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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한 문화 외교 정책의 비교 연구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장미왕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세계화의 발전 추세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각국은 핵심적 소프트 파워 요소인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중에서도 자국어 보급 전략은 매우 중요한 문화 외교 수단이다.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구 국가들은 일찍이 세계 곳곳에 

자국의 언어 교육원, 문화원 등을 설립하였다. 이런 국제 환경에 따라 

중한 양국은 자국어 보급과 문화 전파를 위해 각각 2004 년과 

2007 년부터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사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설립 배경, 목적, 세계적 분포, 발전 추세, 자금, 관리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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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방식, 교육 내용, 문화 외교 역할 등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더 

효율적인 문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을 제시한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비교를 통해 아래 몇 가지 발견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문화 외교는 정부의 주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지가 있기에 공자 학원의 규모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과도한 참여 때문에 타국의 의심과 비판을 

일으켰다. 중국에 비해 한국은 문화 외교를 수행하는 주체가 많다. 세종 

학당뿐만 아니라 KOICA, KF 등의 기관들도 해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행 주체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 간의 업무 

중복을 초래하였다. 정부 쪽의 경제적 지원이 많이 없어서 자금난 

문제도 생겼다. 둘째, 중국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문화 전파 수단을 

이용하고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서 타국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에, 한국은 ‘한류’를 중심으로 신선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며, 이러한 방식은 타국의 대중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쉽다.  

중한 양국의 문화 외교 정책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중국은 

과도한 정부 참여로 인해 문화 외교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한국은 정부의 지지 부족으로 인해 문화 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한국은 신선한 문화 전파 수단과 문화 내용을 통해 

타국에서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같이 

더 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 내용과 문화 전파 

수단이 필요하고 타국 대중과의 상호 작용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하되 강압적이지 않은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정부의 투입을 증가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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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 외교 각 부처 간의 업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한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더 효율적인 문화 외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소프트 파워, 문화 외교, 공자 학원, 세종 학당 

학 번: 2018-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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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20 세기 90 년대 초기에 미국 학자 Nye Joseph 이 “소프트 파워” 

이론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Nye 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형의 정신력이라고 주장한다. 1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주면서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통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2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21 세기에는 각각 국가 간에 

경쟁이 심하게 격화되고 있다. 이 경쟁은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군사 

실력, 과학 기술 등이 포함된 하드 파워 요소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가치관 등 소프트 파워에 관련된 요소와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 문화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 요소로 그의 

중요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국제 관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공공 

외교 정책이나 문화 외교 정책을 세운다.  

 
1)  Nye, Joseph S.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2)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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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와 문화 수출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는 

자국어 보급을 하는 것이다. 언어는 인류 문명의 기초이며 인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류 도구이다. 한 언어의 사용 범위가 더 넓으면 

그의 문화 전파 효과가 더 좋고 문화 교류의 코스트가 더 낮다. 또한 

통역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오차도 최대로 감소시킬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 자국어 보급은 자국 문화와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는 일찍부터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원, 언어 문화 기관 등을 설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은 자국어 보급과 자국어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경력과 

재력을 투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문화의 매개체로서 해외에서 

자국의 언어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문화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중한 양국이 해외에서 자국의 

언어와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에 설립한 기관이다. 

2004 년을 시작으로 첫 번째 공자 학원이 서울에 설립되었고 그때부터 

2019 년 말까지 중국은 전 세계 155 개 국가에 530 개소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다. 약 15 년 간의 발전을 거쳐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의 문화 

외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공자 학원을 통해 대외 

문화 교류 및 보급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와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이 해외에서 중국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공자 학원의 "일대일로"와 같은 활동을 통해 

볼 수 있다. 3  따라서 공자 학원은 중국의 성공적이고 대표적인 문화 

외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2007 년부터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대외 전파하기 

위해서 세종 학당을 시작하고 2019 년 6 월까지 총 60 개 국가에 

 
3) 중국 일대일로 웹사이트 https://www.yidaiyilu.gov.cn/xwzx/roll/658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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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개소의 세종 학당을 설립하였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자국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해외에서 자국어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언어 교육 기관이다. 두 기관은 자국어 보급을 

통해 해외에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매우 비슷한 설립 배경, 업무와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차이점이 많다. 특히 

투자 규모와 투자 지역 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중국의 공자 

학원은 주로 유럽과 미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세종 학당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에 설립된 공자 학원의 수는 

세종 학당의 3 배를 초과한다. 이와 같이 두 기관은 관리층 구성, 예산, 

개설 방식, 수강 내용, 문화 외교 역할 등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4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매우 비슷한 설립 배경과 운영 목적을 

가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공자 학원에 

비해 세종 학당의 규모, 인지도 또한 영향력이 확실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공자 학원은 중국어 세계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반면에 비판의 소리도 나타났다.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공자 학원이 강한 

정치색을 보인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많은 공자 학원들이 문을 

닫았다. 이처럼 공자 학원은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타국의 의심과 비판도 많이 받았다. 또한 중국에는 해외에 

중국어 보급과 교육을 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 공자 학원밖에 없다. 

 
4）2018 년 9 월까지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65 개 국가 중 53 개. 국가에 

137 개소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고 130 개 공자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공자 학원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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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전에 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KF 

(한국국제교류단)가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는데, 이 기관들은 해외에서 

한국어를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사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설립 배경, 목적, 세계적 

분포, 발전 추세, 자금, 관리층 구성, 개설 방식, 교육 내용, 문화 외교 

역할 등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둘째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하고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한다. 셋째 중한 양국이 더 효율적인 문화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밝히고 제안을 제시하도록 

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검토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중한 양국의 대표적인 자국어 해외 

보급과 문화 교류 기관이어서 학자들이 이 두 기관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자 학원에 관한 연구, 세종 

학당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다. 

 

1.2.1공자 학원에 관련된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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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공자 학원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자 학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들이 주로 공자 학원의 발전 현황에 

대한 고찰하고 공자 학원을 설립한 후에 나타난 상황들을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과 해소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는 관점으로 공자 학원의 

역할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많이 하였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차미경(2007), 이종철(2011), 박운석· 이승유(2013), 

김일수·최형룡(2014), 문혜정(2018)의 연구들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차미경(2007)은 글로벌화 시각으로 공자 학원의 설립 배경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공자 학원의 

설립과 보급을 중심으로 중국은 글로벌화의 추세 속에서 자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과 정책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은 개혁 개방 후에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외교적으로 소프트 파워 정책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공자 학원의 설립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이 

유교적 대표 인물인 ‘공자’를 활용하게 된 요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 애국주의와 민주주의 교육, 중국 

1990 년 이후에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증가한 관심 등의 이유들로 인해 공자가 

부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국가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자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종철 (2011)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과 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이 현재 가진 국제 이미지를 분석하고 

‘중국위협론’을 언급하였다. 이런 기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원조 외교, 차밍 

외교는 강화된 소프트 외교 정책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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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프트 파워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중국어 및 중국 문화를 세계 

국가에 전파하는 목표를 가진 공자 학원은 중국의 국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중국의 발전 

모델(베이징 컨센사스)을 분석하고 중국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에 대한 원조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공자 학원은 

중국의 언어 문화 수출의 첨병으로 그의 역할을 이를 통해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전략을 잘 보여준다.  

박운석·이승유(2013)의 연구는 공자 학원의 문화 전파 이론과 그의 

모델을 위주로 분석한 연구이다. 공자 학원의 문화 전파 이론과 모델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자 학원 미래 문화 전파의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하드 파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 파워를 발전시키는 대외 전략을 구상한 상황에서 중국 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공자 학원을 탄생시켰다. 공자 학원의 문화 전파 

이론은 소프트 파워 강화를 전제로 한 세계화론 및 서구 국가 중심의 

문화 통치를 막기 위해서 한 다원화론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자 학원의 현지화가 교사 부족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교사 양성 

과정에서 더 많은 오피니언 리더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자 학원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공자 학원은 문화 전파의 일부 성과를 취득했는데 효과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이런 

현황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 언급된 공자 

학원의 발전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였는데, 

공자 학원 더 효과적인 문화 전파하는 역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전히 

다원화 이론과 현지화 이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자 

학원은 문화 전파 과정에서 단순히 중국 전통 문화의 인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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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서 전통 문화에 대한 현대 시각으로 재해설하고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기초 공자 학원의 문화 전파는 

문화 세계화와 다원화의 목적을 기진 동시에 상대국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쌍방 국가의 공통성을 강조를 통한 문화 융합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김일수·최형룡(2014)의 연구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에서 공자 

학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공자 학원의 설립 배경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학원 내부적인 운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공자 학원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 정치 환경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평화적 도약’을 

위해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계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공자 학원은 증가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의 중요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공자’라는 문화 아이콘을 통해서 평화적인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 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자 학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자 학원의 문화 전파 역할을 인정하였고, 한국인들의 

중국어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한중 간의 문화 및 언어 교육에 관련한 교류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자 학원이 취득한 성과에도 불구하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인지도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자금 운영 문제 

그리고 “문화입침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혜정(2018)의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있는 공자 학원을 중심으로 

중국의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소프트 파워 전략을 

살펴보았다. 공자 학원은 중국의 대위 소프트 파워 전략의 중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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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며,아프리카 내 공자 학원의 현황과 공자 학원의 활동과 의미,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공자 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다. 아프리카에서 공자 학원의 

역할과 중국의 위상을 이런 현상을 통해 어느 정도 표명할 수 있다. 

공자 학원은 비영리 단체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공자 

학원의 활동을 언어 교육 활동과 문화 전파 활동 두 방면으로 나누었고, 

각종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의 제일 큰 문제는 부족한 중국어 교육 시설이다. 

교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교재도 제대로 단계별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자 학원의 현지화가 교사 양성과 

교재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또다른 문제는 

문화와 경제적 차이로 인해 생긴 갈등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미경(2007)과 이종철 (2011)의 연구에서는 ‘중국위협론 

(中國威脅論)’이 언급된다. 이처럼 일부 학자들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공자 학원 뒤에 숨어 아시아의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중국의 

야망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차미경(2007), 김일수, 최형룡(2014), 

문혜정(2018)의 연구에서는 ‘공자’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많이 

분석하였는데, 공자는 유가 사상의 대표 인물로서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었기에 중국 정부는 공자를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선택하였고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다는 관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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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살펴본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공자 학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공자 학원이 취득한 성과와 그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둘째는 공자 학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기존 연구들의 공자 학원에 대한 관점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다는 관점이다. 둘째는 중국 문화의 전파와 중국어 보급을 

위해서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다는 관점이다. 셋째는 공자 학원 뒤에 

숨겨진 목적을 비판하는 관점이다.  

공자 학원의 현황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가 주로 그의 교육 방식, 

교원 양성 등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더 세분화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금, 세계적 분포, 관리층 구성, 개설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공자 학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공자 학원에 대해 문화 외교 관점을 이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차원의 측면을 통해 공자 학원의 설립 

배경,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 외교 이론을 이용하여 

문화 외교 시각으로 공자 학원의 역할을 분석하고 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1.2.2 세종 학당에 관련된 기존 연구 

 

지금까지 학계에서 세종 학당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존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시각으로 진행한 것이다. 기존 연구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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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종 학당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다. 학자들이 주로 한국어 교육의 

시각으로 언어 교육 기관으로서 설립한 세종 학당의 교재 개발, 교사 

양성, 현지화 등 문제에 대한 고찰하였고 그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국어 

보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주로 조태린(2011)，강남욱·김군우·지성녀(2012), 

박춘태·권연진(2014), 김세훈·조현용(2014), 윤연주(2017), Tran Thi 

Huong· 이운진(2017)의 연구들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 보급 전략에서 세종 학당 존재하는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김재훈(2007)의 세종 

학당의 경제 효과에 관한 연구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변지영· 

전현주(2018)의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 중 관련된 주제의 

연구들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조태린(2011)의 연구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의 공동 브랜드화가 국가 브랜드 제고에 대해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 의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가 브랜드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국가 브랜드화의 

의미와 그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해외 보급 기관인 세종 학당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그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국가 브랜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보다 윤리적 가치, 문화적 구성 요소, 실체적 품질, 

신뢰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남욱 외(2012)에서는 세종 학당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한 뒤, 전 



- 11 - 

세계에서 급속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공자 학원 운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기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세종 학당 운영 

과정에서 보였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설립 배경, 목적, 명칭, 

조직 체계, 개설 현황, 중장기 계획 등 다양한 차원으로 두 대외 언어 

교육 기관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종 학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출하였는데, 한국어 대외 보급 전략의 중요한 

일환인 세종 학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을 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춘태·권연진(2014)은 세종 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국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안하는 연구이다. 문화 외교의 일환인 세종 

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 활성화와 문화 전파의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번영과 국가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어 해외 보급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한국어 해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김세훈· 조현용(2014)의 연구는 효율적인 한국어 해외 보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세종 학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전파 두 측면을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한국어 교육 전문화와 한국어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재 개발, 자금 확대, 교육 보조 자료 개발, 

교사 양성, 현지화 등 방면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연주(2016)는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의 주한 외국 

문화원의 설립 배경, 운영 현황,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세종 

학당과 한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외국 문화원 언어 교육 정책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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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여 세종 학당 운영 과정과 조직 구조상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그의 과제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종 학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5 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현지 교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충분하지 

않은 측면에서 더 전문성을 갖춘 강사 양성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현재 세종 학당의 교원들이 느끼는 교육 콘텐츠 및 보조 

교재 부족으로 인한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문화에 

적합한 교재 및 부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세계 각국의 

국정에 맞추기 위해서 접근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세종 학당의 장기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활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종 학당의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Tran Thi Huong· 이운진(2017)의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베트남 지역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하노이 세종 

학당의 세례를 검토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 ‘학습자를 위한 

유인책과 지원’, ‘세종 학당의 유형에 따른 한 기관별 특성 이해’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변지영·전현주 (2018)는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 세계 각국에 

설립된 세종 학당의 수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패널 푸아송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외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무역 규모, 투자 규모, 

정치적 교류, 한국어 수요, 문화적 관심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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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관한 변수를 두고 분석을 하였다. 패널 절차를 통해 기존 

분석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던 사회 문화적 요인이 견되었다.   

위에 살펴본 기존 연구는 큰 차이 없이 주로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왔던 

학자들의 연구는 한국어 언어 교육의 시점에서 대외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를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대부분 교재 개발, 교사 양성, 현지화 등의 

측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변지영·전현주(2018)의 연구에서는 세종 학당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외교 영향을 준 정치·경제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살펴봤는데 

문화 외교와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세종 학당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에 관한 비교 연구는 충분하지 않고, 

문화 외교 관점에서 두 기관을 비교하는 연구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현황을 분석할 때 두 

기관의 교육 상황을 중점적으로 많이 살펴봤다. 연구자들이 교육 

관점에서 두 기관의 교육 전문화를 위해 교재 개발, 교사 양성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지만 다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기존 연구들은 두 기관의 문화 외교 기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교육 기능을 분석하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 문화 외교 관점에서 두 기관의 자국어 보급과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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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파하는 기능에 대한 분석에 치중할 것이다. 먼저 다차원 

측면에서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두 기관의 규모 변화, 관리층 

구성, 자금, 개설 방식, 수강 내용 등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밝히고 

양국 문화 외교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중한 양국의 대표적인 문화 외교 

수단으로 자국어 보급과 자국 문화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국 

국민에게 새로운 중국과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21 세기에 중한 양국의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서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다. 다음에 공자 

학원에 관련된 기존 연구와 세종 학당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나누어서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에 연구 내용과 

방법론을 소개할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소프트 파워의 개념, 공공 

외교의 개념, 문화 외교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문화 

외교 관점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우선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 분포 및 성장 추세, 관리층 구성 및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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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방식, 문화 외교 역할 등의 측면에서 두 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할 것이다. 현황 분석을 통해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에서는 3 장에 검토한 사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그 중에 

나타난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결론에서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고 위의 

장에서 진행된 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에 관련된 학자들의 기존 

연구, 양국 외교부와 다른 정부 부문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예: <외교 

백서>, <2010 문화외교 메뉴얼> 등) 그리고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공식 웹사이트 및 연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세계적 분포, 발전 추세, 관리층 구성, 

자금, 개설 방식, 문화 외교 역할 등 측면에서 두 기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할 것이다. 

  세종 학당과 공자 학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두 기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까지 설립된 

학원의 정보와 세계적 분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의 운영 방식과 

관리층 구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더 자세하게 운영 방식을 

조사하고 싶은 경우 인터뷰 자료와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연도 보고서를 

통해 두 기관의 자금원, 예산 구성, 또한 발전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는지, 

학원의 수, 수강 학생의 수 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예산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등록된 학생 수의 변화를 통해 

두 기관의 규모 확대 및 축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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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및 분석을 통해 두 기관의 문화 내용과 문화 수단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2000 년 이후에 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외교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양국 정부 소프트 파워와 문화 외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외 같은 각각의 변수를 비교함으로써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보고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문화 외교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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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검토 

 

2.1 ‘소프트 파워’ 이론 

 

    ‘소프트 파워’는 20 세기 90 년대에 미국 학자 Joseph S. Nye Jr.가 

제시한 전문 용어이다.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대비되어 제시된 

개념이다. Nye 의 관점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소위 ‘하드 파워’는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타국을 강박하거나 수매하는 능력이다. 반대로 

‘소프트 파워’는 한 나라가 경제과 군사 실력 이외로 구비한 또 다른 

실력이다. 이런 부드러운 실력은 주로 문화, 가치관, 이데올로기, 여론 

등의 방면에서 영향력을 통해 드러난다. ‘소프트 파워’는 타국을 

강박하거나 수매하는 방식보다 흡인력(attraction)을 업고 자국 외교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이다.5  

Nye 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 년에 ‘소프트 

파워의 자원’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문화’, ‘국내외에서 따르고 실행되는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적법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의 대외 정책’ 이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한다고 주장한다. 6  문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자원이다. 각종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에게 자국의 이념을 전파할 수 있다. 정치 

 
5)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London: 

Basic Book,1990)  

6) 조지프 S. 나이.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 세종 연구원, 200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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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전파와 외교 정책의 실행은 문화보다 쉽지 않지만 문화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소프트 파워의 자원이다.7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이 세 가지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요컨대, 

한 나라의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치적 

가치관을 포함하여 그의 외교 정책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시행할 때 흡인력과 책임감을 겸비한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전략을 달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는 두 가지 파워 형태로 특징이 

다르다. 파워를 행사하는 행위자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사이의 

상호 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파워의 두 가지 형태8 

 행위 주요 수단 정부의 정책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 억지력, 

보호 

위협, 

군사력, 

행사 

강압적, 외교, 전쟁, 

동맹 

경제력 유인, 강제 보상, 제재 원조, 매수, 제재 

 

소프트 파워 

매력, 어젠다, 

설정 

제반 가치, 

문화. 제반 

정책, 제도 

일반적 외교 활동, 

쌍무적&다변적, 

외교 활동 

출처: 조지프 S. 나이.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 세종 연구원, 2004, pp.71. 

 
7)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2004. New 

York: Public Affairs 

8) 조지프 S. 나이. 홍수원 역, 2004, p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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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e 는 2004 년에 출판한 책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에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 대한 한 걸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 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그 나라의 가치관을 존경하고, 그의 

예를 본보기로 삼고, 그의 번영과 개방성을 열망하고 따라고 

싶은 것으로 인해 그 나라는 세계 정치에서 자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를 

통해 타국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의제를 정하고 

세계 정치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소프트 

파워는 다른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은 원하는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강요하기보다는 공동 합작을 강조하는 

것이다.”9 

 

    여기서 Nye 는 다시 한 번 ‘흡인력’을 강조한다. 위협이나 수매하는 

강제적인 방식보다 더 ‘소프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 나라가 자신의 매력을 통해 타국의 

인정을 받고 타국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 정치에서 자신 원하는 

정치 목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는 또한 부드러운 

실력이라고 한다. 경제력, 군사력을 대표로 한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는 타국에 대한 흡인력을 증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는 확실히 더 효율적인 

 
9）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the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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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국제 정치에서 인정을 받았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1.1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 

 

     20 세기 90 년대 초기부터 ‘소프트 파워’ 이론이 중국에 도입된 

후에 중국 학계는 소프트 파워 이론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각각 

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주로 

王沪宁（1993） 10 , 门红华（2007） 11 , 陆钢（2007） 12 , 

俞新天（2008）13, 阎学通（2007）14 등의 연구들이 있다.  

 
10）王沪宁：“作为国家实力的文化：软权力”，《复旦学报（社会科学版）》，1993年第
3期，pp.91~96 

이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소프트 파워’에 관한 연구이다. Nye 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 이론에 대하여 총결을 하였고 문화는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라고 주장하였다. 

 
11）门红华：“中国软实力评估报告（上）”《国际观察》，2007年 2月，pp.15～26. 

Nye 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 이론을 바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소프트 파워는 주로 문화, 

이데올로기, 발전 형식, 국가 제도, 국가 이미지 등 다섯 가지 측면을 통해 보여준다고 

제시하였다. 그 중에 문화, 이데올로기 그리고 발전 양식은 내재적인 소프트 파워로 볼 

수 있고 국가 이미지를 외재적인 소프트 파워이다. ‘국가 제도’는 내재적 소프트 파워와 
외재적 소프트 파워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陆钢：“文化实力弱让中国失分—与阎学通教授商榷”，《世纪行》，2007年 6

月,pp.45~46. 
소프트 파워의 근본은 한 나라의 대외 흡인력과 설득력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흡인력과 설득력의 근원은 문화, 가치관 그리고 합법성이 기진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13）俞新天：“软实力建设与中国对外战略”, 《国际问题研究》，2008年 2月，pp.20～
20. 

문화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14）阎学通；“软实力的核心是政治实力”，《世纪行》，2007年 6月，pp. 42~43. 

정치 실력과 문화 실력이 모두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지만 둘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 실력보다 “국제 흡인력”, “국제 동원력”과 “국내 

동원력”을 포함하는 정치 실력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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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소프트 파워에 대한 연구는 주로 Nye 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중국 학자들의 

소프트 파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 없이 일치성을 

보여준다. 즉, 중국 학자들이 한 나라의 대외 흡인력과 설득력을 통해 

타국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소프트 

파워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의 핵심 요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陆钢（2007）과 

俞新天（2008）을 대표로 학자들의 연구는 문화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는 관점을 지지하는데 반해 阎学通（2007）을 대표로 다른 

학자들은 정치 요소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2007 년에 중국 공산당의 제 17 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보고서에서 후진타오 (胡锦涛) 주석은 최초로 “전 민족의 문화 창조력을 

불러 일으키고 국가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확대한다.”라는 국가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15  제 17 회 전국 대표 대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은 국가 전략의 높이로 부상한다. 

이 보고서는 소프트 파워에서 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점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종합 국력과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1.2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 

 

 
15）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웹사이트 http://www.gov.cn/ldhd/2007-
10/15/content_776431.htm  2017 년 10 월 15일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 17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적요 



- 22 - 

    한국 학계에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도 다양한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과 달리 한국 학자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 

파워 이론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Nye 가 주장하는 

문화 요소가 소프트 파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점과 달리 대다수 한국 학자들은 국제 사회에서 더 넓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 한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융합한 스마트 파워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서이종(2007) 16 의 연구는 먼저 Nye 의 소프트 파워를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정과 결합하여 소프트 파워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켰다. 소프트 파워를 상징력, 문화력, 인재력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는데, 상징력은 호감도, 이미지 등 다양한 상징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전의를 상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중국 

학자들의 관점과 달리 문화력이 제일 핵심적 소프트 파워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나라의 문화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 호감과 

매력을 갖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반감이나 조롱 등 부정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17 고 하면서 인재력이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재 개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조직화를 시키면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재력은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군사력과 같이 하드 파워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 지위를 

제고하는 데에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서이종, “미래 전장환경에서 소프트퍼워의 역할 및 기능”, 한국사회과학특권, 

제 29관, 2007, pp.61~83. 

17）서이종(2007), pp. 7 



- 23 - 

    김상배(2009)18는 Nye 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 이론은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강한 하드 파워를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 제시한 소프트 파워 이론을 적용시키고자 했을 때, 하드 

파워조차 발전하지 못하는 개발 도상국들에게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력 증진하는 바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다수 한국 

학자가 소프트 파워는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 브랜드 제고 등 방면에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긴 하지만 경제력과 국방력이라는 하드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융합한 스마트 파워를 키워야 된다는 

관점이 많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21 세기 국제 관계에서 점점 하드 파워 중심에서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소프트 파워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는 한국 <2010 년 

외교 백서>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2010 년 전에 외교 백서에서 

직접적으로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는데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였다. <2010 년 외교 백서>에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외교가 외교력의 새로운 축으로 대두하였다.’ 19 를 통해 한국 정부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있다. 즉,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처럼 ‘문화’ 요소를 소프트 파워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문화 외교(Cultural 

 
18）김배상 『소프트 파워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아카데미 

19) 대한민국 외교부, 『2010 외교백서』,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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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및 ‘국가 브랜드(Nation-brand)’는 소프트 파워를 담는 세 

가지 그릇으로 보인다. 20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2010 문화 외교 

매뉴얼』에서 소프트 파워의 주요 자산을 정리하였고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프트 파워의 주요 자산21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관광, 가치 및 제도, 인적 자산 등은 

소프트 파워의 주요 자산이다. 그중에서 문화 요소는 소프트 파워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90 년대부터 문화 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 

실제 외교 활동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 소프트 파워를 문화 외교의 유사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10 문화외교 매뉴얼』,	pp. 14 

 
21）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10 문화외교 매뉴얼』,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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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 외교의 개념  

 

   문화 외교는 현대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문화를 통해 국가의 의지와 가치관을 전파하는 최초의 문화 

외교 활동은 초기 유럽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현대 문화 외교의 

기관은 19 세기 말에 생겨난 문화 외교 기관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프랑스는 서쪽 국가 중에서 최초로 문화 외교 정책을 중시하고 

해외에서 문화 교류를 시행한 국가이다. 1883 년에 프랑스 해외 보급 

전략으로 첫 번째 Alliance Francaise (프랑스 문화원)이 설립되었고, 

프랑스의 식민지에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것은 현대에 최초로 

국가의 문화 외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외 언어 교육 

기관이다. 22 

     제 2 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글로벌화의 발전을 따라 각각 국가 

간의 교류가 점점 빈번해지고 서로 간의 관계는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 

문화가 국제 정치 무대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냉전 시대가 종식된 이후 미국과 소련 주도하는 양극 체제 붕괴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을 대표로 하는 하드 파워의 지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문화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하드 파워와는 

달리 소프트 파워로 각각 국가의 외교 영역에서 충분히 운용되고 있다. 

현대 문화 외교의 개념은 20 세기 40 년대에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23 

 
22）윤영주 ,“주한 외국 문화원의 언어 교육과 세종 학당 비교 연구”, 교육 문화 연구, 

2016, 제 22-4호, pp. 219. 

23）胡⽂涛，“解读⽂化外交：⼀种学理分析”,《外交評論》，2007 年，pp.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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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 학자들이 활발하게 문화 외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 외교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난다. 물론, 이런 

다양한 관점이 생겨난 이유는 학자들 소속 나라의 외교 목적과 선호나 

외교부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학자들의 관점 불일치는 

주로 문화 외교의 동기에 달려 있다. 일부 학자들은 문화 외교의 목적을 

국가의 정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다른 

일부 학자들은 문화 외교의 목적을 국가 문화의 전파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슬로바키아 학자 Eric Pajtinka 의 연구에서 많은 유럽 

학자들의 문화 외교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정리되어 있다. 24 

G.R.Berridge, A.James, V.Hubinger 등의 학자들이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문화 외교의 제일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국 

학자들 G.R.Berridge 와 A.James 의 책 <A Dictionary of 

Diplomacy>에서 문화 외교는 해외에서 그 나라의 문화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나타났다. (“the promotion abroad of state’s 

cultural achievement”)25 체코 학자 V.Hubinger 는 문화 외교가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발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an important instrument of state 

foreign policy, associated with presentation, promotion and positive image 

building of a state, by means of cultural activities”) 26  반대로,  

M.C.Cummings 는 단일하게 정치 목표를 실현하는 것보다 문화 외교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국가 문화의 대외 전파를 통해 국가 간에 서로 

 
24）Eric Pajtinka , Cultural Diplomacy in Theory and Practic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ké vedy, Univerzita Mateja Bela, pp. 95-108 

25）G. Berridge and A. James, A Dictionary of Diplomacy, Second Edition, Palgrave 

Macmillan, 2003. pp.62 

26）Eric Pajtinka  p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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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M.C.Cummings 의 주장에 따라 국가 

간의 서로 이해를 달성하도록 아이디어, 정보, 예술 및 다른 문화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문화 외교라고 한다.27 각 학자들의 문화 

외교 정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문화 외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자국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등의 

문화를 전파하고 다른 국가 국민에게 이해, 인정, 지지를 받고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세우며, 외교 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문화 외교 수단을 통해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국가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자국의 전체 외교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 전파, 문화 교류, 문화 소통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는 외교는 

주권 국가 문화 수단을 이용하고 특정 정치 목적이나 대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외교도 경제 외교, 군사 외교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때문에 국가 전체 외교 

정책의 하나로 존재한다. 문화 외교는 정부를 주체로 문화, 예술, 교육 

등 방식을 통해 타국과 그의 국민에게 자국의 가치관을 전파하며 상호 

이해를 시키며 타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대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는 외교 

수단이다. 문화 외교의 수단이 단일하게 어떤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문화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국어 해외 보급은 문화 외교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27）Cummings, M.C. Cultural Diplomacy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 

Survey. Center for Arts and Culture, 2003，p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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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 후원타오(胡文濤)(2007）은 미국 학자 Frank 

Ninkovich 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문화 외교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즉, 상호성(mutuality), 장기성(long-term orientation) 및 

진실성(integrity)이다. 28  소위 문화 외교의 상호성은 외교 활동을 

주도하는 쌍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작함으로써 이해와 

신임을 달성하는 것이다. 장기성은 문화 외교의 사명에 대한 설명이다. 

즉, 문화 외교를 통해 주도 국가와 타국 대중 간의 장기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대상국과의 장기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 교육은 장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적자가 진실성은 문화 외교의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즉, 문화 외교에서 핵심적 요소는 성실이다. 

성실은 신임의 토대이다.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2.3 공공 외교의 개념  

 

공공 외교의 개념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세계 각각 

국가에서 제일 먼저 공공 외교를 시작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공공 외교 성과를 취득한 국가로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공공 

외교는 제 1 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비전통적인 국가 안보 문제를 

겨냥하는 외교 수단으로 시작하였다. 냉전 기간에는 미국이 문화 외교 

수단에 힘써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해 다른 국가에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하였다. 예를 들면, 각종 매체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가치관을 확산하거나 ‘마셜 플랜’을 통해 

 
28) 胡⽂涛, 2007, p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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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국가들의 전후 건설을 원조하면서 미국의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과 대중문화를 전파하였다. 미국은 전후 적극적으로 타국의 

체제 개혁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상을 선양하였다. 

빈곤 국가들에 초등 교육, 의료 보급 및 농업 기술을 일반화시키는 

인원을 파견함으로써 소리 소문도 없이 타국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세우고 미국의 의지를 전파하였다. “9.11” 사건 이래 미국 정부의 

반성과 대외 정책에 대해 교정을 요구하는 미국 학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 외교가 

미국에서 일어났다.29 

 미국 학자 Edmund Gullion 가 1965 년에 최초로 ‘공공 외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공공 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공공 외교는 외교 정책의 구성과 집행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전통적인 외교를 넘어서는 국제 관계의 

차원을 망라한다; 다른 나라의 여론 정부에 의한 육성, 한 

나라의 민간단체와 이해 관계의 상호 작용, 외교 문제 보고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교류를 망라한다. 외교관과 해외 특파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문화 간의 교류 과정들 사이에서 

말이다.”30 

“공공 외교의 중심은 정보와 사상의 초국가적 흐름이다.”31 

 
29) 李永志，“公共外交相關概念辨析”，《外交評論》， 2009  pp. 57~62 

30)  “What is Public Diplomacy” http://www.publicdiplomacy.org/1.htm  (검색일: 

2019. 9. 28.) 
31)  “What is Public Diplomacy” http://www.publicdiplomacy.org/1.htm  (검색일: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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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mund Gullion 의 관점에 따르면 공공 외교는 정부 외교 정책의 

구성과 집행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의 태도를 처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공공 외교는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전통 

외교와 달리 공공 외교는 전통 외교를 넘어서 국제 관계 분야까지 

포함한다. 즉, 공공 외교는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닌 그 

국가와 대상국 대중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공공 

외교의 핵심은 정보와 관점의 유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 외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1997 년에 미국 

국무원이 출판한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erms>에서 공공 

외교는 일국 정부에 의해 출판물, 영화, 문화 교류, 방송 등을 통해 

타국의 대중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정의한다. 32  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는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교류를 통해 국가 

영향력을 추진하는 것이 공공 외교의 최종적 목표라고 인식한다.33 미국 

학자 Han.N.Tuch 는 국가 정부의 노력을 통해 국제 정치 환경을 

개선하며 타국 국민이 미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 

외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34 

미국 각계 공공 외교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공식을 많이 

달성한다. 각계의 관점을 정리하면 외교의 주체와 대상, 기본 방식, 목적 

등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공공 외교를 시행하는 주체와 그의 

 
32)  “PUBLIC DIPLOMACY refers to government-sponsored programs I ntended to 

inform or influence public opinion in other countries; its chief instruments are 

publications, motion pictures, cultural exchanges, radio and television." (U.S. 

Department of State,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erms, 1987, p. 85) 

33) “What is Public Diplomacy” http://www.publicdiplomacy.org/1.htm  (검색일: 

2019. 9. 28.) 

34) Han.N.Tuch，Cmmunicating With the World，St. Martin's Press, NewYor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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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 외교는 일국의 중앙 정부가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외교이다. 공공 외교를 시행하는 주체는 국가 

정부 혹은 중앙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지방 정부와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즉 공공 외교는 반드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전통적인 경제 외교나 군사 외교와 달리 공공 외교의 

주요 방식은 문화 교류와 정보 확산이다. 특히 신시대의 공공 외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고 타국 국민에게 자국의 가치관 등을 설명하고 

홍보한다.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 확산을 통하여 국제 공감대를 

얻고 국가 전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외교는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국의 중앙 정부 주도 하에 국가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행하는 행위이다.  

 

 

2.4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의 관계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의 관계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앞서 언급한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의 개념을 보면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는 모두 타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국가 중앙 정부 주도 

하의 공식적인 외교 형식이다. 문화 외교이든 공공 외교이든 똑같은 

정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타국에서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세우며 

타국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가 외교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이로운 국체 정치 환경을 만들고 자국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문화 외교는 사실 공공 외교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외교는 공공 외교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공공 외교를 문화 외교로 부르고, 미국에서 문화 외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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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공공 외교의 범주에 놓여 있다. 한국도 비슷하게 문화 외교는 

공공 외교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35  이런 관점은 사실 지금 국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던 주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다수 학자가 

문화 외교를 공공 외교의 한 범주로 생각하고 있고 문화 외교는 공공 

외교의 핵심적 실무라고 주장한다.     

 

 

<그림 2>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의 관계 

 

<그림 3>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의 관계36 

 

 
3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10 문화외교 매뉴얼』, p.16 

36)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010 문화 외교 매뉴얼』,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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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도 문화 외교를 공공 외교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의 문화 외교는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한다. 공공 외교는 광의적 문화 외교로 말할 수 있다. 공공 외교는 

문화 외교의 외연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공 외교는 문화 외교에 내포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홍보 외교, 원조 외교, 의원 외교 등 다른 

형식의 외교 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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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비교분석 

 

중한 양국 대표적인 자국어 해외 보급과 문화 교류 기관인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비슷한 설립 배경과 목적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세계적 분포, 관리층 구성 및 

자금, 개설 방식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두 기관의 자국어 해외 보급과 문화 교류 기관의 문화 

외교 역할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 절에서 두 기관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고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보이는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3.1 공자 학원에 대한 분석 

 

개혁 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경제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세계화의 배경 하의 국제 사회에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졌다. 공자 학원은 국제와 국내 기회와 시운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2004 년부터 중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어 해외 보급과 중국 문화 전파를 주요 

목적으로 한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다. 지금까지 15 년 동안 공자 학원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2019 년 6 월까지 비영리 교육과 문화 교류 

기관으로 전 세계 155 개 국가 및 지역에 공자 학원 530 개소와 공자 

아카데미 1129개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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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자 학원의 설립 배경 

    공자 학원의 설립 배경은 크게 중국 내부적 발전 요구와 국제 

사회의 요구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내부적 

환경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개혁 개방 이후에 급부상한 중국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있어 중국은 엄청난 

가능성과 무한한 기회를 의미하게 되었다. 대외 언어 교육은 상호 

교류를 통해 타국 국민이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 공자 학원은 외국 국민이 중국이나 중국 

문화를 알 수 있기 위해 경로를 제공한다. 동시에 중국은 더 밀접하게 

국제 사회와 연결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우수한 문화와 경험을 

배워야 한다. 중국 국내의 발전 수요와 국제 환경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2004 년에 공자 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자 학원 설립은 국제 사회의 수요와 맞물린 것이다. 70 년대 

중국이 유엔에 복귀하고 중미 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중국어 학구열’이 

점점 일어났다. 21 세기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중국어의 

가치도 끊임없이 향상되었다. 타국 국민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해외 화교들의 문화 자신감도 중국의 부상과 

같이 올라갔다. 또한 중국의 발전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를 많이 

확대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의 수도 증가하였다. 자연스럽게 중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2019 년까지 

세계 곳곳에 근 70 국가들의 국가 교육 체제에서 중국어는 필수 



- 36 - 

과목으로 정해졌다. 37  공자 학원 중국의 발전 수요와 국제 사회에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설립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3.1.2 공자 학원의 목적 

<공자 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에 따라 공자 학원은 중국어 

학습에 대한 세계 각국 또한 지역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 

및 지역 대중들 중국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교육,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 다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면서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한다.38 다시 말하면, 공자 학원은 언어를 

매체로 세계인에게 중국의 문화, 가치, 철학을 전파하고 외국 민중의 

동질감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외교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본 원칙에 따라 공자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어 교육을 전개할 것; 

2). 중국어 교사의 육성과 중국어 교육 자원의 제공; 

3). 중국어 시험, 중국어 교사의 자격 인증; 

4). 중국 교육 및 문화 정보의 제공; 

5). 타국과의 언어, 문화적 교류 활동의 전개39 

 
37) https://www.douban.com/note/716780546/ (검색일: 2019.10.11) 

38) <공자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  제 1조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7537.htm 

39) <공자 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 제 16조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75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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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자 학원의 운영 현황  

    앞에 절에서 공자 학원의 기본 배경을 소개하였다. 이 절에서는 

세계적 분포 및 발전 추세, 관리층 구성 및 자금, 개설 방식 등 측면을 

통해 공자 학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살펴볼 것이다.   

a. 세계적 분포 및 추세  

2019 년 6 월까지 전 세계 155 개 국가와 지역에서 530 개소의 공자 

학원과 1129 개의 공자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그중에 아시아 

35 개국에 126 개소의 공자 학원과 112 개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 

아프리카 44 국에 59 소 공자 학원과 41 개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 유럽 

43국에 184 소 공자 학원과 322 개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 미주 26 국에 

141소 공자 학원과 559개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 오세아니아 7국에 소 

20 공자 학원과 59 개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 40   아래 <표 3>에서는 

공자 학원의 세계적 분포 현황을 제시하였다. 

 

 

 

 
40) 국가 한판 공식 웹사이트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 (검색일: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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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자 학원의 세계적 분포 (2019년 6월 30 일 기준)41 

 

<표 1>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미주와 유럽에서 설립된 공자 

학원과 공자 아카데미의 수이다. 특히 유럽에 제일 많은 공자 학원이 

설립되었고 미주에 제일 많은 공자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자 학원은 서구 국가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4 년에 한국 서울에 첫 번째 공자 학원이 설립되었다. 15 년 

동안 공자 학원은 각계의 지지를 받고 급속하게 전 세계에서 확장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자 학원을 설립한 국가의 수가 

2007 년의 66 개국부터 2018 년의 154 개국으로 증가하였다. 

2012~2013 년 동안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전제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온화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10 개국 

(지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와 <표 4>에서 2007 부터 

2018 년까지 공자 학원과 공자 아카데미의 증가 추세를 보면, 공자 

 
41）국가 한판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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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보다 공자 아카데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8 년까지 전 세계에 설립된 공자 아카데미의 수가 공자 

학원의 수의 약 2 배를 넘었다. <표 3>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 년 동안 공자 학원에 등록된 학생 수의 증가 추세를 정리하였다. 

등록된 학생 수가 2009 년의 26 만 명에서 2018 년까지 186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학생 수의 증가 추세를 통해 중국어 보급 전략으로 

설립한 공자 학원이 15 년 동안 외국인들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끌어당기는 데에 효율적인 적용을 발휘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15 년 이래 공자 학원은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표 3>와 <표 4>에서 

보여주듯이 2018~2019 년 6 월까지 공자 학원과 공자 아카데미 모두 

성장세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2018 년부터 많은 공자 학원이 

폐교되었다. 2018년 말까지 전 세계에 적어도 25개 대학교와 공자 학원 

간의 합작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22 개소 공자 학원이 폐교되었다. 

폐교가 결정된 공자 학원과 공자 아카데미는 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에 공자 학원과 공자 아카데미를 폐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근본 원인은 공자 학원과 중국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이다. 미국을 대표로 서구 국가들이 공자 학원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 이미지를 유지하고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자 학원이 가진 강한 정치적 색체는 많은 

공자 학원이 폐교되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42 물론 날로 악화하는 

중미 간의 관계도 미국 지역에 공자 학원과 공자 아카데미를 폐교하는 

 
42) ‘중국 인권 문제’ 연구가 고문견(高文謙)이 VOA 인터뷰에서 한 발언 
https://www.voachinese.com/a/pro-and-con-20150123-why-did-the-wests-

relationship-with-confucius-institutes-turn-sour/26106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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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공자 학원의 강한 정치적 색채를 약화시킬 

수 없으면 공자 학원이 폐교되는 문제는 더 지속될 것이다.43 

<표 2> 2007-2019년 공자 학원을 설립한 국가의 수44 

 

 

<표 3 >2007-2019년 공자 학원 수의 변화45  

 

 
43) https://www.ntdtv.com/gb/2019/01/15/a102489302.html 

44) 2019년 6월까지 공자 학원 본부가 발표한 데이터 활용  
 

45）2019년 6월까지 공자 학원 본부가 발표한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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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7-2019년 공자 아카데미의 수의 변화46 

 

<표 5> 2009-2018년 공자 아카데미 학생 수의 증가 추세47  

 

b. 관리층의 구성 및 자금 

영국, 독일, 스페인의 대외 언어 기관과 달리 공자 학원은 해외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46）2019년 6월까지 공자 학원 본부가 발표한 데이터 활용  
46）2019년 6월까지 공자 학원 본부가 발표한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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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공자 학원의 운영 자금원과 행정 기관의 구성을 보면 공자 

학원은 중국 문화 외교 행정 부문의 외연으로 볼 수 있다.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한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판은 11 개 국가 

기관의 고위층을 모두 포함하는 중국 교육부의 직속 부문이다. 11 개 

국가 기관의 고위층과 협력을 통해 한판은 공자 학원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결정한다. 한판은 공자 학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및 각 교육 기관 개전한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전파 활동을 지지할 것; 

둘째, 국제 중국어 교사 표준, 국제 중국어 능력 표준, 국제 

중국어 교육 요강을 제정, 개선, 보급할 것;  

셋째, 해외로 보낼 중국어 교사와 지원자를 선발하고 양성할 것;  

넷째, 중국어 능력 시험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 

다섯째, 중국에 관련된 연구를 지지할 것; 

여섯째, 공자 학원 장학금을 관리하고 중국어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개전할 것;.  

일곱째, 국제 중국어 교육을 위한 디지털 자원을 제공할 것48 

정리하면, ‘국가한판(國家漢辦)’은 공자 학원 사무를 총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어 세계화를 위해서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 

국가한판（國家漢辦）은 중국 문화 외교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48）국가한판 공식 웹사이트  http://www.hanban.org/hb/ (검색일: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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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하위 기관인 국가한판에서 관리하는 

공자 학원은 이 측면에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해외에 

있는 공자 학원들은 문화 교류 활동을 계획할 때 중국 문화부와 

외교부에 있는 관계자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자 학원이 

주도하는 문화 교류 활동을 무사하게 개전하기 위해서 중국 주 외국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때도 있다. 외국에서 진행하는 문화 교류 

활동은 중국 쪽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타국 정부의 참여가 

있어야 성공적인 교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자 학원은 

강한 공식적인 문화 외교 색깔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 학원 규정>에 따라 공자 학원 본부는 주석, 부주석, 상무 

이사,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설치하였다. 이사회 성원은 주석 1 명, 

부주석과 상무 몇 명과 15 명 이사가 담당한다. 15 명 이사에서 10 명은 

해외 공자 학원에 이사장에서 뽑아서 구성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임 이사회 주석은 항상 국무원 부총리 류옌동(劉延東)이 

담당한다. 부주석, 상무 이사는 주로 교육부, 국무원, 외교부, 재무부, 

상무부 등 국가 정부 관원이 담당한다. 공자 학원의 관리층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자 학원은 국가에서 지지를 받는 공식적인 대외 

문화 외교 기관이라는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공자 

학원 본부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국가 중앙 부처의 각 관원으로 

구성된 점에서도 대표적인 문화 외교 기관인 공자 학원과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자 학원 본부 또는 

한판(國家漢辦)과 중국 정부 간의 관계는 여전히 중국 특색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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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위계적이고 수직적 관계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49  그래서 공자 

학원은 중외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공자 학원의 발전 전략, 

계획 등 중요한 정책을 만든 데에 여전히 중국 정부가 주도한다.  

 공자 학원은 중외 합작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대외 

언어 교육 기관이다. 각 공자 학원의 설립 초기에 교육부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새로 공자 학원을 설립할 때 중국 측은 

교육부를 통해 약 15 만 달러 운전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공자 

학원 본부는 새로 설립한 공자 학원에 3000 권의 도서와 기타 교재를 

같이 제공한다.50 공자 학원은 중국 측과 외국 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후기 활동 경비는 중국 측과 해외 활동을 주관하는 

부서가 1:1 비율으로 중외 쌍방이 조달하며, 부담하는 것은 <공자 학원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의 

공자 학원은 1:1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한 

지역에서의 공자 학원은 전적으로 한판(공자 학원 본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51  

 

49）嚴曉鵬,『孔子學院與華文學校發展比較研究』,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4), pp.75. 

50) 공자학원 개설에 관한 규정.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7536.htm#nod  
(검색일: 2019. 10. 17.) 

51) Falk Harting, “Confucius Institutes an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17, No.2, March 2012, pp.62 

 

52) 공자 학원 2006년 년도 보고서 http://www.hanban.org/report/2006.pdf 
공자 학원 2015년 년도 보고서 http://www.hanban.org/report/2015.pdf 

 

53) 공자 학원 2017 년 년도 보고서 http://www.hanban.org/report/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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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학원의 연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공자 학원에 

대한 투입이 년마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 년의 공자 

학원의 총 지출은 약 0.6 억 달러였고 2015 년까지 3.1 억 달러로 

증가하였다.52 약 10 년 간에 중국 정부는 공자 학원에 대한 자금 투입을 

약 5 배 증가시켰다. 2017 년에 중국 측과 외국 측 쌍방의 공자 학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가하였고, 1:1.6 의 투입 비율을 달성하였다.53 공자 

학원에 대한 이런 급속한 예산 증가는 2006 년부터 중국어 보급 전략을 

위해 중국 정부 재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고해 왔기 때문이다. 

2019 까지 공자 학원은 전 세계에서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공자 

학원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중앙 정부부터 준 

정책적 및 경제적 지원과 관계가 깊다. 

c. 공자 학원의 개설 방식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이 해외에서 자국어 교육 기관을 

설치할 때 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단일한 국내 

행위자만 존재한다. 이와 달리 공자 학원은 중외 협력을 통한 공동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한판, 

교육부 등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중외 대학교, 사회단체, 해외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환경 차이로 인해 각 행위자에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자 학원은 설치할 때 다양한 행위자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개설 

방식을 선택한다. 현행의 중외 협력으로 운영하는 공자 학원은 주로 네 

가지 개설 방식이 있다. 1)중외 대학교 간의 합작, 2)중국 대학교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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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또한 민간단체 간의 합작, 3)중외 대학교와 다국적 기업 간의 

합작, 4)중국 대학교와 외국 정부 간의 합작 등이 네 가지 중외 합작 

개설 방식이다.54 

첫째, 중국 대학교와 외국 대학교 공동으로 개설하는 공자 학원이다. 

이 방식은 전체 공자 학원 90%를 차지한다. 이 방식으로 개설한 공자 

학원은 중국 측에서 교사 자원과 교재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 한판과 

소통하고 운영 경비를 협상하는 일을 맡고 외국 대학교는 교육 시설과 

장소를 제공한다. 교사 자원이나 직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부의 교사와 

직원을 외국 측에서 제공한다. 해외에서 개설한 공자 학원은 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자 학원을 관리한다. 공자 학원으로서 계획하는 활동은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개전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외국의 사회단체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공자 

학원이다. 중국 측에서 교사 자원과 교재를 제공하는 점에서 이런 

방식과 첫 번째 방식이 공통점이 있다. 반면 외국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개설 장소를 찾고 공자 학원의 운영과 관리에 힘을 쓴다. 

중국 화동 사범 대학교와 중미 민간 교류 단체 

화미협진사(華美協進社)(China Institute)가 공동으로 개설한 미국의 

화미협진사(華美協進社) (China Institute) 공자 학원은 대표적인 중국과 

외국 사회단체 또한 민간단체 공동으로 개설한 방식이다.  

셋째, 중외 대학교와 다국적 기업 협력으로 공동 운영하는 공자 

학원이다. 이런 개설 방식 아래에 공자 학원은 기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 구분하면 중국 대학교와 외국 다국적 

 
54) 周志剛，喬章鳳，“海外孔子學院辦學模式探析”，《江蘇高教》，2008年 5月，pp. 

32～35 



- 47 - 

기업이 합작한 공자 학원과 외국 대학교와 중국 다국적 기업이 합작한 

공자 학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전자는 영국 BP 기업, HSBC 은행, 

Deloitte，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등 6 개소 다국적 기업에서 주요 운영 

자금 지원을 받고, 중국 청화 대학교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LSE)가 주요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런던 비즈니스 

공자 학원을 대표로 한다. 후자는 중국의 ZTE 그룹에서 자금 자원을 

제공하며 프랑스 푸아티에 대학교(Université de Poitiers)와 중국 남창 

대학 (南昌大學)가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 푸아티에 대학교 공자 학원을 

대표로 한다. 이런 제 3 방 개입으로 한 개설 방식은 다국적 기업에서 

직접적 자금을 받고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공자 학원을 통해 이 기업 

발전에 필요한 중국어 능력이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합작 방식을 통해 기업과 공자 학원은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  

넷째, 외국 정부와 중국 대학교 협력으로 공동 운영하는 공자 

학원이다. 외국 정부는 교육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혜택도 

제공하고 중국 대학교는 주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는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공자 학원의 주요 특징이다. 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가능한 정책상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에드먼턴 공자 학원은 에드먼턴 교육부와 중국 

산동성(山東省) 교육청이 같이 협력하여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중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0 여 년의 발전을 통하여 에드먼턴 공자 학원은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현재 캐나다 최대 규모의 공자 학원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북미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위에 있던 네 가지 개설 방식을 이외에도 2009 년에 국가 한판은 

‘온라인 공자 학원’을 개설하였다. 온라인 공자 학원은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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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중국어 학습, 온라인 학습 

자료, 공자 학원 장학금 신청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공자 학원의 네 가지 개설 방식은 행위자, 각 행위자의 주요 책임 및 

대표적인 기관 세 가지 측면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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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자 학원의 개설 방식 

 행위자 주요 책임 대표 기관 

1. 중국 대학교  

& 외국 대학교 

중: 교사 및 교재 

제공, 한판과의 소통  

외: 장소 및 교육 

시설 제공  

90% 공자 학원 

2. 중국 대학교  

& 외국 사회단체 

중: 교사 및 교재 

제공 

외: 장소 제공, 일상 

운영  

미국 화미협진사 공자 

학원 

3. 중국 대학교  

& 외국 다국적 

기업 

대학교: 교육 업무 

담당, 운영 

기업: 자금 지원 

런던 비즈니스 공자 

학원 

외국 대학교  

& 중국 다국적 

기업 

프랑스 푸아티에 대학교 

공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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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자 학원의 교육 내용  

    공자 학원 본부인 한판(漢辦)은 2008 년에 ‘국제 중국어 교육 통용 

과정 대강(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이하 ‘대강’)을 공포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45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의 공자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2013 년에 

한판은 전문가 팀을 조직하고 <대강>을 수정하였다.55 

<그림 3> 국제 중국어 교육 통용 과정 대강(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56 

 

 
55）공자 학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hanban.org/article/2014- 

05/14/content_536059.htm 
56）공자 학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hanban.org/article/2014-

05/14/content_536059.htm  

4. 외국 정부  

& 중국 대학교 

중: 교육 업무 담당 

외: 교육 실시와 

장소, 혜택 

캐나다 에드먼턴 공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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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강은 2013 년에 수정되었고 전 세계 공자 학원 중국어 

교재의 개발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다.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대강에서 국제 중국어 교육 과정의 목표와 구조를 규명하였다. 대강에 

따른 교육 과정의 목표는 언어 지식, 언언 스킬, 전략 그리고 문화 능력 

등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다. 그중에 문화 능력에 관한 설명이 

주목된다. 문화 능력은 학습자들이 국제 관점과 다문화 의식을 갖춘 

동사에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강에서 이르는 

문화 능력은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이해, 다문화 의식 및 국제 관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대강에서 중국어 등급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한 

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지시하였는데, 전제적으로 보면 학습자들의 

문화 지식은 중국의 문화, 역사, 예절, 인간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 다음에 ‘문화 이해’에서 중국의 기본 가치관을 접하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다문화 의식은 문화 이해가 생기면 학습자들이 

자국의 문화와 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국제 시계를 양성하는 것은 문화 능력 유성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은 역시 공부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 문화와 중국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점점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공자 

학원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중국 문화와 중국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자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 

중국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공자 학원은 역시 언어를 이용하고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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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제 중국어 교육 과정의 목표와 구조 관계57 

 

3.2 공자 학원의 문화 외교 역할 

    제 2 장에서 살펴봤듯이 소위 문화 외교는 일국 정부 주도 하에 타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매체를 통해 상호의 이해를 증진하면서 

호의적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자국의 가치관,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다. 

문화 외교의 근본적 목적은 자국의 문화, 가치관, 철학을 전파함으로써 

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결국 국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15여 년 이래 중국 정부 지지 

하에 대표적인 중국 문화 외교 일환인 공자 학원의 문화 외교 역할을 

그의 업무 범위를 통해 뚜렷하게 전시한다. 앞 절에서 정리하였듯이 

 
57) 공자 학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hanban.org/article/2014- 

05/14/content_5360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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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학원의 주요 업무는 다섯 측면에서 진행된다. 중국어 교육, 교사 

양성과 교재 제공, 중국어 능력 시험, 중국과 중국 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타국과의 문화 교류 활동 개전 등이다. 근년 이래 타국 국민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끌기 위해 공자 학원은 ‘공자 학원 

장학금’을 제공하여 ‘새 중국학 계획(新漢學計畫)’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공자 학원의 문화 외교 역할은 주로 중국어 

대외 교육과 중국 문화 대외 전파와 관련한 ‘밖으로 진출(走出去)’ 

전략과 타국 국민의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끄는 것은 

‘끌어오기(引進來)’ 전략 두 방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2013 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習近平）중국 공산당 제 18 회 

제 3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十八屆三中全會)에서 ‘문화 밖으로 

진출(文化走出去)’하는 전략을 강조하였다. ‘문화 밖으로 

진출(文化走出去)’ 전략은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국가 소프트 파워를 

증강하는 데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 된다. 공자 학원의 ‘문화 

밖으로 진출’ 전략은 주로 세계적 분포, 여러 기지 문화 전파 활동 개전, 

교사 및 교육 자원 제공, 중국어 등급 시험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끌어오기(引進來)’ 전략은 주로 공자 학원 장학금 설치, 

‘새 중국학 계획 (新漢學計畫)’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공자 학원은 중국과 세계 각국 문화 교류의 다리를 만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4 세계 최초의 공자 학원을 설립한 후 15 여 년 이래 

공자 학원은 전 세계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공자 학원의 

점점 확장하는 전 세계 분포 데이터를 통해 공자 학원 ‘밖으로 

진출(走出去)’ 전략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자 

학원은 대외 중국어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대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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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 공자 학원 본부는 매년 중국 

전통적인 명절을 맞을 때 중국 국내 문화, 문예 자원을 조화시키고 

우수한 공연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각국 공자 학원에 문예 투어와 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58  이와 같이 공자 학원은 적극적으로 중국과 해외 

각국 간의 문화 교류 기회를 만든다. 해외의 공자 학원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많이 조직하였다. 공자 학원이 

본부 주도한 활동 중에서 “Chinese Bridge(漢語橋)” 라는 외국인을 

대상의 중국어 말하기 대회는 규모가 제일 크고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2002 년 “Chinese Bridge(漢語橋)”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백여 개국의 근 백만 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총 18 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59  공자 학원은 적극적으로 중국 문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중국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타국 국민의 중국에 관한 관심을 사로잡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공자 학원은 주동적으로 대외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타국 민중의 

관심을 끌고 자발적으로 중국 문화를 이해하게 만든다.  

     공자 학원은 부드러운 방식을 통해 타국 국민에게 중국 가치관을 

설명하고 전파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교묘하게 

‘중국위협론’을 해소할 수 있다. 해외에 설립된 공자 학원의 교사 자원과 

교재는 주로 중국 측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공자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중국 가치관이 들어간 교재를 이용하고, 중국 교사들의 강의를 

통해 더 깊게 중국에 대한 중국 측에 영향을 가진 새로운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중국 측으로 주도한 문화 수출은 모르는 사이에 타국 국민에게 

 
58 ）국가 한판 뉴스 센터 http://www.hanban.org/cooperation/article/2018- 

11/15/content_752238.htm 
59 ）중국 뉴스 네트워크(中國新聞網) http://www.chinanews.com/hr/2019/08- 

12/892434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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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다. 21 세기 이래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주목을 받던 동시에 서구 국가들은 위협을 느끼고 ‘중국위협론’을 

선양하였다. 공자 학원은 세계에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중국 가치관을 

세계 각국 인민에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공자 학원을 통해 중국은 타국과 호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공자 학원은 다양한 개설 방식이 존재한다. 공자 학원은 중외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설립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중외 쌍방에 상호 

이해와 소통, 또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자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자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공자 학원을 운영하는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중국 측과 타국 정부, 사회 단체, 타국 다국적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과 외국 각 측면 부서의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3.3 세종 학당에 대한 분석  

 

3.3.1 세종 학당의 설립 배경 

    세종 학당은 주요 세 가지 수요가 맞아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 국외 한국어 교육을 총괄하는 대표 

브랜드 육성의 수요 및 국가 위상 제고의 수요이다.60 경제 발전에 따라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확대하였다. K-콘텐츠를 

통한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하였기 때문에 케이팝 팬들의 한국어와 

 
60) 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210 (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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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고용 허가 시행 등으로 국내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대표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브랜드 기관인 ‘세종 학당’이 탄생하였다. 

국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의 대표로서 세종 학당을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진 한국 국립 국어원은 2007 년에 

몽골에서 첫 번째 세종 학당을 성립하였다.  

3.3.2 세종 학당의 목적  

    세종 학당은 한국 국립 국어원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2007 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한국어 해외 보급과 문화 교류 

기관이다. 케이팝, 한국 유학이나 여행, 한국 기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호기심을 갖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세종 학당은 

한국을 알리는 통로가 되며, 세종 학당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한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문화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종 학당은 “세계는 세종 학당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은 세종 학당을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어 세계화 과정에서 힘쓰고 있다.61 다시 말하면 

세종 학당의 근본적 목적은 쌍방의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의 문화, 가치관, 철학 등을 전파하는 것이다. 타국의 

 
61） 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100  (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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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을 통해 국가 간의 문화 범용, 상호 교류와 

합작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 문화 외교 정책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세종 학당의 구체적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보급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종 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2).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홈페이지 “누리-

세종학당” 개발 및 운영; 

3). 세종 학당의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4).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 과정 운영; 

5). 한국 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 인력 파견; 

6). 그 밖에 한국어, 한국 문화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62 

 

3.3.3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 

    이 절에서는 세종 학당의 세계적 분포 및 추세, 관리층 구성 및 

자금원, 개설 방식 등 측면을 통해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62）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210 (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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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계적 분포 및 추세 

2019 년 6 월까지 전 세계 60 개 국가에 180 개소 세종 학당이 

설립되었다. 그중에 아시아 22 개국에 105 개소 세종 학당이 있다. 

아프리카 4 개국에 4 개소의 세종 학당이 있으며, 유럽 1 개국에 38개소 

세종 학당이 있다. 미주12개국에 29개소 세종 학당이 있다. 오세아니아 

2 개국에 4 개소 세종 학당이 있다.63 현재까지 세종 학당 재단의 지원 

하에 세계 곳곳에 성립된 세종 학당의 세계적 분포 현황을 아래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세종 학당의 세계적 분포(2019년 6월 기준)64 

 

  <표 7>를 보면 세종 학당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아시아 22 개국에 

 
63) 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검색일: 2019. 10. 
22.) 

64）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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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개소 세종 학당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세종 학당의 

수가 제일 많은 TOP 3 국가는 중국(29 개소), 일본(17 개소), 

베트남(15 개소)이다. 이런 분포 상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과 정 상관성이 존재한다. 65  세종 학당이 설립된 국가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미설립 국가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근년 이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일찍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 많은 한국 산업 단지를 조성하였다. 

   <표 8>, <표 9>, <표 10>에서 근년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국가 

수의 변화, 세종 학당 개소 수의 변화 및 세종 학당 수강생 수의 변화를 

통해 세종 학당의 기본 운영 현황을 볼 수 있다. <표 8>에서 보이듯이 

전제적으로 보면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늦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2015 년 간의 증가율이 매우 낮고 

심지어 2016~2017 년 간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가 나왔다. 

2016 년에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58 개국 있는데 2017 년에 

54 개소로 4 개소가 감소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표 9>에서 보이듯이 

2016-2017 년 동안 세종 학당의 개소 수도 2016 년의 174 개소에서 

2017 년의 171 개소로 3 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 추세는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종 학당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사드 문제 

때문에 중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6년에 중국에 26개소 세종 

학당을 설립하였는데 2017 년에는 24 개소로 감소하였다.66 사드 비치로 

 
65）신가회, 정하주, 김미현, “한국 공공 외교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세종 

학당, 공적 개발 원조, 지방 자치 재단 국제 교류가 한국의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2006, 34집 4호, pp. 135~168 

 
66）세종 학당 2016년 연도 보고서 pp. 24 세종 학당 2017 년 연도 보고서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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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중국 민중들에게 반한(反韓)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상품, 한국 문화, 한국 여행 등을 제재하였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限韓令)’ 역시 중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무역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학당도 이를 피할 수 없어 

영향을 받았다. 사드로 인한 중국 내 세종 학당의 수강생이 2016년보다 

2017 년에 30%나 감소하였다.67  

  <표 9>에서 세종 학당 개소 수의 변화 추세를 정리하였다. 

2013~2015 년 동안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5~2016 년 동안 세종 학당 개소 수의 증가 속도도 제일 빠르며 

1년간에 26개소가 증가하였다. 2013-2019년 7 년 간의 평균 증가율은 

약 년 8-9 개소이다. 하지만 2016 년에 증가한 세종 학당의 수가 평균 

증가율의 3 배를 초과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국가 수의 변화나 세종 학당 개소 수의 변화와 달리 세종 

학당 수강생의 수가 <표 10>에서 보여주듯이 2013-2018 년 동안에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6~2017 년 동안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세종 학당 개소 

수가 다 감소하였지만 세종 학당 수강생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2016~2017 년에 증가된 수강생의 수가 2015-2016 년에 

증가한 수강생의 수의 2 배를 초과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6 년 이전에 증가한 세종 학당 수강생의 수가 연평균 약 2 만 명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6 년부터 증가한 수강생의 수가 4 만 

명으로 예전보다 2 배 정도 되었다.  

 

 
67）New1 뉴스 [국감브리핑] 국회 교문위 박경미 의원 

http://news1.kr/articles/?31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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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3-2019년 세종 학당 운영 국가 수의 변화68 

 

 

 

<표 9> 2013-2019년 세종 학당 개소 수의 변화69 

 

 

 

 

 
68） 2013-2018년 세종 학당 재단 연차보고서 참고 

69） 2013-2018년 세종 학당 재단 연차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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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3-2018년 세종 학당 수강생 수의 변화70 

 

 

b. 관리층 구성 및 자금원 

2007 년부터 2019 년까지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네 번째 

변동을 겪었다. 2007 년부터 2009년 5월까지 국립 국어원이 세종 학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2009년 6월부터 2010 년 2 월까지는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맡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0 년 3 월부터 

2012 년 10 월까지는 한국어 세계화 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세종 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2012 년 10 월부터 현재까지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세종 

학당 재단은 한국 「국어기본법」 제 19조의 2 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관이다.71 세종 학당 재단의 조직 구성을 아래 <그림 6>과 같이 

정리하였다.  

 
70） 2013-2018년 세종 학당 재단 연차 보고서 참고  

71）2013년 세종 학당 재단 백서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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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종 학당 관리층의 구성72 

 

이외에도 세종 학당 재단 조직 구성도에서 세종 학당 재단은 한 

명의 사무총장에 다섯 부서라는 관리층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학당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사무총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주로 기획총괄부, 학당지원부, 교원지원부, 

콘텐츠지원부 및 문화사업부 등 다섯 개 부서를 통해 세종 학당 업무를 

관리한다. 다섯 개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맡고 공동적인 협력을 통해 

세종 학당 본부의 운영을 유치한다. 5 개 부서의 기본 업무는 아래와 

같다.  

 
72) 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300 (검색일: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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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총괄부: 기관 비전,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및 

조직 관리; 부서 및 국회 관련 업무 등; 

2. 학당 지원부: 세종 학당 신규 지정; 세종 학당 운영 

지원 및 평가; 세종 학당 사업비 관리 등; 

3. 교원 지원부: 한국어 교원 선발 및 해외 파견 세종 

학당 현지 재교육 지원; 

4. 콘텐츠 지원부: 세종 학당 교육 과정 설계; 온-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누리-세종 학당 운영 및 

관리; 학습자 성취도 평가 개발 등; 

5. 문화 사업부: 세종 문화 아카데미 운영 지원; 세종 

학당 교류 행사 개최; 세종 학당 문화 연수 운영 관리 

등73 

세종 학당 본부에 대한 관리 구성은 회사 구성처럼 이사장 1 명, 

이사회, 비상인 감사 등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구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것보다 조직의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 설정에 대한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한 정치색을 가진 공자 

학원과 달리 세종 학당 본부의 관리층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신분만 있다. 즉, 세종 학당 관리층 구성원들과 정부 관원 신분이 세종 

학당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73） 2018년 세종 학당 재단 연차 보고서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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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3-2018년 세종 학당 운영 예산의 변화7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종 학당 재단은 국가 체육 관광부 산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관이다. 

그래서 세종 학당은 주로 정부 자원금을 통해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며 

95% 이상의 운영 자금이 정부 지원금으로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자원금은 주로 세종 학당 자원 사업, 세종 학당 재단 운영 지원 및 

한글 발전 유공자 초청 사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쓰인다. <표 11>에서 

2013~2018 년 동안 세종 학당 운영에 대한 예산 변화를 정리하였다. 

<표 11>을 통해 세종 학당 운영에 대한 예산이 6 년 동안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2016 년 동안 매년 25% 정도의 

예산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것은 2017 년에 2016 년보다 

33.3%의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8 년의 예산은 2017 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지만 대체적으로 2017 년의 예산과 같다.  

     사회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은 세종 학당의 또 하나의 자금 유입 

경로이다. 2012 년 세종 학당 재단이 출범한 이후로 각 사회 기관, 

 
74）2013-2018년 세종 학당 재단 연차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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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각종 협정을 체결하였다. 각종 기관 및 기업과 연계를 맺고 세종 

학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2012 년에 구글 코리아와의 

협정을 통해 세종 학당 전용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세종 

학당의 인터넷 홍보 구도를 보강하였다. 또한 KB 국민 은행, CJ E&M 

등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세종 학당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교재, 자료, 교구 등 지원을 얻었다. 사회단체,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세종 학당은 경제적 측면에 있는 자원을 

보장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외 홍보 구도까지 유치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해외 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c. 개설 방식 

     

     세종 학당의 개설 방식은 주로 일반형과 협업형 등 두 가지가 

있다. 일반형 세종 학당은 독립형 세종 학당과 연계형 세종 학당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소위 독립형 세종 학당은 현지 운영 기관으로 

단독 운영하는 것이다. 독립형 세종 학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은 

세종 학당 본부에 직접 신청하고 본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고 현지 

운영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세종 학당에 대한 관리와 정산 업무를 

담당한다. 연계형 세종 학당은 현지 운영 기관과 국내 운영 기관 및 

대한민국 재외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연계형 세종 

학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해외 현지 기관은 한국의 관리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와 운영을 하다. 하지만 세종 학당 재단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국의 관리 기관이 관리하고 정산하는 것이다. 

독립형과 연계형 세종 학당을 제외하고 세종 학당 재단과 대한민국의 

비영리 공공 기관이 업무 협약 체결을 하여 공동 운영하는 협업형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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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도 있다. 이런 유형으로 운영하는 세종 학당의 큰 특징은 세종 학당 

재단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종 학당은 독립형, 

연계형, 협업형 등 세 가지 개설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개설 방식은 

운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독립형 세종 학당은 해외 현지 

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연계형 세종 학당과 협업형 세종 

학당은 다 두 운영 주체가 있지만 특징은 다르다. 연계형 세종 학당은 

해외 현지 운영 기관과 한국 국내 운영 기관 혹은 한국 재외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협업형 세종 학당은 세종 학당 

재단과 대한민국의 공공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세종 학당의 세 

가지 개설 방식을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2> 세종 학당의 개설 방식75 

일반 

독립형 
세종 학당을 현지 운영 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형의 세종 학당 

연계형 

현지 운영 기관과 국내 운영 기관(재외 

공공 기관 포함)이 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형의 

세종 학당 

협업형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기업, 

기업의 사회 공헌 등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공익 법인, 

사회 복지 법인 등)이 자원금을 교부 

받지 않고 운영하는 세종 학당 

 
75） 세종 학당 재단 공식 웹 사이트 참고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910 (검색일: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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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당 본부는 세종 학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 자격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 해외 현지 운영 기관의 경우는 현지 국가 정부 

기관 아니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 부속 기관들이 세종 학당 운영의 신청 자격을 

구비한다. 이와 같이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혹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민간단체는 세종 학당의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국내에 있는 기관 

또한 재외 공관의 경우는 한국 정부 기관(재외 공관 등),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직접 혹은 위임을 받던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세종 학당을 운영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 내 대학 및 대학원,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 주체는 국외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들도 세종 학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세종 학당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비영리 또한 공익 목적으로 된 조직이어야 

된다. 둘째,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조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익을 위한 

것보다 교육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보장하며 세종 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이라는 근본 목적과 일치한다. 

    세계 곳곳에 설립한 현지 세종 학당을 제외하고 세종 학당 재단은 

전 세계 어디서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세종 학당 (누리-세종 

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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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세종 학당의 교육 내용 

세종 학당은 공자 학원처럼 스스로 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0 년에 국립 국어원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이하 

‘모형’)을 공포하였다. 세종 학당 교육 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 근거해 운영된다. 세종 학당 교육 과정은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과 현지 학습자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특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학당 기본 교육 과정의 

등급은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교육 내용은 

다르다.  

기본 과정은 한국어 과정과 한국 문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모형’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은 7 개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각 

등급의 목표는 ‘주제’, ‘언어 스킬’, ‘언어 지식’ 그리고 ‘문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언어 스킬’은 학습자들의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능력이고, ‘언어 지식’ 은 단어, 문법, 발음과 관련된 지식이다.  

소위 ‘문화’는 문화 지식, 문화 실천과 문화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공자 학원처럼 세종 학당의 교육 과정에서도 문화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모형’에서 등급마다 다른 문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1 급과 

2 급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문화와 한국 연령차별 등급 

사회의 형태를 알게 되면서 한국의 일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급과 4 급 학습자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5 급과 6 급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한국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이해시키고,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정보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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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도록 한다. 7 급의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를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 등 각 영역에 대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세종 학당은 역시 예외없이 한국어 해외 보급을 하면서 

문화 내용을 매우 중시한다.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동시에 자국의 가차관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 

학당은 한국 문화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4 세종 학당의 문화 외교 역할  

     한국은 2010 년에 외교 백서에서 최초로 ‘문화 외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한류’는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케이팝을 대표로 한 ‘한류’는 활발하게 전 세계 

범위에서 영향을 확대하면서 한국 문화를 수출한다. 세종 학당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오랜 염원으로 탄생한 것 중 하나이다. 76 

세종 학당은 ‘한류’의 열풍을 타고 날로 증가하는 한국에 관한 관심을 

가진 케이팝 팬들의 수요를 맞추고, 한국어 해외 보급 전략으로 중요한 

문화 외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 학당은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교육과 문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세종 

학당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과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 

학습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또한 문화 활동과 언어 

교육을 융합하여 학습자들의 취미를 끌어들일 수 있고 교육 내용을 

 
76）세종 학당 재단 이사장 강현화, “한류 확산을 위한 세종 학당의 역할과 전망” 포럼 

인사말, 2019.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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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게 할 수 있다.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융합함으로써 세종 

학당은 단일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문화 간의 교류 및 학습 

과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호의적 문화 충돌로 인하여 한국 문화는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 일부가 세종 학당을 통해 

‘한류’를 더 확산시켜 더 큰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세종 학당의 문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외부에서 교수이거나 국회 의원 등 게스트를 초대하여 

세종 학당 내에서 세미나 혹은 포럼 등 학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문화 체험 및 다양한 

축제 활동이다. 세종 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한복 체험, 전통 

한국 게임, 한국어 말하기 대회, 문화 축제 등 직접 체험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느낀다. 

    세종 학당이 조직하는 문화 활동은 한류 콘텐츠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케이팝, 드라마가 세계인의 흥미를 자극하는 장치라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 학당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77 그래서 세종 학당의 문화 

전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종 학당 재단은 구글, 국립 국악원, 

한국 방송 회사(KBS), 아리랑 TV 등 여러 기업 및 매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다양한 문화 전파와 문화 교류 형식을 가진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류 기관을 만들었다. 특히 누리-세종 학당 웹사이트에서는 

생활, 여행, 대중문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주제로 YouTube 

영상을 만들어서 세계인에게 전반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77） 강형화,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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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제로 만든 영상은 주로 한국의 역사, 한국 국기, 국화, 음식 

문화 등 한국 사람들의 일상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행을 

주제로 만든 영상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투어 대 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하면 떠오르는 흔한 여행지가 아닌, 한국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여행지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연예인으로 이뤄진 팀 간의 대결을 

통해 재미있게 소개한다. 78  ‘서울 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하는 주제로 진행한다. 즉, 

관광, 문화, 역사, 지리, 건축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다. 

‘고인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은 글로벌에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삶은 물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는 있는 

세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매체로 하나가 되는 세계인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대중문화 부분에서 세종 한국어 회화 교재를 이용하여 

웹드라마를 제작하였는데, 웹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한국어 표현과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 이런 교육과 오락을 한데 융합하여 학습자들이 즐기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누리-세종 학당에는 한국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담은 만화와 애니메이션도 

존재한다. 이 모든 내용은 세종 학당 재단과 구글 코리아, 한국 국가 

방송 회사(KBS), 아리랑 TV등과 공동으로 완성한 것이다.  

세종 학당은 ‘한류’ 추세를 타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교육 과정을 시행한다. 세종 학당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한국의 장점을 이용하고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등의 새로운 형식으로 외국인들에게 전체적으로 한국의 

 
78） 누리 세종 학당 공식 웹사이트 “즐겨요” http://www.sejonghakdang.org (검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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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오락과 교육을 융합하는 형식은 타국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세종 

학당의 문화 프로그램은 가장 강한 한국 특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비교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모두 자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자국어 해외 보급 수요에 따라 탄생한 기관이다. 두 기관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 방식과 교육 내용 등 방면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많다. 본 절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를 하여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3.5.1세계적 분포 및 추세의 비교  

 

     공자 학원은 2004 년에 첫번째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다. 근 15 년 

이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확장하고 있다. 2019 년까지 전 

세계150개 국에 530개소의 공자 학원과 1129 개소의 공자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세종 학당의 세계적 분포와 달리 공자 학원은 주로 미주와 

유럽 등 서구 국가 지역에 집중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2007 년부터 

시작한 세종 학당은 공자 학원에 비하면 시작 및 발전 속도가 좀 

느리다고 말할 수 있다. 2019 년까지 전 세계 60 개국에 180 개소 세종 

학당이 설립되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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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본에 있는 세종 학당의 수가 제일 많다. 세계적 분포 측면에 

비교하면 전 세계에 공자 학원 설립한 국가의 수는 세종 학당을 설립한 

국가 수의 2.5 배이고, 공자 학원의 개소 수는 세종 학당 개소 수의 약 

3배이다.  

수강생의 수로 비교하면 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2018 년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공자 학원에서 수강한 수강생의 수가 186 만여 

명이고, 세종 학당은 16만6천여 명에 불과하여 11배가 넘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규모 상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도의 차이도 

많다. 전 세계에서 대량적으로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지도가 세종 학당보다 확실히 높다. 세종 학당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한다는 점에서 세종 학당의 세계 인지도가 높아지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국 문화 외교 전략에서 공자 

학원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류’를 확산하는 것이 한국 문화 외교 

전략의 핵심이며 그중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 학당은 ‘케이팝’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79  

 

3.5.2 관리층 구성 및 자금원의 비교 

 

관리층 구성으로 비교하였을 때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간의 

차이도 크다. 두 기관의 관리 측면에서 존재하는 제일 큰 차이는 

정부로부터의 간섭이다. 우선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 문화 외교 외연 

 
79） 마텔린 솔라노 아센시오,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문화 외교: 칠레 세종. 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2017 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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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로 존재하는 것이며 중국 국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강한 

정치성을 가진 기관이다. 공자 학원 분부는 중국 교육부 직속 부서 

‘한판(國家漢辦)’이라는 기관이 운영한다. 한판은 11 개 국가 기관의 

고위층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자 학원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체결한다. 또한 공자 학원 본부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국가 중앙 

부처의 각 관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공자 학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중국 정부 간섭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세종 

학당의 관리층 구성은 공자 학 

원보다 정부 간섭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문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세종 학당 본부인 세종 학당 재단은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 

부서이다. 세종 학당 본부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세종 학당의 발전 

방향과 전략은 세종 학당 본부로써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사회 

밑에 사무총장과 5 개 부서를 설치하며 세종 학당의 일상 업무를 

관리한다. 공자 학원의 관리층 구성과 비교하면 세종 학당의 관리층 

구성은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간섭이 없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세종 학당 발전 과정에서 

관리층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변화를 겪었다. 관리층의 변동은 

세종 학당 장기적 발전 전략에 불안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관리층의 구성은 그의 본부와 센터 

간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데, 세종 학당 본부와 각 센터는 다른 기능을 

가진다. 세종 학당 본부는 세종 학당 각 센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센터에 대한 의견과 지도를 주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 학당 각 센터는 충분히 자치권을 가진다. 반면에 세종 

학당과 달리 공자 학원 각 센터는 공자 학원 본부로부터 직접적 관리를 

받는다. 공자 학원 각 센터는 공자 학원 본부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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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점은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관리 측면에서 제일 큰 

차이이다. 정리하면 공자 학원은 정부의 영향을 받아 강한 중국 특색을 

지닌 대외 문화 외교 기관이고, 세종 학당은 ‘한류’를 확산하기 위한 

일정 자치권을 가진 대외 문화 기관이다.  

 자금원 측면으로 비교하면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큰 차이 없이 

주로 자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일상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자 학원은 교육부에서 자원금의 형식으로 운영 자금을 받고, 세종 

학당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운영을 유지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이 두 

기관에 대한 투입을 년마다 늘리고 있지만 두 기관에 대한 투자액이 큰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2015 년에 중국 정부가 공자 

학원에 3.1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세종 학당 2018년의 보고서에 등장한 

예산은 약 0.22 억 달러이다. 자금 부족의 문제가 세종 학당의 발전 

속도를 제한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5.3개설 방식의 비교 

 

 개설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차이가 

존재한다. 세종 학당보다 공자 학원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개설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공자 학원을 운영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지만 주로 중외 

쌍방 공동으로 공영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자 

학원의 한 행위자는 중국 대학교가 된다. 90%의 공자 학원은 중국 

대학교와 외국 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교는 공자 학원에서 교육 역할을 맡고, 외국 대학교는 교육 장소와 

시설 등 일상 사무를 주관한다. 공자 학원 본부인 한판(國家漢辦)은 

공자 학원 각 센터에 대한 자금 자원을 제공하고 공자 학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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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검사한다. 다시 말하면 공자 학원 본부는 각 공자 학원의 운영에 

전제적인 지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세종 학당의 개설 

방식은 공자 학원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종 학당 본부인 세종 학당 

재단은 세종 학당 각 센터에 대한 간섭이 적으며 각 세종 학당은 

독립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래서 세종 학당은 독립형, 연계형과 

협업형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이 존재한다. 세종 학당 재단은 주로 각 

세종 학당에게 자금과 교육 자원을 준다.  

정리해보면 개설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간의 차이 주로 외국 행위자의 참여도를 통해 나타났다. 협업 형식으로 

개설된 공자 아카데미는 단 한 곳뿐이며, 세종 학당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개설된다. 외국에서 설립된 모든 공자 학원은 중국과 외국 

쌍방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한 모든 공자 학원은 공자 

학원 본부 한판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고 자치권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세종 학당의 본부인 세종 학당 재단은 외국에서 설립한 

세종 학당에 대해 많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 학당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개설될 수 있다. 

  

3.5.4 문화 외교 역할의 비교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중한 양국 유일한 대외 언어 교육 

기관으로서 그들의 문화 외교 역할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자국 언어와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자국과 타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호의적 

국가 이미지를 만든다. 언어와 문화를 매체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 가치관을 전파하였다. 최종적으로 자국 국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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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국가 소프트 파워를 증강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자국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최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 외교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공자 학원은 주로 ‘밖으로진출(走出去)’ 및 ‘끌어오기(引進來)’의 두 

전략을 통해 해외에서 문화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새 

중국학 계획 (新漢學計畫)’은 ‘밖으로 진출(走出去)’ 전략에서 제일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타국 학자들이 중국학을 

연구하도록 관심을 끌고 중국 문화 대외 전파를 가속화한다. 중국어 

말하기 대회 ‘Chinese Bridge(漢語橋)’는 성공적인 ‘끌어오기(引進來)’ 

계획 중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Chinese Bridge（漢語橋）’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의 형식을 이용하여 전 세계 중국어 능력자들에게 교류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다. 또한 ‘공자 학원 장학금’을 유치함으로써 

중국어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을 끌어왔다. 또한 공자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사들은 모두 다 중국 대학교에서 파견한 중국인 교사들이다. 

공자 학원 교사들이 강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국 가치관을 

전파하면 학습자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공자 학원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주로 중국 전통 

문화를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수단이 세종 학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문화 내용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나타났다. 또한 ‘한류’처럼 중국도 자국의 문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공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문화 활동은 경극, 무술, 서도 등 

전통 문화 콘텐츠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중국 전통 문화는 자신 충분한 

매력이 있지만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전통 문화를 매체로 

외국인들을 흡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본심에서 나오는 흥미를 

이끄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자 학원은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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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통 문화를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대중문화 내용과 같이 

융합하여 세계인에게 중국 문화의 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세종 학당은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 문화 교육 내용도 한국 

전통 문화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류’ 콘텐츠를 같이 포함한다. 세종 

학당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준다. 세종 학당이 개최하는 문화 체험 

활동은 주로 축제와 한류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대중 문화의 

매력을 전시한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세종 학당(누리-세종학당)을 개발하였고, 이는 더 효율적인 

한국 문화 전파 수단이 되었다. 누리-세종 학당에서 웹툰, 웹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재미있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 도시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오히려 공자 

학원보다 세종 학당에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잘 융합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방식으로 문화를 전파한다. 특히 세종 학당은 한국의 

발달한 대중 매체 자원을 이용하여 한국 구글, 한국 방송 회사(KBS), 

아리랑 TV 등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홍보 구도를 

확대하였고, 이로써 세종 학당은 더 다양한 교류 형식을 갖추어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어 대외 교육 기관이 되었다. 세종 

학당은 한국의 우세점을 잘 이용하여 오락, 문화 전파와 언어 교육을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찾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하고 ‘한류’의 영향력을 더 깊게 

하였다.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은 모두 중한 양국 자국어 해외 보급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분야가 되었다. 두 기관은 해외에서 자국의 

호의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타국 국민들의 호의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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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도 많다. 특히 각 기관에서 

전시하는 문화 내용과 문화 전파 수단 등 방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공자 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문화 내용은 경극, 무술, 서도 

등 전통 문화 콘텐츠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문화 수단도 상대적으로 

단일하게 중국 쪽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타국 국민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공자 학원과 달리 세종 학당은 오락, 

문화, 교육 등 세 가지 요소를 잘 융합하여 대중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문화 형식을 취한다.   

종합해 보면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에서 문화 전파에 대해 

치중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이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공자 학원은 중국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세종 학당은 한국 

전통 문화보다는 새로운 표현 형식을 이용하여 한국 대중문화와 같이 

한국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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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한 문화 외교 정책의 비교∙분석 

 

     앞 장에서 세계적 분포 및 추세, 관리층 구성 및 자금, 개설 방식, 

문화 외교 역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양국의 다른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그들의 한계점을 찾고 제안을 제시하도록 시도한다.  

 

4.1중국의 문화 외교 특징 및 한계점 

      

     공자 학원의 세계적 분포 및 추세, 관리층 구성 및 자금, 개설 

방식 등의 방면을 통하여 거시적인 공자 학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외교 기관인 공자 학원은 그의 

운영 현황을 통해 어느 정도에 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에 반응할 

수 있다. 공자 학원 운영 현황을 통해 보여주는 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 외교의 주체는 중국 정부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강한 

공식적인 색채를 가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공자 학원의 관리층 

구성과 자금원 등의 측면에서 중국 정부 부문의 참여와 간섭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공자 학원 본부인 국가 한판(漢辦)이 모든 공자 학원 센터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공자 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에서 해외에 설립한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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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한판(漢辦) 지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80 

한판(漢辦)은 중국 교육부 직속 부서이므로 강한 공식적인 색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세종 학당 재단 이사회 구성원처럼 단순한 

신분만 기지는 것이 아니라 공자 학원 본부 이사회 고위 구성원은 중국 

국무원이나 교육부 부문의 관원으로 구성된다. 이 측면에서 보면 공자 

학원이 중국 정부의 정치성 특성과 공식적인 색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타국 정부와 대중들의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 서구 학계에서 언급되는 ‘중국 위협론’은 이런 

강한 정치 색채 및 공식적인 색채가 가진 중국의 문화 외교 정책과 

무관치 않을 터이다.  

공자 학원의 운영 자금 측면에서도 그의 공식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공자 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에 따라 한판(國家漢辦)은 새롭게 

설립되는 공자 학원에 15 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공자 학원의 후속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중외 쌍방 1:1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공자 

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사실상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한판(國家漢辦)의 자원금에 

의존하여 운영을 이어 나가게 된다. 공자 학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간섭이 많은 경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관찰하며 

문제를 봐야 한다. 물론 공식적인 색채 및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측면은 

타국 정부와 대중의 의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문화 외교의 효과와 

소프트 파워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 지도 하의 문화 외교 

활동은 강한 정부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경제적 보장이 약속된다. 강한 

정부의 지원은 공자 학원이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이다.  

 
80） <공자 학원 규정(孔子學院章程)> 제 12조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75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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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국은 문화 외교 시행 과정에서 쌍방 합작을 중시하고 문화 

다원화를 추구한다. 중국은 언제나 ‘평화 발전’이라는 기본 발전 원칙을 

지키고 타국과 공통점을 취하고 차이점을 보류하여 쌍방이 이익을 얻는 

합의점을 찾고 있다. 공자 학원 개설 과정에서 중국 대학교는 외국 

대학교, 민간단체, 정부 부문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식을 취한다. 

중국 쪽은 적극적으로 타국과 호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국은 대외 문화 전파 과정에서도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자 학원은 ‘서로 존중, 우호적 협상, 평등 호혜’라는 

원칙을 지키고 또한 현지 문화 교육 전통과 사회 습속을 존중하여 

해외에서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개전해야 한다고 <공자 학원 규정 

(孔子學院章程)>에서 규정하였다.81  서구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서양 

문명 중심론’과 달리 공자 학원 대외 문화 전파 과정에서 세계인에게 

중국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고, 타국 문화를 동화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타국과 상호 교류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더 중시한다. 세계 문화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위협이나 수매하는 강제적인 방식보다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타국과 

공통점을 취하고 차이점을 보류해야 타국의 상호 이해를 받을 수 있고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타국 문화의 장점을 취하여 자국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문화 외교 내용은 여전히 중국 전통 문화를 위주로 

하고 대외 홍보를 위한 문화 전파 수단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한다. 공자 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문화 활동을 공동 진행하는 

형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공자 학원에서 진행한 활동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중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치중한다. 다루는 문화 내용도 경극, 

 
81） <공자 학원 규정 (孔子學院章程)> 제 5조, 제 6조  

http://www.hanban.org/confuciousinstitutes/node_75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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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서도 등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다. 예를 들면, 중국 전통 명절 

축제나 중국어 쓰기, 말하기, 무술 대회를 개최하거나 중국 서화전 등의 

중국 전통 예술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많이 조직하였다. 중국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전통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전개한 문화 활동은 타국 대중에게 중국의 깊은 역사 

온축을 보여줄 수 있고 타국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극, 무술, 서도 등처럼 중국 전통 문화는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국 대중의 호기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인증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공자 학원이 전통 문화만을 위주로 

집중하고 대외에 전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가 고착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문화 전파 과정에서 여전히 일방적인 홍보 

수단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자 학원이 진행하는 대다수 문화 

교류 활동은 자국 문화를 대외에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타국 대중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수단과 매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자 학원의 운영을 

보면 중국의 문화 전파 수단이 여전히 단일하고 전통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 내용도 창의성이 부족하고 중국 

전통 문화에만 집중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공자 학원을 통하여 세 가지 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 외교 활동에 있어 중국 정부를 주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공식적 색채와 정치적 색채를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구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 동화의 의지와 달리 중국은 문화 

외교 과정에서 충분히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교류와 상호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중국의 문화 외교 내용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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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문화 전파 수단을 이용하며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문화 외교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도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 외교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색채이다. 정부 지도 하의 문화 외교는 정부의 

지지를 받아 강한 경제적 보장이 되는 반면 정부의 간섭이 많으면 타국 

정부와 대중의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타국은 위협을 느끼고 미국을 대표로 서구 국가의 학자들은 ‘중국 

위협론’을 제출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외 관계에서 항상 ‘평화 

발전’이라는 구호를 선양하지만 외교 과정 특히 문화 외교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대상국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는 

문화 외교에서 주요 문화 콘텐츠를 중국 전통 문화로 하여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5000 년의 역사가 있는 국가여서 넓고 

심오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 문화에만 집중하면 현대 

중국의 모습을 최대로 보여줄 수 없다.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이 크지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문화 외교 과정에서 전통 문화에만 

집중하면 문화 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는 문화 외교 

과정에서 이용하는 문화 수단이 여전히 단일한 전통 형식으로 자국의 

문화를 대외에 보여주는 것에 더 치중하고, 타국 대중과의 상호 작용이 

부족하다는 부분이다. 공자 학원에서 전개한 문화 활동은 여전히 중국 

한 방면의 각종전람회, 문화 예술단 공연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국 대중들의 직접 체험과 참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효율적인 문화 외교는 쌍방이 공동 참여하고 

교류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국 문화 외교 과정에서 타국과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지 않으면 문화 외교의 효과를 잘 발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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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 및 한계점  

 

세종 학당의 계적 분포 및 추세, 관리층 구성 및 자금, 개설 방식 

등 측면을 통해 세종 학당의 기본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어 해외 보급과 한국 문화 교류 기관인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을 통해 어느 정도에 한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 학당 운영 현황을 통해 얻은 한국 문화 외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한국은 문화 외교 활동의 수행 주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07 년에 설립된 세종 학당은 2012 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관 

부문의 변동을 겪었다. 최초의 세종 학당은 국립 국어원에서 일상 

업무와 운영을 관리하였고, 2009 년 6 월부터 2010 년 2 월까지는 세종 

학당 사무를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맡아 운영하였다. 그 후부터 2012 년 

10 월까지 한국어 세계화 재단이 세종 학당의 주요 업무를 관리하였다. 

2012 년 10 월 세종 학당의 주관 부문은 한국어 세계화 재단에서 현재의 

세종 학당 재단으로 변동하였다. 세종 학당의 운영 과정에서 4 개의 

부문이 참여하였다. 이것으로 한국에 문화 외교 활동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한국의 문화 외교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그 

근본 목적은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자 

학원은 중국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 활동을 계획하는 데 비해 

세종 학당에서 진행하는 문화 활동은 한복, 김치 제작 체험 등 한국 

전통 문화 콘텐츠도 들어가지만 대중문화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종 학당의 문화 활동은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종 학당은 케이팝 콘서트를 많이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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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 케이팝 노래 등을 많이 활용하였다. 

2019 년에 세종 학당의 홍보 대사도 한국 배우이자 한류 스타인 

이민호(李敏鎬)가 담당하고 있다. 세종 학당 운영 과정에 빈번하게 ‘한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한류’와의 긴밀한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한국 문화 외교 활동에서 시대의 추세를 따라 창의성이 

많은 신선한 문화 수단을 이용한다는 특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종 학당에서 진행한 문화 활동은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세종 학당이 활용하는 문화 표현 형식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이용하여 외국 

학습자들에게 전면적으로 한국의 역사, 도시 모습 등을 호의적으로 

삽입하여 한국 국가 이미지를 전시한다. 세종 학당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한다. 세종 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문화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문화 외교 

활동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장점을 잘 이용하며 재미있고 

신선한 문화 수단을 통해 타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다.  

    한국은 21 세기 이래 ‘한류’를 중심으로 문화 외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 외교는 다양한 주체와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세종 학당의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일부 한국의 

문화 외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또한 그의 한계점도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 문화 외교 부문 관리 구조가 자주 변동되는 것은 한국 

문화 외교의 효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문화 외교 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문제점이다. 세종 학당은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 네 차례 관리 구조의 변동을 겪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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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세종 학당은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 부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문화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관리 구조가 자주 변동되면 그전에 이루어지던 관련 업무를 최대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화 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82 

둘째, 각 부처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문화 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83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문화 외교 수행 주체가 많다. 

한국 정부 기관에는 한국어 보급 정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부속 기관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각 부처 간의 업무 

중복 문제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중국어 교육을 하는 기관이 공자 학원밖에 없다.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유일한 중국어 해외 보급과 중국 문화 교류 

기관이다. 하지만 세종 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정부의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세종 학당이 설립되기 이전에 

KOICA(한국 국제 협력단)와 KF(한국 국제 교류 재단)가 이미 오랫동안 

한국어 교원 파견 업무를 하고 있다. KOICA 는 한국과 개발 도상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 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84  KOICA 의 주요 업무의 

하나는 교육 지원이다. 그리고 KF 는 외국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진 

 
82） 브레이크 뉴스 전 국립 국어원장의 인터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2435&section=sc5 

83）楊智善,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考察: 베트남 국립 달랏 대학교 事例를 

중심으로”, 어문 연구, 2016.2, Vol.44(4), pp.369-399  

 
84 KOICA 공식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koica_kr/851/subview.do (검색일 

20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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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 공공 외교 기관이다.85 KOICA와 KF는 한국 외교부 산하의 

부서로 모두 정부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한국어(학) 교육, 한국어 교사 

파견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 13>에서 세종 학당, 

KOICA, KF 의 해외 한국어 교육에 관련 업무를 정리하였다. 세 기관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서 모두 타국으로 한국어 교원 파견과 

연수의 업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세 기관이 해외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 치중하는 방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외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연수시키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세종 학당, KOICA, KF 의 해외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86 

기관명 관련 업무 

세종 학당 1. 세종 학당으로 브랜드 통합; 

2.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원 전문성 강화,  

3.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교재 개발; 

4. 온라인 ‘누리-세종 학당’ 개발 및 운영;  

5. 세종 학당 지정 및 운영 등 

KOICA 1. 해외 봉사 지원(한국어 교사 파견); 

2. 한국어 교원 연수 지원 및 글로벌 연수 사업 

 
85) KF 공식 웹사이트 http://www.kf.or.kr/?menuno=3311 (검색일 2019.12.7) 

86) 楊智善, 2016, p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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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1. 해외 대학의 한국학 지원; 

2. 한국학 교수직 설치; 

3. 한국(어)학 객원 교수 파견 

4. 한국어 펠로십, 한국 전공 대학원생 펠로십, 

방한 연구 펠로십, 한국학 워크숍 등  

 

KOICA 는 무상 원조 기관이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보면 

KOICA 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는 봉사 성격을 가진다. 그때문에 

그의 한국어 교육 업무도 세종 학당과 달리 봉사 성격이 잘 볼 수 있다. 

세종 학당과 KOICA 는 교사 선발 조건, 운영 방식, 교육 과정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세종 학당이 교원을 선발할 때 엄격한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비해 KOICA 는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도 전공이나 경력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KOICA 는 해외 봉사 

업무를 위주로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봉사 정신을 더 중시한다. 이런 봉사 성격은 KOICA 의 교육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세종 학당은 직접 교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전 세계의 세종 학당에서 동일한 교재를 사용한다. 반면에 

KOICA 의 한국어 교육 내용은 통일성이 없이 해당 국가와 협의하거나 

한국어 교육 단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KOICA 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은 주로 기초 교육과 직업 기술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KOICA 의 한국어 교육 업무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KOICA 는 

교원을 파견하며 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국가는 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합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87  

 
87） 운수진(2016), 「KOICA 공통 한국어 교육 과정의 필요성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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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는 한국어 기초 교육과 직업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KF 의 해외 한국학 파견 교수 사업은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다. KF 는 해외에 한국학(어)을 개설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KF 는 해외에 한국어 관련 전공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친(親)한적 인재 양성과 한국학 현지화 및 자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8 또한 KF 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국어 펠로십(Korean Fellowship)’인데, 이것은 해외의 한국 연구 

학자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한국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한국 국내 

대학의 한국어 몰입 환경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종 학당과 같이 

KF 에서도 한국어 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KF 가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KF 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세종 

학당에서도 ‘세종 한국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준 교재 

없이 각자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하는 상황도 비효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리하면 KOICA, KF, 세종 학당 세 기관은 각자 

치중하는 분야가 있지만 모두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 교사 파견 및 

연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KF 와 세종 학당은 한국어 교재 개발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KOICA 는 무상 원조 기관이라서 주로 해외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를 파견하고 있고 기초 한국어 교육과 

직업 기술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KF 는 한국학(어)의 확산을 위해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수 파견과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 학당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88） 이정희, 임채훈, 박나리, 박진욱, “해외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현황 분석 

연구” 어문학, Vol.142, 2018.12, pp.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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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다. 2016 년 후반기부터 세종 학당을 중심으로 단일 브랜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인 KOICA, KF 의 경우 여전히 

한국어 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 기관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외 교원 파견 및 해외 교원 연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관 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부처 간의 업무 중복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한국인들끼리의 

치열한 영역 다툼도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세종 학당을 

설립하면서 과도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89 부처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혼란이 한국어 해외 보급과 한국 문화 

전파 그리고 한국 문화 외교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90 

셋째,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 해외 보급의 속도가 느리다. 

3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자 학원보다 세종 학당의 규모가 매우 작다. 

전 세계 있는 공자 학원의 수는 세종 학당의 약 3 배이다. 한광현 세종 

학당 재단 차장은 “공자 학원의 최초 개설 비용만 1 개소당 한화 4 억 

원 수준”이라며 “세종 학당의 예산은 공자 학원의 10 분의 1 정도” 91 

라고 말했다. 세종 학당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자 학원에 대한 투입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자금 부족 

문제는 세종 학당의 규모 확장과 인지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세종 학당 재단이 2017 년 6 월 유학생 125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유학생의 25%만이 공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고, 유학생 34%가 사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으며, 25%의 

 
89） 서울신문 2013.09.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14016002 

90）楊智善(2016), pp. 370-371 

91） 교수심문 “한류 파도에 올라타려면 범부처 지원 필요” 2018.05.2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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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독학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세종 학당과 다른 언어 교육 기관 간의 경쟁을 확인할 수 있다. 

                                                                                                      

 

4.3중국 문화 외교 발전에 대한 제안  

 

    앞서 언급한 중국 현행 문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색채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문제점, 문화 외교 과정에서 문화 

콘텐츠 창의성 부족과 문화 활동에서 타국과의 상호 작용이 부족한 

문제에 대하여 아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 부문에서부터 의식을 전환하여 다양한 합작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문화는 정치, 경제 환경과 긴밀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또한 그만의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문화 외교는 언제나 정치 중심으로 

하면 타국의 오해와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중국은 이미 국제 무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타국의 의심과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합작 방식을 

찾아야 한다. 공자 학원의 예를 들면 중국은 세종 학당처럼 외국계 

기업과 협약을 통해 기업의 힘을 빌려서 공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한편 중국 정부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타국과의 호의적 합작을 시킬 수 있다. 

    둘째, 문화 외교 과정에서 중국 전통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현대 중국의 대중문화를 결합하여 세계인에게 

전면적으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5000 년 역사의 전통 

예술과 전통 문화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긴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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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또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대중문화를 창조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바일 지불 (Alipay, Wechat)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의 중국은 이미 ‘무현금 시대’에 

들어갔으며 이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한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TikTok 과 같은 앱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보급이 빠른 점은 인터넷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대중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강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철도 기술과 인프라 건설도 외교 웹사이트에서 많이 

주목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현대 중국은 찬란한 전통 문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목을 불러 일으키는 현대 

대중문화도 많이 탄생하였다. 중국은 문화 외교 과정에서 과거에 

국한하지 않아야 하고 당대 유행에 발을 맞추어 세계인에게 전면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고 새로운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문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 현행의 문화 외교 

활동은 여전히 문화 예술단을 파견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통 

방식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서 다양한 매체의 

플랫폼이 생기며 자국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방식도 많이 생겨났다. 

중국이 문화 외교 과정에서 시대의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면 많은 

기회를 놓칠 리스크가 있다. 새로운 매체 플랫폼을 잘 이용해야 타국 

대중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더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 타국 대중에게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면 타국 

대중들도 더 쉽게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우선 타국 대중들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그 깊이와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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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단일하고 창의성이 없는 오랜 방식에 국한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넷째, 문화 전파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를 타국의 대중들에게 단순히 

보여주는 것보다 타국 대중들이 실제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더 중시해야 한다. 문화 외교는 자국과 타국이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문화 외교 과정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타국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타국의 

관점을 무시하면 성공적인 소통을 달성할 수 없어서 문화 외교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문화 외교 과정에서 

타국과의 상호 작용을 더 중시해야 성공적 문화 외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가 필요하다. 한국은 

‘한류’라는 문화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 범위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케이팝을 대표로 하는 ‘한류’는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은 각양각색 문화가 있긴 하지만 크게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브랜드를 꼽기는 어렵다. 타국 대중들이 중국을 생각할 때 한국의 

‘한류’처럼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인상적인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문화 외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자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4.4 한국 문화 외교 발전에 대한 제안 

앞서 한국 문화 외교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리 구조가 자주 

변동되는 문제,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지금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문화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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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아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정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최대한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면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 공자 학원이 설립 이래 꾸준하게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정부로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 각 부처 간의 업무 중복 문제도 

정부가 더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이런 혼선을 풀 수 

있다. 자금 부족 문제도 역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원금과 예산을 

받아야 문화 외교 각 부처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둘째, 문화 외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간의 합작을 강화해야 

한다. 위에 살펴봤듯이 한국어 해외 보급과 관련된 기관이 세종 

학당뿐만 아니라 KOICA, KF 등의 여러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서로 합작은커녕 한국어 교원 파견 

문제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것은 세 기관 간의 합작이 

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해외 한국어 보급의 효율성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피하고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처 간의 합작을 최대로 추구해야 더 효율적인 문화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문화 외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셋째,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탐구해야 한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의 힘도 필요하지만 민간 

대기업의 힘도 빌릴 수 있다. 자금난은 세종 학당의 발전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물론 한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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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세종 학당은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시도할 수 있다. 한국이나 외국의 

대기업들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은 사회 활동 및 문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세종 학당 역시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자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홍보 구도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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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세계화의 발전 추세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중 문화는 핵심적 소프트 파워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문화 외교의 방식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 가치관을 

전파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매개체로서 해외에 자국어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문화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한 양국은 자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 해외 언어 교육 기관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은 

2004 년에 공자 학원을 설립하였고 한국은 2007 년에 세종 학당을 

설립하였다. 

본 연구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의 

설립 배경, 목적, 세계적 분포, 발전 추세, 자금, 관리층 구성, 개설 방식, 

교육 내용, 문화 외교 역할 등 다차원적인 비교를 통해 두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중한 양국 문화 외교 정책의 

특징과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발견한 특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한 양국은 문화 전파를 통해 타국에서 자국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정치 체제에 

따라서 문화 외교의 수행 체제가 다르며 양국 문화 외교 활동의 특징과 

한계점도 다르게 나타났다. 공자 학원을 통해 볼 수 있는 중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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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로 

인해 문화 외교 활동은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강한 정치적 

색채를 가진다. 둘째, 문화 외교 과정에서 중국은 타국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문화 외교 활동 내용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문화 전파 수단을 이용하며,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국의 문화 외교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커서 경제적 곤란이 

없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문화 외교 활동이 강한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중국 위협론(中國威脅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항상 ‘평화 발전’이라는 구호를 선양하는데 문화 외교 

과정에서 이처럼 정부의 간섭이 많으면 타국의 의심과 반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타국의 대중들에게 있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이 크지만 

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자 학원이 문화 외교 활동에서 

단일한 문화 전파 수단을 이용하고 전통 문화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타국 대중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아지므로 문화 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국의 공자 학원과 비교하여 세종 학당을 통해 볼 수 있는 한국 

문화 외교의 특징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문화 

외교 활동의 수행 주체가 많다. 한국의 외교부, 국립 국어원, 문화 체육 

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재단 등 여러 정부 부문들이 모두 문화 외교 

활동과 관련이 있다. 둘째, 한국의 문화 외교 내용은 ‘한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장점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 전파 수단을 이용한다. 하지만 문화 외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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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많아서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 

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국어 해외 보급 기관은 하나밖에 없는데 

반해 한국은 세종 학당뿐만 아니라 KOICA, KF 등과 같은 기관에서도 

해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각 부처 간의 경쟁을 일으켰다. 또한 이로 인해 세종 학당은 공자 

학원과 비교하였을 때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중한 양국이 더 효율적으로 문화 

외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은 

정부부터 태도를 전환하여 타국과 다양한 합작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 외교 과정에서 더 신선하고 창의성이 있는 문화 전파 

수단을 활용하여 우수한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 대중문화도 

함께 전파하고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여러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타국과의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타국 대중들의 이해와 인정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 

외교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중복을 피하고자 문화 외교와 관련된 부처 간의 분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부처 간의 합작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및 기업들과의 합작과 같은 다양한 루트를 탐구해야 

한다.  

문화 외교는 문화 매체를 이용하고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전파함으로써 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중한 양국의 대표적인 문화 외교 기관인 

공자 학원과 세종 학당을 비교함으로써 중한 양국 문화 외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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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을 발견하였다.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충하면 더 

효율적인 문화 외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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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soft power is increasingly being revealed in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mportance of culture, which is a key soft 

power component, is recogniz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mong them, 

the language promotion strategy is seen as a very important tool of cultural 

diplomacy. To expand its influence, Western countries had earlier established 

their own language institutes and cultural institutes around the world. Under 

suc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China and South Korea launch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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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us Institute and Sejong Institute projects in 2004 and 2007, to spread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the example of Confucius Institute and Sejong Institut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cultural 

diplomay policies and give some suggestions to its limitations. Specifically, 

the study seek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stitutes 

by making multidimensional comparisons on the backgrounds, purposes, 

world distributions, development trends, funds, composition of management 

classes, institute types, educational contents and cultural diplomatic roles of 

two institutes. Based on analysis above, after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hina and South Korea’s cultural diplomacy policies, 

suggestions will be given to realize more successful cultural diplomac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fucius Institute and the Sejong 

Institute, following findings can be concluded. First, China’s cultural 

diplomacy is implement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scale of Confucius Institutes is steadily 

expanding.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s excessive participation has 

raised suspicion and criticism from other countries. Compared to China, 

South Korea has more players carrying out cultural diplomacy. As well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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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Institute, organizations such as KOICA and KF are giving supports to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t resulted in overlapping of 

tasks between different organizations. Also, the lack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caused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has negative effects to 

the efficiency of its cultural diplomacy. Second, it is not easy to win the hearts 

of the foreigners because China uses relatively single means of spreading 

culture and focuses on its traditional culture. On the other hand, Korea 

propagates its culture through a fresh and creative way focusing on the 

Korean Wave, which is more likely to draw interest from the foreigners. 

The cultural and diplomatic policies of China and South Korea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hina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its cultural diplomacy due to its excessive government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the efficiency of South Korea’s cultural 

diplomacy has been suffered due to the lack of supports from government. 

South Korea has improved its national image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creative cultural means and attractive cultural contents. That is why China 

needs more attractive cultural contents and means of spreading its culture to 

win the hearts of the people of other countries, and also to increases its 

interaction with the other countries. In the cultural diplomacy progres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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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weaken its government’s influence whil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government’s supports. Also, to ensure the efficiency of every 

ministries that related to cultural diplomacy S defined work should be done 

more clearly. We expect that China and South Korea will be able to realize 

more successful cultural diplomacy if they can learn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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