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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터키에서 한국어문학과를 위한 예비 과정을 도입한 교육과정

(Curriculum)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터키에서 한국어교육은 1989년에 앙카라대학교에서 설립된 한국어문학과

로 첫 걸음을 하게 되었다. 현재 3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과가 있다. 이 중에

서 역사가 제일 오래 된 앙카라대학교는 2018년 9월 입학생들부터 앙카라대학교

외국어전문대학 소속으로 한국어문학과 예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어문학

과 학생들은 입학 후 바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전문대학의 소

속인 한국어문학과 예비과정생으로 우선 입학을 하게 된다. 1년 간 한국어 코스를

이수한 다음에 숙달도 시험을 합격한 자는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즉, 예비 과

정의 도입으로 한국어문학과는 1년+4년제로 바뀔 것이다.

현재 앙카라대학교에서는 1~2학년 학습자들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위주

의 과목을 수강하며 3~4학년부터는 한국 문학, 역사, 한-터/터-한 통-번역, 한국

어교육 관련 과목들을 수강한다. 즉, 현재 교육과정에서 저학년은 한국의 언어 및

문화에 초점 둔 반면에 고학년부터 더 나아가 문학, 통-번역, 역사 등 더 다양한

범위에서 한국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설계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 과정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어문학과 학습자들은, 한국어 관련

과목을 주로 예비 과정에서 이수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어 예비과정 제도

에 관련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더 깊이 있고 더 다양한 과목을 다루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수 작업

이다.

한국어문학과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학습자 및 교육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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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표이다. 또한 교육과

정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여, 실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교육 내용 및 평가

를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 과정을 포함한 5년 간 교육과정

을 다루는 기초 연구이다. 또는 본 연구는 예비 과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타 기관

에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현황을 언급한다. 현황 조사 이후에 학습자 및 교육자들을 대상으

로 요구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며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

구 조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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