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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온라인 비 면 수업이 확 됨에 따라 학에서도 원격 수업의 질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비 면 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발표 동영상에 나타난 
발표 담화와 발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의 학문적 발표 양상을 확인하고 향후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생 43명이 공통교양 수업 시간에 수행한 학문적 발표를 수집하여 
발표 구조, 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 비 면 발표만의 차별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학습자들은 발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연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적으로는 발표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나 학문적 표현에 한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비 면 환경을 고려한 특징적 언어 표현들도 발견되었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시각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비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발표문을 그 로 읽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언어적 요소 신 
기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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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국내 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들이 
학 내의 온라인 교양 수업 환경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학문적 발표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오늘날, 다양한 내⋅외부적 요
인으로 인해 학의 교수학습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온라인 
비 면 수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 온라인 수업 추진경과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체 교육 현장에서 전면적 원격교육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주축이 될 것이므로 
원격수업의 질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는 수업의 장면이 오프라
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교수자가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학습자가 다양한 학문적 과제를 수행하
는 양상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에서는 수업 중에 
발표와 토론 등 학문적 공동체 간 적극적인 상호 소통이 
필요한 학문적 과제가 빈번하게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면 면 상호소통이 가능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발표의 경우, 오프라
인 수업과는 달리 청중과 발표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질의 응답을 통한 소통 역시 오프라인에 비해 활발하
게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칫 일방향적
이고 청중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발표가 되기 쉽다.

그러나 발표는 학이라는 학문적 공동체 내에서 본인
이 습득한 전공 및 지식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기능이며, 이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부생들 역시 
원활히 학업을 수행하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획득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학문적 발표 수행 능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이지영(2018: 58)에서는 유학생에게 발표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이며, 발표 준비 과정에
서 적절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 자료

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부생의 경우, 제한된 한국어 능력이라는 한계로 
인해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며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청중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 온라인 수
업에서는 구두 발표 능력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발표 자료 구성 능력이 필요하
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 능력이 숙달되지 못하였거나 학문
적 발표라는 담화 양식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학부생들의 
경우, 일반적인 발표 상황이 아닌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발표라는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더욱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1)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온라인 비 면 교양 수업을 수강
한 외국인 학부생들의 발표 자료와 발표문을 분석함으로
써, 이들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학문적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향후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
점을 얻고자 한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표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은 진행된 
바 있으나, 온라인 수업에서 이들이 발표를 어떠한 절차로 
준비하고 발표 자료를 구성하여, 발표를 수행하는지에 

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또한 학문적 구두 발표의 실체
를 분석하면 향후 학습의 목표나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이해영(2008: 135)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에서의 학문적 발표를 관찰하는 일은 실제적
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면 온라인 비 면 
강의로 진행된 교양 수업에서의 학습자 발표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국인 학부생의 학문적 발표 능력

외국인 학부생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학에 

1) 최은지⋅정명숙(2007)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학문적 발표에 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발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며, 외국인들 역시 자신의 발표 수행에 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김민재(2004), 최성호⋅장경원(2018), 이선영⋅나윤주(2018) 
등 다수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 수학 시 발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김현주(2020: 1687-1688)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의 
비 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한 인터뷰를 정리해 두었는데,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발표에 해 불편하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료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준비한 발표 본을 읽는 온라인 매체의 발표로 인해 청자로서도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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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일컫는다. 외국인 학부생
들의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초반부터로, 1999년 
3,418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2019년으로 16만 명을 넘어
서게 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 그리고 저출산으
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정부 및 각 학의 적극
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따라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영(2008: 134)에 따르면 외국인 학부생들의 궁극
적인 목적은 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
분의 전공 및 교양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조별 또는 개인별 
발표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학문적 발표는 
반드시 익혀야 할 기능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부생들의 
학문적 발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발표 능력 
신장 방안에 해 제안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

먼저 외국인 학부생에게 제시되는 다양한 학문적 과제 
중, 발표의 중요성에 해 강조하고 있는 연구로 이재은
(2012), 백소영(2014), 홍은실(2015), 강현선(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재은(2012)는 학문적 발표는 학에서의 학업을 수
행하기 위해 전공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고 하면서, 발표 기획 능력, 발표문 제작 
능력, 발표 내용 전달 능력, 자기 점검 능력을 발표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다.

백소영(2014)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문적 영역에서의 
발표는 언어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형태의 스피
치(speech)라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즉 
일종의 ‘보고’ 및 ‘평가’의 과정과 토론까지 이뤄지는 복
합적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학 수업에서 
요구되는 발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주제를 파악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요구되는 ‘문헌 독해 
능력’, 수집한 정보를 알맞은 형태로 가공하는 ‘학문적 
글쓰기 능력’, 이들 정보의 집합을 청중들에게 공개할 
때 보다 유의미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요약 능력’, 내용
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때 필요한 ‘스피치 능력’

과 발표 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에 한 답을 
건네는 ‘소통능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홍은실(2015) 역시 외국인 학부생의 발표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일원인 발표자
로서 청중을 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담화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식을 생성하고 창조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학부생을 상으로 발표의 전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강현선(2016)에서는 학 내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공식적 말하기 가운데 발표는 학문적 상황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학업 기술임에도, 학습자들은 스스로 
발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문적 맥락에 어울리는 한국어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문적 발표를 수행하는 데에 한국
어 숙달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안민화(2015)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 담
화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표 담화를 비교한 결과, 외국
인 유학생은 문법적 응집성이나 논리적 응집성이 다소 
떨어져 매끄럽지 못한 발표 담화를 생산하거나 제한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윤주(2016)에서도 학문적 발표가 주제와 내용 선
정, 발표문 작성과 보조 자료 제작 등 발표 준비 과정에서
부터 적절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며, 실제 수행 시 질의
응답 등 계획하지 못한 즉각적인 말하기를 수행해야 하기
에 한국어 숙달도가 부족할 경우 효과적인 발표 수행에 
실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학문적 발표 담화 양식에 맞춰 발표 내용
을 조직하고, 이를 발표 자료를 통해 시각화하는 한편,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
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장아남(2014)에서는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발표 자료 구성 능력을 들면서, 발음
이나 어휘, 문장 구성력, 유창한 표현 능력이 부족한 외국
인 유학생들에게 발표를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길
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선 외(2019)에서는 발표에
서 주제를 전달하고 성공적으로 청중을 이해시키기 위해
서는 발표문을 구성하는 능력과 더불어, 발표 내용 중에서 

2) 2019년 교육부 교육기본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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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유형

강의 유형
전공 강의 전공 수업에서 진행되는 발표
교양 강의 교양 수업에서 진행되는 발표

발표 구성원
개인 발표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발표를 준비한 후, 다수의 청중들을 상으로 진행하는 발표
조별 발표 학습자들이 소그룹을 이뤄 발표를 준비한 후, 다수의 청중들을 상으로 진행하는 발표

대면 여부

면 발표 면 강의에서의 발표로. 발표자와 청중이 같은 공간에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발표

비 면 발표
실시간 발표 비 면 강의에서의 발표로, 발표자와 청중이 실시간 의사소통 플랫폼(Zoom 등)에 동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발표

녹화 발표 비 면 강의에서의 발표로,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녹화하여 미리 준비된 온라인 공간에 
탑재하는 발표

<표 1> 학문적 발표의 유형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그것을 PPT를 이용해 표현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발표 
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발표할 내용을 한 번 더 압축적으로 요약하
고, 시각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부생들에
게는 상당히 어려운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유하
(2012)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PPT 발표 자료를 준비하
는 데 있어 다양하고 방 한 양의 텍스트를 읽고 유의미하
게 처리하는 과정 자체에 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자신
이 작성한 서술문이나 명사형 축약형태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에서의 학문적 발표가 
외국인 학부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는 
한편, 학이라는 학문적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담화 양식
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직하고 이를 발표 자료로 구현하여 
실제 수행 및 질의응답까지 이어지게 되는 복합적인 기능
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부생은 
제한된 한국어 숙달도와 학문적 발표 담화 양식에 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표 내용을 조직하고 이를 PPT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발표 
수행 시 학문적 발표에 어울리는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응집성이 떨어지는 담화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발표 양상을 
면 히 관찰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통해 학문적 발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 학문적 발표의 유형 및 발표 구조

학문적 발표(academic presentation)는 탐구 내용을 구

두 언어를 통해 공식화하는 학문 공동체의 격식적 구두 
의사소통 행위이다(이경⋅김지애, 2016: 507). 외국인 학
부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 동안 접할 수 있는 학문적 
발표는 크게 강의 유형, 발표 구성원, 면 여부를 기준으
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강의 유형에 따르면 전공 강의와 
교양 강의로 나눌 수 있으며, 발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팀을 이뤄서 할 것인지에 따라 개인 발표와 조별 발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가 전면적으로 확 됨에 따라 온라인 발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온라인 발표는 청중이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 가상의 청중을 전제하고 발표자가 
직접 발표 장면을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할 것인지도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학문적 발표의 각 유형에 따라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부터, 발표 자료의 구성, 발표의 구조, 발표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 및 전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비 면 발표는, 청중의 
유무와 더불어 집중도의 차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 등에서 면 발표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이해하고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을 상으로 하는 학문적 
발표에 한 연구는 주로 면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학문적 발표가 체로 일정한 담화 구조
를 갖추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나 표현도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홍은실(2015)에서
는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가 크게 ‘도입부-전개부-종
결부’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한이연(2017), 강수진 
외(2018), 이지영(2018)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도입-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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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조 홍은실(2014) 한이연(2017) 강수진 외(2018) 이지영(2018)

도입

자기소개
주제 제시
배경 소개
목차 소개

인사
시작 알림

주제 명시화
발표 내용 개관

발표 시작
화제 제시
개요 설명

인사 표현
제목 소개
주제 도입
차례 소개

본론 단위 화제의 전개
소주제 도입
소주제 심화
소주제 전환

소주제 도입
소주제 설명하기

소주제 종결
소주제 전개

마무리
결론

발표 마침을 알림
인사

결론
질의응답
종결 알림

인사

발표 내용 요약
의의와 한계점 제시

덧붙여 말하기
결론 말하기
마무리하기

질문 받고 유도하기

마무리 및 
인사

<표 2> 학문적 발표의 구조

-마무리’로 발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학문적 담화 
텍스트가 크게 ‘서론-본론-결론’ 의 삼단 구조를 갖는 것
처럼, 학문적 발표 역시 주제를 도입하는 부분과 논지를 
전개하는 부분,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2>에서처럼 각 연구자별로 세부 단계
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와 같이 학문적 발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입에서는 자기소개를 비롯해 주제를 
도입하고, 목차를 설명함으로써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안내를 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이어 본론에서는 준비한 
발표 주제를 세분화하여 소주제를 도입하고 설명한 다음, 

또 다른 소주제로 전환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마
무리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학문적 발표 
담화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각 단계가 축소되거나 생략되
는 경우가 흔하며, 한국어 숙달도가 높지 않은 경우 구체
적 단계 내에서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담화적 
표지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 전체적인 발표의 응집성
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심지어 학문적 발표의 
현장성이나 즉각성에 비하지 못해, 준비한 PPT 자료나 
발표문을 그 로 읽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면 발표에서 나타나는 양상들
이 온라인 발표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면 상황에서는 청중들과의 즉각적인 소통 및 반응
이 가능하며, 다양한 비언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강의실 환경 및 인프라가 안정적이라면 큰 돌발 상황 없이 
발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황에서는 청중들

과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우며, 모니터 화면상에서 전달되
는 정보 외에 다른 자원을 활용하기 쉽지 않고, 인터넷 
연결 및 시스템 구동 등 외부 요건에 한 고려가 필요해 
훨씬 더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발표를 수행해
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환경에 맞게 발표를 
준비하고,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들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 
수행한 학문적 발표의 구조와 내용, 기술에 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차별점과 특징을 확인하고
자 한다. 이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학부생들의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 수행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의 구조와 
단계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셋째,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넷째,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에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섯째,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임을 
인식한 발표 전략 및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먼저,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 수행한 
학문적 발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발표의 각 단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 표지가 온라인 발표 상황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포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비 면 발표의 



376
교양 교육 연구 Vol. 14, No. 6 (2020년 12월)

숙달도 인원 국적 전공 발표 주제

중급 16명 중국(10), 미국(2), 몽골(1), 캐나다(1), 
베트남(1), 트리니다드토바고(1)

통계학, 독어독문학, 디자인조형학, 영어영문학, 
화공생명공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등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작품 분석, 
자신의 역사 등

고급 27명 중국(18), 말레이시아(4), 캐나다(1), 
덴마크(1), 러시아(1), 이집트(1), 몽골(1)

사회학, 전기전자공학, 행정학, 바이오시스템의
과학, 경영학, 물리학, 사학, 정치외교학 등

성격의 형성 요인, 세계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건 등

<표 3>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

발표 주제 발표 시간 발표 형태

예술, 역사, 성격 범주 중 
자신이 원하는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발표
5~7분

강의 유형 교양 강의
발표 구성원 개인 발표

면 여부 비 면 발표(녹화 발표)

<표 4> 수집 대상 학문적 발표의 유형

특성과 구성 요소를 Reinhart(2002)를 참조하여 언어적, 

시각적, 비언어적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가상의 청중을 가정하고 발표를 녹화하여 업로드한 
온라인 발표 상황이 고려된 비언어적, 기술적 요소에 한 
특징이 전략적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 외국인 학부생
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학문적 발표를 수행하는지를 분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온라인 비 면 강의로 진행
된 교양 과목을 수강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문적 발표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수강한 교과
목은, 외국인 학부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공통교양 
과목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필요한 학문적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 진행된다. 부분 1학년 신입생들이 해당 교과
목을 수강하게 되며,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중급
과 고급 분반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 이 교과목은 공통교
양 과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학생들이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강의 평가 요소에 
‘학문적 발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한국어로 발표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기본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총 43명의 학습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

고, 성별은 남자가 9명, 여자가 34명으로 부분이 여자였
다. 연령은 모두 20  초반이며, 4명을 제외한 모든 학습
자들이 1학년이다. 그리고 국적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수이며, 전공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3.2 연구 방법

3.2.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 
수행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로 2020

년 1학기에 온라인 비 면 강의로 진행된 교양 과목에서
의 발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강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짧은 조각 발표나, 개인적 스피치는 제외하였으며, 학문적 
발표라는 과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며 발표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 담화 구조를 갖춘 자료들만을 수집하였
다. 학습자들은 해당 강의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들에 한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 발표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활용하여 
PPT로 내용을 구현하는 발표의 준비 단계를 거쳤다. 그리
고 발표 자료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PPT를 활용해 발표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
는 학문적 발표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발표 자료와 발표
문, 실제 발표 녹화 영상을 분석 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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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세부 내용

발표 구조
• 학문적 발표 담화 양식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가?
• 전체 발표 구조의 세부 단계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 온라인 비 면 발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표 구조가 있는가?

언어적 요소

• 학문적 발표 담화에 맞는 한국어 표현을 적절하고 유창하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학문적 발표의 단계에 적합한 한국어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학문적 발표의 각 단계별 내용을 응집성 있게 연결해 주는 담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 온라인 비 면 발표임을 고려한 한국어 표현 활용이 드러나는가?

시각적 요소
• PPT를 활용해 발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 청중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거나 도식화하고 있는가?
• 동영상, 이미지, 도표 등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비언어적 요소 • 학문적 발표에 적합한 시선, 몸짓, 속도, 태도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온라인 비 면 발표임을 고려한 비언어적 전략 활용이 드러나는가?

기술적 요소 • 인터넷 환경 및 발표에 활용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기술적 요소가 있는가?

<표 5> 자료 분석 기준

3.2.2 자료 분석 기준

김윤주(2016)에서는 Reinhart(2002)를 참조하여 학문
적 발표의 특성과 구성 요소를 고려해 언어적 요소, 시각
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라는 분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언어적 요소란 말 그 로 학문적 발표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심 기준이 되며, 시각적 요소는 파워
포인트를 활용해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지의 여부를 말
한다.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는 시선, 몸짓, 억양, 속도, 

시간 배분 등 학문적 발표 수행을 위한 비언어적 자원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가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학문적 발표를 분석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기준을 참조하여 
학문적 발표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적 발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화 양식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온라인 
비 면 강의라는 발표 환경에 맞는 발표 수행이 필요하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학문적 발표 자료는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발표 장면을 
녹화하여 업로드한 것이므로, 가상의 청중을 가정한 상태
에서 발표를 수행해야 하므로 비언어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에 한 내용이 특징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표 5>와 같이 발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4.1 발표 구조

학문적 발표에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에서의 
학문적 발표는 크게 ‘도입-본론-마무리’로 구조화되며, 그 
안에 나타나는 세부 단계는 발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발표의 구조와 
각 단계별로 사용된 한국어 표현의 예시를 <표 6>과 같이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발표 구조를 비슷
하게 따르고 있어, 구조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비 면 발표
에서만 차별화되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급과 고급이라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이러한 담화 구조 양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
이다.

그러나 개별 학습자들이 발표 구조를 조직화하는 과정
에서 오류가 드러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숙달도에 관계
없이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단계를 생략하여 전체적인 발표 담화 구조의 응집성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발표를 맡은 OO입니다. OO은 ~ 
(BK, 중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OOO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OO전쟁입니다. 이제 발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전쟁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겠습니다. (OW, 고급)

3) 학습자의 이니셜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 사례를 제시할 때는, 학습자가 표현한 것을 그 로 반영하기 위해 오탈자의 교정 없이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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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능 예시

도입

인사 •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 • 저는 이번 주 발표를 맡은 OO학과 OO학번 OO입니다.

배경 제시 • 요즘/최근 ~.
• 지난번에 ~.

주제 제시 •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
• 지금부터 ~에 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목차 소개

• 그럼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 먼저 목차를 보시면,
• 발표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 알림 •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볼까요?

본론

소주제 도임 • 질문으로 화제 집중: 예>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나요?
• 도입 표지 사용: 예> 먼저 학교 입학할 때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주제 심화 • 여기에서 OOO이란 ~.
• 예를 들면

소주제 전환 • 두 번째, 또한, 마지막으로
•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마무리

발표 내용 요약
• 이와 같이 ~.
•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
• 지금까지 ~에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 제시
• 이 사건에서 ~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

감상 • 오늘 발표를 통해 ~에 해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도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침 알림 •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기 •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서 질문해 주세요.
• 혹시 오늘 발표한 내용에 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인사 •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 6> 온라인 발표의 구조와 단계별 한국어 표현

먼저 BK와 OW학습자 모두 도입 부분에서 필요한 정
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진입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도입은 자기소개와 더불어 주제와 관련
된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주의집중을 도모하고,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발표 개시를 드러내는 중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차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을 체계화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BK는 자기소개를 비롯해 주제에 한 도입 
없이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OW는 자기소개 
및 주제 소개, 목차 안내 등 도입 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단계가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론은 발표 주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으로 전
체 주제를 중심으로 소주제들의 ‘제시-전환-심화’ 단계가 

효과적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 소주제는 ‘제시-심화’된 후 다른 소주제나 결론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교실 내 발표와 구성
이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역사’, ‘성격’, ‘예술’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하여 구성하였는데, 역사적 사건에 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거나, 사건에 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거나, 

자신의 성격이나 예술 작품에 해 묘사하고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후 그 근거를 덧붙이는 등의 전개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단, 소주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담화 표지 활용을 통해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환하
거나 심화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
약,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의 결론을 제시하
고, 질의응답 및 마무리 인사를 통해 발표를 종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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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특히 학의 학문적 발표 상황에서는 전문가인 
교수자와 자신과 배경지식 및 이해도 수준이 비슷한 동료 
학습자들이 청중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주제에 한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학부생들이 이러한 단계
를 거치지 않고 다소 급하게 발표를 종료하는 모습이 나타
났다.

그으므로,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은 혁명시 에서 규모가 가장 크
고 철저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J, 고급)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매 소녀들은 모두 자신의진정 꿈꾸
던 안식처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JY, 중급)

또한 OO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S, 고급)

KJ와 JY는 준비한 발표 내용을 끝내는 것 외에, 요약이
나 결론은 물론이고 인사와 마무리도 하지 않아 갑작스럽
게 발표가 종료된 사례이다. 특히 JY는 발표 담화에 어울
리는 격식적 구어가 아닌, 문어적 표현으로 작성된 발표문
을 실제 발표 때도 그 로 읽고 있다. SS는 마무리 인사는 
하고 있지만, 추가 설명이나 요약, 결론 제시, 질의응답 
없이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발표 담화
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4.2 언어적 요소

외국인 학부생의 온라인 비 면 발표를 분석한 결과, 

언어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발표 담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인 응집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담화 표지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윤주(2016)과 이지영
(2018)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학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의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학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예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JC, 중급)

JC는 PPT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그 어떤 담화 표지 
없이 그 로 읽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주제의 내용들이 서로 접하
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이 초  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세
계에게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W, 고급)

한달에 이틀만 쉬는데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고통스러웠
습내다. 2017년 조선의 핵미사일 실험 반도에서 국면이 긴장되였습
내다. (RS, 중급)

미국 독립 전쟁의 배경. 미국은 1607년부터 영국에게 식민지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S, 고급)

위의 OW는 조지워싱턴과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두 화
제를 연관성 없이 연결하고 있으며, RS는 자신이 고통스
러웠던 경험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핵미사일 실험으로 화
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두 문장 사이에 담화 표지를 
사용하거나 화면을 전환하면서 휴지 등의 사인을 주지 
않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또한 SS의 경우에는 화제가 
전환될 때 전환에 한 표지어를 활용하지 않고, PPT 

화면의 제목을 그 로 읽고 있다.

이지영(2018: 72)에 따르면, 적절한 담화 표지 사용은 
청중의 이해를 돕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부생은 담화 표지에 한 정보가 부족하
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해 알지 못해 담화 표지
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제한된 한국어 숙달도로 인해 학문적 발표에 어
울리는 한국어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휘적⋅문법적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특징
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공식적 말하기 담화에 적합한 격식
체를 사용하지 않고, 비격식적 구어체를 사용하거나 문어
로 작성한 발표문을 그 로 읽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제 목차는 1번째 성격 2번째, 테플로프의 시스템, 3번째 성격의 형성, 
4 번째 옷 색깔과 성격, 5번째 동물과 성격 (KA, 고급)

내가 태어난지 3년이 되던 해인 2003년에 우리나라에는 유사이래 
가장 큰 사스가 발생했다. 2002년 말부터 불편해하는 환자가 속출했
지만, 연말은 중국인들이 1년 내내 친지들을 찾아가는 날이어서 제
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유행병을 “사스” 가지게 되었습
니다. 사스 무엇은가? (JE, 중급)

OO은 은 히 정치적인 영화이다. 영화에 나온 열차는 (…중략…) 
갈려 있습니다. (BK. 중급)

KA는 목차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소주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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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는 표현이 아니라, 소주제의 제목을 읽고 있어 언어적 
오류가 나타고 있는 사례이다. JE와 BK는 공통적으로 
문어로 작성된 발표문을 그 로 읽다가, 구어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특징
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로서, 한국어 문어와 구어의 구분,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비명 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게으름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시 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연설할 때 써야 할 참고자료입니다. (JE, 중급)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 
질리고 있다. 자세히 보면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 밤새 우는 것 같습니
다. (…중략…) 준엄한 견책의 눈초리로 이 인간의 추악한 연극을 
주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색채가 간결하고 명암냉난의 비를 주의
를 돌렸으며 수법이 사실적이고 인물성격이 선명하다. (JY, 중급)

JE는 ‘역사’라는 주제에 해 학문적 발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역사에 한 학문적 시각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주제를 전개하고 있어 학문적 표현보다는 일상적인 표현
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시제 및 문법 오류 등 언어적 
오류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JY의 경우에는 발표할 
내용을 자신의 모어로 작성한 뒤, 번역기를 활용해 한국어
로 바꾼 다음 그 로 발표를 수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
이다. 이 때문에 어색한 번역투의 표현들이 활용되고 있으
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자와 발
표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나타
났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주로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강의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D, 고급)

지난 주 수업에 출생순위에 해 소개되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YA, 고급)

학우분들 모두 저번에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내용
에 해 알아 볼 수 있었을 텐데, (BH, 고급)

온라인 발표에서는 발표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활용해 연결성을 
부여하고 주제에 한 환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면 발표와 차별되는 지점으로서, 온라인 비

면 환경을 고려한 특징적인 언어 표현들이 활용된 사례들
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MH, 고급)

신관형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여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교수님의 덕분에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분을 알게 
되여서 정말 기쁩니다. (RS, 고급)

먼저, 도입에서 비 면 강의라는 점을 고려한 인사 표
현들이 나타났다. MH와 RS 모두 비 면 상황이라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 다 볼 수 있겠지요 (…중략…)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JU, 고급)

만약 (인터넷 화면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PT, 고급)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 많이 있으니, 그래도 질문 있으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꺼이 답변할게요! (AR, 고급)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즉각적
으로 실시할 수 없는 온라인 비 면 녹화 발표라는 점을 
고려해 댓글로 질문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
는 학습자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현은 면 
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3 시각적 요소

발표 자료는 발표할 내용을 시각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학부
생들은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발표 내용을 시각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D,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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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중급)

(PT, 고급)

AD와 JY의 발표 자료는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도식화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문장 그 로를 PPT 화면에 
옮겨 놓은 경우로, 외국인 학부생들의 발표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지영(2018:74)

에서는 분석 상이 된 학생들 중 30% 이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PPT를 구성하고 있어, 발표 내용에 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 로 PT은 소제목이나 
키워드의 제시 없이 이미지만을 화면으로 구성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도 청중들이 발표 내용 중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발표 상황에
서는 여러 외부 환경 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음성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PPT 

화면을 통해 발표 내용에 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M, 고급)

(NR, 중급)

위의 KM과 NR은 이미지와 함께 명사형으로 축약한 
키워드를 화면으로 구성하여 학문적 발표 자료의 양식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명사형 종결어미의 활용에서 
오류가 나타나거나 이미지의 출처를 글자 크기와 똑같이 
제시하는 등 가독성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

여러분의 실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당시 상황과 장면을 기록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YS, 고급)

한편 YS의 사례처럼, 온라인 비 면 발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중들이 발표 내용의 진행을 집중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식과 애니메이션 효과, 동영상 삽입 
등의 기술적 요소 및 보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비 면 발표에서는 발표자의 구두 설명
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장점
을 활용해 다양한 매체를 참조하고 활용하여 청중의 집중
도를 높이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학문적 발표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비언어적 요소

외국인 학부생들의 발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 
중 하나로 청중들과의 눈맞춤이나 상호작용 없이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들고 그 로 읽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태도는 면 발표 상황에서는 물론, 청중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온라인 비 면 발표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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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관찰자와 청중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청중이 
아닌 화면에 띄워진 발표문을 그 로 읽는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면을 응시하거나 가상의 청중과 
눈맞춤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부분이 카메라가 
아닌 발표문으로 시선이 향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작성한 발표문과 실제 발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발표하기의 목적이 발표문을 잘 써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발표 내용에 한 이해와 숙지를 토
로 청중들을 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환경이라도 시선, 몸짓, 휴지 등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화면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혹시 
추측할 수 있습니까? (휴지) (PT, 고급)

혹시 오늘 발표한 내용에 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휴지) 질문이 
있으면 (컴퓨터 타자를 치는 몸짓을 하며) 댓글을 써 주세요. (RU, 고급)

위의 사례들은 온라인상 소통을 시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PT는 화면을 응시하면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
지고 있다. 가상의 청중이 듣고 있음을 인지하고 청중들에
게 화를 시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U의 경우, PPT 화면과 청중을 번갈아 가리키며 
해당 화면을 청중들이 보고 있을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발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질문을 한 후 잠시 휴지
를 두어 청자를 집중시키거나, 내용과 관련된 몸짓을 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
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 화면을 보고 있는 청중들이 
발표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비언어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학습자들을 제외하면, 많은 학습자
들이 발표문을 그 로 읽는 경우가 많아 억양이 부자연스
럽고, 매우 빠른 속도로 휴지 없이 발표 내용이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외동입니까? 산아제한 정책은 아나요? 산아제한 정책은 
만혼 만생육을 제창하고, 적게 낳아 잘 낳도록 하여, 계획적으로 
인구수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JA, 중급)

JA의 경우 청자에게 외동인지를 묻고 산아제한 정책에 
한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후 산아제한 정책에 
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장 간 휴지가 전혀 

없이 바로 질문들을 이어가고 곧바로 질문에 한 답을 
전하고 있어 질문에 한 답을 청자가 생각해 볼 시간을 
확보해 주지 못하였다.

또한 시선 처리 역시 온라인 화면을 통해 발표를 보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문에 고정되어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발표 내내 전혀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는데, 이렇게 발표문을 
그 로 읽는 경우 청중은 발표가 아니라 일방향적인 낭독
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5 기술적 요소

앞서 외국인 학부생들은 온라인 비 면 발표에서는 
면 발표에 비해 비언어적 요소를 상 적으로 적게 활용한
다는 점을 밝혔다. 신 학습자들은 손짓이나 움직임 등의 
비언어적 요소 신, 자신의 손을 신할 수 있는 마우스
나 PPT 화면에서 제공하는 필기 도구 등을 활용해 발표를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
션 효과나 동영상 삽입 등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다. 

즉, 비언어적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활용
하는 것이다.

여기 3개의 좌표는 각각 (휴지,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삽입) 상황과 
주변 사물 (휴지,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삽입), 생리적 균형 (휴지, 
글자를 애니메이션으로 삽입), 때 즉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WR, 
고급)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부회장이었고 학교 안팎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휴지)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유학
생회 (계속 이어 말하면서 PPT내에 말레이시아 유학생회 사진 애니
메이션으로 보여줌) 종교 및 복지업을 맡고 있습니다. (RU, 고급)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해당 도자기 그림 오른쪽과 왼쪽 부분에 
색깔펜으로 표시) 오른쪽이 왼쪽과 약간 다릅니다. 이를 보면 한국의 
소박한 아름다은 나타내는 표적인 유물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음
은 인기 있는 아리타 야키 일본 도자기에 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사진에서 보듯이 (화면에 사진을 색깔펜으로 가리킴) 그것들
은 다채롭고, 특히 파란색, 흰색, 주황색입니다. (NR, 중급)

위의 세 사람은 외국인 학부생들이 온라인 비 면 발표
에서 비언어적 요소 신 기술적 요소를 사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WR의 사례에서는 주제어를 이야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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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면서 준언어적으로도 목소리
의 톤을 평소보다 높이고 또렷하게 발음한다거나 휴지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키워
드를 강조하고 발표자의 의도 로 발표 내용과 속도에 
청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RU도 발표 중에 관련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청자
가 발표 내용을 더 흥미 있게 듣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NR의 사례는 도자기의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른 모양임을 설명하면서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직접 화면에 색깔펜으로 표시
하였는데, 이 역시 청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온라인 발표 
상황에서는 돌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문제에 해 설명하고 
청자에게 양해를 구하며 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발표 
내에 그 로 드러나기도 했다.

PPT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비디오의 링크를 줄 겁니다.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발표 비디오는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PPT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PPT는 자동으로 시작할 거니까 그냥 
slideshow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PT, 고급)

여러분, 제가 찍은 영상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꾸 렉(lag)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어서 미안합니다. 아래는 저의 원고입니다. 
(JY, 고급)

PT와 JY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청
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 후 안을 제시했다. 둘 
모두 같은 구조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돌발 상황은 일반적인 발표 담화에 
속하지 않아 관련된 표현을 학습하지 못했다. 이에 ‘귀찮
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나 ‘불편을 주어서 미안합니다’

와 같은 직역 표현을 사용하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고 있
다. 이러한 표현은 발표 담화의 직접적인 교육 내용은 
아니나 참고 사항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술적 활용이 청자가 발표를 이해하는 데에 오히
려 방해가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 학습자
는 발표를 녹화한 후 이를 1.5배속으로 편집하여 상영했
다. 이는 제한된 발표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임의로 속도를 조작한 것인데, 속도가 너무 

빨라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청자
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문적 발표 
상황에서 주어진 발표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가 청중인 동료 학습자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주지
한다면 온라인 환경에서 청자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는 
말하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 면 강의가 확 되어 가고 
있는 학 교육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외국인 학부생들이 학문적 발표를 어떻게 수행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비 면 강의
로 진행되고 있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외국인 학부생들
의 실제 학문적 발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학부생들의 온라인 비 면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도출되었다.

첫째, 외국인 학부생의 온라인 발표를 분석한 결과, ‘도
입-본론-마무리’로 이어지는 발표 구조 자체는 면 발표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발표 구조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거나, 각 단계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서툰 양상을 
보였고, 세부 단계 자체를 생략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둘째, 담화 표지나 언어적 표현 면에서는 온라인 발표
에서 필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들이 빠져 있거나 
제한된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비격식체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문어적으로 작성
한 발표문을 그 로 읽고, 어색한 번역투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비 면 발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
이 발견되었다. 도입에서 온라인임을 환기시키는 인사 
표현이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청자에게 질의 
및 피드백을 온라인 공간에서 할 것을 요청하는 표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면 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 학부생들은 발표 내용을 PPT로 시각화하
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용을 요약
하거나 긴 문장을 명사화하여 키워드로 제시하는 부분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고, 도식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전략 역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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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청중과 같은 공간에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발표를 진행하는 면 강의와는 달리, 온라인 강의에
서는 청중들의 집중도를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외국인 
학부생들의 발표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가상의 청중
들을 상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수업에서 제시된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청중과 배경지식을 공유하는 전략들을 사
용하고 있었으며, 카메라 눈맞춤, 휴지 등의 비언어적 요
소 및 마우스 포인트, 필기도구 등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
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의 학습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활발히 사용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에 
의존해 그 로 읽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학부생의 학문적 발표 능력을 신장시키
기 위해서는 학문적 발표 담화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실제 발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한국어 표현 및 담화 표지에 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해영(2008:174)에서도 한국어 수준이 최고
급인 학습자들이라도 내용적 부담과 격식적 상황에 한 
낮은 친숙도로 인하여 학문적 구두 발표에 있어서는 언어
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문적 
발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측면과 언
어적 측면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발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 표현이나 표지어들을 목록화하여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온라인 발표 환경에 한 이해를 바탕
으로 청중들과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에 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이다. 단순히 발표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호흡하
고 자연스럽게 발표 내용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을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표 내용을 압축하여 
PPT로 제시하는 방법, 이미지나 영상 등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한 내용도 교육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 면 강의에서의 학문적 발표
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본고에서의 발표 분석 결과를 토 로 하
여, 보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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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an increase in online lectures that are now being offered as of late, universities are trying to raise the quality 

of distance learning. This study analyses discourses and materials from online presentation data, which was performed by 

under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It aims to explore the academic presentation in online learning circumstances and to 

suggest further educational content that the students ne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the academic presentation data from 43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who 

took part in a common liberal arts lecture. It examined their presentation structures, their language usage, and the visual 

and other non-verbal elements. In their presentation data, the researchers did not find any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structure. However, the students did have difficulty organizing their structures. Also, there were some errors 

in their discourse and their use of certain literary expressions which they used in the presentation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online, non-face-to-face situations. Moreover, some errors occurred when they summarized or tried to visualize the contents 

of their presentations. On a non-verbal level, most students read the script without looking into the camera. On the other 

hand, we can see that the students used computer-based technical strategies instead of non-verbal elements.

Key Words: online distance lecture, non-face-to-face instruction, academic presentation, liberal arts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