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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teaching Korean to the Dutch speaki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he Japanese Studies in Belgium. 

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교과서와 교육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학습자들의

동기부여가 없다면 성공적인 언어습득은 힘들다고 본다.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를 일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하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제한 일본학 전공자 3 학년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가 접하는 난이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일본어 전공자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와의 관계이다.

두 번째는 일본어 전공자 학습자와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와의 관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일년 집중 교육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시각으로 임해야 할지와 교실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 

A little bit of Background. 

이 년 동안 일본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강도

깊은 일본어를 습득해 온 일본학과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고 한국어 수업에 들어온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

있지만 석사 과정 준비, 유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시험 준비 및 학사 졸업

논문등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대학 졸업반 학생으로서 새로운 언어의 집중

코스는 아무래도 영 부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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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첫 번째 난이사항은 한국에 학습에 동기가 부족한

일본어 전공자와 새로운 언어 교사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학문적인 동기 부여는 공부를 하면서 언제든지 성립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학문적인 동기 부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질문이 있는 학생이 손을

들면서 학생이 ‘센세’라고 한국어 교사를 계속 호칭한다거나 대답을 할 때

힘차게 일본어로 ‘하이’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학기 초에 있다. 문화 수업으로

‘아리랑’을 학기 초에 소개할 때 무관심한 반응을 겪는다. 일본어 전공자이니

그럴 수 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사로서 다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본학을 시작하면서 1 학년때 부터 만난  

일본어 교사들과는 꾸준한 관계가 있어온 반면  졸업반이 되어서 한국어

교실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보이지 않는 큰

‘감정적, 감성적인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언어 교수는

습득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단순히 지식 전달과 주고 받음이 아니고 마음과

감성,  말과 문화가 같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주철 (2013),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 문학 교육론,  6 쪽.  )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한국어 교실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다. 교육가인 Rita Pierson 는 Ted 

Talk 에서‘Kids don’t learn from people they don’t like.- ‘좋아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없다.’ 라고 지적한다. 효과적인 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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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튼튼한 관계 형성 안에서는 어떠한 학습자도

긍정적인 학습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Pierson 은 말한다.  

(www.youtube.com Pierson, R. (2013), Every Kid needs a Champion) 이

관계형성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로에게도 중요하다.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교사로서의 능력과 직업 의식을 가질 수 있다. (Mercer, 

Kostoulas , 2018, p 160)  다시 말해 한 두번으로 끝나는 특강이 아닌 일 년

혹은 이 년 이상의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도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았다.  본인은 2016 년 9 월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일본어 독학을 시작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일본학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권 학생들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언어

학습자로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 역시 한국어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새로운 언어 공부를 하고 계시니 우리의 노고를 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곧 장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어 조사 ‘이,가’를 1 과에서 나오는데 바로

일본어 조사 ‘가’를 대응하여 설명할 수 있었고, 목적어 ‘을/를’을 교수할 때는

일본어 ‘오’를 대응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최소한의 노력이었지만 한국어 교사로서 학생들의 전공 언어를 배우는

수고를 보임을 통해 학생들과의 언어에 대한 감정적인 벽을 허물수 있었다고

본다. 학습자와 교사가 서로에 대한 상호적인 신뢰와 배려와 존경을 통해

긍정적인 학습자 교사와의 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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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노고를 중요시하는 교사의 언어교수는 성공적일 수 밖에 없다. 

(Mercer, Kostoulas , 2018, p 174)

두 번째는 일본학 전공자와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와의 관계이다. 

새 언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들어오늘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분명한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부의 난이도, 과제의 양,  학사 논문 준비, 

JLPT 등의 유학 준비등 학생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의

장을 열고 어떠한 부담으로 혹은 즐거움으로 수업에 대하는지를  대화로

확인하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같이 얻고 싶은 문화적인

부분을 설문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교차 언어학습에 장점에 의한 한국어 학습의 유용성을 긍적적인 요소로

(Using a cross-linguistic background as a positive factor.)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어 교실에 들어오늘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이 학생들의 언어적인 배경을 보자면 지난 이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본어를 전공한 학생들이다. 학생들에게 일본어 전공자가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일본어 학습 배경이 긍정적인 전이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음성학적으로 한국어를

읽거나 말할 때 일본어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어에 없는

‘ㅓ’발음을 ‘ㅗ’로 발음하고  쓰는 경우다 많다. ‘어느(오느), 어머니(오모니) 

등이다.  학습 초에는 띄어쓰기의 부제도 하다. 2 학기에 들어서면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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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중간 중간에 gap filler 로서 ‘에노, 

데모, 에…’등의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어 중급자의 학습자기 초급 단계의 한국어를 습득 시에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적적인 언어의 전이가 더 많다. 문법적으로 SOV-‘주어-

목적어-서술어’ 의 문장 구조와,  주어 생략, 뜻과 발음에 있어서 유사한

어휘의 존재등을 들 수 있다. 빙고 타임도 있다.  산보, 유명, 논문과 같이

어휘를 공부하면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접하는데 그때는 모두

빙고를 외친다.

무엇보다도 우세한 조사 용법을 들 수 있는데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나   

소수의 중국어과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조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일본어학 학생들은 빠른 시간안에 이해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본어

학습에서 조사의 중요성을 습득한지라 다른 문화권에 학생들에 비해 쉽게

학습하기 때문이다.

· 다언어 학습자로서의  장점

한국어 교실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은 화란어(플래미쉬)를 모국으로 사용하며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제 3 언어로 구사한다. 학생들의  가족이

선호한 휴가지가  오스트리아나 독일이었다면 독일어를 구사하거나

스페인이었다면 스페인어, 이탈리아였다면 이탈리어를 구사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언어적인 배경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제 4 혹은 제 5 

외국어로 일본어를 전공하고 제 5 혹은 제 6 외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매우 독특한 언어 학습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언어 학습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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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그들이 새로운 외국어를 습득할때마다 적용한 효과적인 언어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다언어

구사자들은 단일언어자나 이중 언어자에 비해 언어 의사 소통에 있어서 새

언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자각 능력이 높다. (De Agelis, Prior Language 

Knowledge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Third or Additional Language Acquisition, 109-128.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데 언어

학습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언어 습득자로서 습득자 내면에 있는  언어 습득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사로서 긍적적인 심리를 잘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커뮤니케티브 위주의 수업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항상 고민하게 된다.  네

가지 언어 영익인, 문법, 말하기, 쓰기, 듣기 모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학기 학생들의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수업이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롭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서 익히는

수업은 학생들이 잊을 수 가 없다. 율동과 노래를 배우면서 익히는 신체

부위의 이름, 높임말 빙고 게임에 이겨서 받는 사탕 하나, TPR(Total 

Physical Response) 를 통해서 배우는 명사 수식 동사 용법 는, 은, 을,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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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칭하는 한국 드라마 시청을 통한 듣기 연습등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돋구는 잘 알려진 방법이라고 하겠다

· 문화 소개 수업을 적절이 소개하는 한국어 교과 과정. 

한국어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습자들을  바라봤을 때 정확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1 년간의 함께 한국어 학습을 하면서 교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 수업에 대한 중요성, 관련성과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다른 동기 부여는 한국 문화를 시시 적절히

소개하는 것이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벨기에의 루벤 대학교는 브뤼셀 한국

문화원과 한국 문화 홍보 차원에서 동역을 한다. 작년 2017 년에는 한지

공예, 종이  공예, 한국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본인이 스스로 문화 활동에 대해 찾아 보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분식을 소개하고 싶어서 지난 학기에 김밥 40 줄를 말아서 수업

시간에 같이 먹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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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과서(Integrated Korean Beginner 2)에

매과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가 있다.  삼 주에 한 번 있는 복습 주간을  

이용하여 각장에 나오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같이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큰 유의미한 학습 태도를 장려한다.  문화  

수업의 한 예를 들면 2018 년 3 월 14 일에 우리 대학에서 한복 워크 샵을

하였다.  벨기에 안트웝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지인이 고려 시대 대례복을

지난 학기에 마침 디자인하여 그것을 평상 한복과 소개하며 입어 보는 시간을

갖았다. 디자이너는 왕의 대례복의 자수와 장식의 뜻을 설명하였고 학생들은

대례복과 한복을 직접 입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면서 한 껏 즐겼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 년 한국어 집중과정에 대한 학습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요한

한국어 학습과 더불어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에 접할 수 있는 태도를

키울 수 있게 된다. 

· 한국어 말하기 대회

매년 진행되는 말하기 대회에 루벤 대학교 일본학과 학생들이 2016 년부터

참석을 하여 각각 1 등과 2 등을 차지하였다.  북한 인권주의자 ‘박연미’를

소재로 한 주제와 ‘한국인들의 정’에 대한 소재로 말하기 대회를 참석하였는데

자신들과 한국어 반 학생들에게 큰 자부심을 부어 준 경험이라고 하겠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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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부여가 부족한 일본학 전공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 과정을

교수할 때 겪는 난이 사항이 있다.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긍적인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관계 성립으로 첫 번째 난이

사상을 해결하고 흥미로운 문화 수업등을 소개함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동기 부여를 높일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References 

신주철 (2013)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 문학 교육론. 대한민국

커뮤니케인션북슨

De Angelis, Gessica (2007), Prior Language Knowledge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Third or 

Additional Language Acquisition, 109-128. 

Gibson, M. and Hufeison, B. (2003) Investigating the role of prior 

foreign language knowledge: translating from an unknown language into 

a known foreign language.

Jarvis, S. And Pavlenko. A (2010)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auge 

and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Kostoulas, A and Mercher, S (2018), Language Teacher Psychology. 

Multilingual Matters, Bristol 

Pavlenko, A. (2014), The Bilingual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Pierson, R. (2013), Every Kid needs a Champion, video recording, 

youtube. ViewedMarch 12th, 2018.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SFnMTHhKd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