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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스페인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
ELE)’ 교육 정책을 고찰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스페인어는 현재 21개국(스페
인, 중남미 19개국, 아프리카 1개국)1)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되며, 4억 명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각국의 대외 자국어 정책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국제학술회의(2014. 10.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의교수
http://dx.doi.org/10.17313/jkorle.2014..34.259
1)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
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과테말라, 에콰도르, 쿠바, 볼리비아, 도미니
카 공화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파
나마, 우루과이, 적도 기니(인구순). 이밖에도 미국, 브라질, 필리핀, 서 사하라 등에
서도 스페인어 사용자의 인구 비율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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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구가 모국어로서 사용하고 있다.2) 여기에 제 2언어나 외국어로
말할 줄 아는 인구를 합치면 대략 5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는 중국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엔의 6개
공식 언어 중 하나로서, 국제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영어에 이어 2위
를 차지하고 있다(Instituto Cervantes, 2013). 이러한 수치가 알려주듯이,
스페인어는 이미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
페인어에 대한 학습 수요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
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전 세계 학습자를 위해 스페인어권의 언어 및 문
화를 보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스페인이 외국어로서의 스
페인어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 언어의 성장능력에 대한 평가에는 사용자의 수도 중요한 판단 기준
이지만, 이 언어를 배우고 쓰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수요 또한 중요한 잣
대가 될 수 있다(Moreno Fernández, 1995). 스페인어 학습자 수는 영어, 프
랑스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최근 뚜렷하게 증가세에 있다. 전 세계
적으로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가 아닌 93개 국가에서 2,000만 명 이상이 공
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onio Molina(2006)는 스페인어를
부의 보고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 첫째, 대략 5억 명에 이르는 인구적
잠재력, 둘째, 주요 국제 의사소통 언어로서 스페인어 학습자에게 미래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성, 셋째, 스페
인과 중남미의 풍부한 문화산물에 다가가게 해줄 수단으로서의 문화적
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 전역에서 외국어로서의 스페

2) 2013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 수는 4억 천 8백만 명으로 추산되
며, 중국어, 영어, 힌디어에 이어 네 번째이다. 그러나 중국어와 영어 인구수는 줄어
들고 있는 데 반해 스페인어 인구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
게 확산되는 언어로 평가되고 있다(Instituto Cervan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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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에 대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스페인은 1991년 정부 주도 하
에 스페인어의 홍보와 교육,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공공 기관인 인스띠뚜또 세르반테스(Instituto Cervantes: 이하 IC)를 창설
하고 20년 넘게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최근의 흐름을 중

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로 스페인의 언어 및
문화 보급을 위한 IC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정책 연구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
제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II.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역사(1988-현재)
1. DELE의 출범과 Instituto Cervantes의 설립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역사는 비교대상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에 비해 다소 짧은 편이다. Sánchez Pérez(1992: 8-9)가 지
적했듯이, 역사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은 유럽 언어의 교육
이라는 통합적 범주 안에서 이뤄져 왔으며, 1970년대 들어 응용언어학이
발달하기까지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특히 정부가 개
입해 시스템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국어 교육을 통해 정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최근에
생겨난 경향이며, 스페인의 경우 IC가 설립된 이후에 비로소 외국어로서
의 스페인어 교육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스페인 교육과학부는 1988년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의 스페인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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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인 자격증인 DELE(Diplomas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자격증) 시험제도를 창설

했다. 처음에는 중급(Diploma Básico)과 고급(Diploma Superior)의 두 가지
레벨로 시작했으며, 1994년에 초급(Certificado Inicial)이 추가되어 세 가지
레벨로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고 자격증을 수여했다. DELE 제도는 1991년
스페인이 IC를 설립하고, 1992년 이를 DELE 시험제도의 주관처로 임명하
면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IC는 영국의 British Council(1934-), 독일의 Goethe Institut(1951-), 프랑

스의 Alliance Française(1883-)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초기에 조
직을 만들 때는 Goethe Institut 모델을 상당 부분 참고했으나, IC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강국진, 2011).3) 상대적으로 역사
가 짧은 후발주자인 만큼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1990년대 초반에는 주변
유럽의 외국어 교육 강국의 기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년 수강생이 8% 이상 늘어나며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의 책임 기
관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IC의 총 본부는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알깔라 데 에나레스4)에 또

하나의 본부를 두고 있다. 초기에는 스페인 외교부, 노동부, 교육과학부
등이 운영하던 각기 다른 20개의 센터를 인수해 시작했으나, 현재 5대륙
43개국 86개 도시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IC의 웹사이트인 Centro
Virtual Cervantes의 활발한 운영으로 인터넷상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

다. IC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가장 큰 목표는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3) IC의 명예원장은 스페인 국왕이며, 총리와 외교부, 문화교육부 등이 협력해서 운영
한다. 정부가 원장을 지명하긴 하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강국진, 2011).
4) 『돈키호테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1605)의 저자 미겔 데 세
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인스띠뚜또 세르반테
스는 그의 이름을 기리고 있다. 알깔라 데 에나레스는 세르반테스의 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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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스페인어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브라
질을 제외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스페
인어와 스페인 문화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중남미를 모두 포괄하는 문화
의 보급을 위해 스페인-중남미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 임무이다
(강국진, 2011). 스페인 외교부로부터 “스페인 대외 정책의 주연배우”
(Pajín, 2006: 851)로 평가되고 있는 IC에서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목표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페인어와 스페인의 타 공용어5)의 일반/특수 강의를 제공한다.
2. 스페인 교육과학체육부의 이름으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자격증
(DELE)을 발급하고 이를 위한 시험을 주관한다.
3. 최신의 교육방법론과 교사연수를 제공한다.
4. 스페인 어문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한다.
5. 스페인어 보급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6. 스페인과 중남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를 전파하는 활동을 수행

한다.
7. 가장 최신의 기술매체를 갖춘 도서관을 공공에 제공한다. (Instituto
Cervantes, 2014)

양질의 스페인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통일하겠다는 목표 하에,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IC는 1994
년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인스띠뚜또 세르반테스의 커리큘럼
플랜 La enseñ anza del españ ol como lengua extranjera. Plan curricular del
Instituto Cervantes』을 발간했다. 이 안에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론, 평
5) 스페인에는 스페인어(castellano)뿐만 아니라, catalán(까딸루냐어), gallego(갈리시아
어), euskera(바스크어)의 세 가지 공용어가 존재한다. 이들 언어의 교육 또한 IC가
담당하는 임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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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센터들 간
에 네 개의 레벨(inicial, intermedio, avanzado, superior)로 통일된 유기적인
강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또한 일반 강의 외에도 무역 스페인어, 어린이
를 위한 스페인어, 학술 스페인어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스페인어 강의
도 확대했다. 스페인어 교재의 연구와 제작 프로젝트를 다른 기관과의 협
력 하에 수행해 왔으며,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보급도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영화, 문학, 사회 같은 구체적인 문화 주제를 다룬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었다. 이민자를 위한 스페인어 또한 중요한 강의 주제 중 하나
로 『새로운 언어로서의 스페인어 강의 Curso de españ ol como nueva
lengua』(2006)와 같은 책을 출판했다.

2. MCER6)의 발간과 PCIC7)의 출판
유럽 평의회(Consejo de Europa)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회원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언어 교육을 주요 정책적 목표로 삼아 왔다.
2001년은 큰 전환점이 된 해로, 유럽 언어의 해로 지정하고 그 해 9월 26일을

유럽 언어의 날로 삼았다. 같은 해, 『언어 학습, 교육,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참조 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했다. 이는 유럽

연합이 유럽의 통일과 유동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우선 과제로 ‘다중언어주
의(plurilingüismo)와 다중문화주의(pluriculturalismo)’ 를 강조하며, 다양한
언어의 학습이야말로 유럽 내 이동성을 쉽게 하고, 언어적 문화적인 다양성
6)『언어 학습, 교육,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참조 기준 Marco común europeo de
referencia para las lenguas: aprendizaje, enseñ anza, evaluación』(2002)
7)『인스띠뚜또 세르반테스의 커리큘럼 플랜: 스페인어를 위한 참조 레벨 Plan
curricular del Instituto Cervantes. Niveles de referencia para el españo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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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존하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국이 현대 언어
의 교수․학습 영역에서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을 의결하거나 발전시킴으로
써 정책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목표로 유럽연합
전체의 언어 학습․교육․평가를 위한 공통된 참조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 참조 기준은행위중심 접근법(enfoque orientado a la acción)’8)이라는 기
본적 언어 교수․학습 접근법에 입각하여,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숙달 척도
를 제시하고, 언어 사용과 언어능력을 특정 범주로 나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IC는 1년 후인 2002년 이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Marco comú n europeo
de referencia para las lenguas: aprendizaje, enseñ anza, evaluació n(이하
MCER)을 출판했다. MCER의 파급력은 막강해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영역은 점차 MCER이 제시하는 다양한 참조 기준에 맞춰 재편성되
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6단계의 언어레벨의 확립인데, 기존의
스페인어 레벨이 DELE의 경우 초․중․고급의 세 가지였고, IC 강좌의
경우 각기 120시간의 학습시간을 포함하는 4가지 레벨이었다면, 점차
MCER가 제시하는 6가지 레벨로 바뀌게 되었다.

MCER은 외국어 구사능력 레벨을 A1(Acceso), A2(Plataforma), B1(Umbral),
B2(Avanzado), C1(Superior), C2(Maestria)의 6가지 레벨로 구분하고 있다.

각 레벨이 요구하는 학습 시간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차 늘어나기 때문
에 <그림 1>에서 보듯이 거꾸로 된 원추형 모양(아이스크림 콘 형태)을 하
고 있다.

8) 행위중심 접근법의 기본적 개념은 언어학습자는 동시에 언어사용자인 사회적 행위
자로서 일정한 상황 또는 특수한 환경과 행위 영역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과제뿐
만 아니라 다른 과제까지 해결하는 사회구성원임을 강조하고 있다(Consejo de Europ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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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 발달과 공통 참조 기준(García Santa-Cecilia, 2002)

MCER의 기조 아래에서 커리큘럼 구성요소를 재편성하고 스페인 국내

뿐만 아니라 타 유럽국가에서 이뤄진 다양한 학술적 연구의 결과를 반영
하여, 기존에 출판됐던 커리큘럼 플랜을 새롭게 수정, 보완하게 되었다.
2006년 세 권의 책으로 발간된 『인스띠뚜또 세르반테스의 커리큘럼 플

랜. 스페인어를 위한 참조 레벨 Plan curricular del Instituto Cervantes.
Niveles de referencia para el españ ol』(이하 PCIC)은 외국어로서의 스페

인어 교육 커리큘럼의 일반/세부 목표의 재정의, 문법내용의 광범위한 구
성, 어휘-의미 내용의 확장, 화용론적 내용과 문화/사회문화적 내용의 확
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Urrutia, 2006: 854).
MCER의 도입과 이를 적용한 PCIC의 수정출판은 외국어로서의 스페인

어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IC가 운영하는 센터의 강의뿐만 아
니라, 다른 교육 기관들의 강좌도 점차 이를 도입하게 되었고, DELE 시험
제도도 기존의 3개 레벨이 아닌 A1-C2의 6가지 레벨의 자격증으로 재편
성되었다. PCIC는 다양한 스페인어 시험에나 교재 개발에 상당히 유용한
참조 기준이 되었으며, MCER은 학습자의 성취 레벨을 정의할 때 가장 중
요한 판단 기준으로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전역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MCER이 서로 다른 유럽 국가의 통일된 외국어 교육을 위
해 교육 전문가들을 위해 발간된 것이라면, 그 기조를 따라 2005년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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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럽 언어 포트폴리오(Portfolio Europeo de las Lenguas)’는 외국어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학교나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라도 자신의 언어/문
화 학습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서류로 스페인어 교육과정
에 유용한 학습 도우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유럽 연합 내부에서 외
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서,9) 스페인의 ‘외
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도 발맞춰 나가고 있다.

III.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화 보급을 위한
정책들
1. DELE 자격증 제도
DELE 제도는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핵심 기관인 IC가

설립되기도 전인 1988년 창설된 자격증 시험 제도이다. 교육문화체육부의
이름하에 IC가 수여하는, 스페인어의 경쟁력과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공
인 자격증이다. 1218년에 세워진 스페인 최초의 대학인 살라망까 대학교
(Universidad de Salamanca)에서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900개 이상의 DELE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DELE는 그 동안 일 년 중 세 차례 치러져 왔으나, 응시인원의 증가로 인

해 2014년부터는 4, 5, 7, 10, 11월에 다섯 차례 치러진다. 응시 자격은 스페
9) 유럽 연합의 각 국가들은 200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회원국
시민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적어도 모국어 이외에 두 가지 언어를 배우도록 합의
했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적어도 두 개의
외국어를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2010 학년도의 경우 유럽의 중등 의무 교
육에 등록된 학생의 60.8%가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urydi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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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가 공식언어가 아닌 국가의 시민이거나, 스페인어권 국적자라고 하
더라도 비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으
로 규명하고 있다.10) 또한 DELE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ELE 시험은 MCER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A1-C2의 6개 레벨로 구분되

어 있으며, 레벨에 따라 구성이 다소 다르지만 A1-C1의 경우, 독해, 작문,
청취, 회화의 네 가지 영역의 시험이 50점 만점의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
되어 각 그룹의 성적이 모두 30점을 넘어야 한다. C2는 총점이 33점인 3개
의 그룹에서 각기 22점 이상 받아야 합격(APTO)이다. 이처럼 시험 전체
의 총점에 대한 기준이 아닌 영역별 성적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
야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고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말하기의 경우 직접 시험장에
서 원어민 시험관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성적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IC는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양질의 DELE 시험관의 육성을 위한
자격인증 교육을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진행해 왔다. DELE 시험의 결과
는 약 3개월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총 57,748명이 DELE 시험에 응시
했으며, 62.7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11)
DELE 자격증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

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을 활성화하는 원
동력이 되고 있다. IC 교육센터나 대학교, 사설 학원 등 모든 스페인어 교
10) 다음의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1. 부모 중 한 명의 모국어가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2. 스페인어가 최초 습득 언어가 아닌 경우 3. 스페인어가 일
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경우 4.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전체, 또는 일부를
스페인어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11) 한국의 경우, 경희대학교 용인 국제캠퍼스에 설치된 Aula Cervantes와 대구의 스페
인 문화원 Centro Asociado del IC의 두 곳에서 DELE 시험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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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기관에서 DELE 자격증을 준비하는 스페인어 강좌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다.

2. 스페인어 강좌
IC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질의 스페인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

하고 통일하는 것이었고, 언어 교육은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IC는 각국에 설치된 센터 외에도,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교육센터, 또한 협력기관으로 인증된 전

세계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에 들어 주목받고 있는 기관은 세르반테스 교실인데, IC가 대규모의 경제
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센터를 다수 오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 2000년부터 설립하고 있다. 세르반테스 교실은 각국의 대학과 연
계해 대학 캠퍼스 내에 제공된 공간 안에 도서관과 강의실을 만들고 인터
넷으로 IC의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ELE 시험을
주관하고 스페인어권 언어․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유연하고 비용이 덜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프라인 강의 외에도, Aula Virtual de Espauñol이라는 온라인 교육기
관을 통해 인터넷 강좌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2011학년도12)에
총 14,800 강좌에서 134,487명이 스페인어 강좌에 등록했다(Instituto
Cervantes, 2012). 양질의 교육과 학술 서비스의 제공을 중요한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갖춘 멀티미디어 강의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강좌 형태, 언어능력 인증 자격증인 DELE와 언어 학습과정 인증제도인
레벨 별 코스 수료증의 두 가지 형태의 인증제도, 양질의 교사진을 장점
12) 스페인의 학년도(curso académico)는 매해 9월-이듬해 8월까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1
년의 경우 해당 두 가지 해가 모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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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스페인어 강좌는 기본적으로 MCER의 교육정책 기조를 따르면서, 각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각기 다른 교육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의 고유 커리큘럼인 PCIC
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기관의 목표, 일반/세부 목표, 최소한의 공
통적인 교육내용의 선정, 일반적 교육방법론, 평가지표와 과정 등을 규정
한 이 커리큘럼을 각 센터의 교육부서에서 기본 바탕으로 삼아, 학습자의
특성과 수요, 지역의 사회교육적 특징, 가능한 자료 등을 고려해 구체적
인 교수․학습 플랜을 짜게 된다. PCIC는 문법 지표와 어휘/의미적인 내
용까지 모두 세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강좌의 구성을 계획할 때 가장 기
본적이면서도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센터 내 강의는 일반 강의와 특수 목적의 강의로 나뉘며, 일반 강의의
경우 레벨에 따라 MCER의 지침을 고려해 30-60시간의 강의로 구성되고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에 따라 세부화된다. 무역 스페인어 등 특수 목적
강의는 강의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이 구성된다. 각 레벨의 강좌를
모두 이수하면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게 된다.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의 교육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틀을 통일하여 각
지역의 교육 현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스페인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IC의 노력은 ‘교육과정․교수법․교재․교사’ 등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

에 있어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3. 교사 교육
IC는 내부에 ‘교사 교육 부서(Departamento de Formación de Profesores)’

를 두고 양질의 교사 육성을 기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설
립 초기에는 IC 센터 소속 교사들의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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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 교육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커뮤니티 소속
일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제공하게 됐다. 2005년 스
페인의 메넨데스 뻴라요 국제대학(Universidad Internacional Menéndez
Pelayo)과 함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석사 (Máster Oficial en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 과정을 설립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두 가지 석

사과정으로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석사과정
이외에도, 스페인 국립 원격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ón a
distancia)와 연계해 ‘제2언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사교육 석사(Máster Universitario
en Formación de Profesores de español como segunda lengua)’의 두 가지 석

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페인의 상당수 대학들은 자체적으
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라망까
대학교와 네브리하 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학위과정은 대개 스
페인어 어문학 계열의 학부 전공과 DELE C1-C2 정도의 스페인어 구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위과정 외에도 온/오프라인, 비디오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방
법으로 스페인 및 타 국가의 교사 연수 전문가들을 초빙해 매년 수많은
강좌를 열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사 연수에 대한 수요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IC 센터 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는 스페인어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
료가 필요할 만큼 교사연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010-2011학
년도의 경우, IC의 교사연수 부서가 있는 알깔라 데 에나레스와 그 외 IC
와 협력된 기관에서 934개의 연수 강좌가 열렸고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사와 전문가 18,605명이 연수를 받았다.
IC는 유럽 내 이동성을 쉽게 하고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교사 교육 프로젝
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언어 교수․학습을 위한 문서의 번역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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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3) 교사 연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IC의 교사 교육 부서는 유기적으로 연수 강좌를 구성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11년 ‘교사를 위한 표준화 프로젝트(Proyecto de
estándares para profesores)’를 발족해 교육 수준, 교사 경쟁력, 연수 방법

론, 연수 수요, 연수 커리큘럼 등에 대한 IC의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계속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센터 내 교사들의 발전을 위한 참조 수준을 A, B, C의
세 단계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A 단계의 경
우, 거의 교육 경험이 없고, 특별한 연수를 받지 않은 상태의 가장 기초적
인 연수 단계이다. B 단계는 적어도 1년, 300시간 이상의 교사 경험이 있
고, 다양한 레벨을 다룬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60시간의 특
화된 연수이며, 교육 계획, 교재 선정, 학생 평가 등을 다루고 상호문화적
지평이 강조된다. C 단계는 3년 이상, 1,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위한 것으로, 자신만의 언어나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IC 내에서 좋은 교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기관 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행
정직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좋은 교사’에 대한 믿음을 연구했
는데, 41개 센터 260명의 교사들과 36개 센터, 276명의 학생 등이 참여해
‘좋은 교사의 8가지 자격 요건’을 결론으로 이끌어냈다. 첫째, 양질의 교육
13) 유럽연합은 외국어 교사 연수를 위해 European Profile for Language Teacher
Education. A Frame of Reference (2004)에서 교사 연수의 다양한 실제 예를 들고 있
고, European Portfolio for Student Teachers of Languages. A reflection tool for
language teacher education (EPOSTL) 프로젝트 내에서, 미래의 교사들이 자신의 연
수 시작부터 커리어 개발에 대해 숙고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language Services (EQUALS)는 A Profiling
Grid for Language Teachers (2007-2009)를 통해 6개의 참조수준을 소개하고, 교사의
직업적 경쟁력을 11개 카테고리로 나눠 제시하였다(Verdía LLeó,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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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둘째, 학생 중심의 교육, 셋째, 학습과정의 훌륭한 경영, 넷째, 감정
적 중립을 잘 지킴, 다섯째, 자신의 직업개발에 대한 관심, 여섯째, 팀으로
근무, 일곱째, 상호관계를 잘 맺음, 여덟째, 기관과 신의 있는 관계를 들
수 있다(Verdía LLeó, 2012). 이러한 프로젝트 결과를 경력개발, 자가평가,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사 평가, 교사 선별․이동․승진 등에 있어 중요
한 참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정보기술 프로그램
IC는 설립 초기부터 스페인어 보급과 홍보를 위한 새로운 길, 즉 언어

교육 내에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
comunicación: TIC)’을 도입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언어 교수․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센터
내 스페인어 강좌 내 기술의 도입, 유럽의 정보․언어 프로젝트와 제도
간 협력,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의 정보통신을 통한 제공이
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정보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IC는 웹사이트인 Centro Virtual Cervantes(CVC) 안에서 스페인어 교

수․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강좌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2003년 시
작된 인터넷 강좌인 Aula Virtual de Español(AVE)는 가장 대표적인 강의
프로그램으로 시작 당시 1,455명이었던 수강생은 2010년 74,093명으로 크
게 성장했다. AVE는 A1-C1까지의 다섯 가지 레벨의 강좌를 제공하며,
‘¡Hola, amigos!’라는 어린이를 위한 스페인어 강좌도 열고 있다. 또한 블로

그와 위키, 대화창, 포럼 등을 운영하며 스페인어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
보와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스페인어 교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
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Didactired는 스페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강의 활동 예시의 장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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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별로 범주화해 필요한 주제에 맞게 강의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강의 내용
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도 제공해준다. 또한 Foro didáctico
는 스페인어 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온라인
토론의 장이다. En sintonía con el español은 스페인어와 관련된 팟캐스트
로 원어민 화자의 일상적인 대화를 듣고 이를 스페인어 학습과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 이 외에도 CVC 내에 방대한 양의
스페인어 관련 온라인 자료가 들어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
육을 주제로 출판한 사전인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핵심 어휘 사전
Diccionario de té rminos clave de ELE』(2008)을 온라인 사전으로 무료 제

공함으로써 관련 전공자들의 연구를 돕고 있다.

5. 학술 연구 지원 및 연감 발간
IC는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ñola)과 스페인어권 각국의 한

림원 연합의 협력 아래, 1997년 멕시코 사까떼까스에서 열린 제1회 스페
인어 국제학술대회(Congreso Internacional de la Lengua Española)를 필두
로 3년에 한 번씩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스페인어의 현황과 문제점, 도전
과제 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매 학술대회마다 한림원
연합이 제안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며, 스페인어권의 유명
작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정부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에는 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을 주제
로 한 다양한 학술대회가 치러진다. 1987년 세워진 ‘외국어로서의 스페인
어 교육 연합(Asociación para la Enseñanza del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 ASELE)’은 1989년부터 매해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스페인어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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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 중에서 우수작

을 선발해 시상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다. ‘스페인어 교사 연
합 국제기구(Federación Internacional de Asociaciones de Profesores de
Español: FIAPE)’는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
을 선보이고 있다.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IC의 중요한 학술업무 중 하나
는 스페인어 교수․학습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발간이다. 전 세계 스페인
어 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3년 『세계 스페인어 백서 Libro blanco del españ ol en el mundo』를

출판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전 세계의 스페인어 현황을 담은 연감
(anuario)을 출간하고 있다. 한 언어의 교수․학습을 계량화하고 연구할

때 겪는 어려운 점들, 첫째, 각지의 교육 시스템이 모두 다르다는 점과,
둘째, 각지에서 이 언어에 부과하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따라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속
적인 연감의 출판으로 보완하고 있다(Moreno Fernández, 1995). 2006년에
는 IC 설립 15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스페인어 교수․학습 현황을 담은
901페이지짜리 『세계 속의 스페인어 백과사전(Enciclopedia del españ ol
en el mundo)』을 편찬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 스페인어 현황에

대한 연감을 제작하고 있다.

6. 장학금 지원
스페인 외교부(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y de Cooperación:
MAEC)와 소속기관인 스페인 국제협력 발전기구(Agencia Españ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ECID)가 수여하는 장학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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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s MAEC-AECID’는 매년 스페인/비 스페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장

학금 수혜자를 선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특
히 스페인 대학에서 ‘스페인의 언어․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비 스페인
어권 석․박사 학생들은 중요한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하나이다. 전 세
계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며 일단 선발되면 학비, 교통비,
체류비 등을 지원받고 학위 과정에 따라 2-3년 동안 장학금 수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페인 언어․문화와 관련된 여름 단기연수생
을 위한 장학금과 스페인어권 어문학 연구자와 번역사를 위한 장학금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문화 연구발전 재단(Fundación para la Investigación y
Desarrollo de la Cultura Española)에서 운영하는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석사과정은 전 세계 스페인어 교사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석사과정
등록금의 50%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 외교부와 IC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어문학 관련
인터넷 포털인 Portal del Hispanismo에서는 스페인어권 언어․문화 연구
와 관련된 장학금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장학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역량 있는 스페인 어문학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IV. 결론
스페인 내에서 스페인어 교육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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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Instituto
Cervantes(2012)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의 15%가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고 지적하며, 언어가 한 사회의 인적 사회적 자원의 핵심 요소임을 부각
시키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2007년 한 해에만 237,600명의 학생들이 스페
인어를 공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1억 7천 6백 5십만 유로를 스페인
어 강의를 위해 썼으며, 2000년에 비해 스페인어 학습을 위한 관광객은
137.6% 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86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특히 유

럽 국가 내에서 스페인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미국과 브
라질 등 아메리카 대륙은 히스패닉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스페
인어에 대한 학습 수요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
다. 아프리카와 중동도 스페인과의 지역․문화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스
페인어 학습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스페인어 학습자 수가 비교적
적은 곳인 아시아에서도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노력
은 2006년 중국 베이징에 이어, 2008년 일본 도쿄에 세계에서 가장 큰 IC
센터를 세운 것에서 알 수 있다.
최근 20년간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핵심에는 스페인 정부가 1991년 스페인어권 언어․문화 홍보와 보급
을 위해 이를 담당할 기관인 IC를 설립해 외교부와 문화교육체육부 등 관
련 기관들의 협력 하에 주도권을 가진 중심기관으로 키워나가면서 대내
외적인 정책을 통일한 것이 있다. IC는 각국에 설립된 대규모 센터와 세
르반테스 교실 외에도 IC의 기준에 맞는 사설 교육기관들을 선별한 IC 협
력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스페인어 강의를 제공해 왔다. ‘스페인
어 교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양질의 교사진을 육성하기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전 세계 다양한 스페인어 학습자에게 공간의
제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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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포털을 제공하면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를 열고 전 세계 스페인어 통계연감을 발간
하면서 학문적인 지원을 해왔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스페인 어문학 전문
가들의 육성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스페인의 노력은 ‘다양한 외국어 학습을 통한 다중언어/다중문
화적 유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 정
책과 맞물려 2000년대 들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학습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스페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Pérez Navarro(2006)가 지적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
고 확장된 언어로서의 스페인어의 발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
가된다. 스페인어로 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준이라든지, 과학저널 혹은
전문서적의 스페인어 출간 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가장 큰 스페인어 학습수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이나 브라질의
경우, 스페인으로 오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가까운 중남미 국가들로 연수를 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스페인이 놓치면 안 되는 시장
이다. IC의 주요 임무인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화를 포괄하고자 하는
기존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 시장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경쟁적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터키, 러시아 등의 일부 국가
에서 스페인에서 공부하기 위한 학습 비자가 나오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재정이 악화된 것도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IC의 경우 스페인어 강의,
DELE시험 수수료,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운영되

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공기업 및 사기업으로 이뤄진 ‘인스띠뚜
또 세르반테스 친구들 협회(Círculo de Amigos del Instituto Cervant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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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이나 지원의 삭감은 대외 스
페인어 교육 정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14) 그렇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세르반테스 교실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연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확대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스페인이 추구해 온 ‘언어능력 인증제도(DELE)와의 연계, 커리
큘럼의 통일, 양질의 교사육성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활용, 매년
업데이트되는 통계연감, 장학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 정부기관, 특히 교육
부와 외교부의 협력관계’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여겨진
*

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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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ydice(2012), Cifras clave de la enseñanza de lenguas en los centros escolares
de Europa 2012.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documents/
key_data_series/143ES_HI.pdf, 2014. 8. 21.>
García Santa-Cecilia, A.(2002), Bases comunes para una Europa pluriling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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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o Cervantes(2012), El españ ol: una lengua viva. Informe 2012. El es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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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페인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
송예림
본 연구는 스페인의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을 고찰하는 데 그 목
표가 있다. 세계 21개국의 공식 언어이자 4억 명 이상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스
페인어의 국제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스페인어에 대한 학습 수요도 크게 늘자 외
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은 스페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되었다.
우선 이러한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의 역사를 두 단
계로 나눠 알아보았다. 첫 번째는 1988년 스페인어 공인 자격증인 DELE 시험제
도의 창설과, 1991년 스페인어권 언어와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공공 기관인 인
스띠뚜또 세르반테스를 설립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시기이다. 두 번
째는 유럽 연합의 『언어 학습, 교육,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참조 기준』(2001)
의 발간과 구체적인 스페인어 커리큘럼인 『인스띠뚜또 세르반테스의 커리큘럼
플랜』(2006)이 출판되며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다.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첫째, 교수․학습을 활
성화하는 원동력으로서의 DELE 자격증 제도, 둘째, 커리큘럼의 통일을 바탕으
로 한 양질의 스페인어 강좌, 셋째, 체계화된 교사 교육, 넷째, 다양한 정보기술
프로그램의 활용, 다섯째, 학술 연구의 지원 및 스페인어 현황을 분석한 연감의
발간, 여섯째, 스페인 어문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연구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정책의 현
황과 과제를 알아보고, 한국어 교육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스페인어 교육 정책, 델레, 인스띠뚜또 세르반
테스, 유럽 공통 참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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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for the Teaching of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in Spain
Song, Yer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for the teaching of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in Spain, a major policy task for the Spanish
government.
This study first reflects on the history of the policy making for Spanish
education. The first phase focused on building a foundation for growth
through the creation of the DELE in 1988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o Cervantes in 1991. The second phase focused on growing in earnest,
with the introduction of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y the Council of Europe in 2001 and the publication of Curricular
Plan of the Instituto Cervantes in 2006.
There are six representative policies: (1) the organization of the DELE, (2)
the provision of Spanish courses, (3) the provision of training courses for
Spanish teachers, (4)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5) the support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of yearbooks, and (6)
the provision of scholarships.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policy for Spanish education, DELE,
Instituto Cervantes,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