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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문화 교육의 두 방향
1) 언어·문화 통합형 한국 문화 교육
•

문화 교육의 목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

•

교육 내용: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일상 문화, 언어 사용과 관련된 언어 문화, 학습 단원 내용과 연관된 문
화 정보 등

2) 문화 독립형 한국 문화 교육
• 문화 교육의 목표: 목표 문화 이해 및 적응,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

• 교육 내용: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 학습자 요구에 따른 관심 사항 등
• 교육 방식: 지식 전달 + 문화 체험 중심 활동

2. 한국 문화 교수ㆍ학습 방안
1) 국내외 문화 교육 방법 (임경순, 2015)

2. 한국 문화 교수ㆍ학습 방안
2) 경험과 자극이 깊은 활동의 종류(https://21erick.org/column/198/)

2. 한국 문화 교수ㆍ학습 방안
3) 단계별 문화 체험 학습 유형 (박종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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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문화 교수ㆍ학습 방안
4)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2017)
•
•
•
•

•
•

교수·학습 내용: 한국 문화와
자국, 세계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전달 방식: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
문화 비교에 대한 말하기나, 쓰
기 등과 같은 기능 수업의 내용
이 포함됨

교수·학습 내용: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학습
전달 방식 :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
교재의 ‘문화란, 읽기/듣기 텍스트’에 교육 내용을 포함시킴

문화 지식

•

한국 문화 교육과정

•
•

문화 관점

문화 실행

교수· 학습 내용: 한국 문화에 대해 절차적 지식
의 실행
전달 방식 : 한국어 교사나 문화 전문가(강사)가
주도하는 교실 밖 수업
체험, 행사, 견학 등을 통해 실행

2. 한국 문화 교수ㆍ학습 방안 실제 예시
「세종한국문화」 ‘한국의 혼례’ (박종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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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자문화의 혼례와 비교

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1) 개요
문화 지식 (관찰, 모방)

문화 실행 (개인화, 창의 등)

문화 관점 (비교, 심화/확장 등)

<학습 내용 이해>
준비하기 → 개념 명료화하기

<학습 내용 체험>
자료 탐구 및 체험 활동

<자문화와 비교 /
활동 결과 공유 및 확산>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학습 목표 및 목표 문화 주제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목표 문화
지식 추가 자료 탐구 활동

소개
• 한류 콘텐츠 활용해 목표 문
화 지식 학습

• 자신의 문화, 타문화와 비교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주제 내용
관련 체험 활동 수행

•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학습자
가 만든 내용을 SNS에 공유,
확산

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2) 단계별 활동 예시

•

•

문화 지식
(관찰, 모방)

문화 실행
(체득, 개인화, 창의 등)

문화 관점
(비교, 심화/확장 등)

<학습 내용 이해>
준비하기 → 개념 명료화하기

<학습 내용 체험>
자료 탐구 및 체험 활동

<자문화와 비교 /
활동 결과 공유 및 확산>

관찰: 한류 콘텐츠 시청, 교사
의 설명 및 시연, 모티 펜
(moti-pen)을 활용해 음성
지원 등
모방: 한류 콘텐츠 보면서 내용
따라하기, 모티 펜(moti-pen)
내용 흉내내기 등

•

체득: 게임, 댄스 커버, 민속놀이, 현
장 답사, 문화 행사 참여 등

•

비교: 탐구 조사 내용 발표 등

•

비교: 탐구 내용 작성 및 정리 등

•

•

개인화: 음식/공예품 만들기, 서울
여행지도 만들기, 장래 미니북 만들
기등

심화 /확장: 개작한 시 낭송하기,
주제 관련된 유사한 게임하기,
확장 표현 익히기 등

•

확산: 활동 결과물을 SNS 업로
드 → 교실 안 학습을 온라인으
로 전 세계 학습자들과 공유 →
소통 및 문화 확산 기회

•

창의: 영상 제작, 공연, K-패션쇼,
시 개작하기 등

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실제 예시
• 단원 주제: 한국의 응원 문화
• 목표 문화 학습 내용: 떼창, 응원 구호와 도구
• 대상 학습자: 한류에 관심이 있는 초급 학습자
• 문화 지식(관찰, 모방): 떼창, 응원 구호 문구
• 문화 실행
 팀별로 좋아하는 가수를 위한 응원 구호와 응원 도구 만들기
 만든 도구를 활용해 떼창 하면서 응원 분위기 느껴 보기

• 문화 관점
 자국의 응원 문화와 비교하기
 스티커를 활용해 콘서트장 꾸며 보기

아이돌 콘서트 영상 시청 1
① 준비하기: 학습 주제로 도입
② 개념 명료화: ‘떼창’의 의미, 한국 응원 도구 관찰 및 한국
의 응원 문화 학습

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실제 예시
• 단원 주제: 한국의 응원 문화

• 목표 문화 학습 내용: 떼창, 응원 구호와 도구
• 대상 학습자: 한류에 관심이 있는 초급 학습자
• 문화 지식(관찰, 모방): 떼창, 응원 구호 문구
• 문화 실행(창의, 개인화, 체득)
 팀별로 좋아하는 가수를 위한 응원 구호와 응원 도구 만들기
 만든 도구를 활용해 떼창 하면서 응원 분위기 느껴 보기

• 문화 관점
 자국의 응원 문화와 비교하기
 스티커를 활용해 콘서트장 꾸며 보기

아이돌 콘서트 영상 시청 2
① 창의 : 한국의 좋아하는 가수를 위한 응원 도구 만들기
② 개인화: 응원 도구에 쓸 응원 문구 작성
③ 체득: 응원 도구를 활용해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보
면서 ‘떼창’하기, 응원해 보기

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실제 예시
• 단원 주제: 한국의 응원 문화
• 목표 문화 학습 내용: 떼창, 응원 구호와 도구
• 대상 학습자: 한류에 관심이 있는 초급 학습자

• 문화 지식(관찰, 모방): 떼창, 응원 구호 문구
• 문화 실행(창의, 개인화, 체득)
 팀별로 좋아하는 가수를 위한 응원 구호와 응원 도구 만들기

 만든 도구를 활용해 떼창 하면서 응원 분위기 느껴 보기

• 문화 관점 (비교, 심화 /확산)
 팀별로 응원 발표 및 최우수팀 선정, 결과물 SNS 업로드

 자국의 응원 문화와 비교하기
 스티커를 활용해 콘서트장 꾸며 보기

팀별 발표 및 응원 문화 비교
① 확산: 발표한 영상 SNS 업로드.다른 나라 학습자와 소통
② 비교: 자국 응원 문화와 비교
③ 심화/확장: 나만의 콘서트장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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