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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류의 유행과 결혼 이주여성 등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첨단 미디어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

려는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교육환경은 다양한 학습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학습자가 수동적인 자세

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관련 기술들의 발전은 기존의 교육방법론

적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의 개선과 제시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여러 사항

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신 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을 이용한 엠러닝(M-Learning) 기반의 한국어교육 

콘텐츠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엠러닝(M-Learning),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 서 론

1990년대 후반에 드라마로부터 일기 시작된 한류가 k-pop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남아로부터 미국, 유럽 및 범세계적으로 한류의 영향이 

다양한 정보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치르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C)의 수강생의 수는 2012년 10월 28회에 62,226명이 

응시하여 1회 시험 응시자수 2,274명에 비해 27배나 증가했고,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외국 대학은 2011년 기준 80여 개국 810곳으로 2010년 

57개국 688곳과 비교해 국가수와 개설학교수가 늘어나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1,2].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방법론과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교수자

와 학습자의 일대일 대면방식, 다수의 학습자와 한명의 교수자가 

강의하는 주입식 학습방식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엔 미디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학습은 일방적인 교육 방법에서 학습자 자신이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며 공간이나 

시간에 자유로운 학습의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2]. 
그러나 종래의 교육방법과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교육 방법이나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 콘텐츠

에 적용하기까지는 학습자의 국적, 관심사, 연령 등 다양한 환경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고 학습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엠러닝(Moblie-learning)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에 적용 방법을 설명한다.

1. 엠러닝(M-Learning)

모바일러닝은 휴대성의 장점을 지닌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자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지는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이다. 학습자는 자유롭게 학습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학습도구로서 

효과적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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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 API

구글번역(Google AJAX Language)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구글사에서 오픈한 번역 API로 41개국 간의 단어와 

문장을 번역할 수 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에게 원하는 키워드(Keyword)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구글번역 API로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엠러닝을 기반으로한 한국어학습 콘텐츠관리시스템

을 구글번역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자유로운 질의어를 통하여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한국어학습 콘텐츠관리시스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학습 콘텐츠관리 시스템 개념도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학습자가 질의어를 시스템에 보내게 되면 번역모듈은 언어를 자동

으로 식별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후 사전모듈에 번역된 한국어 질의어

를 통해 질의어의 음성정보 제공과 번역모듈에서 식별한 학습자 

국가의 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질의어의 정확한 번역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학습과정과 여러번의 Test 과정을 거쳐야 한다.

I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최신 기술 기반의 엠러닝(M-Learning)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잠재적인 한국관광객이자 지속적인 한류 팬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한국어를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다[4]. 
학습자는 한국어의 학습을 위하여 학습자 국가의 질의어를 입력하

여 번역모듈과 사전모듈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연구 단계는 사전적인 의미로 학습자에게 사전적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론으로 향후 학습자 질의어를 음성으로 식별하여 한국어 

질의어로 변환하여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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