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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효과 인 한국어교육을 해 문화교육 항목을 편성하는 데 목 이 있다. 

목표 언어의 문화에 한 이해가 없이는 제 로 목표 언어를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한국어교육 장에서 한국문화는 언어의 기능  면과는 분리되고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한국 문화 수업의 유형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향을 미치는 문화 항목을 추출하 다. 그리고 문화 항목의 유형

을 세 가지로 나 고 그 유형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제시하 다.

주제어 : 문화 교육, 문화 항목, 문화 선호도, 한국 문화 유형, 교재 편성 

 * 불 학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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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를 

교류하는 일종의 수단임과 동시에 언어 그 자체가 사회의 세계 과 가치

을 담은 문화이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를 습득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문법이나 어휘, 발음만을 익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성공 으로 이루어기 

해서는 언어 인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행동문화, 가치문화, 일상

문화 등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한 문화  내

용을 인식하고 이해했을 때 한국어 교육의 효과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언어의 기능  측면의 교

육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언어교육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때의 문화 내용이란 언어 인 요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가 부분이다. 언어 교육을 통해 얻은 목표 언어의 문법 지식이나 어휘 

능력 같은 언어의 기능 인 측면에서 생기는 오류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반복 인 학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언어의 문화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 학습자는 언어  혹은 비언어 인 여러 상

황에서 문화  충격을 겪게 되고 오해나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 기본 인 기능인 듣기, 말하

기, 쓰기, 읽기 등의 기능 인 교육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과 

그 사회의 문화에 한 교육에 그 목표가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효과 인 한국어교육을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  학습

자를 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하고 문화 교육 항목 편성

의 실례를 보이는 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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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들의 문화 선호도 조사

학습자의 수 에 맞지 않는 문화 항목이나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문화

항목은 그 자체가 훌륭한 문화일지라도 배우고자 하는 흥미를 하시켜서 

문화에 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나아가 한국어 학습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요구와 의사소통능력과 계된 문화 항목의 

선호도를 악하는 일은 한국어 문화 항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인 

기 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 문화 항목에 한 학습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고, 학습자

가 과 의 과정에서 한국어 교재를 통해 배운 문화 항목들  의사

소통 능력과 직 으로 연 이 있고 효과 이었던 항목들을 분석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의 과정을 지나 고 의 과정에 어든, 학에서 한국어

학을 공한 국 유학생 197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학습자들의 ·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할 수 있는 세 가지 역으로 나 어 조사하

다. 첫째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 에서 한국어 교재는 어느 정도의 비 으로 향력이 있

는지 조사하 으며, 둘째로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업 유형을 

조사함으로써 문화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았다. 셋째, · 의 시

기에 학습했던 문화 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 항목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 상자들은 한국에 유학 오기 부터 국의 학에서 한국어를 학습

했으며 그 기간은 3년(28%)∼3년 6개월(36%) 사이가 가장 많았다.

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 화/TV(31%)’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인과의 직

인 계(34%)’, ‘문화체험활동 참가(17%)’의 순으로 들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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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문화 이해를 한 효과 인 방법

방법 백분율(%)

화/TV 31%

한국인과의 직 인 계 24%

문화체험활동 참가 17%

교사의 교수 활동 10%

한국어 교재 10%

한국 문화에 한 책 8%

합계 100%

‘한국어 교재(10%)’, ‘교사의 교수활동(10%)’, ‘한국문화에 한 책(8%)’

을 통해 문화를 이해했다고 답한 비율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이해에 한국어 교재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한 

설문조사에서 체로 도움이 되었다(61%)는 응답은 학습자가 한국 문화 

이해에 있어서 교재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한국 문화 이해를 한 한국어 교재의 기여도

기여도 백분율(100%)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

잘 모르겠다 8%

체로 도움이 되었다 61%

매우 도움이 되었다 8%

합계 100%

그러나 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31%)가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어 교재의 문화 설명에 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보통(66%)이거나 설명이 부족하다(21%)의 평가가 

높은 은 한국어 교재 편성을 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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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에 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합계

백분율 6% 15% 66% 13% 100%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 이해를 해 한국어 교재에 한 의존도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 혹은 수업 유형에 있어서 만족과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한국 문화 학습의 측면에서 부족한 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업 유형을 조사하 다. 학습자들은 문화 학습이 교과서 심(23%)이며 

한국인과의 직 인 의 기회가 부족(53%)하므로(표 4. 참조) 실질

이며 과제 심 인(36.5%), 문화를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

(35.5%)을 원한다고 응답하 다. (표 5. 참조)

표 4. 문화 학습에서 부족한 측면

부족한 백분율

교실 내 문화학습 부족 7%

한국인과의 , 화 부족 53%

장학습 부족 17%

무 교과서 심 (실질 인 것 부족) 23%

합 계 100%

표 5. 문화의 이해를 돕는 한국어 수업 유형

수업 유형 백분율(%)

문화만을 집 으로 교육하는 수업 6%

언어 수업시간에 참고 으로 교육하는 수업 21%

언어 수업자료로 문화내용을 활용하는 수업 35.5%

여러 가지 과제 활동을 통해 이해를 돕는 수업 36.5%

기타 1%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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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학습자가 · 에 학습했던 문화 항목  의사소통에 도움

이 된 구체 인 요목들을 열거하고 선택하게 하 으며, 그를 통해 문화 유

형별, 시 별, 주제별 문화 항목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1)

표 6. 선호도 조사에 따른 시 별 문화 항목 비율

시 백분율(%)

통문화 8%

문화 58%

승문화 19%

시 구분 없음 15%

합계 100%

표 7. 선호도 조사에 따른 주제별 문화 항목 비율

주제 백분율(%)

의식주 20%

한국어의 특징 13%

교통/경제/지리 13%

놀이/여가/행사/세시풍속 12%

기타 10%

행동양식/ 6%

제도/ 습/의식/의례 5%

문화 5%

문학/ 술 4%

한 3%

국가상징 2%

교육 2%

종교/철학/윤리/민간신앙 2%

 1) 국립국어원(2005:276-279)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을 “Brooks(1975)의 분

류”, “시 에 따른 분류”, “주제에 따른 분류”라는 세 가지 기 에 따라 분류하 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2005)의 분류를 용하여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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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2%

역사 1%

가족 1%

합계 100%

제별 문화 항목에 한 선호 조사 결과 에서 각각의 세부 인 요목에 

해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던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으며, 이는 유형, 시 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 다.

표 8. 문화 항목에 한 학습자 선호도 비율

주제 문화요목 비율

의식주

(20%)

한복 2%

한국의 음식 4%

한국의 상차림 1%

술문화 2%

식사 3%

통 가옥 1%

온돌 1%

좌식 생활 1%

 한국인의 집 문화 1%

하숙/기숙사 2%

한국 학생의 생활 1%

행동양식/

(6%)

사양/거 하는 방법 1%

한턱내기 1%

한국인의 인사법

(식사했어요? 같이 밥 한번 먹어요.)
4%

교통/경제/지리

(12%)

교통 이용/ 약 2%

고속도로와 휴게소 1%

쇼핑문화 2%

한국의 유명한 명소 3%

인기드라마촬 지 1%

한국의 주요 도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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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1%) 가족제도 1%

제도/ 습

(5%)

국가기념일/공휴일 3%

과거와 의 결혼문화 1%

징병제도 0%

건강보험제도 1%

한국어의 특징

(13%)

속담/ 용표 3%

존댓말/반말 4%

표 어와 비표 어(사투리, 은어) 2%

외래어 2%

한국에서 ‘우리’의 의미 2%

인터넷 용어 1%

문학/ 술

(4%)

문학 작품 1%

공연/ 화 3%

놀이/여가/행사

/세시풍속

(12%)

통 인 기와 명 2%

민속놀이/사물놀이 2%

돌/환갑 문화 1%

씨름/태권도 2%

한국의 축제 문화 2%

노래방/PC방/찜질방 문화 2%

한국인이 선호하는 취미활동 1%

종교/철학

(2%)

한국의 종교 1%

미신(숫자‘4’의 의미, 귀신) 1%

인물

(2%)
한국의 역사  인물 2%

교육

(2%)

한국의 입시제도 1%

책거리 1%

가정교육 0%

국가상징 (2%) 태극기/애국가/무궁화 2%

문화

(5%)

문화  차이 2%

문화(가요, 드라마) 3%

역사 (1%) 한국의 역사/역사 문화 탐방 1%

한  (3%) 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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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

한국의 날씨/사계 3%

띠, 나이 묻기 1%

지역 이기주의 0%

성 함 0%

성과 결혼에 한 가치 1%

경로사상 0%

한국 직장인의 근무시간/휴일 1%

면  방법 1%

생활에 필요한 주요 화번호 1%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정보 2%

3. 한국어 문화 항목 설정

학습자 선호도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 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은 실생활에

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과제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직 인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그러므로 문화 항목을 선

정하기 해서는 학습자를 심으로 실제 생활과 연계한 학습자의 경험에 

무엇보다 강한 비 을 두는 것이다.2)

학습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  구분 없음’문

화의 비율 차이이다. 문화 항목을 시 별로 구분했을 때 시  구분 없는 

문화 항목이란 다른 언어와는 구별되는 한국어만의 특징(색채)3), 국가 간

 2) 상황-문맥 심 교수요목의 구성에 가깝다. 이 유형의 교수요목은 일상 인 상황들

이 그 목록이 되며 주어진 사회  상황에서 이 지는 것이 효과 이므로 학습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교수요목이 작성된다. 이러한 목록 선정은 학습자들의 

필요나 흥미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과 문법 인 요소의 학습보다는 

언어의 사용에 그 이 있으므로 의사소통 욕구를 내 으로 동기화하는데 합하며,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다. 

 3) 한국어의 특징으로는 말의 요성, 말조심, 국어순화, 존댓말, 여러 가지 용 표 , 

표 어와 비표 어, 방언, 은어, 몸짓언어,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감탄어, 한국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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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  차이, 한국인의 공통 인 성향, 고유의 환경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문화가 아니라 한국

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권과 차별되는 문화  특성과 차이이다. 

한국어 교육을 한 문화 교육 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요하게 다루

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박 순

(1989:45)은 문화  기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서 그 문화

만의 기본 이고 상징 이며 독특한 어휘를 표 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 다. 한 김정숙(1997:321)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이며 

고유한 각 문화만의 특질 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 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언어교육, 즉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직 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

는 학습자의 주제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어 교재를 주제별

로 분석했을 때 보다 ‘한국어의 특징(13%)’, ‘문화(5%)’의 학습을 통해 의

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결과가 그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 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 이외에도  

변화된 문화를 추가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표

인 한국 문화 특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4) 

특질(색채), ‘우리’의 의미 등이 이에 속하며, 한국의 사계 , 기후, 날씨, 숫자 100의 

의미 등의 기타 항목도 시  구분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박 순(2003)은 11가지의 한국 문화의 특질을 제시하며 한국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해 ‘유교 , 집단 , 연고 , 감성 , 역동 , 진취 ’이라고 평하 다. 이는 한국 사

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 으로 갖는 념 인 문화와 그것이 투 되어 나타나는 

모든 행동문화를 뜻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필수 인 이해

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 식(1997)은 한국의 문화를 집단주의, 권 주의와 배타성, 

신명과 술성의 세 분류로 나 었다. 한국의 집단주의는 유교와 결합된 가족 심의 

집단주의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우리’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하 다. 권 주

의와 배타성에 해서는 서열을 따지는 한국어의 존칭, 호칭 등을 들어 설명하 고, 

한국의 무교로부터 향을 받은 신명과 술성은 놀이문화, 축제문화, 문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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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문화

유교 인 사고방식인 ‘효’와 ‘경로’사상이 주를 이루며 사생활보다는 가

족과 가문 심의 문화이다.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는 개인의 

사생활이 존 되지 않는 단 도 있으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

체 생활에 용될 때는 화합과 어울림을 통해 정 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값진 문화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존댓말 사용, 

명 이나 기를 챙겨 가족이 화합하는 명 문화, 친족 간의 호칭을 사회

생활에 확  용하는 사례 등이 가족문화에 속한다.

(2) 집단문화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시하여 집단 속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상으로 다양한 모임문화, 공동체 의식과 친근한 유 감을 표 하려는 ‘우

리’라는 칭호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식은 

내집단이 아닌 외집단에 한 배타성도 함께 지녀서 연고를 요시한다거

나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민족주의로 잘못 나타나기도 한다. 

(3) 공유문화

가족문화와 집단문화를 통해 형성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가족과 

집단을 넘어 사회 반에 걸쳐 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보다는 비타산 인 인간 계 형성을 요시 하는 것이다. 공유하

는 부분이 클수록 상 방을 이해하고 더욱 돈독한 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한국인의 성향은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라는 인사법을 통

해 표 된다. 한 함께 먹고 나눠 먹는 음식문화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공

타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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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화를 엿볼 수 있다.

(4) 서열문화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수직  사고방식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순으로 혹은 직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이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로 나이를 먼  묻는 이유도 이와 련된 것으로 나이에 

따라 알맞은 높임말을 사용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직장에서 직 에 따라 행동 범 에 한계가 있는 것도 모두 서열문화에

서 비롯된 것이다. 상하 서열 계와 그에 맞는 , 높임법 등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임과 동시에 한국 문화이해화 한국어 학

습을 해 필수 인 항목이다.

(5) 역동 인 흥( )문화

여럿이 함께 즐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역동 인 흥문화를 통

해서 나타난다. 에 지 넘치는 응원문화, 신명나는 사물놀이, 다양한 

문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자신을 표 할 수 있는 ‘방’문화(노래

방, PC방, 찜질방) 등이 이에 속한다.

(6) 변화하는 문화

① 정보문화 : 한국인의 하고 빠른 성향과 새로운 것에 한 역동 인 

수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문화이다. 배달문화, IT산업의 발달, 경제의 발

달, 교통문화가 이에 해당하는 상이다.

② 직업문화 : 변화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이 달라지는 

, 직업을 얻기 한 자격증취득문화, 새로운 형태의 아르바이트, 면  문화 

등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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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문화 : 경제가 발달하면서 바쁘게 살아온 인들이 건강한 삶에 

심을 가지면서 생겨난 문화 상으로 ‘웰빙’ 상, 건강과 련된 취미와 운

동, 물품의 증가가 이를 보여 다.

에서 언 한 특징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이

러한 특질 인 내용은 한국 문화 항목 선정에 도움이 된다. 표 인 특징

과 련된 구체 인 문화 상들은 ·  학습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통

해 나타나 항목들과도 부합한다.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징과 · 의 학

습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  학습자를 한 구체 인 문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 문화 특질을 반 한 한국어 문화교육 항목 선정

문화 특질 문화 항목 세부 상

가족문화
높임말과 호칭 어른을 공경하는 말투와 각 계에 따른 다양한 호칭

명 문화 가족을 심으로 한 귀성행렬

집단문화
‘우리’의 의미 ‘우리 집’, ‘우리나라’

모임문화 동아리, 동호회, 부녀회 등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

공유문화
음식문화 한 그릇에 함께 먹기, 여럿이 나 어 먹기

인사법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

서열문화

존댓말/반말 나이에 따른 어휘와 표 의 변화

인사법 ‘나이 묻기’를 통해 서열정리

식사
윗사람이 먼  수  들기

아랫사람이 먼  일어나지 않기

직장문화 직책에 맞는 호칭과 그에 맞는 , 제한된 행동

역동  

흥( )문화

축제문화 학별 지역별 축제문화

‘방’문화 노래방, 찜질방, PC방

통놀이 민속놀이, 사물놀이

기념일 다양한 ‘데이’문화

문화 가요, 드라마, 공연문화,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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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문화

정보문화
배달문화, 생활에 필요한 주요 화번호, 교통 

이용방법

직업문화
변화하는 직업 선호도,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정보, 

면  방법

건강문화 ‘웰빙’문화, 운동문화, 건강보험제도

한 본고에서 상으로 삼는 · 의 학습자는 일반 인 , , 

고 의 세 단계에 속하는 · 이기 보다는 최길시(1992)의 분류5)에 기

한 ·  수 에 합하다. 한국어 능력의 마지막 단계인 고 의 단계

로 넘어가는  단계로서의 이 아니라, 기본 문형을 익힌 의 수

을 지나서,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표 을 간단한 문장 정도로 표 할 수 있

는 수 의 인 것이다. 이러한 · 의 시기에는 한국 문화에 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언어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6).

 5) 최길시(1992)는 ‘한국어 능력 검정 방안에 한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을 , , 

상 , 특 의 4등 으로 나 고 각 등 의 도달 목표를 설정하 다. 각 단계는 4 (

, 한국어의 기 를 이해하며 보 인 회화가 가능하고 간단한 생활문을 읽거나 기

본 문형의 을 쓸 수 있는 단계), 3 ( , 한국어의 기본은 이해하고 간단한 일상 

회화를 자연스럽게 구사, 쉬운 은 읽고 이해하며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는 단계), 

2 (상 , 일상 인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며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거의 표 하고 일

상 생활문, 일반 인 서 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 1 (특 , 학에서 강의를 듣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소지한 단계)으로 나 다.

 6)  단계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소통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향상 시켜 목표 언어 

사회에서 기 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문화  능력

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흥미와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조항록·강승혜, 20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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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항목 유형에 따른 교육 편성 방안

한국 문화 학습의 측면에서 효과 인 수업유형에 한 선호도 조사 결

과,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재를 통한 문화 학습이 과제 심 이고, 문화를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효과

이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를 편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 교재 편성에 있어서 그 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수 과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를 교육할 때 한국 문화를 함께 제

시하는 근본 인 목 은 학습자로 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

편 인 사고방식  자국의 문화와는 차별되는 일상 인 생활방식에 한 

이해를 돕기 해서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낯선 문화에 한 호기심

과 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 학습에 장애가 되는 부정 인 문화  충격이

나 오해 없이 한국어 학습에 효과 으로 임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문화교육

이 학습자의 수 에 비하여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거나, 단순히 정보 달

만을 목 으로 하여 언어교육과는 분리된 해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학

습자로 하여  문화 내용 자체에 해서도 이해하거나 악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에 한 호기심과 흥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만 래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를 편성하기 에 교재의 상이 되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 수 에 맞춰서 학습자의 요구

와 문화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 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와 문화가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김정

숙(1992)은 단계에서 문법 인 언어지식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언

어와 문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문화  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하 다. 한 이러한 방법으로 유형 연습 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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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나타내는 문 신 문화  사실이 담겨있는 문을 사용해 연습시

킴으로써 문법  언어지식의 교육과 함께 한국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문화 련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한국 문화 

반에 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문화란 언어 교육과 분리되어 정보 달만을 

목 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의 기능  측면과 

분리되어 별도의 해설란을 통해 문화를 제시하게 되면 문화 자체에 한 

이해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도 아무런 효과를 기 할 수 없게 된다.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의 가장 큰 도구임을 생각할 때 언어와 분리된 문화 구성

은 한국어 교육의 최종 인 목표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문화 교육의 최종 인 목 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두었을 때 한국어 교재, 특히 ·

에서 제시될 문화 항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

는 실질 인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문화 요소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자체가 한국어 학습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화 교육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교재에서 사용될 문화 내용이 실과 동

떨어진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자가 교실 밖 환경에서 용할 

수 있는 실생활과 련된 실질 이고 참신한 문화 자료를 배경으로 하는 

단락 혹은 단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 교육의 이해를 돕기 한 다양한 보조 자료와 과제활동의 기

회를 제공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문화 가운데는 언어  설명을 통해 이

해가 가능한 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부분의 · 의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를 실제로 해 본 이 없거나 명칭 자체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상이나 부분을 가리키는지 모르고 문화 교육에 임하게 된다. 이러

한 시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  소재에 해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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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료를 통해 객 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문화 이해에 한 측면

에서 보다 효과 일 것으로 본다.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이 설명 인 자료와 시각 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제시한 문화 내용에 해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

정도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 내용을 읽기 자료로서 제시하고 이와 연

된 질문을 통해 문화  이해를 확인하고 련 정보를 확장해나가는 활동

이 이에 속한다. 한 문형연습이나 문법교육을 한 문에 학습하고 있

는 문화 항목과 련된 단문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형 연습, 문법

교육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교사는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교

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과제 활동을 통해서 문화에 한 학습자

의 이해 여부를 검하고 보다 심층 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략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교재를 편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문화 항목의 특

성에 따라 다르게 근해야 한다. 를 들어 문학 작품이나 제도/ 습의 

요목은 읽기자료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질문과 거리의 재구성을 통해 개

념을 이해하게 하며, 비교문화의 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 일 

것이다. 사물놀이, 음식, 통 가옥과 같은 건축물 등과 같이 지나친 설명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화 항목은 시·청각 인 자료의 극

인 활용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행동양

식, , 문화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언어 사용의 양상과 같은 항목들은 

설명문이 아닌 화문이나 짧은 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자료들 안에서 언어의 기능  측면을 교

육하는 것이 문화와 언어 교육의 두 가지 면에서 효과 일 것이다.

문화 항목의 유형에 따른 교재 편성의 방식을 ‘개념  이해가 필요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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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시·청각  이해가 필요한 항목’, ‘민족지학  이해가 필요한 항목’의 

세 가지로 나 고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을 제시하 다.

표 10. 문화 항목의 유형에 따른 교재 편성 방식

분류 문화 유형 문화 항목 자료 제시 방법 공통  활동

개념  이

해가 필요

한 항목

문학 작품

이나 제도/

습의 요

목

명 문화, 모임

문화, 직업·직장

문화, 정보문화, 

각종 기념일, 건

강문화 

•읽기 자료 활용

•다양한 질문 활동을 통한 

내용 이해 유도

•이야기 구연, 재구성, 연결

하기

•비교문화  의 확장

•문화  상황맥락화된 

언어의 기능  연습 활동

•실생활 인 언어로 구

성된 화문, 문 제시

•막연한 느낌을 뚜렷한 

개념으로 정리하는 쓰기 

활동

•주제와 연 된 보조 자

료의 극  활용(시청

각, 웹사이트)

•활발한 언어사용의 기

회를 한 모둠 활동 

시·청각  

이해가 필

요한 항목

사물놀이 , 

음식, 통 

가옥과 같

은 건축물

음식·식사

문화, 축제문화, 

‘방’문화, 통놀

이, 문화

•교재 구석구석의 시각

이고 실물 인 자료 활용

•직 인 문화 경험 활동

민족지학
7) 이해

가 필요한 

항목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 

행동양식 , 

, 문화

 차이에 

의하여 생기

는 언어 사

용의 양상

높임말과 호칭, 

‘우리·식사 ’

의 의미, 인사법, 

직장 내 호칭과 

계문화

• 화문 자료 활용

•자신만의 개별화되고 창

조 인 연습 활동

•다양한 모둠 활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재 , 역할놀이, 인터뷰

 7) 1960년  Dell Hymes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된 의사소통 민족지학은 말을 하는 방법

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생각에 기 하여 언어사용을 사회 , 문화  가치와 련시키

려는 방법으로, 이 연구 방법을 Hymes(1962, 1968)는 ‘화행 민족지학(Ethnography 

of Speaking)'이라는 용어로 표 했으나 보다 일반 으로 ’의사소통 민족지학 

(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이라고 불린다. 의사소통 민족지학은 다양한 문화

에 한 인류학자들은 연구에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첨가하여 단편 이고 기계

인 방법으로는 그 모형을 세우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언어와 문화의 양상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간 언어학자들이 추상 인 체계로서만 심을 쏟고 있던 언어학의 

범 를 확장시켰다(한상미, 1999:3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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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이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갖추어야할 항목과 

제시 방법에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수 , 의사소통능력과 계된 선호도를 악하는 일은 한국어 

문화 교재 편성을 한 문화 항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인 기 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이상의 국유학생 

197명을 상으로 효과 인 한국 문화 수업의 유형과 의사소통향상능력에 

향을 미치는 문화 항목에 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일상의 이며 실질 인 내용을 다루는 문화 

항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문화  배경자료를 활용한 언어교

육과 과제 활동 심의 수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 항목의 

선정을 해 표 인 한국문화의 특질을 가족문화, 집단문화, 공유문화, 

서열문화, 역동 인 흥( )문화, 변화하는 문화로 나 었다. 

한국어 교재를 편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

시해 보았다.

첫째, 한국어 교재 편성에 있어서 그 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수 과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훌륭한 문화 요목

일지라도 흥미와 심을 떨어뜨려 효과 인 한국어 수업을 기 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와 문화가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언어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의 가장 큰 도구임을 생각할 때 언어와 

분리된 문화 구성은 한국어 교육의 최종 인 목표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

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재, 특히 · 에서 제시될 문화 항목은 학습자의 의사

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 인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518  韓民族語文學 第59輯

교재에서 사용될 문화 내용이 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

며, 학습자가 교실 밖 환경에서 용할 수 있는 실생활과 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문화 교육의 이해를 돕기 한 다양한 보조 자료와 과제활동의 기

회를 제공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해 교사는 주어진 자료를 충분

히 활용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과제 활

동을 통해서 문화에 한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검하고 보다 심층 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략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교재를 편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문화 항목의 특

성에 따라 다르게 근하는 방법도 제안해보았다. 문화 항목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개념  이해가 필요한 항목”, “시청각  이해가 필요한 항목”, “민

족지학  이해가 필요한 항목”으로 나 었다. 문화 가운데는 언어  설명

을 통해 이해가 가능한 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시각  자료를 통하

거나 혹은 학습자 심의 과제 활동을 병행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문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문화 항목의 유형에 따라 각각 구별되

게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과 공통 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도 함께 제안하

다.

한국어 교육 장에서 요목별로 다양한 활동과 략의 개발·시도를 통

해 실 가능하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 인 방안과 구체 이고 

실질 인 편성안의 실례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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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Korean Cultural Education Syllabus for Foreigners

Lee, Hyo-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Korean cultural education syllabus 

for foreigners. It is quite difficult to achieve language without understand the 

target language culture. But in many of Korean education classes, cultural 

education has been composed of a simple explanation. And even more the 

contents of cultural education are aparted from the needs and culture 

preference of the learn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inquire about the contents of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designing integrated language-culture education syllabus. To 

do this classified Korean cultural contents into three type and suggest four 

principles. 

Key-words : cutural contents, culture preference, cultural education syllabus, 

culture type, syllabus de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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