단어가 적절한지는 사용자가 검토하면 되고...(C)

저도 만족이예요. 번역기의 도움이 조금 가미되면 글이 잘 정
돈되고(자연스러위지고) 시간도 절약돼요. (J, H)

전 보통이예요. 문장도 제가 원하는 번역이 아닐 때가 있고, 
솔직히 제 실력이 아니잖아요. (A, B)

4.3 번역기 사용 필요성 및 한계
작문 활동이 주가 되는 L2 쓰기 수업에서 번역기의 도

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혹은 바람직한지에 대해 특히,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했다. 대부
분은 사용자 그룹과 비사용자 그룹에서 서로 상이한 주
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그들이 번역기 사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사용자 그룹에게는, 번
역기가 중요한 학습 도우미이며,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
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글쓰기에 참고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번역기를 쓰면서 수
업을 따라갔어요. (I)

모르는 것은 매번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간단한 
것들은 해결이 가능하니까 과도하게만 의지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 같아요. (C, F)

영어 단어라든가 전치사 같은 거를 다 아는 게 아닌데 당연
히 필요하죠. 번역이 이상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참고만 하
더라도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K, H)

100%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은 활용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주어
진 일종의 기술의 혜택인데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요? (J)

한편, 사용자 그룹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학생 A와 
B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들과 비사용자 그룹의 주장은 주
로 번역기에서 얻게 되는 문장이 오류를 동반하고 또 그

에 대한 검토나 판단 없이 자신의 글에 옮겨 적은 것이 
학습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번역은 L2 학습의 부담을 덜어 줄 수
는 있지만 학습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번역기에 의존하는 경향과 스스로 쓰지 않은 문장을 자
신의 글에 포함시키는 윤리적인 문제가 함께 지적되었다.

(번역기의) 문장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모르니까 무작정 가
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력도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리
고 자꾸 의존하게 되니까 더더욱 악순환이 되고... (A)

조금은 필요하지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자기 실력
으로 쓴 글이 아닌데 에세이 위에 이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 
기말시험 볼 때는 번역기 사용이 안 되니까 막막했어요. (B)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요. 직접 글을 쓰는 행위가 영작인데 번역기 돌리기가 영어 글쓰
기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G)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번역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하는 학습자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비사용자 그룹의 
학생 D는 자신은 사용하지 않지만, 학습자의 상황에 따
라 번역기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선택의 여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발전된 기계변역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면서 다양한 조직과 개인 단위에서 최대한의 가치
를 발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2 학습 환경에서도 
활용 범위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번역기가 잘 발달되
어 있는 시대에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수업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교실 밖에서는 당연히 쓰는
데...(D)

5. 결론 
본 연구는 L2 쓰기 수업인 <글로벌 영어 2>에서 기계

번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 여부를 알아
보고자 학생들의 번역기 사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번역기 사용 여부와 신뢰도, 만족도, 필요
성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번역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환경에서 학생들
의 76.1%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빈도로 번역기
의 도움을 받았고, 초급반의 학생들이었지만 쓰기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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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번
역 프로그램은 파파고로서, 구글 번역기와 혼용하는 경우
를 포함하면 72.9%에 이른다. 이는 학생들이 주로 한국
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구글 번역기보다는 
파파고가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계번역의 성능에 대한 학습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문법적인 부분과 문장
의 기본 구성을 제공하는 번역의 질을 보통 이상으로 평
가한 사용자 그룹의 대다수는 번역기를 L2 수업에 활용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에, 문
맥에 맞지 않거나 부정확한 번역이 종종 발생하는 점이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요에 의해 번역기
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곧 신뢰도와 만족도의 지
표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번역기에 대한 
신뢰는 있으나 자신의 학습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
려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의 기계번역 성능과 편리성은 수업
에 활용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흔히 지적되는 
오류의 정도도 검토와 수정을 가한다면 쓰기 활동을 심
각하게 방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양질의 기계번역이 
시간적, 공간적 환경에 관계없이 제공되면서 시간과 노
력,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처럼 기계번
역은 L2 수업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
고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특히 L2 학습에 어려
움이 있고 동기 부여가 적은 학습자들은 번역기의 활용
으로 부담감을 해소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번역기가 L2 수업에서 훌륭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함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기계번역은 표절과 손쉬운 쓰기 활동으로 발
전되어 오히려 학습 효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L2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듭된 연습을 통해 오류를 수정
해 가는 것이 학습 과정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기계번역
의 활용에 대한 교수자의 구체적인 지도가 불가피하다. 
교수자의 판단이나 학생들의 수준, 환경, 필요에 따라 기
계번역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허용이 된
다면 수업에서의 쓰기 활동과 과제, 시험에 따라 사용 범
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학습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번역기를 활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L2 학습의 목표가 지켜지는 것

도 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언급한대로, 번역기로부터 얻게 된 문장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L2 수업에서의 
기계번역에 대한 한계와 회의적인 견해를 극복하는 하나
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도움은 받지만 그것을 학습자 자
신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단어나 구조를 고안
해 낸다면 미래의 글쓰기에서는 유사한 문장과 표현들을 
번역기의 도움 없이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의 반복은 결국 학습효과를 높이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
감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글쓰기는 단순한 문장 만들
기를 넘어 일종의 창작이기도 하므로 번역기의 문장을 
검토나 재구성하는 가운데 표절 또는 부정행위를 주의하
는 윤리의식도 아울러 정착될 것이다. 

여러 가지 스킬을 요구하는 L2 글쓰기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문장 구성
에 필요한 어휘와 어순을 이해하여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일관성과 형
식을 갖춘 단락, 에세이 쓰기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기가 
쉽다. 어느 단계도 무시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되는 L2 글
쓰기의 특성 상, 적어도 다른 수준의 학습자들의 수업과
는 다른 분위기, 교수 방법 등이 요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부정적 견해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영역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보완하고 학습자의 적극적
인 수업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번역기가 갖
는 의미는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인식은 L2 글쓰기 수업에 번역기
를 도입하는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자의 섬세한 가이드라인과 교수법의 
개발이 뒷받침 된다면, L2 학습에서의 번역기는 부정행
위 수단, 학습 방해자라는 비난을 뛰어넘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제공한 최고의 학습 도구로 격상될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우선 연구 대상이 초급반 학생들로 집중되어 있
어, 연구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
는데 부족함이 있다. 중급반과 고급반에서의 번역기 사용
은 그 빈도와 범위 면에서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
생들의 인식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번역기를 활용한 수
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들의 학습 
성과를 비교하고 인식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 활
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번역기 활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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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수업에서의 번역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L2 
수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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