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환r께 한국어 교찌외 샤척 고찰* 

이지영** 

1. 서론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많은 한국어 

교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을 비롯하여 교재 현찬의 목적 학습 

대상에 따라 교재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어 왔다. 곧， 간단한 생활 회화 

를 배울 수 있는 교재에서부터 취업올 위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 

에 이력까지 학습 목적이나 헥습 대상에 따라 여러 7찌 교재가 개발되 

었을 뿔만 아니라 각 교재마다 교수법의 특정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통포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한 

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는 보다 다양해진 학습자롤 대상으 

로 한 다양환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한국어 쿄재가 다양한 학습자의 

디i양한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의 과거와 현재 

* 이 논문온 때￡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훨에 의하여 연구되었옴-(KRF-:ID2뀐73-
AMl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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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황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출판된 외국인과 재외똥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을 통해 그동 

안 어떠한 종류와 유형의 교재가 개발되어 왔는지 밝히고 어떠한 특정을 

지니는지 살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 개발과 관 

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 

의 역사적 흐름을 고훨}기로 한다. 곧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교 

재의 특정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부터 현재까지를 시기구분을 하고， 각 

시기별로 어떠한 교재들이 개발되었고 어떠한 특정을 지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야론적 빼경 

이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대까지 어떠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 

었고 그 특정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여러 연구 

의 경향을 먼저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재의 역사는 중국 명니라 때로 거 

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한국어 교재의 구성이나 내용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새로운 교재 개발 

을 제안한 연구로는 허팔복 (1973), 장석진 (1974), 권미정 (1002), 김정숙 

(1002), 노명완 (1뾰)， 이해영 (때1)， 민현식 (axx:l, :ro2) 둥이 있다. 이 연구 

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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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해외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나 채외동포훌 위힌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 

재에 대한 연구도 다.oJ:하께 이루어졌다. 이상억 (11쨌:)， 이정노 (댔l))에서 

는 미국의 재외동포활 위한 한국어 교육애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 

하고 있다. 중국에셔의 한국어 교육파 한국어 교채에 대한 논의 중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어 교째의 시점울 어떻게 활 것띤가에 대혜 정광 (1뼈) 

의 연구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파 문채점에 관해서는 

배희임 (1때)， 장광군 (었l))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이는 마주르 유 

엔 (19,m, 인 알핵산드르 (IDX)), Ross King (없E) 둥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 결과롤 살펴볼 수 었다. 호주는 김영아 (IDX)), 

대만은 중천부 (없l))에셔 연구가 되었다. 영국의 한국어 교재에 대한 논 

의는 연채훈 (IDX)), 일본은 노마 히데키 (때n와 후지이시 다카요 (顧石

貴代) (ID)1)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써아와 동남씨아는 현원숙 (Jm) 

과 Suray Agur핑 애JgI"OhO • Læ so YI따핑 (었12)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 

과 교재 소개를 하고 있으며， 김중섭 (1體)에서는 북한의 한국어 교재에 

대해논의한바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원리 및 개발 방안， 구성 훤리와 내용에 대해 

서는 위태연 (1앓)， 백봉자 0001, 1때1) ， 이광규 (HR)), 최정순 (1ffi)), 김 

영만 Uæ3), 김정숙 (없12)， 원진숙 Uæ3, IDX)), 조항록 (:;nE) 둥에서 다양 

한 분석파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인 변천을 단원 

구성의 흐름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로 신현숙 (:m3), 신현숙 • 이지영 

(:m3), 이지영 (:m3)이 었다. 

최근 들어 교재 분석이나 교재 개발파 관련되는 내용의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교재 개발로 연결되는 경뺨l 있다. 한국어 세 

계화 재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올 위한 한국어 교재J (lX)1), 

『국외 한국어 교육 자료의 실태 및 개발 방향~ (:m3)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학술대회률 통해 국내외 한국어 교재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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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자료의 개발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환 

국어 교재의 역사적인 변천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해 근대계봉기뿌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약 !ID여권의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왔 

다:2) 이 교재들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기 위해 편의상 시기별로 구분하 

여 살피기로 한다. 시기 구분을 하려면 교육과정이나 교육사조의 변화， 

교재 편성 및 교과 운영 방법 둥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어 교육 분。t버 

서는 o아썩}찍직 통일밸된 교끊육과랩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어나 교육기관의 

발전과정과 교수법의 변화 교재의 개발과 관련히여 주목할만한 특정이 

있는 시점올 기준으로 히여 구분하기로 한다. 먼저 이와 판련된 앞선 연 

구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백봉자 (ID)1)에서는 한국어 교육 변천 시기를 한국의 경제 발달과 관 

련지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 초창기 (1댔H(T7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L. 변화71 (1976-1쨌): 한국의 경재척 성장기/ 학습자의 국적 다양 

화와수중가 

C. 발전기 (1쨌-aXX)):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학습자와 학습동기 

의다양화 

2. 도약기 (때1년 이후): 학습자， 연구자， 교육자의 중가 

곧， 자료 (1)과 같이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었는데 주로 한 

국의 경제력과 국력 신장에 따른 학습자의 다양화나 증가 추세를 기준으 

1) 신현숙 • 이지영 (때13)， 이지영 (없13)에서 단원명과 단원구성의 흐름을 살펴본 바 있다. 
2) 이것은 근 • 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사한 결과에다. 그러나 한 
국어 교재 중에서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소실되거나 이 연구에서 미처 조사하지 옷 

한 교재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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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기 구환옳 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올 초창기 

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다. 

한편， 조항록 (었B)에서는 한국어 교육 발달 단계를 다음파 같이 설정 

하고있다. 

(2) ..., 태동기 (1없7년-1!J70년대): 국내외 소수의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 

L. 도약기 (l쨌H때년대 중반): 한국어 교육기관의 중가 

C. 안정적 성장'71 moo년대 중반-현재):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학습 

자의 점진적 중가 

자료 (2)와 같이 한국어 교육의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태동기가 길재 셜정이 되어 있고 1때년대의 중반이 언제인지가 명확하 

지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시기， 교채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교째 유형 및 톡성，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결과 둥을 토대로 하 

여 다옴과 같이 시기 구분율 하기로 한다~3) 

(3) ...,. 171 (근대계몽기-1쨌년): 근대 계몽기부터 국내 한국어 교육기 

판이 생기기 전까지의 시기 

3) 근대 계몽기 외국언에 의해 한국어 교재나 문법셔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고려시대나 

조션시대에 간행된 역어집이나 중쾌 혹은 일본어훌 배우기 위한 교재가 있었다. 
중국 송 (宋)나라의 손목 (흉홈)이 지은 역어집 (짧語集) 계렵유사 (뿔林類훌)훌 비 

롯하여 l쟁년에서 lfffi년 써1에 면찬된 13관 회이역어 (十三짧 華훌훌훌語)의 맨 처 
옴에 실려 있는 조선판역어 (朝옳館홉語)， 역판 (譯官) 양성율 위해 조선 초부터 사 
역훤에서 사용했던 중국어 회화책 노걸대류， 조선 중기의 일본어 학습서 첩혜신어 

(援解新語) 둥올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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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271 n됐년-læ:i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애서 한국어 교육용l 

이루어지고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r:, 371 (1쨌년 1없7년):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가와 교재 개발， 。μl

안게임과 옳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어에 대환 관심 집중，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 

근， 471 (1뾰년-현 재): 과제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 개발 시작， 다 

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자료 (3)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1기는 근대계몽기부터 1쨌년까 

지이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지어 볼 때 근대계몽기와 일제 

강점기， 그 후로 나될 수 있는데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는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 교육의 초점이 달라지지만 교재 개발에 있어서는 그 경계 

가 모호하기 때문에 함께 살피기로 한다. 근대계몽기에는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선교사 흑은 외교관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어 

를 배우면서 교재를 만들기 시협}는데 그 중에서 교재의 형식을 갖춘 첫 

번째 것은 1877년에 출판되었다. 그 후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영어와 

일어， 불어， 독일어 둥으로 그들이 습득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올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정책적으로 한국어 (조선어) 교육율 

하게 된다. 광복 이후 1됐년까지는 그 당시 한국의 역사적 상뺨II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교재 편찬도 드물었다. 

2기는 1쨌년부터 1ffi5년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명도원 둥 그 당시 대표적인 국내의 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 

육이 이루어지고 교재 개발을 한 시기이다. 이 교재들에는 그 당시에 주 

요 교수법이던 청각구두교수법이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국외에서 대 

학기관을 중심으로 교재가 개발되고 개인이 출판한 교재도 있다. 

3기는 1쨌년부터 1없7년으로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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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신셜되고 이에 따룬 표째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이다. 또한 아시안게임에 이어 융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률 기점으로 한국 

어에 대한 관심 집중되고 한국어 학습자가 중가한다'， l9E년경부터 과제 

중심 교햄1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재 개발에 척용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올 마련하는 시기이다'，4) 

4기는 1~년부터 현재까지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과 교수법의 변화가 교채에 반영되어 과제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학분척인 목척으로 한국어롤 

배우거나 산업체 근렀}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증가햄l 따라 다 

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내까 1기부터 3기까지 

와 비교활 때 연구 성과물이나 교재 출판이 양적으로 중가함은 물론 연구 

내용이나 교재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어 문화 소개나 문화 교육이 교육 현장과 교재에 반영되는 추 

세이다. 또한 온라인 교채나 멀티미디어 교채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여 

러 교육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웹 사이트를 용영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영역을 넓혀가고 었다. 

따라서 자료 (3)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륙정올 살피기로 한다. 다옴 〈표 1>파 같이 학습 대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구분하고 외국인올 위해 출판된 교재와 재외동포를 

위해 출판된 교재로 나누어 그 특정을 살피도록 한다. 나.01-가 출판지나 

출판기관올 기준으로 국내 교재와 국외 교채도 구분하여 교재 출판의 경 

향과 특정을 살피도록 하겠다. 

4) 칙갱순 (1fQ))의 논문애서 과채의 개념율 교채에 척용하는 풍쩨에 대혜 논의된 후로 
과쩨 충샘 교육얘 대한 여러 연구 논푼이 발표현다. 



510 국어교육연구 쩨13집 

〈표 1: 효넘샌{ 교재 운휴 기준〉 

분류 학습대상 출판지/출판기관 

외국인 국내 
언어교육기관발행 교재 

대상교재 
개인적으로출판한교재 

국외 언어권별 교재 

재외동포 국내 재외국민교육웬 국제교육진홍웬 한국교육과정평기원 발행 교재 
2 
대상교재 국외 언어권별 교재 

또한 시기별， 학습대상별 분류한 한국어 교재를 교재 유형과 체재로 나누 

어 특정을 살피기로 한다，5) 

(4) --, 교재 유형: 발옴 교재， 문법 교재， 발옴 • 문법 교재， 문법 • 희화 교 

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쾌， 기능 

통합형교재 

L , 교재 체재: 교재 둥급， 교재 구성， 단원 구성 

곧， 자료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음 교재， 문법 교재， 발음 • 문법 교 

재， 문법 • 회화 교재， 회화 교재， 원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 기능통 

합형 교재로 구별하여 각 시기별로 어떤 유형의 교재가 개발되었는지 살 

핀다. 나。}가 각 시기별로 교재 둥급， 교재 구성， 단원 구성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한국어 교재는 약 %여권 정도이며 이를 앞에서 구 

분한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5) 교재유형과 체재에 관해서 민현식 (:m:l, aXIZ)에서 자써히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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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현대 국내외 한국어 교째 훌판 현황〉 

교재출판시기 
외국인 대상교재 재외동포대상교채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근대계몽기-1됐년 !l)권 42권 O련 17권 100권 

lfm년-1!Ø5년 $권 z3권 21권 æ권 100권 

19E년-1앉η년 !Ii권 æ권 31권 40권 Z껴권 

19췄년-현 재 m권 ~권 8권 aJ권 4æ권 

합 계 4.l3권 Z31권 00권 112권 001권 

〈표 3: 근현대 국내외 효널써 교째 훌판 현황도표〉 

곧; <표 2>에서 채시한 바와 같이 l쨌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교째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그 수가 많으며， 국내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의 수가 국외에서 출판된 것이나 재외동표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어 교육파 교재 개발 

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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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채의 시겨벌 륙정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의 역사적 흐름을 네 시기로 구 

분하고 각 시기별로 출판된 교재의 특정을 그 수와 종류， 유형과 체재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기로 한다. 

3. 1. 1기: 근대계몽기-1958년의 효백어 교째 

근대계몽기부터 1됐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한국어 교육 

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조사 

된 것은 100권이다.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92권이고 재외통포 

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17권이다. 

이 시기의 한국어 교재는 와국인이나 재외동포률 위한 언어교육 교재 

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 언어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 

의가 있다-，6) 또한 재외동포보다는 외국언 혜상와 ~재짜 많다는 점도 특 

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1.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 없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권이고 국외에 

서 출판된 것은 42권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을 비롯하여 소련， 미국， 중국 

퉁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였다. 

6) Ross, J (1때)에 실린 구어체 문장은 명안 방언 연구의 귀중환 자료로 김영배 (l!ID)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응챈李應贊)이라는 명안북도 의주 출신의 사랍이 선교 

사 Ross의 한국어 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초판파 재판은 평안 방언과 중부 방언의 

영향으후 인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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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가얘는 션3l:훌 훌척으풍 우리나라에 온 외국씬풀이 한국어훌 배 

우면서 한국어애 대해 이뼈한 바훌 책으로 엮윤 것이 와국과 한국어1서 출 

판되기 시싹하였다. 띠라셔 선.iit사나 외교판 또는 언어학지에 의해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둥으로 한국어 문법서나 회화서가 간행되었다. 이러 

한 교재는 근대계몽기 초기에는 문법에 판환 비중이 척고 회회푼올 많이 

제시해 놓고 있지만 후기로 가면서 문법에 대한 기술이 차세해지고 회화 

문도 문법 항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교재 충 대표적인 것으로 없s， ]. (1877)와 홈追緊廣 (1뼈)가 있 

다: Ross, ]. (1앙7) Ii"Cot없1 Prirrer~는 영어로 된 한국어 회화서로서 문법 

에 대해서포 간단하게 서솔하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몇 가 

지 중요한 사항올 비훗해서 인칭대명사와 동사의 특정을 서술하고 자모 

의 음가와 발옴 규칙도 제시하고 있다. 회화부에서는 33과에 걸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문장이 실려 있다. 문법에 관한 서술이 짧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최초로 책자의 형태를 갖춘 문법서로 그 당시 한국어의 풍부한 실 

례를 한글로 보여주고 있다. 

寶追緊嚴 (UØ))의 『韓語入門』은 일본 사람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문 

법서로 상권과 하권에 4편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8) )핸에서는 언문 자 

모와 그 결합올 비훗하여 체언이라는 제목으로 어휘률 여러 가지 주제로 

묶어서 져l시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명사롤 비롯하여 인청， 성， 수， 격， 대 

명샤 접촉샤 비교급， 관행용샤 활용에 관한 내용율 싣고 있다. 또한 『韓

日善憐通話』에서는 간단한 문법파 함께 어휘나 문장을 제시해 회화 공부 

를할수있도록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판리에 대한 조선어 교육 

7) 고영근 (læ7, l'앉g 때1)에서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문법셔와 교채얘 대빼 논의하고 

있다 
8) 권미정 (1잃)， 조형혹 (3X)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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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일본과 국내에서 출판되었 

다밍 따라서 이 시기에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교 

재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læ5년 도쿄외국어학교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함께 조선어학과가 셜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학생수가 줄면서 폐과되고 그 후 1않년 탠리(天理)외국어 

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었다10) 

(5) '. 훌追緊嚴. um. r韓語入門J (1:下V 寶追緊勝. 1團1. r日韓 善

憐通話J (上下)

L. 옮井浩. 1002. r實用韓語學J / 伊慶伊吉. 100:>. r獨學 韓語大成

(全)J / 安永中. 1r03. r韓語J / 前間짧作. 1ro.:l. r韓語通J / 藥

師춤知擺. 1!m. r文法註解 韓語陽究法J / 高橋 亨. 1!m. f!韓

語文典」

r:: 律田房吉. 1910. r，韓語學大典J / 趙義淵 • 井田動衛. 1910. r日

韓韓 日 言語集J / 漢城外國語學校. 1911. r國語朝解語字音及

用字比較J / 朝蘇總督府. 1912. rr普通學校用護文繹字法J / 朝

蘇總督府 1917. r朝鷹語法及會話J / 新壓貞順. 1918. r蘇語階

佛J / 崔在翊. 1918. r朝鷹語σ)先生J

근 朝蘇總督府. 19a). 嘴鷹語짧典J / 朝解總督府. 1921. r普通學

校用흉文擬字法大要J / 朴重華. 1짧 r日本之A 朝維語%월 

學J / 짧職柱. 1924. f.應用 自在 朝蘇語法詳解J / 京城府朝蘇語

뻐究屬. 1없 r월간잡지 朝뺨語J / 山本正誠. 1925. r朝蘇語용 

話離典J / 李完應. 19'JJ. r朝蘇語發音及文法J / 鄭國宋. 19'JJ. 

『現行 朝蘇語法J / 奭山仙三. 1때 r語法會話 朝蘇語大成』

p 朝解總督府. 1때 r諸文觀字法J / 張志映. 1쨌 r朝蘇語繼字 

9) 허재영 (때)3)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육 정책과 교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0) 이선아 (: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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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훨'~J / 朝健總홉府. llm. r普通畢按朝훌￥홉훌훌l本 卷-編.

趣1훌훌J / 京城府朝蘇語뿜究會. 1003. r朝蘇文朝蘇홉훌훌훌훌錄合 

本J (上中下) / 朝鷹總督府. 1않었 r初等朝뺨語홈本 全(商易學

없)編훌趣훌寶」 

님. 훌察官훌훌習所. 1943. r朝鷹語敎科홉」 

자료 (5)와 같이 1쨌년부터 1943년까지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볼 수 

있다 

한판 소련에서도 일찍부터 대학기관율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교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 페테스부르그 대학교에서 1뻐년에 한국 

어 강좌가 시작되었는데 민경식과 김병옥 퉁이 강의룰 한 것으로 알려졌 

다. 1쨌년에는 웬동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시작되고 이 시기에 개발된 교 

째는다융과같다. 

(6) 기. 푸쩔로 (Pu빼o. MP.l 러시01어 (3，때)-한국어 (5，1뼈) 사전 

(1874) 

L. 김병육. 한국어 교본/ 따이켠 (T;며빼n Al) 러-한 소사전 (1쨌) 

C. 꾸즈민 (Kuzr뻐1 N.L) 한국어 입문서 (l9X)) 

2. 포드스타빈 (Pt펴않a때1 G.v.) 한국어 교본 (교채/ 독본/ 사전) 심 

상소학 (1001)/ 실용회화 (1002)/ 한국공문서， 사무문서 문례집 

(1없ν 표준한국어묵본 (1댔，)/ 현대 한국 용자문학 작폼휠언문 

초"i (007)/ 한국어 실용회화 사전 (1뼈) 

口. 훌르눔스키 뻐ymv:뼈j M) 러시0)어-앨본어-한국어 군사회화집 

(1004) 

님. 훌로도비치 아·아 뼈，lodovich AA) 한국어 문법 (1않7)/ 한국어 

구조 (1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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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과 같이， 소련의 청우 한국어 교육도 일찍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독본， 회화집， 문법서 같은 한국어 교재도 개발되었다. 

특히， 포드스타빈이나 훌로도비치 같은 학자는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교재 개발에 노력하였다. 

미국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챔}고 자습서를 개밸 

였으며， 대학교에서 문법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7) '. Pai, E. W. 1944. Conversational Kor얹n Wa양úng따1， D. C. 

L. Fnrl Lukoff. 1945. Sα뼈1 Korean &빼 one. The U띠뼈 States 

Arræd Forces Institute 

c. Fr어 Lukoff. 1947. Sp:廠1 Kor없n&빼 1\vo. 까1e U띠뼈 S뻐.tes 

Am빼 Forces Institute 

근. αJang I-뼈 Lee. 1됐. proct:i떠1 Kor없n Grα1'IIll:π.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 

이 시기 미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자료 (7)에서와 같은데 (7 L-C) 

은 19때연대에 진주만에서 군인들올 가르치기 위해 개발한 교재이다. 

한편， 1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유형과 체재는 다 

음과같다. 

(잉 1 교재 유형: 발음 • 문법 교재， 문법 · 회화 교재， 문법 교재 

L. 교재 체재 

- 교재 퉁급t 상 · 하로 구성된 교재 2종올 제외한 나머지는 1권 

으로구성 

교재 구성: 도입， 문볍-어휘 (문장l， 부록 

- 단원 구성: 단순한 구성 (본문-번역) 



근현대 한국어 교째외 샤쩍 고찰 517 

자료 (8)과 같이 이 기간동안 출판된 한국어 표째의 유형온 발옴 • 문법 

교재， 문법 • 회화 교재， 문법 교재 둥이 있다. 교재의 체재 중 교재 둥급 

은 톡별한 구분 없이 1권이나 2권 정도로 나뉘었으며， 교재 구성용 훈법 

올 설명하면서 어휘집과 같온 형식으로 판련 어휘둘올 모아 놓거나 문창 

을 채사하는 수준이었다. 교재의 차례는 문법 중심으호 이후어진 교재가 

대부분이며， 회화쩌1 좁더 초점올 둔 교째는 주제 중심으로 차례률 구성하 

였다. 

교재 단훤구생의 경우 사실상 단웬의 깨념 또한 희벅하다고 활 수 있 

다~ 1870년대부터 1때년대 말까지는 교채에셔 주로 기본이 되는 회화문 

을 제시하고 그것을 영어나 일어 동으로 번역해 놓은 유형의 교재가 대부 

분이었다. 

(9) ï. Ross n암7: 6): 단훤별로 문장 수도 다르고 한국어 문장 아래 로 

마자 표기 및 단어별 번역올 제시 

L. scott (1æ7, 1쨌): 한 파에 167ß씩의 문장율 재시하고 로마자 각 

단어의 영어 번역， 전체 문장 의미를 영어로 제시 

C.G싫e (1쨌， 1916): 문장， 영문 번역 

2. 바lerwα찌 (1쨌): 문법 셜명과 예문 영문-한국어 문장! (단어번 

역 (아래))의 형식 

곧， 자료 띤)와 같이 각 교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문이나 예문올 제 

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구성적 특정이 단원 구성에서 나타나지 않아 이 

시기의 교재가 교재 개발의 이론적 배청이나 교수법율 바탕으로 하기보 

다는 한국어의 문법적 쭉정이나 예품을 기술하는 데 중점올 두고 있었옴 

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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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재외동포 대상 교쩨 

채외동포를 학습대상으로 하여 출판된 교재 17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 

판된 것온 조사된 것이 없으며 소련과 일본에서 재소 고려인올 위한 교재 

와 재일교포를 위한 교채가 출판된 바 있다: 1쨌년 연해주에 한국인이 

이주한 기록이 있고， 그 후 1917년 재소한인의 문맹퇴치운동 전개하면서 

문자펜 한국어 교과서/ 독본/ 학교용 문법책 둥이 개발되었다. 한편， 구 

소련에서는 그곳으로 이주한 한민족의 민족어교육을 위해 다옴과 같은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 판꼬프 (Pj때í，OV Y.G) 한인학교용 한국문자교본 (1874) 

L. 11'무식을 없이하는 자란이의 독본.~ (1gJj) 

C. 원동로력학교 『새 독본 붉은 얘l 예삼권J (1927) 

근. 오창환 『고려문전J (1뼈ν 『초둥학교 조선어 교과서~ (1933)/ 

『중둥학교 조선어 교과서~ (1없4) 

口. 강채정 • 게봉우 『고려어 교과서~ (1!ID) 

님 . 게봉우 『조선문법J (1947. 1없8)/ 11'조선말이 되어진 법J W&t) 

λ. 김병하 『조선어독본~ (1949) 11'조선말본J/ 11'조선어문법~ (1!&t)/ 

『조선어문법 하편~ (1짧) 

。. 김병하 • 한득봉 • 한순천 『조선어독본.~ (1949) 

7.. 김병하 · 황윤준 『조선어 교과서.1 (H&t)/ 11'조선어문법 상편」 

(19)7) 

자료 (10)과 같이 소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어문교육을 위해 다，OJ=한 

문볍서나 교과서 종류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얘기 초 재미한인의 국어교육이 학생%냉소와 국어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0 그 당시 재미한인들은 국어교육의 펼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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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쟁심이 뺨빼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 국민독본， 초퉁쇼학， 초학첩 

경， 국문첩경」 둥이 교채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1댔년애 결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서 교재가 개발되었고 이 시기 교째로 리진규 (1짧)의 『인민환글교본』이 

있다 

한판 재외동포흘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유형과 해채는 다옴과 같다. 

(11) '. 교재 유형: 문법 교째， 독본 (읽기 교재) 

L. 교재 체재 

- 교재 둥굽 둥굽 없이 1권으로 구성되거나 상 • 허권， 학년별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분→연습문제 (공부할 문제) 유형 

교재 유형으로는 대부분 문법서가 많으며 독본도 있다. 교재의 둥급은 

상 • 하로 구성되거나 학습자의 학년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교재 구성은 도입파 단원 뿌록으로 구성되고 단원은 본문과 연습문 

제로 구성된 교재가 많다. 재외동포 교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 

과서와 비슷한 유형이 많은 편이다. 오창환 (11짧) IF초둥학교 조션어교과 

서』는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단원명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단원별로 문 

볍 설명이나 그와 관련된 지문올 제시하고 ‘파제’라는 연습문제가 있다. 

어떤 단원은 바로 과제로 들어가기도 한다. 오창환 (1없4) IF중퉁학교 조선 

어문법 교과서 (문장론).!1에서는 6-7학년에 맞는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단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앞부분에 문법 설명을 하고 뒤에 

‘련습재료’를 붙였다. 

11) 용금선 (었껴)에서 〈新韓民報〉의 기사훌 중심으로 자쩨히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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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71: 1959년-1985년의 효넙뀐{ 교껴| 

이 시기에는 국내에 언어교육 기관。l 설립되고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1뼈년부터 1훌년까지 100권의 한국어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53권이고， 재외동 

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107권이다. 이 시기는 재외통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보다 많이 출판되었다. 

3.2.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로 조사한 53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l)권이 

고 국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z3권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 중 대표적인 

것은 연세대학교 교재， 서울대학교 교재， 명도원 교재이다: 1됐년 연세대 

학교 어학당이 생기면서 한국어 교육채을 위한 교재가 출판되기 시작 

하였고) 1뼈년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재외동포 특히 재일교포 유학생을 위 

한 교재 개발을 비롯빼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개 

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ffi4년 10월 2일 외국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학 

교인 ‘명도원’이 설립되면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는 언어뿐 아니라 선교사 

가 꼭 알아야 할 한국 문화 등 세세한 면까지 기술해 놓았다. 

(12) '. 박창해 (1뼈" 100)) W한국어 교본 1, 2~/ 박창해 • 박기덕 WJ7'3) 

r한국어 1~/ 박기덕 (1쨌) W한국어 2~/ 연세대 (19i'9) 11'한국어 독 

본 1-6~ 

L. 서울대 (1m) ~외국인율 위한 한국어독본~/ 서울대 (19'78) W한국 

어 1-2~/ 서울대 (19i'9) W한국어 1, 2~/ 서울대 c1'쨌) r한국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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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명도월 한국어.a (뼈α19(Ì)’s Ka얹1 ’ffi), r중급 한국어』 

(Ir뼈n빼ate Ka없1)， 11'한자:.0<α뾰æs ClJaracta's), i'한국어 얽기』 

(없없1 ReaOO:), 11'명도원 한국어 읽기~ (빼roogdo’s 없-æn) 

자료 (12)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도 강윤호 · 김명희 (1뾰) i'한국어』와 한 

자률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Bruæ K 다ant mm) IT' A Guide to 없없n 

αmacters.!l가 있다. 

한핀 국외의 경우논 미국은 대학 중심의 독본 형태 교재와 문법서， 국 

방부 주판의 교재가 있으며， 대만， 중국， 일본 둥에서도 대학 교육을 위해 

서 교채률 개밸}였다 대만은 1됐년뿌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현재 

중국문화대학과 정치대학에 한국어문학빼서 한국어 교육울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At카외대 (1웠)， 도쿄외국어대학 (1암7)， 도0바대학 

(1978), 오.^}카외국어대화의 조선어연구실 (1쨌)이 생겼다. 

(13) Sung-Un ClJar핑 (I쨌) 1i"Ka-æn 밟WSIll\EI' ReroingS.ø/ D. L αmsted 

(l쨌) r없-ænFl여~ Rea:e',j) 인디아나 대학!R 뼈n 많k (1æy 

1體) U'Koran Basic COUI똥i미국 국방뿌V 허벅 (1972) 11"한어독붉/ 

이동재 외 (1972) Il'Learn Kocear생/ 북경대 • 연현대 (1976) u'실용어법』 

/ 통경외대 (1뼈1) 11'조선어 초급』 

자료 (13)과 같이 여러 니라의 대학교에셔 개발한 교째 외에 북한에서도 

유학생율 위한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다. 조사한 자료가 주로 대학교재 

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국외에 있는 외국얀률온 주로 대학에셔 한 

국어를 배웠옴을 알 수 있다. 

이 때 개발된 한국어 교째는 전체척으로 청각구두식 접근법율 적용하 

여 교재 안에 발옴， 문법에 대한 지식올 함께 다루는 교채가 많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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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원기 교재나 문법 교재는 개발이 되었으나 듣기 교재는 조사된 것 

이 없다 

(14) '. 교재 유형: 회화교재， 읽기교재， 문법교재 

L. 교재 체재 

- 교재 둥급 2둥급/3둥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분→단어셜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이 시기 교재 유형은 대학교나 대학교 부설의 한국어 교육기관 중심 교재 

로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 둥이 있으며 교재 동굽은 2둥급13둥 

급， 학습 대상은 외국인， 종교인 등으로 다양해졌다. 단원 구성은 ‘본운→ 

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운제 유형’이 대부분의 교재에 나타난다. 이것 

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영향이 교재에 반영된 것이다 

(15) '. 연세대 『한국어교본.~ (1$7): 본문→추가 단어나 문장 (A며i디에머 

Vα3뼈뼈ies (Sentences))-문법연습 (Grarrmar Note)-→연습 (교 

체연습/웅답연습) 

L.B.Nam 뼈rldl짧 1뼈): 본분+번역 (로마자표기/ 단어번역/ 문 

장 번역}→대화 설명 (Note α1 뻐맹ues)-문법설명 (Gramrrnr 

Notes~→문형연습 (Drills~연습 (E었'Cises) 

B. Nam 밟idl짧， 1쨌)에서는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이나 연습문제 

는 모두 영어로 쓰고 있으며 왼쪽에 한국어 대화를 제시하고 오른쪽에 

번역문을 제시한다. 그러나 2권에서는 로마자 표가가 없어지고 단어 번역 

파 문장번역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운형연습 다음에 보충 대화 

(Suwerren때γ I뻐땅les for αn뼈반1ffi하on)와 읽기 지문 (Narrativ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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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하lefl외on 없펴 않빼ng)이 더 첨가되었다. 

3.2.2. 쩨외동포 대상 교체 

재외동포 대상 교재로 조사된 1(J7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21권 

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권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12)에서 주 

로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문교부에서 재외동포 어 

린이룰 대상으로 한 교재를 출판하였고1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1뼈년대 

말에 재일교포 유학생올 위한 교재로 발읍 교째/ 문형 교~ll! 독본 교째 

작문 교재 동의 교재를 편찬하였다. 이 중 독본을 제외한 냐머지 교재는 

단원별로 발음이나 문형 작문과 관계된 문형 둥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 

재는 한국인을 위한 국어교과서와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16) '. 교재 유형: 발옴 교째， 문형 교재， 읽기 교재， 작문 교재， 회화 교재 
L. 교재 체재 

- 교째 퉁급 초급7 중급/ 고급， 연령얘 띠른 풍급 

- 교재 구성: 도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분→단어설명→문법 설명→연습문제 유형 

한편， 국외에서는 일붐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에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교채률 출판하였는데 그 종류는 다음파 같다}3) 

12) 이상억 (細)에서 1970년대와 8}년대 초반에 미국 재외동포 어린이률 대상으로 한 
교재에 댐해 소개하고 았다. 

13) 이 자료들온 현재 북한자료센터에 다수 보관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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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독 본: 성인학교 청년학교， 중 • 고 편입생용 

L. 성인국어: 초급， 상급， 고급 

C. 국 어: 초급， 중급， 고급， 편입생용， 야간학교용， 하기학교용 

근. 작 문 집: 초급， 중급 

口. 말하기: 초급， 중급 

1:1. 조선어 문법: 고급 

^. 조선말규범집 
。. 국어학습지도서 

곧， 일본에서는 자료 (17)과 같이 초급에서 고급， 청소년에서 성언에 이르 

는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371: 1986년-1997년의 효팩어 교체 

1쨌년대 중반에 들어와 한국어 교육이 보다 더 활발해지고 한국어 교 

육기관이 많이 생기게 된다. 1쨌년부터 1007년까지 22A권의 한국어 교재 

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153권이 

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71권이다. 언어교육기관에서 출판한 

외국인 대상의 교재나 재외동포 대상의 교재 출판이 활발한 편이다. 

3.3. 1. 외국인 대상 교재 

외국인 대상 교재 153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환된 것은 %권이고 국외에 

서 출판된 것은 æ권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동남 

아시아 둥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는 1쨌년 고려대학교 1쨌년 이화여자대학교 l때년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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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둥 대학교 부셜 언어교육거판어 신셜되면서 언어교육거관올 중심으 

로 교재롤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얘셔도 2기때 출판했헌 

교채와 다른 새로훈 j표재롤 개발하면서 본척척인 기관용 교재가 출판된 

다. 이 셔기 교재들은 말하기와 읽기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고려대확교 

교재에서 혹빽이지만 그림율 제시하면서 시각회훌 시도하였다. 언어표육 

기관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6담계로 교채률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 

은교재도있다. 

(18) " 교재 유형: 회화 표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문법 교재 

L , 교재 체재 

-교재 둥굽 6퉁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월-부록 

- 단원 구성: 본품→단어셀명→문법셜영→연습문제 유형 

자료 (18)과 갈이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 문법 교재가 함께 개발 

되고 교재의 둥급은 6둥급이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교재 구성을 도입과 

단원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도입과 부록에 한글에 대환 소개나 색인 퉁이 

첨부된다. 

(1에 고려대 u細) 11'한국어 회훼 한국어J/ 빽여대 u잃1)1"외국인율 위 

한 한국어J / 연세대 (1앓-1잃) 11'한국어 1-6J / 한국외대 (1'쨌-1명7) 

r한국어 1, 2J / F. 벼ic(l짧) O"S짧oor핑 Kaean 1-48/ Fr벼 μiωH 

(1잃) 돼1 Introduc때 course in Kaean 1-3J/ 엄호빈 와 (1æ7, 

1007) 11'문법서J 11'개정 문법서J/ 조인정 • 조영아 (1쨌) 11'없'eaI1 

따R핑h Active Us빼I땅 1, 2J 

국외에서는 외국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들올 가르치기 위한 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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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러시아 북한 둥에서 출판되었다. 

일본은 1976년에 일본방송협회， 1934년에 탤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조선어 

강화가 시착되었다 1~년에는 간다 외국어대학에 한국어학파가 생기고 

그후 규슈산업대학， 규슈국채대학， 구마모토 국제대학， 니어가타 현립 여 

자단기대학， 히로시마 현립대학 동에 한국어 전공이 생겼으며， 최근에 와 

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학원과 학교가 더욱 많아졌다. 

3.3.2. 채외동포 대상 교재 

재외동포 대상 교재 71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31권이고 국외 

에서 출판된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둥에서 40권 정도가 출판되었다. 

재외국민을 위한 교재는 1쨌년대말 경부터 현재까지 문교부와 서울대 

어학연구소1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개발되다가 국제교육진흥원을 거쳐 지 

금은 한국 교육과정 평기원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학습 대상은 초둥흑f^~ 

부터 대학생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때)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 (1æl) ~국어회화 1, 2J/ (1쨌) ~한국어 1-4~/ 

(1쨌) ~특급J/ (l~) 재일 한국 중학교용 『한국어 상급 중급.~/ (1ffil) 

재일 한국 소학교용 『한국어 상급 중급J/ 국제교육진홍원 (1없3) 

『교사용 지도서~/ 국제교육진흥원 (1ffij-l없7) ~한국어 1• 싱하』 

국외에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재외동포 교재가 다양화되었다. 미 

국에서는 재외동포 어련이 대상 교재가 다양하게 출판하였고， 연변에서 

도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교재가 출판되었다. 특히 연변에서 개발한 교재 

는 학교 교육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각 학년에 맞츄} 교재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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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밥회셔 (læ2) r한룰기초 1-2 .. / (1쨌) Ir한글 초급-중급-고급';，/ 박창 

혜， 박의근 (l!E7) i'한국어 $ 출비책.1/ 허병혈 (앉:6) 11'한국어~/ 중 

국 중둥사범학교 (1때1) i'조선어문법~/ 박서암 외 wm-1앓) 1i"조선 

어문 1-1~ 

자료 (21)과 같이 미국파 중국에서 재외동포롤 위한 교재가 개발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정규 교육채이 아닌 주말 한국학교와 같온 곳에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지역에 여라 서로 다른 교채롤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족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뺑}고 있다. 

(껑) '. 교재 유형: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 

L. 교재 체재 

- 교채 둥급: 2둥급14둥급/ 학년별 둥급 

- 표재 구성: 도입-단원-부록 

- 단원 구성: 본분→단어셜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자료 (2'2)와 같이 회화 교채， 읽기 교재， 문법 교재가 출판되었고1 교채 둥 

급은 2퉁급이나 4퉁급， 혹은 학년별 풍웹 맞춰 개발되는 경향헤 있다. 

한펀 단원 구성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반영된 형식 

을보이고있다. 

(ZJ) '. 댁어회화 l" (1001): 본몽활옴연습-대치연습」문답연습단어꽁 

혐~문법꽁꽉 

L. r한국어 회화 2.1 (1뼈，): 일상현 (본폴발옴연습-단어꽁푸대치 

연습-문답연습-연습문채)， 웅용편 (본문-대치연습-문답연습학 

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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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i'한국어 초중급.~ (1001): 초급 (학습요소-본분기본문해셜-문형 

연습-문답-연습문재)， 중급 (학습요소-본문 어휘-문법 · 문형연 

습-연습문제) 

근. 국제교육진홍원 (1잃) Ii'한국어 중급 1 (상， 하).!l: 본문-학습활동 

(내용학습-문형연습-문법-회화연습-연습문제) 

디. 국체교육진흥원 WW) Ii'한국어고급 1 (상，하).!l: 본분학습활동 

(내용학습-회화학슐문형연습」대치연습-문답연습)-학습문쩨) 

님. 김석연 (1~): 본문 (I\-뼈 ûmv6'Sation)- 새 단어와 표현 (New 

W빼S 때 Ðqres잉αlS) 문법설명 (뼈nrær Notes)- 구어연습 

(Oral Proctiæ)- 문법연습 (Grarmm n피s)- 산문 (N때ative 

없ssage)- 읽기 지문(Su뼈.enÐ1때y Reading) 

자료 (zj)과 같이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발행한 『국어희화 b W)3l) 

은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교재 개발에 반영되었음을 단원 구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발읍연습에서는 단어 밑에 발음기호를 제시하고 발음에 관원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단어 공부에서는 단어의 의미나 경어， 유사한 

예를 더 제시하여 단어 확장도 하고 있고 한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어 회화 2.!1(1쨌) 는 일상편과 웅용면으로 나뉘어 한 권의 교재에 

서 다른 단원구성을 사용하고 있다Iï'한국어 초중급.!l(1없11)은 초급의 본문 

은 학습요소에 맞는 문장들이 실려 있고， 중급은 산문형식/ 일기/ 옛날 이 

ψl 퉁이 제시되고 있다Iï'한국어 중급 1 (상 · 하).!l (1잃)와 『한국어고급 

1 (상 · 하).!I WW)는 국제교육진홍원에서 발행한 교재로 역시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교재 개발에 반영되었음을 단원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석 

연 (19}ì)은 미국 내에서 한국어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SAT II의 한 과목 

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출판하게 된 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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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끼: l~갱년-햄爛}자찍 한푹해 교쩨 

이 시기는 한국어 교쐐 대한 관심의 중가로 연구 논품이나 교재 개 

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셔 출판된 자료의 양헤 다론 시기애 비해 많 

온 현이다~ 1:總년후터 현재짜지 뼈권의 한국어 교재가 출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의 교재가 371권이고， 재외동포률 대 

상으로 한 교재가 37권이다. 

3.4.1. 외국인 대상 교째 

외국얀 대상 교재 371권 중에셔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273권이고 국외 

에서 출판된 것윤 !ß권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율 벼롯한 여러 나 

라헤셔 다양환 교재가 출판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어 교빼l 있어서 의사소홍 중섬 교수법여 중심이 되기 

시작한 시기로 과제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 결과가 반연 

된 과제 중심 교째， 기능 홍합형 .ii!.채가 개발되기 시직하였다. 또환 학습 

자의 다양화어l 맞는 다양한 교째， 곧 노동자률 위한 교채， 문화 중심 교재 

에도 많은 판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나아가 대학기판 뿔만 아니라 학원에 

서도 교째률 출판하여 한국어 교육기괜 학웬 개인이 다양한 표재률 출 

판하였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한국어 교재 출판되고 사진과 그림 

이 교재에 많이 사용되기 시책}였다. 

(2A) 이화여대 (I앉훌 1잊웠1)， 김중섭 외 (:ID), :ID1), 서강대 (:ID)), 서울대 

(:ID)), 션푼대 (:ID), ax>1), 이확여대 (:ID), ID)D, 조항혹 외 (3X)2) 

자료 (2A)에서 제시한 교재들에서는 교재률 시작하기 천얘 교재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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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관련된 교재 구성표훌 제시하고 있다. 각 교째마다 조금씩 다르지 

만 그 교재에서 디루게 될 문법 구조 및 표현， 기능， 준비 학습 내용， 과제 

학습 내용， 어휘， 발음， 쉽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풍으로 구분하여 간 

단하게 제시하고있다. 

한편， 듣기 교재나 쓰기 교재는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는 각 기관의 

교재가 통합교재의 성격이 강해 교재 안에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함께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주교재와 더불어 워크북도 함께 개발이 되 

었다. 이 외에도 한국어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도 범용 교재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기능별로 분리된 교재이다. 

국외에서는 초동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출 

판하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 Y뻐19-Mee αm 외 (3m)는 KLEAR (없-ean 

뎌맹뻐ge 뻐.teation 빼 없않πh Cen뼈)에서 개발된 교재로 많은 미국 대 

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 발달로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재 출판 역시 그 수와 종류가 

많아졌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라인상에서 교육하는 교재와 m롬 교재， 비디오 테이프 둥이 있다. 서 

강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를 비롯하여 교육뿌 국제교육진홍원의 KCδ뻐I 

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글과 기초 

표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Tem Km없1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호주 모나쉬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기 교재의 유형과 체재의 특정은 다음 자료 (정)와 같다. 

(l5) " 교재 유형: 기능 통합형 교재， 회화 교째， 읽기 교재， 쓰기 교재， 

연습교재 

L , 교재 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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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째 둥굽-: 6둥급 

- 교계 구성: 도업-단훨-캠흑 

- 단훨 구생: 기능흉합， 파제 중심 구성 

곧， 이 시기의 교재 유형이 다른 시기와 디른 점용 기능통합행 교재가 개 

발된다는 점이다. 또환 일반적으로 언어교육기관의 주교째를 위한 연습 

교재가 함께 개발되는 경홍k이 있다는 점이 앞선 시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있다. 

이화여자대학교 (1잃년-짜E년)， 서강대학교 (:mJ년-:U)1년)， 경희대학 

교 (:mJ년-axn년) 교재롤 비롯하여 최근 개발된 몇 가지 교재는 의사소 

통 능력율 겨르는데 중점올 두고 파쩨중심으로 개발된 교재이다. 단원 구 

성과 관련된 내용율 좀더 자세혀 살펴보띤 다융과 같다. 

(æ) '. 이회여대 1-3: 공부합시다 <Acti띠ties)-연습-쉽터-해 봅시다 

(Ti쐐G) 읽기 (단어와 표현， 내용 이해) 

L. 경희대 중급 1-2: 도입-듣고 말하기-듣기 과제1-문법-듣기 파제 

2-읽고 말하기-쓰기-한국 문화듣기지문 

C. 서강대 1-2: 말하기 (S없빼용)-읽고 행:t71 CRf뼈I땅 m피 하빼뺑) 

-튿고 말하기 (11뼈m핑 뼈 않없ör핑)-점검 (Q없이st) 

-문볍 (Kcrean Grarrmtr)-문화요소 (Q뼈뼈 Cart:mrts) 
근. Kl.EAR 1: 목표 ((l)jætives) (문화 (Cu1뻐하/ 문법 (Grarnrrnr )j 파 

제 (11쐐이/ 기능 (Furrticr싸대화 (Cæ뻐었:irn)각뿔 

(뼈T뼈})-새 단어와 표현 (New wc빼S 뼈 

Expressions)-문화(αùture)-문법(하mnmar)-과채 

(1:빼‘)/기능 (Fuoction) 

자료 (æ)과 같이 각 교재마다 단원 구성이 복잡한 양상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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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구성이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도입 (w없n 때) • 제시 ·설명 

(α-esentation) • 연습 (α견iCtice) • 사용 (use) • 마무리 (follow up)’와 같 

은 수업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말하 

기 수업 방식에 대한 논의나 과제의 개념/ 기능/ 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지면서 교재 단원 구성 개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과제를 

단원 구성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 

야할문제이다. 

3.4.2. 채외동포 대상 교재 

재외동포 대상 교재로 조사된 '37권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8권 

이고 국외에서 출판된 것은 29권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I훨뻐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급되고 있 

다. 특히 『한국어 1쉰』， 『한국어 회화 1-2JJ는 재외동포에게 보급흩}는 한편 

좀더 많은 사람틀이 볼 수 있도록 e-1x빠‘으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해놓았다 

최근 한국 교육과정 펑가원에서 개발된 재외동포 어린이를 위한 교재 

도 통합형으로 개발되었다. 이 교재는 재외동포 어린이를 중심으로 펼쳐 

지는 생활， 세계의 일 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여름학교에서 일 

어난 행샤 교우 관계， 여행， 쇼핑， 한국문화체험 둥으로 상황이 설정되었 

다. 주인공과 친구들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으며 그 주인공 중심으로 내 

용이 전개되고 있다. 교재에 실린 내용이나 단원별 교수 내용이 ‘어휘， 기 

능， 문법 및 표현， 활동’으로 나누어 도표로 제시되어 있어 이 책을 통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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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 교재 유형: 기능흉합형 교재， 회화 교재 

L , 교재 체째 

- 교재 둥굽 학년별 둥급'， 6둥급 

- 교재 구성: 도입-단원-후혹 

- 단훤 구성: 기능통합， 과채 중심 구성 

자료 ('l7)파 같이 재외동포률 위한 교재는 기능통합형 교재와 회화 교재 

유형이 았으며， 학교기관의 학년애 기준올 두거나 6퉁급으로 나누어 개발 

하고 있다. 이라한 교재의 단웬은 다음 자료와 같이 기능 통합파 파제 중 

심으로구성되었다. 

(28) " i'한국어 1회 (Lml짚02): 도입-학습묵표-본분문법-듣기-말하 

기-읽기-쓰기-새로 나옹 말 

L , i'한국어 회화 1-2~ (~， 때11): 학습목표-대화문-새로 나온 발

따라하기-대화하기-이야기 만툴기-듣기-합쩨 하기-쓰기 

한국표육과정형7}훨얘서 개발한 『한국어 1쥔.11 (때i-:;m'2)는 언어 기능이 

한 단원에 통합되어 있는 단원구성으로 이루어졌다i'한국어 회화 1-2.11 

(m>, 때11)도 여러 가지 언어 기능이 통합되어 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얘전에는 국어교파서와 비슷하게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파제 중심， 기능 중심의 

경향에 맞춰 개발되고 있옴율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어 교재의 구성파 체재의 흑칭을 문법 • 회화 교 

재， 문법 교재，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듣기 교재와 같어 교재 유형별로 정 

리하면 다옴 〈표 4>와 같다. 



534 국어교육연구 째13집 

〈표 4 근현대 효넘싹i 교재 구성〉 

교재종류 구성 토-등1 정 

도입 간단한문법 
문법·회 

단원 본분→번역 유형 
화교재 

부록 색젠 음성학/ 특수 표헨 편지투 

도입 머리멜 서멘 책머리oJVPr하æe 

문법교채 
단원 본분→연습문제 유형 

창고문헨 문법색맨 연습문처l 혜답/ 기타 표함 문장 부호/ 
부록 

발음 법칙/ 기타 문법에 관한 도표 

교재에 대한개략적 소개 
한국어 및 한글 소개: 자모/ 발옴/ 억양/ 로마자표기 

도입 
교재 사용 방법/ 교실에서 사용하는 말 

교재 구성표제시 

일러두기/ 머리밀U 서문/ 인사멜 책올 펴내면서 
Prefæe/ InII뼈JCtioolFocwαtV A다Q'X)~esrent 

본분→연습문제 유형 

회화교재 
단원 본분→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통합형 교재유형 

한국어 및 한글 소개/ 문법 및 발옴 
문법 및 문형 색맨어휘 색인 

문제 해답/ 듣기 지문 및 자료 

부록 어휘 색얀 문법 색얀 찾아보기/ 통사활용핍 본훈 영역 
듣기내용및 정답 

Glossary / Ir앉!X(Viαa빼lary/ Græπmr}/ Ilc따뻐Y 

~냄x1Re띠ew/ Tra뼈ation/ U:빼I El압$외m 

도입 교재 소깨 한글 자모 소7Jl! 참고문현 

본문 유형/ 연습문제 유형/ 본분→번역 유형 

읽기 교재 단원 
븐꾼 ，공부할 문제 (연습) 유형 
본분→단어→(기본문형}→질문 (연습) 

제목→본문 이야기→질문→생각해 봅시마→발음율 연습합시다 

부록 어휘 색멘한자혹은문법 씩인 

도입 교재사용과관련된 개요 

듣기 교재 단원 
문형→필수어휘→연습문제 

연습문제→구죄표헨낱말 

부록 듣기 지문과문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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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훌 학습 대상옳 기준으로 외국언흩 위한 교 

재와 재외동포률 위한 교재로 분류하고 다시 국내에서 발행된 교재와 해 

외에서 발행된 교재로 환류하여 편찬 시기별로 폭정율 살펴보았다. 

근대계몽기뺨터 1쨌년η}지는 외국인 학자의 푼법/ 회화서 형식의 한 

국어 교재가 재외동포 대상의 교재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1됐년대부터 

1쨌년까l는 국내외에서 기관 중심의 교재가 개발되기 시책}고 1뼈년 

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재률 개발하였다. 1됐 

년부터 1없7년까지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중가와 이에 따른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확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 집중되고 한 

국어 학습자가 중가한다. 또한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교재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1體년부터 현재까 

지는 과체 중심， 기능 통합형 교재 개발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학문적 

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산업체 근로자로 한국어를 배우는 퉁 학 

습자가 다양해점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 

는 시기。1다. 연구 성과나 교재의 출판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수가 매 

우 많울 뿔만 아니라 연구 내용이나 교재 내용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 

국 문화애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문화 소개나 문화 교육어 교육현장과 

교재에 반영되는 추셰이고 온라인 교재나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도 이루 

어지고있다 

교재를 수집 •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주 교재인 말하기 교재에 비 

해 읽기 교채， 듣기 교재， 쓰기 교재냐 활용교재가 그 종류와 수가 적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굽어나 중급에 비해 고급 교재도 그 종류가 다양하 

지 않아 고급교재의 개발이 펼요하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 

재도 개발 중에 었다. 곧， 한국어 교재는 혐재 교재의 다양화 (언어별 / 기 



536 국어교육연구 째13집 

능벨 대상별)， 교재의 전문화 (일반언 대싱7 전공자 대상)， 교재의 시각화 

(그림/ 사젠 보조 자료 활용)， 교재 내용의 표준화 (교육과정/ 표준문법) 

를 추구하면서 계숙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옴울 알 수 았었다 

〈표 5: 근현대 국내외 효넙겐{ 교재의 특정〉 

구분 교재특정 

교재유형 발음 • 문법 교재， 문볍 • 회화 교재， 문볍 교재 
외국인 

교재 
교재둥급 상 • 하로 구성된 교재 2종， 나머지는 l권으로 구성 

대상교재 교재구성 도입， 문법-어휘 (문장) 부록 
1877년 체재 

단원구성 단순한 구성 (본문-번역) 
교재유형 문법서，독본 

1æ8년 재외 
교재둥급 둥급 없。11권으로 구성되거나 상 · 하권， 학년별 둥급 

동포 교재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대상교재 체재 
단원구성 본문‘→연습문제 (공부할 문제) 유형 

교재유형 회화교재， 읽기교재， 문법교재 
외국인 

교재 
교재둥급 2동급/3둥급 

대상교재 교재구성 도입 단원 부록 
1!Hl년 채재 

단원구성 본문→단어설명→문볍셜명→연습문제 유형 
2 

교재유형 발옴교재， 문형 교재 읽기 패 작품 교재， 회화 교재 
1~꿈년 재외 

교재둥급 둥급 없。11권으로 구성되거나 상 • 하권 학년별 둥급 
동포 교재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대상교재 체재 

단원구성 본문→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교재유형 회화 교재， 임기 교재 튿기 교재， 문법 교재 

외국인 
교재 

교재둥급 6둥급 (1-6) 
대상교재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1!Bì년 체재 
단원구성 본분→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문제 유형 

3 
교재유형 회화 교재 읽기 교재， 문법 교재 

1명7년 재외 
교재둥급 2둥급/4둥급， 학년별 동급 

동포 교재 
교재구성 도입 단원부록 

대상교재 체재 
단원구성 본푼→단어설명→문법설명→연습운제 유형 

교재유형 기능통합형 교재 회화 교재， 임기 교재， 쓰기 교재 

외국인 
교재 

교재둥급 6풍급 (1-6), 초급/ 중급/ 고급 
대상교재 교재구성 도입-단원-부록 

1!Ðì년 체재 
단원구생 기능통합， 과제 중섬 구성 

4 
교재유형 기능통합형 교재 회화 교재 

현 재 재외 
교재둥급 학년별 동급， 6동급 

동포 교재 
교재구생 도입 단원-부록 

대상교재 체재 
단원구성 기능통합， 과제 중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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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겠ract 

AI퍼storical Change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Læ, Jee-Yíωr멍 

The PUrJXJSe of this ~ is to 않amine the his뼈ic외 change 삶XJUt Korean 

lar떻뻐ge 없따빼sfrunl암7 to :m4. Uπler this IlJllX뼈， 뼈t1y it is focu뼈 m 

the historic허 대angesof 뼈 teXt:Jm‘s, 때 sæondly it is COIT뼈어 differences 

that the constructiα1 of the les양1 (unit) 밟W없1 textlx때s for ti어법gners (KFL) 

뼈 Korean who live foreígn country. lt is ar때y뼈 the his뼈i띠1 cl뻐핑:es of 

l않없1 α.l11Structioo， lesson tit1e, g，얘lof 뼈ning (0비ætives)， 뼈sic dial맹￡ φ피s， 

exerci똥s， 떠sk， cul뼈허 때l1IXI1ffits. 

From UfB to 1없7 rrost textixx:>ks are en빼외뼈 the Jl:l뼈1 빼S; 앉.Jbst:itution 

φ111， res따1se φill， transti때nation φill， level drilL 따I뼈I빼on drill and 50 on. 

Fur감1eI11l)J'e every 1얹었1s of 뼈따뼈s have to show the gæl of learrùr핑 and 

culture {Xlints frαn low leVI어 tohi방1 leVi밍. There are rrnny 않xttx빼S 뼈1Ích 

Kor없llar핑uage institutiαIS have IXlt빼뼈 Korea ar뼈 뼈뼈， butitr뼈s to 

develop 뼈ious functiα11ù 없었k뼈s for SIX빼ng， lis빼1핑， re뼈I맹 뼈 wri뼈， 

al50 for 밍뼈0-띠잉al 하ds 와1d dicti어1ar'Íes æcording to 뾰 vari때stypeof 

leamers’ l1E빼s. 

[Key words] 없없1 1때밍age tex따빼， his뼈ic삶 cl1ar뽑 이:>，ia:꾀Ves， cultur하 

COlllXJ1ffits， dr피S， exercises, 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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