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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미국 내 대학기관에서의 한국어
수강자 수는 약 7146명에서 13936명으로 증가해 무려 95%의 상승세를 보였다.(MLA, 2019, p.13) 이러한 추세
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현재에 주저하지 않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언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의 발표자
들은 2005년부터 미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어 수요의 급증을 직접 경험하였다. 또한 현장에 몸
담고 있는 교육자로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여러 성과를 얻었다. 본 발
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안한 한국어 문화 교수 전략을 제안한다.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언어적 지식과 기술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ACTFL의 National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는 외국어 학습의 다섯 개의 기준인 5C
(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를 제시한다. 다섯 개 요소를 모두 충족시
키는 수업을 개발한 후 다채롭고 흥미로운 활동을 추가했을 때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 배움과 목표 언어에 대한
동기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5C 중 Communication, Cultures,
Communities의 기준을 충족하며 해외 대학 기관의 한국어 수업이라는 시공간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한국어 기숙사 프로그램과 하와이 주립대학의 한국 문화의 날 행
사가 있다. 본고는 이 두 사례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운영과정 및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그
의의와 중요성을 발표하고자 한다. 수업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시 Communication, Cultures, Comparisons를 충
족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언어 수준을 반영하여 적합한 문화 교육을 고안한다. 해당 주제의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이용한 언어 연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예를 들면 하와이 주립대학 1학년
커리큘럼 중 ‘미역국’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언어 교육으로까지 이어지는지 특히 초급에서도 한국 문화와 미국 문
화를 비교하는 토론 수업과 더불어 효과적인 문화 교수법도 소개한다. 한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행하기 어려운 5C 중의 하나는 conn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수업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Zoom을 이용해 학생과 한국인이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커리큘럼의 일부로 제
공하고 있다. 학습 효과가 검증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수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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