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김영아‘ 

1. 머리말 

호주의 한국어 교육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호주 정 

부의 。μl아 언어와 。씨아뼈 대한 정책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II가 중요 

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ANU를 제외한 7개 대학이 이 보고서 후에 

한국학과가 설립되었는데 lffi4년부터 한국어가 NSW 주와 Vìctoria 주의 

* 호주 모나쉬대 
1) The Asian Studies Council’s National Sσa앵y for the Study of Asia in 

Australia(1988), the Ingleson R며JOπ(Asia in Australian 때g마!r E겁ucation， 

Asian Studies Council, 1~혔)와 Gamat Report(Asia and the Northeast Asian 
Ascendency, 191힘) 퉁이 이에 속한다 이들 보고서 안에는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항이 있는데， 모든 호주학생들이 아시아의 역λh 지리，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XX)년까지는 모든 중 · 고둥학교에 
서 아시아 언어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하며， 특히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의 순으로 중점올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Australian Re뚱arch 
Council의 연구비 책정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우선 순위를 줄 것 

을，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은 한국， 대만과 관련된 연구를 장학금 제 

도를 통해 장려할 것을， 그리고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학 센터를 세울 것을 

그 추천 사항으로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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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시험인 H따ier School Certificate와 Victorian 않펴ficate of 

빠tcation에 각각 선택 과목으로 시행되었으며， 1없년에는 The council 

of Aus빼ian GoVI얹nrent에서 발표한 초 • 중고동학교에서의 。μ1아 우선 

순위 언어 네 가지(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의 하나로 채택 

되었다. 

호주의 한국학과들은 대부분 m년 내외의 짧은 역사와 7개 대학2)이라는 

적은 대학 수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 

과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향상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고 볼 수 았다. 그 예로서 한국어 교왜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교재 개 

발을들수있다. 

호주의 꽤 개발은 각 대학 자체의 개발과 공동 개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의 자체 개발은 크게 00년대 전반기 기초 과정의 

교재 개발과 00년대 후반기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자료의 개발로 세분될 

수 있다. 주로 1앉%년대 초반기에 시작된 고째 개발은 기존에 나온 교과서 

들이 호주 교육 환경에 척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한국학 연구소 

Adrian BUZI에 The Aus없lian Natiαlal. University 신기현의 I었m뺑 

Kα'ean : new diredims, ûntin University of Tælmol<핑Y 심규석의 

Korean 따 Cormunimtiα1， MJnash Univer빼 조인정 • 김영아의 

1l뻐'ng to Koreans와 듣기 교재인 Korean thrα때lAαzve μstenir핑 등 

을 들 수 었겠다~ lffiJ년 후반기에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교재 개 

발로 조인정 • 김영아의 Koreanm.어ιau(h때://www.arts.rmna따어uaψ 

ko~αearβìndexl.htm)3) 및 일학년 일학기 온라인 교재인 K0R111 

2)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는 스윈번 공파 대학이 2ffi)년부터 한국어를 더 이상 가 
르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8개 대학에서 7개 대학 

으로감소하였다. 
3) 이 프로젝트는 DEETYA 지원의 Innovative teaching of Asian Languages of 

low enrolhnent Korean, 까1ai， Vietname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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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trc빼ction to Kor않n， part l(htφ:j /www.arts.l1Dna밟뼈la띠sub

jæts/kor않짜:orl110/iπkιhtm1t 둥을 들 수 있다. 

둘째， 공동 교재 개발은 호주 정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Tæch

ing Korean as a For반gn 터명뻐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앞서 1앉~년에 호주의 각 한국학과 교수들 

이 모여서 교재 현황과 문제점 및 개발 방햄1 대한 토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그-당시에 나와 있는 교재가 거의 기초 중심인데 한국어 교재의 시 

장성 때문에 중급 • 고급 단계(대학 3학년)는 교재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중 • 고급 교재 개발을 중점 

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보조 교 

재로는 듣기 교재밖에 개발되어 있지 않아 다른 보조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다양한 보조 교재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 학 

습 자륙 비디오 문화 학습 자료 풍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뼈 lfffi년 3월부터 여러 프로젝트7t 시작되어 계획대로 1땐년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게 되었다. 

(도표 1) 외국어로서의 효택어 프로젝트(T，얹dlir밍 Kα뼈1 as a F'여'et!1l 녀때JaQe Pr，여없) 

Project 디tle Co-ordinator Team mmbers 

The c\evel야xrent of a Y에I핑-A α10 Dùk一soo 없Ik : The university of 

Koræn I없핑뻐ge inter- Monash U미versity Sydney; 

않tive bOOI‘ for the Min-Ja Kim : The University of 

때、ranced level Q빠:m\.와xl 

Kyu-Suck Shin(Curtin University of 
Tec미때앵y) 

까le c\evel때rent of A Kyu-Suck S비n Young-A Cho ‘ Monash University 

rel왜~ in KoI1얹n for Curtin U띠versity of Gi -Hyun Shin : The Australian 

the 때vanced level Technol，명Y Natiα때 University 

4) 이 프로젝트는 Monash 대학교 문과 대학의 Teaching 1띠디atives Fund. 1999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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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itle Q)τJrClinatoc T얹mmmbers 

~v，잉여:rrent of corrp.t따 αlO11g-won Kim : Min-jung 1와1 

Aided Lear피ng l\1a따ia\ Griffith Univer하ty (Griffith Univers따) 
for Kor없n 

않velqnmt of Vìsual J8I:←hcα1 Jung : 

&없nreN없뼈i머s fcπ Griffith Univer히ty 

Teoching Kor용lI1 asa 

FOl당밍1 때핑때ge 

~el여:nmt of Arrillary A ronsortium of sang C빼 

Cultural Ma따ia\s for Læ :U띠ver허ty of Sydrey 

Te<삶ng Korean as a seong 0rUJ Shin: 까ε U띠-

&였X피ÙlI1g1펴ge 

Hyun Q때Jg :Clll미1 U띠ver-

sity of Technol맹Y 

0Jn:때etion of Leaming Adrian Buzo : 
Kor얹1: New directiα15 SwiJ뼈nne& 

엎ies of Text:OOoks Monash U띠V앙sity 
」 '---- '---

이상으로 간략하게 호주 대학의 교재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호주에 

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다양한 교재로 한 

국어 교왜1서의 큰 문제점인 교재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수있다. 

2. 교재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2. 1. 공동 개발 시의 문제점과 해결 과정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온 주제의 하나가 교재 개발인 것 

은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의사소햄 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재 개발에는 

의사소통 교수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청각 자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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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학습 자료 둥 다양한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릭에서 앞에서 언급한 Teaching 없얹n as a Foreign 벼맹뻐ge 

프로젝트에서는 중급 · 고급 단계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 학습 교재를 개발하 

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정은 공동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Griffith 

University의 컴퓨터 보조 학습자료와 비디오 학습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의 개발이 여러 대학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졌다. 물론 컴퓨터 보조 학습자 

료와 비디오 학습자료가 한 대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어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동 참여의 경우는 다양한 요구의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참 

여뼈 개발된 학습자료이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Korean lar핑I앵e 

inte.따:tive lxιkfor the 따:anced level의 개발을 중점으로 논의하겠다. 

(1) 지역적 문제 

혼히 지역적 문제라고 하면 언어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어 화자나 일 

본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로 인해 겪는 어려운 점이나 문화 

쩨 둥을 어떻게 꽤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딸}는 지역적 문제는 호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각 대학이 지역적 

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의 발달로 실제적인 거리는 그다지 문 

제가 되지는 않았다. 물론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 의견 둥을 어느 정도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척 차이는 각 대학의 교육 환경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시 

드니를 제외하고는 호주는 교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의 한국 

어 수강 학생은 거의 호주 학생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구 

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대학 3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언어 

수준 및 배경이 대학마다 달라 교재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개발된 과제 중에 사물놀이， 태극기， 전통혼례 둥은 교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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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대학에서는 거의 쓰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반대로 어 

느 과제는 3학년 과정에서 썩에는 너무 쉽게 되어 있다. 이러한 써로 

말뱀아 개발 초기에는 각 개발}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이 차 

이야말로 교재 개발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각 대학이 실제 수업 현장에 맞도록 필요한 학습 교재를 개햄때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교재 개발에 참여한 4개의 

대학이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춘을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주제 및 

기능을 중심으로 각 al7R의 학습 과제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총 %개의 과 

제 형식의 학습 자료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수립자가 학습 목표 및 펼요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준 및 요궈l 맞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대부록 참조)， 

(2) 체제의 통일성과 유연성 

각 개발자가 자신이 가프르치는 대학 학습자의 수준별로 교재를 개발하기 

로 결정험에 따라 필요성은 어느 정도 만족 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 

우에는 통일성이 결여되기 쉽다. 또 자칫하면 중복된 주제나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개발하기 쉬운 과제만 개발되기 쉽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이 

서로 개발하기 전에 주제와 기능 등을 먼저 발표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특정은 통일성과 유연성의 조화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연 

성을 위해서 각 과제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중요한 골격만 통일한 

것을 그 특정으로 들 수 있다. 또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목차에 과제 제목， 

주제， 수준， 기능 둥을 뀔벼 놓았고 문법 색언을 부록에 실었다. 또 단행본 

으로 된 교재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교재를 각 대학에 배포히여 그 

대학에서 필요하면 수정을 히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제의 통일을 위해 세운 원칙으로는 각 과제를 한 주에 끝낼 수 있도 

록 구성할 것， 과제명과 기능， 수준 둥을 명시할 것， 문법 사항과 단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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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각 과제 끝에 놓을 것 둥이다. 체제 통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 

의 하나는 지문을 한국어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문을 

영어로 하고자 동}는 。1유는 지문이 실제로 수행하는 과제보다 어려워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분을 한국어로 

하고자 동}는 이‘유는 3학년 정도에서는 지문을 이해뼈야 하며 지문이 계 

속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어렵지 그 후에는 학습자가 

지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논의 끝에 한국어로 지문을 쓰기로 결정이 

되었다. 뼈nash 대학교에서 실제 사용 결과， 3학년 과정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짧는데 개발된 과제 중 쉬운 과제를 골라 2학년에 쓴 결과 지문이 

더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체제 통일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문법 용어의 통일이었다. 

특히 동사와 형용 동사로 나눌 것인지，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것인지에 관 

한 것이었는데， 오랜 논의 끝에 동사 어간(AVST)와 형용 동사 어간 

(DVST)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 형식을 따라 집필되었 

으나 몇몇 과제는 그 과제의 특성상 문법 사항을 먼저 넣은 경우도 있고 

지문을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쓴 경우도 있다. 

2.2. 개발된 교재와 쓰이는 교재 

호주 대학 한국학과의 거의 모든 대학 교수들이 침여하여 호휘l서 필 

요한 교재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 

한 끝에 그 필요성에 따라 여러 교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모든 

교재들이 모두 다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교재가 쓰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교재 개발과 관련지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된 교재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는 Korean 

d핑I앵e interadive bαk for the 따XJJ7æd Lromers와 A rer:u:ier in 

Korean for the 따ααd LearneT응이다. 그러면 이 교재가 왜 다른 교재 

에 비해서 많이 쓰이는지 또 쓰이지 않는 교재는 어떤 이유에서 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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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정책적인 측면과 인적 • 물적인 실질적인 제약 요건， 교육과정에 

침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제약 요건이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고 보았을 때Oohnson， 1團) 교재의 선택도 이 맥락에서 살펴보。싹 한다. 

호주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이 한두 명의 교수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학생 

들과 학습 활동을 하고 평가를 히는 것을 한두 명의 교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모든 단계에 교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묘로 체계적이고 유동성 있 

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적 •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새로 

운 교재의 도입은 교육과정을 다시 계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 

하는 데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보통 대학교는 교수틀에게 교수(따빼I땅) 3)0/0, 연구 3)0/0, 행정 3)0/0, 

사회 봉사 10%를 요구히는데 실제 승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실적이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점점 더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 

로운 교재가 손쉽게 기존 교육과정에 통협이 된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 교재의 선택을 망설이게 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시 계획하여야 하 

는 교재의 도입은 연구 시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즉 학생과 교수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새로운 교재는 도입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 

히 컴퓨터를 사용히는 경우는 교수나 학생이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 지 

식이 필요하다. 보통 컴퓨터실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같은 컴퓨터를 사용히여야 하므로 한글 윈도우즈는 쓸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윈도우즈가 아닌 영문 윈도우즈에서 한글을 보거나 

입력할 때 다른 프로그램들과 충돌을 해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학습에 흥미를 잃기 쉽다. 따 

라서 담당 교수가 컴퓨터를 잘 모를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교재의 

도입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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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에서 언급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 

서 전통적인 교과서의 양식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통적인 교과 

서는 다른 과않에 비해 평가와 관련지어 쉽게 명가 내용에 넣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과제 형식의 교재는 언어 영역의 4가지 영역 중 주로 듣기 

와 말하기를 독본 형식의 교재는 읽기와 쓰기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 

고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교 

재들은 한국어 향상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평가와 관련되 

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업파급 효고l<W:삶빠k)를 가져2-71 힘들다 

(Al엎없1 밍띠 W외1， 1æ3 ; l\1orrow, 1~ ; 김덕기， 1앉~; 김영아 191)). 

명가는 교과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혐의 구성이라 

든지 평가 방법， 명가 척도가 수업 파급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제 형식의 고째와 독본 형식의 고째 외의 교재들은 시험의 구성， 평가 

방법， 평가 척도 둥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보다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 

력 배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사 소통 능력 배양을 가져올 거라고 생 

각되는 다양한 혁습 고째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 

은， 특히 한국어가 대학 과정의 일부일 경우는 의사소통 배양보다 학점에 

관심이 더 많다. 따라서 직접 평가되지 않는 교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수업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 

해서는 개발된 비디오 교재를 평가셰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교재가 

기존 교육과정에 잘 통합되지 않으면 이를 평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 

존 교육과정을 재 셜계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사용되지 않게 된다. 

셋째， 한국어 교육에서는 잘 논의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학습량도 교재 

의 선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에서의 한국어는 대학 과정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학습량의 결정도 대학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 

면 뼈떠양1 대학교의 경우 한국어를 전공해면 1학년， 2학년에 12학점씩， 

3학년에 24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한 과목당 6학점씩이다. 이 경우，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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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해당하는 언어 영역에 맞혐서 시험 및 과제로 할당되어야 하 

며， 6학점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과 수업 외 활동(수업 준비， 숙제 동)까지 

포힘해서 총 12깨간이 학습량으로 정해져 있다. 실제 수업 시간은 1학년의 

경우는 한 과목 당 5시간 2.3학년의 경우는 4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과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킨토시용으로 개발된 컴퓨터 학습 자 

료가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대학에서도 쓰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투 

자에 비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디는 것으로 들고 있다. 따 

라서 자료를 선택하는 교육자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수업 활동이나 투 

자셰 비해 얻는 학습 효과가 적은 학습 자료로 판단되면 개발된 교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 교수 자신이 혹은 그 대학에서 개발된 교재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 과제 형식의 교재나 독본 형식의 교재가 다른 교재보다 더 많이 쓰 

이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대학에서 침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 

이 직접 만들었다는 애착뿐만 아니라 교재 구상시 학습자의 학습 목적， 필 

요성， 언어 구사력 등을 다 김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어떻 

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는 교재 개발자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뻐nash 대학교 3학년 과정에 쓰이는 교재를 위해 2학년말에 학생들 

에게 A reader in KOTiαlfl for the 따:anced Leamers에서 3학년 과정에서 

X댄。1 배우고 싶은 것을 고르게 했는데 고른 자료의 대부분이 MOnash 대 

학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Gri짧th 대학에서 개발한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는 그 대학에서 쓰는 매킨토시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매 

킨토시를 쓰지 않는 대학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실제 자료에 관한 문제이다. Griffith 대학에서 개발한 비디오 

학습 자료 “Interactive Kor얹n Through Vìdeo"는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 

까지 나온 비디오 학습자료 중 제일 실제 자료에 가깝도록 제작된 자료이 

다. 뾰tflash 대학교에서 3학년 과정에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이 

비디오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이 비디오에 대해서 전반부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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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쉽고 재미있지만 후반부는 호주 학생들의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고 한 

국 사람들의 대화는 너무 길고 재미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와 동 

시에 실제 비다오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습 환경이 실제 자료를 접하기 힘든 호주 상황에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 자료에 가앤 비디오보다는 언어적 

인 측면에서 실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문회를 느낄 수 있는 실 

제 자료가 학생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와 관련히여 Ancillary Qdturol Materia1s for Teadli뺑 

Korean as a Secood 1ar핑u쟁e를 보면 이 학습 자료는 문햄l 관한 설명 

(fact aOOut cu1ture)과 더불어 과제 활동 중심으로 13개의 모률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 과제에도 실제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언어 학습 시 그 사회 

와 문빼 대한 이해는 그 목표 언어 화자를 접할 때 태도， 이해， 그들 행 

동이 의미하는 닙까 무엇인지를 해석히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어 

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화 

를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문화를 접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접적인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대Brosh， 1937). 

따라서 학습째게서 그 사회나 문빼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의 사용이 중요한데， 이 실제 자료를 교재의 

형식으로는 개I휩}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따른다. 바람직한 것은 실제 자 

료의 비디오를 학협l 맞도록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지적 소유권 문제뿐 

만 아니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현 시점에 맞춰 이를 계속 제작 

하기란쉽지 않다. 

요약하면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기관에서 개발한 교재가 

없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 개발한 교재는 쓰이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곳에 

서 개발된 교재일 경우 학습량， 학습 파급 효과， 현 교육과정과의 통합 용 

이성， 실제성과 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교재는 쓰일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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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방향 

개발된 교재와 쓰이는 교재는 앞￡로 고째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 

방향올 시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개발되는 교재에는 학습량， 학 

숍 파급 효과， 현 교육과정과의 통합 용이성， 실제성과 문화가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과정 수립자가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력 수준 및 요궈l 맞해 선정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 은행 방식으 

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못지 않게 앞으로의 교재는 현재의 학 

습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활동할 사회의 동향도 수용하여야 한다 

고본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사회는 학습자에게 “평생 교육”과 “전이 가 

능한 기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습 

지들이 명생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 의욕úrotiva디on)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대Kn따JI)ef， 191)). 이상적인 평생 교육 학습자가 가 

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다음과 같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셜정할 수 있는 역량 

현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여러 출처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각 상황에 맞는 학습 책략 사용 능력 

또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학습자들은 디음과 같은 기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읽기 -쓰기 

수리적 사고 능력 그룹 안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래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commu띠ca디ng with graphic display) 
정보 기술(jnfom뻐디on technology)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호춰l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η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앞에서 열거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는 교재 혹 

은 학슐 환경이 개뺑}여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싸 할 것이다. 이 학습 

환경은 ‘컴퓨터 샤용’을 시사하고 있는데 앞에서 개발된 교재와 쓰이는 교 

재를 껄명하면서 컴퓨터 학습이 수업 활동이나 투째 비해 얻는 학습 효 

과가 적은 학습 자료로 판단되는 경향이 이 컴퓨터 학습의 도업을 주저하 

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잘 쓰이지 않는 컴 

퓨터 학습 자료는 실제 자료를 사용히여 여러 출처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협1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연습을 학습째1 

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새로운 교재 개발과 관련뼈 개발된 교재 중 쓰이는 고째가 교과과 

정 수립자가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력 수준 및 

요궈l 맞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꽤를 개발하거나 혹은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는 하도록 허여야 하고 교재 은행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접근법에 근 

거를 둔 것인데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와는 학습을 지식을 수용핸 수동 

적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히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상호 그룹 활동과 ‘풍요로운 학습 환경(rich 1없ming en때um뼈lts)’은 구 

성주의에 입각한 학습 모형을 성공적으로 수행히는 데 중요하대Roblyer， 

많wards and 뻐W페뻐， lffi7). 따라서 lMonash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재 

개발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성주의( Constructi띠srn) 접근법에 근거 

를 두고 “학습자료 센터(res따æs cen뾰)"를 구축하였대α10， axX)). 

lMOnaSh 대학교 학습 자료 센터는 학습자가 교재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 진도 혹은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컴퓨터 매개 통신(αmruter Mtrlia뼈 @πrrunication)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상호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바로 구성주의와 Kn마얄~1앉:0)가 제시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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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술을 배향}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학습 자료 센터는 온 라 

인(on-line) 방식인 이메일， 웹 게시판， 메일링 리스트 동의 사용과 오프 

라인(off-line)인 학습 센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학습 관련 자료의 사용이 

둘 다 가능하게 구성되어 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 웹써트 

Ch따/ /www.arts.rmna밟빼aψsubjec뼈m얹빠(or 1110!lJ1deJιhtmI)에 가 

서 단원 별로 학습할 수도 있고1 학습 자료센터(h빼://www.없.rm떠sh. 

어뼈따‘:om뻐centre!resomα~nde>ιhtmD에 가서 펼요한 부분만 선택해 

서 학습할 수도 있다. 이 학습 자료 센터는 한글 익히기， 어휘， 문법， 유용 

한 표현， 상황별 대화， 웹 과제， 듣기 연습， 문화 소개 둥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자가 듣기 연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듣기 연습을 

하고자 할 경우 듣기 연습 항목을 클릭해서 2낸이 연습하고자 동}는 듣기 

과제를 할수 있다. 

그러면 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살 

펴봐. 

1. 다양한 자료를 웹의 학습자료 센터에 올린다. 

聊훌훌홉행緣tu' 빼-뾰빼l빼빼._ÐI.，~~~‘ •. 
ResQurc‘·용 

.r..""""" 
• Cornmurucaa.,‘"" 
.Re‘""'W<<‘ leamq matmalJ 
-Tcac:M:객g .ou-. 

R 흘SOURCES 

.. C: ommunic9Itlons 

• 、~" .. ().b".서“((fX‘ν . ’leb.Chat 
J 이)ζ ，~，-.!.， n - ,-, .. 1\.1ιhr'\l.!.' ， 1 

’ 1 ’ ‘-、~ :,.! ”‘ I!:r".H 
• 、<Vrllrng

.. Spealoog 
• H。、씨 o-Ieam 8kllls 

‘ j' ... I ‘ 1 ‘• 

.. USENET Ne“ sgroups 

.. IRC 

& T~~chi ;o g 

.. Matenals 
• Pøpers 
<> Joumals 
.. Teachlng TψS 

1 、 ~~ , j 、. Othera 

o Interaclw8 St ory 

• ‘ 

’ Rι V! i.'V‘ 

(그림 1) ìvlonash 대학교 한국학과의 학습 자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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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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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11 ~ ‘까llIIíiIiIIII↑ η iIi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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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1110: Subject Materi허S 

Tasks and Exe‘ cises 

1" γ ;‘ 1. 

-‘’ 힘 411"~" ，."""""，，.，) 

(그립 2) Mona양1 대학교 한국학과 일 학년 일 학기 온라인 교재 

3 단원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평가와 연계 지어서 계획한 다음， 

해당 학습 자료를 웹 학습 자료센터에서 골라서 웹 페이지로 작성한다. ‘ fiL4찌펀때Iι. 져ζι .. μ냐.ι”’.시역 
KOR1110: Unlt 6 도즈련!AI 2t어 도오? 

In thls unl_. 

you “”’ ••• rn you “tII‘。

- ho“ ’。 ord.r ’hings in a coffa. 
shop or r.øtau,.rn 

- ho“ ’。 buy ‘hing. ìn a shop 
• pur. Korean f1urnb.ra (counting 

nounsJ 
• connaε1lngt~Or rT、。 re nouns 

•• ", .1 , 1 

""""' ’ -홉..，효 Into‘nwlllton I!!브!biectmat .. r!e!"I 연""'"호흔"'-'"으"." 톨!y브，.，.흐i 

(그립 3) Monash 대학교 한국학과 일 학년 일 학기 온라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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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룹 들어 ‘음식 주문’에 대해서 학습할 경우 수업시간에 이와 관련한 

문법 설명 및 역할 ??이간 수행한다. 

‘ .. TASI\ 뉘 드릴까요? 
RolepJar A : Customer 

You are in a fast fcx엄 restaurant "Burgeroo" with your friends. Y ou 

can see the menu in the picture. on the item sheet below, decide the 

quantities of each item that you will order. Give the order to your 

뼈rtner who is playing the shop assistant. When finished, check that 

he/she has taken the order correctly. Your partner should start the 

conversation (refer to the example dialogue). 

Roleplay B : Shop assistant. 

Y ou work in a fast f，α펴 restaurant "Burgeroo". Your αutner who is 

playing the customer will give you an order from the menu in the 

picture. Fill out the order sheet according to what the customer tell you. 

After you have finished show your partner what you have written to 

check if you have t와‘en the order correctly. Y ou should start the 

conversation (refer to the dialogue above). 

아이스크림 

치즈버거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콜라 

커피 

우유 

홍차 

개
 
개
 
개
 
개
 
컵
 
잔
 
컵
 
잔
 

|닫7 몇|탤했 

찔讓 E?、
간싼’r←C~렉→ 

(그림 4) 역할 놀이 

5. 컴퓨터 수업 시간에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 

한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이 때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웹 과제 

CMcllinald’s in Korea)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 컴퓨터 시간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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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같어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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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 .... '‘"'""... ~‘*ιιH"~‘ ~'~4~’“’.、，‘.>.“1> ...... ' ‘ ιι ι κ ‘ ~;시 1 
\~ ..... ., .. ，，)<o<\H~ .. “ ’'l cc 4!!Y.,> ‘”‘'*" •. 18-"*, “‘’ e‘“ .J'* ' • .!.~)(> ’”‘씨 .lHi‘ i 

‘ ~.‘*’ ι1’‘” 、 ”“‘ 
、 ~"，..， w ，~.}…f._'^-:J.' 았’ 

‘“‘ 1~“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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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웹 읽기 과제 : 맥도날드 

藏찮li. ... ." 

.... ι.~ 

綠희’‘"''<< 

-"r • ...-.t 

(그림 6) 웹 읽기 과제 ‘맥도날드’를 통해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는 웹 사이트 

~.\ 

6. 이 단원과 관련 있는 듣기 과제를 집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주말 시험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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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쩌I(Task) 32‘ ORDERING THINGS IN A FAST FOOD RESTAURANT 

@ 문형(EXB에ENT) 

A 주세요 Give me A, Please.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얼마예요? How much is it? 

A(price) 원이예요 It’s A won(Kore킹1 currency unit). 

"" 필수 어휘(ESSENTIAL VOCABULARY) 
아이스크림 lce cr，않n 치즈 버거 cheeseburger 햄버거 harnburger 

콜라 coke 커피 coffee 우유 milk 

홍차 indian 없 하고 and 

개 general item counting noun 

프렌치 프라이즈 French fries 

어서 오세요 routine expression meaning we1come 

합계 sum 

Sino-Korean numbers up to 9，αX): 백 hunφ벼 천 thousand 

Pure Korean numbers up to 4 

... " Y ou are going to h얹r some dialogue that might happen in a fast 

fαxi restaurant. Listen for the number of 따ns that a customer is 

ordering and the price. Write down the number and the price on your 

sheet. Ready? Listen! 

1. 1 아이스크림 
치즈벼거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커피 

우유 

홍차 

합계 

개 

--개 
--개 

--원 

2. 아이스크림 

치즈버거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커피 

-rrr 
홍차 

합계 

(그림 7) 듣기 과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원 

이상의 절차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재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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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되고 교과과정 안에 통합되어 긍정적인 학습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실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실 

제 자료를 계속 수정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여기서 제시한 웹 과제는 이를 해결해 준다. 

웹에서의 실제 자료의 사용은 혼히 중급 이상의 언어 구사력을 기진 학 

습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초 학습자들도 제한적이지만 언어 

수준에 맞추어 개발하면 사용할 수 있다. 보물찾기(treasure (π scavenger 

hunts), 웹 활동(web activity), 웹 연습(web excercise) 등으로 불리는 웹 

정보 사냥이 여기에 속한대조인정， 1뾰). 

웹 원기 과제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1들이 학습을 위해 언어적인 변에서 조작되어진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사용뼈 할 수 있게 한다. 또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 기 

술(inforr빼on 밟mol，맹r)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 또 이 

런 유형의 학습은 학생들이 지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서도 할 수도 있고 

서로 협동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 따라서 웹 정보 사냥 과제야말로 호 

주처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헤 가장 효과적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 

는 학습 자료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뺨야 할 자료 중의 하나이다5) 

4. 맺음말 

지금까지 호해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개발 

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loId박f을 모색해 보았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중점으로 논의 한 것은 호혜서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이 아니라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 빙안이 

5)웹 과제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일링 리스트 TKFSL-L을 통해 2(0)년 6 
월 21일부터 실시된 웹 과제 개발 워크흉에서 오고간 이메일 내용을 참조 바람 

http://www.arts.monash.edu.a따mr않nlcent.relteaching/worksho다겠X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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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학습 상뺑l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 

어야 히는데 출판된 교과서는 학습자나 학습지에 맞춰서 계속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재 개발의 방향은 보조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성주의 학습법에 근거를 두고 학습자들이 미 

래의 사회에서 요구하논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개발된 자료들을 학습자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학습 자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앞으로의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결정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고 평가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교재의 개발은 이 역통적인 과정 안에서 실 

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히는데 학습 동기나 학습 책략 등이 

다른 학습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교과서란 불기능한 것이다. 결 

국은 해당 학습 상빵~l 맞는 교재를 개발 혹은 선택해야 하는데 출판된 

교과서는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바꾸기가 어렵다. 

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 특성만 뿐만 아니라 문화의 

특성이 잘 반영된 교재를 개발 •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는 학습자가 

그 목표 언어 화자를 접할 때 태도 이해， 그들 행동이 의미하는 H까 무엇 

인지를 해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과 

서에서 나오는 문화 소개는 자칫하면 정형화된 이미지를 묘사하기 쉽고 

이는 목표 문해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실제 자료의 개발은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을 위해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다. 

어떤 교재를 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된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 

으로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광고를 이용한 문화 학습 

(α10， 1뾰)， 웹 게시판과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한 학습법(조인정， ::ml) 

등 실제 자료와 문화 학습 및 정보 기술 사용능력이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습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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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orean language interactive book for the advan∞d level의 색인 

TASK TOPIC 도VEL FUt\CTla.J 

1 :소개하기 
Intrulucing In때1빼ate， Intrulucing 0f\eSj려f and αhers in a 

peqJle Adv히1CffI forrrnl setting 

2 원，별말씀올 Excl때1밍I핑 Exc뼈n밍ng 밍많Ilngs u해ngset 

다 .... 
forrrnl Interπroate Jfuases which conforrn to 매방1 

망훌tings fonnality 

The Km흘ßl 
T빼dng atout the ori밍n 아 T’&용내뼈， 

3: 태극기 
nationaJ flag Advanærl 뼈 ex띠ai띠ng the rreanir용s of 

때yP)I1ellts of T’&홍버때 

μ~end 왜JOllt 
T때kir핑 삶JOUt the α:ntentofthe 

the founder 
4: 단군신화 of Koæa, Advanærl Tan-gun leger떠 킹xl conjecturing 삶JOllt 

Tan 밍m 
the nature of Ko→chosαlSOCÍety 

5: 사물놀이 SarrruIlori Adv.하n최 
T왜dng 외JOUt 야le history and 바ε 

COlTJIXlSÍtion of 옮π뻐lori 

6: 코는 어떻게 Thscribing In따na퍼ate &양ibing peqJle whom you saw a 
생겼어요? 야빼e Advanærl 하JOrt Iffi여 of tiIre‘ 

7: 여름방학 
Sl.lI1lIlEr Thscribir앵 how αJe S야3πt hiSlher 
vacation 

Intenn해따e 
vacallon to 에JerS. 

Gi띠ng Inviting, æa뼈ng 외xlm와dng excu똥S 

8: 핑계대기 Int.errrediate stating obligatiαlS for αf영f and 
excuses 따JerS 

Slx때:ir핑 
Slx없ng arollJ1d for certain i따nsto 

9: 쇼핑하기 
Arour떼 

Int.errrediate rmc띠se thern fcπ the best πlce 
av려lable in the rmrket 

T빼ng 
Inter까벼iate， F핑uring out how to get to a 

10: 지하철 타기 Subways in 
SerUJ 

Advanærl destinatiαl by 앉rul subway. 

11: 요리법 Reci~ Advanærl 
Thscribing/Lmnnstrating how to rmI‘e 
a sirr때edish 

12: ... 어 Being 
Irr따ltem따redi없， 

Being able to u똥 infonrnJ!coll<X[띠머 
lnfonrnJ! 앉α-essions with …어 

[기꾸/찌구] 
CoJl，때U려 

Advanærl 
갖괴가꾸V7r지과가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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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쩌K TOPIC L마EL FUI\CTI(씨 

13 :인터뷰 Interview Interrrediate, Inter찌ewing p.nple arx:l r히XJrtingthe 

Advanced res버t in class 

14: X자 Y자를 
What’s y'에r Interrrediate, A화år땅 arx:l gi에ng eldt:폐y çeopIe’s 

쓰세요 
father’s 

Advanced name pre(ffly name? 

15 :전화 Answering 
‘ Being able to reco며 며"SOIl외 gre처ngs 

자동용답기 rmchine 
Interm:해ate arx:l messages 00 an answering 

machine. 
16 : …(으)니까 …(으)니까 vs . 

Interm해ate Giving a rea∞n 
vs .. 어서 ... 어서 
17 :복잡한가족， Kin해ip Int:errrÐ퍼ate， Being able to tll때:TStaOO and use the 
친척 호칭 terrns Advanced CüITlJlex 념n양ÙP terrns in Kor많n 
18 :수동어미， 

pas피ve and Beir땅 a비e to use the cornrl 맹SSlve 
사역어미 이， 히， Interrrediate 
리，기，우，구，추 

Causative 
Advanced 

arx:l causative sl祖xes

1be Two 
19 :서울에서 Location 

Interrrediate. 
Being able to u않 the cornrl location 

있었던경험 Marlærs 에 marlær in Korean 
vs. 에서 

Advanced 

:;n:한국 
Tπiditional 

UOO:TStaIx죄ng of traditiαJal Korean 
전통혼례 

mnπage Advanced 
mam앵e customs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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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Ta그IC LEVEL FUNCnO‘ 
A빼19 f(π and givir핑 

1 :해외 여행 Oversæs trav，잉 Intermrliate imαmatioo ; T<왜cing 따lOllt 
때iday octi찌ties 

2 :어디 안내해 
Using σaVI잉 dα::hures Intermrliate 

A하<Îng for and 밍찌r핑 
드릴까요? infotmatiαi 

3: 기념품을 
Finding a destination 

A파미19 for/ Gi때19inf예natioo 
사려연 어디에 In않rrædiate ; Elqressing possì버ilty/ 
가야해요? 

USlng a lTIéφ 
lrqxJssibility 

4: 세관에서 
Going throt때1 custools 

lntermrliate h왜<Îng sta따rents 
at the aiqXJrt 

5: 분실물 At the lost and found 
lntermrliate Dòscribing things 

센터에서 αJunter 

6: 어디로 
Comrrrunication skills 

1n않m빼iate 
Maint머띠I멍 mmmuruαl1Ìon 

간다고요? 와vanced 

7: 다시한번 
Comrrrunication skiUs 

lntermrliate 
M죄ntaining αll1ll1ll.lIlÌcatioo 

말씀해 주셰요 advanced 

8: 어디로 
GJing around by taxi 

lntem빼iate Giving 예rections to a taxi 
모설까요? advanced drivEπ 

9: 한국어를 
Leaming 1와핑뼈ges 

1n따n벼iate 
Asking f，α and giving 외띠æ 

배우는 이유는? 외V킹x:ed 

10: 교환학생 Studyir핑 OVI앉없s as lntermrliate Cornpuing ; asking for 밍x:l 
프로그램 an exchange student advanced 밍찌I핑 infonmtiαl 

11: 전화잘못 Sçeaking on the lntermrli와e TeL안hα1Ïr땅 ; asking for ar닙 

걸렸습니다 tel뼈lOne advanced 밍ving informrtion 

12 :어떤 차를 
Bu끼ng a car 

1n떠naliate 
cor벼rrning ; Negotiating 

살까요? advana최 

13 :월부로 Persu외ir핑 your lntermrliate 
많'Suading ; 야걱gotiating ; Justif 

사연 되잖아요 roommate to buy things advanced 
yu핑 

Convincing a custorrer 
lntermrli와e 

14 :신용카드 to awJy for a credit 
삶vanced 

con、rincing

a며 

15 :취직 면접 Job interview 
lntem빼ate 

Carrying out an interview 
때vanced 

16 : 벌금 ]ustiñnng nonpayrnent 
Advanced Justifying 

고지서 of fine 
Giving an ~때anation or a 

17 :퀴즈 쇼 Quiz show Adv머x:ed 떠lk ; i띠삐ing 따)Ut Of 
eJqreS잉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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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T이객C LEVEL FUNCll(찌 

18 :환정 보호 &많1house efftrt AdvarJCt영 Discus잉ng or gJVJng 피forrmtiαl 

19 :결혼목해야 
Type of rmrriage Advaoced 다$밍smg or 밍ving inforrmtiα1 

하나요? 

a):밥하고 
호x roles Advaoced 

믿æing， disagreeing arX:I 
셜거지하는아버지 COrnPat1I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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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10객C LEVEL FUNCllO'l 
1 :이 아가써 

Ma야m때cing Irr따nmate 
A하<ing 삶JOUt and describing peqJle’s 

어때요? &짧.lreS， W1:e. b.피d 와XI charnc암S 

2: 만약에 복권에 H ... Advanced T외퍼ng 외:xJUt h}'IXJthe잉s 
당청된다면? 

3: 재미있죠? Adverb In뼈n:di따e T외퍼IUl: a1nJt octions u의fij( 때verbs 

4: 다음주에숙제 
버mssion Interrr빼ate 

A와<ing foc pennission 와xls떠미Jg 
내도됩니까? !IDúbition 

5: 왜요? Reasons 
Intem빼ate， 

A파<ing and 밍끼ng 뼈sons 
Advanced 

6: 시험이 
Exarns, 

언제래요? occidents and Intemroiate &￥ortn핑 때lat 뼈5 bæn said 
rressap;es 
Statir핑 

A뼈I핑 for and giving f:없떠l 
7: 숫자말하기 lI1.lIlHlC InterTIRliate 

infonrntiαi 
infonrntiα1 

8: 경치가 어때요? scenery InterTIRliate, 
~bing locatiα15 ar넘 scenes 

Advanced 
9: 누가 당선될 것 

Ðection 
In때m회a1:l킥 

냥g버때ng 
갈아요? Advanced 
10: 예약을 하지 

Regrátir핑 InterTIRliate 
〔뻐ngr빼us야:ctive 때찌∞/때퍼ng 

그랬어요? 하:xJUt r않얹S 

11: 저는 그렇게 Agræing and Int:ern-a죄와e 
Agræing and disagreeing 

생각하지 않아요 diSW1:l없fij( • Advanced 
12 :더 좋지 

Persu때ng 
Intem빼ate， 많"SU<뼈ng 야잉때밍 Ðq:ressir떻 

않아요? Advanced oreferences 

13 :재미있던데요 ι힘nmes 
Intem빼ate， 

Reræmbering IßSt events 
Advanced 

14 표가 있어요? B왜cing a 
In않m빼iate Boo엄ng a ticket over 바le rfloæ 

ticket 
15 말씀좀전해 

Teierfuning k뻐nmate lrXI버ring 킹XI leaving rres잃ges 
주시겠어요? 

16 : 기분이 
Feeling 

In떠nmate 
~bing fet괴ings 

어때요? .Advanced 
17 :호춰1서는 

Thtty In뻐m:.diate T왜<ir핑 삶:xJUt obligations 
군대에 가야해요? 

18 :식사후 한 Buying 
In않rnmate T외l<ing a1nJt illnes5 and rn:dication 

알썩 드세요 rn:diciæ 
19 :뭐든지 할수 

Any ... InterTIRliate E따13혀깅I쟁 없없hir멍 
있어요 

~:닥제할것만 lliubts In따nmate Expressing ck꺼따5 and slWJSitions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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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TQPlC LEVEL FtJ\CTl(찌 

1 :전화걸기 T리뼈XJre US월e h뼈TIHliate 
T뼈ng 삶XltIt irxlividu왜 

teI학:òone us寧때 habit 

2: 내가자주가는곳 
The머ace w따-e 1 

Interm빼ate IÆSCrì바19 띠aces 
찌sit of떠1 

3: 불평하기 M와ting a coo뼈밍nt Advarx:e:l 
0lrq:)I려띠ng 삶뼈.rt: the 

OOIse 

4: 비명하기 
Critici허r용 uruver깅ty 

Adv와x:ed Criticising the problerns 
f엉lities 

5lx빼I쟁 foc a pair of 
5: 옷고르기 51때1펴I핑 for clot뼈19 Inκmali와e shoes, clothes and a 

rx놨d:ie 

6: 방학동안잘 Did you have a g(여 
Interrædiate 

T머king alXJUt ]:ffS(뼈l 
지냈어요? holiday? 앙qJeIleoces 

7: 여행하기 Travl머 φ Korea Interrædiate 
M려ting trav，려 

arrangenÐlts 

8: 졸업한후에 
Future 며ans and 

Advaoced Ðq며ai띠ng prefereoces 
f뼈Jes 

9: 여가와스포츠 5prts ar펴 냄S띠e Advarτed 
TaJking about J.먼앉rre 
activity 

10: 여성과 직장 Woræn and wαk Advaoced E뼈-essing 이]띠ons 

11: 만약에 H Advaoced U외ng what• if stat:erænt 

12 :보고하기 R￥pπing Interrædiate h찍뻐ing 밍XI repJrting 

13 : 잡지책 N뺑a찌ne Interrædiate 
IÆscrìbing magazine 
articles 

&윈ibing! derroostrating 
14 :나의 가계부 Book kel행ng Advaoced how to 띠an fcπ w뼈ly 

S야뼈ing by book ket때I핑 

15 :팔방미인 Gα잉 at ev，엠빼ng Inte!π빼iate ~αi비ng αe’ s ability 

16 :우리집 our house Intem빼.ate 
IÆscrì1:Xng one’s hαlse or 
a야utIrent 

17 :교육제도 Education system Interrædiate 
αscussing about 어ucahon 

systern 

18 명절 
Festive sea잉ν 

I따m빼iate 
Thscribing tr떠itional 

c머ebratiα1 festive season 

19 : 올립픽 αyn뼈cG왜~ Interrædiate 
&암ibing sJX)rts of 
Olyn뼈cg머re; 

XJ: 텔레비전 
TVII맹때πne In않m빼iate IÆSCrì벼ngTVprc쟁ramrre 

프로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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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Australia 

Young-A Cho 

There is also 뻐 앙엉mination of how these 따경ching ma따ials have 

야ffiU앉rl 、Nith sp:cial regard to whether they are used by institutions 

other than the one in which they were develo야rl It is argued the 

reasαlS for not using ma뼈als ocross institutions are as follows : 

1) difficulties in int쩡rating with the 잉여sting cuniculum; 

2) difficulties in assigning asses앙ænt; 

3) a lack of effective 1，없피ng outcoræs cαT뼈red to the armunt tiIre 

invest어 ; 

4) not deVI밍이:ro here syndroræ ; 

5) lack of authenticity. 

These discussions lead to a new dinction for the deVI허opn.:ntofthe 

Kor않n lar핑뻐ge ma따ials: 

1) more variety of authentic ma뼈als shou1d be deVI려01뼈 뼈 they 

also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flexible way that they enable 

teachers and learners to select according to the leamer gro따)s neOOs. 

2) they should be deVI려야ro on the basis of a constructivist a없α뼈1 

t와òng into account the skills and knowl벼ge rfflUlI어 by a future 

sα::iety. The vì따뻐1 Centre for Leaming ar띠 Teac비ng at :Mona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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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s also sugges뼈 as a rmdel for α-eating a rich leamir핑 

en띠ronrrent which 뎌n su다Xlrt c1assn∞m teaching as well as 

autonormus learr피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