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손호민* 

1. 미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 

21세기를 앞둔 인류는 부유한 나라이건 가난한 나라이건 점차 상호의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역의 질서는 상호유대의 방향으후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 또한 교 

통통신 수단의 전자화로 세계는 일일생활권이 되었고 시간과 장소라는 전 

통관념은 퇴색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등을 통 

하여 수천만 세계인구는 즉각적인 국제적 교류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의 필수불가결한 자질은 외국어 능력이다. 

개인적인 발전과 실리적 차원에서도 외국어는 필요 불가결하다. 외국어， 

외국문화를 습득함L로써 개인의 경험과 세계관을 넓히고 국제간의 문화 

적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모국어와 자기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외국에 진출하고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기업과 전문직에 종사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어 습득은 분석적인 능력을 길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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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으로 모국어만 아는 아동보다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언어습득에서 

뿐 아니라， 여러 다른 학문분야의 학업에서나 인지적 발달과 창의성에서도 

더 우월하다는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Ianco-Worrall 1972; 뎌mbert 

19η; Bhatnagar 1ml; ]))Ison 1ffi4; Fanti띠 1005; ~ 1ffi7; 이였1& 

Brown 1ffi2; l\feisel HID; 이미선 1Ð3; S. Sohn, et al. 1뾰 동 참조).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요궈1서뿐 아니라 미국의 전형적인 다민족 다 

문화 사회의 요궈l도 부응해1 위뼈， 미국 정부와 국민， 각급 교육기관， 

학술단체， 지원단체 둥은 최근 전례 없이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말 카터행정부이래 계속 강력한 외국어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계기로 부진했던 미국의 외국어교육운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각급 학교의 외국어 과목의 신설 내지 기존 

프로그랩의 확충， 외국어 습득시설의 개선과 교제개발， 광범한 외국어 필 

수과목제 도입， 외국어 습득과 교수법에 관한 활발한 연구， 각종 외국어관 

련 단체 및 학회의 신설 내지 활성화， 정부 및 여러 재단의 학술지원 등 

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미국의 또 하나의 현저한 경향은 비전통언어(Iess α)IT1!I1only 떠ught 

l뻐망mges)에 대한 배려이다. 주지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모든 소수 

민족이 백인사회에 녹이들어가는 n뻐ting φt의 사회가 아니다 .. 1ffi4년 인 

권법을 제정하여 인종과 출신국으로 인한 여하한 차별도 불법화히여 이제 

각 민족의 주체성이 법으로 보장받는 다문화 사회로 확립되었다. 다문화 

사회인 만큼 소수민족의 언어가 존중되고 았다. 또 lS뻐년의 이중언어 교 

육법， 1974년의 교육기회균등법 등의 제정으로 이중언어교육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리하여 현재 때여 개의 크고 작은 외국어가 각급 학교에서 교수되 

고있다. 

또한 미국의 정부와 각급 학교에서는 아시아 언어에 대히여 특별히 강 

조하고 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아시아 언어는 태평양 시대의 불 

가결한 언어일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우수한 아시아인 

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아시아 언어는 미국 사람들이 언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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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 쉽게 배울 수 있는 성질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책적， 실제적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Brecht and 

Walton 19.:m. 아시아 언어에 많은 역점을 둔 결과후 미국의 각급 학교와 
정부 기관이 아시아 언어 교과과정을 현저하게 확충하였고 최근에는 일본 

어， 중국어， 한국어를 SAT II 과목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정부에서는 최근 21세기에 대비한 초둥학교(유치원 1년 포함) 

와 중 · 고등학교(sec때æy schools)의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1됐 

년부터 1ffi3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네개의 외국어교육 협회에 의뢰 

하여 초 • 중 •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의 기준을 개발케 

하였대NSH표 19jJ; 뎌faye따 1ffi3).11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습득의 

기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킹ning: pre뼈ring for the 21st 

〔농ntury)이라고 불리는 이 100쪽의 지침서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지침으로 채택되었고 미국전역 42개의 외국어교육협회가 인준하였다:!) 

그리고 많은 외국어학회와 대학에서는 이 지침서를 stan빼s一bas어 

fOJi엉gnl뻐g뻐ge instruction이라는 이름하에 대학의 외국어교육에까지 적 

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와 같은 비전통 외국어의 경우헤는， 초 • 중 • 고 

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이 미미한 실정임으로 이 지침서의 기준을 대학에까 

지 적용시키는 것은 딩연하다. 

}) 이들 4개의 교육단체는 미국 외국어교육 협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미국 불란서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French), 미국 독일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German) , 미국 서반아어 빛 포르투갈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panish and Portuguese)이다 

2) 훤문은 다음과 같다 Philosophy←I~uage and connnunication 따e at the 
he와t of the human experience. The United States must educate students who 
are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equipped to connnunicate successfully in a 
pluralistic American society and aborad. This imperative envisions a future in 
which a11 students will develop and maintain proficiency in English and at 
least one other language, modem or classical. Children who come to school 
from non-English-speaking backgrounds should also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further proficiencies in their firs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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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에는 외국어교육의 기본원리(파버@때lY)와 교과과정의 목표 

(curricular goals)와 목표달성을 위 한 내용습득의 기준(content sta며뼈s) 

이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해설되어 있다. 우선 기본원리는 디음과 같다 :il 

• 미국정부의 외국어교육의 기본 원리 

언어와 의사전달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다. 미국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다문 

화 사회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앞으로 모든 미국 학생들은 영어 이외에 최 

소한 하나의 외국어(현대어나 고전어)를 습득하여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은 각자의 모국어를 더욱 능숙하게 배우고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기본원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학생 

으로 히여금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필수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교과과정 

을 각급학교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 

은 자기 모국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원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목표를 ￡의 성취라고 

규정하였는데 딩3란 Communication, Cultures, Conoo::tions, Corr압표lsons， 

Corrnnunities를 말한다. 각 C를 달성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하는 내용의 기 

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 

• 외국어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 (5C’ s)와 습득기준 · 

C1 : 의사전달(Communication)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에 능통할 것. 
기준 A. 대화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의 

견을교환할수 있을 것. 

3) 예컨대， 하와이주의 경우 연방정부의 기준에 입각한 주정부의 기준을 1999년 8 
월에 주 교육감으로부터 전 초 · 중 • 고등학교에 시달하였다(DOE of Hawai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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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B. 각종 주제에 관한 1"이와 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올 것. 

기준 c. 각종 화제나 주세이! 싼한 정보 내용， 생각을 청중 또는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C2: 문화터득(Cultures) : 외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터득할 것. 
기준 A 외국의 행동문화(즉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동)와 행동 문화 

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즉 전통사고방식， 태도， 믿음， 가치관)와의 상관관 

계를 이해할 것. 

기준 B. 유형， 무형의 문화적 소산품(예컨대， 그렴， 문학 작품， 이야기， 춤， 
교육제도 등등)과 그러한 소산품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것 

C~ :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ConnectionsJ: 외국에 대한 각종 학과목을 외 

국어파 습득하여 지식과 정보플 넓힐 것. 

기준 A 외국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그 나라 언어를 통하여 배움으 

로써 언어 이외의 다른 학과목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 

기준 B 외국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만 이해활 수 있는 정보와 외국민의 
견해와 관점을 해당 외국어를 통해서 터득할 것. 

C4: 비교(Comparisons) : 언어와 문화의 본질을 통찰할 것 
기준 A 습득한 외국어와 모국어를 비교함으로써 언어 일반의 본질을 이 

해할것 

기준 B. 습득한 문화와 자기 문화의 비교를 통하여 문화 일반에 대한 개 

념을 이해할 것 

C5: 다문화 사회에의 침여(Communities) : 국내외의 다언어， 다문화 사회 
에 칩여할 것. 

기준 A. 습득한 외국어를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것. 

기준 B. 만족스런 생활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히여 외국어를 평생습득하고 

구사할것. 

외국어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5 C’ s)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의사전달 목표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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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습득기준은학생들이 장기간의 습득을통하여 공τ 센으로성취하여야 

히는 수준을 말한다. 예컨대， 의사전달 목표의 경우. ";!-.? A는 대인관계에 

서의 원활한 교신(inteπJersonal mxie)을 말하며， 기준 B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취능력과 독해능력 (in따pretive rrxxle)을 말하며， 기준 C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말과 글로 청중이나 독자에게 의사블 발표할 수 있는 능력 

(presentational mxie)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각 교과과정 목표의 습 

득기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 

과과정， 교재， 교수법 등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II. 효댁어 교육의 배경 

이상과 같은 세계의 상호의존적 추세와 미국의 강력한 외국어 정책으로 

말미임아 한￥1도 다른 인기 있는 외국어처럼 미국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랄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교수되고 

있는 크고 작은 때여 개의 외국어와 경쟁히여야 한다는 힘겨운 부담을 안 

이야 한다. 다행히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교육이 급성장하게 되었는 

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 때문이다. 

첫째， 한국인 인구의 급증이다. 1975년에 한국계 인구가 10만 정도였는 

데 과거 껑년간 20배가 증가히여 현재 aXJ만이 넘는다. 물론 1970년대 이 

래 한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국정부가 1쨌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동양인의 대량이민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한인인구의 급증은 한국， 한국 

인，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70년대 후반부터의 한국국력의 급신장이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 

제발전으로 한국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뚜렷이 가시화되고 한미간의 무 

역， 경제， 문화， 정치， 학문 등의 교류가 급진전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려 

는 실리적， 학문적， 교양적 동기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기관(예컨대 외교통상부， 교육부， 문화관광부와 그 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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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한국학과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이다. 이것은 해외 한국인의 급증{현 

재 당1만으로 세계 전채의 한인인구의 7%)과 한국의 국력신장으로 연유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으로 많은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과 한국학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고 많은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게 

되었다. 

넷째， 북한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중 

요성도 미국의 한국어 교왜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직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은 다분히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캘리포니아 소재 미국 국방외국어대학(~fense 

뎌명떠ge Institute 즉 DU)의 경우이다. 매년 ffi)명의 미국 군인(거의가 

다 비한국계)이 각각 2，αU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이들 

은 군 복무 중이나 제대후나 소중한 한국어 사용자로 기능한다. 

다섯째，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SAT II의 과목으로 (일본어， 

중￥f에 이어 아홉 번째 외국어로) 한국어가 lffi7년부터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SAT~끽 높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 

과 학부모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교등학교 졸업 전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일고 있다. 최근 갑자기 34개나 되는 중 • 고등 

학교에서 한랙 강좌가 개설되고 한글학교의 십L급반이 SAT II-KOl없n 

준비과정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SAT II -Korean의 채택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lffi7에 2，447명의 

고등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했고(ID)점 만점 중 평균 649점)， 1~년에 

2，갱3명이 응시했으며(평균 751점)， 1!m년 11월 현재 2，::00명 가량이 등록 

하고 있다(Ree 1!m)‘ 

끝으로1 여러 대학에서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 강죄를 개설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대학이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3국 중 중국어 

/중국학과 일본어/일본학만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두 나라 

문화의 교량인 한국어/한국학을 포함시켜 학문상의 불균형과 공백을 없애 

려는 노력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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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효댁어 교육의 실정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인원은 세계 도처에 

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대새국어생활 1권 2호(1001); S따1 and Lee 1!Rí; 

교육한글 10호(1Ð7) 참조). 예컨대 아래의 통계는 과거 25년 동안 미국에 

서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한국어 과목이 개셜된 미국학교 수 

연도 한인사회학교 중 · 고퉁학교 대학(교) 

1975 7 0 10 

1땐 850 가량 34 110 이상 

학생수를 보면， 한글학교(한인 사회학교 또는 토요학교라고도 함)는 매 

학기 총 약 밍1，<XXl명의 초(유치원 포함) . 중 · 고등학생들이 5，<XXl여명의 시 

간강λ에게서 배우고 있고1 정규 중 · 고등학교에서는 매학기 총 2，<XXl명 

정도가， 그리고 대학에서는 매학기 총 되αU명 정도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직속 기관인 FOI갱밍1 ser찌æ Institute(FSD, Central 

In따ligence Agency(CW, National Security Agency(NSA), Thfi태se 

뎌맹떠ge InstituteCDU)에서도 정부요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특 

히 DU(미국 국방외국어 대학)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매번 %명 가량 

의 군인들이 하루에 6시간씩 1때여 명의 한국어 전임 교직원으로부터 1년 

2개월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수강생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한국어는 다른 인기 있 

는 외국어에 비하면 아직도 극히 열세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 

서의 초 • 중 · 고퉁학교 한국어 교육은 아직 보잘 것 없다. 한국어를 외국 

어 과정으로 가르치는 초둥학교는 전무의 상태이고 중 · 고등학교도 겨우 

34개교에 불과하다. 1ffi4-g)학년도에 대한 Dr따Jef 뼈 HicksWRì)의 조 

사에 의하면 미국의 중 · 고둥학교 즉 7-12학년의 총 학생수의 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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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이상의 학생)와 초등학교 즉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의 총 학생수의 

5.02%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극소수의 인기 있는 언 

어들(예컨대 서반아어， 불란서어， 독일어， 이탤리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만을 가르치고 있다. 중 • 고등학교의 경우 서반이어가 64.5%, 불란서어가 

22.3%, 독일어가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통외국어라고 일컬어지는 이 

들 세 언어가 외국어를 배우는 총 학생 수의 9.'3%플 접하고 있다. 다음 표 

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17위로 0.01%에 그친다 . 

• 마국의 중 · 고둥학교 외국어 수강생 수(Draper and Hicks 1996) 

1. 서반아어 3,930,078 (64.47%) 

2. 불란서어 1,360,170 (22.32%) 

3. 독일어 373,234 (6.12%) 

4. 래팀어 214,182 (3.51%) 

5. 이댈리어 57,033 (0.94)%) 

6. 일본어 47,008 (0.77%) 

7. 모국어로서의 서반아어 19,934 (0.33%) 

8. 러시아어 18,213 (0.30%) 

9. 중국어 9A'ï6 10.16%) 

10. 포르투갈어 4,810 (0.8%) 

17. 한국어 없8 (0.01%) 

4년 전의 이 통계에 비하여， 중 ·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34개 중 · 고둥학교(총 92개 반)에서 총 

약 2，뼈명에게 실시하고 있대Ræ 1!U)). 한편， 미국 MOOem 매때U맹e 

Association의 대학 외국어교육 실태에 대한 19.:1)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가 가장 빨리 자라는 외국어(중국어가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수강학생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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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 외국어 수강생 수(1995년 가을학기 MLA 통계) 

l. 서반아어 606，껑3 

2. 불란서어 205,351 

3. 독일어 96,236 

4. 일본어 44,723 
5. 이탤리어 43,7æ 

6. 중국어 (만다린) 26,471 

7. 래틴어 25,'æ7 
8. 러시아어 24,729 

14. 한국어 3，잉3 

한국어 수강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기술 

한 바와 같이 1!m년 현재 1107H 이상의 대학에서 매 학기 적어도 총 5，αm 

명은 수강하려라고 추산된다. 한국어 수강학생 수가 분기(q뻐I따)당 %명 

(연 1，αU명)이 넘는 UCLA 같은 대학이 있고(S. Sohn 제보)， 1밍명을 전후 

하는 UC 앉rlreley， UC Irvine, UC san Ðiego, U띠versity of Sαlthern 

C머ifomia， Colurnbia University, University of lllinois, U띠versity of 

Haw;비i， B퍼gham Young University 등이 있으며， 그외의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당 수강생이 ~명 내지 100명 가량의 학교들이다. 

한국어 수강생의 대다수는 한국계 학생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부분의 

비전통 군소언어에 공통된 현상이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계 

자녀이다. 특히 이들 한글학교 중 ffi% 이상이 한인교회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자녀 이외의 학생들이 침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 

니다. 정규 초 • 중 •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이중언어교육 

을 받는 학생이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건 거의가 다 한국계 

학생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보통 줄집。}서 000/0 가량이 한국계라고들 한다. 

대학에 따라서 치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급반의 경우헤는 비한국계가 

상당수(~/O 내지 00%)를 차지하지만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한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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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UCLA는 초급부터 한국계가 OOOAí가량이나 하와 

이 대학의 경우를 보면 1앉Ð년 가을 학기 초급반 33명 중 10명만이 한국 

계이고 나머지는 백인계， 일본계， 비율빈계 등이 차지하고 있고 고급반은 

00%이상이 한국계이다. 예외적인 학교로는 볼몬교 선교에 역점을 둔 유타 

주의 Brigharn YI뻐핑 University와 DU이다. 이들 대학의 한국어 반에는 

한국계 학생이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다. 

IV. 효택어 교육 방법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는 한국인 학부모들， 사설학원， 한글학교， 정규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연방정부 직속 학교 등을 통하여 습득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계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혈 때부터 매알 부모나 조부모 

한테서 듣고 배운 일상 한국어는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말이다. 가정에서 

이렇듯 장기간 자연스럽게 한국딸을 배울 경우， 한국계 학생들은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일상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거나， 적어도 들을 수 있 

게 된다. 그래서 중 ·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면 중급반이나 상급반에 배치되 

게 된다. 실로 한국어사용을 통한 가정교육은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이 

미선 l뺑).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초 · 중 · 고등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영태(1면7)의 설문조λ}에 의하면 $명의 응답자 중 거의 모두가 한 

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는 부모(67.6%)와 조부모(21%)라고 대답했 

다. 즉 한국어 전수의 주도자는 일차로 부모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는 각종 사설학원이 생겨서 아동들 

의 한글 읽기와 쓰기， 중고등학생들의 SAT II-Ko뼈n 시험준비， 성인들 

의 실용한굵f 습득 등 극히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상 

업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하 가정교육이나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더 언급 

하지 않고 한글학교와 정규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만을 대상으후 한국 

어 교육 방법을 논의하교l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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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한글학교는 한국사람이 모여사는 곳을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 산재해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수십만의 한국인과 수많은 한국인 교회가 있는 로스앤 

젤레스 뉴욕， 시차고 등지에 대폭 집결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글학 

교의 ~%이상은 한국인 교회에 부설되어 있다.lml년도의 한국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교원수 5，001명에 학생수가 밍，잉4명인바 그 중 유치윈 

12，7!!)명， 초등학생 22，3.%명， 중학생 8,æ:J, 고등학생 5，l~명， 성인 1，강2명 

으로나타나있다. 

교육의 양과 질 변에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학생 10여 명에 불과한 

학고까 있는가 하면 %명 이상의 학교(예컨대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동부 

한국학교)가 있고， 언어능력 수준이 아주 다른 학생들을 모두 한 반에서 가 

르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의 나이 또는 학년과 한국어 능력별로 반 

을 세분하여 가E프치는 학교가 있다. 교사의 경험이나 영어구사 능력도 천 

차만별이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중요한 공통접이 있다. 

첫째， 교과과정이 대체로 동일하다. 거의 모든 한달학교가 일주일 중 토 

요일 오전에만 3시간 수업을 하고 그 중 처음 두 교사(~분)는 한국어 수 

업이고 셋째 교사는 한국문빼 관련되는 여러 7찌 특별활동이다. 특별활 

동에는 미술， 음악， 고전무용， 태권도1 역사책 읽기， 영화감상 등이 포함되 

는데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반을 나눈다. 

둘째， 한국어 반 구성은 대체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분 

류되나 학교에 따라 기초반과 초급반이 또는 중급반과 고급반이 통합된다. 

셋째， 대체로 1년에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가 있고 한 학기는 12주 

(36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학생이 일년을 계속할 경우 l년간 

총 수업시간은 144시간이고 그 중 한국어 수업시간은 %시간이 된다. 

넷째， 학생구성은 유치원생으로부터 12학년(고3)까지 다양하고 대부분이 

한인교포 2세이다. 학생중 초등학생(유치원생포함)이 7æ/Ó 내지 8æ/o를 차 

지하고 그 나머지가 중 · 고등학생(7-12)과 극소수의 성인이다.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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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곱반에서 SAT II 시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이 되고 았다. 

다섯째， 교사는 한국 유학생(주로 대학원생)， 해당교회의 교포교인， 한국 

에서 교사경험있는 일반인 등을 교사로 채용한다. 교사에 대한 대우는 시 

간당 15불 정도(매달 약 $ID)이다. 

여섯째， 교재는 주로 (a) 전국 한인학교 협의회에서 개발한 교과서와， 

(b) 남가주 한국학교 연합회가 개발한 교과서 그리고 (c) 한국 교육부의 국 

제교육 진홍원에서 발간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매년 무상으로 배포되는 재 

외교포용 교과서가 사용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들 여러 교과서룹 토대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쓰거나 기타의 교과서를 쓰기도 한다. 

일곱째， 대다수 학생의 학습동기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다. 이영태(1!E7) 

의 설문통계에 의하면 ::m명의 초 · 중등학생 응답자 중 213명 (70.90/0)이 

부모의 결정에 의히여 한글학교에 다니며 $명(18%)이 부모의 생각과 본 

인의 생각이 합쳐 다닌다고 한다. 친구 때문에 다니는 경우는 28명이고 본 

인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경우는 주로 중학생 z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뿌리교육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고등학생들은 SAT II 시험 준비를 위 

하여 한글학교의 고급반에 등록하는 경향이 크다. 

참고로 한인 인구 ;1)，αx)명이 살고 있는 하와이 주에는 현재 약 20개의 

한글학교가 대부분 한인교회에 부설되어 있고1 한인성당과 절에도 각각 부 

설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두 학교는 한인 감리교회 부설의 한인 사회 

학교와 아이에아 한인 감리교회 부설의 한인 문화학교인데 학생이 현재 

각각 약 1쩌명이다{김영규 제보). 그외의 학교는 평균 ~명 정도의 학교들 

이다. 한인 사회 학교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Andrew Byon 제보) . 

• 한인 사회 학교 : Honolulu 한인 감리교회 부설; 1973년 개교 

교사진 ‘ 12명 (대다수가 유학생으로 12명 중 10명이 언어학， 영어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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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임. 대다수가 한국의 교사 자격중 소유자임.) 

교사대우 : 시간당 $15 (월 약 $2(0) 

효댁어 반구성 : 총 11반 

기초1 (3반)， 기초2 (3반)， 초급1 (2반)， 초급-2 (1반)， 중급1 ，2，3 (1반)， 

고급1 ，2，3 (1반) 

시간표(매 토요일) : 

08:3Q -00:15(교사회의); 00:15-10:00(1교시); 10;15-11:00(2교시); 

1 1:15-12:00(3교시); 12:00-12:45 (교사회의) 

(했 3교시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미술반， 태권도반， 고전무용반， 영화 

감상반이 있음) 

학기 : 1학기가 12주로， 1년에 4학기(봄， 여름， 가올， 겨울)가 있으며， 8월 

한달은여름방학임. 

학생구성 : 1999년 가을학기 학생수는 133명(각반 평균 13명). 연령은 유 

치원생부터 12학년(고3)까지 다양하고 대부분이 한인 2세임. 부모의 

권고가 대다수의 학습동기임. 

기타. 금년부터 연 $300의 지원금을 총영사관을 통해 받음. 

전국에 산재한 모든 한글학교는 전국 한인학교 협의회(National Asso

ciation of Kon않1 Sch∞ls)의 산하에 있고， 남가주의 경우에는 따로 남가 

주 한국학교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직접， 간접으로 한 

글학교 활동을 돕고 있는데， 한글학교 교육과정모델 개발， 학술대회 개최， 

교사 연수회 개최， 교재개발 및 보급， 회지 발행， 각종 교육 행사 주최 등 

을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학교의 외국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받도록 하는 운똥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하와 

이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일정시험을 거쳐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한글학교 교육에 가일층 큰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SAT II 와 더불어 한글학교 교육을 강력히 뒷받침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수업시간의 제한， 교사의 질 문제， 교사의 대 

우 문제，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어 교왜 대한 열의 부족， 셔청각 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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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2.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1없년 이중언어 교육법(B피때뻐l 많ucation Act)이 제정된 이래 과거 

:I)년간의 정규 초 · 중 •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영어가 부족한 

한국이민 학생들에게 영어가 익숙해 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한국어로 수 

업을 받는 소위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없nsitional bili맹뻐l 어ucation)이 

었다. 지금도 초동학교에서는 원칙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아니고1 

새로 이민 온 한국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라 이러한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어 능력이 유지 또는 향상된다는 점 

에서는 일종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a) 완전히 영어로만 수업을 듣는 경우{Engli양1 imrrersion pl1맹'am;) ， (b) 

주로 영어로 듣되 알아듣기 어려운 것만 이중언어 보조교사로부터 구두로 

도움을 받는 경우-(mxlified b파때뻐1 1=π땅arns)， 그리고 드물재는 (c)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변에서 한국어， 영어 두 언어로 수업을 듣는 경 

우{Ko없rvEnglish c1ual language prc핑1QIl1S 또는 two-way imrærsion 

m맹1QIl1S)가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a)나 (b)를 선호한다. (c)의 경우에 

는 한국어 사용 학생과 영어 사용 학생이 전학년에 걸쳐 같은 반에서 전 

과목을 한국어와 영어로 수업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두 부류의 학 

생들 모두에게 멜}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한국어， 영어의 이중언어인이 

되도록하는것이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위 세 7~지(a， b, c) 방법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중 각각 두 학교씩 선정히여 4학년 학생들의 유치원때부터의 학습결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S. Sohn, et 퍼. l~). 이 보고에 의하면， 

세 번째 방법(c)이 다른 두 방법보다 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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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면과 다른 과목에서도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4l 

초기부터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던 중 • 고등학교의 경우는 차차 위의 

(c)와 비슷한 형태로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영어가 능숙하고 한국 

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까지도 영어가 부족한 갓 이민 온 한국학생들과 

함께 이중언어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추세가 생겼다. 예컨대 뉴욕시의 경 

우， 뉴욕시 교육구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에 의거 1979년에 뻐wto뻐 High 

School에서 처음으로 한국 이민학생들에게 영어가 익숙해 질 때까지 한국 

어로 수업을 했고， 이어 Bryant, F1ushing, Bay허de， Francis Lewis 등 중 

• 고둥학교에서도 과도기적으로 한국어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했다<Kwon 

1앉B). 그러나 미국의 한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 

해 감으로써 점차 한국어를 더 배우려는 1.장i1나 2세 한국계 미국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어가 대학입학을 위한 SAT II 과목으로 

채택됨으로서 한국계 학생들의 중 •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습득이 더 절 

실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 초기 중 • 고둥학교들은 이제는 차차 과도 

적 이중언어 교육이라기보다는 한국에 관한 여러 고팩을 한국어로 가르치 

는 정규 한국어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Kwon ibid). 한편， 최근 2， 3년 사 

이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한 많은 중 • 고등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순수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교과과정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 

리하여 현재 34개에 이르는 미국 중 • 고둥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한국어의 숙달과 한국 문화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 

거에는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미국 주류사회로의 조속한 동화와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으나 

이제는 SAT II의 좋은 성적으로 자녀들이 보다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한쾌 교육셰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가 

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 •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 

4) 비슷한 예로 Ramin않 동(1991)의 라틴계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초둥학교에서 오랫동안 40% 이상을 스패인어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게 습득한다고 한다{이미션， 1엇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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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설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단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Sunny Hills High Schω，1 ， LA High 

Schω，1 ， Torrance High School, Valley High School 등이 그 실례이다. 예 

컨대， 부유층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랜지 카운티 플러튼시 소재의 

Sunny Hills High School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S. Sohn 제보) . 

• 캘리포니아 Sunny Hills High School 한국어 프로그램 

교사: Grace Chi(한국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1 명 

(1병 더 추가 채용 계획임) 

학생수: lED명 이상 

급 : 1급부터 5급까지 있읍. 

(현재 중 ·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 5급까지 두는 
데 그 이유는 보통 8학년(중2)부터 외국어 과목이 있기 때문임，) 

시간수 : 매일 하루 l시간씩， 1주일에 5시간 

교재 . 고려대학 한국어 교과서와 보충교재 

특징 . 이 학교는 천체 학생 2α)()명 중 한국계 학생이 700명임 

LA 돼gh Sch∞l에서는 한국어 과목 이외에 한국문화 과목도 개설하고 

있는데 비한국계 학생들도 많이 듣는다고 하며， T'ommce High Schωl의 

경우는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Korean for Native SIElli:ers) 과복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임으로 채용되려면 

한국어 수강생 수가 l밍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 

에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들은 시간강사로 근무한다고 한다~S. Sohn 제보). 

사립학교와 대학에서는 특별히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공립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우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펼 

요하다. 초 • 중 ·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가급적 많은 

인력이 사범대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주정부에서 발급혀는 정식 한 

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히여야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정식 교사가 있어야 

만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신설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정식교사의 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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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교생실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긴급 임시 교사 자격증 

제도나 보조교사 제도로는 한국어 교육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 

다. 과거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국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 

(따1Cher α-edentialing tìα Korean) 문제가 논의되어 왔고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San 

Francisco소재의 In따℃버tura1 Institute of CalifomÏa(한국 언어， 문화 과목 

담당)와 없n Francisco State University의 사범대학(일반 언어， 문화 교육 

과목， 교생실습 담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년과정의 프로그램이 있고 

CalifomÏa State University의 사범대학의 Ko뼈n-Engli양1 이중언어 분야 

의 2년과정 이 있다. 앞으로 Ho~ In뼈mtional University, UCLA 등 다른 

몇몇 대학도 비슷한 과정을 신설할 전망이다. 이들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 

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와 한국역써1 대한 소정의 

시험 즉 SSAT•Ko rean(Single Su비æt As똥ssrrent for Te<:때ng 

Korean)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SSAT -Korean 시 

험은 캘리포니。쩨 거주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7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서， 1ffi)년 6월 m일에 미국에서는 처음인료 실시되었다~Blank 1앉!)). 현 

재까지 3명의 중 • 고동학교 교사가 한국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다~S. S따1제 보).5) 

중 •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사자격증의 

문제뿐 아니라， 교재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로 시청각 등 부교재는 고사하 

고 미국 중 • 고등학생에게 어울리는 마땅한 본 교과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술한 Sunny Hills Hi맹 School 같은 모범 학교에서도 현재 차선책으로 

대학생용인 고려대학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전술한 미국의 21세기 외국어 

교육 목표(Communication， Cultures, Corr뼈risons， Connro:ions, Corrrrnu

띠tie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득내용의 기준에 부응히는 중 • 고등학교 

5) 이들 세 헝}국어 자격증을 받은 교사는 Grace Chi(Sunny Hills High Scho이)， 

Eunice Lee(Torrance High School;이lVest High Sch。이)， 김영애LA High Schoo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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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과서와 부교재의 개발과 배치시험(미acerrent test) 둥 학생들의 한국 

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의 개발도 시급하다. 

3.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1107H 이상의 크고 작은 미국 대학에서 매학기 

5，(XX)명 이상의 학생에게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신장과 미 

국내의 한국인 인구의 증개 미국대학의 한국계 학생 수의 증가， 동아시아 

3국(중국， 일본， 한국)의 균형있는 학문적 발전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수요J} 커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어 강좌 

가 많은 대학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 수， 교과과정， 교수진， 교수 

법， 평가 방법， 사용 교과서와 부교재 학교당국의 지원 등 모든 면에서 학 

교마다극히 다양하다. 

한국계 학생이 많지 않은 비교적 작은 대학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초급 

반만을 가르치거나 중급까지만을 가프르치고1 한국계 학생이 많은 대학에서 

는 초 중， 상급， 최상급 한국어가 개설되는 경힘에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 

는 대학원 학생이나 한국어문학을 전공히는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면， 한 

국어 수강 학생들의 대부분은 여러 다양한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어 

를 선택과목이나 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수강한다. 현재 많은 미국대학(00% 

이상)은 외국어를 1년 내지 2년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한국계 학생들뿐 아니라 한국， 한국 

인， 한국어에 관심있는 소수의 비한국계 학생들도 한국어를 택하게 된다. 

많은 대학에서 한국계 학생들과 비한국계 학생이 같은 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에 따른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 이미 한글학교나 중 · 고등학교 

에서 많은 단어와 읽기， 쓰기까지 배운 학생들은 중급이나 상급뺀1 배치 

될 수 있으나， 부모한테서 겨우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만 익힌 한국계 학 

생들은 보통 초급 후반이나 중급 초반에 비한국계 학생들과 함께 배치된 

다. 이때 말하기， 듣기 위주의 교재는 비한국계에게는 극히 유용하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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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게는 시간 낭비이다. 또한 말하기， 듣기에 익숙한 한국계는 비한국계 

에게 적지않은 위협이 된다. 이러한 교육상의 불균형과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히여 극소수의 큰 대학(UCLA， UC Berkeley, Colwnbia 동)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급까지 반을 한국계/비한국계의 두 계열(two σacks 또는 two 

strearns)로 나누어 가트르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S. Sohn 19.17). 그 

러나 대다수의 대학은 한국어 프로그램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러한 두 

계열 제도 도입에는 예산상 문제가 았다. 

대학의 한국어 수업은 대체로 초급과 중급은 매일 한 시간썩 실시하고 

AJ-급 이상은 일 주일에 3시간 한다. 그 외에 어학실습을 일 주일에 학교에 

따라 2시간 내지 5시간 받는다. 초급， 중급의 교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한 강사가 한 반을 전답해서 가르치는데， 소수의 대학 

(없rv빼 UCLA 등)에서는 교수가 일 주일에 2시간을 내용， 문법， 문화 등 

에 대하여 강의하고 나머지 3시간은 10여명씩 작은 반으로 나누어 조교들 

이 따로 연습시킨다. 이 후자는 소위 fact와 act를 구별하여 가르치는 방법 

이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한라} 교육은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분야의 학 

생들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웠찌ce교왜l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그런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교수직을 주지 

않고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전임강새lecturer， instructor 또는 preceαor)직 

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언어기술만을 가트폐고 학문적인 내용은 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최근 국방외국어 대학mu)은 교수제를 도입하 

여 교수경험이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교수직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소수의 큰 대학， 예컨대 U띠versity of Haw;허i， UCLA, 

H앙vard University, Colwnbia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얹l 

California, University of Washington, Brigham YI뻐19 University 등에서 

는 한국어나 한국문학을 전공 학문분야로 설정하고 필요한 교수를 충왼 

하여 한국어학이나 한국문학의 학샤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교과과 

정과 학위과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하와이 대학의 경우를 소개하변 다음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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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대학 한국어문학 프로그램은 중국어문학， 일본어문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시아 어문학과11 속해 있다. 교수진이 47명인 거대한 일본 프 

로그램과 교수진 19명의 중국 프로그램에 비하면 양적인 면에서 한국어문 

학은 규모가 작다. 1앉쟁년도 한국어문학 교수진은 3명의 영구직 교수(그중 

2명은 어학， 1명은 문학)와 2명의 조교， 3명의 시간강사， 그리고 1명의 한 

국학술진흥재단 객원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매학기 1때여 명의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각급 한국어를 교수하는 한편 한국어문학의 학사， 석샤 박사 

전공학생들을 양성한다. 학사과정은 어학과 문학의 구분이 없으나 석샤 

박사과정은 그 구분이 있다. 어학분야는 학위논문에서 다시 한국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 한국어교수법으로 분류된다. 현재， 학사과정에 5명， 석사 

과정에 3명， 박사과정에 8명이 있다. 교과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괄호 안 

은 학기당 학점임J 

• 하와이 대학교 한국어문학 교과과정 

가. 학부과정 : 언어과목 초급한국어 

중급한국어 

상급한국어 

최상급한국어 

한국어작문 

언어와문화 

한국어 독해 

한국어 구조 

문학과목 한국번역문학 

전통문학 

현대문학 

나. 대학원과정 : 어학과목 한국어사-방언 
음운론-형태론 

KOR 101(4)-102(4) 

KOR 201(4) • 202(4) 

KOR 301(3) • 302(3) 

KOR 401(3)-402(3) 

KOR 420(3) 

KOR 470(3) 

KOR 481(3 또는 6) 

KOR 4Ei1(3)-452(3) 

EALL 댔1(3)-282(3) 
KOR 463(3) 

KOR 464(3) 

KOR 631(3) 

KOR 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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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론-의미론 KOR 633(3) 

사회언어학 KOR 6.14(3) 

어학←교수법세미나 KOR 730(3) 

문학과목 전통한국시 KOR 613T(3) 

현대한국시 KOR 613M(3) 

전통설화문학 KOR 614T(3) 

현대설화문학 KOR 614M(3) 

한국희곡 KOR 615(3) 

한국문학번역 KOR 640(3) 

문헌연구 KOR 711(3) 

문학세미나 KOR 720(3) 

그 외에도 학부생을 위한 독해지도 과목(KOR 뾰， 400)과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지도 과목(KOR 앉1.1) 동아시아 언어 교수법(EA!L 001), 동아시 

아 비교언어학{EA!L 7밍)， 비교문학(E따L 겸5)， 한국어문학 연구방법 

(EA!L 003K) 등의 과목이 있다. 하와이대학의 이러한 대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위과정을 설정하기까지는 。씨。h 태평양학을 강조하는 대학 

당국의 정책적 고려도 있었지만， 중국어문학， 일본어문학에 뒤지지 않으려 

는 담당교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한글학교나 중 · 고등학교보다는 사정이 더 낫기는 하지만 미국대학의 

한국어 교재문제도 해외 한국어 교육에 상존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대학 

초， 중급 교과서는 무척 많다. 명도원 한국어 Samuel l\1artin과 이영숙의 

앉정inning Kor얹n， F때 Lukoff의 한국어 교재， 고려대 한국어， 연세대 한 

국어， 서울대 한국어， UC Berkeley 교수진의 αUege Ko없n 등 수 많은 

기존 교과서가 있고 이들 기존 교과서에 만족하지 못한 많은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급과 최상급 교과서는 많지 않다. 

미국에서 출판된 것은 없고 고대 연대 등 한국에서 나온 것을 쓰고 있는 

데， 필요한 영어 설명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 쌍빛l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미국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기가 힘들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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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허다하다. 

한편 작문， 한자， 고급독본， 문학교본 등 미국학생들에게 적당한 부교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하에 그리고 펼 

자의 주도하에 1ffi4년 중순부터 총 %권에 이르는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영어권 교과서 개발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 중， 상， 최상급을 위한 총 

14권의 기본 교과서(2권의 교사지침서 포함) 각 권마다 수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최신교수법의 제반 원리와 실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기술 

한 미국의 외국어 교육 목표와 기준에 준거하고， 영어권 학생들의 요구 

(needs)를 반영하고 복잡한 언어체계와 문화체계를 비교언어적， 비교문화 

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기본교재 이외의 교과서로는 한자교본， 작문 

교본， 단편소설， 현대문학교본， 고급독본， 언어와 문화 등 6권이 있다. 이들 

이외에 문법 용례사전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든 저서는 하약이대학 출판 

부에서 2001년까지 출판될 예정이다. 

v. 21 세기률 위한 효택어 교육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한국어 교육은， 양과 질의 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한후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의 한국어 교과과정의 목표와 내용， 설러버스 작성， 교 

재 개발， 교수 방법， 명가 방법 등 한국어 교육의 기반구조는 기술한 미국 

정부의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습득의 기준”에 바팅을 두기를 제의한다. 

그것은 미국의 외국어교육 정책이며 한국어 교육에 전적으로 부합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들 목표와 기준헤 의거하여， 한국어 특유의 단계별 학습 

성취기준(~orrnance s떠n없rdsl도 Swender and Dun떠n(1쨌)의 일반 

모델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도 직접， 

간접으로 미국정부의 외국어교육의 기본원리와 목표와 기준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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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어 교육을 미국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추진시킨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각급 대학과 중 •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한글학교에서는 아직 한국어가 한국이민의 

언어로만 인식되고 미국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가능한 한 많은 미국의 일반 학교에서 한국어 

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추진히여야 한다. 재미 일본계 인구가 겨우 

70만 정도인데도 수백에 달하는 정규 초 · 중 • 고동학교에서 광범하게 일 

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때만이 넘는 재미 한국계 인 

구에 비추어 볼 때 초 · 중 •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실태는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인인구 4만부빼 안되는 호춰l서는 이미 또개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9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았는 점을 상 

기할 때 미국의 한국어 교얽1는 엄청난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대H 

Sohn 1앉꺼 참조). 기술한 바와같이 SAT lI-Ko뼈n이 채택되고 한￥f 

교사의 자격증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초 • 중 • 고등학교의 

한국어 도입 문제는 이제 학무모를 위시한 교민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셋째， 각곱 학교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한글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의 교과과갱올 효율적으로 연결(articulation)시킨다 6) 현재의 상황은 각 

급 학교간(예컨대 한글학교상호간， 중 • 고둥학교 상호간， 대학 상호간)의 

횡적교류는 학회 등을 통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글학교， 중·고둥학교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전혀 종적인 연결고리 없이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과과정， 교수내용， 사용되는 교과서나 기타 

보조교재， 교수법이나 평가방법 동 전혀 서로가 모르는 실정이다". lffi4년 

에 탄생한 미국 한국어 교육자 협회(AIr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6) Articulation의 정의는 영어로 ‘잃머ess transition from one level to the next’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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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즉 AAπ()의 설립목표 중의 하나가 이러한 articulation의 시도였 

으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중 ·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원간의 인적 

교류와 공동교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7， 한편 한글학교의 연합 

체인 전국 한인학교 협의회에서도 연례적으로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몇몇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나 articulation 

과는 거리가 별다 AATK나 특정대학의 한국학 연구소가 주도하여， 각급 

학교의 전문가들이 한 군데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통 

합된 한국어 교육 지침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지침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 설정， 교재개발， 또는 현존 교재의 질적 향상， 교수 

법 개발 등 일련의 새로운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전문적인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응분 

의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어 교육이 한글학교와 대학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의 현지교육까지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연결된다면 한국계 학생들을 위시한 많은 학생뜰이 

대학졸업까지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profi 

ciency leveD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하위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체계적으로 성취하게 된 학생들은 대학에서는 상급 

반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계적이어야 할 교육과정이 지금처럼 단절 

되어 있으면 언어습득과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말게 된다" 

한국어 교육의 상호유대와 aπiculation의 일환으로 컴퓨터 정보맹net

wor떠ng)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의 실정은 한국어 교육의 교사 

7) AATK는 미국 워싱튼 소재 National Foreign 다nguage Center와 비전통 언어 

학회 연맹(Nationai Council of the Organiations of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의 주도하에 필자가 초안한 정관에 의거 1994년에 창설되었고 필자가 

초대 회장직(1994-1997)을 맡았다 현재 회원은 300여명이다 1엇:l5년부터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8) 현재 다른 여러 외국어들 측에서는 이러한 articulation작업에 산념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어 교육자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를 연결시키는 교과과정 마련에 

부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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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전문기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지역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어서 상호 

교류나 정보교환의 기회가 많지 않고 쓸데없는 노력의 중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시간， 자금， 인력의 낭비가 심한 편이다. 그럽으로 각급 학 

교의 모든 한국어 교육자들과 한국어학습자들이 전국적으로 교류할 수 있 

는 networking이 설치되어 모든 유용한 교과과정， 인력지원， 교수법，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입력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와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 

넷째，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펀다. 미국의 전통외국 

어나 다른 인기있는 외국어의 실정과 비교해 볼 때， 한국어를 미국전역에 

서 초 · 중 • 고등학교에 광범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리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 시도하듯이 전국의 각 교육구 

와 협의하여， 모든 한글학교의 한국어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받는 

벙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글학교에서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학교의 교과 

과정이 교육내용과 시간쉬H 있어서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정규 초등학교는 대체로 주당 3시간이고 중 • 고등학교는 5시 

간임). 한글학교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중 ·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홍미와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 과목은 물론 각 학문분야에 

걸친 광범한 내용중심의 한국어 교과과정(content→뼈sed curriαùum)이 설 

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 

해야 한다. 각급 학교를 망라한 미국교육계에 한국어의 뿌리를 깊이 내리 

기 위하여는， 모든 다른 분야 학생들을 위한 땅에ce과목의 역할만으로 만 

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하나의 탄탄한 학문 

분야로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히여는 전술한 하와이대학의 

경우처럼， 교과과정이 대폭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어 교육자들의 

부단한 헌신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재의 개발 

이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도 그렇지만 특히 ￡와 그 습득기준에 따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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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중 · 고등학생용 교재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현재 한글학교의 한 

국어 교육이 훈련을 받지 못한 한국인 교사들이나 대학원학생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과서와 부교재가 더욱 필요하다. 전통적인 형태의 교과서 뿐 아니라 각 

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교재(즉 customized 1없uiDg 

mxf띠es) ， 다양한 시청각교재 컴퓨터화된 m빼 n벼Ia 교재도 개발R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자습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코스 

(web-based courses)도 광범하게 개발하여야 한다{Nìelsen and Hoffman 

1~ 참조). 

여섯째， 각급 학교의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시훈련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교사나 예비교사뿐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도 

자주 교사훈련 워크삽에 침여하여 참신한 교수법과 교과과정에 익숙해져 

야 한다9) 가르칠 언어내용과 언어구조 교과과정 작성， 그리고 교수법， 평 

가법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외국어교수법에 관해서는 최 

근 여러 가지 이론과 응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가 교사연수를 통하여 일선 교사와 교수둡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학술대 

회와 교사연수， 워크삽， 그리고 각종 미니 발표회와 학회지의 탐독을 통하 

여 교사와 교수는 꾸준히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각급 학교와 한국， 

미국의 지원기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뼈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 

기를바란다. 

일곱째，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꾸준한 연구가 요구되며， 많은 한 

국어 교육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교재개발， 교사양성， 교과 

과정 설정， 교수법과 평가방법의 개발， 한국계와 비한국계 학생의 교육문 

제 등 여러 중요한 현안과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는 이 분야의 전 

문적인 지식과 연구와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한국어 

9) 중 ·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강사에 대한 교사연수는 AATK의 연례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매년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하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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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전문가란 한국어교수에 종사하면서 언어학적， 문화적 지식과， 외국 

어습득， 교과과정， 평가 등의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적 지식과 경험과 연 

구업적을 풍부히 갖추고 있어서 이를 실제 상황에 적절히 웅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가 없이는 효과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을 기 

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전문가는 많을수록 좋은데 불행히도 아직 한국어 교 

육 분。뻐서는 이론언어학자는 지극히 많지만 한국어 교육 전문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1세기를 앞두고 현재 한국어 교육자들이 더 많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며 한편 새로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모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끝으호， 모든 한국계 학생이 어려서부터 한영 이중언어인이 되게 해야 

한다. 현재 :lX)만 교포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생 총수는 

Ea)，αP명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한국어를 실제로 습득하고 있는 학생은 한 

글학교 fi)，CXXJ명， 중 · 고동학교 2，뼈명， 대학(교) 5，CXXJ명(이중 l，CXXJ명가량 

은 비한국계)， 도합 57，αP명이다. 즉 현재 재미 한국계 학생들의 11% 정 

도만이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주를 이루는 한글학교 학생이다. 즉 학년이 높아감수록 한국어 

습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어 습득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한국 

계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어률 배워서 한영 이중언어인이 되어야 한 

디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a) 외국어교육은 학생이 어릴 때 배울수록 더 효과적이다. 가장 자연 

스럽고 산속한 언어습득이 2살부터 12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국어는 영어 화지에게는 가장 어려운 언어인 소위 ca탱011' 4 언어(한국 

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로서 미국인이 서반아어， 불란서어， 독일어 등 

전통외국어를 배우는 것 보다 같은 능력의 수준에 도달히는 데는 두 배 

내지 세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통계적 연구로 날맘혀져 있다. 한국어 

의 조기교육은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성취하는 데 크게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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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족적 동질성(밟mic iæntity)의 문제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은 이미 rrelting JX)t의 사회가 아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3세， 4세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백인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회를 모르면 어떻게 민족적인 주체성 동질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같 

은 한국민족과 교류가 가능할 것인가 어느 민족 사회에도 속하지 못한 영 

원한 민족적 고아가 되고 마는 것이다. 

(c) 원칙상， 한국뺀이 완전한 한영 이중언어인 이중문화인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이중언어를 구사하면서 자라고 한글학교를 다 

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미국이 갈구하는 완벽한 이중언어 국 

민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역 둥 모든 국제관계에서 펼 

요 불가결한 인재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을 직접 

적으로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주역들이다. 한국어는 워낙 어려운 

말이므로 미국에서 자란 비한국계가 배워서 이중언어인이 된다는 것은 여 

간어렵지 않다. 

(d) 기타 많은 부차적인 이득이 있다. 한국어를 습득하여 SAT n에서 

좋은 접수를 얻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 대학에 가서 다양한 

고급한국어 과목을 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어와 한국문빼 관계되는 분 

야에서 석사 내지 박사학위를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 한국 

신문 방송을 자유로이 읽고 들어서 평생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무한 

정 넓힐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인생이 그만큼 즐거워진다는 점， 이중언어 

인이 단일 언어인 보다 지능이 우수하다는 점 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점이 있다. 

한국계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장려는 미국의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 

습득의 기준”의 기본원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러면 한국계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조기 한국 

어 교육의 중요성과 긴박성 이중언어인의 지능적， 학술적 우월성， 가정교 

육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인 사회에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히는 것이다. 

각종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신문， 책자 라디오1 πf방송， 강연， 워크삽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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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들의 경우는 부모들의 인식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집에서 한국어만을 

쓰도록 하고 한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도록 독려히여야 한다. 언어습득의 

최적기인 2-12살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더 힘뜰어진다는 것을 부모들로 

하여금 명심토록 하여야 한다. 중 • 고동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한국학생들 

의 동아리활동， 한국에 관한 각종 홍미로운 강연 또는 영화， 음악， 체육 동 

의 행샤 한국방문， 또는 한국어학습 활동 동을 통하여 강한 동기를 부여 

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동기부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학습활동이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둘째는 학생이 배운 한국어 

의 실용성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 즉 교실 밖에서 한국인들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게 배워야 한다. 셋째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학생의 현재와 장래 

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 가를 직접 간접으로 인식해야 한다. 참고로 김혜영 

(1땐)은 아동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여 러가지 다양한 구체 

적 수업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미선(100])은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이중 

언어교왜l 대뼈 논하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외국어 교육정책을 배경으로 한국어 교육이 처해 있는 

실정과 각급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법을 두루 살펴 보았다. 그리고 현안 문 

제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도 사견을 토대로 짚어 보았다. 펼자가 10년 전에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 

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대HS따1 1~). 그 

때 한글학교의 수는 4777H교(학생은 3)，173명) 초 • 중 • 고등학교는 전무， 

대학은 3)개교(학생은 1，쨌명)로 나타나 있었다. 과거 10년 동안 여러 관 

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양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21세기에 대비히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백년대계를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139 

세워야 한다. 각급학교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육자들， 학자들， 교민단체， 학 

부모들， 한국어관련 각종 협회와 단체들， 한국의 지원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강도 높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자연발생적인 상황만 기대한다면 한국어 교육 

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자칫 수렁에 빠져들 위험성조차 

없지 않다. 비한국계는 물론이고 한국계 학생마저， 배우기 쉽고 유력한 전 

통 외국어(서반아어， 불란서어， 독일어 등)나 다른 인기 있는 아시아언어 

(일본어， 중라f 등)에 끌려가거나 。}예 외국어 습득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하나의 민족언어를 초월한 자타가 공인히는 국제 

어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히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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