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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과 
E-learning 



    

E-learning의 역사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강의 콘텐츠 개발 

수업과 콘텐츠의 활용 

1 
2 
3 
4 
5 콘텐츠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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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arning의 개념 
이러닝의 
역사 1 

● 본래적 의미 

 전자적 수단, 정보 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 확장적 의미 
 인터넷(온라인) 학습, 사이버 교육, 
  웹 기반 교육 등을 포괄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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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arning의 개념 
이러닝의 
역사 1 

● 관련 용어 

U-
learing 

Smart-
learing 

M-
learing 

R-
learing 

G-
learing 

Blended 
learing 

Flipped 
learing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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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속의 한국학 

한류 1.0(’95~’05) 
 영상콘텐츠(드라마 등) 중심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 
 

한류 2.0(’06~’11) 
 K-Pop, 아이돌 스타 중심 
 아시아, 북미•남미, 일부 유럽 
 

한류 3.0(‘12~) 
 한국 문화 전반 
 한국학으로의 관심 증가 
 전 세계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2 

한국문화 
한국어 

한국학 

KF Global e-School(‘11~) 
 국내외 실시간 화상 강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한국학 관련분야 
 
해외 한국학 온라인 강의
(’13~) 
 “KF Global e-School”의 일환 
 시차 및 학사일정 차이를 극복      
  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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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 교육과정 개발 전략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2 

S 

T 

P 

    egmentation 

   argeting 

ositioning 

시장 세분화 – 소비자층 구분 

인문학적 한국학 : 전통적 국학 

사회경제학적 한국학 :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연구 

목표 시장 선정 – 해외 대학 중심 

한국학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 반영 

브랜드(콘텐츠) 차별화 – 탁월성, 참신성 

  수업 방식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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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학의 수요 조사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2 

아시아 북미 중동 중남미 유럽 

중국,  태국 

싱가포르 

몽골 

체코 미국 멕시코 UAE 

5개 권역 8개국 16개 대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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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학 교육과정 설계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2 

한국학의 기반이 약한 지역 

한국어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대학 

한국학 중심 교육과정 운영 대학에서도 활용 가능 

한국학 입문 강의의 내용별 독립된 교과목 개발 

한국학의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각 분야별 강의 제작•제공  교육과정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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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학 교육과정 구성 
해외의 한국어•한국학 
교육과정 2 

한국어 과정 한국학 과정 한국학 연구 

한국어 
초급~고급 한국학 입문 한국학 심화 

한국학 영역 
심화 연구•교육 

기초 단계 중간 단계 전문 단계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학부 
/ 

대학원 
과정 



강의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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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콘텐츠 개발 

강의 콘텐츠 
개발 3 

특화형 개발 

지역 및 대학별  
요구 반영 

과목별 제작 

팀 티칭 방식을  
통한 범용성 반영 

한국학 
심화 

과목별 
13차시(26강) 

구성 

범용성 강화 

과목의 특성 반영 

모듈형 제작 

지역 및 대학별  
특성 반영 

한국학 
입문 

전체 30차시(60강) 구성 

(2개 과목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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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콘텐츠 개발 

강의 콘텐츠 
개발 3 

한국학 
심화 

과목별 
13차시(26강) 

구성 

한국학 
입문 

전체 30차시(60강) 구성 

(2개 과목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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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량 과목명 교수명 

한국학 입문 6차시 
(12강) 

한국개황 김지형 교수 

대중문화와 한류 강윤주 교수 

한국 역사 허동현 교수 

한국의 복식문화 황춘섭 교수 

한국의 음식문화 정라나 교수 

한국의 주거문화 김재홍 교수 

한국학 심화 13차시 
(26강) 한국경제원론 

성극제 교수 
박복영 교수 
채   욱 교수 

교육과정에 따른 

모듈화된 강좌의 구성 

강의 콘텐츠 
개발 3 



1)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강의 내용 구성 

협력 대학을 중심으로 사전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진행 

각 대학의 수요에 맞는 강의 제작,  

  해외 대학 교과 과정에 따라 선택적 활용 

강좌 개발 주안점 

2)  ‘한국학 입문’, ‘한국학 심화’로 영역별 세분화  

한국어 중심의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대학과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구분하여 강의 내용 구성 

한국 문화와 사회, 역사와 경제 등 한국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개론적 성격의 ‘한국학 입문’ 강의 구성 

  멕시코 대학 한국학과 요청 과목으로 구성한 ‘한국학 심화’ 강의 구성 

강의 콘텐츠 
개발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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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입문]  

강의 내용 및 제작 유형 
주제 강의 내용 제작 유형 개발 시기 

한국 개황 
• 국호 및 상징 
• 국토와 자연지리, 언어와 문자 
• 한국문화와 역사 

영상 자료 활용형 1차년도 

한국의 음식 문화 
• 전통 음식 문화 
• 현대의 음식 문화 

혼합형(영상+강의) 1차년도 

한국의 주거 문화 • 건축문화 혼합형(영상+강의) 1차년도 

한국의 복식 문화 
• 전통 복식과 한복 
• 현대의 패션 

혼합형(영상+강의) 1차년도 

한국 역사 

1 • 한국사 연표 중심 개관 

강의형 

1차년도 

2 • 고대사 

2차년도 3 • 중세사 

4 • 근현대사 

강의 콘텐츠 
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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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강의 내용 제작 유형 개발 시기 

한국 정치 • 정치 제도 
• 정당 정치 

강의형 2차년도 

한국 경제 • 경제와 산업 강의형 심화 과목 활용 

한국 종교 • 무속신앙과 3대 종교 
혼합형 

(영상+강의) 
2차년도 

한국 교육 • 공교육 제도 
• 대학 교육 

혼합형 
(다큐+강의) 

2차년도 

한국의 언어와 문자 • 한국어의 특징 
• 훈민정음 창제 원리 

강의형 2차년도 

해외 수요 
한국 문화의 원형(신명(흥), 정, 한), 한국의 예절문화, 한국인의 생활문화(건강관, 가정생
활, 대학생활 등), 한국의 여가문화(관광, 레저), 한국인의 삶과 의식(출생과 성장, 결혼과 
육아, 죽음과 제사, 저승관), 한국의 놀이문화(아동놀이, 민속놀이, 스포츠) 

[한국학 입문]  

강의 내용 및 제작 유형 

강의 콘텐츠 
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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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심화]  

강의 내용 및 제작 유형 

주제 강의 내용 제작 유형 개발 시기 

한국 경제 원론 • 한국의 경제 발전사 
• 한국 경제의 세계화 

혼합형 
(영상+강의) 

1차년도 

한국 대외무역세미나 • 한국의 대외 무역 강의형 2차년도 

해외 수요 
 
한국문학사(고전문학, 현대문학) 
한국철학 
한국의 국제관계 
한국의 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강의 콘텐츠 
개발 3 



교수설계 

분석 및 기획 

콘텐츠 개발 

저작권   
이용 허가  
 포팅/보안 

다국어  
자막 반영 

파일럿 
테스트 

1 
2 

3 

4 5 
6 

7 

•유사과정 분석 

•교과목 기획 

•콘텐츠 개발 계획 

•프로토타입 개발 

•스토리보드 개발 

•강좌소개 인트로  

•  강의 촬영 

•영상 편집 및 검수 

•  강의자료 저작권 검토 

•  저작권 이용 허가 •콘텐츠 포팅 

•콘텐츠 불법 배포 
방지DRM 적용 

•영어, 스페인어 번역  

•자막스크립트 반영 

•해외 대학 서비스 
테스트  

체계적인 개발프로세스 

Content 
Development 

• 체코 찰스대학교 

•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학교 

•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 

강의 콘텐츠 
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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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좌 구성별 학습 난이도 고려 콘텐츠 기획 및 설계 

Intensive & Simple Easy & Simple 

한국학 입문 과정 한국학 심화 과정 

Intro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소개 

Lesson 

 주요 학습내용 강의 진행 
 관련 영상 및 사진 제공 

Review 

 학습내용 정리  

Outro 

 관련 자료 출처 등 
  엔딩 크레딧 제공 

콘텐츠 유형 및 특징 
강의 콘텐츠 
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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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한 콘텐츠 유형 선정 동영상 중심 콘텐츠 

다양한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른 기술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영상 중심 

콘텐츠 유형 선정 

720p 영상포맷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지원,  mp4 확장자를 통해 적정 용량 유지  

다양한 시청각매체 활용 

CG 효과를 통한 핵심내용 텍스트 정보 제시 

Beijing 
NewYork 

Tokyo 

Praha 

Seoul 

Mexico City  

Hanoi 

Singapore 

콘텐츠 유형 및 특징 
강의 콘텐츠 
개발 3 

(Video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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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렌디드 러닝을 고려한 차시 구성 및 러닝 타임 확정 

차시 구성 :  1차시 2강 

- 한국학입문 : 6차시 / 한국학심화 : 13차시 

러닝 타임 :  25분~30분/1강 
 

※ 해외 대학 정규 수업에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 

4) 학습내용 이해 증진을 위한 다국어 자막 스크립트 반영 

콘텐츠 유형 및 특징 
강의 콘텐츠 
개발 3 

ABCDEF 

あいうえお 
你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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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제공 방식 채택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 고려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다운로드(Down Road) 

로컬 서버(Local Server) 탑재 

컴퓨터 탑재 

저장 매체(USB 등) 활용 

콘텐츠 유형 및 특징 
강의 콘텐츠 
개발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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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의 방향 
강의 콘텐츠 
개발 3 

Contents 
Bank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한국개황 
 담당교수  :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김지형 교수 

 강의주제  : Do you Know KOREA? (1) / (2) 

 학습내용  : 한국의 고유 무술, 음식, 옷, 집, 역사 등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강의특징  :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각(영상, 사진) 자료 적극 활용 

[한국학 입문]  

27 



 담당교수  :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 교수 

 강의주제  : 네 가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한류, 한국의 대중문화? (1) / (2) 

 학습내용  : Drama, Movie,  Infotainment, Musical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 소개 

 강의특징  : 일반적인 강의와는 달리 시상식 컨셉 등 색다른 강의 방법으로 흥미 유도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각(영상, 사진) 자료 적극 활용 

대중문화와 한류 
[한국학 입문]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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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주제  : 지배층의 변화를 통해 본 한국 역사의 큰 흐름  
                문화의 흐름으로 본 한국 역사의 전환점 4가지  

 학습내용  : 지배세력의 변화를 통해 본 한국 역사의 큰 흐름 
                문화의 흐름으로 본 획기적 전환점 4개 

 강의특징  : 일반적인 역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배세력과 문화의 흐름을 통한 강의 진행 

한국역사 
 담당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허동현 교수 

[한국학 입문]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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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황춘섭 교수 

 강의주제  : 한국 전통복식의 종류와 형태 / 한국 전통복식 부속품과 착용방법 

 강의특징  :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전통복식의 개념부터                   
                 복식의 다양한 종류 및 특징에 대해 강의 

 학습내용  : 한국 전통복식 개념, 명칭, 종류, 형태 및 착용방법과 특징 소개 

한국의 복식문화 
[한국학 입문]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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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정라나 교수 

 강의주제  : 한국 음식문화의 특징 (1) / (2) 

 학습내용  : 한국 음식문화의 발달 배경 및 주요 특징 소개 

 강의특징  :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각(영상, 사진 등) 자료 적극 활용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학 입문]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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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주제  : 한국 전통주거의 특징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한국의 주거문화 

 학습내용  : 풍수지리와 한국 전통 주거의 소개 / 창덕궁 현장 스케치 및 인터뷰 

 강의특징  :  한국 주거문화의 주요 특징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 촬영 및  
                  전문가 인터뷰 진행 

한국의 주거문화 
 담당교수  :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김재홍 교수 

[한국학 입문]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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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주제  :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개관 / 한국 경제의 미래와 과제 

 강의특징  : 각 시대별로 팀 티칭을 통한 강의 진행,  
                 학습내용 관련 도표 및 그래프 적극 활용 

              한국학 심화과정으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위주의 강의 진행 

 학습내용  : 각 시대별 한국 경제의 특징 및 미래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소개 

 담당교수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성극제 교수, 박복영 교수, 채욱 교수 

한국경제원론 
[한국학 입문]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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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 콘텐츠 활용 수업 방식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커뮤니티 
화상 시스템 
자료실 

온라인 수업 + 오프라인 수업 

다양한 방식 가능 

역진행 수업(Flipped learning) 방식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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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 콘텐츠 활용 수업 방식 

교수자의 오프라인 수업 
강의 콘텐츠 활용 
   본 강의의 보조 자료 
   심화 학습 자료 

오프라인 수업의 재정리 

수업 내용에 대한 확장, 복습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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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 콘텐츠 활용 수업 방식 
수업과 
콘텐츠 활용 4 

 사전 학습이 용이하다  : 주제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한다. 

 수업 전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져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말하기’를 통해 내용을 확실히 인지한다  : 오프라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콘텐츠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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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맛보기 5 

 
 
 
 

콘텐츠 영상 보기 

https://youtu.be/4bUhJrx6Sjc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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