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

-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들어가며
다문화교육에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개념
현행 교육과정과 교재 분석
향후 과제
나오며

들어가며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년대 재일 교포 재일 한국

인 조선인 에 대한 차별 해소나 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金
賢信
했으며

년대에는 한국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한 고등학교가 증가
년 이후 다문화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 이문화교육의 일환으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공동주최
년한
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다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
본회의에서 발표한 내
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홍익대학교 교양과 전임 강사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조선어 교육 한국조선어교육 한글 교육 등 다양
한 호칭이 사용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호칭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로 한국어 교육을 도입하는 고등학교가 늘어났다

国際文化フォーラ

ム
일본 고등학교에서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교육과정에 도입한 배경에는
년부터

년까지 이루어진 임시교육심의회의 존재가 있다 岡戸

이 심의회에서는 국제화사회나 일본 국내에서의 다문화사회를 고려할 때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인 활동

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과의 연계 및 지원을 추진하
는 국제교육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국
제교육추진포럼을 실시했으며 그 보고서인 초등 중등교육에서의 국제
교육추진검토보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태도 및 능력으로서 모
든 학습자가 이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와 능
력 습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목표는 다문화교육과 밀접한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을 도입한 고등학교는
년에 개밖에 없었으나
년에
개
년에는
개
年에는
개로 늘어났다 国際文化フォーラム
岡戸
일본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년을 기준으로
명 유학생은 약
명 이 있다 일본 국내에서의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년대 일
본이 중국과의 국교수립과 동시에 제 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국에 이주한 일본인과
그 가족을 귀국 수용한 것과
년대 아시아의 난민을 일부 수용한 것에 있다 또
한
년에는 출입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남미 지역의 일본계 외국
인에게 취업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외국인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山
本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소수집단은 재일한
국 조선인이다 그 숫자는 한국 조선 국적에 한정하여 약
명이며 일본 국
적 취득자나 부모 조부모가 한국 조선 국적을 가지는 사람을 포함하면
명
을 넘고 일본 전체 인구의 약 를 차지한다 中島
국제교육추진포럼에서 발표된 초등 중등교육에서의 국제교육추진검토보고 에 대
해서는
을 참고로 하였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언어 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면 앞

으로도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이고 본
질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일본 고등학교에서
의 한국어 교육 목표에 대한 연구가 결여된 데서 기인한다 다문화교육이
한국어 이외의 교과와의 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하나 다문
화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이 불명확한 경우 교육 목적이나 내용
방법까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그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에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개념
본 장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분석에 앞서 다문화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자료로는
년 神奈川형립 岸根 고등학교 교원인 야마시타가 神奈川형 고등학교
교육회관 연구조성 대상연구로서 행한 조사결과를 꼽을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일본
고등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도입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국제화에 대한 대응 이문화
이해를 위하여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金賢信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년대 간노
나 오고시 生越
에 의하여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년대 신쪼오
에서는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요구분석 김윤정
에서는 교재개발 연구 伊藤
에서
는 문자 교육 연구 김혜정
에서는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현장 학습 연구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나 다문화교육
에 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살펴보고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교육 간의 연계의
중요성과 다문화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정의와 목표
세기 전반까지 서양에서는 유럽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유럽중심주의
와 자민족중심주의

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문화인류학자들은 다양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서양 이외에도 서양과 같은 세계관이 있으며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문화
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문화상대주의
인데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은 문화를 외적 기준 및 절대적 기준
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문화상대주의가 모든 문화

는 평등하고 의의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었다 그
러나 문화상대주의의 평등성이 반사회적 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과 자
문화와 타문화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川
上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받아들여진 견
해가 다문화주의

이다

년대 북미나 유럽 등의 다민족

국가에서 이주자나 여성 고령자 동성애자 등의 권리획득운동이 이루어
지면서 다문화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다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기원
은 각 문화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문화상대주의이
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에서의 문화의 부동성 不動性 을
극복하며 문화의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양자에 차이를 보인다 駒
井

이 다문화주의의 발전에 수반하여 등장한 교육이 다문화교육
이다 다문화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가 교육과

정이나 교육기관을 개혁함으로써 남녀 다양한 계급 인종 소수민족의 학
습자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
고 언급하고 있다

의 다문화교육이란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

람들을 지키는 것이며 그 교육 목표는 평등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술을 획득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다 한편
는 다문화교육을 국제적 차원의 교육 문제로 보았다 그는
다문화교육의 정의에 대하여 국민 언어 민족 혹은 인종을 기준으로 정
의된 두 가지 이상의 문화와 관련된 교육 과정 혹은 전략이라고 하여 다
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다른 문화 국적 집단 개인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증진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에서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하

기 위한 국가 차원의 운동이나 정책으로 본 것에 반하여

에

서는 사람들 사이의 이문화 이해나 상호작용의 증진이 국제적으로 이루
어지는 정책으로 보았으며 양자의 정의에는 교육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와

가 다문화교육의 문화를 단순히 국

가나 지역 인종 민족에 의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이나 연령 성
별 장애 등 개인에 따라 다른 문화를 포함시켰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에서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에부치 江淵
에서 재인용하
였다
에부치 江淵
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다민족교육
이
나 이문화교육
라고 부른 시기도 있었으나
년대 문화 의
대상이 여성이나 장애자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총괄적인 용어인 다문화교육 으로 정
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정의나 범주는 다민족교육이나 이문화교육

현재 일본어권 학습자에 대한 문화 교육은 한국 문화나 한일문화 차
이와 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이나 이질성
이 강조된 교육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마쯔자키 나카가와

그러

나 문화 교육을 다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화가 국가나 민족
지역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지역 속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과 유동성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과 한국어･문화 교육의 연계
앞에서 살펴본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반하여 지배문화를 바탕
으로 다양한 문화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견해를 동화주의
라고 한다 동화주의는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 동조하고 동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사회는 아이누 민족이나 재일 교포 중국인
등이 거주하는 복수 민족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수민족을 경
시하거나 동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다문화주의의 이론을 기반
으로 학교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우선 사회가 평등화되어야 하나 그 평등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언어 정책이 시행되
어야 한다

은 영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내용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편견 배제 등을 포함시키면서 외국어 교육과 지역 언어
문화를 연결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의 필
과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부치 江淵
에서는 일본에서
국제이해교육이라고 부르는 교육은 미국에서 다문화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간
주해도 문제없다 고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
어 교육은 다문화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 이문화교육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 에부치 江淵
의 견해를 지지한다면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은 주로 다문화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는 제 언어나 외국어 등 모어 이외

의 언어와 다양한 민족의 문화 세계의 지리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과

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 교육

에 의한 언어정책은 다문화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의
측면을 언급한 하세가와

의 견해가 있다 하세가와

인은 한국에 대해 알게 모르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는 일본
중략

일본인

이 한국어와 한국을 앎으로써 한국인과 친해지고 서로 오해와 불신을 없
앨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매우 바
람직하다라고 언급하여 한국어 교육이 한국 이해와 한국인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의 육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김정

에서

도 보이는데 그는 일본의 아동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국제이해교
육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아동의 인간 형성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일본에는 많은 재일 교포가 거주하고 있

다문화교육으로서의 외국어 교육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호주
를 꼽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년 초에 채용한 다문화주의를 언어교육에도 반영
해왔다 구체적인 정책은
년 언어에 관한 국가시책
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보상함 호주 선주민의 언어문화
를 보지함 모든 국민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 언어 교육
정책을 주진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함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어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리한 호주 언어 수준 참조 기준
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 이해 학습 방법의 학습 언어
와 문화의 인식 폭넓은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외국어 교육을 제창하고 있다 日
本語教育学会
에서 제시된 이러한 견해는 나카지마 中島
에서 재인용하였다

으며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인이
국내외의 한국인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에 대한 언어정책 즉 한국
어 교육이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 교육에서는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 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한국어 교육이 일본 고등학교에 도입된 이유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
한 한국어 교육이라기보다 공생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중에서 문화 교육은 공생하기 위한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의 단계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특정 소수민족의 문화 학습을 교육과정

에 도입하는 단일민족학습 단계
학습하는 다민족학습 단계

다양한 민족집단 문화를 종합적으로

민족학습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전체의 개

혁에 의하여 소수민족집단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민족교육 단계
소수민족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종교적 집단 지역주민 등을 포함
시킨 다문화교육 단계

이러한 네 단계의 교수 학습이 위계화 되어 현

실적으로 학교 교육 제도에 적용되는 단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화 교육은 문화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교육
에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과 언어 문화에 초점을 두어 문화를 교육하고자 하는 입
장이 존재하나 김중섭
공생하기 위한 문화 교육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
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적어도
교육과 깊이 관련된다 예를 들어

과

는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재일

교포나 그 문화에 관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
사는 민족이나 언어 문화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한국어가 사

용되는 중국이나 중동아시아 등의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이
해교육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과

가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문화교

육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나카지마 中島

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일본 한국 또는 일본인 한국인과 같은 국가나 민족에 따라 구
별하는 문화 교육은 학습자에게 그 차이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도 다문화
교육의 이념인 자신을 변혁시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문화 교육에서 국가나 민족 차이가 과도하게 강조되면 학습자가 문화
의 다양성을 깨닫지 못하고 획일적인 문화관을 가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어떤 문화를 획일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문화와 민족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문화는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하
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문화를 개별적으로 보고 자신을 변혁시키기 위한 문화 교육은
최근에 일본어 교육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키 佐々木

그 중에서 사사

는 일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선행 연구와 실천보고

서 교재 문화 교육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공
에서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고바야시 에부치 小林 江淵
에서 재인용하였다
영어 교육에서는
에서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교수 학
습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교수 학습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언어 배경과 문
화 배경을 가지는 학습자의 언어생활이나 주변 사실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영어와
다른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며 학습자에게 언어적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생을 위한 문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
는 외국어 교육의 문화 개념은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와

의 상호작용에 개재 介在 되는 문화 그리고

타자와

개별적 문화로 분류하였으

며 그림 과 같은 도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장 작은 영역인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란 학습자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대중문화나 전통문화 정신문화 전문지식 일상문
화 등의 내용이 교육의 중심이 된다 또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재되

는 문화란 학습자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자신과 타
자의 가치관이나 인식 행동 양식에서 보이는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교육
을 가리킨다 이 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간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하
여 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태도 육성도 교육 목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문화란 국가나 민족에 따른 문화가 아니라 학습자

가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유연성이 있는 정체성

을 확립하는 개별

문화 가 중요시되는 영역이다
번호
은 필자가 적었으며 그림 은 필자가 번역하였다
이 개별 문화는 최근에 일본어 교육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념인데 호소카와 細
川
는 개별 문화에 대하여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년대 일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효율성이나 도달성이 중요시된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의 문화 양상을
교수 학습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문화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인 틀 안에서 인식된 것이었다 즉 미국 사회에서는 라는 규칙이 있으니
미국인의 행동양식은 이다 라는 문화의 집단유형화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었다 이
렇듯 문화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
며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하여
년대에 문화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보는 개별 문화 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細川

<그림1> 문화 교육에서 중시되는 ‘문화’의 개념 (佐々木 2002:230)

개별 문화

소산 지식으로서 문화
전문지식 중시
일반교양
중시

전통문화중시

정신문화중시

대중문화
중시
일상생활중시

이 사사키 佐々木

타자와의 상호
작용에 개재되
는 문화
비언어전달
사회언어능력
사회문화능력
활동
중시

의 문화 개념을 단계화시키면 먼저 학습자는 소

산 지식으로서의 문화를 접하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화의 다
양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
의 문화관을 가지게 된다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 교육은 자국 문화 대 외국 문화라는
도식으로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문화를 수용 혹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는 문화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쌍방향적이고 복합
적인 문화를 산출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교육에서 말하는 문화가 사회
에 존재하는 기능이나 의미를 의식하고 비판하는 것 中島

이라

면 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문화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에 중

점을 둔 교수 학습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사사키 佐々木

가 제시한

문화 개념의 단계화는 문화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획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을 변혁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 문화 교육
은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 교육이며 지금까지 동화주의의 경향
이 강했던 일본사회에 적합한 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과 교재 분석
이 장에서는 일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사키 佐々木

가 제시한

의내

용을 단계화시키고 이를 분석의 틀로 삼아 현행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
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문제점
일본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지도할 경우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고
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에서 설정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따라 실천
하게 된다

년에 일부 개정된 일본 고등학교 교육과정 장 보통교육

에 관한 각 교과 제 절 외국어 제 영어 이외의 외국어

에서는 외국어

본고에서는 이후 문부과학성에서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을 일본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일본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였다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외국어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
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육성시키며 다양한 정보와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거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실천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목표는 모든 외국어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제문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지침서 高等学校の中国語と韓国朝鮮語学
習のめやす 試行版 고등학교의 중국어와 한국 조선어교육 학습 기준 시
행판 이 개발되고 있다

이 한국어 학습 기준에서는 문화 영역의 내용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国際文化フォーラム
한국어의 배경에 있는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관찰하고 사물이나
행동 등에 보이는 문화를 발견하고 이해한다
한국어의 배경에 있는 문화에 관한 다양한 화제에 대해서 자문화와 비
교하고 그 차이와 공통성 관계성을 발견한다
한국어의 배경에 있는 문화에 관한 다양한 화제에 대해서 자문화와 비
교해서 알게 된 차이나 공통성 관계성의 요인을 살펴보고 폭넓은 시점
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가변성 可変性 을 이해한다
타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
관을 되돌아본다
문화 간의 조화를 시도한다

본고에서는 이후 高等学校の中国語と韓国朝鮮語学習のめやす試行版 을 한국어
학습 기준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기준에서 제시된 문화 교육 내용은 사사키 佐々木
에서 제시된 문화 교육의 단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은 문화를

관찰하고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둔
다는 점에서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는 그 문화를 자문화와 비교대조하여
요인을 밝혀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에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재되는 문화 교육 단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와

에서는 자신

의 생각이나 경험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봄으로써 조정된 문화관을 가지는
것에 교수 학습의 중점을 두는데 이는 문화를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타
자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개별 문화의 확립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학습 기준에서 제시된 문화 교육은 발견 단계 비교 단
계 요인 규명 단계 문화 종합 단계를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종합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문화 학습 환경에 대한 기술과 고려가 약간 부족
하다 한국 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문화
를 접할 수 있으며 교사가 제시해 준 문화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지더라
도 스스로 그 의문을 확인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
육의 경우 양적 측면과 질적 축면에서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문화 자료
에 한계가 있다 만약 교사가 문화적 사상의 어떤 일부를 획일적으로 제
시하거나 학습자가 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

여 검증할 기회가 없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한계점을 고려
하여 다양한 문화 자료의 수집 방법이나 활용 방법이 교사에게 제공되는
고정관념
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나 細川
여기서
는 말하는 고정관념은 어떤 범주 예를 들어 어떤 인간 집단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
나 단순화 또는 과장된 의견 개념 飛田
이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리킨다

것이 바람직하다

교재 분석 결과와 문제점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성인학습자용
교재나 교사가 작성한 자체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国際文化フォーラム
본고에서는 국제문화포럼 国際文化フォーラム

의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세 권 교재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高等学校韓国朝鮮語教育ネットワーク西日本ブロック 好きやねんハ
ングル

編集チーム

ハングル 스키야넹 한글

高校生のための韓国朝鮮語

好きやねん

및 교사용 지도서

生越 曺喜澈

ことばの架け橋 말의 가교

油谷 南相瓔

総合韓国語

종합한국어

본고에서 이 세 권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교재들은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요구되는 기초 단계 교재이며 언어와 문
화의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인 교육 목표
를 민족 간 교류의 활성화에 설정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보인다
교재 분석 내용과 방법은 우선 교재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내용의 단
원 제목 내용 제시 방법을 추출하여 이를 사사키 佐々木

에서 제시

된 문화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교사가 작성한 유인물 교재 개
교 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高島淑郎
書いて覚える朝鮮語 개교 木内明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 개교 등이 사용되고 있다 国際文化フォーラ
ム

스키야넹 한글은 일본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본 고등학교 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개발된 유일한 한국어 교재이다 본
교재 구성은 전반부에서 한국이나 북한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한 후
한국어 문자와 발음을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후반부에서는 어휘

문법 회화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화에 관한 설명이 일본어로 제시되어
있다

표 는 스키야넹 한글에 나타나는 주된 문화 교육 내용이다
<표1> ‘스키야넹 한글’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내용

과

제목

주된 내용

한국 조선어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의 호칭
코리아어 등의 호칭에 관한 문제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문자와 발음
회
화
와
문
법

제시 방법
조선어

설명문
일본어

남북 언어의
한국과 북한에는 언어 차이
차이

설명문
일본어
예시

한글이란

한글의 기능

설명문
일본어

한글의 탄생

한글 탄생까지의 역사적 배경

설명문
일본어
그림

말해보자

인사 표현이 사용되는 장면과 인간관계

설명문
일본어
예시 그림

제과

칼럼 한국조 한국인 조선인의 이름과 재일 교포가 복수
선인의 이름 이름을 소유하는 이유

설명문
일본어

제과

칼럼 친척이
제사와 친척들이 모이는 날
모이는 날

대화문
일본어
그림

본 교재의 학습 시간은 총
정하고 있다

분

분 수업을 주 회 년에 수업 횟수

회을 상

제과

칼럼 전통적
설날 단오절 추석의 의미와 명절의 행사
인 연중행사

설명문
일본어
그림

제과

칼럼 할머니 재일 교포가 일본에 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의 이야기
일본에서의 생활 재일 교포의 민족의식

설명문
일본어

먼저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에서는 일본에서는 한국어라는 호칭이
입장이나 사고방식 차이로 인하여 조선어 코리아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는 것과 남북한 언어의 차이 한글의 성격 한글 탄생의 역사
가 설명되어 있다
문자와 발음 에서는 문자와 발음 연습과 더불어 말해보자에서는 입
장이나 상황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인사법이 제시되어 있다 말해보
자 에서는 안녕과 같은 비존대어가 초기단계부터 도입되어 있어 본
교재가 한일 고등학생의 교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에서 보였던 한국과 북한에서 사용되는 언어
차이는 찾을 수 없다 이 점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북한 고등학생과의 교류가 현재 불가능한 점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후반부 회화와 문법에서는 등장인물인 한국에 사는 고등학생 명 일
본에 사는 재일 교포 고등학생 명 그리고 일본인 고등학생 명이 소개
되어 있다 문화 교육 내용은 주로 칼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본 교재
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용 교재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따로 문화 교재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후반부 제 과에서는 자기소개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문형을 배우고 칼
럼 에서 한국인과 북한인의 이름을 주제로 성의 종류나 창씨개명 재
일 교포가 본명 本名 과 통명 通名 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되어 있

다 제 과 칼럼 에서는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라는 주제로 일본인 고등
학생과 재일 교포 고등학생이 제사에 대하여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대화
문이 제시되어 있다 제 과에서는 날짜나 요일을 나타내는 언어 학습과
칼럼 에서 전통적인 연중행사인 설날 단오절 추석이 설명되어 있다
이들의 설명문에는 전통적인 행사나 의미 음식 등이 소개되어 있으나 학
습자가 자문화와 비교하는 활동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마지
막으로 제 과의 칼럼 에서는 칼럼

을 총괄하여 교재의 등장인

물인 재일 교포 고등학생의 조모가 일본에서의 체험기를 이야기하는 형
태로 재일 교포의 일본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

말의 가교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이나 개교 전체
위를 차지함 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어 있다 国際文化フォーラム
본 교재는 제 과부터 제 과까지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제 과부터 제 과
까지는 문자와 발음을 학습하며 제 과 이후는 각 단원 본문 발음 문법
설명 정리와 연습 어휘를 늘리자 속담 기타 사진 노래 지도 설명
문 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차이가 있는 경
우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은 韓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에는 共 이 표시되
어 있다 또한 제 과에서는 양국 언어의 발음과 표기 차이에 대하여 예
를 제시하면서 설명되고 있으므로 본 교재가 북한의 언어도 학습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의 특징은
경어법과 속담을 들을 수 있다 경어법은 제 과부터 주체경어법이 제시되
며 제 과에서는 절대경어와 상대경어에 관한 설명문과 호칭에 관한 설명
문이 제시되어 있다 속담은 제 과부터 제 과까지 총

개가 제시되어

있다 속담은 각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있어 속담과 각 단원의 학습 내용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듯이 본 교재는 언어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을 학습 초기 단
계부터 도입하고 있다. 문화 전반에 관한 내용은 지폐와 동전(제15
과), 김치 리필(제16과), 시내버스(제19과) 등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화에 관한 기술은 북한을 포함한 언어 학습
내용과 달리 한국의 일상문화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또한 문화
교육에서는 설명문만 제시되고 있으며 자문화와 타문화을 비교하
는 활동은 확인할 수 없다.

종합한국어 은 개교 전체 위를 차지함 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교재 구성은 한반도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개설과 본격
적인 언어 학습이 도입되는 각 단원 제 장부터 제 장까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의 개설에서는 한국어의 다양한 호칭과 한국어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제 장부터 제 장까
지는 총

과 단원과 각 장에 있는 정리와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

화 교육 내용은 각 단원에 마련되어 있는 정리와 발전의 일부와 한국을
알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 장 제 과부터 제 과까지 에
서는 한반도와 일본의 지리적 조건 제 과 제 과 이나 한일관계의 역사 제
과 등이 소개되고 있고 제 장에서는 한국인의 성씨 제 과 나 예의 제
과 호칭 제 과 에 관한 문화적 내용과 사회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제 장과 제 장의 각 단원 본문 내용에는 이야기의 연결성이 보이지
않으나 제 장부터 본문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등장하여 한국이라는 장면
설정 하에 대화문이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문화 교육 내용도 국경일
제 과 이나 연중행사 제 과 제 과 전통 행사 제 과 제 과 교육제

도 제 과 제 과 등 한국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통문화와 일상문
화 전문지식에 관한 기술이 보인다 한편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미팅이나
스킨십 한일교류사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으며 내용도 한
국 국내에서 보이는 문화 양상에 한정되어 있다 표

는 종합한국어

에 나타나는 주된 문화 교육 내용이다
<표 2> ‘종합한국어Ⅰ’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내용

장

과

제목

한국어의 개설

제장

제시 방법

한국어의 다양한 호칭 한국어가 사용되
고 있는 지역

설명문
일본어

제과

개관

한국과 북한의 면적이나 인구 일본열도
와 한반도의 지리적 거리 일본과 한반도
의 역사

설명문
일본어
지도

제과

지리적 개관

한반도의 위치나 산지 하천 기후 온돌의
구조

설명문
일본어
도표 그림

제과

역사

제과

행정 구분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와 한일교류사
한반도의 행정 구분

연표
일본어
지도

정리와
서울과 평양의 면적과 인구 한국의 수도
발전 서울과 평양
이전문제

설명문
일본어

제과

설명문
일본어

한국의 성씨 한국의 성의 종류와 역사 본관 족보
식사 예법

제장

주된 내용

제과
성씨의 변화
제과

이름의 호칭

젓가락과 숟가락의 사용법 등 식사의 예
법

설명문
일본어

년부터 시작한 부모 성 함께 쓰기 운
동

설명문
일본어

부모 스승 친한 친구 아이에 대한 경어
법 호칭

설명문
일본어

제과
제과

미팅

미팅 소개팅 채팅

국경일
국경일 명절 공휴일의 의미와 행사
명절 공휴일

설명문
일본어
설명문
일본어

제 과

스승의 날

스승의 날과 최근의 교육 문제

설명문
일본어

제 과

백일

백일의 유래나 행사 음식 선물

설명문
일본어

제 과

돌

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음식의 의미

설명문
일본어

제 과

한일교류의
진전

제 과

스킨십을
좋아하는
한국인

제장

제장

년 이후의 한일문화교육

성별 관계 상황에 따른 스킨십
일본인과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거리

제 과

한국의 교육
한국의
제도

제 과

한국의 교육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와 입시에 관한 사
제도
회 문제

도년 학교 교육 제도

설명문
일본어
설명문
일본어
설명문
일본어
도표
설명문
일본어

이상 세 권의 교재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공통적인 문화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대상 지역에 관한 것이다 각 교재는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 그리고 일본 거주자에 재일 교포
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과 북한의 언어와 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다 특히 종합한국어 에서는 북한에 관한 기본 정보가 자세히 다루어
지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한반도의 언어와 문화 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이외의 국가에서 한국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스키야넹 한글과 말의 가교에서는 그 기술조차 보이지 않았다 현재 한
국어가 중국의 연변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에서 사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가 사용되
는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문화 교육 내용에 관한 것이다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

육 중에서 전통문화와 일상문화가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중문화는 그
다지 많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의 편지 교환 수업을 분석한 사
와베 澤邊

에 의하면 한일 고등학생의 편지 텍스트에 나타난 주제

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음식 한국 고등학생
이었으며 전통 한국 고등학생

일본 고등학생

일본 고등학생

은 다른

주제에 비하여 출현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교육이
인간의 상호작용의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음성언어나 다른
매체를 포함하여 학습자가 산출한 담화 분석과 학습자의 접촉 장면을 고
려한 문화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음성언어의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수반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화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비언
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문화 교육 내용의 제시 방법과 활동에 관한 문제점이다 스키
야넹 한글의 제 과 칼럼 에서 일본인 고등학생과 재일 교포 고등학생
의 대화문을 보여줌으로써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여

타자와의 상호

작용에 개재되는 문화 교육 단계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그러
나 그 이외의 문화 교육 내용은 설명문이나 사진 그림 체험기라는 형태
로 제시되어 있어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여 공통성이나 관계성의 요
인을 규명하는 활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말의 가교와 종합한국

어 의 문화 교육 내용도 저자의 직관이나 경험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활동은 교사가 사용하는 스키야넹 한글 교사용 지도서
있지 않다

에도 제시되고

연역적인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어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활동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분석한 교재의 문화 교육은 일방적으로 문화 자료를 제시하
는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단계로 그치고 있으며

상호작용에 개재되는 문화 교육 단계와

타자와의

개별 문화의 확립 단계까지 이

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과제
여기까지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다문화교육이라는 관점
에서 논의하고 현행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를

장에서는

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과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단계

재되는 문화 교육 단계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

개별 문화 확립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소산･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단계
교육과정에서는 소산 지식으로서의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기술을 어
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한국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한국 북한 일본에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 사용의 실태와는 약간
다른 내용이었다
하는

가 지적하였듯이 세계에서 이주자가 증가

세기의 다문화교육은 국제적 차원의 교육 문제로서 인식하고 상

호작용의 대상자를 한국어가 사용되는 전 지역 사람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작용을 할 경우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반드시 수반된다 상호작용에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비언어와 그 문화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문화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 시청각자
료 등의 매체를 통하여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고등학생
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경우 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그들과
관련된 주변적인 주제부터 접근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교재 분석 결과 문화 교육 내용은 전통문화와 일상문화가 주
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문화 교육의 내용을 대중문화까지 확대하여 문
화의 유동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도 현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 교육 내용의 영역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재되는 문화 교육 단계
교재 분석 결과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재되는 문화의 교수 학습 활동
은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재가 교수 학습을 안내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교수 학습 활동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
은 바람직하며 그 활동의 의미를 학습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학습 효
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재되는 문화 교육의
활동은 한국에서의 일본어 교육 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숙자
외

日本語

에서는 한국인 고등학생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제재로 하고 있으며 김숙자 외

日本語

에서는 반

대로 일본인 고등학생이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이 제재로 되어 있다 이
교재의 전반부 목표는 학습자가 교재 등장인물을 통하여 실제로 타문화

를 접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나 오해를 극복하는 데에 있다 또
한 후반부에서는 학습자가 자국을 소개함으로써 자문화를 되돌아보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교재 전체에 적극적으로 도
입함으로써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일본 고등학
교 외국어 교육과정 외국어과목 교재에 관한 유의 사항에 기술되고 있는
세계나 우리나라 일본 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며 언어나 문화에 대한 관
심을 높여주고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의 배양과 일치하는 문화 교육 내용
이다

개별 문화의 확립 단계
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어 교육과 제 언어교육에는 교
육 목적에 큰 차이가 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교
육을 위해서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가 개별 문화
를 확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 개별 문화를 확립했는지는 학습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호소카와 細川

는 학습자가 가진 개별 문화를 산

출하게 하는 교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언어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학습자는 소
일본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외국어과목 교재에 관한 유의 사항 에는 다음과 같
이 기술되어 있다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공정한 판단력을 육성하며 풍부한 감
정을 배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세계나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에 대하
여 이해하며 언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시
키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넓은 시야로 국제 사회를 이해하며 국제 사회에
사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국제협조 정신을 배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야 한다

산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단계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개재되는 문화
교육 단계를 통하여 스스로 만든 문화관을 토론이나 발표 작문 활동 등
에서 산출하게 하는 교수 학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과제로서는 고정관념에 관한 분석을 들을 수 있다 교사가
학습자의 개별 문화 확립을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것으로 학습자가 가지
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는 영어 교육
에서는

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일본어 교육에서도 최근에 고

노 河野

미요 三代

나 호소카와 細川

등에 의하여 활발

하게 논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그 중에서도 일본어권 학습자
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문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질적 연구
와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오며
년대에 들어와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연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한 상황
이다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
를 체험하는 것이다 즉 문화 학습을 통하여 타문화를 인식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문화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학습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생을 생각하
게 되고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 단순히 언어 교육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다문화 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 그 중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
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행 문화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교육 현장의 실태 조사나 학습자 교사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화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논의와
그 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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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의의를 밝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을 도입한 과정이나 교
육 목적 및 내용 교육 체계 측면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큰 차
이가 있다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이유로 한국어 교육을 도입한
과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문화교
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의의와 문화 교육의 단계를 밝히고 현행 일본 고등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교육 일본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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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orean education a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Japanese high school student
Nakaga미i3 Masa때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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