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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문화 외교:  

   칠레 세종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마델린 솔라노 아센시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한국의 문화 외교는 전략의 다양성 측면과 단기간에 많은 나라에서 

나타난 효과로 인해 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화 외교 전략 

중 하나인 세종학당은 세계 58개국에 144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칠레 산티아고 세종학당의 영향 검토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이 기관이 칠레인들의 한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세종학당의 학생들과 기타 학생들을 심층 인

터뷰하여 비교하였다. 후자의 학생들은 다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은 

없지만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대학생과 한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대학생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런 방

식을 통해, 응답자 그룹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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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주된 발견은 응답자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는 서

로 얽혀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통

해 찾아낸 가장 큰 네 가지 구성요소는 칠레 언론(신문 및 뉴스 보도), 

국제 언론(온라인), 한류 콘텐츠(드라마, 영화, 팝 음악), 세종학당 인터

뷰 대상 학생들의 경험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류는 모든 응답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

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칠레 

언론 및 국제 언론 같은 요인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

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은 너무 부정적이지

도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간적이고 균형 잡힌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즉, 한류처럼 너무 긍정적이지도, 칠레 

언론과 국제 언론처럼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이 연구의 주된 시사점은 한국 정부의 문화 외교 전략이 칠레 대학

생들에게 기대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실

제 현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 공백을 한류 콘텐츠가 메우

고 있거나(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예) 국제 언론이 메우고 있기 때문으

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예) 사료된다.

따라서 올바른 한국 국가 이미지 전달을 위해 앞서 언급한 구성요소

들의 영향을 재평가하는 장기적인 문화외교 전략의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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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짧은 시간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 이미지만 강렬할 뿐이지, 높은 삶

의 질, 사회적 안전성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확장되지 않았다. 국제적

으로 인정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

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국제 여론조사인 Anholt-GfK Roper Nation 

Brand Index에 따르면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 외국인 혐오, 각종 비

리 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jaalmarsson, 2013; Kim, 2011; Ma, 2012; Park, 2010). 뿐만 아니라 영

토가 넓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국

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통해 공공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가브

랜드위원회는 총 4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3인은 정부 

관계자, 34인은 민간인이다. 전통 외교는 군사력 및 경제력을 바탕에 

두는 것에 반해, 문화 외교는 외교정책과 국가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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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만들어 국익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Park, 2010). 한국 

정부가 실행한 공공 외교 전략들을 살펴보면 국기인 태권도 홍보, 다

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식개선 캠페인,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

학생 프로그램 설립,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증

대 등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 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

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대중문화, 언어, 한식, 미술 영

역에 적용되었다. 그 사례로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

급을 통한 한류 신장, 국제적 홍보를 통한 한식의 세계화, 세종학당 

건립을 통한 한국어 교육 기관 통합 및 확산 등을 언급할 수 있

다.(Kim, 2011). 

이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

지 수행되는 문화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들을 만들었다. 지

금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단정적인 평

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전략의 주체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분석할 수 있다.



- 3 -

2. 연구의 목적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중남미 간에는 무역과 투자 협력이 

증가해왔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쪽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경제 지

향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공공외교 전략도 개발하였

다.(Lopez A., 2012)

다양한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 외교 전략도 수립

되고 시행되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류 영

향력의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의 증가, 국기인 태권도 홍보, 다문화가

정 및 외국인 인식 개선 캠페인,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설립, 한류 신장, 한식의 세계화, 세종학당 건립을 통한 한국

어 교육 기관 통합 및 확산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 외교를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류 확산과 중남미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성장처럼 증가하고 확대된 전략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이 펼친 공공외교 전략 중에서는 세종 학당 사례가 매우 흥미롭

다. 한국어 교육기관을 대표할 국가 브랜드의 필요에 의하여 2012년 

10월 멕시코 나야릿 주립대학교(Universidad Autónoma de Nayarit))에 

세종 학당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3년 후인 현재 중남미 내 8

개 국가에 12개소의 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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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세종 학당의 이와 같은 급속한 전파력에 주목하였고, 

연구를 통하여 세종 학당 사례의 독특함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세종학당재단의 목표인 ‘한국어교육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확

산’을 칠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칠레의 수

도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 외교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의 한국에 대

한 국가 이미지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례들과 연구결과의 종합을 통하여 한국

의 문화 외교 활성화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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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세종 학당의 목적 중 하나인 ‘한국어교육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확산’을 칠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둘째. 세종학당의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 외교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

이고 있는가?

셋째. 한국 국가 이미지가 그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2. 연구 방법

Creswell 및 Miller (1997)에 따르면 연구 방법론의 기능은 “연구

를 위한 철학적 기초 또는 준거 틀”(p.33)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서 세종학당의 프

로그램이 설득적 효과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이해를 제공한다.

이론적 연구로 접근하는 이유는 양적 접근보다 질적 접근이 이론

적 틀에 내포된 복합적인 과정을 포착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구 과정에는 관찰과 분석의 두 단계가 필요하고, 각 단

계마다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실제 현실은 이론

적 틀만으로 재단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하다. 복잡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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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틀로 복잡한 현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

이 다른 연구 방법들에 비해 한층 더 종합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

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3.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며, 서술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구 방

법의 도구로 선택했다. 

인터뷰에 앞서 3개의 그룹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나누었다. 첫 그룹

은 1년 이상 세종학당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세종학당의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터뷰에 참가의사가 있는지 전

달하였고 그룹의 참가자 10인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첫 그룹의 인터뷰 결과를 비교, 대조하기 위해 구성하

였다. 두 번째 그룹은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은 없지만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대학생(이하 한류 콘텐츠 유경험 학생) 1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그룹은 세종학당이 설립된 대학교 학생들이지만 한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10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그룹의 인터뷰 

결과를 비교하여 세종학당의 경험이 학생의 한국 이미지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각 인터뷰 소요시간은 30분에서 50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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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산티아고 세종학당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말씀해주세요.(학당, 프

로그램, 교수진)*

2) 한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

니까?

만약 긍정적이라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부정적이라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 당신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언론에 나타난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반적인 칠레인들의 인식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어

떻게 다릅니까?

4) 세종학당에서의 경험은 당신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

을 미쳤습니까? 예들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5) 세종학당이 당신에게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수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까? 만약

에 그렇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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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은 세종학당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경험은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

7) 한국인과의 만남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

까? 그들이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까?

8) 한류 콘텐츠의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

니까? 

* : 세종학당에서 강의를 수강한 첫 번째 그룹에만 제공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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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나이   성별   직업

사례1 23세 여성 대학생

사례2 23세 남성 대학생

사례3 28세 여성 디자이너

사례4 25세 여성 디자이너

사례5 26세 여성 간호사

사례6 26세 여성 대학생

사례7 28세 여성 대학생

사례8 26세 여성 대학생

사례9 25세 여성 대학생

사례10 28세 여성 대학생

<표 1-1> 세종학당 학생 인터뷰 대상자 (그룹 1)

사례 나이 성별 직업

사례11 20세 여성 대학생

사례12 21세 여성 대학생

사례13 19세 남성 대학생

사례14 22세 여성 대학생

사례15 20세 남성 대학생

사례16 20세 여성 대학생

사례17 23세 여성 대학생

사례18 20세 여성 대학생

사례19 22세 여성 대학생

사례20 19세 남성 대학생

<표 1-2> 한류 콘텐츠 유경험 인터뷰 대상자 (그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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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나이 성별 직업

사례21 22세 여성 대학생

사례22 19세 남성 대학생

사례23 23세 남성 대학생

사례24 20세 여성 대학생

사례25 20세 여성 대학생

사례26 22세 여성 대학생

사례27 19세 여성 대학생

사례28 20세 여성 대학생

사례29 21세 여성 대학생

사례30 20세 여성 대학생

<표 1-3> 한국어 학습경험이 없는 인터뷰 대상자 (그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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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화 외교

1절. 공공외교

1. Public Diplomacy

공공외교라는 개념은 최초 국제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 1960년 Tufts 

University의 Edmund Guillion교수는“공공외교”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

용했다. 그는 공공외교란 “외교정책의 형성 및 실행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다룬다”고 말했다(Cull, p19). 과거 공공외교의 개념은 한 정부

와 그 정부와 관계있는 국가의 외국인 두 주체만을 나타냈다. 이런 정

부 주도형 개념은 공공외교를 전면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최

근 공공외교의 뜻은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을 포함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2005년 Tufts University의 외교역사학 교수인 Alan 

Henrikson은 정부의 역할은 ‘지배하는 것이 아닌 착수시키는 것’이

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공공외교는 한 정부가 다른 정부의 정책 및 행

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통해 수많은 민간 조직(정당, 

법인, 동업 조합, 노동조합, 교육기관, 종교기관, 인종 집단, 등)과 함께 

국제관계를 이행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Edward R. Murrow Center, 

2015, para.3)

Crocker Snow Jr. (Acting Director Edward R. Murrow Center, 2005)도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공외교는 정부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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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dward R. Murrow Center, 2015). Signitzer와 Wamser (2006)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관련된 주체가 많을 뿐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통하여 구

축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수반한다고 말했다. 

2. 문화 외교와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종학당의 운영은 공공외

교 사례로 고려할 수 있다. 세종학당이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외국인들과 소통을 조성하였고, 한국의 이미지를 개

선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기

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외교라는 것은 공공외교에 문화적 활동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종종 쓰는 정의이기도 하다. Signitzer와Wamser(2006)에 따르면 

문화 외교는“외교부를 비롯하여 다른 부처의 문화 영역이 서로를 이

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실행하는”활동과 기능이다(p. 439). 그러므로 

세종학당은 문화 외교 사례로 고려할 수 있다.

문화 외교의 효과를 보통 Joseph Nye(2004)의 소프트 파워 이론을 통

하여 설명한다. Nye(1990)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군사 및 경제적인 

힘을 향상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의 문화적 자원이다. 이 정의

는 Carr’s (1954)의 “power over opinion”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Lukes’(1974)의 “third dimension of power”라는 아이디어의 발달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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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아이디어는 어떤 국가의 문화, 이상, 정

책, 교육, 외교의 매력(attractiveness)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다른 나

라가 기꺼이 받아들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임을 밝혔다. 소프트 파워

의 본질적인 부분은 Nye(2004)가 설명하는 것처럼 강압과 경제적 유인

책 대신에 co-option과 매력(attraction)을 통하여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소프트 파워의 예로는 규범적인 가치, 미디어, 상관습, 

교육, 언어의 매력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의 효

과는 국가의 문화, 정치적인 가치 그리고 외교 정책 덕분이다.  그러

므로 소프트 파워 이론은 세종학당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고 설명

하기 위한 논의와 토론에 유용하다.

3. 문화원 그리고 세종학당

여러 국가가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어학원을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독일은 1951년 독일어와 문화 홍보를 위하여 독일문화원 

(Goethe-Institut)을 설립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1883년부터 알리앙스 프

랑세즈 (Alliance Française)를 이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왔

다.(Paschalidis, 2009)

2009년 세종학당이 설립되기 전에 한국어 교육기관은 대부분 재외국

민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면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이 

있었다. 1990년까지 한국어 교육기관을 체계화하거나 공식화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하지만 20세기가 끝나면서 문민정부가 한국을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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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중 하

나로 교육부 주도하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를 표준화하기 시작

하였다. 2000년부터 지속된 경제발전과 한류가 세계로 확대되면서 한

국을 찾는 유학생 수와 해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

생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는 먼저 동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 집중했다. 이후 2009년 한국

어 교육기관이 조직적으로 확대되었고, 세종학당 하에 통합하여 집중

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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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존 문헌 검토

한국이 공공외교 전략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왔는지에 대한 선

행연구의 고찰을 실시하였다. 미국 내 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국

의 이미지와 평판을 분석한 Chanmi Park의 “South Korean Nation 

Branding: U.S. Newspaper Media Content Analysis of South Korea’s 

Image and Reputation” 은 두 가지 연구 목적을 밝혔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개발했던 “Nation Branding” 캠페인 전과 

후에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히는 것

이다. 둘째,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국 언론에서 “South Korea”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어조로 언

급되었는지, 또한 언론보도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여 보도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Chanmi Park에 따르면 과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군사, 국방, 안

보 혹은 북한에 관한 기사가 많은 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2009-2010

년 사이 문화, 사회, 예술과 오락 또는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기사

가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이미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측면에서 연구된 이 논문은 미국인들의 한국

에 대한 이미지가 “Nation Branding” 캠페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변

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범위가 언론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로 인해 다른 차원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변화되지 않았

는지 혹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한국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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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Regina Kim의 “South Korean Cultural Diplomacy and Efforts to 

Promote the ROK’s Brand Image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는 Park의 연구와 다르게 이론적인 논의를 제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개발했던 전략을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실시했는지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특히 미국 사례의 현

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공 혹은 실패 경우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논문을 출판할 당시 미국에서 한국 국가브랜드 전략을 실시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손승혜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들의 문화 수용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문화 외교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습득한다는 동기부여적 측면 

2.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3. 한국에 대한 관심 외에도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다른 이유의 

다른 이유의 존재 여부. 

손승혜의 연구는 면밀하게 진행된 연구이지만 그 사례가 한국문화원

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혹은 유

럽에서 동일한 추세가 있는지와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미지가 비

슷한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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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필과 여선하의 논문은 한국국제재단의 해외 문화예술사업을 진

행함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준다. 한국국제재단은 2009년부터 이런 문화프로그램(전시, 공연, 

연극 등)에 참석하였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국가 이미지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고, 그때부터 2011년도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된 설

문조사를 기반으로 논문을 썼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미 

언급한 설문지를 분석하고, 현지 및 해외와 교포 매체의 언론 노출 빈

도 등도 고려하는 등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

러 이 연구는 일반인들의 한국 문화예술사업 수용여부를 중점으로 우

리에게 문화 외교의 전략적 영향을 일깨워준다.

여러 현존하는 문헌을 통하여 다른 공공문화기관처럼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세종 학당이라는 언어 교육기관 역시 문화 외교에 전략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며 다른 

기존 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차후 더 자세히 이론적 배

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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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티아고 세종학당의 개관

칠레에 세종학당이 설립되기 전에 칠레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

관은 한글학교와 민간학원 2개소가 존재했다. 먼저 한글학교는 칠레한

인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1978년에 설립되었고 2010년부터 칠레인

의 입학이 시작되었는데, 교육과정이 조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고 

교사들 역시 전문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학원은 한국인 교사가 없

었고 따라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면 세종학당 설치

는 2009년부터 한류의 확대로 증가된 한국어에 대한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한-칠레 수교 50주년에 산티아고 세종학당이 설립되었다. 개

원 첫 해 교수진은 3명이었고 68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초급과 중급

반 수업을 제공하였다.1) 개원 후 4년 동안에 학당의 학생 수는 100명 

정도로 유지되었는데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여섯 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1) 출처 : 칠레 국회도서관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http://observatorio.bcn.cl/asiapacifico/noticias/instituto-reysejong-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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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드라마

2006 천국의 계단

2012

JYJ

김준수

뮤직뱅크 (슈퍼주니어, 씨엔블루, 

라니아, 애프터스쿨, 엠블랙, 

다비치)

꽃보다 남자

시크릿 가든

매니

찬란한 유산

2013
TVXQ

슈퍼주니어

최고의 사랑

드림하이

파스타

2014

씨엔블루

샤이니

엠블랙

틴탑

뉴이스트

B.A.P

이웃집 꽃미남

아이러브 이태리

닥치고 꽃미남밴드

2015

F.T. 아일랜드

박정만

방탄소년단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2016
인피니트

B1A4

궁

커피프린스 1호점

2017 방탄소년단

<표 3-1> 칠레에서 한류 콘텐츠의 보급 시기 2)

2)

2) 출처 : Korea Foundation Digital Archive 
         http://en.kf.or.kr/front/archv/rltd/popupEvent.html?archv_no=746&l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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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생 수

2012 2학기 68

2013 1학기 112

2013 2학기 131

2014 1학기 136

2014 2학기 114

2015 1학기 104

2015 2학기 104

2016 1학기 127

2016 2학기 99

<표 3-2> 2012~2016년 세종학당의 학생 수

수업은 한국에 있는 세종학당재단에서 파견한 교원 혹은 칠레에 거

주하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 교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업 조교가 있어 학생에게 추가 설명을 제공하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준다. 수업은 1주일에 2회 120분 동안 제공되며, 세종학당재단

이 지급하는 교재를 이용한다. 교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국어로 되

어 있고 문법, 음성학, 어휘, 전통 및 현대 문화 관련 내용이 있다.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고 이론 및 실습에 

집중한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충수업, 한국어능력시

험 대비 수업, 회화 수업,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한국에 갈 학생들을 

위한 생존 한국어 수업 (survival korean class), 문화 수업, 역사 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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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티아고 세종학당은 설립 초기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게도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왔다. 

대표적인 행사로 학술 세미나, 문화 예술 축제, 한국 문화기관과 파트

너쉽 행사, 한국어 웅변대회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세종학당 우수학습

자 초청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한마당’이 있다. 1년에 1회 한글날과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학습 성취 수준이 뛰어난 학생, 

한국어 웅변대회의 우승자 중에 칠레세종학당 대표 1~3명을 선발한다. 

2016년 프로그램은 9.1(목) ~ 9.8(목), 7박8일간 진행되었으며, 세계 각

국의 144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문화유산 투어, 한국 요리 

체험, 국기태권도 체험, K-POP 체험, 세종 한국어말하기 대회, KBS아

나운서에게 배우는 한국어 발음 특강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한 후 

고국으로 돌아갔으며. 행사를 주관한 세종학당제단은 학생들로부터 한

국에 대한 비공식 홍보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칠레세종학당은 아시아태평양센터 (Centro Asia Pacífico) 하 디에고 

뽀르딸레스 대학교 (Universidad Diego Portales, UDP)와 협력관계가 있

어 니까노르 빠라 도서관 (Biblioteca Nicanor Parra)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어 수업 강의실뿐만 아

니라 세미나와 영화제를 위한 강당, 시청각 교재가 있는 도서관 및 독

서실, 행정실도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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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연구

1절. 분석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외교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종학당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한국어 강의, 한국 문화 강의, 각종프로그램은 

그 실행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교육 행위가 학생들에게 어

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더욱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칠레 산티아고 세종학당의 현황을 분석 완료하

였고 이후 이 연구의 핵심인 세종학당의 학생들(그룹 1), 한류 콘텐츠

를 경험한 학생들(그룹 2),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그룹 3)의 

인터뷰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통

하여 세종학당 학생, 한류 콘텐츠 유경험 학생, 한국어 학습경험이 없

는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미친 요소들을 인터뷰를 통

해 발굴하고 그 원인이 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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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 언론

한국 이미지에 칠레 언론이 미친 영향이라는 질문에 대해 세 그

룹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언론 매체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과 신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신문 보도가 제공하는 한국의 이

미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한국과의 갈등, 정보

기술 발전상, 한류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고 답변했다.

이렇듯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이 텔레비전 뉴스, 신문에 자주 보도되

고 있으며, 특히 북한 정부의 핵무장화, 미사일 프로그램, 심각한 인권 

현황에 집중한다고 한다. 이 방송이나 기사들이 제공하는 관점은 보통 

편향되고 선정적이며, 한반도에서 갈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맥락은 어떠한지는 밝히지 않

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세 그룹의 학생들은 신문 및 텔레비전 

뉴스를 통하여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탓에 한국은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TV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새로운 미사일과 핵폭탄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전까지 한반

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9, 그룹1,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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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전하는 소식으로 인해 칠레 사람들은 한국에서 언제든

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민주주의

인지 북한이 공산주의인지는 모르지만 두 Korea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례5, 그룹1, 26세]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전에는 뉴스를 통해서만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북한과의 갈등, 핵폭탄 같은 이야기 

밖에 없었습니다.”

 [사례12, 그룹2, 21세]

또한 인터뷰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에 대한 보도

는 대부분 재벌이 견인하는 급속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정보기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첨단과학적이고 초현대적인 전망을 제

공한다. 북한과의 갈등에 비하면 이러한 보도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 따르면 한국의 정

보기술 발전상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가 보도되는 횟수는 북한과 관련

된 뉴스나 기사의 보도 횟수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대부분(78%) 한반도의 군대-정치 상황에 

대한 보도라고 분석한, 칠레에서 진행했던 연구와 일치한다(Min, 

2013).

세종학당 학생들 그리고 한류 콘텐츠 유경험 학생들의 답변에 의



- 25 -

하면 칠레 대중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칠레 언론을 통해 형

성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경험이 없고 한류 콘텐츠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칠레 언론만이 한국과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 때문

에 계속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에 

비추어보면 이들 그룹의 이들에게는 한국은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은 언론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봤는데 그것 외에는 한

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들은 특히 더 정보를 접하기 힘든 듯합니다.”

 [사례23, 그룹3, 23세]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사례27, 그룹3, 19세]

한편 공영방송과 유선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라디오로 

K-POP 음악을 송출하고 있지만 한국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그룹

1, 2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언론을 통해

서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한다고 답변하였다. 한류 콘텐츠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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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 대해서는 ‘한류’ 부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한류 콘텐츠

칠레 세종학당 학생들에게 한류 콘텐츠는 한국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였다.

그룹 1의 경우에는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칠레 언론의 보도가 거의 모든 영향을 끼쳤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한 특별한 관심도 없었다

고 답변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

는 K-POP, 드라마, 영화를 접하면서부터인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례3, 그룹1, 28세]

“한류에 대해 모를 때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언어, 역사 같은 것

들 말입니다.”

 [사례9, 그룹1, 25세]

그룹 2의 학생들 역시 한류 콘텐츠를 접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한류 덕분에 칠레 문화와 완전히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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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했지만 긍정적인 것

은 아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습

니다.”

 [사례9, 그룹2, 25세]

K-POP에 대한 세종학당 학생들의 의견은 비록 라틴아메리카나 영어

권 가수들이 이미 많이 개척한 장르라고 하지만 한국 K-POP 아티스트

들의 노래 실력, 춤 실력, 연기력, 뮤직 비디오 및 콘서트의 높은 수준

은 매력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그룹 

1,2의 대부분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거나 가수들의 팬클

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팬들은 한국 문

화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3)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스토리 면에서 완성

도가 높고,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와 다른 관

점에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고 답변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자주 언급했던 사례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드

라마의 경우,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모두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는 신

데렐라 스토리가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고 한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 탄탄하게 구성된 

스토리, 다양한 촬영기법 등을 사용하는 반면, 라틴아메리카 드라마의 

3) 그룹 1에서 8인의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그룹 2의 10인의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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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이야기와 장면을 자주 노출하며 스토리

가 전개된다고 한다. 라틴아메리카 드라마의 경우 단순히 시청률을 높

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고, 한국 

드라마의 경우 한국의 정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자극적인 장면이 없이

도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칠레나 라틴아메리카 드라마에는 항상 똑같은 주제와 스토리만 

나옵니다. 자극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반

면에 한국 드라마는 주제와 스토리도 신선하고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정말 매력 있고 재미있습니다.

 [사례18, 그룹2, 20세]

“한국 아이돌 그룹은 미국 가수들과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선하고, 매우 전문적이며, 치열하게 연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

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상투적인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 구성이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칠레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사례1, 그룹1, 23세]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족관계, 여가

시간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일상생활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콘텐츠들을 통하

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 학교나 직장에서의 경쟁 및 압박, 한

국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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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및 영화를 통해 한국과 칠레 사이에서 문화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세종학당 학생 

전원은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드라마 및 영화에서 등장하는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인공들과 스토리를 통해 범죄가 없고 질서가 있는 나라, 

첨단과학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 24시간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국민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 교양 있고 성실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받

으며, 한편으로는 칠레의 현실과 비교하여 너무나 큰 차이를 느끼지만 

언젠가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칠레 사람들이 한

국의 이런 면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례2, 그룹1, 23세]

“드라마에는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장점도 많이 나옵

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

젠가 한국에 방문해서 그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9, 그룹1, 25세]

그룹 2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

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점들에 대하여 칠레와 비교하면서 칠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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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수 보였다.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장점

들(어른에 대한 공경, 직업의 전문성, 열심히 일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본인들이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들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4)

반면에 이 그룹은 한국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장점에 집중한 나머지 현실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끔씩 드라마에 한국의 사회 문제들이 나오는데, 칠레의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많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사례13, 그룹2, 19세]

이러한 한국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룹 1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

기 시작했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며, 국제 언론에

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두 현상

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고자 한다.

그룹 2의 학생 대부분은 세종학당 또는 다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금전적인 이유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인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뉴스와 기사를 

4) 그룹 2의 4인이 스스로 기초 한국어를 학습하였고, 6인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직접 찾아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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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은 한류 콘텐츠(드라마, 영화, K-POP)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대부분 이 콘텐츠가 공영방송과 유선방송

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

에는 4인의 인터뷰 대상자가 예술적인 완성도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5)

3. 세종학당 경험

인터뷰에서 세 번째로 확인한 구성요소는 세종학당에서의 경험이었

다. 이전 섹션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학당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대다

수 인터뷰 대상자의 학습동기는 한국의 대중문화(한류 콘텐츠)에서 얻

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고, 세종학당에 입학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긍정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세종학당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수업 및 활동이 언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대폭 향상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업 및 

각종 활동에서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 

전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한국인들

이 현재까지 설날, 추석, 한글날과 같은 명절과 전통을 유지하며 세계

의 다른 지역으로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 그룹 3의 10인 중 2인은 한국 영화감독 박찬욱과 김기덕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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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종학당 학생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칠레의 전통(예: 칠레 마뿌체(mapuche) 원주민의 문화)의 

유지와 인식과 대비하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세종학당에서 한글날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학당의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으며, 한국 

전통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한글날에 행사를 많이 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 전통에 대해 알려줬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사례9, 그룹1, 25세]

“한국 문화 수업을 통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의 깊은 뜻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것 같은데 칠레는 그런 면

이 거의 없습니다.”

 [사례4, 그룹1, 25세]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세종학당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은 한복, 

국악, 예술, 서예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세종학당의 

교사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아예 하지 않거나 표면적으로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언론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습득하는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 교사에게 더 깊은 의견을 듣거나 함께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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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었지만 적절한 기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수업에서 한국의 시사 문제나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어 학습과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사례2, 그룹1, 23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세종학당에서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긍

정적이라 평가했다. 칠레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유능한 한국인 선

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하

고 있는 것이다.

4. 국제 언론

그룹 1에서 확인된 마지막 구성요소는 국제 언론이었다. 인터뷰 결

과에 따르면 칠레에서 한국 뉴스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북한과의 불

안한 관계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종학당

에서 제공하는 수업이나 활동에도 시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국제 

언론, SNS 미디어 또는 콘텐츠가 필수적이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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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는 한국의 시사 문제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전체 

학생 중에 절반은 국제 언론의 기사를 직접 찾아서 읽는다고 답변하

였다.

학생들에 의하면 국제 언론이 정치나 사회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

룬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직장 여성의 상황, 연금 제도 

문제,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부패한 정치 및 사회 문제 등이 있다.

K-POP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와 세종학당 수업은 정제되고 장점이 

부각된 이미지이다. 그래서 세종학당 학생들은 국제 언론이나 영어로 

제공되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현실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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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한국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세종학당 학생들(그룹 1), 한류 콘텐츠 유경험 학생들(그룹 2), 한국

어 학습경험이 없는 학생들(그룹 3)과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세 그룹

이 한국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했다. 그룹 

1, 2가 가지는 한국의 이미지는 이전에 분석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3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앞서 확인했던 구성요소 중에 칠레 언론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칠레 국민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더라도 공영방송과 신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양 측면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군사적 위험과 불안정성에 대한 이미

지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로 발달 된 기술과 나라의 이미

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보제공의 횟수나 인터뷰 결

과 분석에 따르면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

째 그룹의 경우에는 칠레 언론이라는 구성요소가 결정적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칠레 언

론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찾아낸 결정적인 구성요소는 한

류 콘텐츠 접촉 기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K-POP을 통해 아티스트를 

따르고, 그와 연관된 콘텐츠와 물품을 소비하는 팬이 되고, 드라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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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내용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드라마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묘사는 현실

과 다른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 경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에 

관한 국제 언론을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다.

그룹 2의 경우 한국을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

소는 바로 한류이다. 학생들은 드라마, 영화, 음악이 한류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

지만,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그룹 1과 2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가 한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그룹은 한국

에 대해 각각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룹 1은 세종학당에서 학습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국내·국제 언

론을 접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더욱 복

잡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룹 2는 근본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형

성되어 있어서 한국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

세종학당이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만,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

게 느껴진다. 또한 세종학당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이미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종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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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이미 지니고 있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언론은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만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종

학당에서도 접하기 힘든 주제이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칠레 언론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한류 콘텐츠 긍정적 긍정적 없음

세종학당 경험 긍정적 없음 없음

국제 언론 부정적 부정적 없음

<표 4-1> 본문 요약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문화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자들

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한류는 한국에 대한 접근과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 인

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확인되었지만, 그룹 2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의 내용은 이상화된 한국의 모습 위주로 전달된다. 문

화 간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류를 한국 문화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사용한 후, 세종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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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더 깊게 한국을 이해시키는 전략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룹 1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구성원들은 한류를 시작점으로 하여 

세종학당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깊게 공부하였다. 결론적으로 그

들은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학습하고 인식하였지만 한국이

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룹 1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제 언론이라는 구성요소를 확인하

였다. 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 

학생들이 스스로 국제 언론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이

다.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

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으며, 한류 콘텐

츠가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따라서 한류 콘텐츠 

일변도의 문화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 외

교 정책의 결정자들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 외교 전략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받고 있는 세대는 미래에 리더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 한국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제공해야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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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연구는 칠레 산티아고의 세종학당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문화 외

교 전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

해서 세종학당이 학생들의 한국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을 진행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가 다른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한국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 

유경험 학생들과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동시

에 진행했다. 그 결과 세종학당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를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여러 가지 존재하며,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으

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의 경우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단순하고, 기본적으로 칠레 

언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세종학당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로 칠레 언론, 한류 콘텐츠, 세종학당에서의 경험, 

국제 언론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류 콘텐츠가 학생에게 미

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다른 구성요소보다 훨씬 더 크며, 인터뷰 대

상자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칠레 언론과 국제 언론은 모두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칠레 언론과 국제 언론의 영향력이 현재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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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른 문화 외교 전략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 외교 전략에 대해 재평가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밝혀낸 데 있다. 반면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

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의 경

우 한국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전략적 교육을 통해 한국과 칠레 사이에 소통을 

돕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주화한 결론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응답에 대

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칠레 젊은 층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칠레와 한국 양

국의 젊은이들의 대학진학률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조사 집단 선정에 

있어서 젊은 층이 아닌 다른 연령집단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고려하며 이번 연구에서 부족

한 양적인 연구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미 한국의 이

미지가 형성된 대상에게 세종학당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에 대한 연구 역시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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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Cultural Diplomacy in Latin 
America: 

The case of King Sejong Institute in Chile

Madeleine Alejandra Solano Ascencio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s Cultural Diplomacy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scholars for 

the diversity of its strategies and the considerable scope it has reached in a 

short time. Among those strategies stands King Sejong Institute which has 

not been an object of study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role as a cultural 

diplomatic strategy, although there are more than 144 institutes in 58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King Sejong 

Institute of Santiago, Chile, considering the means and ways in which it has 

carried out its objectiv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image that 

Chileans have about Korea, and analyze the concrete effects it has ha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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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subjects. This research compared in-depth interviews among King 

Sejong Institute students to interviews with non-King Sejong Institute Students 

from two different backgrounds: Students who identify themselves as 

followers and consumers of Korean Wave or Hallyu contents, and students 

who do not have any particular interest or relation with Korea. In this way, 

the study sought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ptions about 

Korea among each group of respon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of them.

The main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shape the respondents’ image of Korea in combined, interrelate and 

interchangeable ways. Four of those factors stand out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Chilean mass media (written and televised); International media 

(online); Hallyu contents (dramas, movies, pop music); and the experience of 

the respondents who are students of King Sejong Institute.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main factor that boosts the image of 

Korea in a positive light is the Korean Wave since it was widely perceived 

as such for all the respondents. In contrast, factors such as Chilean and 

international media were identified as portraying a negative image about 

Korea. Finally, and in a transit point, King Sejong Institute is considered a 

factor that encourages a positive image about Korea with a tendency towards 

a balanced perception (not too positive as the Korean Wave but not as 

negative as some products of Chilean and international media).

The main implication found in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strategies 

of cultural diplomacy instru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ve not 

achieved the expected impact among Chilean university students mainly 

because the lack of information on Korea’s current reality is widely 

substituted by contents of the Korean Wave or Hallyu (located in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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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xtreme positive) and Chilean and International mass media (which 

contents tend to portray a negative image about Korea). Thus, a reformulation 

of Korean cultural diplomacy strategies towards the review of the country’s 

image reflected by the factors listed in this research for the purpose of 

portraying a correct image of the country in the long term is suggested.

 

Keywords: Republic of Korea, Chile, King Sejong Institute,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Hallyu.

Student Number: 2014-2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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