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團A윷 짧象으로 한 韓團홉홈 散育의 홉홉間題

윤여탁*

우선 나 자신이 속한 학과의 위상을 이야기하면서， 본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내가 소속한 학과의 정식 명칭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이다.

이 명칭에는 국어 교육이 힘띨적 탐구보다는 기능적인 직업 교육의 성격
이 협}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 국어교육과는 이런 인식을
바꾸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

안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국어교육힘에 지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내가 속한 국어
교육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
성이 중대되면서， 이 분야의 학문적 탐구와 전문가 %댐이라는 숙제를 안

게 된 것이다 최근 국어교육과의 학부와 대학원에 한국어를 배우그찌 하
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틀이 매년 a)여 명씩 입투L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어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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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국어 교육과 더불어 와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혼과 실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l

이에 따라 자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을 교육하는 국어교육학과는 다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파 방법을 교육할 한국어교육학의 필요성
이 중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싼 몇 년 동안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전공

이나 학과를 개설할 준비 작업을 히여， axl2학년도 1 학기부터 ‘한국어 교
육 전공’ 석 ·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일부 대

학의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과는 달리，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을 연구 또는 교수학습

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어교육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효
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이미 5년 전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이라는 l년 과정의 공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금까

지 4기에 걸쳐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에도 밍여 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연구 조직인 ‘국어교육연구소’
에서는 매년 한국어 교육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9æ년

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때m년에는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한국어 교사론’이라는
문제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1) 현재 약 m개국 뼈여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갱우 ffi개 이상의 대후L이니 기관에서 한국어가 가르쳐지고 있다 이밖에 호

주와 미국의 경우에는 입시 제도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중
국에서는 혐재 잉여 학교에서 한늠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 5월 18일부
터 때일까l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70여 명의 재 중국 한국어 학과 대표자
들이 참석하여 학회플 개최한 바 있다.
박갑수한국어 교육과정 구안에 대한 논의 J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

울대 사범대학， :ml.’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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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렴 한국어 교육은 국내외적으로 날로 그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이 활뱀 이루
어지고 있다. 이폴 반영하여 연구 기관이나 대학， 관련 학회는 한국어 교
육 관계 학술회의훌 앞다투어 개휘하고 있다. 즉 한국어 교육의 양적인

팽창과 펼요성의 중대를 뒷받챔하기 위한 연구가 다OJ=한 방면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의는 이처럼 전개되고 있는 한국어 교
육의 대체적인 추세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파제활 제시하고자 한다.

H
한국어 교육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기되는 문
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한국어 교재의 문제이다. 한 마
디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적당한 교재가 없디는
하소연이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한국어 교재의 문

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동안 많은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한국의 교육 기관이나 대학， 일부 출
판사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경우 주로 영어권
언어 사용지를 염두에 둔 교재인 까닭에 각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옛날 식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최근에 개발된 한국
어 교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J
이 같은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국어 교

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객 수준， 목적에 맞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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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현실올 반영하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외국어 교육에서 모쾌의 특성(문법 음운 퉁)이나 간성 현상e)이 절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한물 간 방법론
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 대조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어 학습 방법

및 교재의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단계(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동)에 맞

추어 이에 적합한 디양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한국어를 배울 펼요성
(관광， 무역 업무， 학문 동)에 따라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재여야 한
다. 즉 초급 단계에서는 생활 혼F국어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가 높아질

수록 문법이나 문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하와이대학
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나 꽉경대학교(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지원)
에서 개 i햄고 있눈 교재는 국가별， 수준별을 고려한 한국어 교과서이며，

최근 일부 출판λl에서 개발하고 있는 ‘&밟1얹s Kor얹n’이나 한자 교육 관

련 교재는 한국어 학습 목적을 고려한 교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어 교재는 기존의 문형이나 문법 중심의 교재를 극복할 펼

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는 활동이나 상황 중심의 언어
활동아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문화나 문
법 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3)도 제기되었다. 물론 이 같은 교수학습
2) 전자{모국어의 특성)의 예로는 어순， 경어법의 유무， 조사나 어미의 유무， 모음이나
자음 등이며， 후재간섭 현상)의 예로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어휘
의 용례나 의미 치이 등을 틀 수 있다.

3)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N:뼈뼈 S뼈ards
Learnir핑)’에서 제기한 rí:(comn빼catiα1，

cultures, 따mæt:ions，

for FI뼈망1

때t뼈j었15， 때mnu

nities)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I화ilyette

R C. (edJ. NatiαtJlStaαur1s: A

o:m찌yst for Rr1anπ )lati떼al Te:았:J:xrl‘ α.，

1앉)3.

R뻐ips

]. K(ed),

FOl1α:gn ú1l핑U찌(Je

StanàJrds:

Iir뼈1핑

Researm,

η없ies， CØ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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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학습의 단계나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론이 적합하다는 주징L에 근
거하고 았다. 즉 의사 소롱을 목적으로 히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상황어나

활통 중심의 방법이 선호되고 있으며，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 한국어 문법이나 한국 문화 역시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
히 과거얘 많이 썼던 문형 중심의 한국어 교재보다는， 최근 문형을 언어

상황 맥락 속에서 구현히는 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거나， 문화 요소를
활용뼈 언어 활동을 유도하는 교재를 개발하는 경향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셋째로 언어 사용 능력의 본질을 반영하는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서 의사 소통 능력과 문화 능

력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올 인식할 펼요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능력을
함께 기강1 위한 한국어 교수흑않;은 초기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동안 의사 소홍 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생활 한국
어 (surviv:외 kor없1) 교육으로， 주로 설용적인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

황을 중심으로 내용올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한국학 관
련 학습이나 연구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는 의사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4)도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구안되어야 하며， 한국어 교육 수준 즉
위계첼) 문제를 고려하는 비율을 정해야 한다.

R없썼:，

Natiooal

11않따뼈 Co.， l때.

u. S.I쳐:m1:ræntof 많ucatiα1 뼈 뼈 Natioo외 Erx:b쩌뼈11: f<r 뻐nnanities， sta빼r1s
for Foreign Lat뀔앵p! pr.α:uring for tæ 21st Centwy, 외뼈1 Press, 1앉)).
4) 윤여탁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J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국어교
육연구소 am.

5) 김광해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1없7， 7-8면.
다옴의 그렴표는 물론 자국어 교육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에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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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의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
소통 능력 함〈양l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

다. 이런 정에서 의사 소통 능력 역시 생활 한국어 사용 능력만이 아니라
문화 능력까지도 포험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이 두 능력을 고려한 교재， 그리고 목적이나 수준， 국가별로 디양한

교재가 개발될 펼요가 었다

m
세계 각국에샤 창F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점

은 한국어 교사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교육 또는 한

----

취학전 단계 •

초동 단계 •

중퉁 단계 •

고퉁 단계

문화원리(요소j

사용 원리(요소)

6) U. S. D뼈trrent of 뻐.1catiα1 때 며e National F.nOO때nent for Hmnanities, 앞의 책，
37-33면

“The ûxπnuniætim G얘l 뼈udes 뼈-ee sta떠ards baSt영 00 the Frarrework of
M:æs 깐le first focuses m the In따pers때1MαÈ; the sæond
focuses 00 the Interpretive :Moæ; the 뻐rd focuses 00 the pt앉ìffl떠tim머 rVIOOe. It
뼈뼈 æen때la잉때 that, with the Corrmmic때αJ G:뻐
때Jtral to the 빼eVenJellt
of a1I 따Jer gæls, it 때JOOt be 찌em최 ini뼈atiα1. Thi s is clearly 피us1rattrl in the
S때때e Pt명ress Indiætors for each of the s때펴ards. While the focus is m 따 use
comrrru미a디ve

s

of langt퍼ge and the de뼈opment of COO1lllUIlÌætive COI따뼈lCe， will netrl 않p:rieoce
in the other go머 aT많s in αærto 따ve cootent wα감J COOllπmica빼.Knowl어ge of
theli명uistics sys뼈n， its gramrmr, 메g렐ng voc뼈때y， 며뼈101맹y， π쟁tmtic 때
discourse 뼈따-es ur없빙펴s the accuracy of oommunicatiα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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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 쿄육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외국어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이틀은 해당 외국에 학습 또는 연구률 목적으로 진출하여， 부가적
으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기 시직송}였다. 그리고 그 일부가 현재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거나 한 부분올 맡고 있다}) 단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고 있
으며， 그 일부는 고급 단계를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추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힘은 국
내외 양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어 교

육율 전공하는 학자와 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펼요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에서 찾을 수 었다. 즉 국내적으

로는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에 의해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기 시협}였다. 이제

부가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
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
그램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어나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냉하기 위하여
연구 기관이나 학교가 나선 것야다. 이틀은 한국어 교시를 위한 표준 교
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사 자격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를진행하고 있다-.8)

이런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전문성。1 라는 개념은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어

7)

이런 점은 해외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대부분이 언어학이나

해당 외국어를 배우려고 유학올 간 학생들이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8) 민현식 외“한국어 교사 자격 인중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척 연구”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mJ.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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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디는 점과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71진 사뺨l 어

야 한다는 점올 생각할 수 있다. 전자와 후지는 긴밀히 연판된 것으로， 학

습자의 모휩} 특성올 고려히여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헥습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연구한 사람이 한펙 교λ까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부

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램이 아니라 한국어를 천공한 전문가가 한
국어 교육을 담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국어 교사를 양성히는 각 기관의 교육 과

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판 인중 또는 고시 인종의 형태로 교사 자
격흉)을 부여할 훨요가 었다. 확히 한국어 교사 %얘 기관이나 대학원의

내실올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 교육 과정을 마련히여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기- 었다. 그 한 예로 :m2학년도 1 학기부터
개설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띄 한국어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과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부설의 ‘외국인윷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의 교육
과정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0)

9) 물론 교사 자격중이 모든 문제룰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중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교사 자격중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하여 대학원의 학위는 비교적 널리 인정되는 편이다. 고시
자격중보다는 기관 자격중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에 ‘한국어교육 전공’을 설립하였고， 일부에서는

협동 과정으로 ‘한국 문화 전공’ 파정을 섣치하고자 "Õ~는 움직임올 보여주고 있다
이울러 학부 과정에 ‘한국학’ 연합 전공(외국의 프로그램과 유사한)을 깨섣할 준비
를마친 상태이다.

10) 창고로 때E학년도 1학기부터 개섣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의 한국어교
육 전공의 교육 과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과목)

국어교수학습환연구

국어지식교육론연구

국어규범론연구

고전시가교육론연구

고전산문교육환연구

현대시교육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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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1. 기초 이론
1왜1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H Xl2 한국어의 특질과 역사

H Xl3 한국어 교육의 기초 이론

1재4 한국의 이해

1-00:; 해외 한인 사회와 문화

II.

한국어 지식
2재1 한국어 표힘와 정서법

2-<Xl2

한국어 발융 지도법

2내뼈 한국어 어휘 지도법

2--004

한국어 운법 지도법

m 언어문화

3제1 한국 문화의 이해

3-<Xl2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3-0::β 문학을 통한 한국어 지도법

3--004 한국어 매체 교육론

N. 언어 기능
4재1 한국어 교수학습론
현대산문교육론연구

4-<Xl2

한국어 말하기-듣기 지도법

*언어와문학

국어문화교육론연구

*언어교육연습

*문학교육연습

*국어교육과 관련혁푼연구

국어교육정책론연구

국어어휘교육론연구

교육문법론연구

구비문학교육론연구

교술문학교육론연구

문학비명교육론연구

문학교육사상론연구

문학사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 전콩 과목)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문학교육론연구

한국어음운교육론연구

한국어대조·오류분석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이해론연구

한국어표현론연구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연구

매체와한국어교육연구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평가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문형교육론연구

한국언어문화특수문제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론연구

한국현대문학교육론연구

한국어문체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의 특수문제 연구

한국어교육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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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한국어 읽기 지또법

4-{뼈 한국어 쓰기 지도법

4--<Xl':i

한국어 평가론

4-mì 한국어 원격 교육론

V 현장실습
5때I 해외 연수

5-002수업 참관

5--003 모의 수업
그런데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상의 교육 과정은 주

로 한국어나 한국에 관련된 것이지만， 결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와 더불어 학습자의 모국어나 모국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을 명

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나
모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성될 펼요도 있다. 특히 이 같은 분
야의 전문성은 초급 단계，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이 심하게 일어나는 단계
를 교육할 교사에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다음으로는 국외적 상횡을 블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국어 학습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다뺑}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각국의 한
국어 교육 기관에서도 지국인 형균어 교λ까 어느 정도 %탱되어， 이들에
의해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띠라 유학생들이

나 외국어 전공지들이 담당했던 정도의 한국어 교육보다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필요성이 중대된 것이다.
그 한 예로 이미 미국의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을 전공한 전문기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초급 단계의 한

국어 교육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자국인 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고급 단계 또는 한국 문흑L이나 문화를 가르철 수 있는 교사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하여， 최근 한국학솔진흥재단
은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초급 단계를
가르치는 교사 파견을 점차로 품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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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 추세는 앞으로 한국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문화

되면서， 점점 중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
국인 교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울 뿔만 아니라， 외국의 대혹L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외국인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

신들의 학습 경헝울 반영한 교수촉k습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교수학습 이론은 풀론 경험으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을 정립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웬어민(native sf않rer) 교사의 역할을 달리 정
립할 펼요가 제기되었다.

달리 떨맨，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세분화되면서， 그 역할
을 분담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즉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해당 국가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
어지고， 문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은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가르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인 또는 자국
인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의 한국어 교육 역시 해
당 국가 출신 교사가 담당활 수 있어야 하며， 이틀에 의해 교육 과정 및
교재가마련되어야한다

W
그 동안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받이들여서 적용히는 수준이었다. 초기에 제시된 방법은 문법-번역법， 직

접법(直接法)， A-L법(Audio-빼밍머 따nαrl1) 퉁이었으며， 최근에는 ‘새로
운 교수법 (non-α)!1ventio때1)’으로 전신 반웅법 (To떠llliy외C외 Restxm똥)， 침
묵법 (Si1없t Way) , 공동 사회 언어 학습법( Comrrrunity 냐맹uage 1않뼈19)，
암시법 (Sugges따빼a)， 자연법(핍然法，The N뻐I퍼 A따D싫1)， 의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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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Carrmmicative A따l:OCh) 둥이 제안되었다)1)

그러나 최근 한국어 교육 전공자를이 둥장하면서， 그 적용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방법론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2) 이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문화 교육 방법이다. 즉 한국의 문화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역 사정’이라는 전통적인 개념 수준에서 문화를
가르치던 단계를 넘어 문화 학습을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한국의 문화나 역사 둥율 소개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는 문화 요소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 13)을 도입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속담이나 문학 작품올 활용하는 한국어 교
육14) 이나 비언어 문화， 즉 제스처 (g'않ure) 나 언어 예절과 같은 의사 소통

맥락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수딱습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문학 작품

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문학 작품이 한국어 교육의 좋은 예
일 뿐만 아니라， 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언어 자료라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교수학습 방법의 탐구는 아직은 초

보적인 수준， 이론 정립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디양
한 양상과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매체 특히 대중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탐구뜰 틀 수 있다. 이 분。뻐1 대해서는 그 동안 다，OJ한 매체

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

11) 박겁수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J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앉Ð， 11-12연.

12)

김중섭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J ， 서올대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13) 국제한국어학회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저Il~ ， 제10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때n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이중언어학회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 정보구축을 위한
21셰기의 과제J ， 제1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3lXl.
14) 윤여탁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볍 J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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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국어 교육에서 매체 교육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면 디용과 같다. 즉

초창기 국어 교육에서 매체는 사청각 교육 치·원의 교구(數具)로 제안되

거나 방송이나 영상 매체를 비롯한 대중 매체가 전달핸 언어를 교육 내
용m값)으로 활용하논 방법에서， 최근에는 이 같은 대중 매체가 포후L하고
있는 다￡챔 메시지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
대되고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야 교육은 우선적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이 문자나 말로 표현
된 제재딴을 가르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롤 들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능
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나。}가서는 이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말하기， 글
쓰기와 같은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학습

자들에게 친근한 대중 매체의 하나언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히는 교수학
습 방법으로， 다른 외국어 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의 목표이자 활동이 말하기/튿기， 읽기/쓰기 또는

이핸와 표현으로 교직(交織)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효
과적인 말하기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 활동에서 글이나 책과 같은 전통적
인 인쇄 매체률 넘어 대중 가요나 노래 퉁의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 방법올 구안할 수 있다 15)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재의 다양화와 교

수학습 방법의 효울화를 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의사 소
통 능력의 상위 단계인 문화 교육의 목표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 이 방법은 현대 사회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노래는 글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도 효과척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올 참조할 것.
픽셀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J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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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신매체(애w 1>.뼈a)로 불리는 컴퓨터 또는 인
터넷올 활용하는 원격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6) 특히 정규 교
육 기관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가 중가하면

서， 웹 기반(WBI)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펼요성이 중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러 기관 대학 기업 개인이 한국어 원척 교육에 뛰어들

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의 기업과 손잡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
서 개발한 h않1 Tutor(ht따//www.kor얹ntutor.com0라는 유료(有料) 사
이트를플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 교육 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호주의 모나쉬대학교 동에서 이 같은 한국어 원
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료 사이트를 제외하고
는， 이 프로그램들은 사회 봉사 치원이나 학교룰 국내외에 알리는 선전

효파를 노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목적에 맞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는 서울대학교에
서 개발한 한국어 프로그램인 Ko뼈1 Tutor를 중심으로 그 목적과 펼요성
을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사 및 교육 기관 둥이 다양한 학습

지충에 비해 제한적임으로 인해 학습째1 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 웹 기반

수엽은 우선 효과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수자의 간접
적인 교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설생활 중심의 다

16)

조수친한국어 교육을 위한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 개발 연구J ， 서울대 대학원，

1!Æ
최성욱웹기반 한국어교육 프료츠그램의 구성 원리 연구J ， 서울대 대학원， 때:XJ.
17) 윤여닥웹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M얹n Tu1xr의 개발 연구J ， 서울대학교 국
어교육연구소 보고서， 없Xl， 3-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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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자료를 멀티미디어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보다 나온 언어 학습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연구나 현장에서의 경혐의 축적을 바탕으
로 제작된 교수학습 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올 초뭘해서 언제 어디서
든 한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기존 한국어 학습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갖는 다양한 학습자의 교
육적 욕구에 부용하기 어렵다는 단정이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습자

들은 관광， 진학， 취업 동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된다.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학습 목척과 연령， 사전 지식， 국적， 모국어，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 둥의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

에 맞추어 다%빨 목적과 학습지-를 대상으로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 핵습자들은 한국어 웹 기반 수업에서
학습 내용과 학습 시간， 학습 분량 그리고 피드백 (fædbock) 퉁을 필요와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었다.

셋째， 기존 한국어 수업은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으로 인해 흑협자의
다양한 활동파 연습을 유도하기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일관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의 환경은 학습자
가 원하는 만람의 반복과 연습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웹 기반 한국
어 수업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동기

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반복 연습을 통하여 실생훨에서의 적웅력
도 기를 수 있다. 또한 향후 음성 인식 시스템이 상용화될 단계에 이르면
한국인 원어민과의 대화 연습도 기능해져서， 기존 한국어 교수학습의 한

계도 극복할 수 있촬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의 환

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
하게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한국어 교육 방법의 탐구와 지향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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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띠라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국

어 교수획L습 방법의 이정올 살려면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주는 장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뱅얀을 다향f게 모색할 펼요가 있다.

V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이론 연구리는 문제에 대

한 단생斷想)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연구의 성과가 곧바로
교육의 현장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학문 연구는 이론적인 탐구가 중심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 같은 교과 교육학의 분야에서는 이론
연구가 곧바로 방법 연구로 이어지는 이론 학문이자 실천 학문이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연구는 항상 방법 연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짐

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연구가 항상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

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어 교육의 연구와 실제

교수학습의 현설이 시사하는 뼈기도 하다. 즉 그 동안 한국에서의 한
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학원의 일부 전공자틀이 외국어 교육 방법에
기초히여 진행해 왔으며， 교수학습은 직접법이라는 제한적인 방법론에
의존히여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단적인 예가 문법 중심， 문

형 중심의 교재와 이를 교수-학협}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한 반성이 한국어 교육 전공뜰 새1 에서 활발하
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2-3년 전부터 한국어 교육 관련학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 학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론
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아직은 전공자틀어 젊어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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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히는 교사는 물론 학습자의 미래가 매우 희망
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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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을 對象으로 한 韓國語 敎育의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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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겠*圍A짧象的韓園語軟學

尹파卓

韓國在國際地位t不斷提昇的趣勢下 國語敎育學系更被戰予新的使命與任

務. 首先除應專寫外國 A設計不同的韓國語敎學之外， 同時在此領域中， 追求新
的敎學方法以及培育專門敎育人材， 亦薦重要的課題. 寫T 學習韓國語， 最近在
國語敎育學系大學部或是昭究所當中， 每年有aJ名以上來自世界各國的留學生

入學. 因此， 餘了以本國語寫 tfj 發點的國語敎育之外， 以外國人薦敎學對象， 而
對韓國語敎育的理論與實際做近一步的探討， 確實有其昭究的必要.

因此， 與進行本國敎育理論及方法的之國語敎育學系不同的， 專以外國/\薦
敎育對象， 而進行韓國語敎育理論化及方法之重要性日益增加， 在各大學맑究

所也陸續開設主修韓國語敎育的學系. 於是

不同於只在部分大學따究所中開

設主修韓國語敎育的課程， ill同時開設韓國語敎育相關理論與方法的課程， 由

此可知， 未來韓國語敎育學在學術發展地位上郞將具備新的地位.

在此服絡下，

깐ES∞띠大學師範大學國語敎育學系下開設 「以外國人寫對象

進行之韓國語敎育」 的 一般課程， 到 目 前薦止， 經過四↑、學期， 一共有170餘名
同學修習此科 目. 現在也有밍餘名同學正在修習此科 目. 以外， 在昭究國語敎育

之「國語敎育없究所」機關며， 每年也定期暴辦與韓國語敎育相關之國際學術

會議 : 去年 1æ.:J 年驚辦了 「敎授外國人的韓國語敎育方法 J;m年 年題辦
以「韓國語敎學敎材的現況與發展方向」寫題之學術發展會義;今年則預定
將以 「韓國語敎師問題之짧討J 1풍主題짧行學術會議.
由此可見， 韓國語敎育在國內之重要性日益增加. 也因此， 在韓國韓國語敎

育與其相關之댐究與敎育課程 Æ逢執發展當中， 由 텀 前걷E各昭究機關 · 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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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關學會陸續增加훌훌辦與韓國語敎育相關之學術맑討會議可看出韓園語數홉

g 前的重要性. 換句話說， 짧增llll韓園語敎育在量上的發展以及提升韓國語敎
育的重要性， 需要更多樣化， 更多方面的進行相關짧究. 以上罵本論的짧究動

機. 透過目前韓國語敎育的初步紹介，藉以更有效解決在韓國語敎育上可能面
臨之種種問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