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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소개 및 목적 

 

본 연구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정식 

학위과정으로 공부하는 1 학년 학생들 약 18 여명의 언어학습 진행에 따른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Intercultural Competence 이하 IC)의 발달 정도를 1 년의 학습기간 

동안에 걸쳐 살펴 보는 종단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대학기관에서 학위과정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1 학년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한국어학습자들이 

대하기관에서 언어학습을 진행해가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언어학습 경험에 따라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켜가며 그러한 변화들이 

학습자들이 문화간 접촉경험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질문 

 

1) 한국어 전공 1 학년 학습자들의 IC 능숙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IC 능력은 대학 1 학년간의 한국어 학습 기간동안 어떻게 변화하는가? 

학생들의 초기단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과 IC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있는가?  

-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경험/과거체류/국제적 경험/학습기간 동안의 

한국인간의 교류경험은 IC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한국어 전공 1 학년 학습자들의 IC 능력 향상 정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학습자 

개인적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학습목표/미래에 대한 기대는 학습자들의 IC  

능숙도 향상과 관련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있는가?  

- 학습자들이 느끼는 문화간 거리, 혹은 문화에 대한 차이등이 학습자들의 IC 

능력 향상 정도와 관련이 있는가?  

 

3)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의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견해는 어떤 변화를 

거치며 이러한 변화들이  IC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어 학습자들이 1 년 동안의 심화 언어과정을 진행해가면서 한국와 

한국문화에  대한 개념과 견해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은 학습자들의 IC 능력 향상에 관련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있는가?  

- 한국어 학습자들 자신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cultural distance)에 대한 

견해는 학습자들의 IC 능력 향상에 관련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혼합연구방법 (mixed-methods approach)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1 년여간에 걸친 학습자들의 언어습득수준과 IC 능력 

향상정도, 언어와 문화에 대한 견해의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연구자는 장기간에 걸친 동일집단 혼합연구 (cohort mixed-methods approach) 

방법을 채택하였다.  

Creswell and Plano Clark (2011)은 혼합 연구방법 (mixed-methods)을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하는 연구방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해서 

한가지 방법만을 사용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p. 

5). 이러한 혼합연구방법은 IC 연구를 위한 좋은 방법론으로 인정되는데, Deardorff 

(2004) 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IC 전문가들과 대학기관 연구자들이 IC 능숙도를 

측정하는 주요방법으로 혼합연구 접근법을 추천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양적인 데이타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도구인  IDI 가 사용하였으며 질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자들과 

연구자와의 일대일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작성된 인터뷰 프로토콜에 맞춰 

설계된 질문들에 따라  참여자들이 자신이 느낀 바대로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도구 

 

2-1. 양적 데이터: Use of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  

양적인 데이터는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를 통해 구축되었다. 

IDI 는 2003 년 Hammer 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 그룹, 그리고 기관의 문화적 

차이/공통점을 인지하고 문화적 상황에 따라 행동의 변경,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측정(psychometric) 도구이다.  

가장 최근의 버전인 IDI v3 는 2012 년에 개발되었으며 사용자이름과 패스워드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50 여개의 ‘동의 혹은 비동의’를 할 수 있는 5 포인트 

리커트 스케일(five-point Likert scale)의 질문과 참여자가 직접 대답을 쓸 수 있는 

open-end “contexting”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테스트는 보통 20 분에서 40 분 정도에 걸쳐 완성될 수 있으며, 일단 완성되면 

IDI 레포트를 담당하는 기관에 데이터가 보내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점수가 

매겨진다 (Hammer, 2013). 이러한 분석데이터를 통해 참여자의 개인 레포트가 

작성되어 본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레포트는 개인으로 작성되어질 수도 

있고 전체그룹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도 작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참여자가 용도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레포트와 

전체레포트가 둘 다 사용되었다.  

 

 

3-2. 질적 데이터 : Post IDI 인터뷰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Yuen & Grossman, 2009; Westrick & Yuen, 2007) 

개인의 성별, 나이, 국적, 문화배경, 과거의 타문화권 체류 경험, 제 2 언어 능숙도, 

교육정도, 청년기 (18 세 이하)의 해외체류경험 등이 IDI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인터뷰는 과거의 IC 연구를 근거로 4 개의 큰 

카테고리로 작성되었다. 

 1 차 인터뷰와 2 차 인터뷰는 기본 틀은 동일하게 하되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춰 

세부 질문들을 약간 수정하였다.  

 



4. 데이터 수집  

 

4-1. 연구환경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런던에 소재한 SOAS, University of London 에서 2016-2017 년의 

정규학기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SOAS 에서 한국어, 한국학을 

전공으로 하는 2016 년도에 입학한 1 학년 학생들이다. 1 학년 학생들을 연구상대로 

선정한 이유는 1 학년 학생들은 그 전에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했거나 접한 경험 

또는 해외교류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me) 등을 통해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경험이 다른 학년들보다 적으므로 다른 학년들에 비해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쉬우며,  

또한 전기와 후기의 발전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baseline)을 알아보기 

쉽기 때문이다. 

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들(17 명)은 1 년간의 academic year 동안  

Elementary Korean 이라는 일주일에 10 시간 가량 3 학기 (full academic year) 

수강했으며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공적인 1 학년 수료 후 진행되는  Study abroad 

program to Korean universities 에 신청한 상태였다.  

참여자들의 국적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영국출신이나, 영국출신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적적/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필리핀, 프랑스, 방글라데시, 핀란드, 캐리비안 국가들 등).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18 명 중 17 명, 한 명 남자) 그 이유는 

한국어학과를 재학하는 학생들 중의 상당한 비율이 여성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대부분이 18 세부터 21 세 사이에 포진해 있으며 21 세 이상도 

두명 정도 있었다.  

 

4-2. 데이터 수집 과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두 번의 걸친  IDI 데이터와 두 번의 post-IDI 인터뷰 레코팅 

자료가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되었다.  

새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에 관한 소개와 연구참여동의서를 신입생 

환영위크 (welcome week) 기간의 한국학과 오리엔테이션 당일에 배포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IDI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전달했다. 



IDI 는 온라인으로 실행되었고 그 후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SOAS SCR room 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동의 하에 녹취되었다. 

첫번째 IDI 데이터와 post-IDI 인터뷰는 2016 년 에  9 월부터 10 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번째 연구참여 이메일은 2017 년 4 월 중순부터 참여자들에게 보내졌다.  

두번째 IDI user names and passwords  2017 년 5 월 초부터 보내져 완성되었으며 

두번째 post-IDI 인터뷰는 2017 년 늦은 5 월부터 6 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 

 

 

4-3.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본 연구의 34 개의 IDI 레포트와 34 시간에 걸친 2 셋트의 오디오 인터뷰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19 명의 참여자가 IDI 에 응답하였으나 2 개의 

데이터는 완전하지 못하여 17 개의 데이터만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5. 결과: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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