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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토픽2급 정도 실력을 지닌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쓰기와 읽기의 경우는 실력

이 우수한 학생이 많지만 듣기와 말하기 특히 말하기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미흡

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는 발화 상황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말하기 능력 평가는 지금까지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나 유창성이나 정확성

이냐라는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화두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정확성보

다 유창성 다시 말해 자신감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더불어 말하기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말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 생각해보

고자 한다. 

말하기 시험은 현재 토픽에서도 지정된 영역이 아니다. 이에 토픽을 준비하는 학

생들에게는 말하기란 조금은 생소하다. 그리고 말하기 평가에 대한 것 역시 생소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말하기 평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선생님과 1 

대 1 대화, 주어진 발화 상황 속에서 친구와 하는 대화, 에세이 발표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기 시험은 보통 미리 작성한 대본을 중심으로 외운 것을 말하는 것에 한정된

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내용과 발표 내용은 cd를 틀어 놓은 것처럼 딱딱하고 자



연스럽지 못하다. 학생들 역시 익히고 외운 것을 토해내는 과정을 겪다 보니 더

욱더 그러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외운 것을 빨리 말해서 끝나길 바라는 억양과

뉘앙스가 느껴진다. 

결국 어떤 상황이든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말하기

시험 가운데 발표 에세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보고자 하였다. 보통의 에

세이 주제는 “한국” 혹은 “한국과 터기”에 한정되어진다. 그러나 한번도 가본적

이 없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하려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힘

들 수 밖에 없다. 번역된 한국 책의 자료가 미비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자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류가 많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말하기 시

험의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주제 : 터키(고향)을 중심으로 한 2박 3일 관광 코스 일정

상황 : 관광처, 관광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혹은 회사원

발표 : 10~15분

내용 : 자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2박 3일 코스로 여행을 한다면 어떤

컨셉과 동선으로 일정을 준비 할 것인가에 관해 ppt로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발표

한다. 중요한 것은 화두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금액과 주요 이동 수단 그리고 볼

거리, 탈거리, 먹을거리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서 진행한다. 

자신의 고향과 그 주변에 대해 2박 3일 일정을 준비하는 것은 모르는 한국이나

터키에 대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아는 것에 대한 안도가 분명히 말

하기 시험을 하는 동안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안도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이 시험은 이후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의 직업 체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수 있다. 이상의 지점에서 새로 시도해본 말하기 시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