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후지이시 다카요(薦石貴代)* 

1. 중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혼펙어 교육 

한국근대문학을 전공하는 펼X까 지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 

한 지식은 19.E년 7월 연세대 어학딩에서 실시한 ‘제2회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교수법 연수’에 한 달 동안 참가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었다. 

그러나 일본 대학에서는 한국학 관련 교수가 교양 외국어 과목으로서의 

한국어를 담당하는 것이 예사이기 때문에 필자도 한국사 담당 교쉬일본 

인)와 함께 니가타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11 

니가타대에서는 매년 신입생 약 2.SXl명 가운데 m-lOO명 정도가 한국어 

를 선택하는데，낀 Lab실 이용 관계로 %명 정도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업시 

수는 m분xf(}회이며， 이를 ‘집중한국어’반은 1주일에 4번(반년간)， ‘초급한 

* 일본 니가타 대학 
1) 펼자가 아는 한， 일본 국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목이나 한국어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은 아직 없는 듯하다 중 •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天理大學國際文化學部朝蘇語科(中學校 1 種 • 高等學校 1 種)， 神田外語

大f짧굶國語빨쐐高等學校敎論 1 種) 등에서 취득할 수 있다 

2) 다른 제2외국어 과목은 독어， 불어， 중국어， 서반아어， 노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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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반은 2번(1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일본 문부성 1앉l3년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내 .웹개 .Ji입대，Z3개 공립대， 154개 사립대에서 한국어 과 

목이 개설되어 았으며， 이것은 총 대학수의 웠vo에 달한다고 한다:ll 1주일 

에 6번씩 강으lõt는 외국어대 계열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대해서는 이미 간 

노(001)， 이토(1앉!l) 등에 의해 소개된 바 있거니와， 위 대부분의 대학에 

서는 강의 수가 1주일에 1-2번이 보통。l 아닌가 싶다. 1945년부터 없년까 

지 일본 및 구미권(일부 한국)에서 간행된 연구 논저를 망라한 『조선어 연 

구{조선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 문헌 목록JJ(HJ.췄)에 의하면， ‘한 

국어 입문서는 회화책까지 포함시키면 일본인이 쓴 것은 100종， 한국인 • 

조선인에 의한 것은 116종에 이르고 있어 초심자가 어느 책을 선태해야 

할지 혼란될 정도’(후지모토， 1007)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한국어를 배 

우는 동기도 의욕도 가지가지인 학생들 앞에서 이 ‘혼란’에 빠져보지 않은 

교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7r 

는 교재4) 선택과 깊은 관련이 었다. 

1뾰년에 ‘r한글」 능력 검정 시험’， 1웠년에 ‘한국어능력검정시험，.ri)이 시 

행되면서， 교과서 외에도 어떤 어휘， 문형， 문법 사헝을 가르쳐야 초급f중 

3) 生越直樹(200))에서 소개된 『 日 i韓文化交流基金NEWS~ 제14호(2(XX).6.28) 8면에 

서 재인용{재단법인 日韓文化交流基金 홈페이지(http://\때w.asc-net.or.j띠kcf/) 

에서 다운로드 가능). 

金裡(993)에서 인용된 『통일일보』 기시-(1993.3.19)에 의하면， 한국어강좌 설치 

(예정 포함) 대학은 19x)년도에 82개， 93년도에 115개였으므로 거의 2배로 늘어 

난셈이다. 

4) ‘교재’약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진대연(1999 : 411)의 정리에 따른다.<문자자 
료〉로서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참고서와 지습서， 단어장이나 
사전류， 보충학습교재 둥이 있고，<비문자교재〉로서 녹음 등의 오디오 자료， 패 

도나 카드 등의 그래픽 자료， 모형이나 실물 등의 실제 자륙 견학이나 참관 등 

의 지역사회 자료 퉁이 있다. 이 소론에서는 〈문자자료〉 중 ‘교과서’만을 다루기 

로한다 

5) 1됐년에 재단법인 韓國敎育財團이 ‘韓國語能力檢定模擬試檢’을 실시했고， 1997 
년에 ‘한국어능력시험’으로 개청(한국 교육부 인정)， 1앤!l년에 한국 교육과정 평가 

원으로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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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고급 한국어인지 새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더군다나 큰 문제는 

각 대학마다 치르는 ‘이차시험’(본고사)이나 특별전형(3학년 편입， 직징언 

등)에서 한국어를 출제할 경우셰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런 것이 문부성 발행 중 · 고퉁학교 ‘학습지도요령’ 중 ‘외국어’ 

과목 항목에는 영어에 대한 설명만 았고 ‘기타 외국어에 대해셔는 영어의 

목표 및 내용 등에 준하여 행하기로 한다’(중) ‘영어 외의 외국어에 관한 과 

목에 대해서는 제1에서 제6까지 제시하는 영어에 관한 각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 둥에 준하여 행하기로 한다’(고)는 주석밖에 없기 때문이다ô) 그나 

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중학교 ‘영어’에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9절 외국어 

저11 목표 

외국어를 통하여 언어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 

케이션을 시도하려는 태도 육성을 도모하고， 듣기나 말하기 둥 실천적인 커 

뮤니케이션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저12 각 언어의 목표 및 내용 등 

영어 

1. 목표 (생략-인용짜-이하 상동) 

2. 내용 
(1) 언어활동 (생략) 

(2) 언어활동 취급 방식 

가 3년간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 

3년간을 통틀어 지도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점을 배려하기로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언어활동을 행하는 데 주로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은 언어 

사용장면이나 언어기능을 다루도록 한다. 

6) 문부성 홈페이지(http://www.monbu.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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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사용장면의 예] 

a. 특유한 표현이 자주 쓰이는 장면 

·인사 ·자기소개 ·전화웅당 

• 물건사기 • 길안내 · 여행 

·식사등 

. b. 학생 주변의 일상생활에 관한 장면 

• 가정생활 · 학교에서의 학습 및 활동 

·지역 행사 등 

[언어기능의 예] 

a.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정보를 전달함 

• 의견올 말하다 · 셜명하다 · 보고하다 

· 발표하다 · 묘사하다 등 

b. 상대방의 행동올 촉구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나타냄 

• 질문하다 · 부탁(의뢰)하다 • 초대하다 

·신청하다 ·확인하다 ·약속하다 

• 찬성/반대하다 • 승낙/거절하다 둥 

C 마음을 전달함 

• 감사를 표하다 • 불평을 말하다 • 칭찬하다 

·사과하다동 

나. (생략) 

(3) 언어재료 
(1)의 언어활동은 아래에 제시하는 언어재료 가운데 1의 목표를 달 

성핸 데 알맞은 것을 적당히 사용해서 행하게 한다. 

가. 음성 (생략) 

나. 문자 및 부호 (생략) 

다. 단어， 연어 및 관용표현 

(가) 별표1에 제시히는 단어를 포함해서 ro:l어 정도까지의 단어(계 

절， 월， 요일， 시간， 날씨， 숫자{수사를 포함)， 가족 등 일상생활 

에 관한 기본적인 단어를 포함) 

(나) 연어 중에서 기본적인 것 

(다) 관용표현 중에서， excuse me, 1 see, 1’m sonγ， thank you, 

you’re weJcome, for exam미e 둥 기본적 인 것 
라. 문법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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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재료 취급 (생략) 

3. 지도계획 작성과 내용 취급 (생략) 

별표 l(인용자 주-별지 참조) 

(후략) 

이것을 김하수<:nl): 8-9)에서 제시된 한국어능력시험 ‘동급체계’와 대 

조해 본다* 는 ‘학습지도요령’에 해당되는 항목울 대강 분류한 것이다， 

1) 1급(초급) 

i) 기본적인 대인 관계 유지 

@ 인사를 나누기(간단한 자기 소개 포함) *(인사) 

@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인에게 도움 청하기 *(의뢰) 

ii) 기본적인 경제 활동 

@ 물건 구입과 계산 *(물건사기) 

iiil 기본적인 교통 상황에 적응 

@ 모르는 길 물어 가기(안내자 없이) *(길안내/질문까}사) 

@ 간단한 약도 작성 및 이해 *(길안내/설명) 

@ 대중 교통 수단 이용과 행선지 표현， 그리고 택시 협숭하기 

*(여행/확안승락· 거첼불평) 

iv) 언어에 대한 지식 

@ 한글 해독(아직 맞춤법이 서투를 수 있음)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줄 수 있는 능력 *(자기소개) 

@ 한국어 사전 사용법 숙지7> 

v) 기본적인 공공 시설 이용 

@ 관청， 은행 등에서 간단한 민원 처리 가능 

*(셜명/의뢰/신청/확'w감사) 

@ 공공 시설 출입 가능(내부 구조 파악， 입장료， 안내 시설 이용 퉁) 

vi) 기본적인 문화 활동 가능 

7) 인용하지 않았지만 학습지도요령 ‘3 지도계획의 작성과 내용 취급’ 중 (1) 마에 

‘사전의 초보적인 사용법에 익숙하여 펼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항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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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간판이해 

2) 2급(초급) 
i ) 기본적인 대인 관계 유지 

@ 상대방에게 제삼자 소개 *(셜명) 

@ 전화로 매우 단순한 용건 처리 *(전화웅답) 

ii) 기본적인 경제 활동 

@ 물건값 깎기 *(물건사기/감사) 

@ 구입한 불량 상품 반품 처리 가능 *(셜명/의뢰/확얻U불평) 

jji) 기본적인 교통 상황에 적웅 

@ 운전하며 옆 차나 행인에게 길 묻기 *(길 안내/질문/확인 감사) 

@ 한국어판 시내 지도 사용 가능 *(길 안내) 

@ 교통 표지판 이해 *(여행) 

@ 숙박업소 이용 *(여행) 

iv) 언어에 대한 지식 

@ 혼한 속담 정도는 적절히 구사 

@ 기본 맞춤법 숙지 

@ 간단한 개별 문장을 모국어로 번역 가능 

v) 기본적인 공공 시셜 이용 

CD 세관， 복덕방， 동에서 간단한 민원 처리 
*(여행/설명/질문/의뢰/신청/확젠숭낙 • 거첼감새 

@ 기본 양식 기재 가능 *(학교) 

@ 각종 수리 의뢰 *(설명/의뢰/확닫Y숭낙 • 거절) 

@ 병원， 약국 이용 가능 

@ 우편 이용(전보， 송금， 소포 동) 

vi) 기본적인 문화 활동 가능 

@ 신문 제목 이해 

@ 간단한 수필(사전을 보며) 정도 읽음 

여기서 1급 iii-@ ‘택시 합승하기’， y-(2) ‘입장료’， 2급 y-@ ‘병원’ 등 

은 한국과 일본에서 일을 처리히는 방식이 다르므로 교재에 반영히는 것 

이 필요하다. 즉， ‘손님이 타고 있어도 손을 들어 보고 태시가 서면 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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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행선지 말하기”영화관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표에 적힌 자리에 앉아 매회마다 들어갔다가 나가기’ ‘차료를 받고 

나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진찰실로 들 

어가기， 어떨 때는 간호사실에 가서 자신의 차트 찾아가기’ 등은 ‘언어의 

문화적인 배경’으로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일주mm: 162) 

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낱말만 바꾸면 우리 말과 뜻이 통한다고 생각 

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바 예컨대 2급v-(5) ‘우편 이용’의 경우， 엽서(葉 

書) • 속탤避훌) . 소포(小包) • 선편(쐐更) . 항공편(빼찮便) 동은 일본어 한 

자어와 똑같지만， 切手(깃데)는 우표(郵票)， 書留에가키토메)는 등기(登記) 

이므로 이것을 각각 ‘철수’ ‘서류’ 따위로 읽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2. 사용 교재 검토 

필자가 1934년 니가타대에 부임하면서부터 사용한 초급 한국어 교과서 

와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高島淑郞(1993) ， 쓰고 배우는 초급 조선어(書μτ覺i 쳤爛朝廳홈)， 

白水『土 129면 

* 빈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어， 교과서와 연습장을 겸하고 있음. 
나. 松原孝俊(1앉)5)， 포인트 레슨 입문 한국어(~1 ν } ν ‘'J ^ ν 入門韓
國語)， 東方書店， 161면 

* 기본어휘(ID)어)표 기본문형(30)표가 붙어 있음. 

다. 曾我祐典 · 池貞姬(1997) ， 쓸 수 있는 조선어(使.z~朝蘇語)， 뎌水社， 

86면 

* 첫 페이지부터 회화체로 구성되어 있음. 
라. 白川豊 · 白川春子(1998)， 이러면 알 수 있다! 조선어C:.t않 θ h fJ ‘ 

~! 朝購폼)， 白水社 86면 

* 1주일에 한 번， 1년간(00분X30회)에 끝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다’와 동시에 쓰는 데 알맞은 분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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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문형 문법사항을 선행연-T 성과에 비 

춰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어휘에 대해서는 성광쉬lffi} : 115-119)에서 ‘언어생활 환경과 무 

관한 고빈도만으로 결국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언어 교 

육{또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기초 어휘"' 자료 <A: 체언(명/대명/수사)>， 

<B: 용언(동새형용사)>， <C: 부사어> 중， 위 47찌 교과서 어느 것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틀어보면 다음과 같다. 

A: 겁， 곤란， 구식， 규칙， 농부， 다발， 도착， 둘째， 마리， 명랑， 무대， 미소1 

불만， 불평， 상대방， 새끼， 션배， 셋째， 소용， 수저， 선발， 야채， 여학생， 

연극， 육교， 이해， 장군， 정장， 제목， 중부， 참견， 첫날， 첫째， 출근， 큰일， 

파업 

B: 곤란하<다>， 구식<이다>， 굉장<하다>， 도망기〈다>， 명랑하〈다>， 상 

쾌하<다>， 엎드라〈다>， 짖<다>， 차갑〈다>， 향하<다〉 

8) 성광수(1999 : 112면)는 ‘한국어 어휘동급 분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삼았다， 

가) 초급{초급 1 : 예비/초급II: 기초) : 한국어권 내 생존 가능에 필요한 초급 
어휘(력)， <길을 묻고， 물품 구입 교통편 이용 등의 최소한의 생활어 :500-

1,300( =500+않:m 단어〉 

나) 중급(중급 중급/중급II: 중고) : 한국어권 내 사회생활 기능에 필요한 
중급 어휘(력)， <각계 각충의 일반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크게 불면이 없을 정도 

의 다양한 어휘 : 2，αlO( = 1,300+700) -3，αx)(2，αlO +l ，αx)) 단어〉 

다) 고급(고급 1 : 고급/고급II: 최고급) 한국어권 내 취직이나 직장 생활 또는 

한국어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고급 어휘(력)， <한국어로 직장생활 가능 정도에서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학습지도가 가능할 정도의 교양 있는 단어 4，αx)(3，αX)+ 

l,(XlO) - 5,5OO( 4，αX)+ 1,500) 단어 이상〉 

이와 관련하여 무라타(1997 : 30)에서 ‘기본어휘는 원래는 상당 다수의 제시어휘 
중에 반복 등장시킴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도록 해야 될 젓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시어휘는 많이 주되 이것들은 기억 · 활용을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인식어휘와 
발표어휘와의 분명한 구별이 중요하다’는 지적처럼 인식(이해) 어휘와 발표(표현) 

어휘의 구분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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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굉장히， 금방， 도대체， 이해하게， 몰래， 현찰로， 활동적인， ~L t! 1 사， 언븐， 

잔뜩，재빨리，잠시 

앞 장에서 살펴본 학습지도요령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동급체계’에도 ‘불 

평을 말하다’ ‘칭찬하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인에게 도웅 청하기’ 

‘상대벙어1게 제삼자 소개’ 등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1 ‘불만(이다)’ ‘불평 

(하다)’ ‘곤란하다’ ‘(성격이) 명랑하다’ 등의 낱말은 반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문형에 대해서는 노은희Wffi: 쟁)의 조써1 따르면 ‘한국어의 문형은 

N이 N을 V(38.2%)-N이 N이대15.5%)-N이 V(12.4%)-N이 A며(38.:20/0)’ 

의 순으후 (중략←인용자) 이 4개의 기본 문형들이 전체 사용의 75% 정도 

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76문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대체 

로 위 교과서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이상억(1~'1됐 .1007 . 

m웠)에서는 ‘음변화 규칙'(29-38항목)과 ‘통사현상’(22-Z3항목)을 추출하 

여 외국인용 한국어 교과서에 포함된 문법사항을 비교 평가한 바 있다. 그 

항목은다음과같다. 

* 음변화 규칙 *통사현상 

1) 음절말 유성자음 불파 20) 유음화 1. 명사구 보문화 

2) 유성음화 21) 와의이 2. 종속 접속화 
3) 장모음화 22) 사이 λE 3. 관계화 
4) 설측음화 23) L 삽입 4. 주제화 
5) 경음화 4) 의-에 5. 등위 접속화 

6) 음절맙 장애음 중화 25) 자음군 단순화 6. 통사구 보문화 
7) 人 구개음화 26) c 구개음화 7. 인칭 대명사화 
8) 음절조정 규칙 27) 변자음화 8 명사화 

9) 단모음화 28) 예←에 9. 특수 피동(‘ 되-') 

10) L 구개음화 29) y 활음화 10 ‘안’ 부정화 

11) 외-혜 30) w-활음화 11 복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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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음화 

13) L-2 

14) 두음법칙 

15) 구개음 뒤에 r탈락 
16) 위→wi 

17) 2 구개음화 

18) 격음화 

19) 종 탈락 

31) 2 탈락 

32) 으 탈락 
33) 모음조화 

34) 근 초성제약 

35) 충돌회피 

36) 웅라우트 

37) 방언에서의 구개음화 

쩌) 에→애 

12. 의문화 

13. 장형 피동 

14. 부정 대명사화 

15. 단형 피동 

16. ‘못’ 부정화 

17. 재귀대명사화 

18. 단형 사동 

19. ‘말’ 부정화 

20. 장형 사동 

21. 접속문 축소 

22. 경어화 

이상억mB3: 뼈)에서 위 음변화 규칙 ‘10번까지의 규칙들은 mo/o 이상 

을 차지하고 15나 :n번까지의 규칙들은 없%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 

으나， 필자의 주관적 경험으로 봐서는 21번 이하에도 12) 비음화.， 18) 격음 

화， 3D 2. 탈락; 32) 으 탈락， 33) 모음조화 둥 빠뜨릴 수 없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9) 그러므로 이상억(1면7)에서만 추가된 33)-]3)항목 중 

몇 개를 제외하고 모두 교과서에 반영핸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그 중 

3) 장모음화.， 4) 단모음화는 ‘자， 많이 드세요’(高島， 4D ‘네， 많이 있습니 

다.’(曾我 • 池 2)) 등 일본 가타카나로 표기(7-二)함으로써 장모음을 표 

시한 예가 있는데， 한국어다운 발음을 익히기 위해 문법사항으로서의 언급 

이 있어도좋을듯하다. 

통사현상에 대해서는 흔히들 말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덕분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공일주wm: lffi), 우인혜(1937 : lffi) 등 많은 논자 

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2. 종속 접속해특히 -고/-어서)， 13. 15. 18. :n 

9) 이상억0997: 167)은 가장 많은 외국인용 한국어 교과서에서 언급된 12) 비음 
화， 6) 음절말 장애음 중화， 26) c구개음화， 33) 모음조화 등이 상위 빈도순위권 

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 직관으로 많이 가르쳐야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반드시 설제로 많이 출현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 했으 

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생각하면 필수적인 항목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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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피동， 22. 경어화 둥이 일본어의 간섭을 받기 쉬운 항목이다. 그런데 

사동/피동에 대해서는 ‘바닥올 띠뜻하게 하는 난방법이에요’(松原 76) ‘방 
바닥을 렵히게 히는 집입니다’(曾我 • 池 부록23) 외에는 ‘잊히다’ ‘굳히다’ 

‘훌이다’ ‘먹히다’(松原 53, ffi, 72) 퉁 몇몇 낱말이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므 

로， 좀더 많은 예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일본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론”은 아직 불모의 상태’(박용준 1앉져)， ‘일 

본 국내에서의 한국어 • 일본어 대조연귀총 쟁건) 중， 한국어 교육 교수 

법 및 교재연구(교재 소개)에 관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城本\ lÐ7)는 지 

적이 있어 왔다. 한편 한국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4군데에 불과했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이 지금은 13군데， 학습자는 ‘약 3，<m명을 념을 것’ 

(김중섭， 1~꼈)이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성과도 그만큼 급증 

하고있다. 

현실은 변해 가고 있다~ lffi7년도에 해외로 수학여행 나간 일본 내 사립 

고둥학교 473개 가운데 행선지로서는 한국이 3위， 공렵 고등학교의 경우 1 

위이며， 공립 • 시(市)립 중 • 고둥학교 총 2A5개， 총 학생 수 42，'αB명이 한 

국을 방문했다고 한다/01 한일 대학간 교류협정도 국립대 짧건， 공립대 17 

건， 사립대 때건에 달하고 있어 111 서울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677~국 37개 

기관과 국제 학술교류협정을 맺었고， 그 중 일본이 8개 기관(동경대， 경도 

대，히토쓰바시대，동경외국어대，리쪼메이칸대，훗카이도대，와세다대，도 

호쿠대)으로 미국의 5개， 호주의 4개 중국의 2개보다 많다 12’ 

10) w통일일보~(l앉)8.8.15) ， 홈페이지(http://www.onekoreanews.co찌) 참조 

11) 재단법인 日 i짧文化交流基金 홈페이지(http://www.asc-net.or.jp/jkcf/) 참조 

12) 서울대학교 학생편랍(200))， 36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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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가을， 일본의 대학입시 ‘센터시험’(수능시험) 외국어 과목에 

영어 • 독어 · 불어 • 중국어에 이어 ‘늦어도 없)3년 1월’부터 한국어가 추가 

될 방침이라고 발표되었다 13) 따라서 1장에서 살펴본 바 한국어 교재 표준 

화 문제는 이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재단법인 · 園뽕文化포럼(T]F : πle J.뼈n Forum)이 조사한 빼 따르 

면 14) 1m면도에 영어 외 외국어교육을 실시한 학꾀학생 수는， 중국어 

웠개퍼:m명， 불어 191/9,187, 독어 인ï4，767， 한국어 1떠f3，SÆ， 서반。}어 

뻐"2，2])， 노어 2V819, 기타 aì7~/.R5명으로1 학교 수는 한국어가 독어보다 

많은 것이 밝혀졌다'. T]F는 이미 『지금 高等웰交에서의 中國語敎育을 다 

시 묻는다~(1앉XJ)는 보고서를 간행，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 바 있는데， 필 

자는 이것이 한국어 교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1. 제2외국어 과목으로서의 중국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고등학교 중국어의 guideline을 작성한다 

3. 고등학교 중국어의 표준 text를 면찬한다 

4. 자격을 가진 중국어 담당교원을 확보한다 

5. 교원 양성과 함께 재연수(再鼎修)의 기회를 제공한다 

6. 교원이 주도하는 鼎鍵의 기회를 늘린다 

7. ‘ 교원 해외연수의 기회를 만든다 

8. 하루빨리 중국어 지도 조수 ACT(Assistant Chinese Teacher) 초빙을 

설현한다 

9. 교원간 network를 구축한다 

10. 중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5-7에 대해서는 이용주(1앉~)도 ‘1. 연수의 지원’ 8 항목을 들어 ‘@ 鼎

13) r每 日 新聞~ 2(XX),9.22 (http://www.l2.mainichi.co.jp/J 참조 같은 기사에 의하 
면 1997년도에 중국어가 추가된 후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는 고동학교들이 나타 

났기 때문에 문부성은 현장에서의 파급효괴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14) 日本語PDF版 『日本 高等學校에서의 韓國朝蘇語敎育J (l997 : 13) 참조(TJF 홈 

페이지 http//www.tjf.or.jp 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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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1 機會를 마련하는 일과 그 運營을 돕는다~(5) 日本A(기타 外國A 포 

함) 轉행語 講義 擔當者의 資質 向上을 위한 째찢會를 마련하는 일을 돕는 

다’151고 했으나， 독어 및 불어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 파견 사업은 이미 문 

부성 학술국제국 국제기획과 교육문화교류실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외국어 과목에도 대상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9, 10 구축의 웅직임은 일본에서 오래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조선 

학회’의 주관으로 19.)3년-9)년까지 4회에 걸쳐 열린 ‘조선어교육보고회’ 

와， 경도 同，농파/:;k學 言語文H敎育센터 油짝幸￥IJ(유타니 유키토시)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어교육연구회’(회원 수 :rJ명)에서 찾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각 지방， 학교마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국어 교육론’이 부진했으나， 이는 오히려 앞으 

로 중 •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통일적이며 일관되게 한국어 교육을 정비해 

나가는 데 장애물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김중섭(1땐)이 r21세기 한국어 교육의 연구방향」에서 @ 교육 

기관간 공용 교재 개발，(2) 인터넷을 이용한 교재 개발'，@ 교재간 기본어 

휘 통일 등 5항목을 제시했는데，(2)는 일본에서도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또한 하세가왜:ID))는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일본어 모 

어 화자 특유의 억양을 音聲錄聞見이란 음성 분석 소프트로 가시적으로 

분석해 보였다. 이러한 연구성괴들이 앞으로도 계속 축적되어 공유됨으로 

써， am년 센터시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이나 @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한다. 

15) ~년 8월 동경 한국YMCA에서 제1회 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연수회가 개최되었 

다. 이것은 TJF의 조사와 한국문화원의 재정적 • 인적 지원으로 실현되었다고 한 
다. 앞의 『 日 本 高等學校에서의 韓國朝蘇語敎育~， 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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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저12장 각 교과-저19절 외국어-저12 각 언 

어의 목표 및 내용 등-영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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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外國語 

기타 外國語에 대해서는， 英語의 目標 및 內容等에 準하여 行하기로 한다. 

y어X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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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Japan 

Fujiishi , Takayo 

In JéijEl, the number of students who want to study Ko뼈nas 

second langu맹e are inæ얹외ng rapidly in a recent t:irre.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κgεhing materials and a basic guideline for it. In fact, 

the teaching materials which are Pl'OIff to stu따lts and cunictùlUllS are 

V맑r αitical æcause they 따B c:li.m:tly relat어 in the 뼈sic teaching 

guideline for what and how to teach. 

In tlùs 였1뚱， the primæγ JJJl1X)se of tlùs pa야~ is to exar띠ne 따re 

teaching ma떠ials 뎌refully， and then, based on it, to 밍ve sorre basic 

suggestions for the develoαrent of Korean lar핑벼ge 어ucation in J뼈n 

They are as follows : 

1) to set a 벼SlC 맹뼈ine for Korean lar핑떠ge t:e;:경ching in Highschool 

2) to star피ardize Ko뼈n textOOüks for secondary students 

3) to retain a lot of qualified κæhing staffs 

4) to set a fine-grair뼈 network armng teaching staff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