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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문화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학적 접근과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바일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기술하고, 다국어 어휘대역 앱‘한통이’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모바일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교육 앱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 모바일앱, 결혼이민자, 어휘대역, 한국어 교육 

ABSTRACT
Multicultural families are steadily increasing, and marriage immigrants are also constantly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anguage communication, which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marriage 
immigrants, multidisciplinary solutions in various fields are required based on humanistic approaches and 
convergent thin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mobile apps 
to solve the problem of language communication of foreigners including marriage immigrants, and to build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s of 'Han-Tong-E', a multilingual vocabulary translation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marriage immigra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mobile apps. Based on the analysis, we developed a 
Korean language app that enables self-directed learning and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Keywords : Mobile app, Married immigrants, Vocabulary translatio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논문접수일 : 2019년 2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19년 2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4월 19일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15



1. 서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1)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내 다문화가구는 32만 가구로 전체 가
구의 1.6%를 차지하며, 다문화가구원2)은 9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며 결혼이민자의 수도 <표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들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표 1>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7월

인  원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7,431

전년대비 증감률 1.6% 0.1% 0.2% 0.5% 2.0% 2.2%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85%가 다양한 사회문제 때
문에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어느 개별의 한 분야에
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접근과 융합적 사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결혼이민자가 가지는 문제 중 가장 큰 비중3)을 차지하는 언어 소통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다국어 어휘대역 모바일앱 ‘한통이’를 중
심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내용의 구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모바일앱 개발 현황

2.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교를 포함한 민간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부무, 여성가족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서 운영하고 있다.

1)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2018) (여성가족부)
2)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32.8만 명, 자녀 21.2만 명, 한국인배우자 30.1만 명, 기타 동거인 12.2만 명.
3)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에서 결혼이민자가 가지는 어려움은 언어문제(34.0%),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

(33.3%), 자녀양육･교육문제(23.2%)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가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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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4)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
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또한 과정별 단계는 <표 2>와 같이 0단계에서 5단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0단계부터 4단계까지(0단계 15시
간, 1~4단계 각 100시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
정을 수료 후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를 응시할 수 있다. 

<표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별 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 외국인노동자, 유학 등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의 목적이 다른 학습자들이 같은 교
육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는 한계가 있다. 

2.1.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5)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총 4단계(각 100시간)로 운영되며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심화반(특별반)
을 운영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https://www.socinet.go.kr)
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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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과정별 단계

 정규 한국어 교육 심화 과정(특별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총 교육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자의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홍연주, 2018). 결혼이민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운영 기간에 따라 교육 과정과 그 목표가 상이하여 내용과 주제를 자유롭
게 선택하지 못하고 또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학습 내용과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변화된 학습자들의 요구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2 모바일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정보 통신의 발달로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
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중 하루에 1회 이상 스마튼 폰을 이용하
는 사람의 비율은 97.8%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시간 17분(하루 평균 1시간 
28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이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 폰을 통해 전화 통화, 메시지·메일 보내기, 일정 확인, 메모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모바일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안들이 제시되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스마트 폰이 상용
화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모바일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국지수, 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모바일앱은 400여개가 넘으며, 활용 불가능한 모바일
앱, 유아용 모바일앱,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 제외하고, ‘learn korean’, ‘korean’, ‘한국어’, ‘韓國語 + 토픽’, 
‘topik’ 으로 검색한 결과 실제 사용 가능한 한국어 학습용 모바일앱은 120개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영어가 80% 정도에 달했으며 다국어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2%에 불
과했다. 이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모바일앱을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앱 시장에서 4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이지만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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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어 교육 모바일앱 지원 언어 현황 (국지수, 2014)

(나장전, 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韓國語’ ‘Korean’으로 검색하여 IOS 및 Android 기반의 모바일앱 
433개를 찾았다. 검색 결과가 중복된 모바일앱과 사전용 모바일앱, 어린이들을 위한 자모, 받아쓰기 교육을 제
외한 모바일앱은 최종적으로 134개로 나타났고, <표 4>와 같이 유형을 정리하였다.

<표 4> 한국어 교육 모바일앱 유형 별 현황 (나장전, 2016) 
수 비율

55

어휘 회화 자모 통합 문법 발음 듣기토픽

38

16
10 7

3 3 2

60

50

40

30

20

10

0

어휘 55 41%

회화 38 29%

자모 16 12%

통합 10 8%

문법 7 5%

토픽 3 2%

발음 3 2%

듣기 2 1%

합계 134 100%

모바일앱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어휘 학습 앱으로 회화, 자모 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
만 어휘학습 앱은 단순한 어휘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 교육용 모바일앱의 경우 관광 한국어, 단기 체류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앱이 많고, 최근 학업 목적을 
위한 모바일앱이 활발히 개발 중이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바일앱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도와주는 
모바일앱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7%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다국어

기타
(라틴어, 이태리어, 인도네시아어)

7%
4%

2%
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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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 의미 분석 기반 다국어 소통 모바일앱 ‘한통이’

3.1 다국어 어휘대역 

‘한통이 (Han-Tong_E)’ 모바일앱은 실시간으로 한국어 문장에서 자동으로 주요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여 의
미에 맞는 외국어 대역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다른 모바일앱과 다르게 다양한 언어의 어휘대역을 제공한
다는 것으로 의의를 가진다. <그림 2>와 같이 입력된 한국어 문장을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어휘대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어, 러시어의 10개 언어 어휘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초급 수준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한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류법모, 2018). 

<그림 2> 다국어 어휘대역 예시 

또 자연언어처리의 어휘의미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그림 3>과 같이 다의어의 경우 자동으로 문맥에 맞은 
의미를 분석하여 대역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해당 문장에는 의미가 서로 다른 명사 “배”가 3번 나타나고, 
문맥에 따라 각각의 의미를 분석해 첫 번째 “배”는 “boat”, 두 번째 “배”는 “pear”, 세 번째 “배”는 “abdomen”
임을 보여준다. 한통이를 이용하면 기초 한국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한 어휘 의미 분석 및 대역어 제공 예시

배에서 배를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
한국어

배(boat; ship, vessel)에서 배(pear)를 먹(eat; have; consume; take)었는데

갑자기(suddenly; all of a sudden) 배(abdomen; belly)가 아프(hurting; aching)았다

영어

오늘(ngày hôm nay, hôm nay) 저(em, con, cháu)는 
책(chaek; sách)을 읽(đọc hiéu)어요.

베트남어

오늘(today) 저(i; me)는 
책(book; publications)을 읽(read)어요.

영어

오늘 저는 책을 읽어요.

한국어

오늘( ) 저( , , )는 
책( )을 읽( )어요.

태국어

오늘(きょう[今日]�  ほんじつ[本日]) 저(わたくし[私])는 
책(ほん[本]� しょもの[書物]� しょせき[書籍]� さっし[冊子])을 
읽(よむ[読む])어요.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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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어휘대역은 ‘한국어 어휘 의미분석 모듈’, ‘다국어 번역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어휘 의미
분석 모듈’은 입력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고, 각 형태소의 의미를 ‘단어 의미분석 기준 사전’에서 선택해 
해당 의미 기호를 할당한다. ‘다국어 번역지식’은 의미분석된 형태소의 외국어 대역어를 저장·관리한다. ‘다국
어 번역지식’은 ‘단어 의미분석 기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의미단위별로 대역어가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사전 사이에 ‘단어 의미 매핑’ 단계를 거친다. ‘단어 의미분석 기준 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86)

의 어휘의미분류 기준 따른다. ‘다국어 번역 지식’은 한국어기초사전7)의 10개 언어 번역 지식을 활용한다 (류
법모, 2018).

<그림 4> 다국어 어휘대역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3.2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모바일앱의 사용이 단발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사용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추가하였다. 학습 콘텐츠의 추가는 다국어 어휘대역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습 
효과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콘텐츠는 어휘, 문법, 문화의 순으로 추가할 것이며 현재 초급 어휘 
부분의 콘텐츠가 완성 단계이다. 초급 어휘 콘텐츠의 실사용후 학습자 피드백, 교사 피드백을 받아 추후 수정, 
보완할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중급이나 문법의 콘텐츠 구성에 적응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어휘 콘텐츠 설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한국어 교육 콘텐츠 설계 과정

6)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7)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한국어 어휘 의미 분석

단어 의미 맵핑

다국어
어휘 대역 시스템

다국어 번역 지식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버전)

단어 의미 분석 기준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기능별 
주제 선정

어휘, 문법
선정 예문 작성 평가 영역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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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 모바일앱 개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의 주제로 선행 연구 검토하였다. 과거 ‘한국어 

교육 모바일앱’의 개발 연구는 모바일앱을 통한 학습의 유용성을 피력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국어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 목적의 모바일앱 개발
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앱의 지속적인 사용에 관한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역시 기능 별 세부적인 학습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
혼이민자들이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
어 교육에서 더 나아가 한국 문화 교육으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적응을 도우려는 연구가 많았지만 실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현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한국어 교육 모바일앱이 개발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앱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2)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교육 콘텐츠 구성을 위해 먼저 현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교재는 

부산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세종한국어, 성균관대, 표준, 연세 한국어의 초급 교재를 분석하
였으며 교재의 기능, 어휘장, 문법을 분석하였다. 한통이의 학습자를 고려하여 추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
께하는 한국어』,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재를 분석하였다. 

초급의 특성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이민자를 위한 한국
어와 한국문화』의 경우 상황보다는 어휘의 부분에서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어휘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제 선정 
선행 연구와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모바일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초급 주제 14개를 <표 5>와 같이 선정

하고 주제와 적합한 어휘 범주와 기능을 추가하였다. 단순히 어휘를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
통 능력 신장을 위해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표 5> 한통이 교육 콘텐츠 주제, 어휘 범주, 기능 목록
단원 주제 어휘 범주 기능

1 자기소개 나라 / 직업 자기소개 / 인사하기
2 위치 사물 / 위치 위치 말하기

3 장소 장소/장소 관련 어휘 방향, 장소 묻기
(지시해 주기)

4 일상생활 동사1 일상생활 표현하기
5 물건 사기 물건 / 형용사1 물건 사기
6 교통 교통수단 / 동사, 형용사2 교통수단에 대해 이야기하기
7 가족 가족 / 외모 가족 소개하기
8 외모 신체 / 옷 외모나 옷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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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말 날짜, 요일, 시간 / 취미 주말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10 음식 음식 / 맛 제안하기
11 날씨와 계절 계절 / 날씨 표현 계절과 날씨 표현하기
12 기분과 감정 기분 / 감정 표현 기분 표현하기 
13 여행 여행 관련 여행 경험 이야기하기
14 병원 증상 / 치료 증상 표현하기 

4)  어휘, 문법 선정
선행 연구와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별 주제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선정하였다. 어휘의 경우 초급 어휘

에 적합하게 (국립국어원, 2012a)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에서 선정하였으며 문법의 경우 (국립
국어원, 2012b)의 한국어 교육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학습 대상자인 
결혼이민자들을 고려하여 과별 어휘는 20개, 문법을 3개 내외로 선정하였다. 

<표 6> 어휘, 문법 선정 예시 
1과 자기소개

어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몽골 사람 태국 사람 학생

선생님 주부 회사원 요리사 의사

간호사 가수 기자 군인 공무원

문법

은/는 -이에요/예요 -이/가 아니에요

5)  예문 작성
한통이가 가지고 있는 어휘대역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예문을 활용한 학습 방

법을 선정하였다. 예문은 어휘 당 담화 예문 1개, 문장 예문 3개로 구성하였으며 담화 예문의 경우 맥락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과에서 학습할 문법을 사용하여 예문을 구
성하였으며 이후 학습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법이 학습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학습하는 과에서는 앞 선 과
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선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문을 구성하였다. 

<표 7> 예문 작성 예시
어휘 어휘 설명/정의 구분 문법 문장/담화

학생
1. 학예를 배우는 사람.
 
2.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담화 은/는#이에요/예요 가: 직업이 뭐예요?
나: 저는 학생이에요. 

문장 은/는#이에요/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문장 은/는#이에요/예요 지영 씨는 학생이에요. 

문장 은/는#이/가 아니에요 유라 씨는 학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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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영역 작성 
각 과를 학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 평가의 부분

을 추가하였다. 모바일앱을 통한 학습은 피드백이나 평가의 부분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이러한 부분
을 보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평가의 경우 각 과에 7문제씩 제공되며 객관식 4지 선다형 문제로 구성하
였다. 

<그림 6> 평가 예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모바일앱을 개발하였다. 먼저 모바일앱에 접속하면 어휘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며 알고 싶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어휘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한통이’ 어휘 대역 예

※ [1~4] 그림을 보고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 1]

가 :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 : (                          )이에요.

① 한국 사람
② 미국 사람
③ 중국 사람
④ 일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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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콘텐츠의 첫 화면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제 선택 후 학습하고자 하
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다. 어휘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그 어휘의 대화 예문과 문장 예문이 나오며 여기서 예문
을 누르면 어휘 대역을 볼 수 있다. 

<주제 선택>

<문장 선택>

<어휘 선택>

<어휘대역결과 확인>

<그림 8> ‘한통이’ 교육 콘텐츠 내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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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문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 채점하여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다. 이때 자신이 틀린 문제는 
정답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한통이’ 교육 콘텐츠 내 평가 예

4. 결론

현재 한국은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며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분야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융합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의 현황
을 살펴보고 모바일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학업 목적 모바일앱과는 달리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앱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것에 의
의를 간니다. 또 이것을 시작으로 ‘한통이’를 활용한 실제 교실 수업 설계, ‘한통이’의 다양한 활용 방안, ‘한통
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등을 차후 연구로 남긴다.

26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2  No.1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2012a). 한국어 교육어휘 내용 개발(1단계) 연구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2b). 한국어 교육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연구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국지수 (2014).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애플리케이션 현황 분석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중심

으로. 언어사실과 관점(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3, 121-140.
나장전 (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스마트폰 앱(App)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류법모 (2018). 어휘의미분석 기반 다국어 어휘대역 서비스.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1), 75-8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홍연주 (2018).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체계의 개선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Hong, Hyun-Joo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 as a 
Second Languag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7). 2017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Summary Report. Naju: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6).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uk, Ji-Soo (2014). A study on educational apps on mobile devices for korean education.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Yonsei 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 33, 121-140.

NA, Jang-Jeon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mart-phone Applications for Korean Learners 
of Chinese Studie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2a).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vocabulary contents 
(1st step) Research report.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2b). Development of Grammar and 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Level 1) Research Report.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Ryu, Pum-Mo (2018). Multilingual Word Translation Service based on Word Semantic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9(1), 75-83.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