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에 대한 추가 논의
-필리핀 온라인 한국어 수업 교육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이은경(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진행한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 작업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정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현지
의 교육과정, 현지의 교수-학습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등)와 현지화해야 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과 그 결과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향후 각 지역에 맞는 교
재를 개발할 때 중요한 점검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괵셀 튀르쾨쥬 선생
님께서는 한국어 교육 자료 현지화의 예를 튀르키예의 경우를 통해 제시하셨는데, 그 중 인명
이나 지명에 관한 표기법의 문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높임법과 양국의 비교를 통한 문
화 교육의 필요성은 비단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
다. 국내외 연구자들을 통해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에서 ‘무엇을’에 이어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가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수업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수업 자료의 전자화나 영상 자료의
활용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필리핀 지
역 온라인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1. 필리핀 지역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를 위한 고려 요소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는 지난 2022년 봄학기에 필리핀 이나레스 지역의 한 교
회와 연합하여 현지 청소년(15세~18세)과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기반한 실시
간 한국어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주교재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이버한국어초급’을 사용했고 교
육 자료는 교사진들이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기관의 대표와 미팅을 통해 현지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전해 들었고 학습
자들의 만나면서 수업 자료를 보완해 갔습니다. 자료 제작 시 고려한 점은 학습자들의 연령과
한국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현지의 인터넷 상황과 그들에게 친근한 매체, 온라인 수업 환
경, 학습 목적과 종교 등이었습니다.
10~20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글 자모를 노래와 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
작하였고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익힐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포함된 워크북을 PPT형식으로 만들고 이북(e-book)1)으로 제작하여 학습자들
이 주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읽기가 끝난 후 노래를 통해 한글을
익히게 했는데 학습자들의 종교와 학습 목적(한국인 선교팀과 대화하는 것)를 고려하여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중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게 신나는 곡을 골라 수업
1) ‘FLIPHTML5’를 통헤 제작함.

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
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필리핀 지역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례
1) 복습을 위한 워크북(e-book) 제작

2) 한글 및 단어 연습을 위한 노래/랩 유튜브 영상 제작

3) 학습자들의 종교 및 학습 목적을 고려한 학습용 노래 선정

3.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에 대한 제고
한국어 교재나 교육 자료의 현지화에 대한 논의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
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자료를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할 것인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재와 교육 자료는 학습 동기나 수업 참여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현지 학습자들의 문화와 연령, 그들에게 익숙한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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