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윤여탁 •• 

세계 속에서 한국의 정치 ·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한국을 바랙l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날로 제고(提高)되고 었다. 그래서 한국과의 정 

치적 관계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 한국을 바랙l 알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요 

성에 힘입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학 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른 나라셰 터를 잡고 사는 재외 동포 

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한국인 2-3세대가 한 

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재외 동포 2세대나 

3세대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들 

의 머리와 마음에서는 지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한국은 점점 잊혀져가고 

* 이 논문은 2ffi)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히여 이루 
어졌음.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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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은 번 이웃 나라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한국학이나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은 국내외적 요구와 필요성에 발맞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돼여 개 국가의 떼여 개의 대학이나 국가 기 

관에서 한국학이나 한국어 연구와 교육。1 01루어지고 있으며， 정규 과정이 

아닌 한국어 교육 기관(예를 플면 미국이나 일본의 ‘한글학교’)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었다Il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상 

황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실 

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실제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자， 교육 담당자 

들의 노력이 만날 때， 그 성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투자에 힘입어 연구지들이나 교 

육 담당자들은 증7}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은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어 

개인적인 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개별 기관의 공치사로 간주되고 있 

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현황을 반성적으로 조망히여야 하며， 총체적으로 힘 

을 모아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히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미래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새롭게 마련히여야 한다. 

이 글은 이런 차원에서 한국어 교웹l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 

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빙k판을을 같이 찾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1) 박갑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J，선청어문cl 26, 서울대 국 

어교육과. 1998, 133~ 134면. 

2) 1~년과 ~(뼈)년에 국어교육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한국어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 문제와 같은 특화된 주제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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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엽은 필자가 한국어 교육올 담당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들을 만나면 

서， 그밝 제기했던 문제 의식을 공유히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라는 

점을 영벼둔다. 따라서 이 과제 역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한다. 

H 

언어 교육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다르기 

때문에 자싹} 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되고 있다{물론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점은 자쾌 교육이 성장 단계에 맞츄1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헤 

비하여， 외국어 교육은 필요나 강요에 의히여 후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강조허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언어 교육은 

궁극적으로 의사 소통 능력의 함양과 문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 

다는 점을 상기(想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어 교육은 의사 소통 능력의 힘-OJ=-을 그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음헤 비해， 자국어 교육은 문화 능력 함양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점은 최근의 언어 교육 이론을 살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1 외국어 교육이나 자쾌 교왜1서 문화 능 

력 함양1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의사 소통 능력 

은 주로 국어 교육에서 뽑}는 사용 원리 또는 언어의 도구성。1라는 문제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화 능력 함양은 문화 원리와 관련 있다. 

실제로 자돼 교육， 즉 국어교육에서 국어 활동을 지배õl는 원리는 사 

용 원리와 문화 원리라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었다~I 이 두 왼리는 국어 교 

고있다 

3) 이용주 외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과제 J，사대논총~ 46, 서울대 사범대학， 

1993, 10-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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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셰서는 나름의 단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1 대략 초보적인 학습 

단계에서는 사용 원리가 중시되고 고둥의 학습 단계로 올라갈수록 문화 원 

리가 중시된다. 그리고 이 두 원리를 엄격하게 위계해떠웹t. hierarchy t 
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를 학습 단계와 관련히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취학전 단계 • 초등단계 • 중둥단계 • 고둥단계 

문화 원리(요소) 

사용 원리(요소) 

아울러 국어 교해서 의사 소통 능력과 문화 능력을 포함하는 국어 능 

력은 교수 • 학습이라는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함양되기도 하지만， 일상 

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쾌 

언어 능력 습득에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국어 능력은 언 

어 생활을 하는 중에 체득(體흉)되는 측면이 많으며， 언어를 교수 • 학습하 

는 경우에도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국어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문화 능 

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어 교육은 그 해당 언어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해하고 표현하는 사용 원리 즉 의사 소통 능력이 우선적이다. 따라서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즉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들이 우리말과 글을 바 

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협}는 것을 기본적 

인 목표로 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한국어 교육 논의에서는 초급 

4) 위계화의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대행영국 

의 문학교육 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J，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 

어교육연구소 1997, 44-45면. 
5) 김광해국어지식교육론.J ， 서울대출판부， 1997，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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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의 함행1라는 일차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의 외국어 교육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서 문화 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장괴는 이 같은 현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외국어 교웹l서 문화 능력의 함양이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외국어 교육헤서 

문화 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를 반영하여 언어 교육에서 의사 

소통 능력을 문화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즉 외국어 교왜서는 상대적으로 사용 원리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문 

화 원리도 강조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할 때， 한국이나 

한국 문뼈 대한 친밀감을 조성한 후에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 한국인의 

독특한 제잭나 대중 문화， 문학 작품을 활용뼈 언어 활동을 구안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은 일찍이부터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과 같 

은 영역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영어 교왜서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수 •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 교휩1서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요소를 포함해 교 

육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채택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문화가 지역 사정 

이나 배경 지식으로 간주되어， 학습하려는 외국에 대한 이해 차원이나 지 

식 차원에서 부가적(附꺼a的)으로 제공되었대과거의 한국어 교과서에서 문 

화 요소가 소위 ‘쉽터’와 같은 난에서 언급되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 

다). 그러나 이제 문화 요소는 이 같은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보다 적극적 

인 역할을 외국어 교웹1서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 요소를 한국 

어 교육에 포함하는 방법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요소를 교육하는 방법이나 이론 

은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화를 통한 외국어 

능력의 함양이라는 측면이다. 이는 외국어 능력을 함양할 때， 학습할 외국 

의 문화， 즉 문학 작품， 음악， 다매체 등을 언어 교육에 활용하여， 의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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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실용쩍인 언어 자료나 설명적인 텍 

스트를 중심으로 교수 · 학습을 하던 외국어 교육을 극복하는 방법론 차원 

에서 비교적 널리 실천되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할 외국의 문빽 대한 교육얘는 측면이다. 이 경우 외 

국의 문화 자체를 학습 내용으로 삼는다. 즉 외국의 문화 요소를 학습함으 

로써， 보다 폭넓은 차원의 의사 소통 능력을 같이 뺨양뼈야 한다는 사실 

이다. 이 방법은 그 동안 지역 사정으로서의 문화 교육과는 구별된다. 즉 

외국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목표가 아니라， 문회적 맥락에 부합하 

는 언어 소통 능력이야말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라는사실이다61 

이 때 전자는 주로 문화가 의사 소통 능력의 함양과 관계가 깊다면， 후 

자는 학습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문화 능력과 관계가 김다. 아울 

러 완전한 의사 소통 능력이란 후지를 포함하는 단계에서의 의사 소통 능 

력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같은 언어 능력은 고급 단계의 언어 구사 능력 

을 펼요로 하는 경우， 즉 여행이나 단기 방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직업을 

구하여 생활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외국학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 

로요청되는사항이다. 

그리고 초보적인 의사 소통 능력(surviv.머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 

해서는 이후에 제대로 치유{治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단계의 언어 

능력을 함협}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의 언어 교휩1서부터 체계적으로 교 

수 • 학습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즉 언어 교육에서 

의사 소통 능력을 중시하여 일상의 대화만을 강조하면 고급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언어 생활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부터 문법이나 

언어 관습， 문회를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제안이 그 예이다. 

실제로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여러 국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6) 권종분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 
계 J，외국어교육연구』 창간후 서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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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어 교육학과 한국어 교육학은 이 같은 차이에 기초를 두어 그 

연구 방법과 교육 방법을 찾이야 한다. 다만 아직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두 영역을 상이한 전공 영역으로 분 

리해 설정하기보다는 국어 교육학이라는 커다란 학문 영역으로 포괄하 

고， 그 하위 영역으로 자늠뷰}로서의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영역을 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학의 중요한 연구와 교육 영역으 

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전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여 실천 빙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즉 실용적인 치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어학 연구소 

나 어학당과 같은 기관과 한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론을 찾는 전문적인 연 

구 기관이나 대학원이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의 실천적인 부분은 교육 기관이 담당하고 이론적인 연구 부 

분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맡고 이 두 부분은 서로 정보와 실적을 교환하 

거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분리하여 담당하다개 궁극적 

으로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문적인 전공 영역을 개척하여， 국어 교육학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이미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한국어 교육과 

나 한국어 교육 전공이 분리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자팎} 교육과 부분적으로 써점과 공통점이 있는 한국어 교육의 위 

상도 바랙l 정립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방향 설정의 당위성은 이론과 

실용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도 부합되며， 

한국어 교육학 역사 이 같은 양면성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싸실에서 

도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m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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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 

국인은 자신들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통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 

용자들이다. 즉 체득적인 측면7)이 강한 자신들의 모국어와 학습적인 측면 

이 강한 한국어를 같이 구사하는 이중(또는 다중) 언어 사용자록 일반적 

으로 이들의 사고 표현 과정은 모쾌에 기초뼈 구상하교 이를 한국어 

로 변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조기(早聊에 한국어를 학습한 경우와 상당히 성장한 후에 한국어 

를 학습한 경우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언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는가의 여부에서도 재1가 발생한다. 즉 1910년대 일본에 유학했던 

근대 지식인들의 경우， 일찍부터 일본어를 학습하여 일본어를 주로 구사하 

였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어로 사고하여 표현을 구AJ하고 야를 한국어로 

변용하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대부분은 상당히 성장한 후에 한 

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학습은 근본 

적으로 자신들의 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한국어 교 

육을 경험한 학습자나 교사들의 고백에서 쉽게 확인되는 사항으로1 한국어 

학습의 장애 요인은 주로 외국어인 한국어와 찌들의 모쾌 씨에 존 

재하는 써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문법， 

음운 등에서 주로 확인되며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의 중요 

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법적으로 어순이 다른 언어권(영어， 중국어)에서는 어순 

~tol에서 오는 부적절한 표현이 중요한 장애이며， 음운적으로 자음이나 모 

음이 없어서 발음을 할 수 없는 언어권(일본어)에서는 발음이 중요한 장애 

이다. 이밖에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각 나리에서 사 

용하는 한째의 의미나 용례(用例)도 장애로 등장한다. 또 한자 문화권의 

한국어 학습지들은 한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글을 읽기는 쉽지만， 말하 

7) 김대행 외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J, 200-201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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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쓰기， 듣기 둥의 언어 활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연구나 학협l서는 이 같은 양 언어의 이원異同) 

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조 언어학의 방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이 방법 역시 순수 대조 언어학의 연구 영역을 준수하기보다는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히여 한국어 학습자의 장애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학습 

의 내용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대비슷한 맥락에서 현 

재 문어문 중심으로 교수 • 학습01 01루어지지만 실제의 언어 생활은 구어 

문 중심이라는 현상에서 생기는 괴리도 깊이 탐구되어야 한다. 이 점은 한 

국어 학습에서 드러나는 특정이자 어려움 중의 하나후 이에 대한 방법론 

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준 

문법을 정립할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즉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수 • 학 

습히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을 규범적으로 제시동뼈， 우선 자￥}와 

한국어의 이동{異同)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교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학습의 언어적 장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한국어 표준 문법은 자쾌로서의 국어 문법과는 난이도나 중요 항목 설 

정에서도 써를 두어야 한대한 예로 corr뼈1sonS은 이 문제에 대한 기 

본원칙의 하나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을 담당õ}는 사람들이 하는 하소연 중에서 -^l주 들 

을 수 있는 것이 꽤에 관한 내용이다. 한 마디로 적절한 교재가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 동안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경시하고 원 

론적인 논의 수준을 맹돌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적절한 교 

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교사들은 나름대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교재의 문제나 교 

사의 문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휩1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내용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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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제기되는 것이 한국 

어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 과정의 확정하는 직엽이다. 그라고 이 교육 과 

정을 만드는 데 고려할 사항으로1 먼저 위계화의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즉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된 목표인 초급 한국어 교육 과정과 

한국학 연구나 한국 문회를 향유할 수 있는 단계를 목표로 하는 고급 한 

국어 교육 과정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점은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문이나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내 

용을 구성할 수 있지만， 상위 단계에서는 이 같은 교육 내용이 별로 중요 

하지 않다는 말이다. 오히려 surviv떠 Kon않1 수준의 생활문이나 상황 대 

화 중심의 언어 자호i가 아니라 문학 작품이나 학술적인 담론과 같은 다양 

한 언어 자료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안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교재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먼저 한국어 교재의 다양화 다변화의 문제이다. 이 점은 한국 

어 교재를 개발할 때， 위계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초급， 중급， 하급이라는 

단계를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각 언어 

권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 특히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때 다양한 매체 언어를 고려뼈야 한 

다. 이미 현대 사회는 문자 매체만으로 소통되지 않는 형편이다. 다양한 

대중 매체가 전 지구촌을 장악하고 았으며， 그 동안 문자 매체가 차지했던 

자리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는 이런 지향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이 같은 추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히여 한국어 교재는 대중 문화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어 교왜서 노래나 영화， 드라마 뉴즈카 널리 활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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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 

면서， 인터넷이나 웹을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도 중요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배 그리고 이 분야는 이미 연구 차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으리 

라고생각된다. 

또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나 교재 개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샤항은， 보 

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서도 각 언어권의 사정에 따라 변용이 가능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체계화를 추구하되， 획일화를 

지앵止揚)히여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 작엽은 국가의 여러 정책적인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 단위의 전문 기관이 설 

립되어 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여러 국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에 참여하여 이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 

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었다. 

w 

자국어 교육， 즉 국어 교화l]서 국어 활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사용 원리 

와 문화 원리라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원리는 위계 

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초보적인 학습 단계에서는 사용 원 

리가 중시되고， 고등의 학습 단계로 올라갈수록 문화 원리가 중샤된다. 특 

히 자5섹를 교수 • 학습하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국어 활동을 

통하여 체득되는 문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히여 외국어 교육은 그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하고 표현 

하는 사용 원리가 우선적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즉 한국 

8) 이런 추세에 호응하여 국어교육연구소는 Triz(주)와 공동으로 한국어 교육 사 

이트인 KOREAN TUTOR를 X뼈년 10월 9일에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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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은 학습자들이 우리말과 글을 바강11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ι양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싼싸 한다. 그렇다고 해 

서 한국어 교왜l서 문화 원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상대 

적으로 사용 원리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원리도 강 

조되는추세이다9)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할 때， 한국이나 한국 문햄l 대한 친밀감을 

조성한 후에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 한국인의 독특한 제스처나 대중 문화，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구안할 수도 었다. 그리고 이 같은 방 

식은 일찍부터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는 활발히 연구되 

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수 • 학협l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그 동안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점검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문 

화 원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중심으로1 그 이론적 배경과 

실천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의 연구와 교육 영역의 

위상을 정립히는 방법을 모색하그l자 한다. 예를 들어， 어학 연구소나 어학 

당과 같은 기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실용적인 치원에서의 교육 영역과 한 

국어 교육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는 연구 영역 

의 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방법이나 목표의 차원에서 많은 차이 

점이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학과 한국어 교육학은 이 같은 차이점에 기초를 

두고 그 연구 방법과 교육 방법을 찾이야 한다. 다만 현재 필자의 입장에서 

는 두 영역이 상이한 전공 영역으혹 설정되기보다는 국어 교육학이라는 커 

다란 학문 영역을 설정하교 그 하위 영역으로 자쾌로서의 국어 교육과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영역을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9) 어도선영미문학과 영어교육J，중등 영어과 부전공 자격 연수~， 서울시 교원 

연수원， 1앉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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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 

(NationaD Standards for Foreign Lang뼈ge Lear띠ng 

1. 의사 소통(commu띠ca디on) : 까le Communication Go려 includes three 

standards based on the Framework of Communicative Modes πle first 

focu않s on the Interpersonal Mode; the second focuses on the Interpretive 

Mode; the third focuses on the Presentational Mode. lt shouId be 

emphasized that, with the Communication G얘 is central to the 

achievement of all other goals, it cannot be viewed in isola디on. 까1Ìs is 

d않rly illustrated in the Sample Progress lnd.icators for each of the 

stan없rds. While the focus is on the use of lang뻐ge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ill net퍼 expe끼ence in the 

other goal areas in order to have content worth communicating. 

Knowledge of the \inguistics system, its grammar, emerging vocabuIary, 

phonology, pragmatic 때d d.iscour뚱 features undergirds the accuracy of 

commurucation. 

1.1 학습자는 대화에 참여하며，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 

고， 의견을 교환한다 

1.2 학습자는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한 구어와 문어를 이해하고 번역 

(interpret)한다. 

1.3 학습자는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한 정보， 개념과 생각을 청자나 독자에 

게 표현한다. 

2. 문화(cultures) : The CuItures Goal includes two s떠ndards. The first 

emphasizes the practices, the second the products associated with cuItural 

perspecuves. 

2.l 학습^t는 문화 연구(c띠tures stud.ies)의 관습(practices)과 전망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demonstrate)한다 

2.2 학습자는 문화 연구의 산물과 전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 

한다. 

3. 연관(connections) : 까le Connections Goal includes two standa펴S. 

The first focu뚱s on 떠rget language support for content from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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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s. The second focuses on information now available to the 

leamer through the target language. 

3.1 학습자는 외국어를 통해 다른 학문 분야들(disciplines)에 대한 자신들 

의 지식을 보강하고 증대시킨다. 

3.2 학습자는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통해서 얻올 수 있는 유효한 정보를 

체득하고 변별되는 견해를 인식한다. 

4 비교(com따1sons) : The Comparisons Goal incJudes two standards; 

the first standard focuses on the nature of language, the second on the 

concept of culture. 

4.1 학습자는 자기 모국어와 학습한 외국어를 비교히여 언어의 본질에 대 

한 이해를 설명한다. 

4.2 학습자는 자기 모국의 문화와 학습한 문화를 비교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다. 

5. 공동체(communities) : 까1e Communities Goal incJudes two standards. 

The first standard emphasizes applied learning, while the second focuses 

on personal enrichment. 

5.1 학습7-}는 학교 안팎에서 학습한 외국어를 상용한다 

5.2 학습자는 학습한 외국어를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여， 그 학습 언어의 평생 학생이 된 증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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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tion of the Culture in 

Korean Education 잃 a Foreign 나nguage 

Yoon, Yeo-t와‘ 

In view of n뼈ve lar땅U떻e 어ucation， it is 따en 멍℃잉ved that there 

와-e two majcπ rea1m; to the li맹띠stic acti찌ty of a native 1때떠ge， 

which ar-e usage 밍xl cultural a와:xrls. π1ese two a야xrts of a language 

떠n roug삐ybeca맹αized in such a way that the usage a와xrt is 

us띠lly the focus in the h:정inning stage of 1얹rning the language, while 

the cultural a와:xrt is 얹뼈펴SI생 at later stages of 1얹rning. Particularly 

when one’s native lar1gU쟁e IS αmcerr빼， a much greater err때1aSis is 

given to the culture a퍼lial때 ‘Nith the lar땅uage thar1 야le æt:ual 뼈ge 

of the lar땅ru:핑e elerrents. 

In contrast, in forei.gn 1밍핑뻐ge 어ucatioπ priαity is pla:빼 onthe 

æt:ual use of the la맹때ge， where a 따ticular effort is 0姐1 rmde on 

the 따t of the learner or the 어ucator to keep within the nonna1 u앉핑e 

00tn빼ries of the foreign lar핑U짧e 때lCetl뼈 as is S]:X)ken by the 

natives of the lar핑뻐ge. Th얹efore， in Kor많n 어ucatiα1 as a fc뼈gn 

lartguage, a 벼sic focus should be pla쩌 m 와때미ng effective 

g햄-essÏons and ocrurate ul냥ntar띠ing.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the cultura1 a야xrt should be r쩔lec때 왜1 tc횡밟ler， but rather that 

the 뼈ge a와:æt à:혔ves a priority attention In recent days, 

never섬떼ess， the attention on the cultura1 a야xrt of fo떠gnl없g뻐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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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버sition 뻐s also 다:rn gaining JX)pularity. 

For instance, in the 어ucation of Ko없n as a fo떠gn tongue, many 

may try tD familiarize the learners with the Korean culture as a 

마한:matory step to learning the lar핑U쟁e itself. Sorr빼JreS unique 

gestures or elerrents of the JX)rclar mass culture or li따ary works may 

æ utilized as effective rrmill1lS of teaching. Such rreth여s have long 

æen actiVI머y pursu어 in the 어ucation of English as a foreign lar핑뻐ge 

and also adopted in the 어uc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t뻐ge. 

In this rlεgards， this text aims to review the problems in the various 

forms of Korean 어ucation conducted so f;따 based on the above-rrention어 

aspects. Particularly concentrating on the search of ways to utilize the 

cultural principle in Korean 어ucation to forei맨ers， this text will touch 

uJX)n the theoretica1 bac뼈round and ways of implerrentation thereof. 

In a여ition， this vaIH w피 attempt to 1∞k where we are in tenns of 

Kor얹n 어ucation and the research thereof. In other wo며s， problems in 

Kor않n 1와땅뻐ge 어ucation will æ ana1ysed in two lev，머s， which 와g 

through the review of rrethα1s used 1) on the practica1 lev，머 m 

lar핑뻐ge 어ucation 않nters or n앙;earch centers in Korl얹n umVI밍"Sities 

and the 2) the theoretica1 re:없"Ch foundations established by 

researc따"S of Korean 어ucation res얹nchers. 

There is in fact a large gap ætween native lar핑떠ge 어ucation 뻐d 

Korean 어ucation tD foreigners. In this respect, the n얹얹rch rrethod and 

뼈C비ng rrethod of native lar핍뻐ge 어ucation 없d Kor얹n 어ucation 

should æ based on the awareness of this differenæ. In this thesis, the 

two rea1ms will not æ categorized intD two diffl없nt ca앵ories but 

rather, plaæ the 얹ucation of native 1하핑뻐ge and Koli않n as a foreign 

lar핑떠ge as subcategories of the broader picture of the study of native 

l와핑뻐ge 어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