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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는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어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재 등에 비해 학습자 연구는 미진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학습자 연구, 그 에서도 학습 략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은 교육을 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 략 연구의 황을 분석하기 해 학술지와 학 논문의 제목에 해 동시출 단어 분석을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략 련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읽기’이고, 상은 ‘ 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다. 한, 연구 주제에 한 서 그룹 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 서 그룹이 네 개가 나타나는데 

‘학문 목  읽기’ 련 그룹, ‘요청, 거 , 화 등 화행’ 련 그룹, ‘쓰기’ 련 그룹, ‘어휘, 듣기’ 련 그룹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략과 련해 연구자들의 주요 심 분야가 ‘읽기, 화행’ 등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 상과 연구 분야가 부분 으로 편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분야와 상으로 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learners are an important part of education, however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tudy of learner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ntents of education, 

teaching methods and textbook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nalyze how learner research, especially 

learning strateg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nd derive areas that need research for better education. 

In this study, co-word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itles of academic journals and disserta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learning strategy researc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 found it is about 

“reading” that the most studi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learners’ learning strategies were conducted 

and those studies’ subjects mostly wer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marriage-immigra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ubgroup analysis on the research topic show four major subgroups: 

a group related to ‘reading for academic purposes’, a group related to ‘request, rejection, conversation, 

etc.’, a group related to ‘writing’, and a group related to ‘vocabulary, listening’. This shows that the 

researchers’ major interests in studying Korean learner’s strategies are “reading” and “speaking” and 

their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specific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study various functions and subjects in Korean language learner’s lear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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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공 인 제2 언어 학습을 해 요한 요소

가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언어 

학습의 성공과 련된 여러 주요 변인들이 도

출되었다. 기존에 언어 학습의 요 요소로 간

주되어 왔던 언어 교수 방법론  교재 등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 온 가운데, 최근 학습자와 

련된 변인들이 성공 인 언어 학습의 요한 

항목으로 두되고 있다. 교재나 교수자 혹은 

교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변인을 제 로 제어하지 못하면 성공

인 결과를 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 학습자 변인에는 학습자의 나이, 성별, 모국

어 배경, 제2 언어 학습 시작 나이, 학습양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서도 학습 략이 학

업 성취도와 직간 인 연 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밝 지고 있다(강승혜, 1999; 

김효주, 2017; 원미진, 2010; 손성희, 2011; 최

윤회, 2015).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 이후 본격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법․

어휘와 같은 언어 지식과 련된 내용, 교수

법․교육과정개발과 같은 교수학습 련 내용

이 주를 이루며 학습 략 연구는 총 489편으로 

한국어교육 련 체 7,681편(강승혜, 2017) 

비 6.3%에 불과하지만 지만은 않은 분량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학

습 략에 한 연구에 한 동향 연구는 어휘

의 교수․학습 략의 연구 동향을 연구한 함은

주(2015)와 한국어 읽기의 교수․학습 략의 

연구 동향을 연구한 장지연(2017) 외에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략에 한 체 인 동향 연구를 통해 

어떤 주제를 심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략이 연구되고 있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역은 어디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에 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어교육 동향 연구는 

총 145편이며, 2001~2005년에는 4편(2.7%)

에 불과했으나, 2015~2020년 사이에는 82편

(56.6%)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자체가 2015~2020년 사이에 크게 증가

함에 따라 2차 연구인 동향 연구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유형별로 구분을 해 보면, 학술지 논문

이 133편(91.7%), 학 논문이 12편(8.3%)으

로 학술지 논문이 많지만, 연구 동향을 분석한 

학 논문도 꾸 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동향에 한 연구방법을 살펴보

면 2015년 이 에는 연구자 개인의 지식을 활

용하여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 

방법이 심이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네트워

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 등의 방법을 이용한 계

량  연구방법에 한 시도가 있었다. 2015년 

이후 진행된 총 82편의 동향 연구  네트워크 

분석 등 계량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총 

14편으로 17%에 해당한다. 연도별 편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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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2017년에 처음 계량  연구방법을 시도한 

연구가 1편 있었고, 이후 2018년에 1편, 2019년

에 5편, 2020년 6월까지 7편으로 최근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동향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 주제를 살

펴보면, 한국어교육 내에서 ‘다문화․사회통합’

에 련한 동향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고, 이

어서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황에 한 동향 

연구와 한국어교육 일반에 한 동향 연구가 

각각 10편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해외에서의 한

국어교육 황은 국, 일본, 미국 등 각 나라에

서의 한국어 연구 동향을 살핀 연구들이며, 한

국어교육 일반은 한국어교육의 학문 황이나 

발  방향, 정체성 등을 동향 연구를 통해 살핀 

연구들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동향 연구의 주제와 방

법을 살핀 결과, 동향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

음에도 ‘학습 략’에 한 동향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략’ 련한 연구의 요도와 연

구 규모를 고려해 보면 학습 략에 해서도 어

떤 연구들이 있는지 동향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략

에 한 연구 동향을 동시출 단어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2 동시출현단어 분석

동시출 단어 분석은 텍스트의 주제를 분

석하기 해 텍스트에 동시에 나타난 단어

의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어  간의 연

결 강도를 통해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

으로 주제를 묶거나 네트워크 맵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시기별 네트워크 맵을 통해 학문

역의 변화 양상을 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

시출 단어 분석 기법은 리 É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의 Centre de Sociologie de 

l’Innovation과 랑스 CNRS(Cnetre National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업으로 개

발되었으며, 그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여러 분

야에서 다양한 연구 황을 시각 으로 가시화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동시출 단어 분석 방

법을 사용한 여러 연구들은 일반 으로 발견하

기 어려운 요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냈으며, 여

러 학문들 간의 련성을 밝히는 데도 동시출

단어 분석은 매우 효과 이었다. 이후 Callon, 

Law, Rip(1986)은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동시출 단

어 분석 련한 기념비 인 책을 펴냈으며 이

후 동시출 단어 분석은 많은 나라에서 연구방

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He, 1999에서 재

인용).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논문의 제목, 주제어 

등에 나타난 동시출 단어를 상으로 하여 연

구 동향 분석이나 지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범일, 박지홍(2013)은 한국어교육학의 정

체성 분석을 해 계량정보학  방법론을 처음 

용하여 문헌 연구를 하 는데, 로 일링 

분석과 동시출 단어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인  학문인 국어교육학과 국어학을 포함한 세 

학문 분야의 논문들의 제목과 키워드를 분석하

는데 한국어교육학이 국어학보다는 국어교육

학과 유사하며, ‘문법/표 , 학습자, 요구분석, 다

문화’의 네 가지 주제는 한국어교육학에서만 나

타나는 주제 역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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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동시출 단어 분석 방법을 활용하

여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에 한 탐색 

연구가 다수 있다. 

먼 , 김은실(2016)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연

구 동향을 분석하기 해 학 논문의 주제어를 

심으로 동시출 단어 분석을 진행하 는데, 

한국어교육의 경우 학습자의 언어권  학습 

단계를 심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으며 이

어서 교재, 문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오류 

련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 다. 

한국어 평가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은

실, 강승혜(2019)에서는 동시출 단어 분석이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리 활용되어 왔

으며 교육학 분야에서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노인교육, 미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하며 동시출 단어 분석

을 사용한 연구 동향 분석은 연구 역에 한 

분석 이외에 텍스트의 정보 조직을 통해 연구

의 방향성 악이 가능하다고 하 다. 이 연구

에서는 학술지 논문과 학 논문의 주제어를 기

으로 동시출 단어 분석을 진행했는데 분석 

결과 학술지 논문의 경우 ‘평가’를 심으로 

‘능력’, ‘말하기’ 등의 주제어와, 학 논문의 경

우는 ‘쓰기’, ‘읽기’, ‘말하기’ 등 평가 역 련 

주제어와의 연결 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주암, 홍화, 이정희(2019)에서는 학술지 논

문 제목을 상으로 국인 학습자 련 연구 동

향을 분석하 는데, ‘오류, , 발음, 황, 

조, 교재, 학습자, 상, 방안’에 해서는 1990년 

이후 지속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

다.

국인 학습자 상 한국어 오류 연구의 동

향을 분석한 류 (2020)에서는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연구하 다. 이 연구

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의 단어 이 ‘오류-원

인, 발음-오류, 조사-오류, 설문-조사, 모국어-

화자’임을 밝히며 발음과 조사 오류에 한 논

의가 가장 많았고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사-오류, 오류-원인, 교육-효과’의 단어 이 

시간의 흐름과 상 없이 꾸 히 지속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이외에도 동시출 단어 분석을 활용한 한국

어교육 분야 연구로는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자

를 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동향을 연구한 윤데

사(2019), 다문화 가정 자녀 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연구한 장경완(2020), 온라인 한국

어교육 련 동향을 연구한 방성원(2021) 등이 

있다. 

2.3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액터들과 그들 사이의 

연결 계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Borgatti, 

Everett, & Johnson, 2013).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구성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체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증 시키는 데에 요한 솔루션을 제공한

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간의 연결

망에 사회  맥락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맥락이 반 된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개체가 설명할 수 없는 체 네트워크의 구조

와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곽기

, 2014).

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하면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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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리먼이 1979년에 표 으로 정리한 

연결, 근 , 매개 심성의 세 개 심성과 이것

에 더해 보나시치가 1972년에 제안한 아이겐벡

터 심성까지 모두 네 개의 심성이 주로 활용

된다(Carrington, Scott, & Wasserman, 2005). 

심성은 체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 액터들이 

갖는 향력을 악하기 해 심성 지표를 

사용한다. 심성 지표는 네트워크 내에서 구

조 으로 요한 치에 있는 노드 는 엣지

를 찾아낸다(김혜 , 박지홍, 2020).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네 개 심성 지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은 하

나의 액터에 연결된 링크의 개수로 정의되며 

이웃 액터에 직 인 연결이 많을수록 심성

이 높다. 가령,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인기도

는 그 사람과 연결된 친구의 수로 측정될 수 있

다(Daniel, Jose, & Augusto, 2013). 본 연구

에서는 논문의 제목에 동시 출 한 단어 을 

추출하며 단어 사이의 거리(span)를 별도로 지

정하지 않고 하나의 제목에 동시에 나타난 단

어 은 모두 추출하여 빈도를 분석하므로, 한 

단어에 해 동시에 출 한(연결된) 단어의 개

수가 많을수록 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 심성으로 심성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하나의 액터가 다른 액터들과 얼마나 짧은 거리

로 연결되어 있는지로 측정하며, 연결 심성은 

하나의 액터가 다른 액터와 경로 ‘1’로 연결된 

근  심성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Daniel, 

Jose, & Augusto, 2013). 따라서 근  심성

은 한 액터가 다른 액터까지 다다르는 데 얼마

나 짧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낸다(Borgatti, 

2005). 심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연결 

심성이 액터의 활동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근  

심성은 액터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셋째,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은 하나의 액터가 서로 다른 액터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로 나

타낸다(Daniel, Jose, & Augusto, 2013). 매개 

심성은 네트워크의 연결통로를 통해 흐르는 

정보 는 자원 등에 한 통제 능력을 나타낸

다. 매개 심성이 높은 액터는 매개  역할로 

인하여 연결통로에 흐르는 정보를 필터링하거

나 왜곡할 수 있는 구조 으로 유리한 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액터들의 활동에 향을  

수 있다.

넷째, 아이겐벡터 심성(eigenvector cent- 

rality)은 네트워트를 정의하는 인  행렬의 주

요한 고유벡터(eigenvector)로 정의할 수 있

는데, 인 해 있는 액터가 높은 고유벡터를 가

지면 해당 액터는 높은 고유벡터 값을 갖게 된

다. 즉, 특정 액터의 아이겐벡터 심성 값은 해

당 액터와 직  연결된 다른 액터의 심성 값

이 높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Borgatti, 

2005). 아이겐벡터 심성은 직  연결된 연결 

정도 뿐만 아니라 연결된 액터의 요도(아이

겐벡터 심성)도 함께 고려하게 되어 연결정

도 심성(degree centraltiy)의 개념을 확장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제목에서 동시 출 한 

단어의 심성 분석을 해 연결 심성을 활

용하는데, 아이겐벡터 심성은 연결 심성에 

가 치를 고려하여 계산된 연결 계 정도를 

나타내므로 아이겐벡터 심성도 같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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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결 심성에서 심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가 아이겐벡터 심성 분석을 통해 심성

을 갖는 단어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네트워크 분석 시, 서 그룹 분석을 통

해 서로 빈번한 연결 계를 갖는 액터들의 계

를 악할 수 있다. 응집  서 그룹(cohesive 

subgroup)은 연결 계가 상 으로 빈번하

고 직 이며 강하고 상호 호혜 인 연결 

계를 갖는 액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서 그

룹 분석 방법에는 람다 집합(Lambda Set), 팩션

(faction) 분석, 거번-뉴먼 알고리즘(Girvan- 

Newman Algorithm), 루뱅 알고리즘(Louvin 

Algorithm) 등이 있는데, 거번-뉴먼 알고리즘

과 루뱅 알고리즘이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거

번-뉴먼 알고리즘은 서 그룹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성이 높은 라인의 악과 제거를 통해 서

그룹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서

그룹 분석을 해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활용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수집

본 연구를 한 연구 상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 략과 련된 학 논문과 학술

지 논문을 수집하 다. 한국어교육이 상 으

로 신설 학문 분야이고(강범일, 박지홍, 2013: 

강승혜, 2017), 그 에서도 한국어교육의 한 분

야인 학습 략은 한국어교육에서 일 부터 

심을 가지고 연구된 분야가 아니어서 자료 수

집을 해 별도로 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자료 추출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

용하 다. ‘한국어’와 ‘ 략’을 키워드로 하여 논

문의 제목을 추출하 다. 체 544편의 논문을 

수집하 고, 이후 번역 등 한국어교육 분야와 

무 한 것과 복 논문, 학술 회의 토론문 등

을 제외하고 최종 489편을 상으로 분석을 진

행하 다. 

3.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논문들에 해 먼  

유형별․연도별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논문의 제목을 분석 텍스트

로 하여 제목에서 고빈도 단어  동시출 단

어를 추출하여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네트워크에서 액터는 단어이며 링크는 동시 출

 빈도다. 그리고, 구성된 네트워크에 해 연

결 심성과 아이겐벡터 심성 분석을 하여 

동시출 단어  핵심어를 찾았고, 이후 응집

 서 그룹으로 구분하기 해 거번-뉴먼 알

고리즘을 활용하 다. 분석 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3.2.1 고빈도 단어  동시출 단어 추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 략’을 키워드로 하여 

수집한 논문의 제목을 분석 텍스트로 하여 먼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 다. 이를 해 Python 

3.7의 Konlpy Mecab을 사용하 다. 형태소 분

석 후 명사만을 추출하 다. 추출된 명사 에

서 고빈도지만 ‘학습 략’과 련되어 유의미하

다고 보기 어려운 단어는 별도로 불용어 처리

를 하 다. 불용어로 처리된 단어로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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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전략’ 관련 연구물 수집

￬
유형별 ․ 연도별 분석

￬
고빈도 단어 및 동시출현단어 추출 

￬
네트워크 분석 - 연결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서브그룹 분석

(거번-뉴먼 알고리즘)

<표 1> 분석 차 

‘ 략’, ‘학습’, ‘학습자’, ‘교육’, ‘연구’, ‘분석’, ‘

심’ 등이 있다. 불용어 처리 후에는 추출한 단어

들의 빈도를 확인하고, 동시출 단어를 추출하

여 동시 출  횟수가 4회 이상인 단어 만을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3.2.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범용 네트워크 도구인 UCINET 

6와 시각화 도구인 Netdraw를 사용하 다. 동

시출 단어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동시 출 한 

단어가 액터가 되고 동시 출 한 빈도가 링크

가 되게 구성하 다. 따라서 동시 출  빈도가 

높을수록 가 치가 부여되어 네트워크 라인이 

굵게 나타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 인 동시출 단

어를 확인한 후에, 연결 심성과 아이겐벡터 

심성을 통해 구체 으로 어떤 단어를 심으

로 학습 략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심성 분석 후에는 동시출 단어들을 서 그

룹으로 구성하여, 어떤 주제로 략 연구에 

한 분류가 가능한지 확인하 다. 서 그룹 분석

을 해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4. 한국어교육 학습전략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결과

4.1 유형별 ․연도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습 략 연구를 유형별

로 구분해 보면, 학 논문이 265편(54.2%), 학

술지 논문이 224편(45.8%)으로 학 논문 비

이 좀 높지만 체 으로 큰 편향 없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한, 연도별로 보면 1996년 이후부터 학습

략 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 이후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교육

의 타 역이 2000년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지만, 2010년 이

후라도 학습 략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정 이라 할 수 있다. 연도별 논문 편수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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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어교육 분야 학습 략 유형별 연구 동향

<그림 2> 한국어교육 분야 학습 략 연도별 연구 동향

4.2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4.2.1 고빈도 단어 목록  빈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 략 련 동시출

단어 분석을 하기 해 논문 제목에서 추출

한 단어의 빈도를 먼  분석하 다. 고빈도 단

어 상  32개에 한 빈도순 상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읽기’가 107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는

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언어 기능 에서는 

‘읽기’에 한 학습 략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어 기능 련해서 ‘읽

기’ 다음으로는 ‘듣기’와 ‘쓰기’가 각각 60회로 

나타냈다. ‘듣기’와 ‘쓰기’가 60회 정도인 데 비

해 ‘읽기’는 107회로 ‘듣기’, ‘쓰기’ 비 큰 차이

를 보인다. 한편,  다른 언어 기능  하나인 

‘말하기’의 경우 38회의 빈도로 상 으로 

은데, 고빈도 단어 목록을 조  더 살펴보면 ‘말

하기’와 연 된 단어인 ‘의사소통’이 48회임을 

감안할 때 ‘말하기’ 련 략 연구가 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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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1 읽기 107 17 교사 17

2 국인 69 18 모어 17

3 어휘 62 19 표 17

4 듣기 60 20 거 16

5 쓰기 60 21 결혼 15

6 의사소통 48 22 동기 14

7 교수 46 23 베트남인 14

8 고 46 24 국어권 14

9 학문 40 25 훈련 14

10 말하기 38 26 이민자 13

11 화행 30 27 일본인 13

12 27 28 환경 13

13 교재 25 29 공손 12

14 텍스트 22 30 요청 12

15 담화 21 31 국 12

16 수업 20 32 상호 12

<표 2> 고빈도 단어 목록  출  빈도

은 할 수 없다. 한 ‘거 ’이나 ‘요청’도 고빈도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어교육에서 말하

기 기능의 세부 항목인 ‘거  화행’이나 ‘요청 

화행’과 같은 용어로 자주 활용됨을 감안할 때 

‘말하기’는 조  더 세분화되어 학습 략 연구

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 국인’으로 69회 나타났는데 이는 특

정 국 의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학습 략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국

인’ 외에 고빈도로 나타난 국 이 있는지 살펴

보면, ‘베트남인’이 14회, ‘일본인’이 13회로 각

각 고빈도 단어로 나타났다. 학습 략과 련

된 학습자 변인에 국 (모국어 배경)도 포함됨

을 고려해 보면 한국어 학습자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학습자

들을 상으로 학습 략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 을 보이는 단어를 살펴보

면, 언어 지식 쪽으로는 ‘어휘’가 62회로 나타났

다. ‘문법, 어휘, 발음’ 등 언어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역 에서는 학습 략의 활용이 효

율 이라고 알려진(함은주, 2015) ‘어휘’ 련 

략 연구가 상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발음’의 경우 잘못된 발음으로 화석화가 

되면 이후 이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를 고려하면 언어권별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에 해서도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략의 개발이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는데 이에 한 연구는 8편으로 상 으로 

은 상황이다.

이외에 ‘결혼’과 ‘이민자’도 고빈도 단어에 속

해 있는데 한국어교육에서 주요 학습자로 분류

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노

동자, 유학생, 재외동포’ 에서도 ‘결혼이민자’

를 상으로 한 학습 략 연구가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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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함을 알 수 있다. 

체 으로 보면 한국어교육에서 많이 활용

되는 단어들이 ‘학습 략’에서도 고빈도로 나타

나는 반면, 학습 략 연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역 특화된 고빈도 단어도 보이는데 ‘훈련’이

나 ‘동기’, ‘거 ’이 그러한 단어들이다. 학습

략에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요한 정서  

요인 의 하나이다. 한, 학습 략은 ‘훈련’을 

통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며, 한

국어 말하기에서 ‘거 ’ 화행이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내용이라 별도의 략이 필요할 수 있

기에 고빈도 단어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고빈도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그려 보

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읽기, 국인, 어휘, 

쓰기, 듣기, 고 , 말하기, 고 , 교수’ 등이 학습

략과 련된 고빈도 단어임을 알 수 있다.

4.2.2 동시출 단어 목록  빈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학습 략 

련 연구 동향의 주요 주제를 살펴 보기 해 

동시출 단어를 분석하 다. ‘한국어’, ‘ 략’을 

키워드로 한 논문의 제목에서 추출한 동시출

한 단어들의 목록과 빈도 상세 내용은 <표 3>과 

같고, 연결된 단어들로 구성한 네트워크 맵은 

<그림 4>와 같다. 

고빈도 단어 목록 상 에 있던 ‘읽기’와 ‘ 국

인’이 동시 출  빈도 17회로 가장 순 가 높다. 

단어 빈도와 연계해서 보면, ‘읽기’와 련된 

략 연구 107건  15.8%가 ‘ 국인의 읽기 

략’과 연 된 것이고, ‘ 국인’ 기 으로 보면 

‘ 국인’과 련된 략 연구 69건  24.6%가 

‘ 국인의 읽기’와 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국인’과 ‘읽기’가 한국어 학습 략 연구에서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읽기’는 단어의 빈도 기 으로 보면 ‘듣기, 

쓰기’에 비해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고빈도 단

어 으나 실제 동시 출  빈도를 보면 ‘읽기’와 

고빈도로 출 한 단어는 ‘ 국인, 학문, 고 , 

<그림 3> 한국어교육 분야 학습 략 련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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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단어1 단어2 빈도 순 단어1 단어2 빈도

1 국인 읽기 17 16 읽기 텍스트 8

2 결혼 이민자 13 17 듣기 노출 8

3 국인 고 13 18 쓰기 학문 8

4 국인 듣기 13 19 듣기 텍스트 8

5 말하기 의사소통 12 20 듣기 강의 7

6 읽기 학문 12 21 교재 의사소통 7

7 요청 화행 12 22 듣기 훈련 7

8 거 화행 12 23 고 어휘 7

9 고 쓰기 10 24 여성 이민자 7

10 국인 화행 10 25 읽기 교수 7

11 어휘 한자 9 26 어휘 교수 7

12 결혼 여성 9 27 듣기 불안 7

13 고 읽기 9 28 쓰기 교수 7

14 국인 어휘 8 29 국인 7

15 읽기 8 30 듣기 학문 7

<표 3> 동시출 단어 목록  빈도

<그림 4> 동시출 단어 네트워크

, 텍스트, 교수’로 6개이다. 반면 ‘듣기’는 

‘ 국인, 노출, 불안, 학문, 훈련, 강의, 텍스트’

로 7개의 단어이다. ‘듣기’가 ‘읽기’보다 함께 사

용된 고빈도 단어의 개수가 더 많다. ‘쓰기’의 

경우, 출  빈도가 60회로 ‘듣기’와 같았으나 함

께 고빈도로 사용된 어휘는 ‘고 , 학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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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 개에 불과하다. 즉, 고빈도로 사용된 단어

들의 실제 활용 양상이 조 씩 다른데, ‘듣기’가 

‘읽기, 쓰기’에 비해 상 으로 많은 단어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역으로 학습 략 연구가 수

행 음을 알 수 있다. 한, 함께 사용된 단어의 

유형도 조  다르다. ‘읽기’의 경우 ‘고 , ’

과 같이 숙달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

된 데 비해, ‘듣기’의 경우 ‘불안, 훈련’과 같은 

학습 략의 훈련과 련된 단어들과 고빈도로 

활용이 되었다. ‘말하기’의 경우 고빈도로 함께 

활용된 단어는 ‘의사소통’ 하나뿐이며, ‘요청-화

행’, ‘거 -화행’과 같이 말하기의 하  기능에 

속하는 단어들이 높은 동시 출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읽기, 듣기, 쓰기’ 세 가지 역에서 모

두 고빈도로 함께 사용된 단어로는 ‘학문’이 있

는데 이는 ‘학문 목  학습자’를 상으로 언어 

기능에 한 학습 략 연구가 많이 수행 음을 

나타낸다. 특히, ‘듣기’는 ‘ 국인, 불안, 훈련, 

학문’과 높은 빈도로 함께 사용되었는데, 학문 

목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듣기 역에서 

불안과 같은 정서  요인에 한 학습 략 연

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략은 크

게 직 략과 간 략으로 나뉜다. 간 략

은 다시 학습의 계획과 평가와 련한 ‘상  인

지 략’, 불안감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격려하

는 ‘정의  략’, 다른 사람과의 력을 시하

는 ‘사회  략’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Oxford, 1990). 학습 략 련 논문 제목의 

동시출  단어  에 ‘불안’이 ‘듣기’와 함께 7

회나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듣기

와 련한 불안이 높음을 말해 다. 

학습 략의  다른 항목인 직 략의 경우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

는 ‘기억 략’, 학습 내용을 효과 으로 이해하

고 실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 략’, 

목표어를 이해하거나 산출할 때 학습자의 부족

한 문법과 어휘를 도와주는 ‘보상 략’으로 나

 수 있다(Oxford, 1990). <그림 4>에서 동시 

출 한 단어  에 ‘노트’와 ‘필기’가 있는데 

‘노트-필기’의 경우 가장 형 인 인지 략의 

하나이다. 한 ‘어휘’와 동시 출 한 단어 에 

‘추론’도 있는데 추론 역시 자주 활용되는 인지 

략이다. 한편, ‘인지’와 ‘기억’이 각각 ‘어휘’와 

‘쓰기’의 동시출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 략 에서 인지 략과 기억 략과 련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빈도 기  두 번째 순 던 ‘ 국

인’과 함께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읽기, 듣

기, 어휘’와 같은 언어 기능  지식에 한 단

어와 ‘고 , ’과 같은 숙달도에 한 단어가 

있다. 이는 국인을 상으로 한 략 연구 

에서도 고 ,  단계의 학습자를 상으로 

읽기, 듣기 련 연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시출 단어 목록을 보면 고빈도 단

어 목록과는 조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고빈

도 단어 에서는 ‘어휘’가 순 가 높았지만(3

), 동시출 단어 10  안에는 ‘어휘’가 없다. 

‘어휘’의 경우, 특정 언어권이나 학습 상 혹은 

숙달도와 연계한 략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반

의 경우인데 고빈도 단어 목록에 ‘결혼’과 ‘이민

자’가 모두 나타나지만, 고빈도 순 가 각각 21

(15회), 26 (13회) 으나 동시출 빈도 단

어  기 으로는 2 이다. 즉, 략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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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어가 거의 항상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의 동시출 단어 네트워크를 

보면 ‘결혼-이민자’ 단어 은 다른 어휘와는 연

이 없이 각각 두 개의 단어 만 고빈도로 나

타날 뿐이며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환경과 연 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 

어학당 등에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으로 과목을 분류하여 집 인 수업을 듣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주로 다문화센터에서 주 

2~3회 정도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부분으로 

언어 기능별 분리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다. 이에 결혼이민자 상의 학습 략 연구 

역시 세분화된 언어 기능과 연계한 연구보다는 

학습 략 측면에서 어떠한 학습 략을 주로 활

용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결혼-이민자’ 단어 과 같이 ‘요청-화

행’, ‘거 -화행’ 단어 의 경우도 각각 단일 단

어의 빈도보다 동시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단어들인데, 한국어 말하기에서 요청하기나 거

하기의 경우 많은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

으로 이에 한 략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4.2.3 심성(centrality) 분석

빈도를 심으로 네트워크의 링크를 구성하

면 시각 으로 단어들 사이의 계를 알 수 있

지만 실제로 어떤 단어가 심이 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하

는 액터를 확인하기 해 심성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시 출  빈도를 기

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단어와 직 으로 

많이 연결된, 즉 동시 출 이 많은 단어가 핵심

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결 심성을 통해 핵심

어를 찾아보았다. 연결 심성 상  30개 단어

를 다음 <표 4>에 제시하 으며 연결 심성을 

노드 크기로 반 하여 <그림 5>에 제시하 다. 

고빈도 단어와 고빈도 동시출 단어에 나타

났던 ‘읽기’가 가장 심 인 핵심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 국인’, ‘듣기’, ‘쓰기’, ‘화

행’이 심성이 높은 단어들이다. 앞에서 고빈도

로 나타났던 ‘어휘’는 심성 분석에서는 심도

가 상 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행’은 빈도 비 심성이 큰 단어이다. 이와 

같은 상은 ‘여성, 결혼, 이민자’와 같은 단어에

서 특히 심한데, 이 세 개의 단어는 동시출  빈

도에서는 상당히 순 가 높았지만 네트워크에서 

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빈

도로 나타나는 것과 ‘핵심어’로 심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결 심성에 가 치를 부여한 아이

겐벡터 심성 분석을 통해 연결 심성에서 

드러나지 않은 핵심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

하 다. 아이겐벡터 심성 상  30개 단어는 

<표 5>와 같으며, 심성 값을 노드의 크기로 

반 하여 <그림 6>에 제시하 다. 

아이겐벡터 심성 분석에서는 ‘ 국인’이 

‘읽기’보다 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 으로 ‘ 국인’과 함께 사용된 단어들은 

국인뿐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도 많이 연계되

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수’도 

연결 심성에 비해 아이겐벡터 심성이 더 

크게 나온 단어이다. 학습 략에서 ‘교수’에 

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상이 논문의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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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단어 연결 심성 순 단어 연결 심성

1 읽기 0.097 16 이민자 0.014

2 국인 0.079 17 텍스트 0.014

3 듣기 0.064 18 교재 0.013

4 쓰기 0.061 19 표 0.012

5 화행 0.047 20 요청 0.011

6 고 0.035 21 상호 0.011

7 어휘 0.035 22 여성 0.011

8 교수 0.034 23 모어 0.008

9 의사소통 0.031 24 불안 0.008

10 학문 0.028 25 강의 0.007

11 말하기 0.027 26 교사 0.007

12 0.023 27 수업 0.007

13 결혼 0.015 28 훈련 0.007

14 이해 0.014 29 사고 0.007

15 거 0.014 30 공손 0.006

<표 4> 연결 심성 상  30개 단어와 심성 

<그림 5> 학습 략 련 동시출 단어의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기에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략 연구의 논문 제목을 보면 체

로 ‘학습자-언어기능’의 구성을 보이는 바, ‘

국인’ 그리고 ‘교수’와는 다양한 언어 기능이 결

합된 제목이 가능하기에 나타나는 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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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단어 아이겐벡터 심성 순 단어 아이겐벡터 심성

1 국인 0.5 16 이해 0.083

2 읽기 0.427 17 불안 0.079

3 고 0.296 18 시험 0.063

4 듣기 0.286 19 표 0.061

5 교수 0.241 20 환경 0.06

6 학문 0.239 21 강의 0.056

7 0.215 22 국어권 0.049

8 쓰기 0.212 23 훈련 0.047

9 어휘 0.168 24 사고 0.044

10 화행 0.165 25 노출 0.044

11 텍스트 0.147 26 교사 0.043

12 의사소통 0.143 27 학 0.041

13 말하기 0.115 28 지도 0.041

14 교재 0.087 29 질문 0.041

15 요청 0.085 30 0.04

<표 5> 아이겐벡터 심성 상  30개 단어와 심성 

<그림 6> 학습 략 련 동시출 단어의 아이겐벡터 심성(Eigenvector Centrality)

한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단어들 에서 

아이겐벡터 심성 분석을 통해 추가로 나타난 

핵심어는 ‘질문, , 시험, 환경’과 같은 단어

들이다. ‘ , 질문’과 같은 단어는 앞의 고빈

도 단어나 동시출 단어에 나타나지 않은 단어

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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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 의미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거 ’과 

같은 고빈도 단어보다도 더 심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2.4 서 그룹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체 인 연결망을 살핀 후, 심성 분

석을 통해 핵심어 혹은 핵심인물을 악하고, 다

음으로 빈번하게 연결되어 있는 액터들을 서

그룹으로 묶어서 체 으로 네트워크 액터들의 

성격을 구분하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서 그룹 분석을 진행했는데 거번-뉴

먼 알고리즘(Girvan-Newman Algorithm)을 

활용하 으며 결과를 시각 으로 표 한 네트워

크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거번-뉴먼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내에 각 라인

별로 라인 매개성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라인 매

개성을 갖는 라인을 찾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서 그룹을 분류한다. 서 그룹의 개수에 따라 

합도를 의미하는 Q 값이 변하는데, 가장 큰 Q 

값이 가장 합한 분류 개수를 의미한다. 학습

략 네트워크에 해 서 그룹 분석을 한 결과 클

러스터가 10일 때, Q 값이 0.567로 가장 높은 

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10개 클러스터로 분리

하여 거먼-뉴먼 분석을 진행하 으며 각각의 서

그룹은 색깔로 구분이 된다. <그림 7>의 네트

워크 상에 생성된 서 그룹을 보면, 두세 개의 

단어만 연결되고 다른 단어와의 연결 없이 고립

된 6개의 네트워크는 각각이 하나의 서 그룹이 

되었고, 나머지 다수 여러 개의 단어들로 연결

된 하나의 큰 네트워크는 네 개의 서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노트-필기’,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서 그룹은 다른 어휘와의 연

결 없이 고립되어 있는데, 이는 이와 련한 연

구에서는 다른 언어 기능 등으로 세분화하지 

<그림 7>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활용한 학습 략 련 서 그룹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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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자체로 학습 략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를 들어 ‘ 국인’은 특정 학습

자 집단이지만 략 연구에 있어 국인을 

상으로 국인의 ‘듣기’나 ‘어휘’와 련된 략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교육 분야의 특정 역에 한 학

습 략 연구가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여성 결혼

이민자에 한 학습 략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서 그룹으로 분류를 할 때 ‘여성-결혼-

이민자’는 다른 단어와 연결이 없으므로 하나

의 서 그룹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고립된 6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나머지 단어들에 해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이 되는 네트워크의 서 그룹 네 

개를 살펴보면, 먼  ‘읽기’를 심으로 연결된 

단어 그룹(빨간색), ‘쓰기’를 심으로 연결된 

단어 그룹(연두색), 그리고 ‘화행’을 심으로 

연결된 단어 그룹(노란색), 그리고 나머지 그

룹(분홍색)으로 분류된다. 먼 , ‘읽기’와 련

된 서 그룹의 경우 ‘ 국어권, 국, 베트남인, 

학, 학생, 시험, 교사, 과제, 소설’ 등 국과 

베트남, 그리고 학업과 련된 어휘들이 하나

의 서 그룹을 이루고 있다. 고빈도 1  단어가 

‘읽기’ 던 만큼 ‘읽기’를 심으로 한 학습 략 

연구가 하나의 서 그룹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쓰기’를 심으로 묶인 서

그룹을 보면, ‘장르, 해결, 활동, 과정, 상 , 인

지, 문제, 구성주의’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있다. 

부분의 단어가 ‘쓰기’와 함께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라 할 수 있겠다. 노란색 서 그룹은 

‘화행’을 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 국, 

베트남인’이 ‘읽기’와 하나의 서 그룹으로 묶

인 데 반해 ‘한국인, 일본인’은 말하기 련 ‘화

행’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비교한 화행 략 연

구라고 볼 수 있다. 한 ‘화행’과 함께 묶인 단

어들은 ‘거 , 공손, 요청, 설득, 화’ 등 세부

인 말하기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정작 ‘말하

기’는 ‘화행’과 련된 서 그룹으로 묶이지 않

았다. 이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화행’과 

‘말하기’가 동시에 논문의 제목에 사용되지 않

아 하나의 서 그룹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듣기’를 비롯한 ‘

국인’, ‘어휘’ 등의 고빈도 단어들을 포함한 단

어들이 하나의 커다란 서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에 한국어교육 학습 략 련 연구의 서 그

룹은, 6개의 소규모 고립 서 그룹을 제외하면 

학업 심의 ‘읽기’ 서 그룹, ‘요청, 거 , 설득, 

화’ 등 말하기 세부 기능 심의 ‘화행’ 서

그룹, 그리고 ‘쓰기’ 서 그룹과 ‘어휘, 듣기, 교

수, 학문’ 등 나머지 주요 액터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습 략과 

련된 연구의 연구 동향을 동시출 단어의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 략과 련하여 연구된 논문은 

총 489편이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빈도 단어 황을 보면, ‘읽기’가 가

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 국인’, ‘어

휘’, ‘듣기’, ‘쓰기’의 순이었다. 학습 략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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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교육방법과 련이 있는 것이 아닌 

학습자 심의 연구이므로 고빈도 단어로 ‘

국인’과 같은 특정한 학습자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고빈도 단어 에 ‘훈련, 동기, 거 ’과 

같은 단어도 있는데, 이와 같은 단어는 학습

략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역 특화된 고빈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시출 단어를 보면 고빈도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단어 고빈도에서 상  

순 에 있던 ‘어휘’가 동시출 단어에서는 상  

순 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이 ‘이민자’와 

함께 동시 출  빈도가 높은 단어  의 하나

로 나타났다. 한편 ‘요청-화행’, ‘거 -화행’이 

각각 동시출 빈도 7 , 8 로 나타남을 볼 때 

한국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요청 화행과 거  

화행 련한 략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심성 분석 결과 ‘읽기, 국인, 쓰기, 

듣기, 화행’과 같은 단어가 핵심어로 나타났으

며, 고빈도 단어로 나타났던 ‘어휘’는 상 으

로 심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한편, 고빈도 단

어이며 동시 출  빈도가 높았던 ‘결혼, 이민자’

의 경우는 일부 단어들과의 연결만 자주 있고 

다른 단어와의 연결이 없어 심성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 그룹 분석 결과 총 열 개의 서 그

룹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동시출 빈도는 높지

만 심성이 낮은 액터들의 그룹이 여섯 개나 

있는 상황에서 이 각각이 하나씩의 소규모 서

그룹을 이루었고, 나머지 단어들은 네 개의 서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다. 네 개의 서 그룹을 

살펴보면, 학업 심의 ‘읽기’ 서 그룹, ‘요청, 

거 , 설득, 화’ 등 말하기 세부 기능 심의 

‘화행’ 서 그룹, 그리고 ‘쓰기’ 서 그룹과 나머

지 ‘어휘, 듣기’ 등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서 그

룹이다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어교육

에서의 학습 략 연구의 시사 을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어교육에서의 

략 연구는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학문 목

 학습자로서의 국인을 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략은 학습자 변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주요한 한국어 

학습자인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에 해서도 추가 인 학습 략 연구가 필요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학습

략 연구도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습 략 련 연구 분야를 보면 고빈

도 단어 기 으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이 고르게 분포하는 데 비

해 ‘어휘, 발음, 문법’ 등 ‘언어 지식’ 측면에서 

보면 주로 ‘어휘’ 련 략 연구가 심을 이루

고 있다. 특히 ‘발음’의 경우 오류가 화석화되면 

고치기 쉽지 않으며, 많은 학습자가 어려워하

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에 한 연구가 조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말하기’ 련 략 연구를 보면 ‘거  

화행’과 ‘요청 화행’ 심으로 략 연구가 이루

어졌다. 이는 교실 장에서 교수자들도 체감

하는 부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 하

게 거 하는 것과 요청하는 것을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와 같이, 다른 언어 기능에서도 반 인 기능

을 범 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 화 듣

기’나 ‘뉴스 듣기’와 같이 범 를 조  세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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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논문의 제목을 분석 

상으로 하여 동시출 단어의 빈도를 심으

로 분석하 는데, 논문의 록이나 본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해

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 동시출 단어가 

아니라 맥락을 고려한 단어의 유사도를 기 으

로 하면 좀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

서 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학습자를 상

으로 한 학습 략에 한 연구들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연구 동향을 살핌으로써 략 

연구의  치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해 알

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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