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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어 모어화자인 필자가 교양과목으로써의 일본어수업(이하,

교양일본어)을 단독으로 담당하게 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

때 학습자로부터 ‘선생님이 모어화자여서 처음에는 불안했다’,

* 본논문은서울대학법학전문대학원 2015년도제 1회학봉상연구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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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이니까 한국인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등의 의

견을 들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요소에는 교사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

히, 외국어학습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어떤 교사가 가르치는가는

학습자의 관심사항인 동시에 불안이나 기대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어화자인 필자가 학습자에게 준 불

안으로는 사용언어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모어화자교사는

목표언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학습자의 불안에 결부됐다고 예측되어진다. 이처럼 학습

자가 외국어수업을 수강할 때 담당하는 교사가 모어화자인지 비

모어화자인지가 불안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불안

에 결부되는 요소는 이것뿐일까? 또한, 수업담당자가 비모어화자

교사라면 학습자의 불안이 해소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출발

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교양일본어를 단독으로 담당하는 모어화

자 일본어교사(이하, NT) 및 비모어화자 일본어교사(이하,

NNT)에게 초점을 맞춰, 각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때의 학습자

의 불안요소1)를 밝힘과 동시에 양측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2.선행연구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불안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본 장에서는 학습자와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대

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Horwitz, Horwitz&Cope(1986)는 학습자의 모어사용환경에서의 외

1) 본고에서는 불안의 항목을 ‘불안요소’로 표기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진

표기 ‘불안요인’, ‘정의요인’은 그대로 표기한다.



국어교육에 있어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불안요소로 33항목의 외국어

수업불안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도는 언어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3개로 분류한 후 학습 스킬 센터의 임상보고, 학습자나 교사의 경험을

참고로 개발된 것으로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외국어불안을 조

사할 때 신뢰성이 높은 척도로써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 33항

목의 척도를 자세히 보면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불안으로써

‘수업 중에 교사가 지목하려고 하면 몸이 떨립니다’, ‘교사가 외국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무섭습니다’, ‘교사가 정정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혼란스럽습니다’, ‘교사가 항상 저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교사가 하는 말 모두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긴장됩니다’, ‘자신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

가 질문했을 때 긴장됩니다’라고 하는 교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

습자의 불안이 6항목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주로 교사가 학습자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거나 시키려고 할 때 발생하는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元田(2000)는 Horwitz, Horwitz & Cope(1986)에 대표되는 제2 외국

어에 대한 불안척도가 모국어사용 환경에 있어서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척도이며 학습자의 목표언어 사용 환경에 있어서의 척도와는 다르

다는 것을 지적하며 중심이 되었던 수업 내의 척도뿐만 아니라 목표언

어 환경에 적합 시킨 수업 외의 척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래서 새

로운 척도의 개발을 위해 기존척도와 일본국내의 일본어학습자 167명

의 자유기술에서 얻어진 항목을 합쳐 43항목을 선정하고 일본국내 대

학기관의 일본어학습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인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인자별로 보면 제1 인자 ‘발화활동에 있어서의 긴장’에서는

‘1. 지명당할 것 같다고 알아차리면 불안해 집니다’, ‘32. 갑자기 선생님

이 질문했을 때 긴장됩니다’, 제2 인자 ‘상황파악의 부정확함에 대한 불

안’에서는 ‘25. 선생님이 일본어를 빠르게 말하면 불안해집니다’, ‘38. 선

생님이 나의 일본어를 이해 못할 때 불안해집니다’, ‘23. 선생님의 질문

에 대답을 모를 때 초조합니다’와 같이 수업 내에서의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가 학습자에 대해 무언가의 행위를 하거나 학습자가 교사

에게 작용할 때 발생하는 불안이 추출되었다. 또한 ‘24. 일본어수업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불안해집니다’, ‘10. 일본어수업의 속

도에 따라가지 못할 때 불안해집니다’처럼 학습자와 교사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한 불안 외에도 수업내용이나 진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

을 시사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외국어학습자의 불안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

으로,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西谷외(2003)2)、志田(2007)3)등이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의 학습자의 수업 내의 불안요소이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발생

하는 학습자의 불안에 대해서는 조사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 있어

서 수업 내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중에서 발생되는 불안요인이 몇 가지

확인되었지만 수업 내 활동 시작 전부터 학습자는 교사에 대해 무언가

의 불안을 떠안고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학습자의 모어

사용환경에 있어서의 NT의 수업에 대해 학습자는 수업시작 전부터 불

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지만 수업 전에 발생하는 불안에

관한 연구는 필자의 관견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元田(2000:422)는 ‘불안’이라고 하는 정의요인은 직접적으로는 학습자

의 언어처리를 혼란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언어학습으로부터의 회피를

재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학습자의 불안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학습효과 증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수업 전 단

계에서의 학습자의 불안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회피를 막

2) 베트남의 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불안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고 어떤 수업환경을

만들어야학습자의구두표현에있어서의언어불안을해소할수있는지에대해고찰했다.
3) 리츠메이칸 대학 단기유학프로그램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일본 국내의 목표언어 환경에

있어서학습자의제2 외국어불안의양상을종단적측면으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한

연구이다. 전기와후기에같은대상자에게조사를실시하여불안요인의변화를관찰했다.



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수업개시 전 단계에서 교사에 대해 자기고 있는

학습자의 불안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모어사용환경에 있어서 발

생하는 NT에 대한 불안요소를 밝힘과 동시에 NNT에 대한 불

안요소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本

多(2016)에서 밝힌 교양일본어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기대요소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불안요소와의 관련성의 유무를 검증하려한

다.

3. 조사와 분석

3.1 질문지의 작성

학습자의 교사에 대한 불안요소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먼저 한국의

대학에서 일본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가 수강 전에 가지고 있

는 불안의 실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소재 3개 사

립대학의 교양일본어 수강자 220명에게 의뢰하여 자유 기술식 조사로

실시했다4).조사대상인 3 개 대학은 교양과목에서 일본어수업을 개설하

고 있으며 한 강좌의 수강자 수는 30명 정도이었으며, 1학기의 진도는

문법·발음부터 동사의 マス형 또는 テ형문까지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

안하였을 때에 수강자 수와 커리큘럼 면에서 공통성이 있으므로 조사

대상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문은, 모어화자교사가 혼자서 교양일본어수업을

한다고 들었을 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5)를 비모어화자교

4) 3개의 대학은 모두 4년제 대학이다. 조사는 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는 필자가 직접하

고 다른 대학은 조사협력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5월부터 6월

이며 회답자수는 A교 105명, B교 81명, C교 34명으로 이 중에는 외국적(미국1, 중국9,

대만2)



사에 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하여 자유기술에 의한 회답을 요구했다. 회

답된 220명분의 기술데이터는 KJ법을 이용하여 내용적인 분류를 하고

NT에서 18항목, NNT에서 24항목을 추출하였다6).그 후 추출된 질문항

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파일럿 스터디를 하였다7). 이를 통해

복수의 협력자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유사항목이나 추상적인 표현의 재

검토를 하여 최종적으로 NT14항목, NNT20항목을 질문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3.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국의 6 개 대학8)의 교양일본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대학의 조사협력자에게

의뢰하였고 유효 회답 수는 NT에 관해서는 330, NNT에 관해서는 317

을 얻었다. <표1>에 각 대학의 유효 회답 수, <표2-1><표2-2>에 회

답자의 속성9)을 표시했다. 학생으로는 1학년이 가장 많으며 국적으로는

한국인 학습자 이외에 중국인 학습자도 상당수 포함되어있었다. 최근

몇 년간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한국 외의 국적인 학습자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

기 위해 한국 이외의 학습자의 회답도 회답 수에 포함시켰다. 회답은

5) 조사에서는 불안요소뿐만 아니라 기대요소에 대한 기술도 수집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안요소에게만 초점을 두었다. 기대요소에 관한 질문은, 어떤 모어화자교사이어야 수

업을 받고 싶어지는 가였다.
6) 조사표의 질문 및 회답은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의 한국어는 역번역을 하

였다. 회답의 일본어번역은 필자가 하였으며 네이티브 체크를 받았다. 수집된 총 데이

터 수는 NT에 대해서는 174, NNT에 대해서는 152였다.
7) 모어화자인 일본어교원 2명, 비모어화자인 일본어교원 2명, 과거에 교양일본어를

수강한 학생 5명에게 협력을 의뢰하여 실시했다.
8) 부산 1개교, 충청남도 1개교, 서울 4개교이며 모두 교양과목으로서의 일본어수업을

개강하고 있는 대학이고 자유기술식 조사와 마찬가지로 교양일본어의 수강자 수나

진도가 유사한 대학이다.
9) 그 외에 학습경력, 학습기관, 일본체류경력에 대해서도 기입하게 하였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6건법으로 하였으며 코딩을 거쳐

SPSSversion21.0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하였다. 인자추출방법은 주인

자법, 회전방식으로는 인자 간의 상관을 예상하기 위해 프로맥스회전을

사용했으며 인자 부가량은 보수적 기준인 0.4 이상을 유의 값으로 하였

다.

　　　　　　　 　<표1>대학별 유효회답 수

3.3　분석결과

3.3.1 NT에 관한 분석결과

　주인자법에 의한 인자분석 결과, 충분한 인자 부가량을 표시하지 않

은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2인자, 14항목이 추출되었다10)。<표3>

에 회전 후의 최종적인 인자패턴과 인자 간 상관을 나타냈다.

제 1인자는 ‘교사의 지식부족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대해 설

명하지 못 할 것 같다’,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를 것 같다’,

‘교사가 한국어로 설명해도 한국어가 틀렸을 것 같다’, ‘한국인의 일본

10) 고유 값의 변화는 6.826、0.077、0.39、0.094이며 2인자에서 14항목의 전분산을 설명

하는 비율은 64.9%였다.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합계

NT 94 49 70 37 29 51 330

NNT 82 50 70 37 27 51 317

　　　　＜표2-1＞학년 　　 ＜표2-2＞국적

　학년 1 2 3 4 국적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NT 119 95 57 59 NT 294 34 2

NNT 114 92 55 56 NNT 287 28 2



어습득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몰라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 ‘교사가 한국어로 말해도 발음 등이 부정확해서 이해하지 못 할

것 같다’ 등의 항목에 높은 부가량을 표시했기 때문에 인자명을 ‘교사

의 한국어능력·한국문화이해에 대한 불안’으로 하였다.

제 2인자는 ‘교사가 일본어로 수업을 하면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

고 이해하지 못 할 것 같다’,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원활한 의사소통

을 할 수 없을 것 같다’에 높은 부가량을 표시했기 때문에 ‘수업이해·교

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위척도 간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해 NT에 대한 두 개의

하위척도에 상당하는 항목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교사의 한국어능력·한

국문화이해에 대한 불안’ 하위척도득점(평균2.64,SD 1.08), ‘수업이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하위척도득점(평균2.67,SD 1.17)으로

하였다. 내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하위척도의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사의 한국어능력·한국문화이해에 대한 불안’에서는 α＝.93、‘수

업이해·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에서는 α＝.83으로 충분한 값이

얻어져 두 개의 하위척도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표3>인자분석결과(NT)

　 Ⅰ Ⅱ

제 1인자: 교사의 한국어능력·한국문화이해에 대한 불안

6. 교사의 지식부족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
.99 -.25

13.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를 것 같다 .85 -.12

5. 교사가 한국어로 설명해도 한국어가 틀렸을 것 같다 .81 .01

8. 한국인의 일본어습득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몰라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
.72 .09

4. 교사가 한국어로 말해도 발음 등이 부정확해서 이해하지

못 할 것 같다
.65 .19

3. 교사가 한국어로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 .60 .29



위와 같이 수업을 받기 전의 NT에 대한 불안요소가 명확해졌지만

수강하는 학습자의 학습 경력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학습경력이 많은

학생도 있다. 이러한 학습자는 대학에서 처음 일본어를 학습하는 학생

이나 학습경력이 짧은 학생보다 불안의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추측되

며 학습 경력에 의해 불안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표

4>와 같이 학습자를 학습경력별로 그룹화하고 학습경력별 그룹을 독립

변수로 한 분산분석을 하였다.

　　　　　 　　<표4>학습경력에 따른 그룹의 분류

7. 질문을 해도 바로 한국어로 대답하지 못 할 것 같다 .57 .31

14. 문화의 차이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찰이 생길 것 같다 .57 .04

1. 교사의 한국어능력이 불충분해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해도

교사가 이해하지 못 할 것 같다
.46 .38

2. 교사의 한국어능력이 불충분해서 공지 사항(시험이나 휴교

등)의 전달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44 .31

제 2인자: 수업이해·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10. 교사가 일본어로 수업을 하면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 할 것 같다
-.31 .97

11.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12 .76

12.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가 생길 것 같다 .37 .49

9.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할 것 같다 .16 .43

인자 간 상관 Ⅰ Ⅱ

Ⅰ - .73

Ⅱ .73 -

학습경력 그룹 NT NNT 학습경력 그룹 NT NNT

3개월 미만 1G 98 92
2년 이상

3년 미만
4G 43 42

3개월 이상

1년 미만
2G 64 60

3년 이상

4년 미만
5G 19 19

1년 이상 3G 79 78 4년 이상 6G 27 26



　

그 결과, <표5>처럼 제 2인자에서 그룹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5,324)=3.70,p<.01). 어떤 그룹과의 사이에서 차가 발생하는 지를 다

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표6>와 같이 1G와 3G, 1G와 6G, 5G와

6G의 그룹 사이에서 유의한 차가 발생했고 1G와 5G는 불안의 정도가

높으며 그에 비해 3G와 6G는 불안의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평균치에

있어서 1, 2, 4, 5G의 평균치가 비교적 높고 3, 6G의 값이 낮았다는

점에서 이 두 개의 그룹으로 t검정을 한 결과, 그룹 간에서 유의한 차

가 나타났다(t(328)＝3.51,p<.05)11)。<표7>에 t검정의 결과를 표시했다.

<표5>제2 인자의 분산분석결과(NT)

<표6>제2 인자의 다중비교결과(NT)

11) 다른 그룹의 조합에서는 유의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2년 미만

제곱 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확립

수업이해

의사소통

그룹 간 24.226 5 4.845
3.70

3
.003

그룹 내 423.952 324 1.308

합계 448.178 329 　 　 　

　
　　학습경력

평균치의

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립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업이해·

의사소통

에 대한

불안　

　

1Ｇ

2Ｇ .28476 .18384 .633 -.2423 .8118

3Ｇ .49777* .17296 .048 .0019 .9936

4Ｇ .35198 .20924 .545 -.2479 .9518

5Ｇ -.12231 .28674 .998 -.9444 .6997

6Ｇ .87330* .24863 .007 .1605 1.5861

5Ｇ
2Ｇ .12231 .28674 .998 -.6997 .9444

3Ｇ .40707 .29885 .750 -.4497 1.2638



<표7>제2 인자의 t 검정결과(NT)

　3.3.2　NNT에 관한 분석결과　

　NT와 마찬가지로 주인자법을 통한 인자분석을 하여 충분한 인자 부

가량을 표시하지 않은 1항목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3인자, 19항목

이 추출되었다12)。<표8>에 회전 후의 인자패턴과 인자 간 상관을 나

타냈다.

　　　　　　　　 　<표8>인자분석결과(NNT)

12) 고유 값의 변화는 9.64、1.2、0.368、0.036、0.186이며 3인자에서 19항목의 전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65.1%였다. 또한 충분한 부가량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16. 일본

에 대한 지식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것 같다’였다.

4Ｇ .62009 .29229 .279 -.2179 1.4580

5Ｇ .47430 .31512 .661 -.4291 1.3777

6Ｇ
　

.99561*
.34254 .045 .0136 1.9776

　 　　　1.2.4.5Ｇ 　 　　　　3.6Ｇ t값　

　 평균 ＳＤ 　 평균 ＳＤ 　

수업이해·의사소통 2.82 1.19 　 2.36 1.05 　3.51*

*ｐ＜.05

　 Ⅰ Ⅱ Ⅲ

제 1인자 :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교육에 대한 불안

17. 일본문화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 .94 .05 -.10

18. 일본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을 것 같다 .93 -.15 .08

14.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해 모를 것 같다 .77 .05 -.01



제 1인자는 ‘일본문화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 ‘일본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을 것 같다’,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해 모를 것 같

다’, ‘일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와 같이 교사의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부족이나 일본문화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을 나타내는 항목에 높은 부가량을 표시했기 때문에 인자

명을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하였다.

19. 일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 .70 .12 .04

15. 일본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모를 것 같다 .60 .08 .13

20. 일본에 대한 교사의 사고방식을 강요할 것 같다 .60 .00 .12

13. 회화를 가르치지 못 할 것 같다 .43 .35 .04

제 2인자 : 일본어에 관한 지식·운용능력에 대한 불안 　

1. 일본어의 발음이 틀렸을 것 같다 -.13 .91 .02

2. 억양이나 악센트가 틀렸을 것 같다 -.16 .83 .16

4.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을 것 같다 .11 .83 -.17
3. 한국인 교사의 일본어 표현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것 같다
-.03 .74 .15

7. 한국어와 일본어의 뉘앙스 차이를 모를 것 같다 .22 .59 .04

5. 교사가 말하는 일본어가 표준어가 아닐 것 같다 .28 .59 -.16
6.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를 잘 모르고 오래된 일본어

를 가르칠 것 같다
.21 .49 .11

8. 일본어의 유사표현(비슷한 표현들)의 차이에 대해 설명

하지 못 할 것 같다
.29 .45 .17

제 3인자 : 교육방법에 대한 불안 　

9. 문법 설명 중심의 수업을 할 것 같다 -.06 -.02 .89

10. 교과서 내용만 다룰 것 같다 -.02 .06 .85

11. 주입식 수업을 할 것 같다 .12 -.01 .76

12. 일본어보다 한국어의 사용이 많을 것 같다 .32 -.04 .52

인자 간 상관 Ⅰ Ⅱ Ⅲ

Ⅰ - .74 .71

Ⅱ .74 - .69

Ⅲ .71 .69 -



제 2인자는 ‘일본어의 발음이 틀렸을 것 같다’, ‘억양이나 악센트가

틀렸을 것 같다’,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인 교사의 일

본어 표현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것 같다’, ‘한국어와 일본

어의 뉘앙스 차이를 모를 것 같다’처럼 교사의 일본어에 관한 지식과

음성을 중심으로 한 운용능력에 관한 불안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일본어에 관한 지식·운용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하였다.

제 3인자는 ‘문법 설명 중심의 수업을 할 것 같다’, ‘교과서 내용만

다룰 것 같다’, ‘주입식 수업을 할 것 같다’와 같이 수업의 내용이나 방

법에 대해 불안시하는 항목에 높은 부가량을 표시했기 때문에 인자명

을 ‘교육방법에 대한 불안’으로 하였다.

NNT에 대한 세 개의 불안척도의 하위척도득점은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교육에 대한 불안’ 하위척도득점(평균2.66,SD1.13), ‘일본어지식·

운용능력에 대한 불안’ 하위척도득점(평균2.64,SD1.80), ‘교육방법에 대

한 불안’ 하위척도득점(평균3.32,SD1.32)이었다. 또한 내적 정합성의 검

토를 위한 α계수는 각각 α＝.92、α＝.93、α＝.89로 충분한 값이 얻어져

세 개의 하위척도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NT에서 하였던 것처럼 학습경력별 그룹에 따른 검증을 분

산분석을 하여 학습경력별 불안의 정도의 차에 대해 검증했다.

　

<표9>각 인자의 분산분석결과(NNT)

　 제곱 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확립

Ⅰ 문화지식·

문화교육

　

그룹 간 8.798 5 1.760
1.3

9
.226

그룹 내 392.435 311 1.262

합계 401.233 316 　 　 　

Ⅱ일본어지식·

운용능력

　

그룹 간 7.407 5 1.481
1.2

8
.273

그룹 내 360.510 311 1.159

합계 367.917 316 　 　 　



그 결과 <표9>와 같이 학습경력별 그룹 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는 발

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NNT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세 개의

불안요소는 학습경력이 짧은 학습자부터 오래된 학습자까지 모든 학습

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3.4　결과의 고찰

본 절에서는 3.3에서 얻어진 NT 및 NNT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요소

에 관한 분석결과를 고찰하면서 本多(2016)에서 추출된 기대요소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추출된 교양일본어 수강 전에 발생하는 학습자의

불안요소를 <표10>에 표기하였다.

　　　　　　　　<표10>NT와 NNT에 대한 불안요소

　　
NT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요소로써 추출된 인자의 구성항목을 자세

히 보면 제 1인자는 크게 2개의 불안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그 것은 일

본어와 한국어의 상이점의 설명, 한국문화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 한

국인일본어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 문화의 차이에서의 교사와의 마

Ⅲ 교육방법

　

그룹 간 10.173 5 2.035
1.1

7
.321

그룹 내 538.685 311 1.732

합계 548.857 316 　 　 　

　인자 NT NNT

Ⅰ
교사의 한국어능력·

한국문화이해에 대한 불안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

교육에 대한 불안

Ⅱ
수업이해·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일본어에 관한 지식·

운용능력에 대한 불안

Ⅲ 　　　　　－ 교육방법에 대한 불안



찰처럼 주로 NT의 한국인학습자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불안

시하는 항목과 교사에게 한국어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불안, 또는 한

국어능력이 있다고 해도 한국어의 부정확함, 불충분함에서 발생하는 일

본어학습에 대한 장애 및 학사관리에 끼치는 지장에 대한 불안이었다.

제 1인자에 나타난 불안은 교사에게 한국어능력이 없다 또는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학습자의 추측을 바탕으로 불안항목이 구성되어 있으

며 학습자의 모어사용환경에서의 특징으로써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되

어진다. 한편 제 2인자의 구성항목을 보면 교사의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느 언어로

도 불가능한 것 등 수업에서 교사의 일본어사용에 대한 불안과 수업활

동 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2개의 인자로 보면, 학습자는 NT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

느 언어를 사용해도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교사와 학습자

양측의 외국어사용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엇갈

림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항목들은 2장에서 언급한 Horwitz

& Cope(1986 : 129-130)가 명확히 한 모어사용환경에서의 학습자의 불

안척도에도 ‘교사가 외국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에는 무섭습니다’, ‘교사가 정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혼란스럽습니

다’, ‘교사가 하는 말 모두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긴장됩니다’ 등의

항목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불안들은 수업활동이 시작한 후에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고 생각한다. 교양일본어의 수강자는 학습경력이 다양하고 중학교나 고

등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있는 학습자도 많으나 약 절반 정도는 1년 미

만의 학습경력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한국어능력이나 일

본어사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NT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목표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해

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는 한국어로 보충설명을 하거나 공지는 한국어

로 하는 등 학습활동은 물론 학사일정에서 학습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습자는 교사의 한국

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이나 학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안요소와 本多(2016)의 수업 전에 교사에게 기대하는 요

소13)를 비교한 결과 불안요소로서 작성된 것이 기대로써 나타나고 있

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불안요소의 ‘6. 교사의 지식부족으

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 할 것 같다’는 기대요

소의 ‘5. 한국어와 일본어의 뉘앙스 차이를 가르친다’에 반영되고 ‘8. 한

국인의 일본어습득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몰라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

지 못 할 것 같다’, ‘13.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를 것 같다’,

‘14. 문화의 차이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찰이 생길 것 같다’의 불안은

기대요소인 ‘11.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가르친다’, ‘36. 한・일 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38.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39.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등으로, 또한 ‘9. 난이도가 높은 내

용을 가르치려고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은 ‘24. 처음 배우는 학생을

배려한다’, ‘22. 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진행한다’의 기대로 변화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자의 불안요소는 기대요소에 반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습경력별 그룹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제 2인자에서 그룹

간에 유의한 차가 확인되었다. 학습경력이 1년 미만인 그룹과 2년 이

상 4년 미만인 그룹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그룹과 4년 이상 학습자의

그룹보다 수업이해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도가 높았다. 필자

는 초기에는 학습경력이 짧을수록 불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검증결과 2년 이상 4년 미만의 학습경력을 갖는 학습자의 불안도가 보

다 짧은 1년 이상 2년 미만인 학습자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제

13) NT에 대한 기대요소의 상세한 것는 <참고자료1>을 참고바람.



2인자에 있어서의 불안정도는 학습경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이 시사되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학습

자의 학습동기와 불안의 수준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

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이유를 명확히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NNT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으로써 추출된 각 인자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 1인자에서는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이

나 이해, 설명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일본

의 폭 넓은 문화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

이나 문화에 관한 설명이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불안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들은 일본문화에 대해서 사실 그

대로를 배우고 싶다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학습의욕이 반

영되었다고 생각된다. 嶋津·安(2013:40)은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파악방

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로, 학습자가 지금까지 어떤 일본어교

육을 받아왔는가라고 하는 점을 들었으나, 교사의 문화관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염두하고 치우쳐진 문화관의 강요가 되지 않도록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제 2인자는 발음·억양의 부정확함이나 실제로 통용

되는 일본어 운용능력, 그리고 양 언어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를 불안

시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는 교사의 일본어능력이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용하는 일본어가 오래된 것이라고

걱정하는 등, NNT에 대한 치우쳐진 평가로 인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보였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어를 접하는 기회가 증대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새로운 일본을 배우고 싶다는

기대의 크기가 이러한 불안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제 3인자

는 문법 설명중심, 교과서만을 사용하는 수업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수업방법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

는 항목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부족한 이론중심의 수업이 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本多(2016)의 기대요소14)와 비교한 결과, NT와

마찬가지로 불안항목이 기대로써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

으로는 문화지식, 문화교육에 관한 불안요소인 ‘17. 일본문화에 대해 설

명하지 못 할 것 같다’, ‘18. 일본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을 것 같

다’, ‘14.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해 모를 것 같다’, ‘15. 일본의 새로운 문

화에 대해 모를 것 같다’는, ‘38.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 ‘31.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다’, ‘10. 일본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9. 일본 전통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등의 기대요소로 반영되었다. 또한

교육에 관한 불안요소 ‘11. 주입식 수업을 할 것 같다’, ‘10. 교과서 내용

만 다룰 것 같다’, ‘12. 일본어보다 한국어의 사용이 많을 것 같다’ 등은,

‘7.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난 수업을 한다’, ‘21. 학생에게 수업에 참가하

는 기회를 많이 준다’, ‘20. 싫증나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등의 기

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9. 문법 설명 중심의 수업을 할 것 같다’의 불안

요소는 기대요소에도 ‘3. 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라는 항목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수업에서 문법교육을 어떻게 다룰지가 과제로 주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다른 기대요소와의 관련성을 보면 확실히 문법을 중심

으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학습자의 불

안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염두로, 문법교육의 방법을 모색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NT 및 NNT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요소를 고찰한 결과, 평균치

를 살펴보면, 불안요소의 값은 기대요소의 값만큼 높지 않았으며 학습

자가 각 요소에 대해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하

지만 자유기술식 조사를 통해 한국의 교양일본어 학습자가 교사에 대

해 어떤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되었다는 점

에서 교사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수업을 진행해 가야할지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생각된다.

14) NNT에 대한 기대요소의 상세한 것은 <참고자료2>를 참고바람.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의 4년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양일본어를 수

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담당자가 NT인 경우 또는 NNT인 경

우, 수업시작 전 단계에서 어떤 점에 불안을 갖는가에 대해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NT에 대해서는 교사의 한국이

해나 한국어능력에 대한 불안, 교사가 수업에서 일본어를 사용했을 때

의 일본어의 이해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NNT에 대해서는 NT를 향한 한국어능력에 대한 불안과

마찬가지로 NNT의 일본어능력에 대한 불안이나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

이나 교수능력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인자가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학습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특히 수업개시 전에 발생하는 불안요소에 초점을 맞춘 결과, 수업개시

전에 최초로 불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NT와 NNT에 따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다르다는

점, 불안요소가 기대요소에 반영된다는 점 등, 다수가 발견되었다. 불안

요소는 학습회피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

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

러한 경우에 자료로써의 공헌이 기대되며 보다 좋은 수업환경을 조성

하며, 교사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재점검할 때에 가이드라인으로써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앞으로는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유학생

의 기대나 불안에도 시선을 돌려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수업환경에

서의 일본어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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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資料1:NTへの期待要素 ＞

제 1인자: 명랑·활발한 인품
44. 사교성이 있다/ 45. 밝다/ 43. 유머가 있다/ 42. 친근감이 있다/ 40.

친절하다/ 41.고집이 강하지 않다/ 17. 활기가 있는 수업을 한다

제 2인자: 학습자에 대한 배려

24. 처음 배우는 학생을 배려한다/ 22. 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진행한다/

14.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한다/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3. 학생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 20. 학생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한다/ 13.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다

제 3인자: 회화교육의 실천과 전문성

7. 올바른 발음을 가르친다/ 8. 올바른 악센트·억양을 가르친다/ 2.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를 가르친다/ 1. 회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5.

한국어와 일본어의 뉘앙스 차이를 가르친다 /6. 청해와 작문의 실력도 배양한다/

32. 일본어 표준어를 할 수 있다/ 31. 발음이 정확하다
제 4인자: 문화교육과 다양한 활동
10. 일본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9. 일본전통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11.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가르친다/ 16. 다양한 활동(게임, 그룹활동 등)을



<참고자료 2: NNT에 대한 기대요소>　

한다/ 15. 학생에게 수업에 참가하는 기회를 많이 준다/ 12.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제 5인자: 한국에 대한 이해
27. 한국에 호의적이다/ 28. 한・일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 26.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 30. 한국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 6인자: 숙련성
37. 일본에서 일본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39.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38.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21. 커리큘럼에 충실하게

진행한다/ 36. 한・일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제 1인자: 학습자에 대한 배려
25. 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진행한다/ 29. 처음 배우는 학생을 배려한다/

16.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한다/ 30.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27. 학생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 28. 학생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한다/ 12.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친다/ 26. 열정적으로 가르친다/ 20. 싫증나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제 2인자: 전문성과 숙련성
36. 일본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 42. 일본유학의 경험이 있다/ 37.

일본어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 41. 일본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다/

38.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39.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경험이

풍부하다/ 40. 일본에서 일본어교육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다/ 31.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 3인자: 친해지기 쉬운 인품
46. 사교성이 있다/ 45. 유머가 있다/ 47. 친근감이 있다/ 44. 고집이 강하지

않다/ 43. 친절하다
제 4인자: 문화교육과 다양성 있는 수업
10. 일본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7.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난 수업을

한다/ 9. 일본 전통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15.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많이

사용한다/ 2. 회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4. 암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21. 학생에게 수업에 참가하는 기회를 많이 준다
제 5인자: 문법교육
4. 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3. 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5. 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2.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23. 커리큘럼에

충실하게 진행한다



<Abstract> 

Anxiety Element of Learners in Japanese Class

-Focus on a Japanese native teacher and a Japanese non-native teacher-

This study found that the anxiety element of learners to teachers (NT:a

Japanese native teacher and NNT:a Japanese non-native teacher) that occurs

before class starts in the mother tongue uses the environment of the learner.

Students of six universities, who are taking a Japanese class, were asked

about anxiety towards the lessons held by NT and NNT. Data was

analyzed using both a factor analysis and a one-way ANOVA.

The findings of NT revealed that the following two factors were extracted.

The first factor is “anxiety about teac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Korean culture understanding.” The second factor is “anxiety about

understanding of the class and communicating with teachers." As a result of

the one-way ANOVA, in the second facto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between the two groups. Groups with learning experience ranging

more than one year and less than two years, and longer than 4 years, had a

low degree of anxiety. In comparison, groups with learning experience

ranging more than two year and less than four years, and shorter than one

year had a high degree of anxiety.

The findings of NNT revealed that the following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The first factor is “anxiety about knowledge and education in

relation to Japanese culture”, the second factor is “anxiety about knowledge

and Japanese operational ability”, and the third factor is “anxiety about

educational methods." Using one-way ANOVA, we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learning experience,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