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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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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류 사회는 國際化를 넘어 世界化로 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 

다. 언제부터인가 한국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뼈nnng 

indus따)’으로 부상하고 있다 1) 국어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수효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학술회의는 하루가 

다르게 門前成市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력의 비약 

적인 증진과 더불어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 본 연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제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때7. 10 강) 
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임. 

** 써J 고려대 교수， 우석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원장. 
1) 전상인(::m7:15)에서는 “한국학은 H싸흐로 세계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학계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여 한극학 연구가 돈이 되는 

사업임을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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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외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동안 사대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연구에 등한했던 한국학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동이란 내적 요인이 있어 이들이 한국학 연구 

에 볼을붙인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한국학은 해외와 국내에서 적지 않 

은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교육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 

와 전통이 없어서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외에서는 한 

국학 전문가의 부족과 한국학 교재의 미비로 아우성을 지고 있고 올바른 

교과과정이나 적절한 교육지침이 요망된다 그리하여 콰내에서는 전문가 

의 잉E성 방법을 놓고 각 대학이 고심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국가 기관인 

국어원에서조차 한국어 보급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껏기에 이른다. ~~ 

러나 한국학의 발전과 해외에 이를 보급하는 문제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정잭의 마련은 참으로 시 

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학 해외 보급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한국어 교육 

에 대허역 고찰하려는 것이다. 한국학 보급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어 교육 

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한국학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터l 

두리 안에서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개 교육 대상에 따따 

어떻게 교재와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국학， 한국학， 그리고 해외 한국학 

한국학이란 “한민족과 그들의 국가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의 연구”로 



해외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의 전망 9 

정의할 수 있으며:2 1 여기서 한민족이란 한반도에서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 

로 있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혈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 

어 동일한 혈통을 가진 종족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다. 보통 ‘민족’은 “같 

은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함께 살아왔으며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고 

동일한 문회를 호E유하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는 요소가 ‘동일한 언어， 역샤 혈통， 

문화， 지역’의 5개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앞의 한국학 정의에서 거론된 한민족에 대한 지식이란 ‘한국의 

언어， 한국의 역샤 한국인의 인류학적 연구， 한국 문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을 망라한 것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의 국가에 관한 지식’은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예술을 망라한 통시적이고 공 

시적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학 

이란 한민족과 한국에 대한 학문 전 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 정의할 

수있다. 

한국학은 한민족의 역사와 언어 연구가 중심을 이룬 경우가 많다 언어 

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회를 담는 그릇이고 역사는 그 민족의 과거와 현 

재를 파악하고 미 래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歷벚千義가 

풍마했던 때에 한국사는 한국학의 중심이었고 한국어의 연구도 역사적 

연구에 집중되었다.:11 이는 이 시대의 서양 인문학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2) 한극학을 ‘한국에 관한 지식의 체계’토 성의한 연구(김경열， 2003:129)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란 숨어가 한민족윤 표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안내 시대적으로 현대의 ‘대한빈 

국’만유 지칭하단데 사용펠 수도 있다. 

3) 역싸주의(떼storismus)에 엽각한 언어연구는 언어를- 언어사로 고썩하려는 소장문법 

학파들의 생각을 말한다 즉， H Pa띠은 언어학이 인류 문화플 연구하는 학문으로 출 

만한다고 보았으며 하나의 문화행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화를 형성 

한f데 식성작인 영횡탤 끼친 역사적 조건플 알 필요가 였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라 

한 근본석인 확선은 “언어학에서 역사적인 것이 아닌 것은 파학적인 것이 아니다”라 

는 선언을 하기에 이븐-대Pal띠， 1때). 물론 이것은 후임 많은 비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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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역사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서양의 언어 연구에서 역사주의가 언어의 독자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다.19세기 초에 유립의 언어 연구가들이 자국어 

의 역사적 발달에 관섬을 갖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서 발달한 역사비교 

언어학(돼s뼈C떠 Corr뼈rative Li때uistics)이 다른 분야의 학자들로부터 하 

나의 학문 영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언어학(Philology)’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언어 연구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와 비교하고 그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논 방법으로 19세기와 20세기 전반에 결쳐 언어 연구의 주종을 이 

루었다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20세기 초에 구소련의 폴리바노프(Polivarrov)나 

핀란드의 람스테드(뻐mstedt)에 의해서 한국어의 기원파 계통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승벼 많은 인류학 연구자나 민족학자들에 

의하여 한국어의 기원과 함께 우리 민족의 기원과 계통에 대한 연구가 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국내학자들을 자극해 20세기 중반까지 이 

라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꾸미에서 시작한 構造主義는 역사주의와 탈리 

모든 현상의 공사적 연구에 지중하게 되었다. 문학， 어헥， 민족학 등에서 

널리 유행한 구조주의 연구는 언어 연구에서도 공사적인 연구와 각 언어 

층위에서의 언어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언어 

연구에서도 소쉬르에 의하여 주도된 언어의 공시적 연구는 유럽과 미국 

으로 전파되어 역사주의의 연구 방법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언어와 문학에서 구조주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역사적 

연구는 날로 위축되었다. 또 이라한 연구 경향은 역사와 언어 중심의 한 

국학으로부터 탈피하여 한민족 연구의 여러 분야로 세분되었으며 각 분 

야에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한국의 정지，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연구가 주요한 한국학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해외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의 전망 11 

한국학은 한때 국학-(Natio때1 Studies)4)과 한국학(Kon없1 Studies)으로 

나뉘어져 후자눈 외국인을 위한 또는 외국학자틀의 한국 연구를 지칭하 

였고 전자는 주로 국내학자들이 제나라 사람틀을 위한 제나라의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5) 특히 후자의 경우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객관성이나 정밀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민족 우선 

의 국수주의적 연구가 대종을 이루는 감이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국 

학자들이 고구려어와 신리어를 구분해 이들의 별개의 언어임을 주장하 

는 것은 중요한 연구 엽적으로 간주되더라도 국내학자가 북방계의 고구 

려어와 남방계의 신라어가 다른 언어임을 주장하면 남북 분단의 고착화 

를 부추기는 연구라는 이유로 매도당하는 일이 많았다. 

반면에 개화기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한국학은 민족정신이 

나 한민족의 전통 유산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상적이며 오해 

와 편견이 많은 연구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학 연구에 필수 

적인 전통 사상이나 사회 제도 민속， 민족 정서 등이 올바르게 이해되기 

에는 초기의 외국인 연구지들의 학문과 식견이 너무 부족하였고 편파적 

이었으며 한마디로 아마추어의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학과 한국학의 이러한 구별이 조금씩 퇴색되어가고 

있다. 젊은 국학자들 λ에에 학문의 객관성이 高揚되고 일제 강점기의 식 

민지 교육이나 그 반동P로 인하여 생겨난 지나친 사대주의적인 연구， 또 

는 반대로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연구 방법도 시일이 경과되매 따라 점차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6) 

4) 국헨國떳， Korean Stll빠)은 설학시대의 ‘배빽lP’(검민수， 19l1‘ 15:'3쪽)， 그리고 구한 

말에 성행했던 ‘木때병’， 엘제 강점기의 ‘한민족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광복 이후에 

열제히 분출된 우리 민족의 연구를 말한다 

5) 한국학은 국외에서 수행되는 한국의 인문 · 사회 관련 연구이고 국학은 국내에서 진 

행되는 한국의 인문 · 사회 관련 연구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대전상인， ðJJ1‘ 14)고 료 

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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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 한국학’이란 무엇인7}? 이것은 해외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들이나 그 후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국 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연구자가 해외의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해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에는 결코 국학 

이라고는 하지 않고 한국학이라고 부프게 되는데 세계의 다른 민족과 국 

가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일본학(Jarxmology) ， 중국학(Sinology)과 대비되 

는술어로쓰인 것이다. 

국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감이 1~년대부터 앞에서 말한 일저l 강점 

기의 식민지 교육과 그 반동에 의하여 생성된 두 가지 상반되는 색체의 

학문연구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한국에 대한 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환 

지향하게 되었다 인문학 분야에서 각 대학의 국사학과 국어국문학과를

중심?→로 이러한 연구방법이 솟唱되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점차 한 

국적인 사회현상에 대하여 독자적인 연구가 선호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같은 추세를 보였는데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창설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다}I 

이후에 해외에 유학한 국학 연구자들과 서양 학문의 방법론에 의거하 

여 국학을 연구하려는 젊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국학은 그 학문 정의와 목 

표， 방법론에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다. 특히 1970년대에 후기 구조주의 

언어 이론이 봇물처럼 유입되면서 한국어 연구는 훈민정 음 연구， 즉 음운 

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으로부터 ]흥사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확대되 

어갔다. 

이러한 연구 경횡t은 종전의 국수주의적인 국학 연구할 근본부터 흔블 

6) 그러나 아직도 국학 연구자둡 사이에는 민족의 우원성음 부각짜기 위하여 학분에 
뛰어든 경우가 적지 않고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 민족의 긍지나 자존에 구l 착시키려 

는경우가적지 않다， 

7) 어떤 연구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윤 통하여 후')--J(-학의 우I^J이 “ QIJ 1" 떠 손재에서부 

터 헤11(11) 차웬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대황성묘 lffil:7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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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았고 전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한국학’이란 이름을 선호하기에 이른 

다. 이에 따라 ‘국어학’도 ‘한국어학’으로 부른 곳이 많아져 앞서 말한 “해 

외에서 연구하는 것이 ‘한국학’이고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이 ‘국학’이다” 

라는 인식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해외에서 이루어지 

는 한국 연구를 ‘해외 한국학’으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III. 해외 한국학 현황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동양과 서양으로 니누어 본다변 동야에서의 한국 

학은 엘본이 先輔을 잡았다고 보ó}Jþ 할 것이다. 千辰俊亂 이후 對馬島

에서 조선어를 학습하거나 열본에 가는 朝解通信使를 통해 조선의 학 

문을 익히는 江戶 幕府의 려R뺑學이 없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것은 明

治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따合하려는 정책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때의 日 人 연구자들이 이룩한 조선연구의 

업적은 지금도 한국학 여러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한국학은 한국전쟁으로 세계의 관섬이 한반도에 쏠릴 때까 

지 아주 미미하였다. 아마도 서양에서의 한국학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년에 하버드대학교 엔칭(빡京) 도서관에8) 한국부가 설치되어 한국학 

을 전공하논 전문가틀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한국에 대하 

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때에 참전한 군인들 가운데 한국학을 전 

공하게 된 사람이 많았다9) 또 역설적으로 한국전쟁 중에 미국으로 유학 

8) 11터 하버3느대학교에 엔칭(꾀υ~; ) 노서판이 씨jlltt된 것은 Hì28년이다. 

9) 띠극에서 후터학에 판선윤 가전 연f자뜰은 대학의 전공 선댁에서가 아니라 1쨌년 
대 한국 잔선 군인뜰파 l~년대 평호}봉사댄P않ce Corps)으로 한국에 왔던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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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난 한국 유학생들에 의하여 미국의 학문 방법에 의한 한국 연구가 

이루어지기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한국학은 그곳에서 오랜 전통을 가졌던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세하고 미익봐다. 1때년대의 한 

국 참전과 더불어 군사적 팔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눈L와 1~년대에 한 

국을 방문한 0따추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lffiO년대에 비로소 한국학은 

미국학계에서 시민권을 얻기 시작한다. 그러나 암에 언굽된 동양의 다른 

나라 연구에 비하여 한국학은 아직도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엘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 

렇다 할 연구 성과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또 일본에서의 한국 

연구도 태평양 전쟁 때에 낌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연구 성 

파를 그대로 받아드렬 수 없는 것이 많다. 세계 학계의 다른 나라에 연구 

에 비해} 한국학은 이주 낮은 수준이고 미미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다만 최근 한국 국력의 선장과 더불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교역 등의 이유로 한국과의 접촉해야 승}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 

이 한국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나 그들의 연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학문적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어렵다.101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댄2('JJ7) 

에서 그 재단이 지원하는 해외 한국어(학) 개설 대학을 소개하고 있어 현 

재 해외 한국학의 현황을 어느 정도 鏡知할 수 있다. 다음에 한국구제교 

류재단(2fJJ1)을 기초로 한 해외 한국학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 개인적인 흥미에 의한 경우가 많다 

10) 예찰 들어， 때4년에 미국 인디아나 대학악 C. I. Bec때'ith 교수가 ‘고구려어’에 대하 
이 연구서듬 출판하였다{졸역， 고냥L려어 일본윤 대륙파 연결시켜 주는 언어 , 고구 
21연구재단， :mJ) 그러나 이 연二f녁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펀자의 흑독한 비판을 

받았대판고:?fJJ1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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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주 지역에서의 효닥학 

한국과 전통적인 유대 관계가 있었던 중국은 한국과의 접촉에서 펼요 

에 의하여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학이 크게 성행한 대표적인 나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공산국가인 중국은 1SID년η}지 한국과의 접촉이 아 

주 제한되었던 나라이었다 1ffi2년 8윌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 

를 수립하기까지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교섭이 중추를 이루었고 중국의 

신진 한국학 연구자들은 주로 평양에 유학하여 공부하였다. 또 중국에서 

기존의 한국학 연구자들도 거의 모두 평양학자틀과 교류하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1ffi1년 6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건국 

후 당의 역사 문제 결정에 대해서”라는 결의문이 통과된 이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분야에 대한 연 

구가 가능해졌고 1쨌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국기틀인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만이 중국 사회과학계의 연구대상이었던 것을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구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대피아오지엔이， 2fff1), 

1뾰년 봄 덩샤오핑(登少平) 남방 순시 이후 중국의 한반도 연구가 정 

치적 제재에서 벗어나 북한과는 전통적인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지만 

한국과는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혁이 폭발적으로 연구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아 

시아에서 눈부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이해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한반도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한중 수교 이후에 북경대학， 북경 중앙민족대학， 상해 복단대학， 연걸의 

연변대학， 낙양 군관학교 등 불과 5~6개 대학에 설치되었던 한국 조선학 

과가 1SID년대 중반에는 24~5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21세기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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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여개 대학， 그리고 m년 현재 깨여개 대학에서 깐국조선학을 교 

육하는 학과가 설치되었다.))) 

일본에서의 한국학은 전숲한 바와 같이 明治시대 이후 한국 침공과 치 

배의 정치적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한국어l 

서의 국학 연구에 많은 영힐딸 주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 패망한 열본 

은 이러한 학문적 전통을 계승할 여력이 없었으나 조선 연구라고 부르는 

일본의 한국학에 대해} 자신들이 세계 제임이라는 자부심은 여 전하였다. 

그러나 明治， 大lE 시대의 한국 연구에 비하여 전쟁 이후에는 소수의 연 

구지뜰만 한국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1뺑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대학에 한국학， 흑은 한국어 강좌가 개섣 되었다)2) 그러나 한국학에 대 

한 박사과정을 설치해 전임 연구자를 배출하는 곳은 도쿄대학(東써大 

學l ， 도쿄외국어대학(東파外國댐大學)， 오사카외국어대학(大版外國핍大 

學l， 구슈대학(九州大탬l， 도야마대학(富 1]1大學l， 덴리대학(太뺑大댐l ， 간 

다외어대학(神田外댐大學l ， 구마모토학원대학(熊4:탬院大學l ， 후쿠오카 

대학(福間大學) 등 107H 대학에 뿔과하다고 한다. 다만 戰배의 학통을 이 

어받은 한국학 연구가 극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命뼈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외에 몽골에서도 lSW년 3월 한국 몽골 외교관계가 수립되띤서 외푸 

부 산하 동양학 연구소에 한국어 강조가 처음으로 개설되었고 몽골국립대 

11) 한국 국제교듀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200J년도 중각의 한국학 운영대학을 40개 저보 
보았으나 필자는 중국의 한국학 교수뜯로부터 전해갈온 수자어1 근거한다 그리고 

1뺑년 중국의 한국학 운영 대학을 3개 처로 받면서 후t:;;- 한숨진흥재단으l “해외한 

극학의 개황과 발전 방향"(1뺑)에 의거한다고 갚았으나 。1 것은 사섣파간 거 21가 

있냐 

12) 요시다 미쓰오(， 'IIII )，( ~J. '2fJJ7)에 의하면 일본어l서 전엔 교수가 한국학에 관한 연 

구판 맡고 있는 대학이 100711룹 넘을 것 으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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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l~ll ， 국립외국어대학교(lffi2， 후일 인문대학교로 개명)， 국립울란바 

다르대학교(lffi2)， 사립울란바타르대학교(l~3) ， 어르헝 사립대학(1뺑)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한국어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대생비렉， :ID7:131-132). 

2003년 3월까지 이 외에도 몽골공과대 몽골국립교육대， 후레정보통신대， 

한몽기술대， 세루르크대， 다르항대， 신다르항대 등에도 한국학 내지는 한 

국어학과가 개설되어 모두 127B 대학에서 한국학 관계학과가 있게 되었 

다고 한다{생비렉， 전게 논문).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학이 각 대학에 개설되어 이 지역의 韓流를 타고 번성하고 있다 베트남 

에서는 2003년 3월까지 호치민국립인문사회대 동양학과에 한국학 전공을 

위시하여 14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및 한국학 전공， 한국문화 전공 강 

좌가 개설되었다고 한대조명숙， 2007:147, 표1). 

태국에서는 21세기에 韓流로 볼리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년간 &3만 명이 념는 한국 관광객의 태국 방문과 한국 수출 시장 

에서 16위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무역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가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라한 수 

용에 따라 한국학이 태국에서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3년 송끌라대 

학(Prince of Songkla U띠versity)에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것이 

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1~1년에 출라 

롱곤대학tα비머때방<om Univ.l에서， 그리고 19rj년에 부라파대학~Bur빼1a Univ.l 

에서， 때E년에는 마하사라캄대학(뼈ha 잃때뼈m Univ.l에서 한국어를 교 

육하기 시작하였대담롱 탄디 때7:176). 이후 이 3개 대학 외에 107B 대학 

이 2005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선택과목으호 개셜해f 교육한다고 한대담 

롱 탄디， 전게 논문)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과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관계가 긴밀해지 

는 1æD년대 중반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도히여 2개 국립대학과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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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에13) 교양강좌로 한국어 과꼭이 도입되면서 힌국학 교육이 시작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산발적P→로 한국에 파견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파 

견 유학생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82년 이 나라의 전임 수상 마하티르 

(뼈ha뼈r)가 같은 아시아 국가언 한국과 일본을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 

고 선진 기술을 학습하겠다눈 동방정책(μok East Polic:y)을 세운 디음부 

터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한국학 교육의 열풍이 불게 되었다. 

얘%년 초까지 위의 3개 대학 이외에 말레이시아푸프라대학(universiti 

pu떠 뼈laysia， UPM)과 툰후새인온공과대학(Ko]태 Universiti Tekn이o밍 

Till1 Hussein onn, KUìTπ~O)， 말레이시아북부대학~universiti Utara l\1alaysia, 

UUl'v1) 등 6개 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다고 한다(류승완， 때7:188) ， 

특히 말라야대학(UM)에서는 한국어 과목만이 아니라 한국학 과정이 개 

설되어 이 과정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한 

국의 문화와 사회， 한국사 등을 이수하게 한다고 한대류승완， 2007: 191).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은 1987년 6윌 수도인 자카프타의 사립대학인 

나시오날대학(Universitas Nasional)에 한국학연구소가 섣치되어 교육부의 

인가 없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국립 

인도네시아대핸버versitas 따lonesia) ， 국립 가자마다대학iUniVI없itas Ga예ah 

l\1ada)에서 한국학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김긍섭，2t.X)7:216l ， 현재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역사가 오래고 전통이 있는 가자마다대학의 한국학 교육 

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lSlli년 8월에 교양과목P로 처음 한국어 

및 흰f국문화 강좌가 개설된 이후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예B년에 인 

문대학 내에 3년제 디플로매Di이oma， 단기 학위 과정) 파정을 때%년 8월 

에는 4년제 학사과정으로 승격시키고 한국어과도 설치하였다고 한다{김 

13) 두 개의 국립대학은 말라야대한~Uni versiti Malaya, UMl, 말레이시아국립대핸Universiti 

K뼈ng잃an 뼈lay잉a，UlαP이고 한 개 전문대학은 마감념과전문대학~Institut 1ì뼈101，뺑 
뻐RA， 1η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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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섭， '2f1J1:짧， 편집자 주). 

동남아지역에 비하여 인도에서의 한국학은 열악하다고볼수 있다. 인 

도는 짧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한국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대김도영， 뼈7:장7). 인도에서의 한국학은 1971년 자와할랄네루 

대학(Jaw;삶1ar1떠 Nerhu University, ]NU)에서 한국어교육의 강좌를 개설한 

것이 그 시작이며 현재 이 대학 이외에 델리대학(~lhi Univ.) , 캘커타대학 

(Calcu1tta Univ.), 마드라스대학CMadras Univ.l에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한다{김도영， '2f1J1:236-249). 

오스트레일리。l에서의 한국학은 1쨌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Aus뼈lan 

f뼈에혀 다1iv.)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 것이 한국학 강좌 개설의 시작이라고 

헨k신기현 · 케너l스 웰즈 때7:251). 그 후에 커틴공대(Qn1in 버v. of 11뼈때cgy)， 

그리피스대학(Griffith Univ.), 모나시대학(Monash Univ.), 뉴사우스워1일즈 

대학(Univ. of New South Wi외es) ， 뀐즐랜드대학(Univ. of Quæns1and), 시드 

니대학(Univ. of Sydney) 등 7개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용하게 되었다 

고 한다{신기현 · 웰즈1 전게 논문). 오스트레열리아 전역의 38개 대학 가 

운데 7개 대학이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것은 앞서 언굽한 인도의 짧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한국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음에 비해 상 

당히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뺑년 오클랜드대학이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 

한 것이 이곳 대학에서 한국학이 교육된 최초의 것으로 본다. 즉， 송청주 

('2f1J1: '2fJi)에 의하면 1~년대 초부터 0씨아계 이민자의 수효가 늘어나자 

뉴질랜드 정부는 ‘아시아 때P 재단(Asia 2(0) Foundation, 후에 Asia New 

&외and Foundation으로 이름이 바캠)’을 섣립하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뉴 

질랜드인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임본과 한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뉴질랜드 국가정책에 의거하여 중학교 과정에서도 한국어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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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으나 1앤r년 환란 이 후에 이 교육도 많이 감소되썼다고 한다. 대학 

에서는 선두 주자인 오클랜드대학이 한국학 강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20)5 

년에 빅토리아대학에서 한국어 강좌플 개설했다 하며 이틀은 주로 오스 

트레일리아의 한국학 강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송청주， 전게 논문1 ， 

2 미주지역의 효닥학 

미주 지역의 한국학은 비교적 역사도 오래고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있 

다 여기서 미주 지역이란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을 말하는데 먼저 미 

국과 캐나다 지역의 한국을 살펴보기로 한다. 로스 킹('2JJJ7: '2E2)에 의하면 

이 지역에 1명 이상의 한국어 · 한국학 교수직(tenured)윤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147R 대학을 헤아린다고 한다. 즉 전게논문에 의하면 하와이대학， 

USC, UCLA, 릿거스뉴저지주립대학， 몬터레이통번역대학원， 빙엄턴뉴욕 

주립대학， 오하이오주립대학， 올버니뉴욕주립대학， 브리검영대학， 조지워 

싱톤대학，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 등의 대한에서 한국학 판 

계 교수 1인 이상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학， 한국문학에 관한 교수직을 모두 갖고 있는 

대학(uCLA，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빙염턴뉴욕주립대， 오해l오주립대， 파 

와이대， 렷거스뉴저지주립대)과 한국푼학의 교수만 있는 대학(UC버클떠， 

사카고대， 엘리노이대， 결럼비아대， 코넬대， 하버드대)， 판극어학 · 한국어 

교육만 있고 한국문학의 교수는 없는 대학(올버니 뉴욕주립대， 조지워싱 

턴대， 클레어몬트맥케나대)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로스 킹， 전게논 

문)，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어를 교양언어로 교육하는 대학은 

100여 개 대학이라 하나 구체적인 수효를 제시한 논문은 아직 찾을 수 없 

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1æD년대 말부터 한국어 강좌와 한국 관련 강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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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었으며(카롤리나 메라， 2fJJt:잃8) 멕시코와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칠 

레， 브라질 등에서 한국학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국 

세교류대댄'2fJJ1)에 의하면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멕시코대학에서도 한국어와 한국λk 그 

리고 한국 사회， 종교， 경제， 국제사회 등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한 

대1285-1zg))， 과테말라에서는 산카를로스대학교의 외국어학부에서 한국 

어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사회학과 동아시아 연구그룹에서， 그리고 코 

르도바대학교 철학 · 인문학부 역사학과에서 한국학 관계 강좌를 개설하 

여 운영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발파라이소가톨릭대학교의 문학 · 언어학부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칠레 마리티마대학교 상경대 경제 

학과， 칠레 가툴릭대학교 역사 • 지리 · 정치학부의 아시아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상파울 

루대학교 철학인문학부의 동양어학과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섣하고 있다 

(1318-1319) , 

3 서구라파 지역의 효닥학 

유럽에서의 한국 연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틀어， 프랑스의 아그노에(Charles 뻐guenauer， 1쨌→1976) 교수가 유 

서 갚은 동양어대학에서 1입4-45년경에 한국어-문화를 강의 하였고(이진 

명， '2fJJ1:371l, 네털란드의 레이 덴대학교에서는 프리츠 포스(Frits Vos, 

1918 얘Xl) 박사에 의하여 1946년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바 있으며(발라 

번， '2fJJ1:410l 런던대학교의 SOAS에서도 1940년대에 일본학과에서 한국학 

을 교육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현재 알려진 나라로 독일，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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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멀란드 덴마국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 

인， 터키 둥지에서 대학에 한국학이 설치되거나 한국어첼 교육하고 있다 

역사 한국국제교류재댄'2fJJ7)에 의거141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에는 라이프치히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데겐스부르크대짝 

교 임반언어학과， 마인츠 구텐베프크대학교 외국어학당， 베를린 자유대짝 

교 역사문화학부 한국학과， 보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본대학교 철학부 

동양아시아학연구소 한국어과， 뒤빙엔대학교 문화학부 중국 · 한국학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언어문화학부 동아시아학 센터， 함부르크대학교 

인문학부 한국어에서 한국학 또는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1320~ 1와8).， 

영국에서는 런던대학교 SOAS의 언어문화학부 일본한국학과， 셰필드대 

학교 사회과학부 한국학(어) 프로그램 옥스퍼드대학교 인문대학 동양학 

부 한국학(어) 프로그램에서 한국학， 한국어 강좌를 개섬 운영하고 있다 

(한국극제교류재단 때n349--1lil) ， 프랑스에서는 사회과학고등연구원(Ef-ffiS) 

한국연구센터， 국립동양언어문명대학교(INAlιü) 유라시아 한국학(어) 프 

로그램， 국립루앙대학교 한국언어사회연구소， 라로셀대학교 언어 · 문학 ” 

예술 · 인문학부， 리옹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학(어) 프료L그램， 보르도3대 

학교 문학부 한국학(어) 프로그램. 파리7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어) 프포 

그램에서 한국학과 한국어 강좌찰 개섣하고 있대1361 ~ 1384) , 그리고 네 

덜란뜨의 레이덴대학교 인문학부 한국어문화학과에서 한국학을 운영하 

고있다 

벨기에는 루뱅가똘릭대학의 인문학부 동양학과에 한국벡 설치되었 

다.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동양대학교 외국어학부 아시아학과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로마대학교 동양학부 동양학과에 판국어， 한국문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외구어문학부 동아시 

14) ( ) 안은 인용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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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학과에도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대1E-1때)， 

오스트리아는 빈대학교 언어문화학부 동아시아연구소에 한국어 과정 

과 한국 개황 강좌가 개설되었다. 스페인은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통번 

역학부국제학센터에 한국어와한국경제 강좌가개설되었고살라밍L카대학교 

언어학부의 현대언어학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디Ü410-1419) ， 

북유럽에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대학교 아시아 비교문화 • 지역학과에 

서， 노르웨이의 오슬로대학교 인문학부 문화학 • 동양어학과에서， 스웨덴 

의 스톡홀름대학교 동양어 연구소에서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카대학교 

아시아 • 아프리카 연구소의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과 한국어 강좌가 

개설 운영된대1385-1쨌)， 핀란드에서는 1때년대에 몇 년간 한국어 강좌 

가 개설되었었다고 한대로센， 2007:422), 

터키에서는 앙카라대학교 문학부에 한국학과가 있어서 한국학 전 과정 

을 교육하고 있고 에르지예스대학교 문리학부에도 한국어문학과가 설치 

되었다 

4 동구권의 효k국학 

유럽의 동구권은 냉전시대에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한국학에 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한국학의 교 · 강사 

틀도 평양에서 공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구권 국가의 실용적이고 본 

격적인 한국어， 한국학의 강좌의 개설은 역시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 발전 

이 있을 디음의 임이다. 동구권에 속하면서 한국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등 

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제교류재댄2007)에 소개된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가 개설된 대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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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코에는 전통 있는 프라하 찰스대학교 철학예숲학부 동아시아띤 

구소에 한국학과가 있어서 한국학 강좌가 개섣되었다. 아마 동구권 대학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갖고 한국학을 운영한 곳이다. 이어서 팔라츠카대학 

교 철학부 아시아학과에도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고 2CfJ7년 9윌에는 한 

국학과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대학교 동양학부에 열본/한국학과가 설치되어 

한국학 과정을 운영한다. 아담 미츠키에비치대학교의 현대 언어학부 언 

어학과에서도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고 야기엘로니안대학교에서도 지역 

학 연구소 중동 • 극동학과에 한국문화론과 한국사 강의가 개섣되었다. 

헝가리의 에외트봐스 로란드대학교 문과학부 동양학 연구소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부다페스트 경영대학(구 대외무역때)의 국제경영학 

부 동양어학과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불가리아에는 가장 유서 갚은 소피아대학교 고전 · 현대언어학부 동아 

시아 언어문화학과에 한국학 분과가 있어서 한균학 전 파정을 교육한다 

또 루마니아는 바베스-볼리아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한극학(아) 

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부쿠레슈티대학교 외국어문학부 동양학과에서도 

한국학(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소련의 한국학과 한국어에 관한 관심은 중요한 맹방의 하나이었던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빙에 해체되고 나서도 러시아는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관심이 많았다. 

러시이는 동구권의 중심 국7}이고 한국과는 역사적E로 갚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대학에 한국학과 설치되었다. 역사 냉전시대에 략 

한과의 긴밀한 교섭이 있어서 북한 학풍의 영호f을 많이 받고 있다 한극 

어 강좌만이 개설된 대학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립해양대학교 극동국 

립공과대학교， 극동국립기술수산대학교 태평양극립경제대학교， 븐라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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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크국립경제용역대학교와 노보시비르스크국립공과대학교 노보시비 

르스크국립대학교 시베리아교통대학교 모스크바의 러시아국립인문대학 

교 러시아 A 1. Gerzen 국립사범대학교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울 

란우데의 부랴트국립대학교 우수리스크국립사범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 

공과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외국어대학교 타타르 

공화국의 카잔국립대학교， 크라노야르스크국립대학교 하바롭스크 극동 

국립인문대학교가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한국학 전반에 대한 강좌가 설치된 곳은 극동국립 

대학교 한국학대학(우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한국어 및 한국 

문학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동양어학대학이 있다 

에스토니아의 탈린대학교는 에스토니아 인문학부의 아시아학과 동양 

학세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벨로루시의 벨로루시국립대학교 

에서 한국어 강조가 개설되었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국립대학교， 키예프 

국립외국어대학교에도 한국어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아 

제르비아잔외국어대학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국립대학교 카자흐스탄국 

제관계세계언어대학교，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카자흐스탄교통통신대학 

교 타라즈국립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통역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세계경제외교대학교와 타슈켄트국립니자미사범대학교 타 

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5. 중동에서의 효댁학 

중동에서는 21세기에 들어와 오일머니의 위력으로 많은 대학이 생겨났 

고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 강좌가 생겨났다. 공일주('2fJJ1: 

fß9)에 의하면 중동 9개국 107ß 대학에서 한국어 가의가 이루어진다고 한 

다. 요르단의 요르단대학교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조가 개설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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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테헤란대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잘 

렘헤브루대학교와 텔아비브대학교에 한국어가 강의되고 있으며 이집트 

의 아인삼대학교 튀니지의 미누바대학교 모로코의 무함마드5세대학교 

알제리아의 알제대학교 등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한국어가 교육된다. 

이상을 삼펴보면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는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 

는 설로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lV. 한국어교육과 교재 

1. 국어교육과 효댁어교육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세계 곳곳에서 교육되고 있다. 이 

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f국어교육은 국내에서 자국의 언어를 학 

습하는 국어교육과는 교육 목적이 다르다.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한 

국어를 외국어로서 이해하고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임에 비해 국어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자국의 공용어로서 의사소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고의 기능도 아울 

러 갖는 것이 국어이기 때문에 의사 전달의 언어 기능 이외에 많은 다른 

지식도 국어를 통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국어와 한국어의 교육은 이렇게 교육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 방법 

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너무 급작스럽게 확산되었기 때문 

에 그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막연히 국어교육과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어교육을 맡았던 교사들이 한국어교육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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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난 몇 십년간 수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었다. 

요즘에 비로소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원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 거의 모든 대학교의 대학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학과에서도 한국어교육 

과정의 수강생으로 강의실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국문과나 

국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과를 대학원에 신섣하는 대학도 없 

지 않다. 한국의 대학은 이제야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그를 위 

한 교육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펼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각 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을 

비교하여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서양의 외국어 교육 

방법을 들여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먼 

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거기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지 

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논 오래 전부터 외국의 언어를 교육하였고 고려 후 

기에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였음 

을 밝히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외국어 교육의 방법을 소개하여 오늘날 

한국어 교육의 어떤 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2 한반도에서의 외국어 교육 

한반도는 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었고 남으로는 海洋 문화의 本111인 

일본과 一衣帶水로 접하고 있어서 대륙의 문화와 해양의 문화가 맞부딪 

치는 지정학적 要因에 의하여 일찍부터 외국어 교육을 장려하여 왔다. 이 

에 대하여는 졸저(1988)를 비롯하여 졸고(찌x)) 등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여기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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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역사 시대 이후에 외국어 학습에 관한 기룩은 新羅의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신라에서는 俊빡， 領껴;府 등을 두어 띤본 등에서의 {，윈 

節을 접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임본어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 

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기록이 없다 151 

고려의 전신인 다짧의 泰封에서 벚뿔를 두어 諸方의 譯5낌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각國벚펴~(卷밍) r씨傳J (第10) ‘진옮’조에 “ λ까j 

元年 rp 子 :i'z國號摩震 年號馬武泰 始뭘l훤 Jq'省、뼈員 I초治奈 今待中(中略)

又웰엿붉 향習諸譯댐( ~'略) 천우 원년(ffi4) 갑자에 나라를 세우고 마 

진이라 불렀으며 연호를 무태라 하였다 처음으로 광평성을 두고 관원뜨 

로 광치나를 마련하였는데 지금의 시중이대중략) 또 사대를 두고 여러 

언어활 통역하는 언어의 학습을 관장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어 이 사섣 

을 암 수 있으나 더 자세한 것은 다른 기록이 없기 때관에 알 수 없다. 

j힘麗가 建國되면서 Am다 千-建은 閒Jj〔과 때파 등에 랜校를 세우고 敎

땅에 힘썼으며 光宗代에는 雙쫓의 뚫t議에 따라 科學制度틀 마련하고 進

士 · 明經의 때大業과 醫 . ~ 등의 雜業을 科試하여 選냈하였는데 이닫 

東堂藍試라고 불렀으며 이와 같은 制度의 마련은 탬r， ~1과 技術을 크게 

興隆하게 하였다. 

꾀麗 前期에는 漢文 교육이 바로 중국어 교육이었으며 末과의 접촉에 

서 별도의 譯官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末과 주고 

받은 外交y:.뿜도 한문 라文이나 變體漢文이어서 별도의 학습이 펼요히

지 않았다. 차讓王 때의 十學어lE; 짧學은 보이지 않는다 161 

15) 때 'l.'，，~i( í'i38) r 씨(ιιJ (써7) 'l[(씨|’ :ï ’ ‘씨까에j’조에 “ ;n'i'κ씨/↑、 f， {ε씨 까↑ IVI,I 
I:;j μ잇↑ :1 ;}J!客씨(後1.. ψJiiνi{t2 ~II[) ιι(꺼 "n이 :I~ 파샤 11ι10( ;~人 1꺼” 

I fr {, i 1'1 시"fíüi'태 In~~ >>I'IJ~)、 ιμ~ 1 11I 끼 bll λ í,i 뻐 ， u，'.JK J Yf' IJI"J )\ j 
J\ ;~:， t'tt I 니vnl 파샤 11씬↑ìJ}\~( 1-j: 1)이，，)，'NJ λ (t ~ IIIJ (t;서 1 .)、 ~;~ fl~r， I ιo:t "J 

íA 파샤 11시 {，'I C!'!，，)，'，j IjJ ~i '1;111 , rJ')~ ) \、)、”의 기사와 = μl' t'"마(김꺼) r 씨LιJ 

(짜8) 'lrí'~'1 ‘ 11-’조어1 “{갖끼니 i' I Jl LII r; liW~( Ii，Jj)"란 71사펠 삼조한 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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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 後期에 몽골의 元이 건국하면서 중국어의 언어 중심지가 

元의 大都， 즉 北京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지역은 많은 소수민족이 

모여 살던 곳이어서 중국어를 변조한 일종의 코이네로 漢兒言語가 공통 

어로 사용되었는데 元朝는 이 언어를 帝國의 공용어로 삼았다. 그리고 

행정문서도 이 언어에 바탕을 둔 漢更文으로 작성하였는데 元은 다른 복 

속국가에도 漢更文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7) 따라서 漢更文

이 帝國의 正文이 되어 시용되었으며 고려에서는 이 漢兒言語와 漢更文

을 교육하기 위하여 漢語都藍과 漢文都藍을 두었으나 士大夫의 자제들 

은 이러한 비속한 口語와 更文의 교육을 기피하였다. 

元과 접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忠烈王 2年(1276)에 通文館을 설치하 

고 禁內學官 중에서 飛外로 니아가 40 미만인 자에게 漢語와 更文을 교 

육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고려시대에 비로소 貴族階級도 漢語와 更文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또 通文館은 「高麗벚~(권76) r志J(권제])) ‘百官’

1조에 “通X館 忠烈王二年始置之 令禁內學官等 參外年未四十者習漢

語 時폼人多起微購 傳語之間多不以寶 懷好濟私 參文學事金함 建議置

之 後置司譯院 以堂譯語 - 통문관은 충렬왕 2년에 처음으로 섣치하였다. 

금내학관들에게 명하여 참외 직에 있으며 니아가 때이 되지 않은 자들에 

게 한어를 배우게 하였다. 그 때에 역관들은 미천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 

을 전히는 λ에에 간사한 마음을 품고 λ씨로운 이익에 따라 실제와는 다 

르게 통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문학사 김구가 건의하여 설치하였는데 

16) 麗잉~(권π) rι、 J(권저1131) ‘i'l'lï’ 2 ‘왜， ;J 都짧各B’ ‘ 「썽’조에 “%댔 LJ띠→ 1낀 | 

당1 敎授'1 ‘Ç;}J병 禮l킴 ftJY: l성씨'í 樂Y섯 j 껴H옳 ,j FJ김 f /벗 i짜 iíJí 1 1':[침 r~tt ，]'’당n典 

校 j 짧f}t J典짧 、5 냄[水않P꺼 ~t'김 }‘되잉觀 :t쩡 j 이p옐따”란 기사가 있다. 그러 

나 여기서 ‘P승陽1떼水’를 2학으로 보아도 9학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도 패평이 빠졌 

을수도있다 

17) ‘펴*.\i:’은 원래는 ‘￡ι’으로 불리였으나 우리의 *.\i: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선시 
대의 문선뜰이 이 숨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졸저CID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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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사역원이라 하고 통역하는 일달 맡았다 ”라논 가λ까 있어 후일 

司譯院으로 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은 고려조의 司譯院을 조선 건국 초기에 부활 

시켜 이곳에서 전담하게 하였다~通文館志~(권1) r핍筆」‘官制’조에 

i늪麗낸、烈王二年始I펀通文館 習漢語 겼S讓王改f풍}횟文흙6藍{바{i돼麗'~職 

官죠、} I갱初圖司譯院 댐’譯諸}j言짧{出與j也勝贊} 其屬官11쫓隆 & 힐f주( i떠 

f펀[lCj學{康熙T未 女 혈學c&稱淸學} 屬j禮 l뻗{Hl經|얘大典}[續]{乾隆ζ맨淸 

學序於쫓學之L 出닫쑤辦體錄 고려 충렬왕 2년에 처음으로 통문관을 두어 

한어를 학습하게 하였다 공양왕 때에 한문도감으로 H뀌었대『고려λh r직관 

지」에서}， 조선 건국 초기에 사역원을 두고 여러 나라 언어의 통역을 관장 

하게 하였대『여지승람』에서}， [사역원에] 속한 관리들은 봉학， 왜학， 여진 

힌에 있어 [중국어의 한학과더불어] 모두사흑에 된다 에조에 속한다~~경국 

대전』에서l.[~통문관지』의 속편에]{건륭 을유년에 [민f뚜어의] 청학이 몽학 

의 서열보다 위에 두었다계사등록』에서).181 

라는 기사가 있어 漢語를 배우는 漢學， 몽고어의 豪學， 일본어의 優學，

여진어의 女l뭘學의 P니學이 있었으며 康熙 T未(lffi7)에 여진학을 淸學으 

로 개칭하고 乾隆 6西(1789)에 淸學을 豪學의 앞에 놓께 하였음을 할 수 

있다 

사역원에서의 외국어 교육 방법은 오늘날의 한국어쿄육에서도 경청할 

만한 것이 많다. 졸저(lffi\3)에 의하면 사역원에서는 조기 언어 교육의 방 

법을 채택하였고19) 年少略敏이란 제도를 두어 똑똑한 젊은 역관들을 중 

18) [ 1 안의 갓은 펠자가 이해플 둡기 위하여 삽입한 것이고 { } 얀의 것은 『동문관지」 
의 기사에서 1땅 LCl퍼 된 협주를 말함 

19) 할저(1990:뼈)에 의하면 j씨 11 때어l 왜학 역관j。보 이름윤 날리던 현겨1근음 5세에 

사역원에 입속시켜 외국어륜 학습하게 딴 짜 11.8년(1730) 12윌의 i(:I~ií이 있음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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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또는 일본에 가는 使끼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해당국의 언어를 직접 

학습하게 하였으며 偶語廳에서는 일단 이 건물에 들어서면 학습하려는 

언어만을 사용하게 하고 자국어 쓰지 못하게 하는 언어 집중 교육 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용하였다. 언어의 평가 방법도 背講， 背論， 臨講 등의 구두 

평가와 寫字 등의 필기시험을 병용하였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지를 사 

용하므로 강독의 방법을， 그리고 기타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등은 서로 

다른 문자로 쓰여 있어서 사재寫字)의 방법으로 실력을 평가하였다. 사 

역원에서는 이와 같이 교육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61여 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재의 편찬에도 주력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 사역원에서는 외 

국어 학습 교재로서 해딩국의 동몽 교과서룰 수입5배 사용하였대졸저. 

1쨌). 그러나 역관들의 실용적인 회화 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재를 사역 

원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하였는데 중국어 교재로 유명한 ‘老ε大， 朴通事’，

그리고 일본어 교재였던 ‘提解新語’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 

한 사역원의 외국어 교재들로부터 오늘날 한국어 학습 교재를 어떻게 편 

찬해야 할까 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3. 효택어 흑읍교재 

무릇 언어를 교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를 선택하는 일이다. 

한국어의 교육에서도 교재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펼자가 1~년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고영근 교수님을 도와 외국인에게 한 

국어를 교육할 때에 자체적으로 교재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교재 

는 어디까지나 한국어로 쓰인 다른 專門별를 읽기에 펼요한 것이었다. 다 

시 말하면 한국어의 문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였다. 

혔다 이 차첩은 쫓저wm의 권두에 사진으로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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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인기가 있었던 ITMyungdo' s Korl얹l1JJ은 한국어의 회화 교 

재로서 구어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적당히 안배하여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3 구어의 지식이 필요하였고 

서울대 어학연구소의 교재눈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판 

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 필자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어학연구소 

에서 사용한 교재들은 한국에서 수학해야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전문 교재를 이해하고 또 전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폼 마련된 것이었 

다 

당시의 비판에 대하여 뒤늦게 변명을 한다면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연구자들 가운데 A}71 나라로 돌。}가서 한국학 전 

문가로 활동한 사람이 절대 디수이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교재가 좋은지활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다. 있다면 실용적이라는 것뿐인데 여기서 ‘寶用的’이란 말은 매우 애 

매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학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사역원에서 자체로 편깐한 교재를 예콸 

들면， 1346년(內成)에 중국을 여행한 고려 역관， 또는 상인에 의하여 저술 

된 것으로 보이는 <노결대〉는 甲午更張으로 조선 왕조익 모든 행정조직 

이 뇨解되어 늄]譯院이 폐쇄될 때 까지 실로 %여 년 환안 부동의 중국 

어 초급 교재로 사용되었다찌 

무엇이 이 교재로 해금 그런 생명력을 갖게 하였는개 펼자는 〈노절 

20) <노걸대〉의 치작 연대에 대때는 여랴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졸저(뼈4)이1 

서는 JL 잉 Ii 內 1;<: (1346) 경에 증국윤 여행한 고려 상얀듬의 공봉 저작으로 브았다 

이 시대에 중국으로 장사플 합 수 있는 사람듬은 국가가 공인깐 11까Y어1 제한되어 

있었음P륙 통문관， 또는 사역원의 역관으로 JL어1] 1'( 싸응 할 수 있는 고려 상인란 

을 저작자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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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철저하게 당시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대화를 중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인삼이나 모시， 말 등 

한반도의 특산품을 중국에 갖고 가서 팔고 비단， 약재， 공산품， 책 등의 

중국의 물산을 사서 가져오는 상인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주고받은 대화 

를 각 장면 별로 니누어 배치한 것이다 참고로 〈노결대〉에서 각 대화의 

장면을 졸고('2fJJ7)에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4. <노걸대>으| 장면 분석 

원본 〈노결대〉의 내용은 1) 고려 상인들과 漢人 客商 下民의 첫 만남， 

2) 도중 互店에서의 숙박， 3) 大都로 가는 길에 民벼의 哀歡， 4) 大都에서 

의 장사와 생활， 5) 사람 사는 도리， 6) 귀국을 위한 준비와 千民와의 작별 

인사와 같이 여섯 무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고참한다. 

1) 고려 상인들과 漢A 客商 王J;1;;으| 첫 만남 

〈노결대〉는 고려 상인들， 李씨 金씨(이 둘은 서로 이종사촌간이다)， 

趙씨(같은 마을 사람이다)가 중국 遺陽城에 사는 客商 千民를 만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장면은 중국인 千民가 고려 상인들에게 어디서 왔 

으며 누구에게서 어떻게 漢語를 배웠는가에 대하여 절문하고 고려인들은 

漢人 商人인 王.B:;에게 동행할 것을 권유하자 그가 이를 수락한다. 이들 

과 북경까지 동행하게 됨으로써 〈노결대>의 대부분이 고려 상인들과 子

民와의 대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고려 상인들은 漢人 商人인 왕씨에게 먼저 大都의 物價에 대하여 질 

문한다 그들이 大都에서 뒀入하여 돌아가려는 비단과 무영 값을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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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들은 중국으로 人쫓과 모시， 베， 말 등을 팔러 가져왔다고 한다 

고려인들은 왕씨에게 互店에 도착하여 어디서 묵을 것이며 말먹이 값이 

얼마나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왕씨는 고려인의 동행인 세 사람에 대하 

여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는 앞으로 大都까지 동행할 고려 상인 세 사람과 漢人 왕 

씨의 첫 만남을 주제로 한 것이다. 

낀 I[店에서의 숙박 

다음은 왕씨를 만나고 大都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寄홉地인 互店에 

서 7섬m하는 장변으로 이어진다. 왕씨의 단골집에 여장을 푼 일행은 끌고 

간 말들의 먹이를 준비하고 자신들의 저녁밥을 짓고 숙박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대화로 이어진다 왕씨는 고려 상인들에게 말먹이를 주는 법， 중 

국식 우물에서 울을 푸는 방법을 가프쳐 주고 고려인들은 고려의 우물을 

소개한다. 또한 여관 주인은 근래에 일어난 두 개의 강도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새벽에 임찍 가려는 그들을 딴류한다. 풀어놓았던 말들을 끌어오 

고 그들은 이른 아침에 互店을 떠난다. 

3 民油의 哀歡

아침 일찍 뇨店을 떠난 일행은 도증에 民家에서 아침밥을 얻어먹는다. 

인심이 좋은 村長 집에서 일행은 주인들이 먹을 밥을 먼저 얻어먹는다. 

말들도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한다. 나그네 대접을 까극히 정성스럽게 

하는 張社長에게 漢人 왕씨는 遺陽城의 자기 집에 초1매한다. 이어서 풀 

어놓았던 말들을 모아서 짐을 싸고 출발한다. 

저녁에도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인심이 사나온 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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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밤을 묵어가기를 청하면서 대단한 실랑이를 한다. 어떻게든 나그네를 

재우지 않으려는 주인과 수레 방에서라도 자고 가려고 떼를 쓰는 일행과 

의 대화가 길게 이어진다. 당시 중국을 여행하쓴 외국인들에게 민박은 대 

단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인들을 도망한 노예 외국 

인으로 오해하고 경계하는 주인에게 왕씨는 온갖 말로 그를 안심시키고 

수레 방을 얻어낸다. 겨우 방을 얻었지만 저녁을 지어 먹을 쌀도 없어서 

주인에게서 좁쌀 조금을 사서 죽을 쑤어 먹고 말틀도 먹이가 없어 뒤뜰에 

풀어놓아 풀을 뜯어 먹게 한다. 일행은 교대로 말을 돌보면서 대화를 나 

눈다. 

하룻밤을 고생한 일행은 다음날 아침 임찍 주인과 하직하고 大都의 중 

간 寄看地인 夏店에 도착한다 일행은 술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마시면 

서 나이를 묻고 漢人 왕씨가 제일 연장자임을 알게 된다. 술 마시는 예절 

에 따라 나이순으로 술을 돌려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다. 술집 주인과의 

술값 계산은 元代에 통용하던 지폐로 지불하는데 그것이 쓸 수 있는 지 

폐인가 아닌가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된다 후대의 剛改本에서는 이 부분이 

銀子로 바뀌면서 내용이 변한다. 

4 大都에서의 장사 

夏店을 떠난 일행은 바로 大都에 도착한다. 왕씨가 먼저 대도로 들어 

가서 順承門 옆 關店이란 여관을 잡고 얼행을 미중하러 나간다. 여관 주 

인은 가져온 말을 흥정하려 하고 고려인들은 北京에 먼저 와 있던 친척 

을 찾아간다. 가져온 상품 중에서 먼저 말을 팔면서 당시 大都에서 말을 

피는 방법， 매매계약서， 중개료와 세금의 지불 방법을 배우게 하였다. 그 

리고 말을 샀다가 물릴 때에 열어난 임도 알 수 있게 하였다 

왕씨는 말을 판 것을 맡천으로 하여 후과 여러 상품을 사서 j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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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팔려고 한다. 왕씨가 탁주에 가서 판려고 사는 물건은 옷감， 마구， 펠， 

화살， 활시위， 그릇 등을 사면서 이러 한 물건을 살 때에 주고받는 대화를 

학습하게 하였다. 때州로 떠나기 전에 왕씨는 친척을 모아 잔치도 하였 

다 왕씨와 고려인들은 활쏘기 시합도 하고 중균요리를 시켜 먹기도 하면 

서 大鄭에서의 생활을 즐낀다. 왕씨는 술을 많이 먹고 병이 나서 의원도 

불렀는데 이러한 장면 설정은 大劃에서의 생활에 펼요한 일상용어를 매 

우기 좋게 되었다 

딩 사람사는 도리 

이 부분은 고려 상인들의 여행과 관계없이 교훈적인 이야기를 에피소 

드로 집어넣은 것이다. 아마도 사역원에서 j쫓;펌 학습서로 있었던 훈몽교 

훈서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방당한 名家의 c>l들이 酒色에 Iπ 

游펴 패가망신하는 내용이다. 자식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친 

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며 상관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방 

탕아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가르쳐서 매우 교훈적이다. 그리고 방탕아파 

호사스러운 생활과 음식， 옷차림， 모자， 띠 등을 소개하면서 당시 중국의 

멋쟁이들의 옷차림과 그 장신구의 명칭들을 배우게 하였다. 

6) 고국을 향하여 

마지막 장면은 고려에서 가져온 인삼， 모시， 베를 처분하고 고려로 돌 

아가서 팔 물건을 사는 내용이 중심이다. 역시 물건을 판고 살 때에 지폐 

사용의 주의할 점을 대화로 엮었다. 돌아가서 팔 물건은 모자의 술이나 

갓끈파 같은 장신구를 비롯하여 화장품， 빗 등과 바늘갈， 가위. 송곳， 저 

울 등의 공산품이 많다. 특히 무명， 비단과 같은 옷감이나 띠書，~毛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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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띔/>，~周易》 등의 유교 경전과 《韓文柳文 />, ~東城詩》와 같 

은 문학서， 그리고 《君다故事/>， ~資治通鍵》 등의 역사서，~츠國志 

파낌/>， ~貞觀政要〉와 같은 인기 도서를 구입하는 내용이 틀어 있다. 

그리고 끝으로 돌아갈 날을 면치는 장면이 있고 귀국의 吉 H로 선정된 25 

일에 장도에 오르면서 몇 개월간 같이 동행한 =fa:와 이별하면서 대단원 

의 막을내린다 

이상의 <노걸대> 내용을 보면 여행 중에 자주 미주치게 되는 장면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주고받는 대화를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하 

였으며 되도록 많은 어휘를 수록하도록 대화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 

러한 점이 이 교재를 5백 년이 넘도록 초급 회화 교재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것이다 

v.結語

이상 해외 한국학 보급의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한국어교육의 여러 문 

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비교해 고찰하였다. 

더 이상 한국학은 세계에서 소수민족을 다루는 특수 분야의 학문이 아니 

라 경제 깅녁으로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학문으로 인식되어 간 

다. 세계 각국은 잎 다투어 한국학을 대학에 개설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의조차 정립하 

지 못한 점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 

국학에 대한 연구 업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세계인들이 한국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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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점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빠른 시멸 내에 국학， 또는 

한국학 전공자들이 서둘러 연구해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어교육에서도 교재의 미비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국가기관이나 

준국가기관에서 외국의 한국어 교육자들에게 의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감 

수하면서 만든 교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기운데 펼X까 지적한 것은 한국어를 실제로 펼요한 대화 중심의 교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눈 사살을 강조하였다. 

세계에서 한국학의 연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학， 또는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책임감읍 갖고 가일층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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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해외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의 전망 

;어 고L 
o 0 

이 연구는 해외 한국학 보급의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한국어교육의 여러 문 

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비교등써 고찰하였다. 해외 

한국학 보급의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한반 

도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비교5때 고찰하였다. 더 이상 한국학은 세계 

에서 소수민족을 다루는 특수 분야의 학문이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학문으로 인식되어 간다. 세계 각국은 잎 다투어 한국학 

을 대학에 개설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학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조차 정립하지 못 

한 점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국학에 대한 

연구 엽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세계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점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참으 

로 부끄러운 일이며 삐론 시일 내에 국학 또는 한국학 전공자들이 서둘러 연구 

하여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어교육에서 교재의 미비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국가기관이나 준국가 

기관에서 외국의 한국어 교육자틀에게 의뢰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만 

든 교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필자가 지 

적한 것은 한국어를 실제로 펼요한 대화 중심의 교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서 초급 중국어 

회화 교재로 사용했던 노결대(老ε太)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에서 한국학의 연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학， 

또는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잭임감을 갖고 가일층 노력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학， 해외 한국학， 해외 한국학 현황，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재， 노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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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n the View of Disseminating Korean Studies 

and Teaching Korean Language 

Chung, Kwang 

꺼ll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disse띠nating Komm Studies overseas, 

especially the various problems of Korean 131핑uage education, and corr뼈res them 

with the history of foreign 131핑uage edu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Studies is not a speci때zed field of study treating a rrrinor nation of the world; 

rather, it is rec맹nized as a discipline necess31γ for understanding the economic 

power that Korea has becoræ. l\1any countries of the world are striving to 

establish Korean Studies in their universities and 31‘e n뻐\.Ì.ng efforts to gain a 

proper understanding of Korea. 

However, 1 must adrrrit that to our sh31ne we in Korea have not established a 

proper definition for Kor，얹n Studies ourselves. And what is roore, 1 have to say 

that the res얹rch achieverænts of Kor，뻐1 Studies have not been systematized, nα· 

has the knowledge absolutely necess31γ f()r the κX1ple of the world to understand 

Kor，얹 뼈n properly res얹rched. This is a sharæful state of aff빠s and soræthir밍 

빼ch Kol'없1 Studies specialists must devote themselves to studying and 

coπecting as soon as possible. 

In Kol'없1 language education, the inad어uacy of κa빼19ma뼈als is a very 

serious problem The textbooks compiled by govemrænt and serrri -gov1앉nm:~nt 

agencies relying on Korean• language educators in foreign countries and subsiclized 

with enonmus surns of money are inadequate, and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why this is true. Anlong the things 1 point out, 1 emphasize the fact that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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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necessarily be centered on Kon얹n c1ialogs actually nE빼.ed in reallife. 1 took 

the case of Lao Qita(老-ε大) which was a eleræntaIγ αlÏnese sjXlken 1때밍lage 

textbook used in Sayeokwon( 司譯院) during Joseon dynasty 

Kor，얹n Stuc1ies is rapidly prl맹ressing throughout the world. Faced with this 

r해iη， Korean Stuc1ies s뼈alists need to have a stror멍 sense of resjXlnsibility and 

make increased efforts to develop the field 

[Key Words] Kon얹n stuc1ies, Korl얹n stuc1ies overseas, The ~πesent state of Ko없n 

stuc1ies overseas, 닮lcation of Kor;뻐11an밍lage， TI앉tlx빼sforteaching 

Kor，얹nlar聊ages， Lao Q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