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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외동포 700만 시대라고 한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퍼져 있는 재외

동포는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거주 목적이나 국적 및 지위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

서는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교육부는 국립국

제교육원을 통해 해외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과서, 한국사 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각국의 대외 자국어 정책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국제학술회의(2014. 10.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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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한국 문화 교과서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각종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 

교원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

지만, 지원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예를 들면, 해외 한글학교용 교과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이 개발·보

급하는데, 해외 한글학교 교원 연수는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고 있고, 국

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국립국어원이 담당하는 등 

업무를 나누다 보니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사용하

는 교과서의 개발자와 해외 한글학교 교원 연수 강사가 일치하지 않아 효

율적인 연수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교과서 간 내용도 상이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지원 중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재외동포 교육의 

핵심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국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과서를 비교하

기도 하면서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재외동포와 한글학교 교과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재외동포를 위한 교과서 개발에 앞서 재외동포의 개념을 명확하

게 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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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

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

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

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러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외국국적동포)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른 재외동포는 다음과 같이 분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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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13)1)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122,161 1,191,758 296,757 2,610,676 4,401,816 7,012,492

동북아시아 446,001 379,781 71,677 897,459 2,569,173 3,466,632

남아시아태평양 75,823 286,149 66,974 428,946 56,890 485,836

북미 522,933 416,370 121,015 1,060,318 1,237,107 2,297,425

중남미 49,180 23,609 1,288 74,077 37,079 111,156

유럽 25,846 54,493 34,175 114,514 501,333 615,847

아프리카 2,348 7,077 1,020 10,445 103 10,548

중동 30 24,279 608 24,917 131 25,048

<표 1>에서, 재외동포 700만 명 중 재외국민은 약 37%이고, 외국국적

동포가 63%이다. 북미를 제외하면 재일동포, 중국 조선족, 러시아 및 CIS 

지역 고려인 등은 약 300만 명으로 일반적인 재외국민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재외국민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동포에 대한 지원과 그

렇지 않는 동포에 대한 지원이 매우 달라야하기 때문에 이들은 분리하여 

논의해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 교육 기관 중 한국어 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한글학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과 외국국적동

포에 대한 교육에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국적동

포에 대한 교육 지원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고 있고,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선 법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1) 이 표는 2013년 외교부가 발간한 재외동포현황(2013: 26)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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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

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

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

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

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무관하

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2013. 4. 1.)2)

학교별

지역별

 한글학교 한국학교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아주 351  2,844 25,258 3,952,468   22 1,061 11,318 

북미 1,090 10,166 57,455 2,297,425    -    -    - 

중남미 89  24  5,955  111,156    3   96  559 

구주, 러CIS 358 1,490 15,643  615,847    1   12   98 

아·중동 46  361 1,731   35,596    4   16   56 

계(명) 1,934 15,585 106,042 7,012,492   30 1,185 12,031 

<표 2>에서 한국학교 30 개교, 학생 수 12,031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사를 파견하고, 건물을 짓고, 각종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공식 교육기

관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

2) <표 2>와 <표 3>은 2014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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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글학교는 전 세계에 1,934 개교에 106,042명이 재학하고 있는 

최대 규모 조직으로 정부의 특별한 관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3) 따

라서 현재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글학교를 위한 교과서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유아에서 성인

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분포를 보이며, 체류 유형별로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3> 대륙별 학생수 현황(2013)
지역

체류방식

학교급

아주 대양주 북미 중남미 구주 러·CIS 아·중동 합계

유

아

일시 1,711 120 1,119 123 400 114 203 3,790

영주 639 1,316 12,851 727 771 1048 158 17,510

초

등

일시 6,064 209 2,017 323 810 362 537 10,322

영주 2,201 2,391 25,177 1,898 1133 2140 246 35,186

중

등

일시 1,252 72 614 75 199 126 211 2,549

영주 511 510 8,334 836 553 1856 73 12,673

고

등

일시 254 52 340 85 64 66 45 906

영주 401 199 4,689 499 276 994 44 7,102

성

인

일시 293 9 104 25 40 64 12 547

영주 6,847 207 2,210 1,364 1087 3540 202 15,457

합계(명) 20,173 5,085 57,455 5,955 5,333 10,310 1,731 106,042

<표 3>에서 연령별로는 유아 21,300명, 초등 45,508명, 중등 15,222명, 고

등 8,008명, 성인 16,004명의 분포를 보이는데, 여기서 유아 및 초등의 비율

은 전체의 63%로 가장 비중이 높다.4) 체류 유형별로는 일시 체류자가 

3) 재외 한글학교 학생 수는 국내 다문화 학생 수의 두 배에 달하지만, 그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실 국내 다문화 학생 중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즉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을 제외하고 한국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다문

화는 약 1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재외 한글학교 학생 수는 거의 10 배에 

달하는데 지원 예산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4) 러·CIS 지역, 아주 등에서 성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글학교 학생이 최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과서 개발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291

18,114명, 영주 및 시민권자가 87,928명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

목해야 한다. 하나는 유아 및 초등학생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교과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 및 초

등학생 중 일시 체류자 약 1만 4천 명은 향후 국내로 귀국할 학생들이므

로 국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는 ① 한글학교 운영 지원, ② 한글학

교 교원 연수, ③ 한글학교 교과서 개발 및 보급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

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2014년 현재 약 1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

글학교당 평균 4.9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현지 연수

는 2013년에만 29개국 59회에 걸쳐 4억 1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부 

교사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하기도 하였다. 한글학교 교과서 개발 및 보

급은 외교부가 아니라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5) 

이는 앞서 살펴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교과서 보

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2008. 2. 29.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몇 년 사이 소위 한류를 타고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성인 중 영주권자의 비중이 현

저히 높은 것이 이런 경향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5) 이러한 지원 분리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협조 체제

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초점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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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재외동

포 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규학교인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6) 교재 개발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Ⅲ. 한국어 교과서에 대한 개발 기관의 인식

  현재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는『한글학교 한국어』로 대표할 수 있다. 

한글학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2008년 7월 이전: 국제교육진흥원 주관 『한국어』 1∼8

② 2008년 8월∼2010년 2월: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글학교 한국어』 

   1∼6

③ 2010년 3월∼현재: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맞춤 한국어』1∼6

  2008년 이전에는 한글학교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는 국제교육진흥원에

서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하여 보급했던『한국어』1∼8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실 이 교과서는 국내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

하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재외 한글학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보급도 원활하지 못했

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았다. 2008년 7월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

육원으로 바뀌는 시기에 교육부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한글학교 현지 상황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로 하고 교과서 이름도 

6)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는 논의의 편의상 모어로서의 한국어가 아니라 모어 이외의 

언어로서의 한국어로 제한해서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

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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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한국어』라고 명명하여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1∼6권을 개발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은 외교부의 재외

동포재단이 담당하고,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가 담당하기로 하면서 교육

부는 교과서 개발에 초점을 맞춰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언

어권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2013년까지 8개 언어에 대한 교재

를 개발 완료하고 보급하였다.7) 따라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

는 한글학교용으로 개발한 『맞춤 한국어』 1∼6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정책 분석 및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맞춤 한국어』를 정책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이 교과서의 공

모 과정에 정책적 의지와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의 이해 정도가 담겨 있

고, 3년에 걸쳐 총 8개 언어 48권의 책을 집필하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

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역량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교과

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과서 개발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

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집필진 구성의 핵심 조건

교과서의 집필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집필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재외 한글학교용 한국어 교과서는 몇 가지 

점에서 국내 교과서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7) 2009년에 러시아어 교과서로 개발된 한국어 입문 및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은 소위 

맞춤형 한국어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학습 대상이 성인이고, 그 개발 연원이나 활

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2014년에 

포르투갈어권 및 아랍어권 맞춤 한국어 교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니므로 현재까지는 8개 언어만 개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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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국어 교과서와 재외 한글학교 교과서의 특성 비교
사용 지역

고려 요소
국내 국어 교과서 재외 한글학교 교과서

교육 내용  모어로서의 한국어  비모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연령  유아 및 초등  유아 및 초등

언어 상황  한국어  비 한국어

한국어 수준  동일 집단  이질 집단

교수자 전문성  전문가  비전문가

교육 연한  고정적  유동적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국어시간에는 비교적 안정된 체계 속

에서, 전문가인 교사가, 한국어 수준이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안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나 재외 한글학교의 한국어 시간에는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사가, 한국어 수준이 서로 

다른 이질 집단을 대상으로, 학습자 연령도 혼재하는 교실에서, 비모어로

서의 한국어 교재를, 일정하지 않은 시간 동안 가르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재외 한글학교에서는 국내 국어 수업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국내 국어 수업에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초등교사 양

성기관의 전문가와 초등 교사가 공동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

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도 이와 유사하게 집필진을 구성한다. 초·중·고 

교과서 모두 대학 교수만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재외 한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학습자의 연령이 유아 및 초등학생이라는 점, 한국어를 비모어로 학

습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아닌 언어 상황 속에서 학습해야 한다는 점

에 초점을 두고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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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 한국어』 집필진 구성 현황

현재 『맞춤 한국어』 집필진 구성은 한글학교 교과서로서의 중요한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맞춤 한국어』의 집필과 

관련된 역할은 집필, 현지 집필, 집필 보조, 감수, 현지 감수, 번역, 심의 

등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집필과 현지 집필이 한국어 교과서 

구성 및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원이므로 이들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8) 

<표 5> 맞춤 한국어 집필진 구성9)

지역

                 전공

개발연도·언어

국내 국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전문가

유·초등 교사
한글학교 

교사

중등교사

또는 대학교원

2011 영어 18 0 0 6

2012

베트남어 18 0 0 0

프랑스어 18(6) 6 6 0

중국어 18 0 6(2) 0

태국어 18 0 0 0

2013

독일어 18 0 6(2) 0

인도네시아어 18 0 0 0

스페인어 18 0 0 6

소계(프랑스어 제외) 126 0 12 12

총계(프랑스어 포함)명 144 6 18 12

8) 각 구성원이 언어권별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

실인 ‘집필 및 현지 집필’만 집필진으로 인정하고 이 구성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9) 프랑스어의 괄호 안의 숫자는 교재를 집필할 때 참여한 국어학 전공 교수의 수이다. 

그리고 중국어 및 독일어의 괄호 안의 숫자는 한글학교 교사가 아니라 현지 한국학

교 교사의 수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어학 전공 교수는 한국어 교육 전공이 아니며, 

한국학교 교사 역시 현지 한글학교 교사라고 보기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표 5>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국내 유아 및 초등 교사

나 현지 한글학교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언어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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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권의 맞춤 한국어 교과서 집필에 참여

한 사람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전체의 80%이고, 유·초등교사는 

3.3%, 현지 한글학교 교사는 10.0%, 현지 중등 교사 또는 대학교원은 6.7%

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교과서를 제외할 경우 이 비율은 현저히 달라져서, 

국내 대학의 한국어 전문가가 84%, 국내 유·초등 교사 0%, 현지 한글학교 

교사 8%, 현지 중등 교사 이상 8%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 여기서 현

지 중등학교 교원이나 대학 교원은 한글학교의 유아 및 초등학생을 가르

치는 교사가 아니므로 오히려 국내 한국어교육전문가와 같은 범주에 포

함시켜야 하므로, 집필진의 구성 비율은 더욱 악화된다. 『맞춤 한국어』 

교과서가 유아 및 초등학생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라는 점을 고

려할 때 국내 및 국외의 유아 및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참여 비율

이 13.3%에 불과하고, 대학 교원을 중심으로 한 집필진의 비율이 86.7%라

는 것은 한글학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체 집필진 분포

 

<그림 2> 랑스어권 제외 집필진 분포

반면에 프랑스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및 국어학 전문가가 60%, 국내 및 국외 유·초등 교사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구성원을 세분하면,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 교원 12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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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사 양성대학 교원 6명, 국내 초등학교 교사 6명, 현지 한글학교 교사 

6명으로 나타나 있다. 프랑스어 교과서는 『맞춤 한국어』 1∼6권 모두 1

권당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2명, 국내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수 1명, 

국내 초등학교 교사 1명, 현지 한글학교 교사 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였

다.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8종의 언어권별 교과서 중 5개 언

어(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의 한국어 교과서는 

유아 및 초등교사나 현지 한글학교 교사가 집필진으로 전혀 참여하지 못

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그림 3> 랑스어권 집필진 분포

 

<그림 4> 5개 언어권 집필진 분포

『맞춤 한국어』교과서의 학습자가 유아 및 초등학생 연령층이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만으

로 맞춤 한국어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10) 

10) 국내에서 제작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과서의 개발진을 보더라도 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과서는 국립국어원에

서 개발한 것으로, “한국어를 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기초 한글부터 차근차근 낯선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

도록 개발된 본격적인 한국어 통합교재(머리말에서)”인데, 이 교과서의 집필진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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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필진에 대한 개발 기관의 인식

한국어 교과서 집필진 구성에서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은 『맞춤 한국

어』 교재 개발 공고에서 찾을 수 있다. 2011 맞춤형 한국어 개발 기관 공

고문의 연구·집필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구․집필진 구성

◦ 공모기관은 연구․집필진 구성 시 약정서(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 인원 : 제한 없음(교재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평가 시 반영)

◦ 자격 기준 : 해당 선택 과목 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 경력자

   ※ 책임 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국립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급 이상

  -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현장 교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 현지 집필진의 경우 대학 강사, 또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교육경력 2

년 이상의 교사

  - 전현직 한국학교장, 또는 한국교육원장은 집필진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집필진 구성 시 반드시 대학교수, 현지 교사 등을 포함하며, 

교육과학기술부전문직은 집필진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집필진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부

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변경 또는 추

가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연구․집필진 자격 요건은 권장 사항에 속하나 평가 시 반영   

2011. 5. 26.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248호

(밑줄은 필자의 강조)

내 국어교육전공 교수 2인(15%), 한국어 교육 전공 8명(62%), 초등학교 교사 3명

(23%)으로 구성되어 학습자 특성 및 교육 내용, 사용 학교급 등을 고려하고자 한 점

과도 비교할 수 있다.『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와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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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고에서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격 기준의 문제이다. 공고문에서는 “해당 선택 과목 관련 학계

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자격 기준이라고 하고 곧바로 “현지 집필진의 

경우 대학 강사, 또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교육경력 2년 이상의 교사”라고 

하여 유·초등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 제대로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학 강사’, ‘한국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가 가지

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지도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하

나로 묶어 이들 중 하나만 포함되면 된다는 인식은 맞춤 교과서의 실제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 

둘째, 자격 조건의 내적 모순의 문제이다. 공고문에서는 “연구·집필진 

구성 시 반드시 대학교수, 현지 교사 등을 포함하며, 교육과학기술부전문

직은 집필진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현지 교사의 참여가 의무

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연구·집필진 자격 요건은 권장 

사항에 속하나 평가 시 반영”이라고 하여 위 구성 요건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현지 집필진 구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 개발한 교과서 중 하나인 

『맞춤 한국어』베트남어권 교과서는 국내 한국어 전공 대학 교원으로만 

전체 집필진을 구성하고 국내 유·초등 교사나 현지 한글학교 교사는 단 

한명도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 개발에 관한 공문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11) 이러한 경향은 국립국어원의『표준 한국어』교과서 개발에 관한 공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익힘책 개발』제안 요청서에서 “연구진

은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12

년 국어원 개발)를 개발한 연구진, 한국어교육 전문가, 국어교육 전문가, 초등과정의 

국어교육 전문가 및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현장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연구진 구성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적어도 5개 영역 전문가

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 이상만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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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집필진 구성 요건
❍ 인원 : 제한 없음
❍ 자격 기준 : 해당 선택 과목 관련 학계 전문가 또는 현장 교사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 경력자

  ※ 책임 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

구원급 이상

 -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현장 교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 현지 집필진의 경우 해외 대학의 교수, 강사 또는 재외 한국․한글학
교 교육경력 2년 이상의 교사

  ※ 연구․집필진 구성은 반드시 대학교수, 현지 교사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현지에서 2년 이상 대학 또는 재외동포 교육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도 현지 집필진에 포함

  ※ 연구․집필진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변경 또는 추가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연구 협력관 : 본원 업무 담당자/관리자로서 연구 과정을 수시 확

인하고 연구 방향이나 연구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연구 

참여자는 연구 협력관의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을 참작하여 연구 내용

에 반영할 의무가 있음

2013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교재개발 제안요청서

(국립국제교육원 2013. 4./ 밑줄은 필자의 강조)

2013년에도 “연구·집필진은 반드시 대학교수, 현지 교사 등을 포함하여

야 함”이라고 명시하였고, 2011년에 있었던 “연구․집필진 자격 요건은 

권장 사항에 속하나 평가 시 반영”이라는 내용은 삭제하여 2011 공고의 

자격 조건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3년에 개발한 『맞춤 한국

어』교과서 중 인도네시아어권 교재는 현지 한글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 

등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개발을 완료하고 보급하였다. 이는 공고

에 의한 집필진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이를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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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집필자별 참여 언어 및 집필 권수

참여분야

집필자 수 참여 수

집필 언어 수 집필 권수

1개 2개 3개 1권 2권 4권 6권 8권 12권 14권

집필자 수(53명) 39명 13명 1명 16명 31명 11명 2명 1명 1명 1명

평균 1.28개 2.79권

국립국제교육원의 발주 및 검수에서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12) 또한 

스페인어권 교과서의 경우 현지 한글학교 교사의 참여는 전혀 없고, 현지 

대학 교원을 현지 집필진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역시 집필진 구성의 균형

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13년 개발 교재 3종은 국내 유·초등학교 

교사가 단 한명도 집필진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 교과서 중 현지 한

글학교 교사가 참여하지 못한 교과서가 2종이다.

이렇게 집필진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

춤 한국어』 집필진의 참여 정도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8개 언어 48권의 『맞춤 한국어』에 참여한 집필진은 총 53명이고, 1인

당 참여 언어 수는 1.28개 언어, 집필 권수는 2.79권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3개 언어 집필에 참여한 필자가 1명이 있다. 이는 한국어 교

육 전공자로서의 전문성에서는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동일 

필자가 여러 언어에 관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집필자 1인당 평균 집필 권수는 2.79권인데, 이보다 3배 이상 집

필한 필자가 5명이나 된다. 특히 앞서 3개 언어를 집필한 필자는 14권의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집필자의 평균 집필 권수와 비교할 때 과다

12) 실제로 공고에 의한 심사 기준에서 ‘현지집필진 구성 및 협력 방안의 적절성’ 항목

은 전체 90점 중 10점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현지 집필진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아

도 최하점인 2점을 받을 뿐 배제 조건이 아니므로 2013년에도 현지 집필진 구성은 

의무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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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언어권에서 1∼6권까지 여러 연령대에 걸쳐 교

재를 개발하는데, 유사한 집필진이 6권 모두를 개발하는 교과서가 많다

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권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 교수인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국어학 전공자 2인이 1∼6권 교

재에 전부 집필진으로 참여하면서 내용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각 권별 내용을 집필하는 사람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 1

명, 국내 초등학교 교사 1명, 현지 한글학교 교사 1명이 각각 한 권의 교

과서를 담당하도록 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Ⅳ. 언어권별 교과서의 내용 분석

한글학교용 『맞춤 한국어』교과서를 언어권별로 개발하는 취지는 현

지 언어가 한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각 언어권별 특

성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

제 8개 언어별로 개발한 맞춤 한국어의 교재 내용을 통해 그 취지가 어떻

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언어권별 목차의 문제

언어권별로 개발한 한글학교용 『맞춤 한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목차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에 포함된 내용의 유사성은 맞춤 

한국어를 언어권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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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어 교과서의 언어권별 목차 비교
언어 영어(2011 .6. 30.) 베트남어(2012. 3.) 프랑스어(2012. 3.)13)

목차

1. 기본모음

2. 기본 자음

3. 음절 만들기

4. 복합 모음 1

5. 복합 모음 2

6. 쌍자음

7. 종합연습 1

8. 받침 1

9. 받침 2

10. 종합연습

--------------------

11. 안녕하세요?

12. 이게 뭐예요?

13. 네, 포도예요

14. 여기가 어디예요?

15. 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16. 어디에 있어요?

1. 기본모음

2. 기본 자음

3. 음절 만들기

4. 복합 모음 1

5. 복합 모음 2

6. 쌍자음

7. 받침 1

8. 받침 2

9. 단어연습

10. 발음 연습

-------------------

11. 안녕하세요?

12. 누구예요?

13. 이게 뭐예요?

14. 화장실이 어디예요?

15. 텔레비전을 봐요

1. 오이

2. 우유

3. 누나

4. 모자

5. 기차

6. 아빠 코끼리가 가요

7. 너무 짜요

8. 강물이 흘러가요

9. 밥하고 국을 먹어요

10.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놓아요

11. 애벌레는 배가 

고파요

12. 아빠 회사에 

전화해요

13. 아기 돼지가 청소를 

해요

14. 공원이 넓어요

15. 물고기를 만들어요
언어 프랑스어(2012. 3.) 중국어(2012. 12. 20.) 태국어(2012. 12. 20.)

목차

1. 안녕하세요?

2. 이 분은 제 아빠예요

3. 이게 뭐예요?

4. 책을 읽어요.

5. 내 동생은 귀여워요

6. 저는 포도를 좋아해요.

7. 책상 위에 크레파스가 

있어요.

8.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9. 오후에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10. 오늘도 비가 와요

11. 여보세요?

12. 공항에 갈 거에요

13. 보람이 선물을 사 왔어

14. 텔레비전을 보지 마.

15. 한국에 가려고 해요.

16. 저는 여덟 살이에요. 

1. 모음을 배워요 1

2. 자음을 배워요 1

3. 음절을 만들어요.

4. 모음을 배워요 2

5. 자음을 배워요 2

6. 단어를 읽고 써 봐요 1

7. 받침을 배워요 1

8. 받침을 배워요 2

9. 단어를 읽고 써 봐요 2

-------------------

10. 안녕하세요?

11. 저는 샤오밍입니다.

12. 이건 뭐예요?

13. 이게 거울이에요?

14. 여기가 어디예요?

15. 베이징에 살아요.

16. 복습

1. 기본모음

2. 자음(1)

3. 자음(2)

4. 복합 모음(1)

5. 복합 모음(2)

6. 받침

-------------------

7. 안녕하세요?

8. 태국사람이에요

9. 몇 살이에요?

10. 이게 뭐예요?

11. 연필 있어요?

12. 우유 주세요.

13. 뭐 해요?

14. 학교에 가요

15. 자전거를 타요



304  국어교육연구 제34집

언어 독일어(2013. 12. 20.) 스페인어(2013. 12. 20.)
인도네시아어

(2013. 12. 20.)

목차

1. 안녕하세요?

2. 나는 프랑크푸르트에 

살아요.

3. 나는 슈테판이에요.

4. 이건 뭐예요?

5. 여기가 우리 

교실이에요?

6. 그건 연필이 아니에요.

7. 누구예요?

8. 동생은 유치원에 

다녀요.

9. 시모네는 제 친구예요.

10. 어디에 가요?

11. 지금 뭐 해요?

12. 어디에서 놀아요?

13. 수영을 잘해요?

14. 고양이를 좋아해요.

15.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16. 종합연습

1. 안녕하세요?

2.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3. 저는 일곱 살이에요

4. 이게 뭐예요?

5. 지우개가 있어요.

6. 여기가 교실이에요.

7. 공부해요

8. 도서관에 가요

9.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10. 지금 몇 시예요?

11. 7시에 아침을 먹어요.

12.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3.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14. 영화가 재미있어요.

15. 선생님이 좋아요.

1. 안녕하세요?

2. 이게 책이에요?

3. 여기가 어디예요?

4. 방에 침대가 있어요.

5. 동화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6. 책을 읽어요.

7. 어디에 가요?

8. 우유가 좋아요.

9. 나시빠당을 좋아해요.

10. 몇 학년이에요?

11. 일곱 살 이에요

12. 생일이 언제예요?

13. 언제 바다에 가요?

14. 만화책이 있어요.

15. 제 책이에요.

16. 저는 여덟 살이에요. 

각 언어권별 교과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1권에 포함된 내용이 유사하다. 목차만으로는 그 유

사성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실제 내용을 비교하면 단어 몇 개만 다르고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춤 한국어』는 언

어권별로 따로 개발하였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유사하다면 언어권

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서 개발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

다. 여기 나타나는 ‘안녕하세요, 뭐예요,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등’은 사실 

한글학교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13) 『맞춤 한국어』 프랑스어권 교과서는 1권 전체가 한글 학습을 다루고 있고, 2권에

서부터 인사 등의 내용을 다루므로 다른 언어권 교과서의 1권이 실제로 1∼2권에 걸

쳐 있다. 여기에서는 목차의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 1권, 2권 모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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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 언어권별 교과서의 내용이 유사하

다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 목차와 내용만으로 보면 어

떤 것이 어떤 언어권을 위한 교재인지 알 수가 없다. 

둘째, 교육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2011년∼2012년까지 개발한 교과서

에서는 한글 교육 부분이 1권의 절반 정도가 된다. 2013년에 개발한 교과

서 3종은 한글 교육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글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인지 아니면 언어권별로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

일 집필진이 개발한 교과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위에서 태국

어권과 스페인어권, 중국어권과 독일어권, 영어권과 인도네시아어권 교재

는 각각 동일한 집필진이 개발한 교재이다. 그런데, 목차를 보면 한글 지

도 부분이 다른 점을 제외하고도, 단원별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

이 해당 언어권별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은 맞춤 한국어의 언어권별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언어권별로 별도로 개발한 맞춤 한국어의 목차가 일치하는 것도 문제

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 문제의 핵심은 목차 그 자체가 

아닌 외적 요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목차가 일치해야 한다면 

언어권별로 맞춤 한국어를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개발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목차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차이가 언어권별로 특

화된 것이어야 맞춤 한국어를 개발할 이유가 되는데, 실제로 언어권별 차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교육 내용의 불일치

언어권별 『맞춤 한국어』교과서를 분석할 때 목차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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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내용이므로 각 언어권별 『맞춤 한국어』 중 한글 교육을 위한 단

원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4)  

 

<표 8> 한국어 교과서 언어권별 한글 지도 순서 비교
언어권

지도순서
영어권(2011. 6. 30.) 베트남어권(2012. 3.)

지도 순서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ㄹㅎ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ㅐㅒㅔㅖㅢ

ㅘㅝㅟㅚㅙㅞ

ㄲㄸㅃㅆㅉ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ㅐㅒㅔㅖㅢ

ㅘㅝㅟㅚㅙㅞ

ㄲㄸㅃㅆㅉ

언어권

지도순서
중국어권(2012. 12. 20.) 태국어(2012. 12. 20.)

지도순서

ㅏㅓㅗㅜㅡㅣㅑㅕㅛㅠ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ㄹㅎ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ㅐㅒㅔㅖㅘㅙㅚㅝㅞㅟㅢ

ㄲㄸㅃㅆㅉ

ㅏㅓㅗㅜㅡㅣㅑㅕㅛㅠ

ㄱㄴㄷㄹㅁㅂㅅㅇㅈ

ㄱㅋㄲ ㄷㅌㄸ ㅂㅍㅃ ㅅㅆㅊ ㅎ

ㅐㅒㅔㅖㅢ

ㅘㅝㅟㅚㅙㅞ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 지도 순서는 언어권별 교재에 일관

성이 없다. 일단 모음의 지도 순서도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와 ‘ㅏㅓㅗㅜ

ㅡㅣㅑㅕㅛㅠ’로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고, 복잡한 모음도 ‘ㅐㅒㅔㅖㅢㅘ

ㅝㅟㅚㅙㅞ’와 ‘ㅐㅒㅔㅖㅘㅙㅚㅝㅞㅟㅢ’의 순서가 있다.15)16) 이들 모음도 

14) 교육 내용의 차이는 여러 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

로 제시할 만큼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가장 비교가 용이한 한글 모음과 자음의 지

도 순서만을 보여주기로 한다. 

15) 모음의 순서에서 ‘ㅐㅐㅖㅖㅢ’를 먼저 앞에 두는 이유는 훈민정음이나 한글 지도법

의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제자 과정에 따른 것도 아니고 글자 모양에 의

한 것도 아니며 소리의 계열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ㅘㅝㅟㅚㅙㅞ’의 

순서에서 ‘ㅟ’와 ‘ㅚ’의 순서가 뒤바뀐 것은 언젠가 누군가의 오류에서 시작하여 지금

까지 이어지는 문제로 여러 교재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

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16)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교과서의 경우에도 이런 혼란은 그대로 반복된다.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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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 ㅒ ㅔ ㅖ ㅢ’로 제시하는 것은 국어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ㅘ ㅝ ㅟ 

ㅚ ㅙ ㅞ’ 역시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 현재 모음을 가르치는 순

서는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지도 않고, 표준어 규정에 맞지도 않는, 근거

를 알 수 없는 순서인데, 그것도 언어권별로 다르다는 것은 달리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자음을 가르치는 순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ㄱ∼ㅎ’을 가르치고 ‘ㄲ∼ㅉ’을 가르치는데, 

태국어권 교과서는 ‘ㄱ∼ㅈ’을 가르친 후 갑자기 ‘ㅋ ㅌ ㅍ ㅊ ㅎ’를 기본

자와 연결하여 가르치고, 그다음 ‘ㄲ ㄸ ㅃ ㅆ ㅉ’을 기본자의 반복 형태

로 가르친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 ‘ㄱ ㅋ ㄲ’, ‘ㄷ ㅌ 

ㄸ’과 같은 비교도 다루고 있어서 차이가 보인다. 결국 모음과 자음을 가

르치는 순서 중 어떤 언어권도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찾기와 같은 교육 활동으로 연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어학적 근거도 부족하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3. 언어권별 교과서의 유사성

언어권별로 개발한 『맞춤 한국어』 교과서는 단원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언어권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한글 단원 이외에 모든 단원에서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집필진이 만든 두 

개의 언어권별 맞춤 한국어의 경우 단원의 유사성은 언어권별 차이에 대

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

해 실제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네 가지 교과서에서 한글 

지도 순서는 모두 다르다. 이것은 아직도 한글 지도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지 못했

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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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권 1권과 중국어권 1권은 동일한 집필진이 2012년과 2013년에 만

든 교과서이다.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라는 말을 배우는 것인데, 

두 개 언어에 제시된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표 9> 독일어권 교재와 중국어권 교재의 비교
언어권

내용

독일어권 1권 4과

(36∼37쪽)

중국어권 1권 12과

(102∼103쪽)

문법과 표현

<뭐>

가: 뭐예요?

나: 필통이에요.

<이건, 저건, 그건>

이건 가방이에요.

저건 칠판이에요

가: 그건 뭐예요

나: 시계예요.

<이에요/예요>

가: 뭐예요?

나: 연필이에요.

<이건, 저건, 그건>

이건 가방이에요.

저건 칠판이에요.

가: 그건 뭐예요?

나: 시계예요

쓰기

(쓰기40)

이건 뭐예요?

그건 필통이에요

저건 뭐예요?

저건 한국 지도예요

(쓰기 106)

이건 뭐예요?

연필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우개예요.

<표 9>에서 문법과 표현의 내용을 비교하면, 독일어권 교과서의 <뭐>

와 중국어권 교과서의 <이에요/예요>에서 제시한 문장은 거의 일치한다. 

목표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다. 또한 <이건, 저건, 그건>

을 다루는 내용 역시 정확하게 일치하며, 거기 사용한 단어나 문장까지도 

일치한다. 쓰기 활동에서도 두 언어권 교과서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단어가 다른 것이 있으나 그것은 독일어나 중국어의 특성과는 무관하므

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은 실제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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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태국어권 교과서와 스페인어권 교과서 비교
언어권

내용
태국어권 1권 94쪽, 99쪽 스페인어권 1권 24쪽, 29쪽

문법

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스페인 사람이야

<그림 5> 독일어권 교과서 1권 37쪽

 

<그림 6> 중국어권 교과서 1권 105쪽

위의 두 언어권별 교과서를 보면 그림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등만 다르

고 완전히 일치한다. 번역된 언어의 차이나 그림에서의 인물의 차이를 제

외한다면 언어권별 한국어 교과서라는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 다른 집필진이 두 개 언어권의 교과서를 집필한 예를 살펴보자. 이

것은 2012년 태국어권 교과서와 2013년 스페인어권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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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파펀이에요.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민수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세예요.

저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에서도 두 언어권의 교과서는 단원 위치는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

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소개를 하는 단원에서 이름과 국

적을 말하는 내용인데, 국가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어

와 문장은 완전히 일치를 보인다. 이는 언어권별 맞춤 한국어를 개발한다

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17) 이것은 실제 교과서를 

비교해 보며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7> 『맞춤 한국어』태국어권 1권, 94∼95쪽.

17) 스페인어권 교과서의 경우 ‘나는’과 ‘저는’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대우법의 

선택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혼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 교과서를 표준화할 필요에 대해 더욱 강조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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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맞춤 한국어』 스페인어권 1권, 24∼25쪽.

『맞춤 한국어』 태국어권 교과서와 스페인어권 교과서를 비교하면, 

면 구성에서부터 사용한 문장, 단어 및 학습 활동까지 모두 완전히 일치

한다. 이 두 가지 교과서가 각각 다른 언어권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에 

효과적이도록 특화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동일 

집필진이 만든 두 개 이상의 언어권별 교과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적인 문제가 아니다. 『맞춤 한국어』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는 매우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국 맞춤 한국어의 언어권별 개발은 본래의 목

표와는 달리 매우 소모적인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중급 한국어 1, 2』는 한국어로 먼

저 개발하고, 동일한 내용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내용의 통일을 이루고 언어권별로는 

단순 번역을 한 것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의 『맞춤 한국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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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중급 한국어』
베트남어권 1권, 54쪽  

  

<그림 10>『중급 한국어』 
중국어권 1권, 54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급 한국어』교재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

도 될 만큼, 한국어 교과서와 5개 언어권별 교과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완전히 일치한다. 단어, 문장, 대화를 비롯하여 배열 방식, 사용한 고유명

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치시켜 하나의 교과서로 개발한 후, 언어권

별로는 단순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립국제교육원이 개발한 『맞춤 한국어』는 개

발 방식은 언어권별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하도록 하여 여러 해에 걸쳐 서

로 다른 집필진이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였는데,18) 결과적으로는 하나

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단순 번역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책 실패로 

판단할 수 있다.

18) 사실 국립국어원의 『중급 한국어』교과서 하나를 개발하여 여러 언어로 번역본을 

만든 집필진이, 국립국제교육원의 『맞춤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각 언어

권별로 교과서를 따로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로서 매우 놀라

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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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급별 교과서의 유사성

재외동포용 『맞춤 한국어』 교과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용으로 개발하

였기 때문에 연령별 교과서 개발의 문제와 대안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국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표준 한국어』교

과서의 단원 내용을 일부 비교하여 보자.19) 

<그림 11>『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권 51쪽

  

<그림 12>『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권 51쪽

 

19) 국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과서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과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집필진이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314  국어교육연구 제34집

<그림 13>『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권 55쪽

 

<그림 14>『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권 55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용 『표준 한국어』 교과서와 고등학생

용 『표준 한국어』교과서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며, 연령 또는 학교급에 

따른 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4단원은 11쪽에 걸쳐 모든 내용이 이

렇게 일치하고 있으며, 다른 단원도 구성 전체가 이와 유사하다. 

한편으로는 자기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전혀 없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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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권 53쪽

<그림 16>『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권 61쪽

  

위 그림에서 초등학생용 『표준 한국어』교과서의 3번 활동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인데, 고등학생용 『표준 한

국어』교과서의 3번 활동도 이와 동일하다. 이런 활동이 과연 학교급에 

적절한 것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20)

결국 현재 재외동포용『맞춤 한국어』교과서나 국내 다문화 학습자용

『표준 한국어』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언어권별 차이를 제대로 인

식하여 교과서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령이나 학교급별로도 교

과서를 별도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 

기관에서는 언어권별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20) 교과서 일부에서는 연령별, 학교급별 교과서 개발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

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몇 가지 활동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장인물을 나라별 대표 

동물로 바꾸어 활동을 유도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소개하기’와 같은 활동을 

제시하여 초등학생 연령에 맞게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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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재외 한글학교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

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21) 일단 한글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각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1. 개발의 기본 방향

재외 한글학교용 한국어 교과서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의 대표성

을 갖는 교재이며, 향후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 내용의 표 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과서라고 해도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핵심 내용은 한국어이며, 한국어에서 배워야 할 

것이 언어권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 교과서는 언

어권별로, 연령별로 개발되고 있으나 언어권별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 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내용을 표준화하는 

21) 현재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고, ‘재외 한글학교용 교육과

정’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재외 한글학교에

서는 지역별, 국가별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효과적으로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선 ‘표준 한국

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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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한글 학습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모음과 자음의 지

도 순서, 지도에 사용할 단어, 문형과 글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없이 각 집필진의 선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외 한글학교에서 한

국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재외동포들이 어느 

한 언어권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언어권별 이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어 

교재가 언어권별로 다르다거나 재외 한글학교용 교과서와 국내 다문화용 

교과서가 다르다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다.22) 

일단 표준화를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안녕?

나: 안녕하세요?

가: 이름이 뭐예요?

나: 저는 김영숙이에요. 

가: 한국 사람이에요?

나: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은 대부분의 맞춤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사’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골라서 정리해 본 것이다. 이 대화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2) 현재 재외 한글학교용 교과서는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성인용 교

과서는 문화부(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다. 또한 국내 다문화용 교과서는 문화부(국

립국어원)와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다. 이러한 개발의 난맥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는 교육부(국립국

제교육원), 문화부(국립국어원), 외교부(재외동포재단)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로 미룬다. 



318  국어교육연구 제34집

일단 ‘인사’를 다룰 때 어떤 어미를 먼저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어

느 것을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곧바

로 다음 문장으로도 이어져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무

엇입니까?”처럼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로 맞춤 한국어 중 

언어권에 따라서 이들 인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교재도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와 같은 문장이 ‘-이에요’와 함께 나타나는 교재도 있다. 만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만나서 반가워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요’, ‘-예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물

론 기본적으로는 앞 체언에 받침이 있을 경우 ‘-이에요’가 되고, 받침이 

없을 경우 ‘-예요’로 줄어들지만, 인명일 경우에는 받침이 있을 경우 뒤에 

‘-이’가 덧붙으므로(영숙→영숙이) ‘영숙이예요’가 된다. 그런데 ‘아니다’의 

경우에는 체언이 아니고 용언이므로 ‘-이에요’가 결합하지 않고 ‘-에요’가 

결합하여 ‘아니에요’가 된다. 물론 ‘아니에요’도 되고, ‘아녜요’, ‘아녀요’도 

모두 맞는다. 이 경우 어떤 것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것을 나중에 가르쳐

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표준안이 없을 경우 교과서마

다 다른 수준, 다른 내용을 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저는’과 ‘나는’ 중 어느 것을 먼저 가르칠 것인지 아니

면 동시에 가르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어미의 형태로 보면 ‘나는’은 

다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 한국어 사용 환경에서는 ‘나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결정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장면의 대화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아진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겠

지만, 한국어를 비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중대한 문제로 느끼며, 실제

로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개발

하는 한국어 교재는 교재 내용을 표준화 작업하되 음운 및 형태로부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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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화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적 선택을 

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학교 (연령)별 체계화

재외 한글학교에서는 입학 연령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 기간도 

매우 다르다. 재미 한글학교의 경우, 재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44%

에 달하고, 3년 미만인 경우는 64.9%에 이른다. 이런 현황에서 한글학교 

한국어 교과서를 특정 연령을 위한 교재로 초점화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 현재 맞춤 한국어는 만 5세 전후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하고 있는데, 한글학교 입학 연령층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초

등학교 중학년이나 고학년, 또는 중학교 학생 등에 펼쳐져 있다. 이들 학

습자는 연령의 차이뿐 아니라 한국어 수준도 다르고, 한국어 학습 능력도 

다르다. 또한 한글학교 교사는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기에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

치면서 동시에 중학생에서 성인에 이르는 학습자를 가르치기도 하여 3∼

4개 반을 운영하기도 한다.23) 이 경우 한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연령층별

로 다르다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글학교 교사로서는 교육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맞춤 한국어의 개발 방식은 국내 초등학

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일정 연령에 입학을 하

고,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학습을 하며, 단계적으로 학습 결과를 축

적시키는 학교에서, 전문가로 훈련을 받은 교사가 가르친다. 그러나 한글

학교는 입학 연령이 다양하고, 재학 기간이 가변적이며, 단계적 학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한글학교 교사가 가르치고 있으므로, 

23) 이와 관련하여 최영환(20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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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과서는 각 목표별 내용을 연령별로 차별화하는 방

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즉 한글을 가르칠 경우 표준화된 내용을 다루되,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지도 방법이나 활동 자료 등은 중학

생이나 고등학생, 성인을 위한 지도 방법이나 활동 자료와는 다르도록 해

야 한다. 이런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 등을 사용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여 

공통성을 확보하고, 연령별로 차별화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교육 내용의 언어권별 특성화

재외 한글학교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둔, 『맞춤 

한국어』의 언어권별 교과서 개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래의 목

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교육 내용을 결정한 후, 그 내용 요소들이 

언어권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일단 다시 위의 대화를 통해 언어권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재외 한글학교용 한국어 교재를 언어권별로 개발할 때

에는, 언어학의 기본 구성 요소를 골고루 고려하면서 한국어와의 차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24) 

우선 음운의 차원에서 보면, 언어권에 따라 한국어 자음이나 모음을 제

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위 예문에서는 ‘안녕’을 [안녕]이라고 

24) 사실 언어권별 특성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및 화용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

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연구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간단한 예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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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하지 못하고, 일본어권에서는 받침을 빠뜨리기도 하고, 스페인어권이

나 러시아어권에서는 [안년]처럼 발음하기도 한다. 모음 ‘뭐’도 [뭐]로 발

음하지 못하기도 하고, 모음 ‘ㅓ’를 ‘ㅗ’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갑슴니다] 역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언어권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하나의 교육 내용이 언어권별로 어떤 어려움을 겪

는지 고려하고, 교사용 지도서 등에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언

어권별로 특성화된 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단어의 어순도 문제가 된다. 일본어 화자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익숙하지만, 영어나 독일어 화자의 경우 국가 

이름 뒤에 여러 가지 형태가 붙기도 하고,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사람 한

국’의 순서로 바뀌기도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어권별 

특성화 교과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안녕?’과 ‘안녕하세요?’가 동시에 등장하는 대화는 납득

하지 못하는 언어권도 존재한다. 대우법이 우리와 유사하게 발달한 일본

어의 경우에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

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선생

님과 학생의 대화에서 둘 다 모두 ‘안녕?’의 형태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학생은 선생

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안녕’에 대응하는 대화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영어의 경우 ‘안녕?’은 ‘Hi!’로 번역하고, ‘안녕하세요?’는 ‘How are 

you?’로 번역하였고, 독일어에서는 모두 ‘Hallo’로 통일하였는데,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일부 언어에서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

사를 모두 ‘안녕’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Hi’

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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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체제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위의 기본 방향을 고려하면서,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과제가 긴밀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7> 한국어 교재 개발의 체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은 위 <그림 17>과 같

은 순서를 거쳐야 한다. 가장 먼저 한국어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여 한국

어 교과서 개발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교육 전문

가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개발된 한국어 교과서는 국

가 수준의 표준화 작업이 아니라 개별 집필진의 지식과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현

상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 내용의 표준화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머무르지 않고, 각 교육과정 세부 목표별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

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그것은 음운이나 형태, 통사 및 화용이라는 

언어학 전반에 걸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비롯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각 교육 내용에 대한 학교급별, 연령별 체계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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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어 교육 내용이 일단 결정되었다고 해도 그 요소를 가르치려고 

할 때 연령이나 학교급별로 교육의 필요성, 용이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

지 않으면 안 되고,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의 형태나 활동 등도 포함하

여야 한다. 이 과정은 한국어 교육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나 지식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 요소와 내용별로 체계화

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내 학교급별 교사나 현지 한글

학교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의 

선정 및 배열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은 언어권별로 특성화해야 한다. 한국

어교육의 표준화된 내용과 학교급별 체계화 이후 현지 언어와 한국어 사

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언어

와 한국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롯한 비교 및 대조 언어학적 접근

이 필요하다. 이는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면서도 동시

에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현지 한

국어 교육 전문가란 각 언어권별로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

고 있는 사람, 즉 현지 한글학교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까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정책 및 과정을 살펴

보면, 위의 교과서 개발의 단계 중 제1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것을 확인하

게 된다. 집필진도 위에서 제1단계의 전문가만 참여하고 제2단계, 제3단계 

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비율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위의 단계에 따라 각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과서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위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하나의 교과서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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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한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은 한국어 교육의 핵심이다. 

재외 한글학교에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많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도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재외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질

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교과서 개발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교과서는 그것을 가르칠 교사와 배울 학생, 그리고 배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어떤 교과서든 연구 및 개발 과정

에서는 교육 내용을 다룰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더하여 반

드시 그것을 배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는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교급에 대한 전문가와 현지 학

습자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다. 

결국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 중 한글학교용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일단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연구 및 집필을 주관하여

야 하며, 각 연령 및 학교급에 맞는 교육 내용 및 활동 구성을 위하여 국

내 유·초등 및 중·고등 교사가 국내 교과서 개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 언어의 특성과 한국어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 한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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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습 여건이나 학습자 특성 등을 고

려하여 현지화하는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25) 이미 진행해 온 『맞춤 한

국어』의 집필진 구성의 문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해 연구진 

및 집필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한국어 교육의 핵심이 밝혀지고, 재외

동포용 한국어 교과서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다문화 학습자용 초·중·

고 한국어 교과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한국어 교과서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

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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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과서 개발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최 환

재외 한 학교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기 한 내용과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의 

단계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교과서 개발의 

내용

교육 내용의 

표준화
⇨

학교급(연령)별

 체계화
⇨

언어권별

 특성화

⇧ ⇧ ⇧ ⇧ ⇧

교과서 

집필진 구성

한국어교육 

전문가

국내 

학교급별

교사

현지 

한글학교 

교사

현지 

한글학교 

교사

현지 

한국어교육 

전문가

제1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교육 내용을 표 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는 한국어 교육 문가가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2단계에서는 교육 내용을 연령  학교 별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여기에

서는 국내 학교 별 교사 는 지 한 학교 교사들이 학습자를 고려한 교재화 

작업을 하게 된다.

제3단계에서는 교육 내용을 언어권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 

한 학교 교사나 지 한국어 교육 문가들은 지 언어에 맞게 한국어 교육 

내용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교재, 재외동포, 교육 내용, 집필진,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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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of Korean Textbooks for 

Overseas Korean

Choi, Yeong Hwan

The present study aims to suggest a directions to develop korean 

textbooks for overseas korean. We have to consider some factors.

This is an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textbooks.

developme

ntal stages
step 1 ⇨ step 2 ⇨ step 3

tasks
Standardization

of Contents
⇨

Hierarchy

for age groups
⇨

Characterization 

for languages

⇧ ⇧ ⇧ ⇧ ⇧

writing 

staffs

Korean language 

major

school 

teachers 

in Korea

Korean 

schools 

teachers 

in 

overseas

Korean 

schools 

teachers 

in 

overseas

Korean 

language 

major

in 

overseas

First. We have to standardize contents of korean textbooks.

Second, korean textbooks should have a different contents in the following 

age group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pecialized korean textbooks for 

different languages.

[Key words] Korean textbook, Overseas Korean, writing staff, development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