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문화률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과 개선방향

曾天富*

1. 머리말
최근 틀어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중시되면서 약 반
세기를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한국어 교육도 새로운 도전을 받
고 었다. 일반적으로 문화 교육이 외국어 교육에서 중시되눈 근본적인 이
유는 외국인인 학습자가 대상 언어의 문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대상 언

어의 기능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 교육의 목표
는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 문화플 체득하여 일상의 언
어생활에서 이를 실현함에 주어져야 한다1) 문화와 외국어 교육의 상관
관계는 무엇보다 언어가 살아있는 인간과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의 가치

관과 사고에서 비롯되는 의미플 주고받는 행위라는 인식이고， 문화는 그
의미를 엮어내는 가치관과 사고 둥 많은 요소틀을 총체적으로 포후냥감능

것이며， 외국어 교육에서는 그 요소들의 싼l 뺨 l 모국어 화자뜰간의 소

* 憂灣 國ii政ì't太텅3 후짧@영5t} 文F첼科 敎授‘
l) 윤여탁힌빚어 문화 교수 학습론J ， "21 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p.1 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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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사고의 산물로서 흔히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
되던 문화가 실제로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기 때문에 문회를 통한
외국어 교육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2)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돌이켜
보면， 우선 기능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의사 소통 능력의 함양에만 치우친

김이 없지 않으며， 설령 문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는 하되 단편적인 사
실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사고의 방식 표현의 원리 등 보다 심층적인 한
국문화를 체득하게 교육하는 데는 소홀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비중있게 다루었

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상황을 소개하고，
이어 한국어 교육이 기능적 목표의 달성 뿐 아니라 문화 충격의 경험， 각
기 다른 사고방식 내지는 가치관과의 만남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한국어 소통 능력을 더욱 효과
적으로 기르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바람직한 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문의 견해는 전적으로 현재 열선에서 한국어 교육
을 맡고 있는 펼자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둔다.

2.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
현재 대만에서 행해지는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기관
과 민간단체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립 정치대학과 사립 중국문화대학의

2) 김정우시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J ，선청어문~29， p.l 74 참고.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파 개션방향

309

한국어문학과와 그 외 각 대학에서 개설하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
정을 들 수 있고， 후자는 전국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인들
의 평생교육을 이끌어 가는 각 지역의 社圖大學(Conm.mity CoU맹e) 3) 과

좁年服務中心 둥 일부 학웬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을 을 수 있다. 대
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4) 양적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으나 00년대 들어 정식 국교판계의 단절에도 불구

하고 사회 각 방면에서 양국간의 민간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 IT산업의 독보적 위치 한국 대중문화의 수입 둥이 겹쳐 통일 분야
의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기업과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교육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교

육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교재， 교과과정， 명가방식， 교수형태 둥에 대한
통계 조사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연구는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 대상을 대
학의 한국어 교육에 한해 그것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정치대학 한국어문

학과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시행되는지 그
실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3)

社區大學은 민간단체가 성인올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혐재 대
만의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호웅이 좋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4) 한국어 관련학과는 1쨌년에 처옴으로 국립정치대학 동방어문학과 소속의 한국어조
(:rOJ년 한국어문학과로 독립)와 뒤이어 1003년 중국문화대학의 같은 파 한국어조
(lffi4년 한국어문학과로 독립)가 성립되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진행
되었으며 이 두 학교는 현재까지 대만 내 한국어 인재 배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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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택어 교괴과정 종의 문화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뚜렷한 목표나 방향을 가지고 시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교수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내용과 심화학습 동을 통
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문화
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협}는 데 탁월한 매개
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를 통한 외국어 교육이라는 본문의 취지와 부합된
다고 하겠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별 교수자의 자질， 경험 둥이 중요하지만 이를 모두 객관화하기는 어려

우므로， 여기서는 기능 위주의 한국어 교수에서 교재를 통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교재를 통한 분석은 각 교육기관

이 설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현장에서 다
루어지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자호로가 되기 때문
이다

(1)

실제 교재의 분석

우선 정치대학의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한
국어(읽기)， 한국어 회회{말하기)， 한국어 실습(듣기)， 한국어 작문(쓰기)의

교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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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근 몇 년간 정치대학 효되빽문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댁어 교재

|학1넨괴목

(학습목표)한국어(읽기)한국어회화

한국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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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듣기(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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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연세대，~ "~I~한국어l(연세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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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대)

I~r얹1

%π 1 (명도원)

@한국어2(서울대;I~한국어회화 II(고 Gl한국어 2( 연세

2학년@한국어독본 3，4려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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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 (曾大홉)
‘

@한국어3(고려대)I~한국어회화ill(고
@한국어독본 5β 려대
급t연세대

I냄tII(명도원)德)

6ì 가 나 다

I Gl*혈國5!t빼聽敎 !ι1얹n

for
U'UI~한국어3(연세대) 서 ill(생大짧)
Lf1I-l-l-IlC--St~
으。E二ul
@한국어3(서울대)1 ,2( 시 사교육

@한국어4(고려대)사)
4학년

@사랑과 지혜 그 8한국어회화!v(고
리고 창조(안병욱， 려대)
正'i’I!IJ:)
@한국어5( 연세대)

I (Q한국어 4( 연세대)

대부분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이중 몇

권을 추출하여 문화 요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5) 그 이유는 증천부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J ，국어교육

연구.~ 7집 p,:nï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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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최근 몇 년간 정치대학 효택어문학과에서 사용된 교재에 포함된 문화 요소

교

포함된 문화요소

재

비

고

숫자{한달， 한자)/가족명칭과 역할/한 F 한국어 1，2~ 는 한국어의 기
국인의 생활습꾸F한국인의 성격(유행 초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에 민감， 뜨거운 교육열， 예의)/타국과 대부분 현대 한국인의 일상

『한국어 1，2，3，4~
고려대학교 한국
의 문화쩨/민속놀이/옛날이야기6펜 생활에 펠요한 요소를 다루
어문화연수부，
속담/언어습관과 의식구조i수펄3펜소 고 있음. 한국 문화에 대한
민족문화연구소

(1앉자 1 9:)1)

섣3편시4뭔샤머니즘/동서양

점성숭 소개는 F 한국어4~ 어l 집중되

의 ~J-o 1/동서양화의 치이/단군신화/전 어 있고、 옛날이야기가 많은
통문화와 효 사싱/관용어

분량을차지함.

이콤/음식/숫지f예의범절과 『한국어 1 ，2，3~ 은 한국어 언
존대멜서울의 역시/전통고첼동요l편 어능력의 배양에 치중하여
한국인의

r 한국어 1 ，2，3，4，5~
연세대학교 한국

어학당，

연세대

출판부
(1없

19:)4)

/한국인의 현대생활t 음식초대， 방문예 유형연습이 매우 풍부하며，
섣)/명절풍띤미풍 ÙJ속/속담/문화해섣 『칭f국어4，5~ 는 「문화해설」란
(한국인의 자연관，

h 패이야기， 한글 을 본문과 문볍설명， 유형연

달자모양의 유래， 24 젤기， 책거리， 판소 습 뛰에 별도로 첨가하여

리， 보부장， 취 r<樂， v니端， 모깃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
올취하고있음，

이야기 등등)

인λt/7t족명칭/음식/바둑/교육제되춘 『한국어 1~ 은 한F국인의 현대
향전/사회제되전통복장/화투/생엘과 열상생활에 치중한 내용이

『한f국어 1 ，2，3~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명지출

판사
(1뺑}→ 19:)1)

회갑/결혼풍속/고궁/높임말/한국어의 대부분이고한국어2~ 는 한
한자소깨옛날01 야기3펜세시풍속(1월 국의 역새 인물， 풍속에 대
12원)/농。ν위인소개 (fL f-， 세종대왕， 한 소개가 많고 『한국어3~
이순선， 한석봉 어머니 ν민속(지거D/한 은 장르별 문학작품이 설려

민족의 유래와 역시/수수께끼， 속담/관 명저서독음 방불케 한다. 현
광지(부여，

제주도)/수펼 10편이상/시/ 대의 작품이 많고1 그 중에

시조소께사셀설명문/논설문/희곡(원 서도 수필이 가장 많이 설
술랑V고전소설(심청 전)

려있다.

위에서 보이는 요소를 문화의 분류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

론 문화의 분류는 문화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는

Tomalin & S따nples에의 견해에 따라 소박하게 산물， 관념， 행위로 나누
고6) 다시 시간성을 가미하여 현대와 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6) Tomalin Barry & S따npleski， Susan ωlture AuXlreness, 조항록， 강승혜 「초급단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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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산물은 문학， 미술， 민속， 음악， 가공품 둥이 l 관념은 신념 7타1
관， 제도 둥이며， 행위는 관습， 습관， 옷， 음식， 레저 등을 포함한다.

〈표3) 최근 몇 년간 정치대학 효B쐐문학과에서 사용된 교재에 포함된 문화 요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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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제기되는 문제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교과서가 따로 문화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출판일로 보아 1뺑년 이전의 젓이 대다수인데 조항록， 강숭혜의
조사에 의하면 1뾰년을 계기로 한국에서 출간되는 교재에서 문화 교육

을 중시하고 이를 본문에서 따로 독립시켜 개별항목으로 교재 안에 배치
하고 있다고 한다，7) 위에서 든 교재 중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출
판한 『한국어 4， 5dJ만이 「문화해설」 란올 별도」로 두고 한국문화뜰 소개하

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밸 1) J ， p.왜4에서 재인용.

7) 위 주와 동일， p.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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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08) 따라서 교수X까 한국어의 읽기 말하기 능력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담당하면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문화 요소를 설
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개별 교수자의 문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과 자질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때

문에 객관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교재가 포함하고 있는 문화 분류별 비교에서 전통에 기반한 일상
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이전 산물이 들어가는 항목이

많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 제도나 유물 정신과 같은 고급문화보다는 일상
생활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초1 중， 고급 교재에서 체계
적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는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

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가 펀찬되었음을 말해 주눈 것이다.
셋째， 초급단계에서는 한국인의 이름， 호칭， 가족， 음식， 식사예절， 지하
철， 주요 전화번호 등이， 중급단계에서는 세시풍속과 미풍ÖJ:속이， 고급단
계에서는 고전， 현대 문학작품이 중복되는데 이는 교재편찬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루어야 할 문화 요소 혹은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었
음을 말해 준다. 다양한 항목의 마련과 요소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교수방법， 심화학습의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는 교수자를 재교육
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위의 교재는 한국인을 교수 대상자로 설정한 관계
로 외국인 교수자를 위한 안내서가 전무하다.

다섯째， 이들 교재가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자국의 문화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문화 내지 한국어의 학습의 기회를 전혀 제공할 수 없
다.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이 성인인 점을 감안할 때 자국 흑은 제3
국과 한국과의 문화 대비는 한국어 학습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 올 수 있

8) ~한국어 6~ 도 있으나 여기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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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재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학습정도에서 초급에서 고급므로 갈수록 문화 소개의 항목과
분량이 많아지는데 고급 교재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틀 문화 요소가 학습

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지식의 나열에 그치고 있
는점이다.

(3)

효댁어 교육에서 부딪히는 문화 차이의 구체적인 사례

필자는 지난 10여 년 간의 한국어 교육 생애에서 주로 초급 한국어(읽

게와 중급 한국어 회화{말하게 한국어 연습3 한국문학개론 퉁 파목을
담당해 왔는데， 초기 몇 년간은 현지의 기존 교재를 사용하거나 여러 교

재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혹은 스스로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
였으낸 현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는 종류가 다양할 뿔
아니라 학습과정에 알맞게 편찬되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수활 수 있

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재교육을 받을 시간
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교재들은 현대의 한국사회와 문화를 접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수하면서 느끼는 문화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하나 실례를 틀 수는 없지만 그중 인싱써1 깊었던 몇 가
지만을 소개하면， 우선 가족의 호칭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 엄마이다. 중
국인들은 ‘我(的)碼碼’라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와 ‘엄마의 결합을 이해

하기 어렵다. 심지어 ‘우리 아내(마누라)’라는 말을 소개하면 대부분 폭소
를 터뜨리게 되는데， 이 때 교수자는 한국인의 집단 중심적인 민족성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된다. 물론 한국인의 혈연， 지연， 학연 동 소집단 중
심주의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사회에도 이러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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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아울러 상기시키고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이러한 언어 습관을

이해하게 유도한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혈연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자기보다 연장자인 남자를 ‘오빠로 호칭하는데， 중국에는 나이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 ‘-←哥’라고 하어 이름 뒤에 오빠라는 호칭을 붙이거
나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연속극 등 한국

대중문회를 접한 학생틀은 대체로 가족 호칭이 다른 이에게도 쓰이는 데
대해 질문을 제가한다.
둘째， 문법에서 ‘비가 내리다’에서 ‘비’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잘 이해하

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에서 ‘下雨’로 ‘비’가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
문이다. 가령， ‘꽃이 예쁘다’， ‘차가 오다’ 등이 ‘花漂亮’， ‘車來了’로， ‘책을
보다’， ‘음악을 듣다’가 ‘看뭘’， ‘聽、音樂’이기 때문에 ‘ F雨’는 자연히 ‘비를

오다’로 오인하게 된다. 이 경우는 자연 현상에 대한 한민족과 중국민족
의 다론 가치관과 해석을 설명함으로써 학생틀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러
한 언어 습관을 받아틀이게 한다. 이런 경우는 적잖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화의 다른 점에 대한 교육이 이후 한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다
셋째， 초급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어디 아프세요?’라는 질문은 그 상황
이 병원이 아닐 경우 학생들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중의 하나
이다. 중국어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직설적으로 묻는 경우가 드물
고 기껏해야 ‘친뺑따! 꺼;看起來有點不웅f服?’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성함(나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등을 통해 이미 한국어에는 완곡한 표
현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어디가 불편하세요?’도 쓰이지만， 오랜

만에 만난 지인에게 ‘그동안 어디가 아프셨어요?’라는 질문은 건강이 나
쁘다는 것을 매우 금기로 여기는 중국인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
운 일이다. 이 경우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와 타국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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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충분히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 최근 들어 대만 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연속극 혹은 영회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 ‘한 잔 하러 갑시다’는 빼 먹을 수 없는
회사원의 일과로 그려지는데 밥을 먹으면서 반주하는 정도에 그치는 중
국인의 식습관으로서는 이 말의 빈번한 사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
니라 연속극 중 특히 두드러지는 존대어 문제도 문화 교육을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넷째， 한자어휘의 사용에서 의문을 제기하능 경우가 많다. 가령 ‘沒死’
가 대표적인데 ‘沒’이 현대 중국어에서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데 반면 한
국어에서는 여전히 고문의 ‘전부 죄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적인 돗이 된다. 또 ‘亡후補앙’라는 관용어는 한국어에서 ‘소 잃고 외

양간 고친다’로 일의 시기를 놓쳐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데 비해， 중국에서는 ‘亡후補후， ð햄時未曉’으로 비록 이번에는 일을 그르
쳤지만 준비를 하면 다음에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그 외 한자어휘의 품사 구별에서 중국어에서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인
데 이때 학생들은 해당 한지어의 사용에서 곤란올 느끼게 된다. 가령 ‘책
임을 호도(觸擊)하지 마라’의 ‘鋼‘變’는 중국어에서 명사나 형용사로만 쓰

이고， ‘노력이 필요하다’， ‘떡이 먹고 싶다’ 둥에서 ‘필요하다’에 해당되는
‘需要’， ‘→고 싶다’에 해당되는 ‘想’은 중국어에서 목적어를 동핸}는 타동

사로 쓰이는데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런 경우는 양국이 동일
한 한자어 혹은 비슷한 글자의 한지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현대 중국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고문이 여

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품사 둥 문법적 측면에서 변화를 겪은
데 비해，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눈 고문의 다중적 문법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민족의 공통적인 생활경험， 미적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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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속담이나 흑은 중국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에 특별히 발달된 감각어， 색

채어， 의성어， 의태어 등의 교수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가령 ‘금
강산도 식후경’， ‘호박꽃도 꽃이냐 둥을 이해시키려면 한국의 자연과 생
활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가해져야 하고， 중국어에 거의 없는 의태어는

뜻과 유래 동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 문화의 차
이점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되도록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 자연스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든 예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며 외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문화 교육이 외국어 습득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화 차이 흑은 문화 충돌이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펀견을 갖지 않
도록 배려하며 되도록 여러 민족의 문화차이를 예로 틀어 충분히 납득시
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관련 과목의 개설과 문제점
앞에서 든 예는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는 과목에 한해 이
에 포함된 문화 요소를 살펴 본 것이고 여기서는 이들 괴목 외에 별도로

한국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설계한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 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정치대학교와 문화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 관
련 과목을 일렴송}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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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현재 정치대학과 문효때학의 효댁어문학고|에 벌도로 개싫된 문화판현 교과과정

과목명
*훌뼈文:ft.漸論

후행國'X.化 ~k

학교별

주요개셜목적

JL3c治大學

한국의 풍속， 언어， 예술， 학술， 사상， 종교、
과학기술， 정치， 경제 풍의 학슐을 통해 한
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중진

삐〔治大잭

文化大맹l

한국 문화의 어제와 오늘， 특정과 내용올
소개

혼F국의 역사와 고척에 대한 이해 증진

韓國!fïf \!ν韓빼닛3

政治大I￥V'X.化大學

*합國I~ t.會與 'x化

뻐〔治大행

후F국의 과거와 현재 사회촬 통시척으로 고찰

M;國t也理

뻐〔治太X향

한국의 지리 분포와 각 지방의 특색플 고찰

#찮빼IIH~會

JL3c frl 太잭l

#훈國t'，著選遍

한국사회의 정치작， 사회적 변모외- 꽉한 꾼
제에 대한고찾

삐〔治大빙，'X.化大센 고끔명저플 통한 한국문효써1 대한 이해 종전

~!i~헤 文끽 !휴!l:iÌ!회

Ji-x ì'f;大뺑

여합빼 ;k;IP ’￡

l얹治太學

명찮;감b해 t번

X化大I성

*후MH까請/P챔꿇

'X.化大I킴

후월國民%뺏

文化大學

한국문학의 장프별 문학견뽑을 개관하고
감상능력윤기릅
한f국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작

품감상능력윤기픔
인반 서적 이외 헝FF 문불， 가요 및 영상ufl
체륜 풍한 한국의 전반적 이해 중진
생활경혐의 결정인 속담과 속어콜 똥해 한
민족의 시상， 의식， 가치관 등올 이해
세시풍속， 띤{벼}숲， 민속높이 풍을 포함한
한국띤간풍속 소개

이를 통해 양교에서 공히 역샤 풍속， 사회현상， 문학올 포함효}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과목은 개설목적

에서 보이듯이 당연히 한국어 언어 능력의 배양과는 다른 학습목표를 두
고 개설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생활습관과 사회현상을 교수학습한

디는 점에서 문회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들 파목의 개설과 실시는 상당한 어려옵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폐지하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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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어다 가령 정치대학의 경

우， ‘한국문화새 과목은 펼수였으나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었고， ‘한국문학
샤와 ‘한국문학개론’ 과목도 격년으로 개설하며 둘 다 역시 선택이다. 문

화대학의 경우도 원래 개설되었던 ‘한국문학샤 과목이 몇 년 전부터 ‘한
국문화λF로 통합되었고 상기 거의 모든 파목이 선택으로 개설되고 있다
학생들의 소극적인 반응 외에 이틀 문화 관련 과목은 대부분 자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들 과목이 비록 한국어의 언어적 능력

배양파는 다른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어로의 강의는 기
본적으로 문회를 일종의 습득과 저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9) 물론 역샤 문물， 민속을 포훤단능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펼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문화들이 단순
히 단편적 지식의 습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문화 관련 과정

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어렵게 설계되고 있
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과목의 개설은 한국관련 전문인의 òJ-성은 물론 고급 한

국어 인재의 배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펼요하다고 하겠다. 가령 교과

과정의 설계와 배치， 교재내용의 선택과 편집에서 기존의 단편적 문화지
식 전달 수준에서 벗어나 최소한 한국어 학습과정과 연계성을 갖도록 시

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9) 가령 ‘한국문화개론’ 괴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1‘문화서론， 2. 한국문화의 기원， 3. 한국
문화의 전파， 4. 한국문화의 특정， 5 한국문화의 대외영향， 6 한국의 학술사상， 7. 한국의

제도 8 한국의 문학예술과 문물， 9 한국의 과학기술， 10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풍속습
관으로 문화가 무엇인지 대한 정의로부터 한국의 모든 문화 형태와 현상을 포팔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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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모색과 개선방향
1) 교재문쩌|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눈 문화적 능력이 의사 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과정상에서 홍미와 동기를 강화한다는 점이
다. 이는 한국어의 교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문화 교육이 한국어 언어 기능의 습득에 도움
이 되게 편찬된 교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대만에

서 쓰이고 있는 교재는 대부분 문화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 교수자가
본문이나 유형연습 등의 내용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추출하어 설명히는
식으로 진행되고 었다. 이 경우 언어 능력과 문화 내용을 알맞게 배합하

기 어렵고， 전적으로 교수자의 자질과 태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
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본문과 관계를 가지는 문화 항목
내지는 문화 요소를 따로 배치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이를 본푼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만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나온
것으로\0) 한국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우선 이틀 교재가

문화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다 하더라도 교수자가 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만에서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어려워 한국에서 간행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수자를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리라 본다. 대부분 셰계 각국의 한국어 교

수자들은 정식교육기관일 경우 한국어를 전공하고 다년간 유학을 다녀온
10) 일반 학원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중국어 해설이 있는 혐지 출판 교재를 사용하지만
이들 교재는 대부분 후속 과정이 체계척으로 나와 있지 않아 대환분 곧 한국에서

냐온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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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이고 사설 학원일 경우 현지에서 체류하거나 학엽 중인 한국인일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들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나날

이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적절히 알기 어렵고， 셜령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수시로 한국사회나 문화변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고 해도 이를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교재개발 시 적절한 교수지침서 혹은 안내서가 동시에 개발된다
면 외국인 한국어 교수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상술한 두 가지 문제， 즉 체계적인 문화 항목의 배치， 적절한
안내서 편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욱 이상적인 교재는 현지문화， 흑

은 제삼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
다. 물론 이 문제는 세계 각 민족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재개발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초급단계에서 만
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언어권별로 현지 학자와의 합
작을 통해 각 국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문

제는 이 모든 것이 한국어의 언어능력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선 교재 편찬에 앞서 한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이 앞서야 한
다. 한국어 문화론은 한국어의 언어능력 배양에 문화 교육이 긍정적인 역

할을 하게 구성되어야 하브로 한국어의 단계별 학습목표에 맞추어 문화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전자는 그동안 누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후자는 연구개발이 시급하다l!)

그 외， 이러한 평면 교재 외 인터넷， 대중매체， 시청각 영상자료의 적절
한 활용도 있어야 한다. 현재 대만의 경우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물
11) 민현식 교수가 든 한국 문화 10대 항목， W대 항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현식，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J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
육에서의 문화교육」응 논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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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국의 연속극(역사물 포함)， 영화를 누구나 쉽게 접활 수 있는데， 물

론 원음으로 방송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한국 문화와 현대 한국인
의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의 활
용은 자칫하면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언어 습판을 갖게 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필자가 한국영화를 교재로 하여 일년간 실험해 본
결과 생생한 현장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장점 외에 적칠치 못한 언어 구
사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어려옴이 있었다.

그밖에 한국 문화가 녹아있으며 동시에 미묘한 언어 차이를 실감케 해
주는 문학 작품의 적절한 활용 역시 교재개발의 긍정적인 방향이라 하겠
다. 이는 한국어의 문체， 어감을 학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한국어에
특히 발달된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둥의 학습에 크게 도옵을 줄 수 있으

며 아울러 한국인의 보펀적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좋은 교재이다.

2) 교과과정 문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효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

재 외 문화 교육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펼요하다. 여기서 문화
교육은 문화에 대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의 신죠F이
라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목표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문화 내용은 언어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언어 학습에 관련되는 문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 예를 틀어 보면 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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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단계X
〈초급 한국어 교육의 목표〉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
본능력을기른다.

• 일상생활에 관한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문화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한국 문회를 객
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초급단계 문화교육의 내용〉

- 한글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인샤 소개， 언어예절
·식사예절， 주거생활
·지리， 기후， 문울
·기족관계， 신체 언어

·일상적 행동유형
《중급단계》

〈중급 한국어 교육의 목표〉

• 한국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 한국인들의 행동양식과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히여，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을 한다.

• 한국어의 언어 표현에 단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
한다.

· 한국의 사회제도와 풍습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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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단계 문화 교육의 내용〉

·여가생활， 오락문화
·개인별， 집단별 갈둥
·명절풍습
·문학작품

·속담， 관용어
·사회제도1 교육제도
·예술적， 문화척 엽적

〈고급단계》

〈고급 한국어 교육의 목표〉

• 한국어로 상뺑l 맞는 자연스러훈 의사 소통옳 한다.
• 일반적 주제 및 추상적인 내용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
해한다.

• 학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한다.
• 인물， 사건， 사물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자기의 생각올 넣어 셜명하는
글올쓴다.

•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생올 바르게 소개한다.
〈고급단계 문화 교육의 내용〉

• 역사적 사건， 인물， 문화유각f
• 종교， 가치관， 세계관
·문화비교

• 정치， 경제， 사회문제
• 방언의 차이， 언어변화
여기서 든 예는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인데 12) 한국어 언어능력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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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내용은 한국 문화뿐 아니라 가능

한 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고 현대 문화와 과거문화를
적당한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수자와 교수방법 문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교과과정
과 좋은 교재가 마련됨과 동시에 교수자의 인식과 교수방법이 또한 중요
하다 우선 교수자는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것은 물론이고 자국 문

화와 한국문화， 나아가 기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호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언어가 사고방식과 직결되어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학습자의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
당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대학에서 초급단계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자 대부분이 현지인이며 비록 이들이 한국어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특별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한국 문화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접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교수자 개인의 재교육이 열린 시각의 확보 문화의 역동성
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중시되어야 한다.

교수자 자신의 노력과 문화 교육의 중요성 인식 외 교수방법 역시 상
당히 중요하다.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은 일반적인 외국어 교수이

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부단히 발전해 왔다. 현재 정치대학의 경우
각종 한국 신문고} 잡지， 서적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한

시청각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문학과 내에도 영화， 드라마 등

12)

한국어 교육의 단계별 목표는 이지현한국어 교육의 문화교육 내용연구J ， p.~를，

단계별 문화교육의 내용은 장경은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밍연f」， 『외국
어로서의 현f국어교육찌， p.442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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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오락물， 전통문회를 소개하는 시청각 매체가 소장되어 있어 나날이

높아 가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여기서 교수방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방향만 간추려

보면 초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낯선 문화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임과
동시에 기본적 의사 표현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오는 문
화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중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데 교수자
는 학습자에게 문화 비교를 통해 문화 차이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받아틀
이게 하는 것이 좋다. 고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화충격에서 회복되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때 교수자는 정치， 사회， 사회문제 둥
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현상과 본질에 접
근할수있게 돕는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교수자는 언어적 간섭이 문화적 간업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관점에서 언어적 내용을 분석하며， 외국문화와 학습

자의 문화를 비교， 대조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되도록
가치판단을 배제하여 학습자가 오해 없이 사실적， 객관적으로 인지하도

록도와주어야한다.

4. 맺음말
본문은 필자의 그간 한국어 교육 경험에서 니온 원칙적인 시론에 불과
하다.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간 풍부한 이

론의 제기와 많은 실제 조사가 병행되어 이미 외국어 교육에서 확고한 방

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로 보아 한국어의 기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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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문화 교육의 통합적인 연계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론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하는데 이러
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바람직한 교재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수자의 문화와

외국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식 외에 적절한 교재와 교수방법이 요구된
다. 최근 들어 한국어 언어학습과 문화 내용을 통합시킨 교재가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둥 보급상의 문제와 내용상 한국 문화
에 대한 일방적 이해요구， 교수자를 위한 안내서 미비로 인해 예기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 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대학의 한국

어문학과에 개설된 문화관련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연계， 내지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라 생각

된다.
비록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 방향이 하루아침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할

지라도 동일 방향으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현 교재와 교과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 요소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한
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배협}는 데 문화 교육이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으
리라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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