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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터키와 한국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언어적 공통점을 갖고 있고 터키의

조상으로 불리는 `돌궐`(괵튀르크)은 한 때 고구려와 협조하여 동아시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기도 했다. 2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했던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6.25 

전쟁과 2002 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양국간의 우정과 우애는 분명하다. 이어서 요즘

터키에서 한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터키인들이 갖고 있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한구과 비슷하고, 두 민족의 뿌리가 수 세기 전부터 가까웠다는 점이다. 

터키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국 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사고방식을 이해하기도

하고 터키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속담은 한국

민족의 사상, 감정, 지혜 등 문화적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다. 터키인 학습자들이 한국 민족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한국 속담을 통하여

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제 1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문화

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로써 ‘속담’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터키인 학습자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한국

속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한다. 속담의 문화 교육적 특성과 기능을

알아보고 속담이 어떤 문화 교육적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터키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우며 학습한 것을 실제로

사용하기 좋은 교훈적 속담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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