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증천부(륨天富) • 

1. 머리말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약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밍 

년대 냉전 체제 하 양국은 혈맹으로서의 두터운 우의를 바탕으로 정치， 군 

λh 교육， 문화 동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 

류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어 관련학과가 성립되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다"0 19j)년 국립정치대학 동방어문학과 소속의 한국어조(올해 한 

국어문학과로 독립)와 뒤이어 lffi3년 중국문화대학의 같은 과 한국어조 

(19;)4년 한국어문학과로 독립)가 성립되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 

육이 진행되었으며， 이 두 학교는 현재까지 대만 내 한국어 얀재 배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앉떼년대 더욱 가속화된 양국의 교 

류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어 인재의 필요성이 배가되자 국벙어문학교 

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군관을 대상으료 하는 2년간의 집중적인 한국 

어 교육과 민간 차원의 한국어 보급이 있어 왔다.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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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대에 들어서 양국은 비록 정식 외교 관계의 단절로 정치적인 교 

류는 도전을 받고 있으나， 문화， 교육， 경제， 무역 면에 있어서는 민간 차원 

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7}간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21세기 자본주의 전지구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인접국간의 상호 이해의 필요성온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 

다. 특히 올해 들어 남북한 정상회담과 그 후 계속된 일련의 정부 차원 협 

상을 통해 한민족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주적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가 

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치적으혹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대만 민중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요구는 다방면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는 상술한 두 개 대학에 한해서 행해지던 한국어 

교육이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의 채택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대 

학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고째의 개발과 그에 따 

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본문은 그 대상을 대학의 한국어문학패il서 사용히는 교재로 

제한하되 먼저 한국어 교재의 개발 연혁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실 

제 교수 · 학습의 교육 활동과 연계하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이끌어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 

다. 교재의 개발과 관련된 한국어 교수와 학습의 실제 예는 다른 한국어 

교수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생각에서 주로 펼자 개인의 교수 

경험과 사용 교재를 들어 설명하게 될 것이다. 

2. 기존의 효택어 교재 개발 상황 

1) 한국어 교재 개발 역사와 현황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1~년대 한국어 관련학과가 설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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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체계적인 교재보다는 주로 개별 교수자의 

수업 필요성에 따라 엮은 단편적인 자료나 강의 프린트를 이용하거나 한 

국의 초 • 중 • 고 혹은 대학의 국어교과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00년대 이전에 개발된 교재를 살펴보면 책으로 니온 초기의 교 

재는 주로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째 의해 개발되었거 

나 명도언어연구원에서 나온 초기의 한국어 교재 그리고 皇冠文H敎育基

金會에서 며낸 An Intensive Cow-se In Korean이 주로 쓰였다. 그중 현지 

의 한국인 교수자에 의해 개발된 교재를 예로 들변 1~뼈년 李꺼植 교수가 

펴낸 『훨뚫흠入門』은 첫 머리에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 혐兌을 두고 

다시 발음편과 해석편으로 나누어 엮었는데 발음면에는 모음과 자음의 분 

석， 발음 변화를 설명하고 예문을 열거하였고1 해석편에는 조λh 어미 변화， 

존경과 겸양법， 보조어간， 접두사 접미샤 관용어 등을 나누어 상세한 설 

명과 함께 한국 어문 서적에서 알맞은 예문을 따와 열거하였다. 발음과 문 

법에 치중하여 개발된 이 교재는 한국어 *鴻禮들을 위한 입문서로 당시 

교재 하나 없었던 열악한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나름대로 한국어를 소개 

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실제 학습의 효과면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초기의 외국어 교재가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발음 체계와 

문법 설명을 학습 내용의 중심 위치에 놓음으로써 한국어의 언어학적 단 

면 지식만을 주입하는 데 머물고 말았으며， 예문에서 제시된 단어나 구절 

이 문법 설명에만 맞추다 보니 한국어의 단계적 습득을 저해하였고 일상 

회화의 연습이나 듣기 능력 등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다음으로 1972년 중국문화대학에서 펴낸 「韓휩讀本'~ L下冊을 보면 상 

권은 대학 1， 2학년의 초급 한국어 교재로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 

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에서 기본적인 회화와 문법 문형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어 엮은 것이고， 하권은 대학 3， 4학년의 독본교재로 한국의 

중 • 고둥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산문， 소설， 시， 일기， 기행문， 논문， 

응용문 및 희극 등 각종 문체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엮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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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교재는 먼저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를 그대로 채용한 것으 

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자E닦}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지 않아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비교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회화보다는 문장 해독에 치중하고 있어 

서 한국어 교육의 주요 목표인 의사 전달 농력의 신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외 1979년 정치대학에서 펴낸 강신항의 『購뚫폼많』 역시 상술한 교재 

와 유사하게 발음과 문법에 치중뼈 초학자들에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의 특성플 안게 승}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문을 본쾌로 번 

역하여 학습자가 자국어의 문법적 특성과 연관시켜 한국어를 이해하게 엮 

었다. 그러나 이 교재 역시 기초 한국어의 전 과정에 사용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문법 위주의 교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밖에 명도원 출판의 한국어 교재와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은 중급 이상의 회화 과정에 쓰였으나， 이렇게 주로 현지에서 한국어를 교 

수하는 한국인에 의해 개발된 문법 위주의 교재 사용은 대략 %년대 후반 

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가 언어 기능(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배양에 있다면 당시는 문법 위주의 교재가 실습， 회화， 독본의 

전 과정에서 두루 쓰여 한국어 교육에 면~l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그 사이 비록 책으로 엮어지지는 않았으나 개별 교수들의 필요성 

에 따른 교재 개발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록 각 교과의 학습 진도에 맞추 

어 그때그때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학습 방법의 고려 부족으로 단계적인 한국어 학협1는 그리 큰 효과를 얻 

지 못하였다. 

즉 00년대부터 00년대까지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특성은 우선 교재 개 

발의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교재의 개발은 우선 

교육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따른 내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 

시의 교재는 한국어 학습의 여러 영역 예컨대 실습(발음과 듣기 연습)， 문 

법， 회화， 해독이 분리되지 않고 한두 교재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령 어휘 습득과 문형 연습， 문법 설명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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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째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들 각 방면의 학습 목표가 상호 비교 

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일된 상위 목표에 의해 통합되지 않을 경우 상호간 

에 모순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 진도에 지장 

을 초래한다. 문법 설명을 위해 앞 단원에서 배우지 못한 문형이나 어려운 

낱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허다한 경우가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한국의 각 

급 학교 국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히는 경우는 학습의 대상과 사고능력 

의 ~tol로 적극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õt기 어렵다.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본국 대학생이라도 한국의 초동학생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이럴 경우 교재 내용의 부적합이 한국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개발자가 한국인 교수자인 경 

우 현지 언어의 습관과 비교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교재 개발이 비교적 제한되므로 이상적인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쾌를 자유자재로 구사히는 대학생의 경우， 외국어의 학협1서 자국 언 

어와의 비교 속에서 외국어의 여러 특성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00년대 후반부터 ~년대를 거치면서 대만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원인은 한국 내 한국어 교육 

연구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교육기관들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들이 대량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어 학습 방법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 

다. 그동안 정치대학과 문화대학에서 쓰였던 한국 개발 교재를 예로 들면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세대 한국어학당，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각종 시리즈 교재 외 HOlLYM출판사의 FunctimJ1 Korean, Speaking 

Korean 1 . IT, 명도언어연구원의 My{ngdo's Korean 둥이다. 이들 교재 

의 특성은 한국어 학습의 각 영역을 모두 포팔함은 물론이고 종래 독본 

위주의 교재에서 벗어나 테이프、 CD, 인터넷 교재 등 다양한 주변 교재를 

활용하는 데 있대김중섭， 1~뺑 : 19). 한국 개발 교재의 대량 유입은 대만 

내 한국어 학협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회화 방면의 교재가 대부분 

이로 충당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들 교재는 우선 다양한 일상 용어를 

풍부하게 싣고 있으며， 각 단원의 내용 배경이 현실적이고 대부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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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부딪히는 일상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생활에 

서 지면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설정되어 았다. 또한 한 권에 그치 

지 않고 단계별로 편성되어 있어 같은 교재로 초팝11서 고법1 이르는 한 

국어를 일관적인 체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최 

근 10년간 거의 이들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재는 첫째， 그 내용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생활과 차이가 나며 둘째， 단어 

나 문형의 해석， 설명이 한국어이거나 영어， 일본어에 한정되어 있어” 학 

습자의 자발적인 학협l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교 

재는 그 대상이 외국인인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학습 대상이 설정되지 않 

아 현지의 대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교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회화 교재나 테이프로 된 듣기 위주의 주변 교재이외의 교재는 이러한 문 

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어휘나 문법 설명， 해석이 본국어로 나와 있지 

않아 자율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핵습자가 자신의 언어와 비교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없는 단점이 었다. 

이러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년대 후반부터 대만 내 한국어 교수자 

들에 의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문법 

『現代韓語基體句型鼎究~(W현대 한국어 기초문형연구~， 王俊 편저， 1983). 

r韓語語法~(W한국어 문법~， 楊A從 편저， 1986). 

『現代韓國語助詞~(W현대 한국어 조사~， 王俊 편저， 1989) 

『韓듭휩폼흡學~(W한국어 음운학~， 王俊 편저， 1993). 

『韓語句法~(W한국어 문형~， 王俊 편저， 1맛)5). 

『첼類學韓語 句型韓語 1-6~(W쉽게 배우는 한국어-문형 한국어 1-6~ ， 林

明德 면저， 1쨌). 

『韓國語語言學魔옮~(W한국어 언어학 개론~， 王俊 · 郭秋쫓 공저， 2000). 

1) 최근 들어 중국어 해석이 있는 교재가 몇 권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이곳에서 

교재로 선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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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해독 

『韓語讀本J(W한국어 독본'J ， 王俊 면저， 1댔). 

『韓語方塊.文選J(W한국어 칼럼 선독J ， 楊A從 편저， 1쨌). 

『廳홈謂本』上下(W한국어 독본』 상하， 楊A從 편저， 1991). 

『韓國語J(W한국어J ， 王俊 편저， 1993). 

『韓語觸譯與解讀J(W한국어 번역과 해독J ， 王俊 편저， 1994). 

『中級韓語讀本J(~중급 한국어 독본J ， 蔡連康 편저， 1997) 

W*후合韓國語J(~종합 한국어J ， 王俊 편저， 2αX}). 

사전류 

『韓語擬聲 · 擬態語J(한국어 의성 · 의태어J ， 張介宗 • 邊成圭 편저， 1992). 

회화 

『基鍵韓語會話J(W기초한국어회화J ， 王俊편저， 1992). 

『中級韓語會話J(중급한국어회화J ， 曾天富편저， 1994). 
『高級韓語會話J(W고급한국어회화J ， 王俊면저， 1~) 

실습 

『韓國語視聽敎材illJ(W한국어 시청교재 illJ , 曾天富편저， 1999). 

이들 교재는 우선 더 이상 한 권으로 한국어의 모든 영역을 학습케 하 

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목표와 학습 정도를 감안하여 개발된 것 

으로 그간 누적된 교수자의 경험과 학습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교수자는 자신이 직접 구상한 과목별 전체 학습 목표에 준하여 단원별 학 

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검 

토하면서 교재를 분석 평가히여 이 결과를 다음 번 교재 개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고 또 학습，~~는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와는 달리 본돼의 

풍부한 해설과 역문을 통해 본국의 언어 습관과 문법 차이를 상호 비교하 

는 가운데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우선 한국 

어 교육의 영역별 교육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재교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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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하거나， 교수상의 단기적 필요성에 따른 내용 구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이 극히 적은 분량으혹 되어 있거나 다른 영역과의 

유기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교재 내용 역시 생동감 있는 당대 한국어와 

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는 것이 많다. 회화 교재일 경우 단원 구성에서 본 

문과 어휘 해석에 그치고 있으며 상관 문형 연습이나 반복 연습을 위한 

유사한 상황의 설정 같은 항목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문법 교재도 풍 

부한 구문의 예시보다는 해설에 치중되어 있으며 독본 교재 역시 한국 문 

장의 나열에 그쳐 계통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교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생한 당대 한국어를 풍부하게 싣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한국어의 사용 실태를 제때에 파악뼈 

교재 개발에 운용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대 한국 

의 언어 실정과 너무 거리가 멸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이제 언제라도 인터 

넷을 통해 한국어로 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3로 이런 언어 현실의 간 

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식 출판된 교재에 한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정식 

출판은 아니나 개별 교수자들에 의해 인쇄， 녹음， 편집된 교과서 이외의 

주변 교재들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이는 우선 집계하기도 어렵거니와 대부 

분 학습 목표와 교수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교재로서의 완결 

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습효과의 측면에셔는 상술한 

교재보다 나은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동성과 생동감 넘치는 내용 구성으로 한층 더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정식 교재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국 교수자들에 

의해 개발된 교재의 혼용이 %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대만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실상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헤서 언급하 

겠지만 이런 상황은 적어도 제한된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일종의 절충인 셈이다. 왜냐하면 양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현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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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교재를 개발하거나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설명보다는 반복 연습이 중시되고 한국의 당대 

언어 실정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회화 실습 교재는 한국어1서 개발된 교재 

가 대부분 이용되고， 반면 문형과 문법 설명이 자세히 요구되는 교재는 대 

부분 현지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2) 한쾌 교재 λ}용의 실례 

현재 대만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두 대학의 사정이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실제 예로 하여 교재 사용 현황 

을 분야별， 학습정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단계 교재 개발 

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논의의 기초로 삼는다. 먼저 현재 한국어문학과의 

교과 과정을 학년별，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 初級韓國語 韓語會話(一)， 韓語實習(一)， 韓語語法(一)， 韓國文化

離굶， 韓國地理， 韓國現勢(한국실정) 

2학년 : 中級韓國語 韓語會話(二)， 韓語實習(二)， 韓語語法(二)， 韓文習作

(一)， 韓國史， 韓國文學漸論， 觀光韓語， 韓國經쓸(한국경제무역) 

3학년 . 高級韓國語， 韓語會話(三)， 廳폼實習(르)， 韓文習作(二)， 韓語語言

學廳옳， 韓國文化史， 商用韓語， 新聞韓語， 韓語(1짖離學， 韓語應用

文， 韓國近.1-t-.ι說選讀

4학년 . 實用韓國語， 韓語會話(四)， 韓語觀5戰펴習作， 韓語口譯 韓國文學

史， 韓國名著選讀， 韓國詩歌選讀， 韓國專題빠究21 

여기서 어학 관련 과정 중 <韓國語> 과목은 독해，<뚫휩>는 말해1， 

2) 이 과목 중 정치대학은 會話 實習과목이 1학년에 한해 두 반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교수자가 다른 교재로 가르치고 문화대학의 경우는 會話와 寶習과목 
이 l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학년별 동 

일 과목은 같은 교수가 가르치게 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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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習〉은 발음연습과 듣기，<語法>은 문법과 문형연습<習作>은 작문 

능력의 배양에 각각 중점이 두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을 기를 수 있게 교과 과정이 배정되어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과목이 같은 교수지에 의해 4년간 혹은 2년간 연속 

적으로 교수되는 것이 아니라 매 학년마다 다른 교수자가 가르치고 았고 

심지어 같은 학년이라도 두 반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교재의 사용에서 학년별， 학급별로 일관성을 유지 

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예를 과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룹챙 輔뀔짧 숍ði5 寶習 語法 習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앓|핵u염l(북경 한국어l(연세 한국어l(연셰 廳펌홈훌學 

대학 조선어敎 대 한국어학당， 대 한국어학당， (王像 1003)

1학년 
liff힐， 서울대 191))/ 1002)/ 

국어교육연구 한국어 읽기 Myδngdo ’ s 

소， :;m)) (연세대 한국 Kor얹n pæt 1 

어학당.aun (명도원. 1용) 

*宗合韓國릅해王 中級韓語會話 한국어 2( 연세 한국어문법 ￥명웠學협홉엽」句 

{췄 :;m))/ (曾天富， 정치 대 한국어학당， 1 . D(임홍빈 型韓語l(林明

한국어 2(서울 대학 東語幕홉 1003)/ 외， 연세대， f훌 l앉*3) 

2학년 대 어학연구소， 3), 1004)/ Myõngdo ’ S 1937)/ 
l앉*3) 한국어회화H Korean 뻐rtD 韓語語法(楊A

(고대민족문화 (영도원，1'쨌) 從편저， l~) 

연구소 1937) 

한국어 3(연세 한쾌회화 m. 韓國語視廳敎 가나다Korean 

3학년 
대 한국어학당， IV(고대민족문 材m( 曾天富， for αúnese 중 

1앉m 화연 구 소， 1앉꺼) 급l(시사교육 

1937) 사. :;m)) 

사랑과지혜그 가나다Korean 韓語빼譯與解 

4학년 
리고 창조(안 for αúnese 중 해{王f홍 1앉M) 

병욱.iE宇社， 급2(시사교육 

1978) 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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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과목끼리 대부분 시리즈로 나와 있는 교 

과서를 사용하면서도 학년마다 각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 

다. 물론 교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교재가 많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선 학습자의 정도에 따라 적절 

하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1 학습자에게 참신하고 보다 당대 현실과 가까 

운 한국어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새로운 교수 · 학습법 

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교수자 자신이 한국어 교수에 홍미를 갖고 재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그대로 학습자헤게 돌 

아간다. 

그러나 매 학년마다 심지어 같은 학년의 두 개 반에서 각기 다른 교재 

를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한국어 학얽1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 

면 한국어， 회화， 실습과목이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들 한국어 연구 기관의 교재들은 정도를 달리하여(대부분 초 • 중 • 고급 

한국어 능력을 구사하게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몇 권의 주 교재와 테 

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여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각 연구 기관의 

교재들이 비록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외국어 교육의 관건인 단계별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교수자가 이 중 임의로 한 권을 

선택하여 교재로 삼을 경우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가 갖는 연속성을 유지하 

기 어렵다. 이런 차이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수없이 발생하는데， 특히 회화 

교재일 경우 문법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 

우므로 고학년의 경우라도 왕왕 처음 나오는 문형에 부딪히거나 혹은 같은 

문형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학습 진도에 차질을 

빚게 되고 난이도의 분포가 점진적이지 않아 학협l 흥미를 잃게 된다. 

원기와 한국어 돼 능력 제고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韓國語>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발생승1는데， 우선 이 과목은 한국어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 한국어의 특성， 자모 발음， 어휘， 문형， 어 

법， 문장 등을 고루 포함하고 었다. 때문에 그만큼 교재 개발과 선정도 어 

려운데 현재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된 독본이나 회화 교재를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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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교과의 학습 목표에도 미달될 뿐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이 과목의 특성으로 보아 무엇보 

다도 본쾌로 된 풍부한 설명과 역문 등이 구비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한 

데 현황은 이와 상치되어 었다. 독본 교재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은 내용이 

단순하고 문법이나 어휘 구사에서 난이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대학 

생인 본국인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때문에 대부분 각 문체를 

포괄하는 한국의 명문장을 선별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체 

계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된 것은 아니다. 

<習作>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습작의 학습 목표는 한국어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의 양성이다. 즉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한국 

어로 어떻게 표현해 내는지에 대한 연습과 상당한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 

야 한다. 그런데 이에 부합되는 교재 개발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독본이나 문법 교재를 대신 샤용하고 있다. 

<옳젊뚫> 과목은 한국어 학습의 최종 단계로 문법， 독해， 작문 능력 둥이 

갖츄}져야 함은 물론 각종 구문 형태를 숙지히여야 가능하다. 때문에 그 

교재 개발의 중점은 현지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곳이나 양국 언어 차이로 

인한 특수한 샤용 예문에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교재가 제대로 개 

발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독본이나 문법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현재 대만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은 비록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 영역별 교과 과정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회화와 독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학습의 각 영역별 과목 선정은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이는 대체적으로 교수와 학습의 편의를 위해 고안 

된 것이다. 만약 이상적인 교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면 이러한 방식은 한 

국어 교육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앞서도 보았듯이 체계적 

인 교재의 미비로 인해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4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마친 학습자 중에 듣기， 읽기， 말하기는 정도 

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달성되는 데 비해 작문 능력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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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작문 연습을 단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교 

재나 보충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보아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교재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각 분야의 학습 목표 

를 정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만 대만의 한국어 교육이 보다 알찬 성과를 맺게 될 것이다. 

3.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상에서 현 단계 대만의 대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꽤를 검토 

해 본 결과 회화， 독해， 실습 분야는 한국에서 개발된 꽤를 주로 사용하 

고 었고1 문법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에서 개발된 

교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딩연히 전자의 경우 한 

국에서 개발된 교재가 정확한 발음 연습이나 듣기， 일상적인 회화의 운용 

등에서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교재의 선 

택과 운용이 계통성 없이 각 교수자의 펼요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고학 

년의 습작， 독해， 번역 교재로도 쓰이고 있음은 재고해 볼 만하다. 한국에 

서 개발된 교재는 우선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질을 고려해 언어권 

에 따라 교재가 다강11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필 지역의 사회 • 

문회적인 배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만의 한국어 교육이 단 

순하고 초보적인 언어 기능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한국학의 기 

반을 다지는 대학교육임을 상기할 때 현지 학습자가 자국의 입정에서 한 

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고 또 한국어를 통해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려면 한국에서 개발된 표준형의 교재보다는 자국의 언어습관， 사회， 문 

화제반을 한국과 상호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는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만의 교재 개발 현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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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고째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본문을 통해 재차 강조된 것으후 모든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자국의 언어와 대비하는 가운데 다른 언어를 습득하게 된디는 점에 칙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한국어 학습의 대상이 대학생이므 

로 이미 자쾌의 소양이 충분한 이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습득핸 과 

정에서 끝없이 자국의 언어 습관과 비교하게 된다. 초기 단계의 발음 체계， 

단어 체계， 문법 체계의 비교에서부터 표현 방식， 문화 전통의 차이에 이 

르까지 각 학습 단계에 따라 부단히 두 언어의 유사점과 써점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때문에 바람직한 한 

국어 교재는 이러한 학습 지역의 언어 특성， 문화 전통올 염두에 두고 개 

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자가 비단 한국어의 특성뿐 아니라 자 

국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히는데 우선 자급썩의 학습교재 

내용과 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문형이나 발음 

체계에서 상세한 비교와 더불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역문을 게재하 

되 실제 학습 현장에서 자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교 

샤용 지침서 같은 보조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조언어학 

이 외국어 교웹l서 중요함은 바로 학습자의 자국 언어와 특정 언어의 비 

교를 통해 한결 학습을 수월하게 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습 지역의 언어를 고려한 각종 교재 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2) 학습 목표의 설정과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우선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었다는 

점에서 위계성， 연속성을 가진 교재의 개발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앞에서 

도 보았듯이 현재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그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재의 개발은 매우 미진한 편이다31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교육의 종합적인 계획 아래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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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교파별 혁습 목표의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학습 목표 

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콜 들어 초기 단계의 한국어 학혐l서는 입문 과 

정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학습 목표를 정한 뒤 이에 준해 꽤의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데， 가령 기본적인 한국어 어휘 교혐1 대한 체계와 

단계를 정하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역별 학습 목표 아래 각 파목의 세부적인 목표 즉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도 정해져야 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 제시에서부터 학습 경험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세부사항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이에 준하는 

교재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종전까지 교수자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교재 선택파 개발에서 벗어나 교수법 둥 이론적 요소를 중시해야 할 시점 

에 다다랐응을 말해준다. 교재는 교수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둥한시하고서는 질 높은 고째를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꽤의 개발에 

앞서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한 교 

재에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이론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 언어 교육의 기 

초가마련왼다. 

3) 다양한 영역별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의 한국어과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그 목표 

가 한국학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이리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한국어 언어 기능의 습득에 대부분의 교과를 할애하고 있다. 그 

런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회화， 문법， 습작， 번역， 독해 둥 각기 다른 영역의 

교꽤서 쓰이는 교재 역시 다양하지 못하고 문법올 제외한 교과들은 중 

3) 앞에서 본 현지 개발 교재는 그 교재명으로만 본다면 각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 

로 고루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가령 회 

화 교재는 상황설정과 그에 알맞은 회화 연습이 아니라 문형을 설명하는 방식을 

위주로 대화가 엮어져 있고， 독본이나 번역 교재는 한국의 문장을 장르별로 나열 
한 것이 많고 문법 교재도 충분한 설명과 유사한 용볍의 비교 퉁 예문 제시가 

매우미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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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고째를 쓰거나 회화 고째로 충딩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전적으 

로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발음과 

튿기 연습에 치중하는 실습의 경우 저학년의 교재는 한국에서 개발된 청 

각 교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중급 이상은 대부분 비디오를 통해 드라마를 

직접 보여주거나 방송국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는 반복해 

서 듣거나 따라하기를 실행할 수 없어 학생들은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 

고 느끼기 일쑤다. 때문에 3， 4학년을 위한 실습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41 

습작이나 번역 과목의 경우는 고째가 매우 척어 대부분 한국의 신문보도 

나 사셜， 수펄이나 단편 소셜 중 임의로 선택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일상 회화와 단편적인 문법 지식에만 익숙해 었 

던 학습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실제 학습 현장에서 이런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는 현 

상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의 문장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정도에 알맞은 간단한 문장부터 점차 난이 

도를 높여가되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초 · 중 · 고동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바 

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언어 교왜l서 진보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 

나 언어 학습 단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난점이 있기는 하대Stem 

(심영택 역)， 1935: 421). 또한 언어 샤용이 하나의 총체적 활동이니만큼 

한국어 학습의 각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 

의 개발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과과정에서 주요 

영역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의 체계와 단계는 설정되어야 하고 이는 어휘， 문형의 사용 통계에서 드러 

니듯이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 영역의 독자 

적인 교재의 개발은 여전히 중요하며 학습 지역의 특생에 맞추어 개발이 

4) 실습 과목의 경우 정치대학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문화대학은 4학년까지 필 
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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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영역별 고째 개발에서 난이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영역별로 과목이 세분되어 있는 대학의 한국어 교왜서 매우 중 

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만에서 개발된 

꽤이거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한국 개발의 회화 꽤들에서 보편 

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앞 몇 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문법적 

요소가 대량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형 셜명 후 열거한 예문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개념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용법의 조사 혹 

은 연결어미의 비교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같은 단원에 몇 개 

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 교수자는 부담감을 학습자는 거부감을 갖기 쉽다. 

가령 대부분의 회화교재는 첫 단원에서 ‘안녕하쇠니까?’ ‘안녕하세요’ ‘만나 

서 반갑습니다.’ ‘처음 법겠습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그 분이 제 선생 

님입니다.’ 퉁의 인사말이 나온다. 이 경우 종결어미 ‘-1::1/습니까? ‘~세 

요?’와 존칭법，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ol(어， 여)서’와 ‘~ 

(으)니까， 보조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 

는데， 외국 학생들이 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구분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문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설명을 하더라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연결어미인 ‘-(애서’나 ‘~고’의 관계도 회화 교재에서는 동시 

에 나온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집에 갈까요?’와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요?’라는 문형에서 ‘~고’와 ‘-(아)서’는 B맥어 쓸 수 없는데 일반 교재 

에서는 따로 나누어서만 설명되어 있고 이 두 용법을 비교， 설명한 경우 

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학 1학년일 경우 회화와 문법， 두 과 

목을 동일한 시기에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문법적인 설명을 요하 

는 문형이 회화 과목에서 처음부터 나오면 교수:At는 이를 문법적으로 자 

세히 설명해야만 되고 자연히 학습 진도는 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를 문법서에서 배우게 되는 시기는 회화 시간보다 늦어지므로 중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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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게 되고 그만큼 성과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과목별 학습 목표가 미리 정해 

지고 이를 총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의 종합 기획이 필요 

하다. 그래야만 난이도를 고려한 과목별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희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교휩l서 반복 

적인 연습과 상황의 중복으로 정확한 발읍이나 기본 문형， 표현법의 익숙 

을 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이 방법이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이 대상인 한국어 교육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점진적 

인 학습법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어 학습의 영역에 따른 각 과 

목별 교재 개발에 있어 난이도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5)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만에서 개발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는 중핵적 자료인 교과서 외 

다른 보조 자료가 전무한 실정。1다. 때문에 대만 현지 학습째게 적합한 

교재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기초 단계에서는 테이프 등 보조 자료로 정확 

한 발음과 듣기 연습을 하기에 유리한 한국 개발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자라고 해도 다양한 자율 학습 교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원의 내용과 상관되는 각종 보충 자료의 준비， 평가 자륙 교사 

용 지침서 등의 개발은 현 단계 중핵적 자료조차 부족한 마댐l서 이른 

감이 썼1만， 여전히 장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6) 푼화적 내용， 문학적 소양이 고려된 교채가 펠요하다. 

외국어의 학습은 단순히 언어 습득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습자는 외국 문자를 통해 자연적으로 그 문자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 국 

가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각국에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언어 기능의 습득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외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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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히여 지국 문화를 발전시키고 내까 외국에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목적 역시 한국어 

구사 능력의 배양과 더불어 지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지식， 

한국 문햄l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재 

개발이 요청된다. 내용의 구성에서 한국 사회의 습관이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설정한다거나 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자 

료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학의 경우 한국의 실정이나 

역샤 문학사와 같은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어 본국어를 통해 접촉하기 

도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런 소재를 잘 활용하면 언어 습득과 동시 

에 한국 문햄l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어학과 

전공 학생이 그 대상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 

는 데까지 나-o}:가야 한다. 이는 각국 자드함} 교육의 목표이기도 한데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시 이를 포햄1는 것이 바립착하며 이럴 때만이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 최대한 근접하는 최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7) 교수자간의 긴밀한 유대와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교과 과정과 샤용 교재가 말해 주듯이 현재 대만의 한국 

어 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푸렷한 목표 아래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 교과간의 연계성과 위계성이 갖해지지 않고 개별 교수자의 경험에 

따라 단독으로 진행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짜의 유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공동개발이 필요 

하다. 사실상 교재 편찬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개인적인 

치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었으며， 단일 과목의 경우 개발자의 소양 

에 따라 면면성을 멸 기능성이 많다. 교육 기관 혹은 단위별 차원에서 담 

당자의 공동 참여와 개발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향 

후 실제 교해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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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담고 있는 정치대학의 경우 과별 교과서 개발 지원이 대학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꽤를 

개발하는 쪽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를 다수인이 참여하여 정확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정도와 영 

역에 따라 필요한 jjVß를 공동으로 개발해l 된다면 최소한 학년별로 지 

속되는 동일 과목만이라도 계통 있는 한국어 교육。1 01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8) 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교육 단위별 지원과 공동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지만， 현 

재 대만의 경우는 두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고， 한 

국어 교육。1 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1다. 때문에 한국어 교 

재의 개발은 시장 확보와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이 없 

는 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예로 현재 나와 있는 현지 교수자에 의 

해 개발된 교재가 모두 敎育部 觀멈室이나 國立編羅 또는 대학의 경비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 

상하기 어려운 일로 교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대학 외 

일반인의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단기간 대만 자체 내 한국어 수요J} 

제고될 기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데，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의 해외 한국학 발전을 위한 경 

비 지원에 있어 교재 개발이나 편찬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교육원 혹은 문화관광부가 각국에 주재하는 문화처를 통해 

해외 한국어 교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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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육은 특정 국가의 국력이 배경 인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또한 이웃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세 

기를 눈앞에 두고 한국어의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교수법에 있어서는 초창기 번 

역법과 문법 위주에서 구두 연습과 문형을 강조한 A-L법(Audio-다명떠1)， 

그리고 현재 새로운 교수법이 시도되고 있고、 다양한 교재의 선택과 개발 

로 학습 효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에 비추어 볼 때， 현지의 특성을 살리고 대상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재의 

개발은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사정과 꽤 개발의 방향은 언급한 대로이지만， 이제 전자 혁명 

의 혜택을 일반언 모두가 누리는 시대임을 인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이라 생각된다. 가령 컴퓨터의 가상 현실과 상횡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학습 끄L재의 개발 둥이 적극 검토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또 대중 매체의 발달과 젊은 층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감안한 한국어 

프로그램。1 개발될 수도 있으며， 이는 필자의 다년간 경험에 의해 상딩히 

현실성이 있는 빙안으로 여겨진다. 가령 회화나 설습 과목에서 한국의 젊 

은이들이 등장하는 방송극이나 영화를 통해 교수할 경우 학생들은 같은 

세대로서의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한국어의 모방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극적 요소들로 인해 오랫동안 주요한 문형을 기억하게 되고 또 생생한 현 

장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현지의 방송 

극을 번역의 교재로 이용할 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경우 

학습 정도에 따른 자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회화의 문 

법적 복잡성 때문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적절한 교재의 절대 부족을 실김하는 현 단계에서 중급 이상의 학습 



216 국어교육연구 제7집 

지헤게 매우 유리한 교재의 역활을 담당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 

한 전략은 학습 대상에 따른 학습 동기 및 목적에 비교적 접근하여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침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인 장치를 교재 구성 

에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교재의 개발은 언어 학습의 다른 고리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총 

체적 교육 활동의 일부분이다. 한국어 꽤의 개발 역시 한국어 교육의 목 

표에 따라 내용을 설계하고 그 학습의 극대화를 위해 교수 • 학습 활동을 

고려하여 유기적 통일체로 구조회해야 한다. 본문에서 논의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일단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꽤 뱀이 

이러한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히여 상술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면 보다 충실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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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in 난l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1s in Taiwan 

Tseng Tienfu 

In Taiwan, the Koræn 1뻐g펴ge 어ucation as for먼gn 1ar핑떠ge 뼈s 

been conduc뼈 alrmst fiσ half a cen따. AlthαJgh T:머wan has broken 

off di때oma디c r떼ations with Ko없 since 1앉X)’s， financi머， cultural, 

뼈lcatiOnal exc뼈nges have 1:x꿨1 continu어 Now때ays Taiwanese take 

a growing interest in Koræn 뼈 Ko없n 1따핑떠ge. 

At this IX>int of t:irre, firstly 1 studi어 the given situation 'Of 

deVI밍φíng Korean 1와땅떠ge ma뼈ials. Secondly 1 100ked back 'On 

difficulties that we had in desi빼ngth얹1， and presen뼈 reforrn 

ræasures. 

Firs꾀y， 1 없mir빼 the hist따r 뼈 pre폈1t state of Kor얹n 1뼈uage 

materials and e엄sting Kor얹n 1ar땅떠ge ma따ials. The Kon정n 1며핑uage 

materi외s which are used in Taiwan are not 따Iπ'Opriate for KFL in 

T러wan. Bocause the Ko뼈n1ar핑uage 뼈lcation as foreign 1anguage in 

Taiwan is mainly for a univers띠 어ucation in which ffi)st Stul따ltS 

study Kor얹n 1anguage not for basic sκa:h fur뼈'Ons but for acaclemic 

puI1X)se. 

so sæon예y 1 made troub1es in deVI리o미ng Korear1 1와핑뻐ge materials 

at university cl않r and proIX>앉최 anal따TIative p1an. They are as 

fol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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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should develop the Korean lar핑뻐ge rm따ials \Wrich are 

S띠없ble for the national pec띠iarities without d머ay. 

2) It is necessary to deVI하opræthαiol명y and to 똥t 1φ the object of 

study. 

3)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a뼈ials variously by fi，려ds. 

4) In deVI머oping the rm뼈als by 뼈ds， the dc:용ree of difficulty of 

m잉r rrust be considered 

5) Ma뼈als for stuφ should be develOI빼 vanαlsly. 

6) KoI얹n culture 뼈버d be incl따녔 in the cαltents of Km없n 

l뻐밍떠ge rm따ials. 

7) Teachers should corre into c10se 떠ation each other. Also it is 

necessarγ for thern to αJq:ffate for deVI밍따ng th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