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성인 대상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김영료야*

1. 서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 교육계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가운
데 하나가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문화 교육이란， 한국어를 배
우는 학습지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학습자가 한국
에 대하여 좀더 많은 정보1)를 가지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히는것이다.

*이

논문은 때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때때T3

AMal33). 한국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II)) 이 논문 발표의 토론을 맡아주
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화여대 이해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
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한국 문화의 영역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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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2)는 1~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 교육의 내용-3)이나 방

법에 대한 연구4) 도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시각
과 청각을 자극하여 한국 전통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화상과
음성 정보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문

화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도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계에서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
고 있는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연구를 설행하고자 한
다. 곧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가운데， 성인
대상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살펴보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

어 교육 자료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를정리하고자한다.

한국어 교육 자료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는 무엇을 기준으

로 시기를 구분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시기 구분에 대하
여 논의한 것으로는 백봉재때1)， 조항록(:m3)， 이지영(때4)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조사하여，
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민현식 (191ì)， 조창훤191ì)， 김
정숙(lffi7)， 조항록(1됐)， 윤여탁(때X))， 성기철(때1) 등에서 이루어졌다.
3) 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로는 민현식(l91ì)， 조항람:ID))， 라혜민 • 우인혜(3Xl1l，
조항록 • 강승혜(3Xl1l， 박영순(3X)2)， 배현숙(3X)2)， 이석주(3X)2)， 조현용(었X3)， 정호선

(3Xl3) 등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이나 문법 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
의에서 항목 선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

한 논의에서도 문화 항목 선정이 중요하게 디루어진다，
4) 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한 논의로는 한상미(lffi:))， 이해영(:ID))， 조항록(3:뼈1)， 여경선
(때1)， 이소영(3Xl1l， 장경은(3Xl1)， 나정선(때.Y2l， 조항람3X)2)， 이진숙(3Xl3)， 조현용

(3Xl3), 박선희(때4)， 오세인(때4)， 윤상철(때4) 등이 있다. 이틀 연구를 통하여 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바람직한 문화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219

교재들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기 위한 시기별 구분을 한 이지영(;m4)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지영(;m4: ffiHm)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 설립 시기， 교재 출판 연
도를 기준으로 교재 유형 및 특성，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근대계몽기부터 1쨌년까지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생기기 전까지의 시기이다.2기는 1때년부터 lffi5년까지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재 개발이 이루

어진 시기이다.3기는 1쨌년부터 lW7년까지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으
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증가하고， 교재

개발과 과제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4기는 1~년
부터 현재까지로， 기능 통합형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학습자
를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각 시기별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국어 교육 자료의 비중은 달리 나타난다. 곧 시기에 따라 한국 문화를 포
함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의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특

히，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교재 편찬에 영향을 주게 된 4기에는 한국 문
화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 자효로가 다ÖJ하게 개발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

으로 삼는 한국어 교육 자료의 수는 각 시기별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1기부터 4기까지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검토하여， 이 가운데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문화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는 첫 번째 기준은， 한국어 교육 자료

에서 한국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제시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역과 구분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한국 문화를 다루는 ‘부록형’ 한국어를 가르치는 본문
내용에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본문형’ 단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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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고 내용으로 제시하는 ‘참고형’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문화 항목이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주제가 되는 ‘주제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 시기별로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어떤 제시 유형을 사용하
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문화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는 두 번째 기준은， 한국어 교육 자료
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곧 한국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인데， 이는 크게 전
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와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5) 이 논문에서는 각 시기별 한국어 교육 자료

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로 구분히여 문화 항목으로
정리하고， 시기별 특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n.

1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의 한국 문화

여기에서는 근대계몽기부터 1됐년까지 발행된 1기 한국어 교육 자료
가운데~日韓 韓日 言語集~(1911이~語法 會話 轉륨홈大;成~(19Æ)， ~S]X뼈1

m않1

1, II JJ W345, 1947) 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윤여틱1없)2: 193) 에서는 최근의 문화 연구나 문화 교육 논의는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전승되는 전통으로서의 문화’와 ‘현실 사회에 존재하면서 유통되는 현실로서의 문화’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고급 문화

중심에서 대중 문화에 대한 연구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던 문화 연구(cultural study)
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대상 역시 문화의 전통
성과 현실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 교육
은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학습되는 문화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

는 현실 문화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전통 문화
와 현실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221

곧 이들 자료에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방법과 제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제시 방법
1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데는 두 7찌 유형이

나타난다. 곧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역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부록에서 한
국 문화를 기술하는 ‘부록형’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본문 내용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발화나 문장을 제시하는 ‘본문형’이 있다.
1기 자료 가운데IT' 日韓 韓 日 言語集』은 동경의 일한교우회출판소 ( 日

韓交友會出版所)에서 발행한 교육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상권 ‘한어입문
(韓語入門)’， 중권 ‘일어입문 ( 日 語入門)’， 하권 ‘문법 (文法)’， 그리고 부록
‘한국사정일반 (韓國事情一般)’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부터 하권까지는

한국어 교육이나 일본어 교육과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은 부록에서 독립적으로 디루고 있는데， 정치， 경
제， 사회， 의식주 등의 주제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시 방법을 ‘부록형’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역과 구분
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한국 문화를 다룬 것이다.
『語法 會話 朝蘇語大成」에서도 ‘부록형’의 제시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

다. 이 책은 조선언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선어 교

육 자료로서， 전체적으로 ‘어법 (語法)’과 ‘회화 (會話)’， 그리고 부록 ‘조선
의 풍습 (朝蘇 η風習)’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
술은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데 조선의 풍습을 열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
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인

정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화를 통하여 조선의 인정과 풍
습， 그리고 미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곧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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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본문형’의 제시 방
법도사용한것이다.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데 있어 ‘본문형’을 주로 사용한 1기 한국어 교육

자료로는 D" SIXJken Kon뻐1 1 , II~ 를 들 수 있다 1 ， 11 권 모두 햄배 5부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는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

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R 권 4부나 5부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
나 한국 문화에 대히여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문징이나 발화를 기본 문장
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irst of all, IHlple take off their snα~ before en뼈ng a house. But it

dæsn’t rmm that you

sho띠d 때ηT

them into the room just because

you were told to take off your shæs. There’s a place to leave your
shoes in front of

eVI때T

room

(1)은 R 권의 ~단원 ‘관습’에서 제시한 문장으로서， 방 앞에 신발을 벗
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한국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문화 요소를 포함시키는 ‘본문형’ 제시 방법은 학습

자가 한국어로 된 말이나 글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곧 한국어 교육에 한국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서， 이후에 개발된 많은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2. 제시 내용
1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와 교육 자

료가 만들어진 시대의 현실 문화에 대한 정보를 함께 다루고 있다:6)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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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반적으로는 그 시대의 한국 사회나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현실 문화의 측면에서 디루어지고 있다.

먼저Ii' 日 韓 韓 日 言語集』에서는 부록 ‘한국사정일반’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257}.지로 니누어 다루고 있다.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같다07)

(2)

한국의 위치/ 면적 및 인구/ 기후 및 산물/ 인종/ 황실 및 정처V 재정

및 교통/ 교육 및 종교/ 산업 및 무역/ 인민의 계급/ 보상부상/ 일반
한인의 소성/ 장유의 구벨 남녀의 구벨 장제/ 의복/ 음식물/ 주개

무녀/ 의새 관기와 기생/ 숙셀 음식점/ 한국인의 명명/ 투석의 유희
/속요

(2) 에 제시한 자료 가운데 전통 문화에 대한 기술은 ‘장유의 구별’이나

‘투석의 유희’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난다 ‘장유의 구별’에서는 ‘예전에는
남자가 14-15세가 되면 관례를 갖추었는데 머리를 틀어 올려 관을 쓰는
것으로 이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이로써 법적인 혼례가 가능하
나， 대개 관혼은 동시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여， [통과의례]8)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투석의 유희’에서는 ‘음력 정월에 하는 투석은
하나의 전투 수단이었던 것이 지금은 유희적인 놀이가 되었다.’라고 하여
[민속놀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한국

의 현실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치’와 ‘면적’은 [지리]라
6) 1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
란(때1))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7) 이 논문에서는 일본어로 된 교육 자료 『日韓 韓日 즘語集』과 『語法 會話 朝蘇語大

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영어로 된 교육
자료를 비롯하여 다른 언어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8) 이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 문화 항목
으로 추출한 것을 ‘[ 1’로 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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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으로 함께 묶을 수 있으며 ‘황실’과 ‘정체’는 [정치]라는 항목에 포

함시킬 수 있다. ‘보상랩J 에 대한 설명을 비롯뼈 ‘무녀’， ‘의샤， ‘관기와
기생’에 대한 설명은 [직업]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이며， ‘한
인의 소성’이나 ‘장유의 구별’， ‘남녀의 구별’에 대한 설명은 [사고방식]，
[예절]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이다. 특히 ‘남녀의 구별’에 대
한 설명에서는 가정에서 부인들의 역할에 대뼈 설명을 함으로써， [가정]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장유의 구별’에서 다루고 있는 관례나 혼
례， 그리고 ‘장제’는 [통과의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의복’을 비롯한 ‘음

식물’， ‘주가， ‘숙실’， ‘음식점’은 [의식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인의 명
명’에 대한 설명은 한국인의 이름 짓기에 [사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기술
한 것이며， 속요는 [예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Ii' 日韓 韓

日 言語集』에서는 [지리]， [인구J， [기후-]， [산물J， [인종]， [정치]， [경제]， [교
통]， [교육J ， [종교J ， [산엽 J ， [무역 J， [계급J， [직업 J， [사고방식]， [예절J ， [가정 J ，
[통과의 례]， [의식주J， [사상J， [민속놀이]， [예술]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에 포함된 가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에 포함된 서당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계급J ， [사고방식]， [통과의례]， [민속놀이]， [예술] 등에 포함
된 많은 정보가 후대에는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다.

『語法 會話 朝蘇語大成』에서는 부록 ‘조선의 풍습’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107r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사회계급 엄격한 네 계급/ 일가의 의미: 선조 숭배， 동족의 단켈 가
정: 부모의 권력， 자식의 효양/ 남녀의 구별: 여자의 가정생활， 장옷의

외출 모습/ 언어와 응대: 자타 및 남녀 간의 언어 차별， 연장자 존중/
방문과 접객: 장유의 순서가 있는 접객 방식/ 복장 색의 취향은 단순
색， 갓과 신， 부속품/ 음식: 부식품으로서의 김치， 조미료로서의 고추/
주거: 남녀 구별이 있는 구조와 방의 배치/ 연중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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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제시한 자료에서도， 전통 문화에 대한 기술은 현실 문회를 다루

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현실 문화를 다루면서 전통 문화에 대히여 기술을
하고 있는 주제는 ‘남녀의 구별’ ‘복장 ‘연중행샤이다. ‘남녀의 구별’에서

는 ‘이전에 중류 이상의 부인들이 친척이나 지인을 방문할 때는 가마를
타고 다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옷을 머리에 쓰고 눈만 보이게 하
여 왕래를 하였다.’라고 하여 철저하게 남녀를 구별하던 예전의 [사고방
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복캉에서는 ‘조선의 재래복은 상의와 하의

로 성립된다. 상의는 겹옷이나 솜옷을 저고리로 하고 하의로는 바지가
있으며，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라고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복식에 대
하여 설명함으로써， [의식주] 문화의 하나인 의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연중행샤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주제
는 모두 한국의 현실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가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친족]과 [사고방식]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이
며， ‘가정’이나 ‘남녀의 구별’에 대한 설명은 [가정J， [사고방식 J ， [예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이다. ‘언어와 웅대’에 대한 설명은 [언어]와 [예절]

에 대한 정보이며， ‘방문과 접객’에 대한 설명도 [예절]에 대한 정보이다.
‘복장이나 ‘음식’， 그리고 ‘주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語法 會話 朝蘇語大成』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은

[계급J， [친족J， [가정J， [사고방식J， [예절J， [언어J， [의식주]， [세시풍속1 [민
속놀이]로 정리할 수 있다.
~SIX>ken Kon없1

1,

II~ 에서는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데 있어 ‘본문형’

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본문 내용을 포함한

단원을 정리하고， 각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문화 항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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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산업/ 농업/ 정치/ 역사적 장쇠 관습

(껴에서 제시한 단원 가운데， ‘역사적 장소’에서는 ‘경주의 첨성대와 불

국λk 논산의 은진미륙을 비롯한 돌부처상， 평양 근처 낙랑에 있는 벽화，
전라도의 춘향이 이야기 통영의 이순신 징L군 사당과 거북선’을 다루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 문화에 초점을 맞
춘 것이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원에서는 현실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면서， 관련된 전통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결혼’에서는 [가정]， [사
고방식]， [예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옛날에는 ó}이들이 일곱 살만

되면 함께 앉지도 못하게 했다는 말이 었다.’와 같은 예전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산업’과 ‘농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산업]， [산
물]에 대한 정보인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농업 국가였다’와 같은 기술은
전통 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치’에서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와 같은 예전의 [정

치] 상햄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습’에서는 [관습]10) ， [언어]， [의식주]
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요즘은 가족 전체가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예전에는 따로따로 상을 받았다. 원래 식사 중에 말
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관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와 같은 식생활에 대

한 설명이나 ‘한국 사람들은 %빡과 다른 하얀 색 옷을 많이 입는데 이
때문에 한국인을 ‘백의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관습이 빠
르게 사라지고 있다.’와 같은 의생활에 대한 설명은 전통 문화에 대한 정

9)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원을 정리할 때는 지면 관계상 단원의

숫^r는 생략하고 단원의 명칭만을 표기한다.
10) 이 논문에서는 [관습]이 아닌 다른 문화 항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정보만을 모아
서 [관습]의 문화 항목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방
앞에 신발을 벗어 놓고 들어가는 문화나 남녀가 길거리에서 업을 맞추거나 팔짱을
끼고 걷지 않는 문화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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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SIXlken Korean 1 , II .!l에서는 [가정]， [사고
방식]， [예절]， [통과의례]， [산업]， [산물J， [정치]， [문화유산J， [관습J， [언어]，
[의식주]의 문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기 한국어 교육 자료 『 日韓 韓 日 言語集』， 『語法 會話 朝蘇語大成.!l，

"SIXlken Korean 1, II .!l에서 디루고 있는 문화 항목을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 기 효댁어 교육 자료 문화 제시 내용

유형

문화항목

전통

[문화유산J，[민속놀이l，[사고방식l，[산업l，[세시풍속'l，[의식주]，[정치l，[통과

문화

의례]

현실
문화

[가정l，[경제l，[계급J，[관습'l，[교육'l，[교통]，[기후l，[무역l，[민속놀이l，[사고
방식l，[산물]，[산업l，[세시풍속]，[언어l，[예술]，[예절l，[의식주]，[언구]， [인

종]，[정치]， [종교]，[지리l，[직업]， [친족]，[통과의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는 한국의 전
통 문화보다 현실 문화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전통 문화에만 초
점이 맞추어진 문화 항목으로는 [문화유산]이 있다. 현실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도 포힘L하고 있는 문화 항목으로는

[민속놀이]， [사고방식]， [산업]， [세시풍속J， [의식주J， [정치]， [통과의례]가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문화 항목은 모두 현실 문화를 설명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1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현실 문화 가운데는 시
대가 바뀌면서 전통 문화에 속하게 되는 정보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계급]이나 [사고방식]과 같은 항목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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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 2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의 한국 문화
여기에서는 1쨌년부터 1쨌년까지의 교재 가운데， 돼lIn뼈1성ve Course
in Kor얹n

1, II .!l Wm, 1ffi5),

IlKor;없1

Folklore

R얹따.!l (1없)，

IIMyãngdo's

Ko뼈n 1, 2.!l (1쨌)， 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독본.!l (1970) ， 11 재외국민을 위한
새국어회화'.!l (1971l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히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시 방법

2기 교육 자료는 모두 ‘본문형’ 제시 방법을 사용하여 문화 정보를 제공

한다. 곧 한국어를 가르치는 본문 내용에 한국 문화를 포함하는 발화나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본문을 통하여 한국 문회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An

Intensive α따se in Korean 1, II .!l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초기

교육 자료이다'. 1권에서는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어휘를 주로 다루었으며 H 권에서는 한국어를 통하여 한국인 및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II 권에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며 I권의 회화와 R 권의 본문에서 한국 문

화에 대한 대화나 글을 다루고 있다.
IlKorl없1

Folklore

R없따』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출판한 것으로 한

국의 옛날이야기를 모은 읽기 교육 자료이다. 이 교육 자료에 실린 이야
기 중 몇 가지는 저자가 1945년부터 1946년까지 한국에 있을 때 직접 녹
음한 것이다. 모두 19개의 옛날이야기가 살려 있는데， 옛날이야기를 통하
여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IIMyãngdo' s Kon없11，

2.!l는 명도원에서 발행한 교육 자료로서， 한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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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각 과마다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기본
회화에 실려 있다. 곧 주제에 따라서 등징엔물들 λ}이의 대화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관련된 이 0찌가 나온다. 또한 기본 회회를 설명하는 가

운데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독본』도 IlKoI'뼈1

Folklore ReaderJl와 같은 읽기

교육 자료로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글을 본문으로 제시하였다.
전체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기본문형을 중심으로 한 쉽

고 짧은 문장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일기나 편지 등의 실용문과 한국
의 풍속이나 옛날이야기를 실었으며， 제3부에서는 한국의 문화나 역사와

관련지을 수 있는 문학작품을 주로 실었다. 한국의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제2부와 제3부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제3부는 모두
한국문화와관련된다.

r 재외국민을 위한 새국어회화』는 재외국민 모국유학생을 위하어 만틀
어진 말하기 교육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제1부 일상회화， 제2부 국어생활，

제3부 명소를 찾아서， 제4부 세시풍속， 제5부 말하기와 듣기 연습으로 이
루어져 있다. 학습자의 모국인 한국의 문화적 유산과 한민족의 정서를 이

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출판하였으므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

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부와 제4부는 모든 단원이 한국의 문
화적 유산과 풍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제5부에서 말하기와 듣기 연
습을 위히여 제시한 자료도 고유한 한국 문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작품

들이다. 전체적으로 본문에 제시한 대화나 글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자연
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1 다른 교육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부와 제4부에서
는 문화 범주를 설정하여 다Od=한 전통 문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화 항
목을 중요하게 다루든 ‘주제형’과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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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 내용
여기에서는 2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문화 항목과 관련지

어 설명하고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
IîAn

In따lsive Cour똥 in Kon얹n ~ II~ 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

는 본문 내용을 포함한 단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

IîAn

Intensive Course in Ko없n I~

계젤 꽃가게에서/ 식당에서/ 한국 가정 방문하기/ 농장에 대해서

/
L ,

남대문 주멘 교회에서/ 한국의 관습

IîAn

In따1허ve

Course in

Ko뼈n II~

명젤 결혼/ 신문/ 성격/ 다방/ 소식/ 방문/ 가정/ 펀지/ 소풍과 여
행/ 예술과오락/종교

(5) 에 제시한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의 현실 문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남대문 주변’， ‘명절’， ‘결혼’， ‘소식’，
‘예술과 오략， ‘종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전

통 문화로는 [문화유산J， [역새， [세시풍속]， [민속놀이J， [사고방식J， [언어J，
[종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통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원은 [문
화유산]과 [역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남대문 주변’과 속담에 대한 설
명으로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단원

에서는 현실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절’에서는 [계절]과 [기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꽃 가게에서’는 꽃이나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 이는 [산물]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다. ‘식당에서’， ‘한국 가정 방문하
기’， ‘농장에 대해서’， ‘다방， ‘방문’에서는 [의식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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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농장에 대해서’는 [달력]과 [교육]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교회에서’

와 ‘종교’에서는 [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관습’에는 [통과
의례]와 [예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절]에 대한 정보는 ‘방
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명절’에는 그 시대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
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혼’과 ‘성격’에는 [사고방식]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신문’에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한국의 [가정]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펀지’에서
는 펀지를 쓸 때 갖추어야 승}논 [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

풍과 여행’에서는 한국의 [지리]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예술과 오략에서는 [예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교’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함께 그 시대 한국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마1 Intensive co따se in Korean 1,

rr dJ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은 [계절J， [기후J， [산물J， [의식주J， [달력J， [교육J， [문화유산J， [역사-J，
[종교]， [통과의 례J， [예절J， [세시풍속J， [민속놀이 J， [사고방식J， [대중매체J，
[언어 J ， [가정J， [격식J， [지리J， [여가활동J， [예술]로 정리할 수 있다.
옛날이야기를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읽기 교육 자
료 IfKon없1

Folklore ReaderdJ에 실려 있는 이야기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l

(6)

도라지 꽃/ 소바위 동내/ 두 형제 이야기/ 단군 전셀 할미꽃/ 며누리

바위 동내/ 망우리 이 ψ1/ 효 · 불효꾀 고구려 무사 정젠 한 열녀
의 이야기/ 해바라기 꽃/ 예밀레 종/ 선녀의 옷/ 벙어리 며누리/ 백일
홍/ 한 늙은 하라버지의 이야기/ 미웠다 고왔다 하는 아내/ 손가락

11) 읽기 자료 WKo뼈n Folklore Rea따』에 설려 있는 옛날이야기의 제목이나 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으나， 여기에서는 자료에 있는 표현
그대로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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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낙화암

(6) 에 제시한 옛날이야기는 전설이나 신화 등 한국의 고전문학에 해당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 자료는 [문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옛날이야기를 통하여 한국인
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역시}나 [문

화유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같이 If'Ko없n Folklore Rea따」에
나타난 [문핵， [사고방식J， [사상]， [역새， [문화유산]은 모두 한국의 전통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If'Myðngdo’ s Kor많n 1, 2.!l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포함한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yõngdo’ s Kor;얹n 1~

(7) "

계절과 날씨 (기후)/ 식당에서
L

,

~Myõngdo’ s Ko뼈n 2~

가족과 가정/ 구경/ 초대와 방문/ 추석/ 한국풍속/ 농촌생활/ 결혼
/오락과취미

(7)에 제시한 단원 가운데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구경’， ‘추석’， ‘한국풍속’， ‘결혼’이다. 이틀 단원에서는 [문화유산J ， [세
시풍속]， [민속놀이J， [통과의례J， [사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단원을 비롯한 모든 단원에서 사실상 한국의 현실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절과 날씨 (기후)’는 [계절]과 [기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의식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과 가정’에서는 [의식주]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
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초대와 방문’에서는 [통과의례]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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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양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 ‘농촌생활’에서

는 한국의 농업과 한국에서 나는 것을 다룸으로써， [산업]과 [산물]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락과 취미’에서는 한국인의 [여가활동]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Ii'Myõngdo’ S KoI1댔11， 2dl는 [계절]， [기후J，
[의식주]， [가정]， [문화유산J， [통과의례]， [세시풍속J ， [민속놀이]， [산엽]，
[산물]， [사상]，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힘L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독본』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
을 제시한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기.<제1부〉 한국에는 쌀이 흔하다/ 한국은 옹대에 속한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가 있읍니다/ 거북이와 토끼/ 해와 달과 수수
L.

<제2부〉 서울

(Il, (IIl, (메 마을 ( Il, (IIl/ 단$ 단군신화/

흥부젠 의좋은 형져V 삼년고개/ 나무군과 선녀
c

<제3부〉 어린이 예찬 (禮讀)/ 고적 (古題)을 찾아서

-

‘부여’， ‘불

국사’/ 속담선 (ffì.談選V 한글의 자링7 심청젠 시조선 (時調選)/
韓國史와民族性

(8 ，)에 제시한 제 1부에서는 한국의 [산업]， [계절]， [기후]， [지리]， [의
식주J ， [문학]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문학]으로는 전통 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옛날이야기가 다루어졌다.

(8 L) 에 제시한 제2부에서

는 [명소]， [문화유산J， [역새， [의식주]， [지리]， [산업]， [세시풍속]， [민속놀
이]， [문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을 (I)，(II)’에서 다루고
있는 [의식주]， [지리]， [산엽]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모두 전
통 문화 요소를 포함한다.

(8

디에 제시한 제3부에서는 [문학]， [문화유

산J， [역새，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와 현실 문
화가 모두 다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독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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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기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목으로는 [산
업]， [계절J， [기후]， [지리]， [의식주J， [문학J， [명쇠， [문화유산]， [역새， [세

시풍속J， [민속놀이 J， [언어]가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 새국어회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원의 본문 내용을
통하여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9) '. <제1부〉 식새 일기 계첼 교양 독서/ 운동， 오락 및 취미
L.<제2부 국어생활〉 속담과 격언 풀이/ 표준말 쓰기/ 바른 말과 고
운 말 쓰기/ 재미 있는 이야기/ 우리 생활의 과거와 현재
C.

<제3부 명소를 찾아서〉 부여의 명쇠 경주의 명쇠 서울의 명소
(1)(성곽， 사대문)/ 서울의 명소 (2)(고궁V 서울의 명소 (3) (묘)/
서울의 명소 (4)(사찰)/ 서울의 명소 (5) (공원)/ 서울의 명소 (6)
(유원지)/ 서울의 명소 (7) (기타)

근.<제4부 세시풍속〉 새해 풍속에서/ 봄철 풍속에서/ 여름철 풍속에
서/ 가을철 풍속에서/ 겨울철 풍속에서
口.<제5부 말하기와 듣기 연습〉

노래 주머니/ 시계 싸움/ 옐 화랑 관창/ 거룩한 직업/ 놀부젠 울
타리/관광지매사육신

(9

1) 에 제시한 제1부에서는 [의식주J， [계절]， [기후]， [대중매체J， [운

동J，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9 L)에 제시한 제2부에서는 [언

어J， [문학J， [인물J， [경제J， [산엽]， [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언
어 J ， [문학J ， [인물]에 대한 정보는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9 c) 에 제시한 제3부에서는 전통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명

소J， [문화유산]， [역λ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9 근)에
제시한 제4부에서도 전통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미에 제시한 제5부에서도 전통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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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은데， 여기에서 다루는 문화 항목으로는 [문학]， [역새， [인물]이
있다. 전체적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새국어회화』에서는 전통 문화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문화 항목으로는 [의식주J， [계절J， [기후J， [대
중매체J， [운동J， [여가활동J， [언어J， [문학]， [인물J， [경제J， [산업J， [무역J ，
[명소J， [문화유산J， [역새， [세시풍속J， [민속놀이]가 다루어졌다.

2기 한국어 교육 자료 가운데， 『An Intensive αurse in Korl않n I, I1.I],

WMyðngdo’s Kov없11， 2.1]에서는 현실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 항목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독본』 『재외국민을 위한 새국어회
화』에서는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 항목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WKor없1

Folklore R없:ler.l]는 전통 문화에 속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27] 교육 자료
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기 효B싹{ 교육 자료 문화 제시 내용

유형

문화항목

전통

[문학J， [문화맑}]，[민속놀이l， [사고방식l， [사상]， [세시풍속]， [언어l， [역

문화

사-J， [인물J， [종교J， [통과의 례]

현설
문화

[가정1， [격식l，[경제l，[계절l，[교육l，[기후]，[탈력l，[대중매체l，[명소]，[무

역1， [문학l，[민속놀이l，[사고방식 1， [사상l，[산물J，[산업 1， [세시풍속J， [언어 1，
[여가활동J，[예술J， [예절1， [운동J，[의식주J，[종교]，[지리l，[통과의례]

위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2 7 ]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전통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화 항목으로는 [문화유산J， [역사J， [인물]이 있다. 이 가

운데 [문화유산]과 [역사]는 문화 항목의 특성상 전통 문화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전통 문화
에만 속하게 된 것이다~

27]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은 1기 자료

에서 다루었던 문화 항목보다 수가 많으며， 항목의 종류에서도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첫째， 17] 자료에서 다루어지던 문화 항목이 2기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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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곧 1기 자료에서 현실 문화에 속하던 [계급J， [관

습J， [교통J， [인구J， [인종J， [직업]， [친족}과 같은 항목이 271 자료에서는
사라지고 1기 자료에서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 모두에 속하던 [정치]와

같은 항목도 2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1기 자료에서 다루어
지지 않던 문화 항목이 2기 자료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
문화 항목으로 [역새， [인물]이 디루어지고 있으며， 현실 문화 항목으로
[격식J， [계절]， [달력J， [대중매체J， [명소J， [여가활동J， [운동]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전통과 현실 모두에 속하는 [문학]이나 [사상]과 같은 문화 항목도

2기 자료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 항

목으로는 [대중매체J， [여가활동J， [운동] 등을 들 수 있는데， [대중매체]로
는 신문이나 잡지가 다루어졌다. 셋째 1 기 자료에서 전통 문화와 현실 문
화 모두에 포함되던 항목이 2기 자료에서는 현실 문화로 다루어지거나.，
기 자료에서 현실 문화에 포함되던 항목이

271

1

자료에서는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 모두에 포함된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산업]， [의식주]가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언어]， [종교]가 있다. 이 가운데 [언어]
는 속담어나 격언 등이 다루어짐으로써 전통 문화에도 포함된 것이다.

N.3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의 한국 문화
여기에서는 3기의 교육 자료 가운데，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1-{j.J](1쨌→1없)， Ii'韓語讀本 上， 下.J] (lffil)， 연세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1권.J] (1없 l ffi4), Ii'College Ko뼈n 대학 한국어.J] (1 ffi2), Ii'KOR때N

through

English I-III.J](1ffi2), Ii'You 뎌nSκ빼 Ko뼈ll.J] (1ffi4)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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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 방법

3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71 와 271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쓰이던 ‘본문형’
이다. 고려대학교 『한국어

1-6.!l, W 韓語讀本 上， 下.!l， 연세대학교 『한국어

1-3.!l, 그리고『뻐멍e Kon없1 대학 한국어』가 이와 같은 제시 방법을 택한
교육 자료이다. 둘째，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참고 내용으
로 제시한 ‘참고형’이다~ WKORE뼈 hηugh

English I-III.!l에서 이와 같은

제시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한국어 4 6.!l,
•

WYou

can

Srx:빼 Kor많TI.!l에서는 ‘본문형’과 ‘참고형’의 제시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고려대학교 『한국어 1-6.!l은 읽기 교육 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본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연

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3권부터 속담， 관용어，

옛날이야기，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등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펼요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6권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실었다.

따라서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韓語讀本 上， 下』는 대만에서 출판된 대학생을 위한 원기 교육 자료
로서， 한국어로 된 글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 1과부터 제20
과까지는 기본 문징L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21과부터는 옛날이야기를

비롯해3 신문이나 잡지의 기샤 교과서나 책에 실린 다양한 형식의 글과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시된 글만으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곧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1 -6.!l은 외국인과 교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이다. 1권부터 3권까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꼭 알。싸 할
주제에 따른 생활 필수 회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238

국어교육연구 제15집

대한 내용이 대화나 산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 곧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권부터 6권까지는 ‘문화해셜’에서 각 과를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대화나 산문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된 한국의 독특

한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형’과 ‘참고형’의 제시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고할수있다
IîColl명e Ko뼈n 대학 한국어』는 버클리 대학에서 대학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한국어 교육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단원의 본문은 짧은 대
화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단원의

주제에 따라서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화나 글에 자연스럽게 포함되
어 있다. 곧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Iî

KOREAN through English I-III.J]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본문

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한국을 압시다’

라고 이름을 붙인 문화란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 곧 ‘참고형’의 제시 방
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lîyou

can S짧( Koli聊은 전체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 ‘한글， 한

국어 자모’에서는 한글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2장 ‘한국어 구성 요소’에

서는 한국어 문법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3장 ‘유용한 표현’에서는 다
양한 상뺑 따른 표현을 정리하였으며， 4장 ‘읽기’에서는 읽기 자료를 제
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는 2징L이나 3장의 본문 내용
이나 참고 내용에서 다루어지거냐 4장의 읽기 자료에서 다루어진다 곧
‘본문형’의 제시 방법과 ‘참고형’의 제시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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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 내용
여기에서는 3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히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통 문화 항목과 현설 문화 항목으로 정리할 것
이다.

고려대학교 『한국어 1-6dl 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본문 내
용이 실린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1. W 한국어 2~

어떤 사림이 내 가방을 달라고 했다
L.

W 한국어 3~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용다/ 내가 요즘 좀 바쁘니?/ 설마 곰이 사
람이 되었을까?
드

W 한국어 4~
백화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소도 그 말을 들었더라면 섭섭했
을 것입니다/ 바늘 도툼이 소 도묶 된다f 죽은 셈 치고 그만 기

다리라고 위로하더랍니다/ 개에게마저 존대말을 썼다f 이왕 말
이 나온 김에 ..... .

己 W 한국어 5~
너나 할 것 없이 집안 일을 돕습니다/ 예쁜 송편을 빚어 봅니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싼 게 비지먹이 무슨 뭇이지
요?

口한국어 6~
외국인의 한국살이/ 도깨비 감투를 씌워 놓았더니 ..... 끼 젊은이

여， 연애펀지를 써 보라/ 좌식 (坐式) 문화의 미국 수출/ 신선의

눈， 돼지의 눈/ 어허， 그 놈 맙게도 생겼다/ 무영탑/ 한국의 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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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한국어 1-6.n 에서는 [관습]， [언

어J， [문학J， [명소.]， [국경일J， [가정J， [세시풍속]， [기후J， [명소]， [직장생활]，
[시장J， [사고방식J， [의식주]， [역λ애， [인물]과 같은 문화 항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속담

을 다루는 [언어]나 신화를 다루는 [문학]을 비롯히여， [사상J， [사고방식 J，
[관습]， [역새， [인물]을 들 수 있다 또한 [역새나 [인물]과 같은 항목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韓語讀本 上， 下』에서는 한국의 옛날이야기나 문학 작품을 통하여 한

국 문회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식을 글을 통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글이
설린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

~韓語讀本 上』

초대/ 하루 λ꿰매 쓴맛이 맛이 아니￡ 처녀사공의 기지/ 눈치
없는 친구/ 장닭이 안 우는 이유/ 술장사는 이렇게/ 두 덩어리/
문안에서 생긴 웰 그러면 누군가/ 이빨이 있어야지/ 낯 두꺼운

구두쇠/ 틀림없는 웰 허생원의 헛웰 반덧불 • 눈빛 선비/ 당나
귀 울음소리/ 재치 있는 신하/ 어느 양반의 아침밥/ 뱃심 좋은

사내/ 보복/ 기심/ 나무틀j ';f居/ 청개구리/ 높임말7 음식/ 쌀밥
과 반젠 농익7 거짓멜 알뜰한 며느리/ 가정 교육 지침/ 臨江의
사슴/ 속담/ 바위꽃과 아기벨 금도끼/ 흥부와 제비/ 의좋은 형

제/ 삼년 고깨 통신의 발탱 여기는 한국이다/ 좋은 습관을 기
르자
L

韓語讀本 下』

같은 점과 다른 점/ 고려 인삼/ 원과 주막/ 거룻배 마패 장작
과 등잔불/ 집/ 온돌빙 한복/ 황희 정승/ 한석봉/ 여러 7찌 글
깨 자연의 이용/ 전기를 아껴 쓰자/ 한국의 산f 우리 나라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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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나의 고향 (一V 理髮과 립/ 된장의 抗癡力/ 國際結婚/
김치科學/ 무임 승차f 人選基準/ 해외여행과 비자/ 여행지 경고
지침/ 서울/ 진짜 서울 사램 서울 양반f 敗北 感覺 指數/ 天使

의 媒뻐/ 토종벌의 내면성/ 우리의 미메 얼굴/ 엿단지/ 어린 시
젤 은하수 흐르던 푸른 하늘/ 어린이 예찬/ 한국민족의 뿌리/
메모굉7 약손/ 수목송 (樹木煩V 나의 사랑하는 생활/ 짚신짝 하
나/ 매화찬 (梅花讀V 청훈예찬 (춤春禮讀V 소나기

(11 기)에 제시한 『韓語讀本 上』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 [의식주]，
[계급]， [사고방식J， [사상]， [언어J， [민속놀이J， [가정 J ， [통신J， [지리 J， [기후J，
[계절J， [예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계급]， [사고방식 J ，
[시장]， [민속놀이J， [가정]은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만을 포함
하며， [의식주]， [지리 J ， [기후J， [계절]은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

용만을 포함한다. (11 니에 제시한 『韓語讀本 下』에서는 [문학]， [인종]，
[의식주]， [산물]， [교통]， [인물]， [언어 J ， [산엽J， [지리J， [직업 J ， [관습]， [의
학J ， [역λl-J，[사고방식 J， [무역]， [사상J ， [정치 J ， [공공생활J， [계급]， [예절J ，
[직장생활]， [종교J ， [국경일]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가

운데 [교통]， [인물]， [직업J， [의학]， [역새， [계급]， [예절J， [종교]는 전통 문
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만을 포함하며， [인종]， [산업J， [지리 J， [무역J，

[정치J， [공공생활J， [직장생활J， [국경일]은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만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韓語讀本 上， 下』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은 [문학J， [의식주]， [계급]， [사고방식 J ， [사상J， [언어J， [민속놀이J， [가
정J， [통신]， [지리 J ， [기후J， [계절J， [예절J， [인종]， [산물]， [교통]， [인물]， [산

엽J， [직엽J， [관습]， [의학]， [역새， [무역J， [정치J， [공공생활J， [직장생활J，
[종교.]， [국경일]로 정리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1←6.!1에서는 한국 문회를 다루는 데 있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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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한다. 곧 1권부터 3권까지는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시용하고
4권부터 6권까지는 ‘본문형’과 ‘참고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1

권부터 3권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단원을 정리하고 4권부
터 6권에서는 각 단원의 ‘문화해설’도 함께 정리한다)2)

(12) 기 w한국어 1~
뭘 드시겠습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L

W 한국어 2~

한국 음식/ 여행/ 자동차

c

W 한국어 3~
부탁합니대 실수와 사과/ 미풍%똑

근한국어 4~
세월이 참 빠르군요<한국인의 기다림>/ 이것 참 큰일났네!
〈진인사 대천명>/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

‘미신’， ‘손 없는

날’， ‘북향 대문’， ‘사주팔자’， ‘입학시험장에서’ 〈한국인의 자연
관>/ 건강이 제일이다.<오복이야기>/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
요.

‘배우면서 산다’， ‘구경’ 〈스승과 제자ν 속담 - ‘생활양식

과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첫 술에 배부르
랴?’， ‘천리 길도 한결음부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의

중요성>/ 명절과 풍습

‘절기와 민속’， ‘설날’， ‘대보름’， ‘단오’，

‘팔월 한가위’ 〈한국인이 홀수를 좋아한다?>/ 그건 다 옛날 이
야기지요.

‘생활과 변화’， ‘솜씨’， ‘남녀 칠세 부동석’， ‘시농공상，

‘이들 선호’ 〈인간이 알이야 할 다섯 가지 윤리>/ 신문 보고 알
았어요

‘인기있는 지면’， ‘한글과 한자 병용’ 〈한글의 글자 모

양은?ν 생활과 날씨

•

‘일기 예보’， ‘봄 날씨’， ‘장마， ‘여름 가뭄’，

‘꽃샘 추위’ <24절기〉

12) 연세대학교 『한국어 l-f3~에서 단원의 문화해설은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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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w 한국어 5~

한국의 풍습

‘돌날’， ‘폐백’， ‘회갑잔치’， ‘문상 ‘혼례’ 〈책거리 >1 일

과 보람 〈군자삼락 (君子츠樂)>1 세대쩌l
친구’， ‘세대차이’ 〈모깃불 이야기 >1 민속

‘요즘 0에들’， ‘남자
‘달라진 명절’， ‘민속촌

•

에서’， ‘마음씨 착한 흥부’， ‘천하장샤， ‘민속’ 〈한국의 전통 예술판
소리 ->1 가정 〈삶과 죽음-한국인의 생활

>1 바른말 고운 말

집 여학생’， ‘인정 많은 할머니’， ‘말 잘못하면 맙싱

‘옆

‘바른말 고운

말’ 〈우리말 사랑>1 한국인의 생활 - ‘온돌방에서 하룻밤 ‘맴시 나
는 한복’， ‘한국인의 그릇-뚝배기-’， ‘구미 돋우는 음식 김치 ’, ‘의식
주와 한국인의 지혜’ 〈물 이야기 ν 성격 〈성격과 환경 >1 사회의
이모저모 〈사단 (四端)>1 경제 〈보부상〉
님한국어 6~

고향

‘머나먼 고향 〈한국인의 귀향 (歸獅)>1 민간 신앙

‘할머

니와 손녀’， ‘고샤， ‘돼지꿈， ‘궁합， ‘민간 신앙’ 〈시주팔자>1 한국의

가족제도

‘어론을 모시는 생활’， ‘맏며느리’， ‘맞벌이와 분가， ‘맞벌

이 부부’， ‘오늘의 기족제도’ 〈족보>1 사랑
사랑>1 교육

육>1 우정

•

‘내리사랑) <춘향이의

- ‘부모의 교육열’， ‘교육의 어제와 오늘’ 〈어머니의 교
‘우정’ 〈선비의 벗-윤선도의 〈오우가 (五友歌)>->1

현대인의 생활 〈신선이 되는 법 >1 토론 〈조선시대의 언로 상소

(上節)>1 역사 속의 인물 (I)

‘소월 김정식

WX)2-1934)’,

‘도산 안

창호 (1878-1쨌)’ 〈역사 속의 인물>1 제00과 역사 속의 인물 (ll)

‘신사임당 (1ffi1 -1551l’, ‘다산 정약용 (1762-1쨌)’， ‘원효대사 (617
쨌)’ 〈한국의 불교〉

(12

ï-C) 에서 제시한 『한국어 1-3JJ 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의식주]， [계절J， [기후J， [명소]， [예술]， [예절J， [지리J，

[교통]， [사고방식J， [언어J， [세시풍속]， [관습]과 같은 문화 항목에 대한 정
보가 들어 있다. 대부분 현실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으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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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J ， [세시풍속J， [관습]에는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도 포함
된다.

(12

근-비에 제시한 『한국어 4←6dl 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J， [사고

방식J， [의식주J， [사상J， [종교J， [문학J， [민속놀이J， [언어J， [계절J， [달력 J ，

[세시풍속J， [가정J， [계급J， [대중매체J， [기휘， [통과의 례J， [교육J， [세대차
이 J ， [명소J， [문화유산J， [직업J ， [경제J ， [공공생활J， [예절J， [친족]， [정치J，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는 것은 [문학-J， [계급J， [문화유산J， [직업J， [정치J， [인
물]이며，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는 것은 [계절]， [대
중매체J ， [기후J， [세대차이 J ， [명소J， [경제J ， [공공생활J， [예절]이다. 연세대
학교 『한국어 1-6dl 에서 다루어 진 문화 항목은 [의식주]， [계절]， [기후J， [명

소J， [예술J， [예절]， [지 리J， [교통J ， [사고방식J ， [언어J， [세시풍속J， [관습J，
[산업J， [사상J， [종교J， [문핵， [민속놀이J， [달력J， [가정J， [계급J， [대중매체J，
[통과의례J， [교육]， [세대치이 J ， [문화유산J， [직엽J， [경제J ， [콩콩생활J ， [친

족J， [정치J， [인물]로 정리할 수 있다
ü"

College Kon얹n 대학 한국어』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짧

은 대화나 글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 관련 정보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
다.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날씨/ 한국의 기후/ 한글에 대하여/ 한국에 대하여/ 운동/ 음식에 대
하여/속담

(13) 에 제시한 단원에는 한국의 [계절J， [기후J， [언어J， [지리 J ， [역새，

[운동]， [음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대부분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하여’에서 다루고 있는 [역새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다. 그리고 [언어]는 전통적인 기술과 현설적인 기술
모두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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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KOl표퍼N through English I-111dl 에서 ‘한국을 압시다’를 통하여 소개하

고 있는 한국 문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4) '. wKOREM through English I~
김치/ 불고기/ 씨름/ 널뛰기/ 단청/ 대보름/ 사물놀이/ 태극기/
한국 음식의 고유성/ 전통적인 한국 선멜 과거의 교통수탠 어
느 것이 더 나을까1/ 국경일 (1), (2)
L

wKORE뻐 throu양1 뼈H양1 II~

수영 씨에거V 한국 민족과 언어/ 사상 의학7 햇님 달님/ 한국의

민화/ 서당과 책거리/ 새벽 시쟁 한국의 날씨/ 수험생의 격려

선물/ 집들이/ 신세대 면접 방법/ 한국인의 피서법/ 속담/ 식사
예첼 서울의 주차낸 중매 결혼/ 존뱃밀 탈춤/ 한국인의 100의

의미/ 두 친구/ 김장 품앗이/ 단￡ 인삼의 효능/ 같은 것 끼리
끼리/세배와덕담
도.

WKOREAN through English

III~

경로석/ 친젤 덤/ 알면 펀해요J 젊어지는 샘물/ ‘수’다뱀 부쩨
사제지간/ 펀지/ 둘 다 옳다/ 제사f 아기의 출생/ 섣달 그음낼

연하장 쓰기/ 태권도/ 내집 마렌 옹돌방/ 돌하루방7 남대문/ 윷
놀이/ 정월 대보름/ 수수께끼/ 외식/ 판소리/ 광고

(14) 에 제시한 한국 문화 요소를 살펴보면 이 교육 자료에서는 [의식

주J， [민속놀이]， [세시풍속J， [국가상정]， [사상J， [교통J， [국경일]， [역시-]，
[언어]， [의학1 [문학1 [문화유산J， [교육]， [명소J， [계절]， [기후J ， [사고방식]，
[관습J， [직업]， [여가활동J， [통과의례]， [산물J， [공공생활J， [인물]， [격식]，
[운동J， [대중매체]의 문화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 문화
와 관련된 정보만 다루고 있는 항목으로는 [역새， [의학J， [문학1 [문화유
산J， [교육]， [인물]을 들 수 있으며， 현실 문화와 관련된 정보만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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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으로는 [국7]상정]， [국경일]， [명소]， [계절J ， [기후-J， [직업 J ， [여가활
동-]， [공공생활J， [격식 J ，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You 뎌nS없k Kon댔1.JJ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다

루는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기 <2. 한국어 구성 요소〉 의문문 - ‘전혀 사적인 것이 아니다’
L.

<3. 유용한 표현〉 저녁 식사 - ‘한국 조미료， ‘맛’， ‘식사 예절7
식당에서

‘한국 음식7 교통수단

시내버스、 좌석버스1 공항버

스 고속버스1 시외버스1 기본요금， 할증료
仁.

<4.

읽기〉 한국/ 서울 구경/ 한국 여행/ 한글/ 한국 음식/ 한국

풍습

(15) 에 제시한 단원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교육 자료에서는 [예절]， [의
식주-]， [교통]， [인구J， [지리 J， [언어]， [계절J， [무역J， [명쇠， [세시풍속-]， [관

습J， [가정 J， [사고방식]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의식주]와 [언어]에서는 전

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도 다루어진다.
전반적으로

37] 한국어 교육 자료는 한국의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특히， ~ College
~You

can Sp:빼 Kon뻐니에서는 한국의

Korean 대학 한국어」이나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항

목을 주로 다루고 있다. 37 ]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전
통 문화와 현실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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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효택어 교육 자료 문화 제시 내용

유형

문화항목

전통

[가정l，[계급l，[관습]，[교육]，[교통l，[문학J，[문화유산l，[민속놀이l，[사고방식l，
[사상]，[산물l，[세시풍속J， [언어l，[역사J，[예절l，[운동J，[의식주]，[의학]，[인물l，

문화

현실
문화

[정치l，[종교]，[직업l，[친족]，[통과의례]

[가정l，[격식l，[경제l，[계절l，[공공생활l，[관습u교육J， [교통l，[국가상정l，[국
경열l，[기후l，[달력l，[대중매체l，[명소J，[무역l，[문학u민속놀이l，[사고방식l，
[사상]，[산물]，[산업l，[세대치이l，[세시풍속]，[언어l，[여가활동l，[예술l，[예절l，
[운동l，[의식주l，[인구l，[인종l，[정치l，[종교l，[지리l，[직업l，[직장생활l，[친족J，
[통과의 례l，[통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 제시된 문화 항목은
1기 자료나 2기 자료에서 제시된 문화 항목보다 수가 많아졌다. 특히 앞
시기인 2기의 교육 자료와 비교하여 추가된 문화 항목이 많이 나타난다.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가정J， [계급J， [관습J， [교육J，

[교통]， [산물J， [예절J， [의식주J， [의학J， [정치J， [직엽J， [친족]이 추가되었
다. 이 가운데 [계급]은 1기 자료에서 현실 문화에 포함되었던 항목이 2기
자료에서는 사라졌다가 3기 자료에서 전통 문화로 다루어진 것이다.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공공생활J， [관습J， [교통]， [국가상

정J， [국경일]， [세대차이J， [인구]， [인종]， [정치J， [직업]， [직장생활J， [친족]，
[통신]이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관습J， [교통]， [인구]， [인종]， [정치]， [직
업J， [친족]은 1기 자료에서 다루어지던 항목이 2기 자료에서는 사라졌다

가 3기 자료에서 다시 다루어진 것이며， [공공생활J， [국가상정]， [국경얼J，

[세대차이]， [직장생활J， [통신]은 3기 자료에서 새롭게 디루어지고 있는
문화 항목이다~ [공공생활]에서는 ‘비자’나 ‘주요 전화 번호’와 같은 문화
요소가 다루어졌으며， [국가상징]에 속하는 문화 요소로는 ‘태극기’가 다

루어졌다~ 371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문화 항목이 271 한국어 교육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항목에 포함된 문화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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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상]이라는 항목에는 ‘우리 사싱J과 같
은 현실 문화 요소가 포함되며 [언어]에는 일상생활에 자주 쓰는 관용 표

현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271 자료에서 ‘신문， 잡지’만을 다루

었으나， 3기에서는 ‘광고’라는 대중매체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사고방식]은 1기 자료에서 ‘남녀구별’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던 항목이었
으나;3기에서는 ‘남녀평등’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기
한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문화 항목과 요소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이 반영
된것이라할수있다

V.4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의 한국 문화
여기에서는 4기 한국어 교육 자료 가운데 『말이 트이는 한국어

(1쨌;-:m2)， 11 한국어 원기 1급 5급dl(l9æ)， 11 한국어 초급

II , 고급 1, II dl (:ID)-:m3),

I-Ndl

1 , II , 중급 1 ,

IIIn따~뼈 Ko없n:&행nning 1, 2, Intem빼ate

1, 2, Advanc어 Interr뼈iate 1, 2, Advan때 1, 2 dl (찌x)--- aú4), 11 한국어와 한
국 생활"dl(찌:)2)， IIKopeHcImìí: 513bKTIoco6He ID .ffiIHI13아<YJIbTYPα10
Il1H 한국문화 러시아어로 표현하기 dl(:m2)， 11實用韓國語會話 실용한국
어회화dl(aú4)， 패1 EncydoIß어ia of Kor많nC버ture 한국 문화 백과사전』
(때4)， 11 한국의 문화dl ， Ií'Ko뼈nnet 한민족 네트워크』에 나타난 한국 문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곧 이들 자료에서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방법과 제
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제시 방법
4기 한국어 교육 자료의 한국 문화 제시 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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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첫째， 1기 한국어 교육 자료부터 3기 한국어 교육 자료까지 거의 모
든 자료에서 사용하는 ‘본문형’이 있다 11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N JJ , 11 한국

어 읽기 1급 5급』， 『한국어 고급 1 , II JJ , IIIn탱rat어 Kon없1: Advanc어

Int없뼈iate 1, 2, Advanc어 1， 2JJ 에서 이와 같은 제시 방법을 주로 사용한
다 둘째 ， 37 1 교육 자료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참고형’ 제시 방법을 주

로 사용하는 교육 자료도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 II JJ , 11한국어 초급

1 , 11 , 중급 1 , II JJ ， II實用韓國語會話 실용한국어회화」가 여기에 속한다.
471 에는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논 항목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또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자료도 만들어졌다. 따라서 471 한국어 교육 자
료에서는 한국 문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것이 한국 문회를 제시하
는 세 번째 방법인 ‘주제형’의 제시 방법이다. ‘주제형’ 제시 방법을 시용한

교육 자료로는 III뼈m뼈 Korl뻐1: 밟mru명 1, 2, Intem때iate 1, 2JJ , 11 한국
어와 한국 생활JJ ，

IIKopeHclorn 513bKIIoc o6He IIO Jlill표B아<YJ1bTYPQJ1

OI1lli 한국문화 러시 01어로 표현하기』， 『마1 당1cycl뼈어ia of Korean
CulttJre 한국 문화 백과사전」 『한국의 문화J]， IlKo뼈nnet 한민족 네트워크』
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i'I뼈rat어 KoD뻐1: 뺑바삐g 1, 2, In뼈뼈iate
1， 2JJ 에서는 각 단원의 학습 목표로 문화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Ii'한국어

와 한국 생활』에서도 각 단원의 학습 목표와 함께 주요 문화 항목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Ii' KopeHCI\HH513bKIIoc o6He ID J1I1HIl3아<YJ1bπPO

JIOI1lli

한국문화 러시아어로 표현하기』， 『마1 Encyclopa어ia of Ko뼈n

C띠ture 한국 문화 백과사전』， 『한국의 문화~， Ii'Kon뻐net 한민족 네트워크
」는 문화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자료이므로， 자료 전반에 걸쳐 한
국 문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
4기 한국어 교육 자료 가운데Ii'말이 트이는 한국어

1 -N JJ 는 기능 통

합형 교육 자료이다. 1 권과 H 권에서는 각 단원마다 ‘쉽터’ 부분을 통하
여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권의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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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에서는 관용 표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rn권에서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언어와 사고’의 읽기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IV권에서는 ‘재미있는 한국어’에서 관용 표현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야기 주머니’에서 전래 동화를 소개승배 한국의 언어와
문회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참고형’과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할수있다.

『한국어 원기 1급-5급』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단
계별로 만들어진 입기 교육 자료로서 다OJ=한 내용의 글을 통하여 학습자

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급과 5급 교재에서는 ‘더 읽어 봅시다’라는 영역에서 좀더 심화
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곧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초급 1 , II , 중급 1 , II , 고급 1 , IIdl 는 기능 통합형 교육 자
료로서"말이 트이는 한국어 1 -IV，1]와 마찬가지로 ‘참고형’과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초급 교재에서는 몇 개의 단원 안에서 ‘한국
문화’ 부분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

다. 중급 교재에서는 각 단원 끝에 ‘한국 문화’와 ‘속담과 관용어’ 부분을
두어 문화와 속담에 관한 내용이 실린 글을 제시하고 있다， 고급 교재는
교재 구성에 있어서 각 단원의 주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I따쩡aκrl Kor얹n:&횡mψJg

1, 2, In뼈m:diate 1, 2, Advanml Intermrliate

1, 2, Advanced 1, 2，1]는 미국 Korl없1 터맹uage 많ucation and Res얹rch
cen따 (KLEAR) 에서 펀찬한 한국어 교육 자료이다. 한국 문화와 관련지
어 특별한 사항은 초급과 중급 교재에서 각 과의 처음에 학습 목표로 문
화， 문법， 기능을 제시하고 었다는 점이다. 곧 ‘주제형’의 제시 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급과 고급에서는 각 과의 주제에 따라 다OJ=한
형식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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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곧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어’ 부분 15개 과와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 생활’ 부분 107R 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생활’ 부분에서는 각 단
원의 목표와 함께 학습자가 알아야 할 주요 문화 항목을 제시하였다. 곧
‘주제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U}(opeHCK때 513bKTIoco6He ID JTI1HIl3아<YJ1bTYPαlOIl1H 한국문화

러시아어로 표현하기」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만틀어진 러시 0써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I 부와
n 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의 생활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부의 주제는 ‘문화와 전통’이며， II 부

의 주제는 ‘관습과 생활양식’이다 1 부와 H 부에 포함된 세부 주제는 한
국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모두 또개의 문화 요소
가 다루어진다. 결국 문화 항목이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므로1 ‘주제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實用韓國語會話 실용한국어회화』는 중국에서 출판한 교육 자료로서，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회를 이해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생

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40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는
한국 정보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참고형’의 제시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고할수 있다

rrAn Encyclo맹어ia of Kor얹n Culture 한국 문화 백과사전』은 외국인들
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편찬한 교육 자료이다. 머리

말에서는 언어， 문학， 예술， 종교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영역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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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의복， 음식， 몸가짐， 과략 공예， 산업， 정보 통신 등 현실적이고 구
체적인 분야를 모두 망라했다고 밝히고 었다. 또한 전통적인 문화 뿐 아

니라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옹 문화적 양상도 포후L하고자 하였다고 밝혔
다. 역시 문화 항목이 교육 자료를 구성능}는 주제가 되므로 ‘주제형’의 제
시 방법을사용한 것이라 할수 있다
『한국의 문화』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문화 교육 자료로서， 두

장의 CD로 구성되었다:

CD 1 에서는 민속과 예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D 2에서는 예술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교
육을 위하여 제작한 자료이므로 문화 항목의 종류가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문화 항목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 ‘주제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i'Kor，얹n.net 한민족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구축한 싸l 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문회f 예술’이라는 메뉴를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므로1 역시 ‘주제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화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텍스트 형태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서는 관련 사이트와 링크를 시킴으로
써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시 내용
여기에서는

471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검토할 것이

다. 그리고 이를 전통 문화에 속하는 항목과 현실 문화에 속하는 항목으

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I-Ndl 에서는 ‘참고형’과 ‘제시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므로1 이와 같은 제시 방법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곧 ‘참
고형’ 제시 방법을 사용하는 I 권과 H 권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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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인 ‘쉽터’를 정리하고 ‘본문형’ 제시 방법을 사용하는 m권과 W권에

서는 ‘언어와 사고’나 ‘이야기 주머니’에 실린 읽기 자료를 정리한다.

(16)

"

W말이 트이는 한국어

1~

한국인의 이름/ 숫자 4/ 한국의 옛날 집/ 기족의 호칭/ 주부들의
주멜 한글과 세종대왕! 7}pν 돌과 회갑/ 태권모 식사 예젤

서비스 전화 번호 안내/ 백의민족/ 옛날의 일기 예빌 바람맞다/
한국인의 여가활동

L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한잔 하러 갑시다/ 서울/ 신라의 옛 수도 경주/ 토정비첼 한국
의 돈/ 김장/ 보약/ 한국의 전세 문화112간지/ 관싱7 화문석/ 민

박/ 긴급구조대
드

119/ 책거리/ 집들이 선물

W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동물과 관련된 비유적 표헨 색채 언어/ 높임밀 비문자 언어/
한국인의 인사 습관/ 맛과 관련된 비유적 표헨 한국인의 사고

와 떡/ 외래어/ 몸짓 언어/ 말과 관련된 속담7 시투리/ 은어/ 의
성어， 의태어/ 감탄어/ 지명과 관련된 관용 표현
근 『말이 트이는 한국어 N~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열녀 춘향/ 놀부 심립 온달 콤플렉쇠 효

성 다한 호랑이/ 효녀 심청/ 팔쥐 엄마/ 한석봉과 어머니/ 금도
끼와 은도끼/ 도깨비 방망이

(16)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관습]， [언어 J ， [사고방식 J ， [의식주]， [여가활

동]， [인물]， [교통J， [통과의 례J， [운동J， [공공생활1 [대중매체J， [기후]， [역
새， [문화유산]， [사상1 [경제]， [의학J， [산물]， [교육]， [문학]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는 항목으로는

[인물]， [교통J， [역새， [문화유산]， [문렘을 들 수 있으며， 현실 문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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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만 제공히는 항목으로는 [여가활동J， [통과의례J， [공공생활J， [대

중매체J， [기후J ， [경제]를 들 수 있다. 또한 (16) 에 제시한 것 외에도 [언어]
와 관련지을 수 있는 관용 표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한국어 얽기 1급-5급』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단원과 글
의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기， 1급 『처음 배우는 한국어 읽기』
한식집/ 한국 음식/ 봄/ 여름/ 가을/ 겨울
L

2급 『재미있는 한국어 원기』

음식

‘음식을 먹는 방법’， ‘이것은 무슨 음식일까요?， ‘약과’/ 옛

날 이야기 - ‘거울’， ‘동물들의 나이 자량， ‘소가 된 사람，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병원

‘한의학 이야기7 한국 문화 } ‘한국 사람

과 질문’， ‘친구 어머니’， ‘버스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인이 본 한
국’/ 신문

‘왼손집이는 슬프다’

c ， 3급 『즐거운 한국어 읽기』

미래의 가족
사는 법

•

‘세계 어디나 한결같은 사량/ 흥부젠 건강하게

‘우리도 태권도를 배읍시다’， ‘여름엔 삼계탕， 겨울엔

냉면’， ‘재미있는 놀이. 윷놀이7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술은

1/2, 기쁨은 두배Y 여행 - ‘궁궐 답사’/ 실수와 사과 - ‘인사말，
‘떡은 맛있다1'/ 한국의 인물

‘소설 r 세종대왕」 중에서’， ‘세종대

왕과한글
근， 4급 『생각하는 한국어 읽기』

시간은 흘러가는데

‘니아로 본 인간의 일생Y 더불어 사노라면

- ‘한국의 예절’/ 한국의 땅이여 - ‘천안 삼거리 이야기’， ‘땅 이름
에 대하여’， ‘과거’， ‘한산도 기행’， ‘임진왜란’， ‘이 충무공 (15451됐)’， ‘도깨비’/ 사회 안에서 - ‘한국인의 모임’， ‘삼십대’， ‘5.18 광
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대항쟁7 자연과 문화
런 문화’， ‘굿이란1'/ 옛 이야기， 옛 노래를 찾아서

‘이런 문화 저
‘단군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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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시조 (時調)는 노래인가? 시인가?’

口 .5급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이 땅의 한 끝/ 푸르다 - 펀견없는 문화를 위하여/ 한국인과 호
랑이

-

‘한국의 호랑이 Y 한국의 시

의 지리

-

‘한국 현대시의 흐름’/ 한국

‘한국에는 왜 소나무가 흔한가’/ 서펀제

(17) 에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식주]， [기후]， [세시풍속]， [문학J， [의
학]， [언어]， [사고방식J， [역새， [교육]， [관습J ， [가정]， [운동]， [민속놀이]，

[문화유산J， [인물1 [사상]， [예절]， [명소]， [세대차이]， [정치J， [종교]， [지리]，
[산업]과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7

미에 제시한 r주

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는 수필， 기행문，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담고 있
어 책 전체가 [문학]과 관련된다. 문화 항목 가운데 [역사-J， [문화유산J， [인

물]， [사상]， [종교J， [산업]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 항목이며，
[기후]， [세시풍속]， [가정J， [명소]， [세대차이J， [정치]， [지리]는 현실 문화
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 항목이다

『한국어 초급 1 , II , 중급 1 , II , 고급 1 , II .!l에서도 ‘참고형’과 ‘제시
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제시 방법에 맞추어 내용을 정
리할 수 있다. 곧 ‘참고형’을 사용하는 초급 교재와 중급 교재는 ‘한국 문

화’나 ‘속담과 관용어’를 정리하고 고급 교재는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단원과 주제를 정리한다.

(18) 기 w 한국어 초급 I .!l
인사 예젤 식사 예젤 한국의 상차림
L

W한국어 초급

II .!l

한국의 공휴웰 한국의 주요 전화 번회 한국의 명첼 한국인의
몸짓 언어/한국의 전통적 미야서울의 박물괜사물놀이/돌잔
치/ 한국의 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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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한국어 중급 1 ~
한국인의 별명/ 몸과 관련된 관용 표헨 주E 경제와 속탠 절
기와 세시풍속/ 날씨와 속담/ 명사형으로 끝나는 관용 표헨 말
과속담
근

w 한국어 중급 II~

풍수지리/ 속담 속의 떡/ 관혼상저V 생활 속의 관용 표헨 한국
의 전통 무예/ 동물과 관련된 속담/ 세종대왕/ 효와 속담

口

w 한국어 고급 I~

대중문화

대중가요 고전 소셀 민속과 삶

•

의 동물， 결혼의 절차 집들이 선물/ 언어 학습

개인과 가정
후와 여행
와 글
l=l

비빔법7 운동과 오락

명절 풍속， 상상

- 언어와 문회f

전통 스포츠와 오락/ 기

한국의 여행지/ 과학과 기술

- 전통 속셀 이야기

- 재미있는 이야기， 설화

W 한국어 고급 II~
교육과 미래

-

한국어 교시f 문화와 예술

소리， 한국 문화의 특젤 역사와 유래

-

-

한국 문학， 미술， 판

역사 유적지， 잘못 알려

진 역샤 단어의 유래， 건국 신회f 철학과 윤리

- 전통 윤리， 생

활철학， 한국의 철학자

(18) 에 제시한 자료에서 다루어진 문화 항목으로는 [예절]， [의식주]，

[공휴일]， [공공생활J， [세시풍속]， [언어]， [사고방식]， [명소J， [민속놀이]，
[통과의례]， [가정]， [사상J， [운동]， [인물]， [예술]， [문학]， [인터넷]， [문화유
산J， [의학]， [교육]， [역새를 들 수 있다.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

용만을 다루는 항목으로는 [인물]， [문학]， [문화유산]， [역사}가 있으며， 현
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는 항목으로는 [예절]， [공휴

일]， [공공생활]， [명소J， [가정]， [예술]， [인터넷]， [교육]을 들 수 있다.
Ii'In團3뼈 Kor없1: B:맹m뻐g 1, 2, Interrmliate 1, 2, Advanæ:l Int없r빼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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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Adv;때때 1, 2~ 에서는 ‘주제형’과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
으므로， 제시 내용도 이에 따라 정리한다. 곧 ‘주제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
하는 초급과 중급 교재에서는 각 단원의 학습 목표로 제시하는 문화 항목

을 정리하고， ‘본문형’의 제시 방법을 사용하는 중고급과 고급 교재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원을 정리한다.

(19) 기. 얀뺑삐삐g 1, 2~
고개 숙여 인사하기， 한국인의 이름， 사회적 계층과 호칭어/ 명
함 주고받기， 친구나 아는 사람 소개하기， 사회적 계층과 종결

어미/한국의 집단주의， 친구나아는사람에게 친족어 사용하기，
태극기/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에 대하여 묻기， 안녕히 가세요 VS.

잘 깨 사는 곳에 대E배 이야기하기， 주탬 날짜 쓰기， 달력， 돌

과 환갑7 서울， 서울의 지하철 노젠 한국의 교육 제도와 학교
체계，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배타적

인 소집단， 태권E 한복， 한국의 친족 체계/ 전화 대화/ 비행기
와 항공샤 한국의 인삼， 한국의 화폐/ 한국의 국경일， 한국 학교

의 학기와 방학， 여가 활동/ 식사에 대한 한국인의 개념， 불고기
와 김치， 한식집과 카페/ 한국의 운동，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
L.

wIn따n뼈iate

1,

2~

사계절， 음력과 양력， 용인 민속촌/ 획일성과 형식주의의 문화，
백화점의 식품 코너/ 대학생의 시간제 근무， 경주， 서양과 한국

의 문화 재1/ 우편， 효도 은행업무， 주민등록증과 동사무쇠 하
숙집， 공중목욕탕， 온돌， 사투리/ 택시， 지하철， 산과 등산， 서로

다른 화법 사용하기/ 시장과 쇼핑하기， 거메 생일 축하， 감사합
니다와 미안합니다， 겸양 표현， 노래 문화/ 이발소와 머리방， 광
고， 한국의 대학/ 씨름， 노래방， 바둑， 장기/ 명절 풍습， 떡국 몇
그릇 먹었니?， 명절놀이， 한복 입는 법/ 한국의 병원， 양약과 한

약， 한국 속담과 은유/ 결혼 풍습， 현대 결혼식， 집들이/ 한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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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금기와 미신， 성숙

/ 전공 선택하기， 구직과 면접， 여성 문제，

대학 입학시험
드~ AdvanαD.In따n빼iate

1, 2~

노래방7 한가위/ 문화 유산/ 플루트 연주재 철학하는 바빌 미

국인이 본 한국얀 거북선과 콜라 병/ 속담7 옷이 날개/ 광고 문
화/ 한국인의 생활 양식/ 토요일은 밤이 좋아/ 흥부와 놀부
己~Advanc어

1,

2~

한국 사람 다 됐네!/ 누릉지와 숭늄/ 세대 차이/ 한일 월드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돌/ 한류 열풍/ 한국 전통 혼례/ 이 맛
에 반했어요!/ 흔인도 맞춤 시대/ 보신탕 문화를 둘러싼 논쟁들/

교육 문쩨 사물놀이/ 한국은 ‘여성 상위’의 사회?/ 한국의 경제

발젠 남북 통일 한국인의 이름/ 훈향전

(19) 에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 항목으로

[예절J， [언어J， [관습J， [사상J， [국기상정J， [의식주J， [달력J， [통과의례J， [문
화유산J， [교통J， [교육J， [인구]， [사고방식]， [운동J， [친족J， [산물]， [경제]，
[국경일J， [여가활동J， [예술]， [계절J， [기후]， [달력J， [명소J， [직업]， [공공생
활-J， [대중매체J， [세시풍속J， [민속놀이]， [의학]， [가정]， [종교J， [여성]， [인
물J， [문학J， [세대차이]， [한류열풍J， [경제]， [정치]가 다루어졌다. 전반적으

로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문화유산]
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서는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 생활’ 부분
이 ‘한국어’ 부분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생활’을 구성

하는 단원과 문화 항목을 정리한다.

(20) 한국의 지리와 계절

한국의 위치， 한국의 지리적 특정， 한국의 계

절별 날씨， 한국인의 계절 활동/ 현대 한국 개관

한국의 국가 상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259

정， 한국 정부 및 지방 행정 조직， 주요 경제지표/ 한국어， 한글

한

국어의 소리， 형태상의 특정， 한글의 창제 원리， 한글의 로마자 표기

/ 한국인의 의식주 - 현대 한국인의 의생활， 한복， 한국음식， 식사예
절， 현대 한국 농촌과 도시의 주거 문화/ 한국인의 일생

탄생， 백

일， 돌， 결혼， 환갑， 장려V 언어생활 - 존대표현， 남을 부를 때， 격식
적 표현과 비격식적 표헨 한국의 기본적인 공공시설과 제도

출입

국관리사무소， 읍 • 면 • 동사무소， 경찰서 · 파출소， 도서관 • 체육
관 • 문화회관 • 복지회관， 우체국 박물관， 교육제도/ 한국인의 여가
생활과 취미 활동 - 직장 분위기의 변화， 한국인의 여가생활， 한국

인의 취미활동/ 한국의 역사

한국 역사의 시기 구분 각 시대별 주

요 특정， 각 시대별 주요 문화재/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족주의적

사고방식， 권위주의와 체면， 경제발전과 ‘빨리빨리’

(dl) 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지리 J， [계절]， [기후J， [국가상정]， [정치]， [행
정J， [인구J， [경제J， [언어]， [의식주]， [통과의 례J， [공공생활J， [교육J， [직장
생활J， [여가활동J， [역새， [문화유산]， [사고방식]의 문화 항목을 다루는데，
주로 한국의 현실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
는 항목으로는 [언어]， [의식주J， [통과의 례J， [역사J， [문화유산]을 들 수 있
으며， [역새와 [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다.

ITKope :ä clni:ä 513bKIIoco6ne ID .J1I1HI13아(YJIbTYPOJIOIW1 한국문화
러시아어로 표현하기」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21)

τ

I 부 문화와 전통

중매결혼/ 전통혼려V 톨잔치/ 환해 전통의상/ 상려V 장례절깨
무덤의 관/ 제사 드리는 법/ 세배와 덕담7 절하는 법/ 사상의햄

탈춤/ 온돌방/ 태극기/ 여러가지 문화현상/ 불교 이야기/ 불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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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 탑/ 단청/ 불국사와 석굴암/ 전통 명젤 설낼 대보름/ 음력

5월 5웰 음력 8월 15웰 동지/ 사물놀이/ 씨름/ 인쇄술
L

II 부 관습과 생활양식

。}기의 탄생/ 김정7 행운을 비는 관습/ 한국인의 습괜 명함/ 호
칭/ 제야의 종소리/ 식탁예젤 상차림/ 젓가락 사용법/ 수험생을

위한 선물/ 보뿌 인삼 효능/ 보신팅7 몽고반점/ 전세와 월서V
숫자 ‘100’의 의미/ 나 미역국 먹었어/ 남대문이 열렸다/ 애창곡/
해매 버스 전용차젠 군입대제도/ 폭탄주/ 다방

(21)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통과의 례J ， [의식주]， [세시풍속]， [예절J， [사

상J， [문화유잔J， [국7}J상정J， [언어J， [관습]， [종교.]， [민속놀이 J ， [인쇄J ， [의

학J， [산물]， [인휩， [사고방식 J， [여가활동]， [교통]， [군대]와 같은 문화 항
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가 함께 다루어졌
다. 전통 문화와만 관련된 항목으로는 [사상]이나 [문화유산]을 들 수 있
으며， 현실 문화와만 관련된 항목으로는 [국가상정J， [여가활동]， [교통]，

[군대]를 들 수 있다.
『實用韓國語會話 실용한국어회화』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한국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실제 한국 생활에 필요한 현

실 문화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껑) 인λν 친족 호칭어/ 한국 음식/ 한국의 수도 서울/ 한국의 난방시셀

한국의 전화/ 서울의 택시/ 한국의 커피숍/ 서울의 지하첼 중국 대

사괜 서울 시내버쇠 환젠 한국의 슈퍼마켓 한국 요리/ 한국의 노
래빙7 레스토랑7 한국의 지리/ 우체국/ 한국의 술/ 한국의 출판업/

한국에서의 여행/ 한국의 약국/ 서울/ 엄지족/ 직장에서의 호칭/ 쇼
핑/ 어학연수/ 한국의 인터넷 한국의 놀이공원 한국의 프로 축구/
한국 사람들의 주멜 한국의 항공사f 한국의 생활 예첼 한국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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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셀 한국의 기차/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사진괜 유학비깨 중
국 현지의 한국 기업/ 인천국제공항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자료에서는 [언어J， [예절J， [의식주J， [행정 J，
[통신J， [교통J， [공공생활J， [가정 J ， [지리 J， [출판J， [명소.]， [의핵， [유행J， [교

육]， [인터넷]， [운동J， [여가활동J， [무역 J， [예술]， [컴퓨터]와 같은 문화 항
목을다루고있다

페1 Encyclopa!때ia of Kor，얹nC띠ture 한국 문화 백과사전』은 한국 문화
를 주제로 한 사전이다. 따라서 사전의 차례를 살펴보면， 이 사전에서 어

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껑) 한국 지리 개$ 기후， 계절， 환경/ 서울 수도/ 광역 도시/ 중부 지역

4개묘 남부 지역 5개도/ 북한 대도시와 모 한국의 역사 개요/ 대한
민국/ 북한과 남북 관계/ 한국어와 글자/ 한국 문학 개괜 주요 종교

/ 사상과 관습/ 무속과 민간신앙/ 얼상 음식/ 떡， 음료 술/ 의복， 모
자， 신발， 장식품/ 집/ 가구와 침구/ 생활 기구/ 가족생활과 휴웰 잔

치， 혼인， 제샤 장례/ 민속놀이/ 운동/ 걸쌍과 수공예/ 도자기/ 전통
공예/ 전통 상업 기구와 도장/ 미술과 서예/ 조각/ 음악/ 탈놀이와
무용/ 연극과 영화/ 교육/ 인쇄와 출펜 대중매체/ 건강과 의료/ 식
물/ 동물/ 농업/ 산림엽， 어업， 축산업/ 과학과 기술/ 현대 산업/ 정
보와통신

(23) 에 제시한 사전의 차례를 바탕으로 문화 항목을 재정리하면， 여기

에서는 [지리J， [인구]， [교통J， [기후J， [계절]， [행정 J ， [문화유산]， [교육J ， [명

쇠， [역새， [인물J， [정치J， [언어]， [문학J， [종교.]， [국가상정 J， [사상J， [의식
주J， [가정J， [친족J， [국경일J， [공휴일J， [세시풍속]， [통과의례， [민속놀이 J ，
[운동J， [예술1 [교육1 [인쇄J， [출판1 [대중매체J ， [의학J， [산물J， [산업J，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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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J， [기술J， [컴퓨터 J， [인터넷J， [통신]과 같은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 교육
자료는 사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나 [역새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기술만

이루어졌으며， [지리J， [기후]， [계절J， [행정 J ， [명소.]， [국가상정J， [국경일J，
[공휴일J， [예술J， [대중매체J， [과학J， [기술J， [컴퓨터J， [인터넷J ， [통신]에 대
해서는 현실 문화와 관련된 기술만 이루어졌다.

『한국의 문화』에서 수록되어 있는 문화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
음과같다.

(낌) 기

<CD 1 민속과

예절〉 대한민국/ 민간 신앙과 종교 생훨 세시

풍속과 민속 놀이/ 가족 제도와 가정 의례

<CD 2 예술과

L ,

생활〉 우리의 소리/ 한국의 미술/ 한국의 춤/ 한

국의 무여V 의식주 생활

(24) 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지리 J ， [국가상정J， [언어J， [사상J， [종교.]， [세

시풍속J， [민속놀이J， [가정J， [친족]， [통과의 례J ， [예절J， [문화유산J， [운동]，
[의식주]와 같은 문화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한국의 전통 문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리]나 [국가상징]은 현실 문화와 관련된 내
용으로 이루어져 었다.
~Korean.net 한민족 네트워크』의 ‘문훼 예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한국의 역사/ 민족흔 이야기

자연신앙， 특성과 기질， 기원과 뿌리，

기층사상， 전설 • 민담 · 신화/ 민속문화

-

문화상정물， 놀이와 세시

풍속， 명절과 축제， 생활물자 주거문화， 음식문화， 복식문화/ 문화체
험

•

김덕수 사물놀이 배우기， 정승희 무용 배우기/ 문학예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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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필， 단편소설， 체험수기， 시나리오， 독립영화/ 문화예술유산

유적지와 건축물， 과학 발명품， 인쇄물과 기록물， 고전문학， 음악， 미
술， 조각과 공예， 무용， 무예， 현대 문화와 예술/ 문화관 탐방 - 박물

관， 민속촌， 기념관， 도예촌， 문화공간

(25) 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역새， [종교J， [지리 J ， [사상J， [문화유산J， [인
종]， [문학J， [국가상징J， [민속놀이 J ， [세시풍속]， [축제J ， [의식주]， [예술]，
[여가활동]， [명소]와 같은 문화 항목이 다루어졌다. 대부분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나" [축제J ， [예술]， [여가활동]， [명쇠는
현실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4기에는 한국 문화를 고려한 교육 자료가 많이 개발됨으로써， 한국 문

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항목들이 디루어진다. 따라서 171 부터 3기까지의
교육 자료보다 문화 항목의 수가 많은데 교육 자료에 따라 전통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항목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현실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항목을 많이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현실 문화와 관련
지을 수 있는 항목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
다.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4기 한국
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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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형
전통
문화

4>

4기 효택어 교육 자료 문화 제시 내용

문화항목

[가정l，[계급u관습]，[교육]，[교통J，[문학J，[문화유산u민속놀이l，[사고방식1，
[사상u산물]，[산업l，[세시풍속]，[언어l，[역시-l，[예절l，[운동]，[의식주]，[의학"]，
[인물l，[인쇄l，[인종]，[정치)， [종교J，[직업J，[출판]，[친족J， [통과의례]

[가정l，[격식l，[경제l，[계절J，[공공생활]，[공휴일l，[과학J，[관습J，[교육]，[교통]，
현실
문화

[국가상정)， [국경일)， [군대J， [기술l，[기후J，[달력1， [대중매체1， [명소J，[무역)，
[문학"]， [민속놀이)， [사고방식)， [사상J， [산물]， [산업)， [세대차이1， [세시풍속]，
[언어l，[여가활동]，[여성l，[예술J，[예절l，[운동]，[유행l，[의식주]，[의학J，[인구]，
[인쇄l，[인종]，[인터넷l，[정치l，[종교l，[지리l，[직엽l，[직장생활]，[축제l，[출판]，
[친족J，[컴퓨터l，[통과의례l，[통신)， [한류열풍J，[행정}

〈표 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4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문화 항

목은 앞 시기인 3기 교육 자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먼저， 사라진 항

목들이 있는데， 3 7 1 자료에서 전통 문화에 속하던 [계급J， [정치J， [직업]과
현실 문화에 속하던 [격식]에 대한 내용이 471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
통 문화 항목인 [계급]， [정치J， [직업]은 171 와 371 에 다루어졌던 것이며，

현실 문화 항목인 [격식]은 2기와 3기에서 다루어졌던 항목이다. 다음으

로， 4기 자료에서는 3기 자료와 비교하여 추가된 문화 항목이 많다. 전통
문화 항목으로 [산엽J， [인쇄J， [인종J， [출판]이 추가되었으며， 현실 문화

항목으로는 [공휴일J， [과학J， [군대J， [기술J， [여성J ， [유행J， [의학J， [인쇄J，

[인터넷J， [축제J， [출판J， [컴퓨터J， [한류열풍J， [행정]이 추가되었다 이 가
운데 [산업 J ， [인종J，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4기 자료에서 처음

다루어진 것으로서，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를 그대로 반영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기까지의 자료에서 다루어지던 문화 항목
들 가운데도

471

자료에서 내용에 치이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나 ‘가요’가 포함되고， [인물]에
‘첼리스트 장한나’가 포함된다. 그리고 실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공공생

활]에는 ‘우체국， 은행，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파출소1 박물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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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나타난 문화를 정리하면， 학습자에게 한국의 현실 문화에 대한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가운데，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인 대상 교육 자료를 중심으

로 제시 방법과 제시 내용을 검토하고 시기별 특정을 정리하였다.
먼저， 한국 문화를 제시하는 방법은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역과 구분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한국

문회를 다루는 ‘부록형’， 한국어를 가르치는 본문 내용에 한국 문화와 관
련지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본문형’， 단원 안에서 참고 내용으로 제시
하는 ‘참고형’，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문화 항목이 교

육 자료를 구성하는 주제가 되는 ‘주제형’이었다.
'1기부터 4기까지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어떤 제시 방법을 사용하는가

에 따라 시기별 흐름을 정리할 수 있었다. ‘부록형’은 1기 교육 자료에서
만 나타나는 제시 유형으로 1기 자료 가운데 초기 자료에서 나타났다. 반

면에 ‘본문형’은 1기 교육 자료 가운데 후기 자료에서 나타나며， 4기까지
의 교육 자료에 모두 나타났다. ‘참고형’은

371

교육 자료에서부터 나타났

으며， ‘주제형’은 4기 교육 자료에서부터 나타났다. 이러한 사질을 바탕으
로1 한국 문화 제시 방법은 ‘부록형 •

본문형 •

참고형 •

주제형’의 순

서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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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방법

다음으로1 제시 내용은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정보
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정보와 현실 문화와 관련된 정보로 나누었으며 1
기부터 4기까지의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제시하는 한국 문화를 전통 문
화와 현실 문화에 속하는 문화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한국 문화라고 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1

기부터 4기까지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각 시기마다 현실 문화에 속하는 문화 항목을 더욱 많이 제시하였다. 곧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는 각 시기별로 그 시대의 현실 문화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외국인에게 한국 사회나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에 포함되는 문화 항목은 시기별로 조금씩 치이

가 있었다. 곧 문화 항목에 띠라서 사라지거나， 추가되거나， 또는 각 항목
에 포함되는 문화 요소가 수정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문화 항목
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학
습지에게 실제 생활에 펼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의사소통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4기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나는 문화 항목은 학습자에게 한국
의 현실 문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데 초점을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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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이 기운데 한국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기초 자료 조

사와 연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각 시기별 한국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
국 문화를 조사하고 정리한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국 문화를 제시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각 시기별 교육 자료가 어
느 유형에 속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제시 내용을 분석하는 데는 전통 문화
와 현실 문화라는 틀을 적용하고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문화 항목

선정이나 그에 속하는 세부적인 문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펼요
하다. 따라서 앞으로 각 시기별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인 문화 항목과 요
소를 살펴보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효댁어 교육 자료， 효댁 문화， 제시 방법， 제시 내용， 전통 문화 현
실문화문화항목

* 본 논문은 없Ii. 5. 22 투고되었으며， 때Ii. 6. 4 심사가 시작되어 :m:i.6. 18 심사가 종
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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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orean Ctùture Found in Korean Teaching Language Materials
-Focused on Adtùts ’ Education Materials-

Ki m, Young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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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flow of Korean Culture EcIucation can be arranged by examining

the

없C바19rna떠1als

befì뻐1d dur뼈

culture

어ucation

of all four

the frrst

뼈따

in the main

며10cls

of it.

Suppl없Hltary

esjX:X:ially at the

bc때T

of the text

떠n

뼈따뻐g.

cultural

rna때 al 떠n

on the other 벼nd，

be found at the end of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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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여

topic

going all the way to fourth Iffioo Reference style

bas어 어ucation

따)(we ræntion어

cluring

is to be found from

Reference

style-→TφlC 벼sed

cont없.ts，

Second, the

foUJ남1 뼈따

facts, it can be said that the

Kor얹n 냐때때ge 많ucation

star때

Hence, on the

앉~ence

is Suppleræntary

of culture

style-케1ain

related to

Kor없nC버ture 떠n 뼈
infom빼on

Teaching

have provided both traditional
of

th앉 뼈ods，

prl얹entation

1xx:Iy

pro띠de.

Inforrnation

related to

Ma따ials

r많listic

culture.

from first to fourth

때 r얹listic

Iffi여

canbe

there was plenty of inforrnation belonging to realistic culture. 50,
Ko없n 뎌맹뻐ge

Culture items show a slight difference with respect to
cont없lts

of

soræ got

in the culture

the않 i따ns
disa띠~어，

the

along

Teaching in each Iffiod

때th

Iffi여

Koli얹n

when it coræs to

the numbers. 50, d많Jen따19 on the culture

added or arrended in their usage.

i뼈ns r뼈e땅lts

&맹uage 많ucation
pro띠ding

앉rnto

culture inforrnation. Generally, in each

provided 미enη of infom빼on， related to realistic culture such as, life of
people and society.
the

styl강→

further classified into inforrnation related to

it can be said that the contents of

i따ns，

of

Ko뼈n La명uage 많ucation 때llbe

presented in the

focusing on the kind of culture inforrnation they

Kor얹n 매때뻐ge

벼sis

style.

e엉mm떠

traditional culture and

from t비rd 뼈따

η1Ís kir띠

of change

the change of an era. And, the purpose of Korean

is to enable the

1않mer

n없ssary infom빼on αmed

to comrnunicate

in the actual

빼y

satisfactαily

by

life.

[Key Wo!idsl Korean 니멍뻐ge TI많C뼈19 Ma따ial， Kor，없1 C버ture， Presentation

Way/Style, Present어 αnt없ts， Traditional
Culture ltems

C버ture， R얹listic C버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