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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

육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성에 관한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

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이 베트남에서 현지화 되는 과정을 설명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는 DiMaggio&Powell(1983)의 동형화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Meyer&Rowan(1977)가 탈동형화의 현상에 대해 개념적 정의, 탈동형화를 

보다 순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한 Cristin Oliver(1991)의 연구를 통해 베트

남 세종학당의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론은 질적 사례 연구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한국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주

요 방법이 되었다. 세종학당이 양국 주요 행위자들의 상이한 목적하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차용되는 과정과 원인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탈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정책 전이와 차

용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전 세계 어느 학당을 방문하

여도 고품질의 표준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러나, 연구결과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은 세종학당을 관리하는 운영 주

체의 변화, 베트남 정부의 교육 정책 및 제도의 변화, 후원 등 외부 재

원 유입,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과 같은 매우 다양

한 이유 등으로 베트남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되는 양상을 보

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정책 전이와 차용 특징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자들은 세종학당재단 규정을 

최우선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 제도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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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운영 방향으로 재조

정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러한 협의 과정에 앞서서 세종학당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하는 특징도 나

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세

종학당 간 정보 공유 및 모방의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었다. 

세 번째 연구결과는 DiMaggio&Powell(1983)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

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 세종학당 동형화 특징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양국정책과 

제도는 세종학당 운영에 강제적 동형화의 요인이 되었다. 다만, 설립 초

반에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운영 제도가 중요하게 

작용 하는데 비해, 세종학당 설립 후, 운영의 기간 및 노하우가 축적될

수록 베트남 현지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가 우선시 되는 특징이 나타

났다.

두 번째, 타 세종학당의 모범 운영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모방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동형화 특징이 확인되었다. 같은 

국가 내에서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제(아이템) 및 가

용 시설, 거점 세종학당을 활용한 모방 및 참고사례가 대표적으로 확인 

되었다. 타 국가의 운영 사례 모방은 재단에서 주최한 행사 등을 통해 

우수 모범 운영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동형화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참고하는 규범적 동형화 특징이 발

견되었다. 교육의 주요 주체인 교수자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베트남 현지 사회문화적 

맥락 및 현지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들의 

규범이 중요시 되며, 이와 같은 전문성의 공유를 통해서도 동형화의 요

인이 확인되었다.

네 번째 연구결과는 Meyer&Rowan(1977)과 Cristin Oliver(1991)의 탈동

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에 관한 것

이다. 첫 번째, 베트남 현지 정책과 교육기관 운영 제도는 탈동형화 현

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양 국가 정

책의 상이한 지점에서 세종학당은 베트남 현지의 상위 규범 및 법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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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우선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혹은 규정의 조정 및 

탈동형화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종학당 운영에 관여

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 과정에서도 기존의 세종학당 운영방식과

는 다른 형태의 탈동형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세 번째,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도 탈동형화의 주요 특징으로도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

우 한류 등 한국문화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의 학습

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요청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통합 과정에서의 탈동형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 결정으로 외형적으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모두가 제도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등은 관리 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의 밀도가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별로는 거점형의 경우 세종학당재단이 운영기관이라는 점과 

베트남 세종학당 관리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강제적 동형화의 특징이 가

장 분명히 나타났다. 동시에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으로 탈동형화 특징도 

함께 확인 되었다. 일반형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의 특징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협업형은 다양한 운영기관과의 협업과정에서의 탈동

형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문화원 및 교육원은 상위부처가 다르고, 독립

적 운영방식의 특징으로 탈동형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의 반복 속에서 나타나

는 정책 차용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제공자 측면에서는 

현지화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 조정 과정에서 협력적 공공외교 

정책 추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종

학당 운영자와 학습자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정책 조정 및 교육과정 개발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만족도 향

상과 현지화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이끌

어 낼 수 있었다.

주요어: 교육개발협력, 동형화 및 탈동형화, 정책 전이 및 차용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베트남 세종학당, 공공외교, 

학번: 2012-30431



- vi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문제············································································ 6

 제 3 절 연구의 범위 ········································································ 8

 제 4 절 연구의 구성 ········································································ 13

 제 5 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분석································································ 15

 제 1 절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 ·················· 15

   1. 공급자 측면: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15

    1-1. 한국어교육 정책 시기별·관리주체별 정책 추진 현황  15

    1-2.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의 특징과 함의점······················· 21

   2. 수요자 측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 27

    2-1.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 27

    2-2. 한국의 대베트남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 ··················· 29

    2-3. 한-베 공통의 한국어 교육 수요 및 정책 추진 현황 · 30

 제 2 절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현황과 운영 요소······ 32

   1.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현황··························· 32

    1-1. 일반형 세종학당 (10개소) ·············································· 32

    1-2. 협업형 세종학당 (2개소) ················································ 37

    1-3. 거점형 세종학당 (1개소) ················································ 39

    1-4.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2개소/각 1개소) ··············· 40

   2.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운영 요소 ······································· 42

    2-1. 세종학당 설립 요건 및 배경 ··········································· 42

    2-2.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운영 ································· 45

    2-3. 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교원 운영 ····························· 51

    2-4. 지원금 등 재정 확보························································· 56

    2-5. 대외 홍보 및 학습자 모집 ············································· 59

   3. 베트남 지역 15개소 운영 현황 분석··································· 61

 제 3 절 정책 차용과 전이 ······························································ 65

   1. 정책 결정·조정 이론····························································· 65

    1-1. 정책 결정 이론··································································· 65

    1-2. 정책 조정 이론··································································· 69

    1-3. 정책 중복 및 중첩 이론 ················································· 70  



- vii -

  2. 정책 차용·전이 이론 ······························································· 71

    2-1. 정책 차용 이론··································································· 72

    2-2. 정책 전이 이론··································································· 73

 

제 4 절 동형화와 탈동형화······························································ 75

   1. 동형화 이론··············································································· 76

    1-1 강제적 동형화 ···································································· 76

    1-2 모방적 동형화 ···································································· 77

    1-3 규범적 동형화 ···································································· 78

   2. 탈동형화 이론 ··········································································· 79

    2-1 타협하기 ·············································································· 81

    2-2 피하기 ·················································································· 81

    2-3 조종하기 ·············································································· 82

 

제 3 장 연구방법 ················································································ 83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 83

    1. 연구문제 ··················································································· 83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 선정 이유 ··································· 83 

 제 2 절 연구모형 및 연구분석틀 ·················································· 84

    1.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모형 ··············· 84  

    2.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정책 수용도 모형 ··················· 86  

    3.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차용 과정과 특징 모형 ·· 88  

 제 3 절 자료수집 방법···································································· 88

    1. 문헌자료 수집방법 ································································· 90  

    2. 연구대상 및 인터뷰 자료 수집 방법································· 91

    3. 자료 수집 일정······································································· 92

 제 4 절 연구윤리 준수···································································· 94

제 4 장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 ·············· 95

 제 1 절 정책 전이와 차용의 결정 과정 ······································ 95

    1.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 95

    2. 관련 제도의 변화 ··································································· 103

    3. 외부 재원 유입······································································· 108

    4. 학습자의 요구  ····································································· 109

    5.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 ············································· 111



- viii -

 제 2 절 정책 전이와 차용의 조정 특징 ······································ 116

    1. 다양한 관리 주체로 인한 세종학당 운영제도의 혼선 ··· 116

    2.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이행······································· 119

    3. 세종학당간 네트워크를 통한 타기관 사례 내재화 ········· 126

    4. 학습자의 수요로 인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중복 · 134

    5. 차용한 정책간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제도 형성 ····· 136

제 5 장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 139

 제 1 절 동형화 과정과 특징·························································· 139

    1. 상위 거버넌스로부터의 강제적 동형화 ··························· 139

    2. 모범 운영사례를 바탕으로한 모방적 동형화 ················· 144

    3.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규범적 동형화 ······················· 146

 제 2 절 탈동형화 과정과 특징······················································ 149

    1. 타협하기:베트남 현지정책 및 운영제도로 인한 탈동형화149

    2. 피하기:다양한 행위자간의 협업과정에서의 탈동형화 ·· 152

    3. 조종하기: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탈동형화 ······················ 155

    4. 조종하기:브랜드 통합 관련 탈동형화 ······························ 158

 제 3 절 세종학당 유형별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 ················ 161

    1. 동형화: 일반형, 협업형, 거점형 유형 ································ 161

    2. 탈동형화: 거점, 문화원, 교육원 유형 ································ 162

 제 4 절 정책 차용을 통한 시사점 ················································ 165

    1. 공급자 측면: 효율적 공공외교 시행계기마련 ················ 165

    2. 수요자 측면: 상호호혜적 정책 참여 계기마련···················· 168

    3. 교육의 효과성 측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만족도 향상··· 16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171

 제 1 절 결론······················································································ 17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177

참고문헌 ······························································································  181

부    록 ····························································································  189

Abstract ·······························································································  193



- ix -

표   목   차

[표 1-1]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기별 분류 ·························· 9

[표 1-2]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관리 주체별 분류 ················ 10

[표 1-3]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방식 분류 ···································· 12

[표 2-1] 국어기본법 제·개정 과정 ·············································· 19

[표 2-2] 세종학당의 초기 설립 목적 ············································ 21

[표 2-3]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목록(13개국 31개소) ··················· 26

[표 2-4] 베트남 일반형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 ······················ 33

[표 2-5] 세종학당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35  

[표 2-6] 베트남 협업형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 ······················ 38

[표 2-7]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운영기관······································ 40

[표 2-8] 베트남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 41

[표 2-9]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문화 프로그램 목록 ···················· 49

[표 2-10] 베트남 세종학당문화아카데미 운영 세부 현황 ·········· 50

[표 2-11] 세종학당 파견 교원 선발 자격······································ 52

[표 2-12] 베트남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 목록······························ 57

[표 2-13] 베트남 세종학당 후원사례 목록··································· 58

[표 2-14] 베트남 세종학당 협업기관 목록··································· 59

[표 2-15] 베트남 15개 세종학당 운영 다양성 ····························· 63

[표 2-16] 베트남 15개 세종학당 운영 현황표 ····························· 64

[표 2-17] 정책 변동 및 저해 특징·················································· 70

[표 2-18] 선행연구별 탈동형화 개념 정의··································· 80

[표 3-1] 문헌 자료 수집 방법 ·························································· 89

[표 3-2] 인터뷰 자료 수집 대상과 주제 ······································ 90

[표 3-3] 인터뷰 참여자 목록 ·························································· 92  

[표 3-4] 자료수집 진행 일정 ·························································· 93  

[표 4-1] 2010년 세종학당 정책 현황 및 개선안 ························· 96

[표 4-2] 2020년도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 ································· 120

[표 4-3] 세종학당 운영평가 절차 (사업기간: 1~12월 기준) ······ 122

[표 4-4] 세종학당 운영평가지표 ····················································· 124

[표 4-5]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목록···· 133

[표 4-6] 베트남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 현환································ 135

[표 5-1] 베트남 관련 한국어 교육 논문 연구 현황(2020년 기준)148

[표 5-2] 세종학당 협력기관 목록 (2018-2021년) ························· 153

[표 5-3] 베트남 세종학당 후원사례 목록······································ 154

[표 5-4] 베트남 세종학당 협업 기관 목록 ···································· 155

[표 5-5]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과정과 특징········ 164



- x -

그 림  목 차

[그림 1-1] 2020년도 우리나라 공공외교 관련 사업규모 및 예산 10  

[그림 2-1]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체계 모형····················  23

[그림 2-2] 베트남 내 한국어 수요 및 공급 현황 지도 ············  31

[그림 2-3] 세종학당 지정 절차 ·······················································  42

[그림 2-4]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운영 현황····  46

[그림 2-5]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재 현황 ······················  47

[그림 2-6]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직무와 핵심 역량 ··············  51

[그림 2-7]  세종학당 해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53

[그림 2-8] 정책의 중복과 중첩의 개념 ··········································  71

[그림 3-1]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모형  85

[그림 3-2]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정책 수용도 모형 ··············  86

[그림 3-3]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 특징 모형  87

[그림 4-1] 2016년 한국어교원 재교육 및 연수 계획 ················· 100

[그림 4-2] 베트남 내 세종학당 위치 ·············································· 127

[그림 5-1] 한국의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도  140

[그림 5-2]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재단 간 사업 추진 체계도 141

[그림 5-3] 베트남 세종학당과 상위거버넌스 관계도 ·················· 144

[그림 5-4] 세종학당 특별 교육과정 예시······································ 158

[그림 5-5]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 모형 ················ 160



- 1 -

제 1 장 서론 

본 장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

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범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등 전체 연구 방

향을 개관 한다.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외 한국어 교육은 K-POP을 선두로 한 한국문화 확산과 더불어 폭

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전 세계 한국학 강좌 운

영 해외 대학은 107개 1408개소1), 한류 동호회 수는 1,835개2), 2019년 

09월 기준,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지원

자는 192,286명3), 정규교육과정(초·중·고) 한국어반 개설 학생 수는 

145,309명4)이다. 세종학당은 2007년 동북아 지역 3개소에서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에 234개소를 운영 중이다.5) 

한국은 중국의 공자학당, 프랑스의 알리앙스프랑세즈와 등 타 국가의

자국어 보급 기관의 운영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해

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위하여 2016년 7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 브랜드를 세종학당으로 일원화」 하였다. 

한국의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

로 운영되고 있던 한국어 교육 정책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였다. 

2021년 10월 현재,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은 브랜드 통합정책 

외에도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여가부 등의 정부 부처 및 한국

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검색일: 21.10.02.]
2) 한국국제교류재단 지구촌 한류 현황보고서 [검색일: 21.10.02.]
3) 국립국제교육원 통계자료 [검색일: 21.03.02.]
4)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 [검색일: 21.03.02.]
5) 세종학당재단은 매년 6월 신규 지정 세종학당 개소수를 포함하여 세종학당 
설치 국가 및 개소수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종학당 설치 국가 
및 개소수 기준은 2021년 05월까지로 76개국 213개소이며, 베트남 세종학당의 
개소수도 15개소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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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의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민간 단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속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은 이

와 같이 여러 층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책 추진의 분절성으로 인한 비효율성를 해결하

기 위해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이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주체별로 정책이 추진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참여 주체 

간의 정책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연구 방향을 설

정하였다.

둘째, 2016년 브랜드 통합 후 약 5년이 흐른 현재, 세종학당의 운영 

유형은 일반형, 협업형, 거점형, 문화원, 교육원 등으로 다원화 되었다. 

그리고 운영 유형만큼 이나 운영의 주체, 교육과정, 재원, 학습자의 수요 

등도 다원화 되고 있다. 특히나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서 널리 운영된다

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이 타 국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

책의 변형, 현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을 분

석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연

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셋째, 「세종학당」,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키워드로 해외 한

국어 교육의 확산과 발전 방향, 국가별 세종학당 운영 사례, 세종학당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관련 주제는 우수한 연구 성과가 축적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외교 및 국제협력의 주요 사례로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분석이 본격화 되지 않은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 방향

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로 전달

되는 과정에서 현지화 맥락에 따라 정책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한국어·한국문

화 교육 정책이 베트남에서 현지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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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동형

화 및 탈동형화 이론 등 다양한 사회학적 이론적 관점에서 현상과 특징

을 조망하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질

적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 방향은 3가지이다.

첫 번째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및 베트남 세종학당에 관한 연구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른 베트남 세종학당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따라서, 해외 한국어 교육 발달과정과 특징을 역사의 흐름에 따

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종학당 설립의 초기 단계의 향후 효율적 

추진에 관한 정책 제언 및 학습자,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한류와 한국

어 교육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을 분석 하였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기별 분류기준은 태동기·도약기·제도 형성 및 양적 확

대기·브랜드 통합기6)로 분류하였다. (조항록, 2010) 

한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은 베트남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

영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수요는 한류 성숙지라

는 특성과 함께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과 직무 역량 강화 뚜렷한 학습목

표가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가 구체화 되어있는 베트남 한

국어 교육 학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욱, 2013; 매란, 2014;, Nguyen Thi Hong Van, 2021) 또

한,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을 

통해 세종학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 운영기관의 역량에 기

반한 현지화의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an Thi Huong, 이

윤진, 2017; Tran Thi Huong, 2020) 

세종학당 운영 정책 및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제 관계 및 공공외교 차원에서 세종학당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6) 세종학당이 설립된 2000년대 이후 분석 시기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다.



- 4 -

있다. 변지영·정헌주(2018)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설립된 세

종학당의 설립에 관한 요인을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

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패널 포아송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선행연구는 공공외교 영향요인을 적용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의

미를 주었다. 세종학당 설치에 있어 세종학당이 공공외교의 매개체로서 

한국국가의 기업 진출이나 양국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진출의 필요성

을 시사점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정책 전이 및 차용 이론에 관한 것이다.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 현

지화, 정책 차용, 전이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차용과 정책 전이의 차이를 「능동성」과 「방향성」으로 인식하였

다. (성열관, 2010; 이한별, 2020) 정책 전이의 경우 국제적 또는 특정 국

가의 제도와 정책이 이동하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며, 정책 차용에서 중

요하게 다루는 능동성이나 방향성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책 차용에 주목하여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베트남에 전

달되는 과정에서의 현지화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한편, 정책 전이 이론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혹은 과거 식민지 교

육 정책 관련 연구에서 공여자 중심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 사례로 자

주 언급되고 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지화 과정에는 능동적 정

책 참여의 성격이 중요하며, 공급자 측면의 정책이 그대로 전이되지 않

음을 바탕으로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개발의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 사례 연구를 참고하였다.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현지 국가의 정치적·정책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을 경우, 정책 전이는 정책의 실패를 양산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접근성, 교육의 질, 교육 평등, 지역

격차, 취약한 교육 거버넌스, 분절화 된 모니터링 등으로 인해 정책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육 참여자의 주인의식

을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여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 5 -

있었다. (이지향, 2013; 장은정, 2013;)

또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미래 방향에 있어 학습자의 학습 선택

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상기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정책

을 적용 하는데 있어 파트너 국가 즉, 현지화 맥락에 대한 충분한 숙고

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

다. (김휘정, 2012) 

세 번째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 선행연구 분석이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동형화와 탈동형화의 유형과 현상은 매우 다

양하고 복합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 간 외부 재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동형화와 프

로그램을 홍보하는 마케팅 동형화, 정량적 성과관리에 대한 동형화, 기

능별 조직화에 대한 동형화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대로 탈동형

화 현상은 기관의 자체 내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교육기관의 목

적을 반영한 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에 있어서도 표

적 학습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행 및 정성적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필

요에 따라 사업부별로 조직을 재구조화 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경애, 2019) 정책 간 동형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동형화를 거부하고 

탈동형화가 일어나는 점에 주목 하여, 정책 거버넌스하위의 세부 지원정

책에서 탈동형화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각 기관

의 특성,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간에 일어나는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은 

균일하지 않으며,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였다. (박은숙, 

2019) 

지금까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과 베트남 세종학당에 관한 연구, 정

책 전이 및 차용 이론에 관한 연구, 동형화 및 탈동형화 관한 선행 연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 문

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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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이 타 국가인 베트

남에서 전이 및 차용되는 과정 즉, 현지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

서 정책이 변형되는 이유를 규명한다. 

정책의 주요 행위자별로는 정책의 공급자 측면에서 한국의 해외 한국

어 교육 정책 현황을 조망하였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내 다양한 부처 

간의 담론, 베트남의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이유, 양국 주요 행위자들의 상이 한 목적하에 세종학

당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어떻게 차용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배경은 해외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1900년대부터 「해

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 브랜드를 세종학당」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인 2021년 10월 현재이다.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전 세계 단일 국가 

면적 대비 가장 다양한 유형과 가장 많은 세종학당이 설립 되어 있는 베

트남이다.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거점 도시 외에도 껀터, 꾸이년, 다낭, 

빈즈엉, 하이퐁, 후에 등 베트남 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15개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세종학당 15개소를 

중심으로 운영주체, 교육과정, 재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한국어 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과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동/탈동형화 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

의 차용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첫째, 베트남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탈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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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 분석을 위해 구체적

으로는 첫 번째, 정책 차용 과정으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관련 제도의 변화, 외부 재원 유입,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타 기관과

의 경쟁 등을 원인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 정책 차용 특징은 다양한 

운영 주체로 인한 관리 제도의 중복과 중첩,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이행, 세종학당간 네트워크를 통한 타 기관 사례 내재화, 학습자의 수

요로 인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중복, 차용한 정책간의 결합으로 인

한 새로운 제도 형성을 특징으로 확인하였다.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과정

과 특징 분석을 위해 첫 번째, 동형화 과정과 특징으로 상위 거버넌스로

부터의 강제적 동형화, 모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방적 동형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규범적 동형화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탈동

형화의 과정과 특징으로 베트남 현지 정책 및 운영 제도로 인한 탈동형

화,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업 과정에서의 탈동형화, 학습자 수요를 반영

한 탈동형화, 브랜드 통합 관련 탈동형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개별 세종학당의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성공적이고 낙관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2021년 한류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 보

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

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양적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

한 글로벌 교육협력의 중요 사례이자 공공외교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향

후 발전 방향의 함의점을 얻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세종학

당을 중심으로 정책 참여 주체, 외부재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 적용되는지를 관찰하며, 이 과정에서의 상호과정 특징을 발

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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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기별, 관리 주체별, 세종

학당의 운영방식별 그리고 국가 선정 배경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별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항록(2004)의 「한국어교육정

책론」의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달과정 분석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

았다. 1900-1970년 근현대 해외 한국어 교육 사업은 「태동기」를 

1900-1970년대로 분류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이유에 따라 

현지에서 대학 차원에서 「조선어학과」등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이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학 교수 파견, 해외 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등

의 주요 초석이 되었다. 1970-2000년대의 「도약기」는 한국의 국력 신

장과 함께 국제화 및 한류 확산 과정에서 해외 한국어 수요 증대 및 대

응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1-2015년은 「국어기본법」개·제정 및 시

행령 제정 등 통합적 국어정책 환경이 마련된「제도 형성 및 양적 확대

기」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 주요 특징은 2007년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

로 몽골 첫 세종학당이 지정되고, 2013년 세종학당을 지정 관리하는 세

종학당재단이 설립되어 전 세계로 세종학당 운영을 확대하는 점이다. 

2016년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해외 한국어 보급 통합으로서 

「브랜드 통합기」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 주요 특징으로 각 정부 부처 

및 운영 기관별 정책의 수용, 순응, 묵인, 저항 등 정책 역동성의 시초가 

되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브랜드 통합이 이루어진 후 정책 조정, 협

력, 적응, 동형화, 탈동형화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성을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기별 분류는 아래 [표1-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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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기별 분류

출처: 조항록(2004) 한국어교육정책론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달과정과 특징’ 참고 및

2000년대 이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연구자가 재구성

둘째, 관리 주체별 분류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6개 정부 부처, 10

여개의 공공기관이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을 중심으로,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

구원을 중심으로, 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제

도하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무부는 사회통합과를 중심으로 한 결

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

족지원법 하에 국내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및 사업은 중복 

혹은 중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관리 주체별 분류 및 관련 법령은 아

래 [표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분 시긴 주요 특징

태동기 1900-1970년대
인접국가 정부차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중앙 국립대학 중심으로 조선어학과 설립

도약기 1970-2000년대
국력 신장 및 재외동포 규모확대로

한국어 교육 정규 학과 설치 확대

제도 형성 및

양적 확대기
2001-2015년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제·개정의

통합적 국어정책 환경이 마련되어

세종학당 지정 확대 및 재단 설립

브랜드 통합기 2016년-현재

해외 한국어 보급 대표 브랜드를

세종학당으로 통합 후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방식 다원화로

다양한 운영 사례 확대 및

질적 제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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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관리 주체별 분류 및 관련법령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한국어교육 정책 부처 관련 내용 발췌하여,

연구자 재구성

한편,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은 공공외교의 주요의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아래 [그림 1-1]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사업 및 기

관별 사업 예산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1] 2020년도 우리나라 공공외교 관련 사업규모 및 예산

출처: 외교부(2020)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1권 6쪽 참고. 관련 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임의 변경금지 조항으로 관련 그림을 그대로 발췌하여 인용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부서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국어기본법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법

국제교륙재단법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관련법

노동부 한국산업관리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법

법무부
사회통합과를 중심으로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국내이주민통합지원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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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에 참여한 3개 부처 문화체육관광

부, 외교부, 교육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셋째, 세종학당의 운영방식별 범위와 국가 선정 배경이다. 세종학당은 

일반형, 협업형, 거점, 문화원 및 교육원 등 4가지로 운영 방식을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일반형 세종학당」이다.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 등이 지원금을 교부 받아 운

영하는 세종학당의 유형이다. 일반형은 다시 국내 운영기관의 유무에 따

라 독립형 세종학당과 연계형 세종학당으로 나뉜다. 독립형 세종학당은 

현지 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세종학당이며, 연계형은 현지 운영

기관과 국내운영기관이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

는 세종학당을 의미한다. 

「협업형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

기관, 기업, 공익법인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유형이다. 협업형 세

종학당의 운영은 세종학당재단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교부 하지 않음으로

써 더 많은 세종학당을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영기관에서는 세

종학당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2016년 해외 한국어 보급 브랜드 통합을 통해 한국문화원 및 한

국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어강좌(교육)를 「한국문화원 세종학당7), 한국

교육원 세종학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이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

하는 유형이다. 거점 세종학당은 권역 내 다른 세종학당의 운영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설립되었다. 세종학당 유형별 운

영 방식 분류는 아래 [표1-3]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7) 한국문화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주체로서, 2011년 문화원 내 한국

어 교육(강좌)에 대해 문화원 세종학당으로 통합되었다. 



- 12 -

[표 1-3]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방식 분류

출처: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운영유형 분류 참고 [검색일: 2021.06.01]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910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세종학당의 유형별 운영 방식이 모두 존재하는 

점, 높은 한국어 교육 수요 하에 단일 국가면적 대비 가장 많은 세종학

당이 지정 운영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연구 대상 국가로 선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지역 내 세종학당 15개소8)를 주요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관련 

주체, 수요자 측면에서는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세종학당 운영자, 협

업 및 후원 기관 등을 주요 행위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세종학당재단은 2021.06.09. 베트남 신규 세종학당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규 세종학당의 본격적 운영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진행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21.06.08.까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15개소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추가로 2021.09.28. 검색 결과, 현재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트남 

세종학당은 총 22개소로 분류하고 있으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는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5개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분 운영기관 유형

일반

독립형
①현지대학 독립운영
②비영리기관 독립운영
③재외공관 독립운영

연계형

①재외공관-현지 기관(대학) 연계
②현지대학-국내 대학 연계
③현지대학-국내 비영리기관 연계
④현지 비영리기관-국내 대학 연계

협업형

①지방자치단체 협업
②재외공관과의 협업
③공공기관과의 협업
④기업과 협업
⑤공익법인과의 협업

문화원, 교육원
①한국문화원 내 한국어강좌(교육)
②한국교육원이 내 한국어강좌(교육)
세종학당 브랜드 통일

거점 ①재단이 직접 설치 및 지정 운영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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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필

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의 범위, 연구의 구성,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으로 구성하여 전체 연구의 방향성을 안내한다. 

제 2 장에서는 정책 공급자 측면에서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현황, 정책 수요자 측면에서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현

황,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베트남 세종학

당의 주요 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제4장에서 제5장

까지 연구 분석틀 하에 각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과정과 특징, 동형화 및 

탈동형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는 사전 배경으로 의미가 있다. 

제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연구

방법론, 연구 모형, 연구 분석틀,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윤리 준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연구 분석의 기틀을 제시 한다. 

제 4 장에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에 관

해 분석한다. 정책 차용 과정의 요인으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관련 제도의 변화, 외부 재원 유입,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 차용 특징으로 다양한 

정책 참여 주체로 인한 운영 제도의 혼선,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

이행, 세종학당 간 네트워크를 통한 타 기관 사례 내재화, 학습자의 수

요로 인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중복, 차용한 정책 간의 결합으로 인

한 새로운 제도 형성 등을 분석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 및 특

징을 분석하였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동형화 및 탈동형화 현상을 

바탕으로 현상 기저의 특징과 이유를 분석하였다. 소결로는 정책 차용을 

통한 공급자, 수요자,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 6 장은 제 4-5장의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요약 및 견론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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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베트남의 세종학당이라는 

교육 기관을 통해 그 정책이 현지화 되는 과정의 역동성과 이유를 밝히

는 연구이다. 본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한국어 교육정

책의 뿌리와 목표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또한, 세종학당

으로 브랜드가 통합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타 부처 및 타 공공기관과

의 협력과 갈등, 조정의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 한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과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점을 분석한다. 브랜드 

통합이라는 상위 거버넌스의 정책 결정 외에도, 현지 국가의 수요 및 관

련 제도, 운영기관의 특수성, 학습자의 요구 등 정책과 현상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조망하는데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베트

남이라는 단일 국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의 차용과정 및 특징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Stake(1995)에 따르면, 사례 연구는 이론을 일반화 하기 위한 탐

색의 사전 단계로 큰 일반화에 대한 수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이라는 단일 국가 사례에 대한 분석이기는 하나, 높은 한국어 

교육 수요하에 세종학당의 유형별 모든 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은 연구대상의 공간적 배경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세종학당이라는 해외 한국어 대표 브랜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타 국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는 타 국가 사례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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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분석

 본 장은 이론적 배경을 분석 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과정

과 특징을 공급자인 한국과 수요자인 베트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연

구 대상인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현황과 운영 요소를 포함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째, 정책 결

정 및 조정, 전이 및 차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둘째, 

DiMaggio&Powell(1983)이 주장한 조직의 동형화에 관한 개념을 3가지 유

형으로 분석하는 한편, Meyer&Rowan(1977)의 탈동형화에 관한 개념과 

Cristin Oliver(1991)가 제시한 탈동형화의 3가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

본 절에서는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기별·관리 주체별 추

진 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해외 한국어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세종학당

으로의 통합 함의점을 분석한다. 

 1. 공급자 측면: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1-1. 해외 한국어 교육의 시기별·관리 주체별 정책 특징과 변화

   1) 태동기 (1900-1970년대)

조항록(2010)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효시는 1880

년대 일본으로 확인된다. 일본은 지정학적 관계 및 식민지 정책과 더불

어 문화 통치를 위해 한국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쿄외국어학교」

에서 최초로 「조선어학과」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선어를 외국어로서 부정함에 따라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감

소된 추세로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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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지정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1946년 「북경대학」에 「조선

어학과」를 설치하였고, 1952년「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1972년 「연

변대학」 등을 중심으로 「조선어학과」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은 공급자인 

한국이 아닌, 수요자인 인접 국가의 국제관계 수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한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은 시작되었다. 조선어학과가 설립

된 「북경대학」, 「도쿄외국어학교」는 각 국가의 최고 인재를 양성하

는 중앙 국립대학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

제관계에 있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인재 양성 및 배출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2) 도약기 (1970-2000년대) 

위 태동기와는 반대로 1970년대부터는 한국 주도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

께 한국학 교수 파견, 해외 다수 대학 내 한국어학과 개설이 추진되었

다. 즉, 국제적 지위 향상이 한국어 보급 확대의 주요 동인이 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문화 행사를 바탕

으로 더욱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며 한국어 사용자의 수요

를 증가시켰다. 기존에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인접 국

가에서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구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및 수교 등에 의해 한국어 교육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베트남이 바로 이 시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주요 국가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2년 수교가 체결됨에 따라 

1993년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1994

년 정규 학과로 한국어가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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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한국어 교육은 국력 신장과 함께 1963년 「해외이주법」 

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외동포가 자리 잡으면서 1세대 재외동포에서 

2, 3세대로 이어지는 후손의 모국어 및 민족교육의 수요와 함께 증대되

었다. 한국 정부는 위와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1977년 「재외국민의 교

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정부의 지원 외에도 한인 사회 내 한글

학교 설립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역시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한글학교 외에도 한국학교 

역시 현지의 수요를 바탕으로 곳곳에 설립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문화협회(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국민교육원

(현 국제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그 밖에도 해외법인을 설립한 한국기

업에서도 현지 인력 채용 등의 수요로 한국어 교육 지원에 참여하게 되

었다.

  3) 제도 형성 및 양적 확대기 (2001-2015년) 

2000년대 이후 해외 한국어 교육 제도 형성 및 양적 확대는 한국의 지

속적인 국력 신장과 함께 국제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 

특히 이 시기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이 급

증하였다. 그리고 한류 확산으로 인하여 한국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본격적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어기본법」은 한국어 교육 정책의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국어

기본법 제정 논의는 2002년 10월 9일 한글날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

광부)가 「국어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 방침을 발

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어기본법 제정 논의 이전에도 「한글 전용에 관

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 내 해외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포함 되어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국어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2002년 「한국어의 범세계적 보급」을 포함하여 8대 중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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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학계·언론계·국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였

다. 

2003년에는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 후 재경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

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은 제정 착수 약 2년 만에 공포되었

다. 또한, 입법 과정과 동일 하게 관련 전문가 토론회, 관계 부처 간 협

의 및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해외 한국어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

항을 바탕으로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에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채택하였으며, 법무부를 통해 국제결혼의 확대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였다. 

2009년에는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이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및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점은 개

별 부처를 넘어서, 상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관련 아젠다가 공유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가속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에 관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마

련되었다. 2012년은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과 관련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해이다. 5월 「국어기본법 개정 및 공포」, 8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시행, 10월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항」에 의

거,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국어기본법 제·개정 과정은 아래 [표2-1]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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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어기본법 제·개정 과정   

구분 시기 주체 내용

[1단계]
국어
기본법

정책
형성
단계

2002년 10월 09일 문화관광부
‘국어발전 종합계획

시안’에서 국어기본법 제정
방침 발표

2002년 11월 07일 학계·언론계·국
어관련단체

‘국어발전 종합계획 시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2003년 01월 13일-
2003년 02월 28일

국어기본법
소위원회 ‘국어기본법(안)’ 완성

2003년 04월 10일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국어기본법 초안에 관한
관련부처협의

(재경부,교육부,법제처)

2004년 05월 25일 국무회의 ‘국어기본법’ 정부 입법안
확정

2004년 12월 07일-
2004년 12월 29일 국회 ‘국어기본법안’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2단계]
국어
기본법

정책
집행
단계

2005년 01월 27일 - ‘국어기본법’ 공포

2005년 04월 06일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부처협의,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2005년 07월 28일 - ‘국어기본법시행령’ 공포

2008년 국무회의
(대통령)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지시

2009년 정부부처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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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제·개정 관련 정책 문서 참고 후 연구자 재구성

(https://www.mcst.go.kr/kor/s_open/standard/openInfoNotPublic.jsp)

아래 [표2-2]는 세종학당의 초기 설립 목적, 교육목표, 교육대상을 기

술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교육대상자에 대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현

지인과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설립 당시와 달리 2021년 현재, 세종학당재단은 국내외 외국인에 

한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은 한국어 교원을 해외 파견하거나, 현지 한국어 교원을 통해 한글학교

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3단계]
국어
기본법

정책
변동
단계

2010년 정부부처 ‘국어기본법’ 개정안 협의

2011년 -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국어기본법’ 개정안 마련

2012년 05월 23일 - ‘국어기본법’ 개정 및 공포

2012년 08월 24일 - ‘국어기본법’ 개정안 시행

[4단계]

정책
시행
기관
설립

2012년 10월 11일 -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 및
창립총회

2012년 10월 24일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 출범

2013년 01월 31일 기획재정부 세종학당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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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종학당의 초기 설립 목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출범 및 관련 제도 개선 정책 문서 바탕 연구자

재구성 (https://www.mcst.go.kr/kor/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1)

 1-2.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의 특징과 함의점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은 한국정부 전체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지

속 확대 되었다. 관련 정책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교육인적

자원부(현 교육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

부)이다. 

교육부는 국제 교육 협력의 증진과 재외동포 민족교육을 추진하였다. 

외교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를 통한 국제 교류 증진을 추진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설립목적

①상호주의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확대

②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의 확산

③한국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의 실현

교육목표

①표현 이해 중심의 한국어 능력 향상

②현지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확대

③양국 문화가 충실히 반영된 교재를 활용한 문화 교류 증진

④한국어, 한국문화 통합 교육으로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효과 증대

교육대상

①일반대중

- 교육인적자원부나 외교통상부와 달리 현지인 또는 한국어를

모르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함

- 성별, 학력, 직업 제한 없음(한류 선호 청소년, 근로자 등)

②기타

- 현지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 한국 취업 희망 근로자

- 현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현지인과 그 자녀

- 한국 유학 희망자

- 전문 통·번역사 지망자

https://www.mcst.go.kr/kor/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1


- 22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을 목표로 3원 체제로 이루어지

다가 이후 노동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등으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전

체 차원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상위거버

넌스를 통해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증가, 재외

동포 현지화 등의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원 전문성 확대, 다양한 교재개편,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활성화와 같은 질적 제고 및 내실화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

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 및 「해외 한국어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

되었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강좌를 세

종학당으로 일괄 지정하고, 세종학당 교재사용 및 교원 지원에 대한 통

합적 운영계획이 마련되었다.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운영 예

산만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로 분리되어있고, 2011년부터 한국문화

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적 

방향이 되었다.      

세부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세종학

당, 한국교육원 등 개별 기관 한국어 강좌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한

다. 둘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교재 개발과 교원교육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관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한다. 셋째, 물리적 기반이 

없어도 해외 한국어 학습자가 손쉽게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세종학당을 대표 자국어 보급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세종학당 대표 성공 사례 창출 및 육성을 위

하여, 세종학당재단이 직업 운영하는 학당을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신설 

하여 교육·운영·문화 등 각 영역 기능을 최적화한 표준세종학당(현 거

점 세종학당)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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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체계 모형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2-1]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주

요 부처를 도식화한 것이다.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에는 해외 한국어 교

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던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 하였다. 「해외 한국어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에는 브랜드 

통합에 따른 기능 조정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이관하는 등 구체적인 운

영계획에 대한 의결사항이 포함되었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자생단체임을 고려하여 세종학당으로의 운

영체계 전환을 원하는 한글학교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세종학당으로 전

환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16년 브랜드 통합

이 이루어졌으나, 부처별 조정 과정, 국가별 운영 관계자의 의지, 정책 

전달 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별, 운영유형별 세종학당의 

운영 방식이 보다 복잡하고, 정책의 이행 방식의 다양화를 확산하는 결

과를 낳았다.

위와 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세종학당재단

은 13개국 31개소 한국교육원을 대상으로 브랜드 통합을 안내하고, 기초 

운영 과정 조사 및 현판 부착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별 한국교육원의 반응 및 수용도는 매우 상이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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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소 중 절반 이상의 한국교육원에서는 회신 자체에 응하지 않았으

며 세종학당으로 통합 관리를 위한 첫 단계부터 협업의 난초를 겪었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국교육원을 대상으로 세종학당 표준 교재 보급, 한

국어 전문 교원 파견을 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수요 조사 회신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 하였다.  

한국문화원의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한국어 강좌에 대한 세종학당 명

칭 부여로 표면적으로는 협업의 어려움이 표출되지 않았으나, 국가별 문

화원장의 의지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상이하였다. 

브랜드 통합 이후 2017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유일하게 교육

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한 행사이다.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주관 및 주최하여 전 세계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협력망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교

원 연수 행사로 연 1 회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3개 부처와 관련된 각 기관별 한국어 교육자의 참석하에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발음 강의, 한국문화 체험 등 한국어 교수 역량

을 강화하는 공동행사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공동행사로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한국어 교원 대상 행사가 개별 부처별로 비슷한 시기, 비

슷한 교육과정으로 별도 운영되었다. 당초 2017년과 같이 공동행사를 준

비하였으나, 「적극적인 협력 거부 의사」를 담은 보도자료 발표 및 사

전 조율과정에서「무응답」혹은「반대」의견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공

동행사는 행사 개최 며칠 전에 결국 무산 되었다.   

2021년 6월 현재, 세종학당재단은 2017년도 브랜드 통합 이후 지속적

으로 한국교육원 및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교원 파견, 교재 

보급, 후원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신 세

종학당에 한하여 각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9) 연구자는 세종학당재단에서 2017년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교육원 관

계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답변 중 개별 기관의 개인정보를 최

소화하여 회신 내용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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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이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것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상위 부처 정책 추진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조차 정책이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조직간의 

정책 추진 환경에 따라 차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처 

및 운영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는 상이하였고, 궁극적으

로 정책 추진의 일원화 과정에 혼선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래 [표2-3]은 2017년도 세종학당으로 지정 된 13개국 31개소 한국교

육원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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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목록 (13개국 31개소)

국가별 한국교육원

일 본

사이타마한국교육원

가나가와한국교육원

오사카한국교육원

나라한국교육원

고베한국교육원

오카야마한국교육원

후쿠오카한국교육원

교토한국교육원

지바한국교육원

나가노한국교육원

히로시마한국교육원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삿포로한국교육원

센다이한국교육원

미 국

시카고한국교육원

휴스턴한국교육원

LA한국교육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교육원

브라질 상파울루한국교육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사할린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토크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영 국 영국한국교육원

호 주 시드니한국교육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교육원

태국 태국한국교육원
뉴질랜드 뉴질랜드한국교육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첫발뗀다. 2016.11.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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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측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정책 수요 및 추진 현황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대사급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 1993년 경

제·기술협력 협정, 무역 협정, 투자보장 협정 등 경제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994년 문화 협정, 1998년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2000년 교육협력 협정10)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교육 협력 환

경을 구축하였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각각의 수요와 양국

의 공통된 수요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현재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상호호혜적인 측면에서 공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1. 한국의 대베트남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2019년 개황 자료에 따르면, 1992년 한-베 양

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2004년 베트남의 대(對) 한국수입은 33억 

2840만 달러, 수출은 6억 350만 달러 규모, 2006년 한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 규모는 27억 달러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對) 베트남 투자 규모는 38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약 22,232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파

트너국으로, 1987-2018년까지 OECD 기준 총 지원금액은 19.9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양국의 활발한 경제교류하에 인적교류 역시 급증하게 되었

는데 베트남 관광국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한 

인구는 4,290,802명이다.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추산 베트남에서 

한국을 방문한 인구는 624,6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베트남 내 재외국민 현황은 2019년 기준, 172,684명이며, 한국 내 베트

남 체류 인원은 224,518명으로 법무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불

법체류 혹은 기타 실제 인원은 약 38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0) 외교부(www.mofa.go.kr) 베트남의 대한관계 자료 참고 (2018년 기준)

http://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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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통계자료11)만으로도,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국

으로 양국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공급의 수요가 높은 이유를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1994년 문화 협정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한국문화 확산과 함께 한류 성숙지로서 베트남 내

에서 한국의 다양한 소비재 품목의 인기가 높다. 

둘째, 이와 같은 수요로 인해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조업 및 섬유류와 관련된 한국 기업의   

진출 비율이 높다. 

세종학당재단의 베트남 한국어 수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수는 3,031개로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직원 

채용만 150,000명에 달하고, LG전자는 하이퐁에서 현지 직원 2,000여명

을 이미 채용하고 계열사 확대로 향후 더 많은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것으

로 보인다. 호치민시 기준으로 영어를 쓰는 대졸자 월급은 500달러 수준

임에 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은 1,000달러 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직원보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몇 안되는 나라”라고 한다.12) 

셋째, 베트남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의 비율이 높다. 제 2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3년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

설되었고, 1994년 정규 학과로 편성된 이외에도 베트남 대학 내 한국어 

학과 정원이 계속해서 증가함으로써 학습성취도 달성을 위한 한국어 전

공자의 교육 수요도 주요한 증가특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11) 주베트남 한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vn-ko) 개황자료 참고
12) 조선일보 보도자료 [베트남은 한국어 열공 중 2019.11.04.]

http://overseas.mofa.go.kr/v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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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 

세종학당재단은 매년 전 세계 세종학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의 목적으로 「한

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베트남 역시 한국 

및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비

율이 높으며 다양한 학습 목표에 따라 한국어 교육 기관을 선택하고 있

다. 

세종학당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내 한국어 강좌는 29개, 

한류 동호회는 46개, TOPIK 지원자는 28,201명, 정규교육과정 한국어반 

개설 학생 수는 1,865명이며, 총 15개 세종학당 외에도 4개의 한글학교

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은 학습자의 학습목적 및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초급·중급

등 으로 분류하여 일반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

자는 일반적으로 초급 혹은 회화반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수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학 및 한국 기업 근무 혹은 취업에 대한 수요

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수요에 따라, 베트남 지역의 세종학당은 유학

반, 출강반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베트남 내 학습자의 특별한 수요를 위

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 대학 내 한국어 전공자로서 학업성적 향상 목적으로 세

종학당 교육과정 수강하는 비율이 높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재단은 중

급, 고급 등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K-POP 외에도 사극과 같은 한국드라마의 시청율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종학

당재단은 한국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전통공연 및 한국무용, 전통

음악, 한식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은 

「한-베 책으로 잇다」13)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도서를 소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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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소리, 전통무용 공연 등을 통해 전통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경제적 수입의 격차가 커지게 되자 공

공영역 외에도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사설학원도 베트남 전역에서 확

대 되고 있다. 예컨대, ***어학당의 경우 베트남 전역에 9개 지점을 운

영하여 수강생이 1만 3000여명에 이른다14). 또한 세종어학원, 세종어학

당과 같이 세종학당과 유사한 이름으로 사설학원을 개설하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설학원

과 세종학당은 브랜드의 신뢰도, 교재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원의 전

문성 등의 차이 등으로 경쟁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한 내용은 제 4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2-3. 한-베 공통의 한국어 교육 수요 및 교육 추진 현황

한-베 양국의 공통된 한국어 교육 수요 및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 확산으로 인해 한국어·한국문화 관심이 높다. 둘째, 

한국 소비재 물품의 높은 인기와 함께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인한 현지 인

력의 증가와 한국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 

내 한국어 학과 증가 및 전공자의 취업과 국내 유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양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공통 된 수요를 바탕으로 베

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은 추진되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베트남에는 총 15개 세종학당이 운영 중으로 일반형, 

협업형,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 모든 유형의 세종학당이  

표준 교육과정과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다. 

기본적으로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 근거하여 세종학

당 교육과정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취업과 유학 등과 같은 현지 학습자의 특수한 요구에 맞

13) 베트남한국문화원(http://vietnam.korean-culture.org/) 문화원 행사자료 참고
14) 조선일보 보도자료 [베트남은 한국어 열공 중 2019.11.04.]

http://vietnam.korean-cul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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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특별 교육과정은 「비지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등의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

추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하고 있다. 

아래 [그림2-2]는 세종학당재단에서 분석하고 있는 베트남 내 한국어 

수요 및 공급 현황 지도이며, 베트남 전역 내에 한국어 교육 수요에 기

반하여 북부, 중부, 남부 등 베트남 전 지역에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베트남 내 한국어 수요 및 공급 현황 지도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자료 중 베트남 한국어 수요 및 공급현황 지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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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현황과 운영 요소

 

본 절에서는 베트남 세종학당의 유형별 운영 현황 및 15개 세종학당별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베트남은 세종학당의 유형별 운영 현황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형, 협업형, 거점형, 문화원·교육

원 세종학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세종학당의 운영 요소로서 설립 요

건 및 배경, 교육과정 운영, 교원 파견 및 현지 교원 운영, 지원금 등 재

원 확보, 대외홍보 및 학습자 모집 등을 분석하였다. 

 1.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현황

세종학당재단은 매년 공모 및 전략적 지정을 통해 신규 세종학당을 지

정 한다. 본 연구는 2021년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베트남 

세종학당은 15개소에서 2021년 06월 09일 7개소가 신규 세종학당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현재 22개소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15). 그러나, 

신규 지정된 세종학당의 경우, 세종학당을 지정받은 운영기관과의 업무

위탁계약 체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 지정 세종학당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서 베트남 세종학당은 총 15개소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형이 10개소, 협업형이 2개소, 거점형 1개소, 문화원, 교육원이 각각 

1개소로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일반형 세종학당 (10개소)

세종학당 운영 방식의 유형 분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형 세종

학당은 국내운영기관의 유무에 따라 독립형 세종학당과 연계형 세종학당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독립형 세종학당」은 현지 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15)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s://www.ksif.or.kr/) [검색일: 21.10.01.] 

https://www.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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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다.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부설기관(부속기

관),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법인 혹은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

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예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 및 사설 학원의 경우에는 세종학당 지정 요건에 부합하

지 않아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 「연계형 세종학당」은 현지 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관이 기

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국내 운영기

관은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하여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예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또는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베트남 일반형 세종학당은 총 10개소로, 이 중에서 독립형 세종학당은 

3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낭 세종학당은「다낭외국어대학교」, 하노이2 

세종학당은 「하노이외국어대학교」, 호찌민2 세종학당은 「호찌민사범

교육대학교」를 현지 운영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베트남 

현지 지역 내 한국어 혹은 한국학과가 개설 된 주요 대학이라는 점이다.

연계형 세종학당은 7개소가 운영 중이다. 껀터 세종학당, 빈즈엉 세종

학당, 하노이1 세종학당, 하이퐁 세종학당, 호찌민3 세종학당, 호찌민4 

세종학당, 후에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다. 각각의 운영기관은 아래 [표

2-4]과 같다. 

[표 2-4] 베트남 일반형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

구분 세종학당명 현지운영기관 국내운영기관

독립형

다낭 다낭외국어대학교 -

하노이2 하노이외국어대학교 -

호찌민2 호찌민사범교육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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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s://www.ksif.or.kr/) [검색일: 21.03.01.]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내 일반형 세종학당 중 연계형 

세종학당의 국내 및 현지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BBB코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대학이다. 이 대학들의 공통점 역시 기존에 한국어 교육학과가 개

설되어 있거나, 개설 중인 대학교라는 점이다. 

세종학당 지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운영 기관의 수행능력 및 입지여건 

외에도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기반의 체계성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중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한국문화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과정 운영에 체계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일반형 세종학당의 현지 운

영기관은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세종학당재단 운영원칙에 근거하여, 국내 및 현지 운영기관은 모두 세

종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권한과 책무를 부여 받게 된다. 국내 운영

기관과 현지 운영기관의 역할 분담의 특징은 다음의 [표2-5]과 같다. 

연계형

껀터 껀터국립대학교 원광대학교

빈즈엉 빈즈엉대학교 조선대학교

하노이1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하이퐁 하이퐁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호찌민3 호찌민산업대학교 경운대학교

호찌민4 호찌민교통대학교 동국대학교

후에 후에대학교 (사)BBB코리아

https://www.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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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세종학당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

출처: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3조 협약내용 참고

첫째, 국내 운영기관은 세종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즉, 지원

금 운영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종학당재단 운영원칙에 근거하여, 

현지 세종학당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 및 파견 

등의 책무가 부여된다. 또한, 세종학당의 운영에 관한 총괄의 역할과 현

구분 주요 내 용

공통

역할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양 국가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역명)에 ‘세종학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현지

운영

기관

① 교육, 사무 및 기타 시설 등 교육운영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

하고 관리 및 보호한다.

② 세종학당 홍보, 학습자 모집 및 등록, 기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한다.

③ 세종학당 교원(또는 파견 교원) 및 운영 요원에 대한 비자 취득 등

세종학당 운영과 관련된 ooo(국가)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④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세종학당 운영 예산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 처리하며(국내운영기관

명)(으)로 집행 현황을 월 1회 회계 및 사업보고를 하며, 연 1회 1년 간

회계 및 사업보고를 한다

국내

운영

기관

① 재단에서 교부하는 세종학당 운영 예산을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총괄 관리 및 집행하고 정산하여 매년 재단으로 그 결과를 제출

한다.

② 세종학당의 운영을 책임기관으로서 총괄 관리․감독하며 한국 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한국어 교사 파견,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현지 교육 운

영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 자료, 운영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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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월 1회 사업보고를 받는 주체로서, 세종학당재단과 

현지 운영기관 사이의 가교 혹은 중간보고 지위 및 역할을 맡게 된다.

둘째, 현지 운영기관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운영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교육 환경을 관리 및 보호하는 책무를 우선

적으로 부여받는다. 또한, 파견된 한국어 교원 및 운영 요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하여 현지법에 근거한 비자취득의 책임을 갖게 된다. 세종

학당재단은 파견 및 현지 인력에 대한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를 매우 긴

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신규 세종학당 지정 요건으로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 후 채용하거나, 비자발급의 책무

를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 운영기관은 연 1회 회계 및 사업보

고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한편, 이와 같은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세종학당의 신규 지정 단계까지

는 양 기관의 협업체계가 명문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지 운영기관

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 될 수록 국내-현지 운영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불분명해지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었다.

현지의 운영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운영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

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세종학당 운영

자들은 국내 운영기관을 경유 하여, 세종학당 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혹은 조율이 일어나는 

상황도 빈번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의사소통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

도 있으나, 국내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 운영원칙에 근거하여 정산에 

책임을 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 상황 발생시 

책임소지 및 해결방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세종학당을 관리 운영 하는

데 있어 국내운영기관과 현지운영기관 모두에 의사소통을 통해 학당 운

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일환으로 

2019년 9월16), 재단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국내 운영기관 관계자 워크

16) 세종학당재단 소식지 제1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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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을 통해 학당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운영기관이 재

단과 현지 세종학당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

다. 

1-2. 협업형 세종학당 (2개소)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외 진출 및 협업의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을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통해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공외교의 주

요 분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차원 혹은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여도, 전문적인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

로 인해 체계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세종학당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및 기업의 사회공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교원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현지 기관은 운영 기반을 제공하는「협업

형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협업형 세종학당의 경우 일반 

세종학당과는 달리 지원금을 별도로 교부 하지 않음으로 개소당 연간 

5,000만원17)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협업 기관은 세종학당 

브랜드 및 교원, 교재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한국어 교육과

정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협업형 세종학당은 2013년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인 코리아플라자와 

협력하에 시작되어 2021년 현재 전 세계에서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베트남 협업형 세종학당은 총 2개소로, 꾸이년과 하노이3 세종학당이 

있다. 아래 [표2-6]와 같이 베트남 협업형 세종학당의 운영기관이다.

17) 세종학당재단 소식지 제16호 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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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베트남 협업형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

출처: 세종학당재단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용산구청18)은 1996년부터 꾸이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지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 기관 설립 요청에 따라 협업형 

세종학당을 설립하게 되었다. 

꾸이년 세종학당은 지원금 교부 없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이며, 세

종학당재단은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및 한국어 교재 지원을 통해 안정

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과

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꾸이년시와의 우호 교류의 영역을 확대

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더샘에듀케이션19)은 베트남 현지기업인 석우종합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석우종합건설은 교육환경 제공, 

운영비 지원을 기반으로 하노이 인근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견 교육 등을 운영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

기도 하였다. 하노이3 세종학당은 2016-2019년까지 약 1,000여명의 학습

자를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

하였다.

18) 연합뉴스 보도자료 [베트남 꾸이년 세종학당, 용산구청 도움으로 개원 

2016.11.04.]
19) 더샘에듀케이션(https://thesaemedu.wixsite.com/) 하노이3세종학당 내용 발췌  

    [검색일 21.04.21]

구분 세종학당명 현지운영기관 국내운영기관

협업형
꾸이년 - 용산구청

하노이3 더샘에듀케이션 -

https://thesaemedu.wix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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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점형 세종학당 (1개소)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유형으로 2019

년 2월 26일20)에 설립되어 호찌민시 1군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거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 중에서도 브랜드의 대표성을 홍보하며 교육

기관, 현지사무소, 권역 내 세종학당 운영 관리 및 지원 기능을 중첩적

으로 수행 중이다.

첫째, 베트남 한국어 한국문화 대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점 세종학당은 일반 세종학당과 동일하게 초급·중급 등의 일반·심화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만,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문

화 수업」, 「거점 세종학당 동아리 활동 지원」과 같이 일반 세종학당

과는 차별화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거점 세종학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창의·

독서·모임·체험·휴게·강의 등 다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간적 맥락과 그 공간적 맥락을 구성한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취지가 있

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찾아가는 한국어 교실」21)로 호찌민시 재정경제대학교와 인

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출강을 지원하여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으로서, 「현지 교

원 워크샵」을 개최하는 현지사무소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네 번째, 잠재적인 학습자 모집과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문학에 관심 있는 베트남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문학번역원과의 협

업으로 「한국문학 번역캠프」를 운영하고, 베트남어로 출간된 한국의 

소설 「쇼코의 미소」 최은영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행사에 세종학당 

학습자와 신청자들에게 행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

고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홍보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 세종학당재단 소식지 제13호 17쪽 참고
21) 세종학당재단 소식지 제13호 1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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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이 외에도 롯데걸쳐웍스와 협력으로 「단편영화 제작 실

습」,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설치한 호찌민 IT 지원센터 내 현지 

직원 한국어 교육을 맡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베트남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있다. 

거점 세종학당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현지화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

램 기획 및 시행이 가능한 것은 세종학당재단의 직원을 현지 거점 세종

학당의 소장으로 직접 파견하면서이다. 세종학당재단 정책 및 사업에 대

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직원을 현지 거점 세종학당으로 파견하는 

것은 가장 차별화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10월 현재까지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에는 총 3명의 세종학당재단 직원이 파견되었으며, 현지 

세종학당의 운영을 점검하고, 세종학당별 고충 및 네트워크 강화에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 및 기능은 제 4 장

에서 제 6 장까지 분석 내용에서 보다 면밀히 다룰 예정이다. 

[표 2-7]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운영기관

출처: 세종학당재단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1-4.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각 1개소, 2개소)

베트남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은 2016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

어 강좌에 한해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유형

이다. 

문화원 세종학당22)은 베트남 한국문화원 내에 한국어·한국문화 강좌

를 운영 중이며, 세종학당의 교원이 파견되어 학사 운영 및 강의를 담당

하고 있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히 이주 여성반과 예비학습반이 신설되어 운영되

22) 베트남재외한국문화원(https://vietnam.korean-culture.org/ko)[검색일:2021.06.09.]

구분 세종학당명 운영기관

거점형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재단 직원을 현지 파견하여 소장으로 임명

https://vietnam.korean-culture.or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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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21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베트남 전역 초,중,고교 및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과의 협력을 통

해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양한 현장 수요 맞춤 프로그램도 시행중에 있다. 

교육원 세종학당23)의 경우, 세종한국어 등의 공통된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독립적 형태의 교육과정이 운

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의 2021년도 연간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주요과제는 크게 2가지이다. 한

국어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자체 한국어 교육 강좌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한국어 채택 학교 한국어 수업지원, 정규 교육과정 내 한

국어 교육 채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채택 및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어 강사 전문성 향상 연수, 한국(어)학과장 정례 

협의체 운영, 한국어 활성화 워크숍 운영, 현지 한국어 교육 양성 과정 

운영,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통역 대회 개최,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

육 활동 내실화, 한-베 현지 한국어 교육 활성화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 한국어 교육 지원 목표가 

보다 뚜렷하며, 이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각종 협의체 운영 등을 보

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세종학당의 운영방식

과 비교할 때 주요 수강생, 교육 과정 목표, 교육 추진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또한 연간운영계획서 및 홈페이지 내에서 세

종학당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자체로 타 

세종학당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점임을 분석할 수 있었다.  

 [표 2-8] 베트남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

출처: 세종학당재단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기관 목록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3) 호치민시 한국교육원(http://klech.org/) [검색일: 2021.06.09.]

구분 세종학당명 현지운영기관

문화원 문화원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교육원 교육원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http://kl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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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운영 요소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 신청 공모 및 지정 절

차를 통해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외

공관,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과 함께 협업형 세종학당을 지정 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세종학당의 설립 요건 및 배경,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과정 운영, 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 교원 운영, 지원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대외 홍보 및 학습자 모집 등 세종학당의 운영 요소를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2-1. 세종학당 설립 요건 및 배경 

세종학당재단은 매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에 따라 아

래 [그림 2-3]과 같이 신청서 접수, 공관 의견 조회, 서류심사 발표, 화상

면접 및 발표, 현장실사, 최종 심사 발표를 통해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

한다. 

[그림 2-3] 세종학당 지정 절차

출처: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지정 안내 [검색일: 2021.06.11.]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910)

세종학당의 지정 목적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

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데 있다. 두 번째, 지

정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 공관의 의견 조회, 실사 등을 통해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

급 대표 기관으로서의 질적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 우선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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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세종학당의 균

형적 확산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미지정 국가를 중심으

로 신규 지정의 방향을 정한다. 

베트남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기반으로 

1992년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및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로 인해 취업

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세종학당의 대

기자 수와 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신규 세종학당의 지정

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결과로, 전체 세종학당 개소 수는 중국이 가장 많지만, 단일 

국가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수의 세종학당이 설립 되어 있는 국가는 베트

남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베트남 한국어 수요 및 공급 현황

에 대한 세종학당 조사 결과24)에 따르면, 베트남 내 한국어 강좌는 29개

이며, 한류 동호회는 46개, 한국 기업은 3,031개, TOPIK 지원자는 28,201

명,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학생 수는 1,865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2021년도에는 베트남의 교육 정책 결정에 따라 한국어가 제1외국

어로 지정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학당별로 설립 배경은 상이하나, 세종학당 지정 신청서에는 공통

적으로 세종학당 이행 서약서, 업무위탁계약서 검토 확인서를 제출하도

록 한다. 

독립형 세종학당은 현지 신청기관, 연계형 세종학당은 국내 운영기관

이 위의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종학당 지정 이후 책무성

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운영 신청기관은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허가증을 제출 해야 한다.    

연계형 세종학당은 위에 서류에 덧붙여 현지 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

24)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베트남 한국어 수요 현황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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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간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과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역할 분담을 사전에 명문화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위에서도 서술한 바 있으나, 세종학당재단에서 제공하는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예시)」를 살펴보면, 현지 운영 기관에

는 교육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 세종학당 홍보, 학

습자 모집 및 등록, 기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할 것, 세

종학당 교원 및 운영 요원에 비자취득 등 세종학당 운영에 필요한 현지 

국가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것,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25)에 따라 세종학

당 운영 예산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 처리하며, 회계 및 사업 보고를 

진행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업무협약서의 조항을 통해, 세종학당의 인력 운영에 관해서

는 현지 운영 기관에게 책무성을 부여하여 현지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업

무협약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운영기관에는 재단에서 교부하는 운영 예산을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총괄 관리 및 집행하고 정산 후 매년 재단으로 그 

결과를 제출할 것, 세종학당의 운영의 책임기관으로 운영을 총관 관리·

감독하며 한국 내 행정업무를 담당할 것,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자

료, 운영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지에서 세종학당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국내의 운영기관을 통해 관리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제 8조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항으로, 세종학당과 관련된 표

지 및 휘장 등 브랜드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을 재단이 단독으로 소유하

며, 협약이 종결된 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세종학당 관련 표지 및 휘

장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을 명시하도록 강조되어 있다. 

베트남 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면서 「세종어학원」, 「세종학원」, 「세종어학연수원」

25) 세종학당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재단 운영 및 세종학당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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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세종학당의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의 사설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재단은 세종학당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소유권에 대해 

명시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세종학당의 현판 반납, 세종학당 관련 교

재 반납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은 위와 같은 책무성을 강조하는데 앞서 세종학당

의 안정적인 한국어 교육과 운영을 위해 학당 운영 예산 지원,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학당별 특화교육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사업, 교재 및 

기자재, 콘텐츠 지원,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국내 대학 어학연수 기회 

및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당의 운영 예산은 세종학당별 운영 규모, 학당 소재지 물가, 현지 국

가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일부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강료 등의 수익금, 국내 운영기관의 매칭펀드 등

을 통해서 운영 예산을 마련하기도 한다. 베트남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교재비를 받거나, 국내 운영기관으로부터 국내에서 파견되는 운영 요원

의 인건비 및 체류비 등을 지원받아, 세종학당 운영에 한해 예산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2.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운영

세종학당재단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기본교육과정 및 학습자 

평가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전 세계 세종학당에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 현지 학습자의 요구

에 맞춘 특별 교육과정, 온라인에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등으

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다. 세종학당재단에서 제공한 [그림 2-4]에 따르면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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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운영 현황

출처: 세종학당재단 교육과정 개발 운영 [검색일: 21.06.14]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2100)

베트남 세종학당의 최근 3개년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살펴보

면, 지역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분포

도가 다양하였다. 반대로, 개별 세종학당별 3개년 한국어·한국문화 교

육과정은 매년 같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는 한정된 자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학당의 강

의실 및 문화체험실 등 한정된 공간 규모, 교원 및 운영 요원 등 한정된 

인력 규모 등이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기타 교육과정에서는 이주 여

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TOPIK 자격증 대비반, 베트남 정규교육 과정 내 

제1외국어가 한국어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 학습목적에 부합한 교육과정

을 개설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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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재 현황

출처: 세종학당재단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료 [검색일: 21.06.14]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2100)

세종학당재단은 기본교육과정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점차 다양해지는 학습자

요구에 맞추어 한국어 회화 교재, 한국문화, 온라인 세종학당(누리 세종

학당(https://nuri.iksi.or.kr)) 내 학습 교재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

히 온라인 세종학당은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여 개

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개발의 속도를 높여 2020년 04월 01일 운영을 본격화 하였다.26)

또한, 스마트러닝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어휘·문법·회화·발음·여

행/비지니스·AI한국어 대화연습 앱과 같은 다양한 앱개발을 통해 이러

26) 세종학당재단 보도자료 [세종학당재단, 4월1일부터 온라인 세종학당 본격 

운영 20.03.31]

https://nuri.ik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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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학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재 마련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제 4-6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으나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와의 인터

뷰 결과,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코로나 장기화로 인

한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 관심과 학

습 수요가 증가에 따라「드라마 한국어 배우기」, 「K-POP한국어 배우

기」등과 「시조」,「고전문학」,「한국어 음율」등의 한국전통문화 교

육 심화과정을 개발하고 보급의 수요도 확인되었다. 덧붙여, 온라인 학

습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인근 사설학원 등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숙련되지 않은 교사에게 높은 교육료를 지불 

하며,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용 자료

와 비공개용 자료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해서 운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은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국문화교육, 세종문화

아카데미, 문화전문가/인턴파견, 한국문화 특강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지

원, 문화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에서는 총 15개소 중 8개소가 한국문화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하여, 모든 세종학당이 비대면으

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문화 프로그램은 일시 중지되었다.

베트남 세종학당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 관련 주제는 

케이팝이다. 한국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개소 중에서 6개소가 1회 이

상 케이팝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프로

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반대로 태권도, 판소리, 한복, 사물

놀이와 같이 한국 전통문화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

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세종학당에서 진행되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은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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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문화 프로그램 목록

세종학당명 2018년 2019년 2020년

1 껀터
한국어연극/드라마,
사물놀이, 판소리,
세종문화아카데미

한국영화/드라마 -

2
베트남
거점

케이팝, 판소리,
케이뷰티, 한글,

한복, 세종문화아카데미
-

3 빈즈엉
케이팝(문화인턴),
세종문화아카데미

케이팝, 태권도 -

4 하노이1
케이팝, 케이뷰티,
세종문화아카데미

세종문화아카데미 -

5 하노이2
태권도(문화인턴),
케이뷰티,

세종문화아카데미

케이뷰티, 한식,
한지공예,

세종문화아카데미
-

6 하노이3
한복,

세종문화아카데미

케이팝, 케이뷰티,
한식,

세종문화아카데미
-

7 호찌민2
케이팝, 케이뷰티,
한글, 한복

-

8 후에 케이팝(문화인턴) 한글 -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참고

 [표 2-10]에 따르면, 베트남 세종학당은 세종문화아카데미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화아카데미란 한국문화 확산을 촉진하

는 세종학당의 문화외교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별·학당별 특성 및 학

습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다. 세종문화아카데미는 한

국문화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론과 체험이 결합 된 표준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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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0] 베트남 세종학당문화아카데미 운영 세부 현황

세종학당명 2018년 참여자 수(명)

1 빈즈엉
한국어연극/드라마, 사물놀이, 판소리,

세종문화아카데미
31

3 꾸이년
케이팝(문화인턴),
세종문화아카데미

434

4 하노이1
케이팝, 케이뷰티,
세종문화아카데미

355

5 하노이2
태권도(문화인턴), 케이뷰티,

세종문화아카데미
100

6 하노이3 한복, 세종문화아카데미 211

총 합계 1,131

출처: 세종학당재단 2019년도 연간보고서 중 연구자가 재구성

최근에는 한국문화 전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단의 2019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베트남 세종학

당의 1,131명의 학습자가 세종문화 아카데미에 참여하였다. 

또한, 재단은 국내 대학 및 전문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문화 

인턴을 파견하기도 한다. 

위 [표 2-10]와 같이 2018년도 빈즈엉, 하노이2, 후에 세종학당에는 성

신 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한성대학교 등의 문화 예술전공 등 관

련분야 전공생들을 파견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세종문화아카

데미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공외교 및 한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문화인턴에게는 해외 현장 활동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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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 교원 운영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직무와 핵심역량을 체계화하

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6]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직무와 핵심 역량

출처: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직무와 핵심 역량 [검색일:21.09.29]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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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의 교원은 크게 파견 교원과 현지 교원으로 구분된다. 파

견 교원은 단기 교원과 무기직 교원으로 구분된다.  파견 교원의 역할은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안정화,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학당 행정 업무 지원, 권역 내 

세종학당 교원 재교육 등이다. 모든 파견 교원은 세종학당 교재를 활용

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무기직 교원은 기본적인 교육과

정 운영 외에도 책임 교원을 역임할 수 있으며 세종학당 운영 및 관리에 

참여 권한을 갖는다. 세종학당재단은 파견 교원을 활용한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파견 교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성에 분류 기준 및 경력에 따라 권한

과 보상을 차등 지원 받고 있다. 

[표 2-11] 세종학당 파견 교원 선발 자격

구분 자격

공통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② 국외에서 한국어 교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

③ 국외 파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④ 남자의 경우 선발 공고일 당시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

⑤「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위의 선발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급

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2급이상)

② 관련전공(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국어학, 언어학)석사학위 이상

③ 경력8년(3,200시간)이상

나급
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2급이상)

② 경력3년(1,200시간)이상~8년(3,200시간)미만

다급
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3급이상)

② 경력1년(400시간)이상~3년(1,200시간)미만

라급
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3급이상)

② 경력1년(400시간)미만

출처: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if.or.kr/com/) [검색일21.04.21]

https://www.ksif.or.kr/com/


- 53 -

파견교원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외 파견

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

람이어야 한다. 파견교원은 학위, 경력, 자격증에 따라 가,나,다,라 급으

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베트남 세종학당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파견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지만,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하여 현지의 문

화와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

어지는 것이 안정적인 교육의 핵심방법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파견 교원의 잦은 교체 혹은 중도 귀국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교원이 오기까지 수업에 차질을 빚은 경우가 있

어, 현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한편, 세종학당 현지 교원은 전담 교원과 일반 교원으로 구분된다. 교

원의 직무는 한국어수업, 수강생 관리, 학사행정, 문화수업, 세종학당 행

사, 학습자 상담 등으로 구분되며 교원의 직무에 따라서 관련 직무의 범

위 또한 나뉘게 된다. 

세종학당재단은 비단, 베트남 뿐만 아니라 특히 험지일수록 파견 교원

의 파견 거부나, 중도 귀국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과 재정손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채용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실

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 [그림 2-7]은 세종학당 한국어 교

원 자격 취득과정을 도식화 한 것으로, 세종학당재단은 다음과 같이 국

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7]  세종학당 해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출처: 세종학당재단 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검색일:21.09.29]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3100)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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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현지 세종학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온라인 교육과정(102시간)을 이수 

하고, 2차 온라인 교육과정(18시간)에서는 모의 수업 및 강의 참관을 통

해 매년 현지 교원의 자격증 취득 비율을 높이고 있다.  

한편,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2020년도 이후에는 세종학당재단의 ‘누

리세종학당 홈페이지(https://nuri.iksi.or.kr)’를 통한 온라인 강의 100% 

출석 및 강의 이수시 수료를 인정하고, 온라인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오

프라인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세 번째, 세종학당 현지 채용 교원 학위취득 지원은 세종학당 현지 교

원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이다. 국내 사이버 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지 교원에게 「한

국어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 학비를 지원

하고 있다. 

네 번째,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교원 맞춤형 연수 및 세계한국어교육

자대회 등과 같은 연수 및 행사를 통해 교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커리큘럼 구성 등의 연수를 통해 현지 채

용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의 2019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교원 양성 과정은 일본, 중

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4회 진행되었으며, 총 147명으로 참가자 조사 

결과 94% 높은 만족도가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세종학당재단 경력·신규 파견 교원 첫 공동워크

숍을 개최함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원과 이미 현지에서 파견 활동을 수

행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현지 교육사례와 직접 습득한 

교수법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별 학습자 특성 및 교육 경향 사례 발표와 그에 맞춘 교수

법 개발을 위한 토론은 교육 자료 개발 및 교보재 제작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전되었으며, 현지에서 학술회나 연구회와 같은 파견 교원 

간 교류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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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육 환경도 변화하게 되어 「세종

학당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온라인 한국어 교육 실습」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18기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12인이 수료 하였

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

육 역량 상승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실습 과정 중 모의 수업을 통

해 향상된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업자료 제작하기」, 「교안 작

성하기」, 「수업의 각 단계별 목표 알고 진행하기」, 「한국어를 사용

해서 수업하기」와 관련한 점수가 1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

으며, 「의사소통에 맞추어 수업하기」는 9점, 「문법의 의미를 설명하

기」, 「문법의 형태 정보를 알고 설명하기」 등이 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베트남은 점차 고급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베트남 전국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학의 수 역시 점

차 증가하고 있다. 

Tran Thi Huong(2020)에 따르면, 2017년에는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대

학의 수가 총 23개교인데 비해 2020년에는 총 35개교로 증가하였다. 또

한, 재학생의 수 역시 약 9,600여명에서 17,000여명으로 확대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내에서는「동북아 연구소 산하 

한국학센터」,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산하 한국학센터」등 다

수의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어와 한국학 전공과 관련된 베트남인 

교수와 박사들이 모여 2011년에 「한국학술연구회」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주도하고 교원 양성 및 파견 등에 있어서도 점

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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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지원금 등 재정 확보

세종학당재단은 일반형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며, 운영

기관의 매칭펀드로 세종학당의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협업형 세종학당은 재단에서 지원금은 교부하지 않고, 파견 교원 및 

교재를 지원하게 되므로 실제 운영과 관련된 재정은 운영기관이 확보하

여 운영하게 된다. 

거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므로,  

일반 세종학당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 및 재단의 파견인력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교부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원·교육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재외문화원, 한국교육원의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며, 한국어 강좌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교원 파견 

및 교재지원, 현판 지원 등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금의 경우는 1년간 세종학당 운영 평가, 인근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지원금이 가감될 수가 있으며, 세종학당 운

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한해 지출할 수 있다. 

한편, 세종학당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차례 알려진바 있다.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지역 

세종학당 적정 지원금은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7,4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비단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세종학당이 비슷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이 발표되었다. 또한 한류 확산으

로 인해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가 커졌으나, 세종학당재단의 학당 운영 

관리 부서 정원 증원은 단 1명에 그쳐 학당관리에 내실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세종학당

재단과 세종학당은 추가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예산 부족의 상황 속에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하

거나 매년 국정감사 및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세종학당의 운영비 및 파

견 교원의 인건비 상향조정 등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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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2018-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세종학당 신규 개설, 한국어  보

급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한 기존 세종학당의 시설개선, 온라인 

학습 기반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위원들의 공

감을 이끌어 냈으며, 차년도 사업비가 매해 증가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으로서 2017년도 이

전까지는 교육시설 개보수 및 세종학당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인테리

어 등의 직접적인 세종학당의 시설 개선사업에 집중하였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2019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보급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 계획으로 준비 중이었으나, 2020

년 코로나로 모든 세종학당의 일시적 운영 중단 및 비대면 학습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보다 확대하

고 있다. 아래 [표 2-12]는 베트남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 목록이다.

[표 2-12] 베트남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 목록

세종학당명 연도 주요내용

1 베트남 문화원 2020년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2 빈즈엉
2019년 교육환경 개선

2020년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3 하노이1 2020년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4 하노이2 2020년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5 호찌민2 2019년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6 후에 2020년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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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 세종학당은 운영 환경에 따라,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거

나, 국내 운영기관으로부터 인건비 혹은 학습 기자재를 후원받고 있다. 

재단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을 통해 후원을 확대하고 기부금(품)

을 전 세계 학당에 보급하여 학당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표 2-13] 베트남 세종학당 후원사례 목록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연구자가 재구성

위 [표 2-13]에 따르면,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설립 단계에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국내 대기업 중 베트남에 진출한 다수의 기

업으로부터 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 행사 지원, 교보재 지원 등의 다양

한 후원을 받고 있다. 후에 세종학당의 경우에도 2018년도 세종학당 한

국어 교육자료를 후원받음으로써 세종학당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재단에는 직접적으로 보고되지 않지만 개별 세종학당에서는 

지역 사회 및 국내 운영 기관을 통해 자체 후원금 혹은 운영비를 지원받

는 사례가 있으며, 매년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우

수학습자대회」, 교원들의 국내 연수프로그램인 「세계한국어교육자대

회」등을 통해 국내 연수 비용을 지원 받는 등 기본 재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 및 후원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학당명 연도 주요내용

1 베트남 거점 2019년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운영 지원,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동아리 활동 지원

2 후에 2018년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자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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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외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의 브랜드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 및 기관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을 위해 재단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대학·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목록

은 [표 2-14]과 같다.

[표 2-14] 베트남 세종학당 협업 기관 목록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연구자가 재구성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국내 기업인 「CJ ENM」과의 협력을 통해 

거점세종학당 시설 지원 및 문화콘텐츠를 지원받았으며, 베트남 거점 세

종학당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과 관련된 문화 소개 및 관련 콘텐츠 행사

를 협업하에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

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

고,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때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의 학생들의 참

여도 이끌어내 한류 확산 및 공공외교 확대에 기여 하고 있다.

하이퐁 세종학당은 국내 운영기관인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한국무

역보험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G디스플레이, ANZ은행 등 민관산학

협력의 대표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하이퐁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중소

기업에 전문교원을 파견하여 현지 직원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근로로 인하여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한국어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교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

세종학당명 연도 협업 기관

1 베트남 거점 2019년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CJ ENM

2 하노이3 2020년 KAS E&C Co., LTD(VIETNAM)

3 하이퐁 2019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G디스플레이, ANZ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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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마련 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은 대외 홍보와 관련하여 국내 저명인사 및 한류스

타를 활용한 재능기부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후원 확대 및 잠재

적인 학습자 증대를 위해 재단은 2018년 홍보협력팀을 신설하고, 대외협

력,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후원 기관 모집, 장학생 사업 운영 등의 업

무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 결과 전년도 대비 후원금 확대가 이루어졌으

며, 협업 기관 역시 확대되었다. 또한 한류스타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외 기사 게재 수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베트남 역시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특히 한국의 LINE과 

같은 메신져 및 SNS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 모집 및 학당의 

다양한 행사개최 소식, 학습자 모집에도 재단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적

극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학습자를 모집하는데 우수 교원의 교수법도 주요 요인으로 확

인된다. 베트남 현지 운영 기관이 대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전공자들이 수강을 하는 경우, 교원의 평판 및 교수법에 대한 입소문도 

재수강 및 신규 학습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습자 

대상 인터뷰 결과, 한국인 교원보다 현지인이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더 선호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과거에는 현지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가 적어, 교재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체계

적이지 않은 교육과정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베트남 내 다양한 대학에

서 박사 이상의 한국어 전공자들이 배출됨에 따라 우수 교원의 여부가 

세종학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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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베트남 지역 15개 세종학당 운영 현황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요소에 대한 분석

은 베트남 세종학당 동형화 및 탈동형화 분석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전 세계 표준화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

육과정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국

내 및 현지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세종학당 운영 재원, 협업기관 등의 

차이는 세종학당의 운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표2-15]의 베트남 15개소 세종학당별 운영 현황 비교를 통해 

요인별 차이점에 따라 세종학당 동형화 및 탈동형화에 어떠한 양상을 도

출해내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세종학당재단이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외에 특수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외부 재원, 협업기관 등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정형화

된 운영의 형태에서 다원화 되는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총 15개 세종학당 중에서 한국어 교육 특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당은 7개로 50%이상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15개소 중에서 6개소로 역시 50% 가까이의 비율을 보였다. 재원의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협업형, 문화원,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15

개소 중에 11개소가 지원금으로 세종학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학당은 2개소로 확인되었

다. 다만 직접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운영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

는 다는 점에는 15개소 중 3개소가 외부 협업을 통해 운영 인력, 특수과

정 운영 등을 지원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당별로는 다낭 세

종학당을 제외한 14개소 모두 세종학당의 정형화된 운영 형태에서 다양

성의 지표가 확인되었다. 15개소 중에서 가장 다원화 된 운영 형태로는 

하이퐁, 후에, 하노이3, 거점, 교육원 세종학당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

로는 껀터, 빈즈엉, 하노이1, 꾸이년 세종학당이 확인되었다. 하노이2, 호

찌민2, 호찌민3, 호찌민4, 문화원 세종학당은 정형화된 운영 형태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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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운영의 다원화 특징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2-15]는 베트남 15개소 세종학당별로 현지운영기관, 국내운영

기관, 한국어 특수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재원의 다양성 여부, 협업

기관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의 다양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세종학

당 유혈별로는 거점=교육원>협업>일반형 순으로 다양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종학당재단의 전형적 운영방식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한 대표적 세종학당으로는 

여러 협업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

영한 하이퐁세종학당, 지원금 외에 후원재원 마련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세종학당, 지원금 없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이며, 현지 기

업 등에 출강을 통해 다원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하노이3세종학당, 

차별화된 정책과 운영방식으로 독립적 형태로 운영 중인 교육원세종학

당, 세종학당재단이 설립하고 현지사무소의 기능을 수행중이자, 권역별 

대표 기능을 수행중인 거점 세종학당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운영 과정

은 다음 [표2-1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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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베트남 15개 세종학당 운영 다양성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연구자가 재구성

구분 학당명 현지운영기관 국내운영기관 한국어교육 특수과정 특성화 재원 협업기관 다양성

1

독립

다낭 ㅇ x o x x o x -

2 하노이2 ㅇ x o x o o x 1

3 호찌민2 ㅇ x o o o o x 1

4

연계

껀터 ㅇ o o o x o x 2

5 빈즈엉 ㅇ o o x o o x 2

6 하노이1 ㅇ o o x o o x 2

7 하이퐁 ㅇ o o o x o o 3

8 호찌민3 ㅇ o o x x o x 1

9 호찌민4 ㅇ o x x x o x 1

10 후에 ㅇ o o x o oo x 3

11
협업

꾸이년 x o o o x x x 2

12 하노이3 o x o o x x o 3

13 거점 거점 x o o o x oo o 3

14 문화원 문화원 o x o x o x x 1

15 교육원 교육원 o x x o x x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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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베트남 15개 세종학당 운영 현황표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연구자가 재구성

구분 학당명 현지운영기관 국내운영기관 수강생
수28) 한국어교육 특수과정 특성화 재원 협업기관

1

독립

다낭 다낭외국어 - 80 초급14, 중급1 - 지원금 -

2 하노이2 하노이외국어대 - 220 초급25, 중급5,
문화1, 기타7 -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금 -

3 호찌민2 호찌민사범교육대 - 140 초급42, 중급14,
문화7, 기타5

한-베
가정 특화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금 -

4

연계

껀터 껀터국립대 원광대 15 초급16, 중급2,
문화2, 기타2

공무원 대상
한국어교육 - 지원금 -

5 빈즈엉 빈즈엉대 조선대 200 초급44, 중급5,
문화6, 기타2 - 교육환경(2회) 지원금 -

6 하노이1 하노이인사대 부산외국어대 200 초급41, 중급7 -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금 -

7 하이퐁 하이퐁대 부산외국어대 30 초급19
장애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 지원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G디스플레이, ANZ

은행

8 호찌민3 호찌민산업대 경운대 150 초급24, 중급9,
문화3, 기타9 - - 지원금 -

9 호찌민4 호찌민교통대 동국대 - - - - 지원금 -

10 후에 후에대 (사)BBB코리아 160 초급30, 중급3,
문화8, 기타1 - 온라인

교육환경
지원금
후원금 -

11
협업

꾸이년 - 용산구청 150 초급12, 문화6 고등학교
출강 - - -

12 하노이3 더샘에듀케이션 - 90 초급27, 중급7,
기타1 기업출강 - - KAS E&C Co.,

LTD(VIETNAM)

13 거점 거점 - 세종학당재단 - 초급21, 중급2,
문화10, 기타3 결혼이민자 - 지원금

후원금
호치민인문사회과학
대학교, CJ ENM

14 문화원 문화원 베트남한국문화원 - 300 초급36, 중급11,
회화4, 기타2 - 온라인

교육환경 - -

15 교육원 교육원 호치민시한국교육원 - 125 - 출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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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정책 차용과 전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론적 배경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화 과정은 어떠한지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경우에는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적합성 뿐만 아니

라 교육적 논리에의 적합성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2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첫째, 정책이 결정되고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

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 정책 조정(변동)의 개념을 먼저 분석하였다. 두 

번째,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 및 정책 전이(Policy transfer)의 개념

을 분석하였다. 위 용어는 정치학, 정책학 연구에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비교교육 분야에서는 흔히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신제도주의로 

통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되 제도의 수

용에 있어 능동성, 주체성의 의미가 강한 정책 차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1. 정책 결정·조정 이론

  1-1. 정책 결정 이론

정책 결정(Policy Making) 은 문제 의식에서부터, 정책의 형성, 집행, 평

가를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관이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작성해 그 결과를 예측 및 

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행정학사전, 2001;) 대표적 연구로는 Lasswell이 정보, 건의, 처방, 

발동. 적용, 평가, 종결의 7단계로 정책 과정을 분석한바 있다. Anderson

은 Lasewell의 견해를 토대로 의제 설정, 정책형성, 채택, 집행, 평가 등 

29) 교육행정연구법(1995) 한국교육행정학회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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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정책 과정을 분류 하였다. 한편, 정책 형성단계는 어떠한 의제

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로 대두되는 단계이며, 선택

된 정책수단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를 거쳐, 집행된 정책의 본래

의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정길, 2010)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어기본법 제·개

정의 정책 결정 역시 위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위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표 2-1] 국어기본법 제·개

정 과정을 정책 형성단계, 정책 집행단계, 정책 변동 단계 등으로 구분

하여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부분은 일반 정책 결정 과정과 다른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의 특수성

이다. 교육 정책은 주요대상인 교육행위자들의 공공적·사회적·조직적 

활동과 윤리적 사업으로서 가치 함축적인 성격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일

반 정책 결정 과정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 정책 

역시 정부의 의사 결정 중 하나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결정

된다. 그리고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상충적 가치 혹은 이해관계자들 간

의 가치를 조정하는 정치적 성격도 함축한다. (윤정일, 1994) 따라서, 교

육 정책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교육 정책 결정에 있어 권력이 어떻게 작

용하고 누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

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 정책은 교육 본질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기능에 중심

을 둘 경우, 교육 이념 및 교육 활동 등의 의미를 놓친 채 정책 결정 과

정의 분석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권력 관계에 의한 정

책 결정에서 교육의 준거집단인 교수자, 학습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교육 정책은 대개 높은 수요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책의 준

거집단 외에도 이익집단이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이기에 정책 결정 과정 

혹은 정책 조정 과정에 있어 다양한 압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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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는 꼭 부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는 정책의 공익성을 높이고 

집단 간 갈등을 완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분석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복잡한 환경에서 완전한 합

리성에 근거하여 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나 없다. 

따라서, 정책 조정 및 변동의 개념 역시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과 관련한 3가지의 고전적 모형과 함께, 다양

한 대안의 탐색 과정 속에서 발전된 정책 결정 모형을 탐색하였으며, M. 

Cohen, J.March, J.Olsen 등이 주장한 정책 결정 모형을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첫 번째는, 합리성 모형(Rational model of decision making)이다. 이 모

형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모형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 문제 확인, 목표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비교 평가, 대안 선택 

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추구한다는 이론이다. 이 고전적 모형은 의

사결정자들이 모든 문제(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더욱이 모든 대안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지나치게 이상적 모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점증주의 모형(Incremental model of decision making)이다. 

이 모형은 합리성 모형과는 반대로,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당면문제를 점증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해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점증주의 모형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부분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예

측 가능한 대안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of decision making)이다. 

이 모형은 보수적인 점증주의 모형의 한계와 비현실적이라는 합리성 모

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두 개의 이론을 절충한 개념이다. 정책 결정 과

정에 있어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정책 결정의 층위를 구분하여, 

이 층위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정책 결정 및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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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다는 것이 주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Cohen, March& Olsen(1972)30)가 주장한 네 번째, 쓰레

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가장 주목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 따르

면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

발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우발적인 요소는 문제 상황, 

해결책, 의사결정의 기회, 의사결정의 참여자로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기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하다가 어떠한 계기(triggering events)를 만나 우연

히 동시에 존재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모형

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존재하며,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약한 혼란의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주목한다.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게 정책과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이 있다. 다중흐름모형은 문제, 정책, 정

치 이 3가지의 흐름이 우연한 계기에 정책을 선도하는 주요 결정자의 의

지와 실행으로 인하여 정책선도가 구성된다는 개념이다. 이 모형은 쓰레

기통 모형과 함께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비합리성의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의 특성을 기술하는 다중흐름모형

도 주목하였으나,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각각이 응집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쓰레기통 모형을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공급자 측면의 

한국과 수요자 측면의 베트남 모두 정책 추진 이념, 정책 추진 목표, 정

책 추진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계기를 만나 정책이 시행된 계기

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정책 브랜드 통합이라는 특별한 

계기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응집력이 약한 각기 다른 조직의 정책 관계

자들이 분절적, 한시적 논의과정을 통해 혼란의 상태 속에서 정책이 시

30) Cohen, Michael D. March, James G. Olsen, Johan P.(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Cornell University. Vol.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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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따로 똑같이」혹은「좁혀지지 않는 평생선」상에서 각 참여자들

이 각기 다르게 정책에 적응해 가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1-2. 정책 조정 이론  

한편, 한번 결정된 정책은 고정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혹은 변동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조정의 개념을 행위자간의 서로 타협해가는 과정으로, 변동의 개념을 그

에 대한 결과로 정의하였다. 다만,‘정책의 변화 과정’이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책 변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정책의 쇄신, 승계, 유지, 종결 등 변

화 정도와 변화 속도에 따라 폭발형, 점증형, 혼합형으로 정책 변동을 

분류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집행 이후 정책 평가 및 환류 체

계를 통해 정책의 조정 혹은 종결과 같은 변화를 맞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변동을 정책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서는 정책 변동의 역동성, 순환성, 복합성에 주목하여 정책 조정이 정책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정책 변동을 일으키는 특징

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돌발적인 사건 등으로 분류하였

다.(유훈, 2009; 권기현, 2008; Hogwood&Peter, 1983, 양승일, 2006) 

본 연구에서는 양승일이 분류한 정책 변동의 특징과 저해 특징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정책의 조정 혹은 변동에 대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요 정책 변동 특징으로는 법률의 제정, 조직 간의 경쟁, 

정책 관리자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변동을 저해하는 

특징으로는 심리적 저항이 특징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표 

2-17]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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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정책 변동의 특징과 저해 특징

출처: 양승일(2014) 정책변동론 정책 변동과 저해 특징 분석 참고

 1-3. 정책 중복 및 중첩 이론

 

본 단락에서는 정책의 결정과 조정, 정책의 중복과 중첩에 대한 개념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함의점을 분석한다.

  1) 가외성 이론에서의 「중복과 중첩」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중첩」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문화외교와 국

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과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념을 참고하였다.이 연구는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와 관련된 행정부

처 간, 그리고 같은 부처 내에서조차 업무가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며, 통상적으로는 정책의 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

기 위하여 일원화된 정책으로 기능 통합(Intergration)과 정책 조정을 시

구분 정책 변동 특징 정책 변동 저해 특징

정치적

특징

①정책관리자의 교체

②최고 정책 관리자의 가치관 변화

③조직 간의 경쟁

④법률의 재정 및 폐지

①정책 및 조직의 지속성

②정치적 연합

③법적제약

④정치적 연합

경제적

특징

①경제적 환경의 급변

②기술의 변화
①정책변동에 따른 높은 비용

돌발적

특징

①정책 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②정책 일관성의 상실

③정책집행조직의 반항

④정책 오차

⑤예상외의 사건

⑥집행조직의 약점

①정책 변동에 대한 심리적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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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만, 정부 부처 간 관할권이 모호하거나, 행정 기능이 다원화된 경

우에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정책의 「중복과 중첩」이 의미가 있다는 주

장을 하였다. (김휘정,2012) 

[그림 2-8] 정책의 중복과 중첩의 개념

출처: 김휘정의 정책 중복과 중첩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가외성(redundancy)을 

적용하였다. 가외성은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

(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duplica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원회 제도,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등이 모두 가외성 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31) (Landau, 1969; 

Niskanen, 1994) 

위 연구에서는 가외성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조직을 

중복, 공동의 기능 영역을 가지는 조직을 중첩이라는 분석틀로 국제문화

교류 및 국제협력의 유관 부처인 문체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는 개

별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김휘정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경우,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이 

31) 김광웅(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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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루어졌으나, 외교부가 추진하는 ‘한글학교’의 경우는 재외동

포를 대상으로 한 모국어 교육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과 전략, 보급 대

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사업의 중첩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외 동포가 2,3세대를 거치면서 외국인과 동포 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감안 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한글학교와 세종

학당의 교육 대상이 중첩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각 부

처의 업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

호 조정 관계를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

다. 또한, 부처별 업무영역의 조율을 위해서는 차상위 국정운영체계로서

「메타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하고, 중첩운영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위 연구는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에서 제외된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학

습자의 학습선택권에 따라 정책「중첩」의 필요성 및 업무영역 조율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필요성의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 정책 차용과 전이 이론  

 

2-1. 정책 차용이론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 및 정책 전이(Policy transfer)의 용어는   

정치학, 정책학 연구에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비교교육 분야에서

는 흔히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신제도주의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되 제도의 수용에 있어 

능동성, 주체성의 의미가 강한 정책 차용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비교교육 분야에서 정책 차용은 자국 내부의 맥락적 요소를 

더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정 개별 국가를 넘어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동형화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보편적인 문화에 측면

을 집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발전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정책 차용의 개념은‘타국에서 빌려 온 정책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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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책 전이

의‘국가 간 유사한 정책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이동의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의 용어와는 미세한 온도 차를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iner-Khamsi, G. (2002)의 정책 차용 및 전이의 이론

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연구자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 하는데 내

부에서 논란이 되는 특정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외부의 우월한 권위를 

활용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제기구나, 타 국가

로부터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사례가 있다.

베트남 세종학당도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라는 타국의 정책 

기준과 국가보조금이라는 자금관리 규정이 우선시 되고 있다. 베트남의 

현지법, 정책, 제도보다는 세종학당재단 운영 규정이 우선시 되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 연구를 참고하였다.

 2-2. 정책 전이 이론 

성열관(2010)은 정책 차용과 정책 전이의 차이를 「능동성」과 「방향

성」으로 분류하였다. 정책 전이의 경우 국제적 또는 특정 국가의 제도

와 정책이 이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능동성이나 방향성을 내포하지 않

음을 강조하였다32). 정책 전이 이론은 공적개발원조 사업 혹은 과거 식

민지 교육 정책이 실패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예컨대, 1960년대 미국이 중남미로의 교육 제도 지원 사례의 경우, 중

남미는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발전 모델에 의존하여 학교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

았다. 

장은정(2013)의 연구에서도 케냐의 보편적 초등교육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로 상정된 2000년대 이후 국제개발담론하에 조응하여 케냐 교육부문 

지원프로그램(KESSP) 지원받음으로써 양적 지표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

과를 이루었으나, 교육의 접근성, 교육의 질, 교육 평등, 지역격차, 취약

32) 이한별(2020) 한국의 교육훈련 정책차용 메커니즘 연구 26쪽 재인용



- 74 -

한 교육 거버넌스, 분절화된 모니터링 등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냄을 분석하였다. 

이지향(2013) 역시「주인의식의 발전을 통해 본, 스리랑카 평화교육 분

석」을 통해 스리랑카 평화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

으로 스리랑카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였다. 스리랑카 평화교육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스리랑카의 주인의식을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여 기관

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강력한 국제개발의제로 개발도상국의 정책 형성과 시행에 양적 성장에

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지 국가의 정치적, 정책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책 전이는 정책의 실패를 양산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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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과 특징33)

 

동형화와 탈동형와에 대한 개념은 신제도주의의 조직연구에서 조직 환

경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등장하였다. 신제도주의는 

역사학적 제도주의·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나누어 

조직을 단순한 생산체계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체계로 인식한다. 이 중

에서도 특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제도’를‘문화’로 확장하여 이해함

으로써, 조직의 규칙과 절차 뿐 아니라 관습과 습관에 대한 행위에 대해

서도 주목을 하였다. (강경애, 201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DiMaggio&Powell(1983)이 주장한 조직의 동형화에 관한 

개념을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반대로 Meyer&Rowan(1977)의 탈동형

화에 관한 개념과 Cristin Oliver(1991) 사례를 통해 현상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제 3 절의 정책 결정 과정과 조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일련의 과정

이 때로는 정치적인 강제성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 간의 경쟁을 

통해 모방과 차별화를 양산하기도 하며, 때로는 규범적이고 공익적인 가

치를 실현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과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33) 동형화(isormorphism), 탈동형화(decoupling) 이론은 신제도주의 조직연구에

서 조직 환경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통해 채택하는 제도 및 규범과 그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행위 혹은 선언을 해석하는 상호 반대되는 이

론적 개념이다. 국내에서 isomorphsim은 동형화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decoupling은 국내에서 ‘디커플링’, ‘탈동조화’ ‘탈

동형화’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isomorphism의 국문 용어인 동형화에 반대되

는 용어로서 decoupling 용어를 탈동형화로 번역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동형화 

현상에 상응하여 탈동형화 현상 및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탈동형화 용

어 사용에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을 함께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로서 강경

애(2019)의 연구와 박은숙(2019)의 이론적 해석을 교차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강

경애(2019)는 조직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는 과정에

서 동형화에 불응하여 합리적 효율성을 찾는 과정으로 탈동형화의 용어를 채택

하였으며, 박은숙(2019)은 한 조직에서 규정된 제도의 명문화와 이의 실제 수준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탈동형화의 용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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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결정된 정책도 적용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다시 변화할 수 있음

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DiMaggio&Powell의 동형화 이론을 통해 신제도주의의 이

론 중 제도를 규칙, 절차, 표준과 같은 정형화 된 틀을 넘어 관습과 습

관도 중요한 행위 요소로 개념화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Meyer&Rowan과 

Cristin Oliver의 탈동형화 이론을 통해 정책 결정의 가변적인 속성에 따

라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식적인 제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다

른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동형화 이론

DiMaggio(1988)에 따르면, 조직은 생존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형

화(isomorphism)을 통해 조직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모든 조직이 생존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위해 제도

를 통해 조직의 보편적인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조직 내의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직은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규칙, 의미, 가치 등을 더욱더 정

형화된 제도로 형식화하고, 이 안에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적 기대를 포함한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DiMaggio&Powell은 이러한 제도적 동형화를 강제적(coercive), 모방적

(mimetic), 규범적(normative)의 3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1 강제적 동형화

 

강제적 동형화는 조직이 속한 상위조직 또는 재원, 자원 등에 관여하

는 정부 규제나 법제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른 규제적 지침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는 

제도화의 규제적 측면으로 정치적 영향과 정당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조직이 속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며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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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슷한 유형의 조직 간의 상호견제와 연계는 상호간에 공식 또는 비

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다. 더욱이 글로벌 시대 국제사회의 영향은 

정부나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압력을 넘어서 국제기구, 혹은 비영리기관

과 같은 초국가적인 제도의 압력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

에 따라, 개별 국가는 초국가적인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기구나 다

른 선진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 Jeffery 

Pfeffer(1986)는 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있어 타정책의 사례

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통하

여 동형화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1.2 모방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서, 조직의 문제 해

결 방법이 불확실하거나 자체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때 다른 조

직의 시스템과 전략을 모방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경우 모방적 과정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조직을 모방하는 과정

을 채택하여 조직 형태가 유사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흔히 「벤치마

킹」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각 세종학당에 공

유를 하게 되고, 우수 학당의 경우 다양한 형식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 「소문」혹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수 운영 사례를 모

방하거나 적용하려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모방적 과정은 

신규 조직의 초기운영 혹은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방적 과정은 

심리적 동조 현상과 유사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 혹은 판단을 하

게 되면 개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갖게 되고, 점차 다수의 의견에 맞

추는 동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내 다른 세종학당에서 모두 k-pop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호응도가 높을 때 이 교육 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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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타 세종학당의 경우 자신의 조직만 뒤쳐 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똑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관리기관의 컨설팅에 의해서도 모방적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세종학당의 운영평가와 동시에 운영의 보

완이 필요한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

우, 모든 컨설팅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운영상의 문제 원인

이 모호하거나, 해결책이 불분명한 경우, 평가자 혹은 컨설팅 제공자는 

다른 세종학당의 운영사례를 안내하기도 하고 컨설팅을 제공 받는 과정

에서 모방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1.3 규범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는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나타나는 동형화의 유형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 조직의 내부에서

는 찾지 못한 문제 원인과 해결의 방안을 외부 혹은 조직의 관리자로부

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이루어 냈을 때, 조직은 안정성을 

되찾게 된다. 예를 들어, 세종학당의 경우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부

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책 시도의 기초 연구의 함의점을 

찾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한다.

규범적 동형화는 조직이나 개인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집단, 행동, 정책, 제도 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유관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연구

용역 외에도, 세종학당과 타 기관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문화의 특징

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세종학당의 해외 파견 교원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

지자, 혹은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이라는 교육과정의 전문성

에서 규범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교육 관련 주요 4개 학회와의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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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규범을 지속적으

로 내면화하고 있다. 

세 번째, 베트남에서도 전문가 간의 규범적 동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동북아 연구소 산하 한국학센터」,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산하 한국학센터」등 다수의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어

와 한국학 전공과 관련된 베트남인 교수와 박사들이 모여 2011년에 「한

국학술연구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은 베트남 내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주도하고 교원 양성 및 파견 등에 있어서도 점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탈동형화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 외부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압력이 발

생하고, 조직은 이러한 압력에 따라 공식화된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송

인영, 2020) 그러나, 조직에서는 외부의 가치와 동형화 압력에 순응하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한 공식화 된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조직 내부에서는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활용을 하지 않는 탈동형화

(decoupling)34)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Meyer&Rowan,1977;) 조직들은 환

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리화된 규범을 택함으로 정당성은 획득하되 

실제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별도로 채택하면서 탈동형

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34) 본 연구에서는 Decoupling의 이론적 개념을 정의한 Meyer&Roman(1977)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이 공식화된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조직 내부에서는 실질

적인 활용을 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며 동형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해석하

고자 한다. 따라서 Decoupling을 해석하는 다양한 국문용어 중에 동형화에 반대

되는 용어로서 탈동형화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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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선행연구별 탈동형화(Decoupling)개념 정의

출처: 강희경(2015), 김동수(2017)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탈동형화 개념은 다양한 제도, 조직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

도의 채택과 실제 실행 간의 간극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부터, 최근에는 

간극의 수준 즉 수사적 표현, 선언적 행동 등으로 탈동형화의 층위를 구

분하여 설명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직의 탈동형화 현상은 제도적인 동형화가 탈동

형화보다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 탈동형화가 일어나는 것을 흔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탈동형화 자체가 다시 제도적 동형화의 대상이 

되는 현상도 발견되어 동형화와 탈동형화의 인과관계를 단편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해 「순응」「저항」을 반복하며 불확실환 환경

에서 조직이 취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이 가진 

기본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탈동형화 현상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 대처방안으로서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George, 2006;) 

탈동형화 개념이 국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병리적 현상처럼 해석되고 있으나 탈동형화는 정책 현장에서 세부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데 틈새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박은숙, 2019;)  

세종학당의 경우 브랜드 통합에 따라,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의 한국

어 교육 강좌가 각각 문화원 세종학당과 교육원 세종학당으로 흡수 통합

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서는 세종학당이 지정 혹은 설치 운영하는 

연구자 연도 주요 개념 정의

1 Meyer&Roman 1977
조직이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받아들
인 공식적인 제도와 실제 실행을 분리

2 Cristin Oliver 1991
조직이 제도에 대응하여 실제 채택하게
되는 행위를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시

3 Westphal&Zajac 1998
공식제도와 실제 실행간의 괴리를 언어
적표현과 실제 행동의 차이로 제시

4
Tenhiälä &
Vuori

2012
공식제도를 도입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도입하여 실행간 정도 차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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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종학당과의 운영의 밀도는 차이가 있다. 특히 문화원 세종학당과 

교육원 세종학당 사이에서도 그 운영의 밀도는 상이하다. 이것은 외형적

으로는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 결정 및 제도화에 순응하되, 실제 운영

상으로는 개별 세종학당의 유형별 대내외 상황에 따라 운영의 밀도를 달

리함으로써 탈동형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eyer&Rowan(1977)가 탈동형화의 현상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였다면, Cristin Oliver(1991)는 탈동형화를 보다 순기능의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묵인하기(acquiesce), 타협하기(compromise), 피하기(avoid), 반

항하기(defy), 조종하기(manipulate)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상위 부처 간의 전략적 대응 방식으

로  타협하기, 피하기, 조종하기에 대해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타협하기

정책 결정에 따라 조직은 종종 상반되는 제도적 규범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사이의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타협하기는 제도적 압력에 대한 

적당한 거부로 부분적 탈동형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책 결정자 및 조직의 구성원 사이에서 기대를 균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제도적 이해관계자인 정책 결정자들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양쪽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의 일

부분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은 일반 세종학당과는 운영의 밀도가 

상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영 관계자 및 세종학당재단과의 협의 과정

이 수반되었다. 

  2.2 피하기

피하기는 동형화의 필요성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특정 정책에 대

해 조직이 이행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하여 제도적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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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

정은 제도적 결합을 약하게 함으로서 당초의 정책 결정의 목적 및 행동, 

영역을 바꾸는 탈동형화을 이끌어내는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며, 조직의 

이익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원의 경우, 브랜드통합과정에서 운영현황 조사에 대한 무응답 등

으로 묵시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2.3 조종하기

조종하기는 제도적 절차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이다. 영향

력 있는 외부자를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

을 정립하는 기제로서, 이를 통해 제도적 구성원과 절차를 통제하고 조

직의 자율성 및 이익을 최대한 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영향력 있는 외부자란 아젠다를 형성하거나, 정책의 입안자를 의미한다. 

또한, 위에 타협하기, 피하기와는 다른 형태로 탈동형화 자체가 다시 제

도적 동형화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2018년 세계한국어교

육자대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거부 의사 표명 및 보도기사 발표 등

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 83 -

제 3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연구 모형, 연구 분석틀,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윤리 준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 4 

장에서 제 6 장까지의 연구 분석의 기틀을 제시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동형화·탈동형화 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의 차용 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로 3가지의 연구문제를 분석

한다.

첫째,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세종학당이라는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결

정이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주체, 환경, 내용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과 이유를 규명한다. 즉, 한국과 베트남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하에 정책의 현지화 과정과 이유를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 선정 이유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는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의 운영사례를 

고려할 때, 베트남이라는 단일 국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한국

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의 차용과정 및 특징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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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 연구는 이론을 일반화 하기 위한 탐색의 

사전 단계로 큰 일반화에 대한 수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Stake, 1995;) 

본 연구에서 질적 사례 연구 적용은 한국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긴요하다. 공급자 측면

의 한국 정부 내 다양한 부처 간의 담론, 수요자 측면의 베트남의 다양

한 정책 참여자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이유, 양

국 주요 행위자들의 상이한 목적하에 세종학당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한

국어 교육 정책이 어떻게 차용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단일국가면적 대비 가장 많은 세종학당이 개소되어 있는 점, 

세종학당재단이 분류하고 있는 4가지의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이 모두 이

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전 세계 세종학당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이론적 배경과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가 다른 국가의 사례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모형 및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연구문제를 분석

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모형

첫 번째,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의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연구 모형은 

Cohen, March& Olsen(1972)가 주장한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근거하여, [그림 3-1]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모형을 도식화하였다.



- 85 -

[그림 3-1]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모형

출처: Cohen, March& Olsen의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이와 같은 모형의 구성은 ① 개별적·분절적으로 시행되 온 한국어 교

육 정책 추진의 문제 상황에 대해 ②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해외 한

국어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 결정적 계기(triggering 

events)로, ③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의 대표 브랜드를‘세종학당’으로 

통합한 후, ④ 이러한 정책 결정이 베트남 세종학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 연구 모형에서 공급자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정한 

것은 ①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을 이행하는 관리·운영기관이 현지에 

존재하며, ② 브랜드 통합 정책이 결정되기 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 혹은 세종학당의 운영을 계속해서 담당해 온 주요 정부 부처

이기 때문이다. 수요자는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베트남 지역 4개 유형의 세종학당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모형

을 바탕으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에 있어 브랜드 통합이라는 주

요 정책 결정 미친 영향을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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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정책 수용도 모형

한편, 베트남 세종학당은 그 유형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매우 

상이하므로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순응과 저항의 정도가 상

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아래 [그림 3-2] 와 같이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정책 수용도 

모형을 추가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추가 연구 모형은 제 2 장에서 살펴 

본 정책 결정·조정, 정책 차용·전이와 관련한 이론적 개념과 연구 모

형을 참고하여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김휘정, 2012;, 양승일, 2006;, 

Dolowitz&Marsh, 2000;, 성열관,2010;) 

베트남 세종학당별 유형에 따라 ① 정책 순응, 저항의 정도가 다를 것

이며, ② 정책 차용·전이, 동형화·탈동형화 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③ 정책의 현지화 

과정은 정책 차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 방향을 적용하여 

모형을 구상하였다. 

[그림 3-2]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정책 수용도 모형

출처: 정책 결정·조정, 차용·전이 등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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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 모형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

과 특징은 무엇인가의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 [그림 

3-3]과 같다.

이 연구 모형은 조직의 동형화 및 탈동형화에 관한 개념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DiMaggio&Powell, 1983;, Cristin Oliver,1991;) 

[그림 3-3]은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

책 차용 과정과 특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모형은 ① 동형화의 원인을 강제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

적(normative)구분하고, 정책을 현지화하는 과정 즉, 차용과정에 있어서 

조직의 합리적 효율을 위한 방법으로서 탈동형화를 시도하는 특성을 반

영하였다. ② 탈동형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세종

학당 정책 차용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타협하기(compromise), 

피하기(avoid), 조종하기(manipulate)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3]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 특징 모형

출처: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정책 특징 모형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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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본 연구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장면은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 모형 및 연구 분석틀을 넘어서 현지의 특별한 특징과 현상

을 발견하는 것으로, ‘베트남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과 사회, 문화

적 배경 속에서 베트남 세종학당과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이 어

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현지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자료수집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

법은 더욱 더 중요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를 위해 2021년 01월에서 09월

까지 문헌 자료 및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의 수정 변동 사항을 

추적하기 위하여 동 자료를 3개월 단위로 반복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2016-2019년까지 세종학당재단에서 관련 업무 담당 경험이 

있어, 문헌 자료 및 인터뷰 자료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정책 과정을 관찰

할 기회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장점으로 작

용하였지만 윤리 준수를 위해 더욱 신중히 자료에 접근해야만 했다. 연

구자는 세종학당재단 퇴사시 모든 내부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였기 

때문에, 비공식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35)를 통한 열람 후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업무 경험에 기반한 자료수집내용이 일부 포함되었

으나, 연구자의 윤리 및 중립성을 최대한 준수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하

고자 하였다.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세종

학당재단에 정책보고서, 베트남 15개소 세종학당 3개년 현황자료 및 각종 사업 

관련 생산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2021.02.22.) 정보(부분공개)결정통

지서에 의거하여 대외공개용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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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자료 수집 방법

문헌 자료는 학술논문과 저서, 각 정부부처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책

보고서,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책 및 연구보고서, 프로그램 자료, 회

의자료, 회의록,「국어기본법」제·개정에 관한 국회 법률안과 관련 회

의록, 언론매체의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 자료 수집 방향은 첫 번째, 브랜드 통합이라는 상위 정책 방향과 

각 부처별로 추진 되어온 한국어 교육 강좌 통합의 세부 결정사항으로 

층위를 구분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하였다. 각각의 문헌 자료와 함께 이 

층위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두 번째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정책의 수요는 세종학당이 설립되기 이

전에도 베트남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학과를 설치하거나, 국

내 유학, 취업 등과 같은 베트남인의 개별적 수요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베트남 외국어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어 교육 정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베트남 세

종학당 운영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정책차용의 과정과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래 [표 3-1]은 문헌 자료 수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다.

[표 3-1] 문헌 자료 수집 방법

출처: 문헌자료 수집 분류기준에 따라 주요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분류 주요내용

학술연구 ①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학술논문, 저서

정부부처
①공식: 홈페이지 검색,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②비공식: 회의자료

공공기관
①공식: 홈페이지 검색,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②비공식: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생산자료 열람

법률안 ①「국어기본법」제·개정에 관한 국회 법률안

언론 ①언론매체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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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인터뷰 자료 수집 방법

 

인터뷰 자료36)는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 한국과 베트남 유관 기관 

전·현직 관계자, 학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래 [표 3-2]는 인터뷰 자료 수집과 관련된 주요 내

용이다.

[표 3-2] 인터뷰 자료 수집 대상과 주제

출처: 인터뷰자료 수집 주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인터뷰 자료는 반구조화 형태로 구성하였다. 첫째, 베트남 세종학당 관

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브

랜드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책 결정 이후의 세종학당 운영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동형화 및 탈동형화’이론을 적용하여 상위 정책을 모방하거나 규범적

으로 준수하는 과정 및 갈등과 저항의 대응 과정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6) 세종학당재단에 정보공개청구시, 세종학당 학당장 혹은 운영요원 이메일 리

스트를 공식 요청하였으나, 정보 부분공개를 통해 세종학당별 공식이메일 리스

트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차 인터뷰 질의지 및 대상자 목록을 구성하

였다.

관련 주제 대상

세종학당 운영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정책 한국과 베트남 유관기관 전·현직 관계자

베트남 한국어 교육정책 베트남 대학교수 및 세종학당 관계자

베트남 한국어 교육 수요 베트남 세종학당 학습자 중 국내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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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일정

질적 사례 연구를 위해 2021년 01월에서 09월까지 문헌 자료 및 인터

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문헌 자료의 경우 새로운 정책 변화 및 적용 사항을 추적하기 

위하여 동 자료를 3개월 단위로 반복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내용 중 일부 개소 수, 정책 내용은 일부 최종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단락별로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사항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

다.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따라 세종학당재단 및 베트남 세종학당의 

운영 정책에도 변화와 현지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뷰 자료 수집은 2021년 04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는 2021년 04월초, 베트남 내 15개 중 12개소(거점, 문화원, 

교육원 제외) 세종학당에 논문 주제, 인터뷰 목적, 인터뷰 방법 등을 소

개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총 6건의 인터뷰 수락 회신을 받았다. 관

련 인터뷰 대상자는 세종학당의 학당장에서 운영 요원까지 다양하게 구

성되었다.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뷰에서 제외한 문화원, 교육원 세종학당에는 12

개소의 일반형 및 협업형 세종학당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정책과 

관련된 질문 문항을 덧붙여 2021년 4월 말에 인터뷰 요청 메일을 발신하

였다. 그리고 미회신으로 인하여 다시한번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 그러

나, 2021년 11월 현재 1개소는 미회신, 1개소는 인터뷰 거절 회신을 하

였다. 따라서, 교육원, 문화원 세종학당은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에 포함

하지 못했다. 다만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운영계획서 정보를 확인하여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 인터뷰는 베트남 한국어 교육 수요 및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

남 주요 대학의 교수 및 베트남 세종학당 학습자 중 국내 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10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

으나 최종적으로 3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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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터뷰 참여자 목록

출처: 인터뷰 참여자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현 직무에 소속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하고, 개인신상 정보를 최소화 해달라는 참가자들의 요청사항을 반

영하여 개별학당 및 개인을 특정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노력하였다. 단, 개별학당의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관명과 구체적인 사업명 등의 특정 내용을 인

터뷰에 포함하였다. 

37) 인터뷰 요청은 2021.0407에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승낙, 인터뷰 실시, 최종 

자료 수령일까지 여러차례 이메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인터뷰 일자는 최종 

자료를 수령한 일자로 통일하여 표기함.

참여자 직위 인터뷰일자37) 인터뷰 방법

A 운영요원 2021.04.12
온라인

(ZOOM)

B 교원(운영요원 겸직) 2021.04.11 서면인터뷰

C 운영요원 2021.04.10 서면인터뷰

D 교원 2021.04.13
온라인

(ZOOM)

E 운영요원 2021.04.11 서면인터뷰

F 운영요원 2021.05.05 서면인터뷰

G
한국어학과 교수

(학당장)
2021.06.07 서면인터뷰

H
세종학당출신

국내 유학생
2021.10.07 대면

I 현직 관계자 2021.04.26 서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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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자료수집 진행 일정

출처: 자료수집 진행 일정 주요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구분
주요

수집시기
수집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문헌

자료

21년 1월
-연구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이론적배경에 관한 논문

-(온라인) 한국학술정보서비스

-(오프라인) 서울대 도서관

21년 2월
-정부부처별 정책자료

-유관기관 연구보고서

-(온라인) 기관홈페이지 등

-(오프라인) 국회도서관 등

21년 3월
-세종학당재단 통계자료

-베트남 세종학당 자료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및

-(오프라인) 대외공개용 자료

인터뷰

자료

21년

4월-5월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

베트남 주요 대학 교수
-(온라인) 서면인터뷰,

비대면 구술 인터뷰

-(오프라인) 세종학당장학생

*코로나 상황에 따라 국내 유

학생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

21년

6월-11월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

-베트남 세종학당 학습자

중 국내 유학생

기타
21년

상시

- 관련 정책 기사

- 세종학당 임원 인터뷰

-(온라인) 신문기사 등

-(오프라인) 인터뷰 자료집

*문헌자료의 경우 정책 변동,

세종학당 개소 수 변화, 새로

운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발간과 같은 내용이 계속 새

롭게 추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3개월 단위

로 반복 확인 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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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윤리 준수

본 연구는 정책 사례 연구로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부처와 정책

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 중 하

나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을 수행하

는 공공기관에서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정책 행위

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경험이 있고, 특히 베트남의 세종학당 운영

과 관련한 직접적 운영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는 개인정보에 대

한 의도치 않은 누설과 정책에 대한 편향적인 분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연구에 있어서 최대한 가치중립성을 지키고 1차 자료 분석 및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참여자 동의 취득 등에 관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 교육 과정(2021.03.10.)」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였

다. 관련 교육은 연구계획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적법절차에 의한 연

구 진행, 안전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세종학당의 내부자의 시각을 관찰하기 위하여 비

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주제의 관점과 가치, 행동, 과정에 집중하여 세종학당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설정되지 않은 이론적 설명

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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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을 분석

한다. 첫 번째, 정책 차용 과정은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관

련 제도의 변화, 외부 재원 유입,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정책 차용 특징은 다양한 운

영 주체로 인한 관리 제도의 중복과 중첩,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

이행, 세종학당간 네트워크를 통한 타 기관 사례 내재화, 학습자의 수요

로 인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중복, 차용한 정책간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제도 형성을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제 1 절 정책 전이와 차용의 결정 과정

본 절에서는 세종학당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

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관련 제도의 변화, 외부 재원 유

입,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 등 정책 차용의 주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1.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에 공공누리4유형38) 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 자

료는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운영 정책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

여, 정책 차용 과정의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였다. 

38) 공공누리 4유형에는 출처표기,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항이 있어, 본 

연구에서도 관련 자료의 출처 표기를 면밀히 하고 임의 변경을 삼가도록 자료

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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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1일 발행한 「2007-2008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에는 2011년까지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을 「세종학

당(King Sejong Institute)」로 명칭을 통합하고 독일, 프랑스, 중국 등과 

같이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을 통합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는 동북아시아(몽골 등)를 중심

으로 세종학당을 지정 및 운영하였으나, 향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 확대하며,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신설한 

지역을 선정할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2008년-2009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는 

여전히 부처별 한국어 보급기관들이 산재해 있고, 체계적인 한국어 세계

화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국외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국내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좌를 「인증 세종학당」

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브랜드화 확대 계획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 2010년 세종학당 정책 현황 및 개선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8-2009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

고서 참고 및 연구자 재구성

구분 현재안

▶

향후 개선안

명칭
(설립)세종학당(23개소) 세종학당
인증 세종학당(59개소) 세종교실

대상
(설립)세종학당 기관

강좌
세종학당 재단설립

인증 세종학당 세종교실 타기관강좌

브랜드통합방향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강좌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합

-세종학당은한국어교육
대표기관으로 문체부운영
- 타기관의 강좌를 ‘세종
교실’로 지정

명칭 활용
(설립) 세종학당, 인증
세종학당 모두에
‘세종학당’ 현판보급

세종학당
기관명칭
으로사용

세종교실
기관명칭과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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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0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39)

는 2011년 0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발간하였으며, 

2010년도의 추진 계획과 유사하게,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어학 강좌에 덧붙여, 민간에서 설립 운영

하는 대학의 어학 강좌 등 국내외 한국어 강좌를 「세종교실」로 지정하

고 세종학당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브랜드 통합의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기술되어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교수법, 교재, 교육 환경의 개선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

과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운용 및 교수 학습법, 언어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

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둘째, 이주 결혼 여성, 외국인 근로자, 학문 목적의 유학생 등 한국어 

교육 대상에 따른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누리-세종학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

램의 수준을 높여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중급 및 고급 수준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단, 한국어 교육 시장의 확대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경우 민간의 사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

하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의 출신지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

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을 지원한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은 

그대로 사업으로 발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및 각

종 보고서에 따르면,40) 2020년 9월 현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의 

39) 문화체육관광부(2011) 2009-2010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결과보

고서
40)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1차 
대외용 자료로서 관련 문서명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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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및 파견,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등의 세부사업을 운영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브랜드 통합」에 있어서는 「세종교실」이라는 명칭을 2016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세종학당」으로 일괄 통일하였으며,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세종학당」과 같이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은 기관명칭과 지

역명을 합쳐 명칭을 통일하게 되었다. 

「2015-2016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41)는 

2017년 09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발간하였다. 동 보고

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16년은 해외 한국어 강좌 브랜드 통합이 이루

어진 이후 가장 정책의 영향도가 높은 점이다. 보고서 전반에는 브랜드 

통합 정책 추진 계획·경과·결과가 명시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는 2016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세

종학당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종학당 명칭 통합과 더불어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상호연계 및 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는 공동 시행을 통해 한국어 교육자 간의 교류 기회 확대 계획을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재외동포용, 외국인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재개발은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교재를 개

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를 조사

한 결과, 국내에서의 공동 연수는 진행되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세

종학당 워크숍은 이루어졌으나, 한글학교 및 한국교육원과의 전문가 프

로그램 협력의 정책 차용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강력한 정책 결정에 따라, 정책 이행

이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는 각기 다른 관리 부처 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강력한 정책 시행의 ‘힘(power)’ 혹은 

41)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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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부재함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점이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성열관(2010)은 

정책 차용 단계에서는 정책 네트워크를 함께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는

데, 베트남 현지에서도 같은 과정이 누락 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의 구

심점이 불명확하였고, 그 결과 공동 연수도 실시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4-1]은 2016년 교원 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구조

도이다.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보고서」를 주요연도별로 

살펴본 것은 국내의 정책 계획, 정책 시행 결과가 베트남까지 얼마나 영

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였다.

Dolowitz&Marsh(2000)이 주장한 정책 차용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베끼

고, 모방하고, 종합하고, 영감을 주는 4단계는 정책 차용의 정도에 따르

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공급자인 한국의 정책 차

용과 수요자인 베트남의 정책 차용 과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해외 한국어 교육 관리 기관 설립과정에서 국외 정책 사례를  

모방하는 과정이 있었다.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기 이전, 공자학원, 알리

앙스프랑세즈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서 「상호 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언어 및 문화 보급」, 「학습자·현지화 중심의 교보재 제작 및 보급」등 

현지 국가의 맥락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

고 구체적으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일부 타국가 자국어보급기관의 실패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현지 

국가의 운영 관계자 및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을 논의하고, 일

원화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브랜드 통합이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함의점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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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6년 한국어교원 재교육 및 연수 계획

출처: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보고서(2015-2016).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발간(2017년09월 01일)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변경

금지 조항에 따라, 그림 그대로를 복사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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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베트남 내에서의 정책 차용의 과정을 대해서 살펴보면, 세종

학당이 설립 혹은 지정되기까지는 정책 전이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세종학당의 설립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

내 운영 기관도 중요하지만 현지 운영 기관의 법적 지위, 세종학당을 운

영하기 위한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 또 한국어 교원 파견시 비자 발급 

지원 등의 운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지 운영

기관과 국내 운영기관(독립형의 경우에는 현지 운영기관 단독)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의 신규 세종학당 지정을 위해서 현지 국

가의 운영 정책 보다는 세종학당재단이라는 운영기관의 제도 등을 준수 

운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현지법, 현지 제도가 세종학

당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베트남 내 고용제도, 교육

기관 운영제도, 타문화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등은 매우 엄격하며, 빈번

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행정적 감사 혹은 시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베트남 세종학당은 각각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종학당

의 교육과정과 교재 활용 등 교육과 관련된 된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 전

이 형태로 운영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내에서 타 국가 언어 교육에 

관한 법률 및 한국 정부 즉, 세종학당재단에서 교부 하는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보조금 집행 규정 등에 있어서는 정책 차용을 통해 양국의 행정 

및 회계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을 운영하였다.

한편, 세종학당 운영기관은 세종학당의 정책 결정과 조정의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설립 당시의 운영 및 관리 주체의 관계, 운영기관

의 변화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긴요한 작업이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베트남 6개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종학당이 설립된 공통점이 있으며, 이 

중에서 4개 기관은 설립 당시에 각각의 운영기관이 2021년 6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한편, 운영기관은 각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의 구분, 업무의 구성원, 책무와 권한 부여, 전체적인 운영 방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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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매우 미시적 차원의 세부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업과 분업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관 설립 단계를 거쳐 학습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다양한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더 정책 결정 및 조정의 빈도는 잦

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대상의 경우 대부분 세종학당 자체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구성

원은 학당장, 운영 요원, 교원 등 3가지의 체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각

각이 그들이 속한 국내 및 현지 운영기관은 거대한 조직으로서 세종학당

은 세부단위의 조직 혹은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세종학당이 하나의 비형식교육 기관 혹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세부단위의 조직 혹은 사업으로 여겨질수록 조직의 구성원은 

기능별로 중첩된 업무를 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세종학당이 모두 비슷할 듯 한데, 저는 운영요원 겸 현지교원으로 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세종학당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인력

을 많이 두질 못합니다. 저희 학당이나 제 상황도 그렇습니다..”(B 세종학당 

관계자)

“저는 000대학에서 박사를 마쳤고, 현지 운영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으로도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고, 세종학당을 설립할 때부터 행정

과 교육 업무를 같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A 세종학당 관계자)

이와 같이 세종학당은 현지 운영기관의 하위조직이면서도 한국어 교육

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책무와 권한이 중첩 되어 있으며, 특히 세종학당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며 업무 투여율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행정, 교육,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한국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정책

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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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는 세종학당의 학당장이라는 답변이 우세하였다. 인터뷰 과정에

서 관계자들은 당초 학당장은 명예직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대한 

참여나 결정권 자체가 적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학당장과 운영 관

계자 간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42) 학

당장의 영향력과 정책 결정의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저희 학당의 경우에는 한국학부장님께서 세종학당을 계속 운영하고 학당장

으로 계시다가, 얼마전에 부학부장님께 학당장을 맡도록 하셨어요. 세종학당

의 업무는 학부차원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어서 여전히 학부장님께

서는 세종학당과 관련된 결정을 많이 하십니다. ”(A 세종학당 관계자)

위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A,B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세종학당을 설립하

기 이전부터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 간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 하에 대학 내 세종학당을 설립하였다. 위 세종학당은 현지 대학의 

관련 공간 및 시설, 인력을 활용하여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대학의 관련 규정이 세종학당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학관계자 

역시 세종학당의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관련 제도의 변화

세종학당의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 답변자들은 제도의 변화에 대해 층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주로 세종학당의 운영 예산 및 

정산 집행 기준, 운영 평가와 같이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제도에 대하여 변화를 체감하며, 최대한 재단의 제도 변화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42)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주간회의, 월간회의, 운영평가시 학당장의 목표를 설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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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거시적인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거

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시기로 다룬 2016년도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전후로 세종학당 운영에 미

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다음과 답변을 하였다.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의 영향이) 베트남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된

다. 호치민에 교육원은 예전까지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만 진행을 하였고, 주

로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원 육성에 집중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노

이의 한국문화원은 예전부터 세종학당 운영에 적극적 입장이어서 베트남의 

경우 브랜드 통합 전후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 세종학당 관

계자)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을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미친 영향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으

로 통합해서 사용하다 보니 재정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성취도 평가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정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B세종

학당 관계자)

이와 같은 현지의 세종학당 관계자들의 답변은 연구자에게는 매우 유

의미하였다. 한국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에 있어 상위 주체가 변

화하고, 그 변화 속에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 끝

에 법률화, 공식화 되었던 역동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

남 세종학당 관계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생경하거나, 직접적인 세종학

당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 경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9조」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근거이자 세종학

당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요 근거로서 재단에는 이 법령이 공식적인 압

력이자 규제로 다가오지만,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국어기본법에 의한 제

도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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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는 베트남에서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베트남 교

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 준수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변화보다는 베트남 현지의 관련 제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관련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세종학당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조직의 생존과 정당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현지 운영기관의 경

우, 한국 국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신뢰도

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학습자 모

집, 타 국가 사업, 때로는 한국의 타 기관 사업에 참여가 용이 해진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한편, 운영 제도의 변화 중 세종학당 학당장 운영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당장은 명예직으로 제한된 권한 부여 혹은 전혀 

세종학당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운영되었다가, 보다 책무성을 부여하

기 위해 총괄 관리하는 위치로서 학당장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학당장은 운영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

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로 학당장 임명의 요건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학당장의 리더십은 세종학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원 및 운영 요원, 현지 운영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조정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인사관리의 권한 등 

학당장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43) 책무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세종학당 채용원칙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 학당장 또는 운영 요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원칙적

으로 세종학당의 교원 및 운영 요원이 될 수 없다.44) 또한, 운영기관이 

교원 및 운영 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고를 거친 뒤에,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이 가능한 (취업비자, 노동

43)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주간회의, 월간회의, 운영평가시 학당장의 목표를 설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4)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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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자 등) 자를 해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 후 채용해

야 한다. 

예컨대, A 세종학당 운영기관은 지역 내 명문대학으로 베트남 현지에

서 일찍이 한국어 관련 학과가 설립되었으며 베트남 내 제1외국어가 한

국어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학부의 위상 역시 매우 높아졌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오랜 기간 A 세종학당의 운영을 맡아 온 학당장

은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현재도 참여함으로

써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세종학당 정책에 대해서도 학

습자, 교수자, 운영기관 관계자 등의 세종학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고, 또 현지 맥락에 맞게 정책을 적용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소속 세종학당의 모범 운영사례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어 논문

으로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모범 운영사례

로서의 네트워크 구심점의 위상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어

를 능숙하게 하는 현지인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정책가, 연구자, 조

율자로서 한국의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이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긍정적인 모범사례도 있지만, 세종학당 학당장의 리더

십이 강력하다고 하여 무조건 정책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거나 운영이 

활발한 것이 아닌 사례도 확인되었다.

세종학당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받으며 이 안에는 세종학당의 운영 

목표와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며,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는지를 평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부 세종학당의 경우, 학당장이 모든 권한을 통

제함으로써,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가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사례이기는 하나 현지 운영요원에 대한 강한 

압력이나, 지원금의 유용 등 관리지침을 어긴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정책 차용은 베트남 내 특수성과 현실에 변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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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이 무시되거나, 시도조차 이루어지

지 않아 재단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Steiner-Khamsi, G. (2002)의 주장에 따르면, 정책 전이는 외부의 

우월한 권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제기구나, 

타국가로부터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사례에서 빈번

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전이 특징으로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라는 타국의 정책 기준과 「국가보조금」이라

는 자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국가보조금 관리지침 및 세종학당

재단 운영 규정이 우선시 되고 있어 위의 주장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 전이의 경우에는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정책으로서 단순히 정책을 베끼고 그대로 모방한다기 보

다는 기본적인 규범을 준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 인터뷰 결과, 세종학당재단이 수렴할 수 있다

면, 베트남의 고용제도, 언어 교육기관 운영 제도와 같은 현지 제도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세종학당재단의 운영 규정도 잘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시행 과정에 있어, 공급자 

중심의 정책 전이를 우선시 하기 보다, 파트너국가의 현지 맥락에 기반

한 정책의 차용 형태의 정책 설계가 효과적인 운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08 -

3. 외부 재원 유입

세종학당의 운영에 있어 지원금을 어떤 항목에 사용되고, 기관을 운영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학당별로 답변이 상이하였다. 

현지 운영기관이 국립대학이거나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세종학당의 지원

금은 운영 요원 인건비 등 일부 항목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현지 운영기관의 매칭펀드가 중요한 재원이

며 공간임대,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학생들의 수강료 역

시 중요한 재원의 하나라고 언급을 하였다. 

세종학당 지원금의 경우 한국의 「국가보조금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정산과정의 편의성 및 현

지화를 위하여 보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학당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빈번한 정책 변화

로 인한 「헷갈림, 모호함,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단을 통해서 외부 기업의 후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학

당 마다의 인식이 상이하였는데,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여기는 경우

와 「새로운 재원 마련」의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경우로 답변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단 내에서 진행되는 특성화 사업인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보다, 현지와 한국의 관련 제도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조율 하는 과

정이 매우 까다롭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우수학습자초청연수」나, 「세계교육자대회」와 같이 한국으로 초청연

수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재원 및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들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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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습자의 요구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학습자의 요구」로 파악된다. 

“베트남 학습자는 취미 목적도 있겠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취업

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생도 많습니다. 이에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상황을 

원하는 비즈니스 한국어라든지 통번역 과정 요청이 다수입니다. 베트남 일

부의 학당들은 특성화 사업45)의 일환으로 통번역 과정이라든지, 기타 비즈

니스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따라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학습자의 요구에 대하여 어

떠한 형태든 많은 신경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의 조사에 따

르면, 세종학당을 방문하거나 학습하려는 최우선의 목적은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지만, 베트남의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으로는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이 베트남 학습자들의 가장 큰 기대감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 요청이 많아요. 우리 학당

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을 우선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요구에 

대해서는 누리세종학당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F세종학당 관계자)”

세종학당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해당 교육과정이 경제적·문화적·사

회적 자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기대는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 비공식적인 압력

이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취업, 유학 등의 

학습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정의 제공을 선호한

45) 재단에서 제공하는 특성화 사업으로서 특별교육과정등을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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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학습목적에 따라, 세종학당들은 일반 초·중·고급 교육

과정 외에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장려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성화 사업은 현지 여건과 세종학당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세종학당에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특별 교육과정, 외부 연계 프로그램, 학당 자율제안형으로

구분 된다. 특별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 소외계층이나 중·고급학습자

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외부 연계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이나 국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학당 자율제안형은 현지 여건 미 학당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20년 호찌민2 세종학당과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호찌민 2 세종학당은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 특화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예술 교육 과정」을 통해 호찌민시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모자 

대상 한글과 한국어 기초 과정을 제공하였다. 위 사업은 세종학당 외에

도 「호찌민 한·베 가족협회」 및 「뮤직포원」이라는 문화예술분야 

NGO와 협업을 통해 한·베 가정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호

찌민시 내에서 세종학당을 홍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베트남 현지 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베트남 내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대비 한국어 교원 공급 부족에 대

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있는 베트

남인 혹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강의, 실습 과정을 운영하

고, 수습 근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베트남인 현지 교원 19명을 양성하였

다. 이를 통해 껀터, 후에 등 현지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교원을 공급하는데 기여 하였다. 

2020년은 대면 교육의 한계 속에서 세종학당재단에서 전 세계 세종학

당 설립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세종학당을 시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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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온라인 모의 수업 실습과 평가 방식 과정의 운영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업의 과정을 국내 및 베트남 현지에 언론 보도를 

통해 세종학당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긍정적인 정책 차용의 대표사례로, 현지 국가의 맥

락에서 비롯된 교육 수요를 다양한 협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종학

당의 기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

여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특성화 사업은 공모 심사로 선정된 세종학당에 한해 지원이 가

능하며, 예산의 한정성 등으로 인해 일회성의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교육과정의 경우, 차년도 운영과정에 특

수 과정으로 개설을 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이 함께 고려 된다면, 정책 

차용의 주요 사례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

 1) 한국어 교육 타 기관과의 경쟁 

 가설과는 달리, 인터뷰에 참여한 6인은 공통적으로 세종학당 브랜드

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인근 지역 내 경쟁 기관 특히 사설 학원 등과의 

경쟁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학과와 같이 입시를 통한 높은 진입장벽이나, 비숙

련된 교원에 의한 사설 학원에 비해 교육과정, 교원, 교재 등에서 월등

히 ‘좋은’교육 기관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처에) 몇몇 한국어 학원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경쟁 기관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외 한국문화까지 보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

반 사설 기관이 갖출 수 없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역량이 검증된 

교원들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

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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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내에는 경쟁 기관이라고 할 만한 곳이 딱히 없습니다. 한국어를 가르

치는 학원이 있지만, 한국인 없이 한국어 할 수 있는 현지인만 가르치는 정

도이며, 규모 또한 영세합니다. 따로 저희 학당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부분

은 없습니다.” (B 세종학당 관계자)

또한, 세종학당은 사설학원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다양한 한국문화 프

로그램을 함께 접할 수 있어, 세종학당을 선호하는 이유 중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점차 교육 기관 선택폭이 다양해 지고 있다. 국내 

유학 및 TOPIK과 같은 짧은 시간 내 점수 취득을 학습목적으로 하는 경

우 사설학원을 선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근 세종학당간에는 같

은 지역 내에서 수강생의 대기자 수가 많은 경우, 타 세종학당의 수강생 

현황을 파악한 후 교육 시설에 따라 조금 더 쾌적한 교육 시설을 학습자

들이 선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즉, 같은 지역 내 세종학당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다. 

한편, 거점 세종학당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 외

에도, 한국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나 동아리 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일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서, 관심 있는 한국문화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거점 세종학당

에서 참여를 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대해 일반 세종학당의 운영자들

에게도 긍정적인 호응 결과를 얻고 있다. 공간 및 예산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한국문화프로그램 제공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사례는 재단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세종학당 운영자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반대로 거점 세종학당을 통해 현지 세종학당에 정책의 

전달 및 차용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 이후로는 옆에서 현지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보니 재단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욱 수월해 졌습니다. 또한 학

당 별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주다 보니 업무나 운영상 어려움

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B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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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협소 하다 보니, 한국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점세종학당을 통해서 기존의 경험하기 어려웠던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정00소장님이 계실 때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을 하거나, 

동아리 지원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실감할 수 있었

어요 ” (E 세종학당 관계자)

세종학당재단은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규 세종학당을 설립하

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미지정 국가 및 지역에 신규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단일 국가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이 중복적으로 설립되어 

있어 자칫 세종학당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각 교육 기

관의 특성을 활용한 특별 운영과정을 장려하고 있다. 

거점 세종학당은 설립 당시 기존에 한국문화원 및 일반형 세종학당이 

개소되어 있는 호치민에「표준모델 세종학당」으로 설립을 준비하였다. 

또한, 기존의 세종학당의 모범사례가 되는 운영 방향을 계획하였기에 기

존 세종학당과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거점 세종학당으로 명칭을 중의적으로 변경하고, 현지 세종학

당의 의사소통 창구와 기존 세종학당의 인적, 물적 인프라 한계로 시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차별화 전략을 이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및 베트남 현지 기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한국문

화 프로그램을 학습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호응도와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재단의 운영 방향 및 새로운 정책 도입 시, 거점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일례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전환이 가장 중요했던 한해였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베

트남 거점과 협의하여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베트남 

거점을 통해 현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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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베트남 세종학당은 한국어·한국문화 대표 브랜드로서 한국

어 교육과정의 우수성과 한국문화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의 장점을 지

녀, 타 기관대비 경쟁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지역 

내 설립 되어 있는 일반 세종학당 간, 그리고 거점 세종학당과 일반 세

종학당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향후 에도 세종학당의 기관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베트남의 사

례를 바탕으로 일반 세종학당 간의 상호협력과 거점 세종학당을 통한 네

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권역별, 국가별 세종학당의 브랜드를 굳건히 하

고, 높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참고 사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타국가 자국어 보급기관과의 경쟁

베트남 한국어 교육기관은 타국가 자국어 보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설립되었다. 영국은 1993년, 일본은 2008년에 유아 및 성인을 대

상으로한 언어교육과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현재 베트남에서 세종학당은 인지도와 참여도 면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베트남 내 주요 국가의 자국어 보급기관의 운영현황은 다음

과 같다. 

중국은 중국어와 자국문화 보급을 위해 2004년 공자학원을 개소하였으

며, 2020년말 기준 전세계 162개국 총 541개소의 공자학원을 운영중이

다. 베트남에도 공자학원을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으

로는 대학생 중국 탐방단 운영, 장학금 지원, 교수 연구비 지원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11일 베트남 하노이 대학의 공자학원에서 진

행된 HSK시험 인원수는 1,250여명으로 여전히 중국어에 대한 수요는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 퇴출’ 운동이 확산

됨에 따라 베트남에서도 공자학원에서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로의 전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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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영국문화원인 브리티시 카운슬47)을 통해 영국 홍보, 영어연구, 

문화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내 브리티시카운슬은 1993년도에 

개소하였으며,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IELTs 시험을 주관 외에도 교

육 및 과학협력, 청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 기업 지원, 문화교

류 등과 같이 양국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과 교류할 인재 양성 및 일본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목

적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어 전문가에 대한 해외

파견, 일본어 교사 및 학습자의 일본 방문 연수, 일본어 교재 개발을 비

롯해 각국 재외 공관을 통한 일본어 스피치 대회 실시 등 한국의 세종학

당재단의 주요 활동내용과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 일본문

화교류센터는 2008년 3월 하노이에 설립되었으며, 문화, 언어, 대화를 통

해 일본-베트남간의 양국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48)

이상 3개국의 자국어 보급기관을 분석한 결과, 공자학원을 제외한 영

국 및 일본의 기관은 성인을 대상으로한 언어교육, 문화교류, 해외 파견 

기회 제공, 양국우호증진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공자학원의 경우, 주요 세종학당과 같이 대학교내에 

설립이 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비해, 중국의 경

우 지나친 자국문화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 폐쇄 

분위기가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중앙일보 보도자료 [검색일:21.11.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7955#home
47) 영국문화원 브리티시카운슬 베트남 [검색일:21.11.30]

https://www.britishcouncil.vn/en
48) 일본국제교류기금 하노이 사무소 [검색일: 21.11.23]

https://www.jpf.org.vn/thu-ngo-tu-giam-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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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정책 전이와 차용의 조정 특징

본 절에서는 정책 차용의 특징으로 다양한 관리 주체로 인한 세종학당 

운영 제도의 혼선,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이행, 세종학당 간의 네

트워크를 통한 타기관 사례 내재화, 학습자의 새로운 수요로 인한 새로

운 교육과정 도입 및 중복, 차용한 정책간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제도 

형성과 관련한 과정과 이유를 분석한다. 

  1. 다양한 관리 주체로 인한 세종학당 운영 제도의 혼선

브랜드 통합 이후 해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으로 통합되었다. 연구자는 

브랜드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외교부를 통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및 사업 역시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 

제도의 혼선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자의 예상과 달리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다양한 국내 관리49) 주체 및 브랜드 통합에 대한 체감이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세종학당 설립 단계에는 현지 운

영기관과 국내운영기관 간 협업 혹은 양해각서 체결 등의 명문화된 운

영·관리체계를 구축하지만, 실제 세종학당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서는 한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보다 「현지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제도

를 우선시 한다고 답변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엄격하고, 승

인과정에 있어 외국인에게 허가제도의 장벽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지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위상이 세종학당의 안정적인 운

영 및 관리 체계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9) 본 연구에서는 관리 주체를 한국의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브랜

드 통합에 참여한 정부부처로 한정하고, 관리 제도는 각 부처의 정책 제도로 용

어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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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련 답변에는 문화원, 교육원 세종학당 관계자들의 답변이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관리 주체로부터의 압력 혹은 규제가 유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현지법과 교육 

기관 운영 제도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세종학당 외에도 KF(한국국제교류재단), KOICA(한국국제

협력단) 등의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대학은 한국

어학과를 설립 한지 꽤 오랜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전통과 우수한 전문가들

이 있습니다. 한국학부에는 베트남 현지 교수님이 약 30여분이 계시고, 한

국이 교수님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리고 석박사생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

어서 한국어를 포함하여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운영하는데 체계적

으로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A 세종학당 관계자)“

”베트남 교육부에서는 특히 다른 국가의 문화와 언어교육에 대해 매우 엄격

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 자체가 매우 까다롭

고, 미인가 상태에서는 단 한명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경찰과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검침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지 운영 제

도의 노하우를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G 전문가)“

위 두 개의 인터뷰 답변을 통해 공통적으로 현지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모든 세종학당이 A세종학당과 같

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개별 운영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현지 운영기관이 대학일 경우 타 국가의 언어 및 문화 강좌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베트남 정부 허가과정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관리 주체로서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권과 리더십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내 운영기관이 단독으로 현지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거나 현지 문화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행정 노하우가 없는 

경우 세종학당의 운영에 난초를 겪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설립 요건으로 10명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교원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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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등을 위한 교무공간 확보, 한국어, 한국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가 

가능한 자료실 등의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한국인 또는 한국어

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의 인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세종학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운영기

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학당장, 운영 요원, 한국어 교원 등의 교육 전문

성, 현지 문화에 대한 감수성, 행정적 노하우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

되는 중첩성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베트남 내 한국어 관련 위원회 제도, 한국 관련 

정책에 관한 권력분립, 상호 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등에서 가외성 특징

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베트남 세종학당 인터뷰 결과 A 세종학당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

례로, 이미 한국과 관련하여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중·고등학

교 한국어 교원 양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재외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 

운영 경험의 축적으로 한국의 관리 주체별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다. A세

종학당은 브랜드 통합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관리 주체별 

사업 추진 목표, 사업의 수혜자,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정책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

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

하고, 사업의 목적과 전략, 보급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

다는 의견도 있었다.「한글학교」의 학습자는 재외동포로, 양질의 교원

을 통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장 긴요한 학습 대상자임에도 불구하

고 세종학당과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통합흡수 혹은 상호협력

을 통해 통합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휘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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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이행

세종학당재단은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과 내실 있는 세종학당의 운영을 

위해 운영 예산 지원,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학당별 특화 프로그램 지

원, 교보재 및 한류 콘텐츠 지원, 장학 기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

고, 관련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에 따라 세종

학당에 규정을 제공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연 1회 운영평가 지표에 따라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운영평가의 시행근거는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7장 제42조(운영평가, 

제43조 평가절차와 방법」에 의거하며,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 도모 및 

효과적 관리 기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 평가 대상에는 거점, 협

업형, 신규 세종학당은 제외하고 일반형 세종학당만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은 재단이 세종학당을 관리하는 주요한 근거로

서 세종학당 운영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세

종학당의 운영 기본원칙」과 「세종학당 운영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봄으로써, 재단이 세종학당에 부여하는 책무성을 확인하였다.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은 아래 [표 4-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세

종학당 운영평가의 기준은 2020년도이다.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에 따르면, 재단은 세종학당을 통해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함으로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재단의 규정에 

부합하여 운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단이 세종학당의 교부 

하는 사업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이 운영과 정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세

종학당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및 인

수 인계의 책임도 세종학당에 강조하고 있다. 

물론 재단이 개별 세종학당의 관리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파악 하고, 

세종학당 학당장, 운영 요원 등 실제 운영자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

시에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운영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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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20년도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

출처: 2020 세종학당 국내운영기관 관계자 워크숍 31쪽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그러나, 세종학당의 운영 관계자에게는 이와 같은 운영 기본원칙이 압

력과 강제적 규범으로 인식되며, 현지 세종학당의 운영에 있어 재단이 

강조하는 운영 원칙으로 책무성의 부담 느끼는 등의 여러 고충을 토로하

였다. 

세종학당 운영 기본원칙

1

재단은 세종학당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운

영기관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세종학당재단이 정한 기한 내에

보고 또는 협의하여야함.

2
운영기관은 동 사업이 민간외교 활동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품위

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3

현지 활동 기간 중 소재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의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하며 대상국 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

거나 선교 활동 등을 해서는 안됨

4

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유, 기타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며, 문제발생시 세종학당재단 및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문화원 등)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야함.

5

세종학당 운영 및 정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

서상의 운영기관이 가짐 (연계형의 경우 국내 운영기관(재외공관 포

함)에 정산의 책임이 있음)

6

운영 인력 변경시 철저한 업무 인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학당의 운영 인력 교체시,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 등 관련 내용을

자체적으로 교육하여,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 절차를 충분히 숙지

하고, 사업보고(장산 보고 포함) 및 기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함.



- 121 -

“재단의 운영 정책 특히 정산과 관련된 규정은 너무 자주 변경이 되어요  

물론 보다 발전을 위해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자주 규

정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되어요” (A 세종학당 관계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시·공간 차이로 (재단 정책 및 규정에 

관해) 완벽한 이해와 인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 간 업

무상 공식 문서에 의해 진행이 될 수 밖에 없고, 재단 사업이 학당 관리 외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의 이해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재단의 규정 및 운영 기본원칙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세종학당의 내실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상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국가보조금을 

교부하는 기획재정부의 제도 및 규정 변화에 따라서도 변경이 이루어지

기도 한다. 관련 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현지 활동 기간 중 소재 국

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의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한다고’명시 되어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현지화에 대한 

명문화된 규범으로서 세종학당에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산을 

포함한 행정적 운영상에서는 한국의 정책 및 제도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정책 적용 사이의 간극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세종학당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언제 규정이 바뀔지 모르니, 정산을 최대한 늦게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출시기를 넘기기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세종학당 관계자)

“아무래도 세종학당은 현지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운영기관에서는 가급적 현지 의견반영에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있습

니다. 다만, 예산 집행 및 편성은 대한민국의 국고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그 

운용 방식도 대한민국 행정 사항에 기반하고 있어, 이 부분은 한국 운영기

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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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인터뷰 자료에 근거하여, 세종학당의 관계자들은 최대한 재

단의 운영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산과 관련한 규정

에 대해서는 나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 규정을 미이행 하거

나,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세종학당의 경우 세종학당 운영 원칙에 부합하여 운영하는 것

이 결국 평가로 이어지며, 이러한 평가 결과가 세종학당의 사업비 편성 

및 지속적 운영 여부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

기거나 준수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현지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에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재단 내의 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변

경된 내용에 대해 이메일 또는 공지로 올릴 경우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재단의 정책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100% 완벽하게 바

로 바꾸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상황도 같이 고려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 (B 세종학당 관계자)

[표 4-3] 세종학당 운영평가 절차 (사업기간: 1~12월 기준)

출처: 2020 세종학당 국내운영기관 관계자 워크숍 39쪽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일정 절차 주요 내용

1월
운영평가 시행안내

(재단→세종학당)

당해 연도 평가 절차 및

주요 일정 안내

1월
결과보고서 접수

(세종학당→재단)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내

결과보고서 작성

2-5월
운영 평가 실시

(재단)

학당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평가 실시

6월
운영평가 1차 결과안내

(재단→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내

운영평가 1차 결과 통보

7-8월
운영평가 이의접수 및

평가상담(세종학당↔재단)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연계 등을

통해 학당 관계자 상담 실시

12월
최종 결과 안내

(재단→세종학당)

이의제기 검토결과를 반영한

최종 운영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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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종학당 운영평가는 당해연도 사업 기간 (1~12월 기준)에 대하

여 익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다. 매해 년도 1월에 당해 연도 평가 절차 및 

주요 일정을 재단이 공지하고, 학당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단이 운

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재단은 세종학당

으로부터 이의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상담을 통해 최종 운영평가 결

과를 12월에 안내하고 있다. 위 [표 4-3]는 세종학당 운영평가 절차를 정

리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세종학당 운영평가에 대하여 이의 접수를 통해 세종학

당과 재단과의 평가 결과 자체가 아닌, 평가에 대한 상담을 통해 환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는 점이다. 

평가 상담은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등과 같은 국

내 연수 계기에 학당 관계자와 세종학당 담당자를 연계하여 대면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운영평가는 매년 시행하며 3년마다 재단 현장평가단에 

의해 세종학당 현지 실사도 진행하였다. 따라서, 세종학당은 재단과 업

무위탁계약 기간 중 1회는 필수적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아래 

[표 4-4]는 세종학당의 운영평가 지표 세부 내용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세종학당 운영평가 지표는 기관평가, 사업평가, 자율지표 3영역에 총 

11개 세부 지표를 통해 책무성과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종학당 운영평가지표 중에서도 수강생 수, 수료율, 수료생 증가

율은 주요 평가지표이다. 따라서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당해 연도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

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공간 및 인력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수강생 수를 계속 확대하기 어려운 학당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강좌 개설 노력, 현지 수요에 맞는 한류콘텐츠 연

계 활동 등 문화교류 정도 등의 자율 지표 향상을 통해 운영평가 지표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2019년 운영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그룹 선

택권을 부여하여 신규/기본/으뜸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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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을 부각하여 특성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자율지표를 신설한바 

있다. 평가 결과의 환류를 위해서 우수기관장 표팡, 학습자 초청 확대 

등의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당 간에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표 4-4] 세종학당 운영평가지표

출처: 2020 세종학당 국내운영기관 관계자 워크숍 40쪽 참고

영역 점검항목 점검내용 배점

A.

기관

평가

(4)

A1.기획 A1-1.학당장의 리더십 정도 5

A2.운영관리
A2-1.운영요원역량 및 협력정도 10

A2-2.예산집행의 적절성 6

A3.기관운영성과 A3-1.운영개선 및 권고사항이행노력 및 달성도 6

B.

사업

평가

(5)

B1.한국어교육 B1-1.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확보율 8

B2.한국문화보급
B2-1.한국문화교류프로그램 교육과정실행정도 8

B2-2.수강생(수료생)의 한국문화 확산활동참여도 5

B3.교육운영성과
B3-1.수강생수+수료율+수료생증가율 30

B3-2.교육운영의 성과관리정도(만족도조사) 8

C.

자율

지표

(2)

C1.특수목적

한국어교육

C1-1.현지수요에 맞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강좌

개설 노력
8

C2.문화교류
C2-1.현지수요에 맞는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 등

문화교류(수업외)정도
6

총11개 지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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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는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과 차원에서도 많이 신

경을 쓰고 있으며,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 회의도 하고 수강생들에게 

조사를 통해서 차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한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 (A 세종학당 관계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종학당의 운영 모범 사례의 경우에는 워크

숍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학당의 모범 사례를 항상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학당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용할 때도 

있고 실제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학당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너

무 그 특성에 차이가 있고, 같은 베트남 지역이라도 운영기관에 따라서 재

정적인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당들의 모범 사례들을 쉽게 적용하기

는 어렵습니다.” (B 세종학당 관계자)

“학당의 예산 집행 기준, 운영 평가 등은 운영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

다.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미리 고려해야합니다.)

일례로 정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증빙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고 자산

을 취득하는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 이러한 정책

과 제도 도입의 이전에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만

족도 조사 등의 환류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세종학당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재단의 운영평가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및 운영상에 있어 자체적인 노력과 타 세종

학당의 모범 운영사례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덧붙여 세종학당재단에 대한 제언으로 세종학당의 내실 있는 운영

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시 사전 설문 조사와 사후 만족

도 조사를 통해 세종학당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협력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제언하였다. 

물론, 세종학당재단은 위와 같은 세종학당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고, 현

지에 적합한 운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종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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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년 양적 성장을 통해서, 개소 수 확대에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부실 운영사례, 선교 활동, 예산유용, 친인척 간의 운영 등과 같

은 실패 사례와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은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여러 제도 도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종학

당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에 대한 재단과 베트남 

현지 세종학당 간의 인식의 미세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과 세종학당 모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서는 일방적인 제도 도입이 아닌, 지속적 협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매

우 긴요한 과정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세종학당의 인식 역시 

재단의 정책 변화에 대해 수용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보

다 상세하고 밀접한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또한,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차, 문화적 환경의 상이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점 세종학당과 같이 재단과 

기존 세종학당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 혹은 거점 세종학

당의 권역별 설립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세종학당간 네트워크를 타 기관 사례 내재화

 2021년 06월 01일 현재,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의 주요 도시로서 호찌민 지역에 5개소, 하노

이 지역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전 지역에 걸쳐 북부지

역에는 하이퐁, 중부 지역에는 후에, 다낭, 꾸이년, 남부지역에는 빈즈엉, 

껀터에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본 단락에서는 베트남 15개소 세종학당의 대표적인 운영 특징을 기반

으로 세종학당 간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근 기

관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거나, 모방하고, 내재화 하는 특성에 관해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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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베트남 내 세종학당 위치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일부 내용 발췌

아래 [그림 4-2]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이다.  

베트남 대표 도시인 호찌민, 하노이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어 교육 수강생의 수요가 많아 전체 세종학당 개소수의 60% 

이상이 위치하고 있다. 두 도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최대 42개의 초

급 교육과정, 중급 14개, 문화 과정도 최대 1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타 지역의 세종학당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기타 과정 즉, 자체내의 

수요에 따라 개발한 교육과정도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경우「결혼이민자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수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호찌민2

세종학당은 제 2 장의 특성화 사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베 가

정 특화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예술 교육 과정」을 통해 타 세종학

당과 차별화 된 특수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하이퐁, 후에, 다낭, 꾸이년, 빈즈엉, 껀터 세종학당도 개별 세종학당 

마다 운영상의 특징이 구분되었다. 

첫 번째로, 하이퐁 세종학당50)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LG디스플레이, ANZ은행 등 5자간의 업무협약 체결 및 기관 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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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하이퐁 지역 한국어 교육 및 장애인 한국

어 교원 재교육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후원받았다. 또한 베트남 하이

퐁 지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년부터 2020년까지 19개의 초급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베트남 내 LG디

스플레이, 행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출강 교육

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특

성화 하여 세종학당을 운영 중에 있다. 

두 번째로, 후에 세종학당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년에 

3학기로 운영되고, 매 학기 평균 150여명의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을 수료

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자료에 따르면, 후에

는 최근 5년 만에 수강생 수가 8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51) 

연간으로는 30개의 초급 교육과정, 3개의 중급 교육과정, 8개의 문화 교

육과정, 기타 1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문화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케이팝과 관련된 프

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로, 다낭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다낭외국어대학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다낭 세종학당은 최근 3년

간 14개의 초급 교육과정과 1개의 중급 교육과정이 운영하고 있으며, 특

히 현지 진출 기업으로의 취업 및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전공자의 학습

자 비율이 높다.

네 번째로, 꾸이년은52)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꾸이년은 2020

년 아세안 청정 관광도시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베트남에

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다낭, 나트랑과 함께 베트남 중부 

3대 관광 도시로 알려져 있다. 

꾸이년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논호이 경제특구」

50) 세종학당재단 소식지제15호 41쪽 참고
51) 세종학당재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nurisejong/221637166495 )
52) 세종학당재단 제16호 소식지 14쪽 참고

https://blog.naver.com/nurisejong/2216371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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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어 새로운 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용산구와 

베트남 꾸이년시의 우호 교류를 바탕으로 점차 상호교류의 영역을 넓히

다가 한국어교육, 특히 체계를 갖춘 전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꾸이년시 세종학당은 2016년도에 지정되었다. 

위 세종학당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개

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산구청과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협업형 세종학

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꾸이년 세종학당은 12개의 초급 교육과정과 6개의 

문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문화 교육과정은 한국어 연극 및 드라마, 사물놀이, 판소리 등 한

류 외에도 전통적인 한국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세종문화아카데

미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문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두 도시의 노력과 재단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습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래퀴돈 영재 고등학교」에 출강수업 및 2020년

에는 「꾸이년시 관광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우수 운영사례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로, 빈즈엉은 호찌민 인근 지역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초급 교육과정은 4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급 교육과정 5개, 문화 교육과정 6개 외에도 기타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빈즈엉 세종학당은 학습자들로부터 비즈니스 한국어 교

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특히 인근 지역 내에 경쟁 기관이라고 하

기 어려운 영세한 사설학원 몇 곳에서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의 수강 수요가 매우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껀터 세종학당은 최근 3개년간 초급 교육과정 16개, 중급

교육과정 2개, 문화 교육과정 2개, 기타 교육과정 2개를 지속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껀터 세종학당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 지역 사회 공무원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반은 메콩 델타 지역 13개 성의 행정직 공무

원, 경찰, 공립학교 교직원 등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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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업

무상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3) 다른 세종학당의 현지화와는 달

리 직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수요 기반의 특성화 과정이 운영되

고 있다. 

위와 같이,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지역적 특성, 학습자의 수요,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의 협력 체계에 따라서 고유한 운영 방향의 특징이 나타났

다. 그 중에서도 학습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제반 환경에 따

라 세종학당 운영의 규모와 성격의 차별성이 드러났다. 

반대로, 베트남 내 세종학당이 타 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

하는 사례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났다. 

세종학당재단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

가를 파견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운영 기관이 교원 및 운영 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고를 

거친 뒤에,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이 가능한 (취

업비자, 노동비자 소지자 등) 자를 해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확

인 후 채용해야 한다. 특히나 베트남은 타 국가 언어 및 문화 교육과정

에 대한 검열이 강하여 비자를 취득하는데 늘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이전 교원이 귀국한 후에도 다음 교원 파견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은 외교

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절차상의 이유로 공

무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세종학당들은 교원의 비자 취득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수업료를 받는 세종학당의 경우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환류하여 세종

학당을 운영하는 등의 행정적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세종학당 간 네트워

크를 활용하였다. 또한, 운영 제도 및 평가 등 전반적인 세종학당 운영 

개선 방향을 거점 세종학당에 공유하여 공통된 의견을 재단에 전달을 하

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매년 운영되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53) 세종학당재단 새소식 제70호(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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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모범 운영 사례를 참고하거나, 운영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세종학당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모방하

기도 하였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운영 관계자들은 세종학당 간 네트워크를 매우 중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기회이

자, 정책 개진의 계기,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네트워크 체계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덕분에 단체 카톡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도 재단의 담당자분들께서 잘 대응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거나, 베트남 현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갖을 

수도 있었거든요.작년에 오랫동안 계셨던 정00소장님도 너무 감사했고, 새

로오신 이00소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특히 예산이나 정산, 사업계

획 변경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 세종학당 관계자)“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이 베트남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 내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하였었

고, 차차 재단 중심의 지역별 워크숍이 운영되면서 세종학당 운영자 간 네

트워크 구축의 강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호찌민에 베트남 거점 세종

학당의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거점 세종학당 중심의 소통이 활발해 졌다고 

생각됩니다.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서) 같은 권역 내 세종학당이라도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도 차이가 있어 모든 사례들을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단 파견교원의 비자 취득 방법, 발전기금의 

운영 방법 등 일부 제도적인 사안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언 및 해결 방

법을 강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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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어 거점 세종학당을 설립하고, 운

영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세종학당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구심점이 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운영 및 고충, 재단 본부와의 의견조율 및 

재단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이끌어 낸 점은 대다수 관계자들

에게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운영 방향으로 조사되었다. 

거점 세종학당 초기 설립 단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초기 학습자 모

집 등에서 기존의 세종학당으로부터 조언 혹은 협조를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재단의 본부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베트남 권역 내 

세종학당의 운영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거점 세종학당의 중요 역할로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나 협조 요

청이 아니라, 세종학당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제공의 창구

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었다. 

예컨대, 현지 운영 요원의 임금 책정, 한국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서로의 축적된 경험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세종학당별 운영의 

방향을 공유하였다. 학습자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인근 세종학당을 

안내하는 등 운영의 중복과 중첩보다는 협력의 기반으로 긍정적인 사례

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학당간의 네트워크 활용 및 협력 노력은 일반 세종학당간에도 이

루어지고 있다. 오랜 운영 경험으로 세종학당재단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세종학당은 신규 세종학당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방향 노하

우를 전달하였다. 반대로 신규 세종학당의 경우 협업형 세종학당 설립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

육과정 공유나, 교원 및 전문가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한 긍정적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4-5]는 최근 3개년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과정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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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목록

세종학당명 2018년 2019년 2020년

1 껀터
초급16, 중급2,
문화2, 기타2

초급16, 중급2,
문화2, 기타2

초급16, 중급2,
문화2, 기타2

2 꾸이년 - 초급12, 문화6 초급12, 문화6

3 다낭 초급14, 중급1 초급14, 중급1 초급14, 중급1

4
베트남
거점

초급21, 중급2,
문화10, 기타3

초급21, 중급2,
문화10, 기타3

초급21, 중급2,
문화10, 기타3

5
베트남
문화원

초급36, 중급11,
회화4, 기타2

초급36, 중급11,
회화4, 기타2

초급36, 중급11,
회화4, 기타2

6 빈즈엉
초급44, 중급5,
문화6, 기타2

초급44, 중급5,
문화6, 기타2

초급44, 중급5,
문화6, 기타2

7 하노이1 초급41, 중급7 초급41, 중급7 초급41, 중급7

8 하노이2
초급25, 중급5,
문화1, 기타7

초급25, 중급5,
문화1, 기타7

초급25, 중급5,
문화1, 기타7

9 하노이3 　
초급27, 중급7,

기타1
초급27, 중급7,

기타1

10 하이퐁 초급19 초급19 초급19

11 호찌민2
초급42, 중급14,
문화7, 기타5

초급42, 중급14,
문화7, 기타5

초급42, 중급14,
문화7, 기타5

12 호찌민3
초급24, 중급9,
문화3, 기타9

초급24, 중급9,
문화3, 기타9

초급24, 중급9,
문화3, 기타9

13 호찌민4 - - -

14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 - -　

15 후에
초급30, 증급3,
문화8, 기타1

초급30, 중급3,
문화8, 기타1

초급30, 중급3,
문화8, 기타1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 청구 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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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의 수요로 인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중복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이전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

던 기관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

단 등이다. 한국어 교원은 봉사단에서 한국학 교수까지 교원의 전문성의 

간극이 매우 크며, 전문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사용 없이 자체개발을 통

한 교보재 사용,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과 같은 비

전문적인 운영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였다. 

2016년 이후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통하여,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학습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점차 세종학당의 교

육과정은 분화되었다. 현재는 기본, 심화, 특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대

상자별, 성취도별, 학습목적별 구분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기관별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과 교재를 사용함

으로써 점차 표준화·일원화 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목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베트남 혹은 세계 

어느 세종학당에 등록을 하여도, 학습자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 과정의 통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세종학당재단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세종학당의 학습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문화원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학기 평균 300명 이

며, 빈즈엉 세종학당의 수강생도 학기 평균 200명에 달한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초급·중급반 외에도 학습자의 수요와 특성에 기반한 특수반의 

운영과정으로 점차 다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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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4-6]은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 현황이다.

[표 4-6]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 현황54)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관련 내용을 발췌

54) 해당자료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로서, 2021년 6월 현재, 달랏 세종학

당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2019년 08월부터 수강생 모집이 이루어져 해당 자료를 작

성하지 못하였으며, 위 자료의 수강생 수는 학기 평균으로 작성하였다. 

세종학당명
설립

연도

수강생

수
초급반 중급반 특수반

1 한국문화원 2010 300 12 4 3

2 하노이1 2011 200 10 2 0

3 하노이2 2011 220 8 2 3

4 타이응우웬 2013 100 3 1 3

5 호치민2 2013 140 4 2 2

6 후에 2013 160 6 2 2

7 껀터 2015 15 1 0 0

8 호치민3 2015 150 8 3 2

9 꾸이년 2016 150 8 1 1

10 빈즈엉 2018 200 6 2 1

11 다낭 2018 80 3 1 1

12 하노이3 2018 90 4 2 1

13 하이퐁 2018 30 2 0 0

14 한국교육원 2019 125 4 0 1

15 베트남 거점 2019 2019년 08월 수강생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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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차용한 정책간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제도 형성 

베트남 세종학당이 수요자 기반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주

요한 원인 중 하나는 거점 세종학당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 2019년 베트

남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세종학당 간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 운영 사례를 모방하거나, 상호기관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종학당 간의 네트워크의 구심점

으로는 하노이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에서 세종학당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하는 등 하노이 외에 지역과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담당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문화원 내에서 세종학당은 기관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운영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 세종학당 간 

크고 작은 운영상의 고충을 공유하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교류

가 활성화 된 것은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 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세종학당재단의 직원이 세종학당의 학당장으로 파견 됨에 따

라, 세종학당재단과 세종학당의 의견 조율 및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거점 세종학당에서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을 관리함

에 따라 의사소통의 속도와 편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된다.

기존에 베트남 세종학당들은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운

영하며, 한국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 학습자와 잠재적인 학습자

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희

망하였다. 그러나, 공간적·재원적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시도 보다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월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드라마의 시청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는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저희 세종학당은 대학 내에 강의실에

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

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BTS 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음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로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한글을 쓰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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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된 이후에는 거점 세종학당을 통해 새로

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세종학당들의 운영자와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세종문화아카데미」, 「문화전문가 파견」, 「문화인턴 파

견」과 같은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부담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은 10개의 문화 교육과정과 3개의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롯데컬쳐웍스와의 협력을 기반으로「동아리 활동 지원」을 

거점 뿐 아니라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수강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

공 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은 베트남 내 세종학당 관계

자와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잠정적 수강생(대기자 포함)의 폭을 넓

히는 계기가 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의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도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낳았다. 세종학당재단 차원의 협업 기관 발굴의 노력도 

기반하였으나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에 파견된 소장을 비롯한 현지 직원

들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과 베트남 세종학당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구축하였다. 문화프로그램 성과가 베트남 현

지 진출 기업과 기업 및 국내 본사로도 공유 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당초 협업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논의되었으나, 현지의 높은 

수요 및 참여도에 따라 현지 세종학당 관계자 및 학습자의 수요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베트남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 내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하

였었고, 차차 재단 중심의 지역별워크숍이 운영되면서 세종학당 운영자 간 

네트워크 구축의 강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호찌민에 베트남 거점 세

종학당의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거점 세종학당 중심의 소통이 활발해 졌다

고 생각됩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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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 번째,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브

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표준화 된 형태로 한국어·한국문화 프

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표준 교육과정제공, 

교재 개발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베트남 세종학당은 세종

학당재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세종학당은 지역별·운영주체별·학습자의 수요별 특

징이 상이하다. 바로, 그 지점이 세종학당의 현지화 및 개별 특수성으로 

정책 차용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는 공간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규모가 달랐다. 문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

큼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여건에 따라 베트남 

세종학당별로도 현지화의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비단, 교육 시

설의 차이점이 아니라, 해당 교육 환경의 차이와 조직 문화의 특수성 등

이 반영됨에 따라 베트남 세종학당은 각각의 현지화 과정을 통해 정책 

차용의 특수성을 나타냈다. 

덧붙여, 기타 교육과정은 개별 세종학당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가장 잘 

표현되는 지점이었다. 예컨대, 껀터 세종학당의 경우 공무원반을 개설함

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게 되었

다. 

결론적으로 개별 세종학당의 운영 방향은 세종학당재단의 정책이 전달

되는 과정에서 순응 혹은 저항의 이분법적 의사 결정의 결과가 아닌,  

세종학당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운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여러 가지 정책을 수용 하는데 있어, 

재단이 제공하는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전이의 사례보다,   

운영 여건에 따라 현지화를 선택하는 정책 차용의 사례가 더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상기 하고, 재단은 정책과 제도의 유연성을 더해야 함

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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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동형화·탈동형화

본 장에서는 동형화 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을 살펴 본다.  

첫 번째, 동형화 과정과 특징으로 상위 거버넌스로부터의 강제적 동형

화, 모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방적 동형화, 한국어 교육 전문가

로서의 규범적 동형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 탈동형화의 과정과 특징으

로 베트남 현지 정책 및 운영 제도로 인한 탈동형화,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업 과정에서의 탈동형화,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탈동형화, 브랜드 통

합 관련 탈동형화를 분석한다. 

 제 1 절 동형화 과정과 특징

 본 절은 동형화 과정과 특징으로 상위 거버넌스로부터의 강제적 동형

화, 모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방적 동형화, 한국어 교육 전문가

로서의 규범적 동형화를 분석한다.

1. 상위 거버넌스로부터의 강제적 동형화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 모

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공공경영」으로도 번역

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

다. (김규정, 1999;)  또한,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공

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 체계 내지는 조직 네트워

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상위 거버넌스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국무회의 의결,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 및 조정, 중앙부처 간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재원의 배분, 세종학당재단으로 재원 배분, 전체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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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 운영에 관한 정책 수요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베트남 개별 세종학

당으로 재원이 분배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아래 [그림 5-1]은 세종

학당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5-1] 한국의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도

출처: 한국의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도를 연구자가 재구성

제 2 장과 제 4 장에서도 서술하였으나,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

책의 거버넌스는 2008년 국무회의 의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으로 구분되어 집행되던 정책이 일원화되며 해외 한국어·한국

문화 보급 정책의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결정되었다. 재외동포

에 관한 모국어 교육, 한국학 교수 파견 등은 지원 정책의 목표와 수요

에 따라 기존 정책이 그대로 운영 중이다. 다만,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에 따라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입법부인 

문광위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학당 교원 파견,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개

별 세종학당 시설 지원 등 정책 재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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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재단 간 사업 추진 체계도

출처: 2020 세종학당 국내 운영 기관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28쪽 참고

위의 [그림 5-2]는 세종학당재단 사업 추진 체계도를 상위 거버넌스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위 정책 부처로서 세종학당재단의 운영 및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 전반

에 대한 정책을 관장한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지정, 감독, 관리

한다. 세종학당은 운영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세종학당재단에 보고한다.

한편, 세종학당은 현지 재외공관 및 문화원에 필요시 자료 제출을 통해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협조를 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협조 및 세종학당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재외공관으로부터 의

견을 조회하기도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정책 계

획, 수행, 결과 보고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새롭게 결정하고 이행하였다.

한편, 상위 거버넌스55)로부터 결정된 제도 및 관련 정책은 세종학당재

55) 본 연구에서는 상위 거버넌스를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브랜드 통합에 참

여한 정책 관계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종학당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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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해 다시 베트남 세종학당에 전달이 되었다. 전달 방법은 때로는

운영 규정으로, 때로는 신규 세종학당 선정 절차로, 때로는 세종학당 운

영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정 및 제도 

등의 강제적 동형화를 경험한 세종학당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0년 전만 해도, 공자학당과 세종학당재단을 비교하며 한국 정부에서도 한

국어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현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지금도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

습자들이 세종학당을 많이 찾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대부분 세종학당이 호

찌민이나 하노이의 대학 내에 개설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교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종학당을 찾아왔기 때문에, 대기자도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좋은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로 베트남 현지인 선생님들이 

차별을 받아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도 생기고, 교육과정이나 교재로 다양하게 되어서 

10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실감 합니다.“(F 세종학당 관계자)

”세종학당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현지 운영 기관의 수요가 더욱더 확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호찌민, 하노이 인근 지역내에서 세종학당이 개설 되

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전역으로 세종학당이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 비해서는 정산의 어려움도 있고, 현지의 상황이 열악하기도 하지

만 가급적이면 재단의 운영 규정에 잘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운영관

리시스템에56)도 자주 접속을 하여, 한국어말하기대회나,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세종학당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

고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 세종학당 관계자)

통합 국무회의 의결사항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문

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의 협의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56)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소식 및 정책 변화를 안내하고 있으며, 반대로 

세종학당 운영자들은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월별보고서, 정산보고

서 등을 제출하여 운영 현황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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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 상위 거버넌스와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사이에는 세종학

당재단이 있어 상위 정책의 결정 및 조정의 급진적인 변화를 개별 세종

학당이 체감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이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하

여, 베트남 세종학당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정책 변화의 체감도

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

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미친 영향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가적

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다 보니 재정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성취도 평가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정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B 세종학당 관계자)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재원(지원금) 배분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운영평가 결과, 정산지침 변화가 중요한 정책 변화이자 제

도로 여겨졌다. 그리고, 인터뷰를 실시한 6개의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모

두가 세종학당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베트남 세종학당은 대부분 제도와 규정을 준수하

는 동형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는 세종학당재단

과 베트남 세종학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운영 제도 및 변

화를 확인하였다. 현재는 자체적인 네트워크 및 대화방을 개설하여, 실

시간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에서 파견한 거점 세종학당의 

소장은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 현황을 재단에 전달하여 현지에 부합되는 

정책을 고려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경우 소프트스킬과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

으로 새로운 정책과 규정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강제적 동형

화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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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베트남 세종학당과 상위거버넌스 관계도

출처: 베트남 세종학당과 상위거버넌스 관계도 연구자 구성

2. 모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방적 동형화

앞의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은 환경이 불확실하

고 목표가 모호한 경우, 혹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장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타 기관의 모범 사례

를 모방하는 것이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경우 같은 국가 내에서 모범 운영 사례를 찾는 경

우와 같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운영 

방식을 모방하는 동형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같은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 운영을 통해 노하우

를 보유하고, 현지 운영 기관이 대학인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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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의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학당은 수강생을 어떻게 선정하고, 대기

자에게는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에 대해 여러 학당을 통해 물어보고 또 저희

학당에서도 그 방법을 참고 했었어요.“ (E 세종학당 관계자)

”저희 학당은 대학의 행정과 세종학당 운영 규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

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어요. 예를 들어, 임차비의 경우에는 대학에서는 강

의실별로 별도의 서류를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 허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

는데요. 세종학당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00세종학당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았는지를 물어보았었

어요.“ (F 세종학당 관계자)

 두 번째로는 타 국가 중에서도 세종학당의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은 학당의 운영 경험을 모방하는 동형화 사례가 있었다. 국가를 

넘어서 우수한 운영 사례를 모방하는 것은 「소문」혹은「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와 같이 

국내 연수 기회가 있을 때 운영 사례를 공유 하였다. 세종학당재단에서 

파견되는 교원이 타 국가로 파견 되었을 때, 이전 세종학당의 운영 노하

우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파견 교원에 대한 전문성 등을 세

종학당 운영자 간 공유하는 사례도 확인 되었다. 최근에는 세종학당재단

에서 주최하는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애로사항과 성공 운영 경험을 공유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방적 과정은 신규 조직의 초기 운영 

혹은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 긍정

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개별 학당 간 

빈번한 모방 운영이나, 소위 말하는 ‘카더라’정보를 통해 다수의 의견

에 동조하는 모방적 동형화는 동질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재단은 모범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가 바로, 지역별 워크숍이다. 국내가 아닌 현지에서의 

워크숍을 통해 재단에서도 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충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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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 수렴, 모범 운영 사례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은 개별 세종학당이 운영평가결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것을 인지하고, 운영평가와 함께 운영의 보완

이 필요한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규범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는 모방적 동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으나, 전문가를 

통해 조직과 정책에 적합한 조정과 중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였다.57)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조직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힘이 된다. 조직의 내부에서는 찾지 못

한 문제 원인과 해결의 방안을 외부 혹은 조직의 관리자로부터의 전문성

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이루어 냈을 때, 조직은 안정성을 되찾게 된

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경우, 거점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대표

적인 규범적 동형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파견 및 현지 교원과 같

이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통해 규범적 동형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설립과정에서 규범적 동형화의 사

례를 확인할 수 있다. 거점 세종학당은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베트남 

내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수강생 모집, 현지 인력 채용과 같이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위하여, 높은 투자비용과 다양한 연구 

및 인적 자원 활용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세종학

당 설립을 위한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반 세종학당과는 차별적으로 

대표성을 갖으면서도 가치 중립적인 명칭을 찾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베트남 내에서 교육기관으로서 

57) 박은숙(2020) 공공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와 탈동형화 메커니즘 분석 : 중소기

업·사회적기업·소셜벤처 지원정책 비교,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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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기까지 베트남의 주요 대학과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거점 세종학당은 초기 설립 단계를 넘어서 운영이 안정됨에 따라, 베

트남 지역 세종학당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인정받고 

있다. 일반 세종학당에서는 시설 및 인적 자원 한계로 시도하지 못했던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공유하여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규범적 동형화는 조직이나 개인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집단, 행동, 정책, 제도 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베트남 세종학당은 거점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가 기존에 세종학당 운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세종학당의 파견 및 현지 교원의 전문성을 통해 규범적 

동형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재단에서 파견하는 교원들

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소지자 혹은 「한국어 교육 관련 전

공 석사 학위」라는 전문성으로 학습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호응도는 대도시 지역의 세종학당보다 

현지 교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한국인이 적은 세종학당에서 

관찰되었다. 

반면에 대도시에 설립된 세종학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다 다양한 

인적 자원을 보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교원 양성을 통해 

새롭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한국학 등을 전공하여 석·박사 등의 학위를 보유 하여 전문성을 인정받

을 수 있다. 현지 교원의 경우 베트남인이거나 국적이 한국인이더라도 

상대적으로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

다는 측면에서 점차 선호도 및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대해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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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실성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전문가가 해외 현장

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교재 개발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이 있다고 해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의 상황과 조화될 수 없다

면 그 방안을 실현 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정책 결정,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현재 시행 되어 있는 외국어 교육 정책(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등 포함)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교육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협력방안은 베트남 

교육 환경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 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과정은 베트남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개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부합하지 않는 한국 전

문가의 의견은 그대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G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한편, 아래 [표 5-1]은 베트남 관련 한국어 교육 논문 및 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 세종학당 현직자, 관련 

전문가가 편찬한 사례가 대다수이기는 하나, 점차 베트남 주요 대학 및 

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에 의한 논문도 편찬되고 있다. 이러

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범적 동형화의 사례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표 5-1] 베트남 관련 한국어 교육 논문 연구 현황(2020년 기준) 58)

유형 편수

학위논문 232

학술지 112

연구보고서 5

총 합계 349

출처: 세종학당재단(2020) 해외한국어 교육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신남방국가중심) 43쪽을 참고

58) 2021년 3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net)에서 확인한 한국에서 발간된 연구

실적은 제외하여, 베트남 연구자들에 의해 발간된 논문 연구 현황을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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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탈동형화 과정 및 특징

  본 절에서는 탈동형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다. 탈동형화 현상은 외

부의 가치와 동형화 압력에 순응하기 위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공식화 된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조직 내부에서는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인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된다. 베트남 세종학당에서는 현지 정

책 및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과 후원 및 협업 기관과의 의사조율 과정에

서 타협하기의 탈동형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습자 수요 반영

으로 인한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에는 조종하기의 탈동형화 특징이 나타

났다. 브랜드 통합으로 인해 흡수 통합 된 세종학당 운영의 사례에서는 

피하기의 탈동형화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1. 타협하기- 베트남 현지 정책 및 운영제도로 인한 탈동형화

탈동형화 현상은 국내에서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병리

적 현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5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탈동형화 

특징에 관해 조직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리적 규범을 택하여 정당

성을 획득하되, 실제로는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타 국가의 정책이 전이되거나 차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지화 혹은 내재화 과정」으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탈동형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베트남 정책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국가 주석 체제하의 행정부가 운영되

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 의결 사항의 최고 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으로, 

총리 1명, 부총리 5명, 장관급 각료 21명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59) 정장훈·조문석·장용석(2011) 노동정책연구 제11권 180쪽 참고
60) 외교부(2019) 베트남 개황 3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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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문화·관광·체육·과학기술·정보통신·노동·사회문제 등은 

하나의 영역으로 1명의 부총리 체제하에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 노동보훈사회부, 정보통신부, 보건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국회에는 47명의 민족위원회가 국회 및 정부 감사, 법률

안을 심사한다. 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원회 위원은 40명, 대외관계

위원회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지방은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5개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인민위원회는 국가 행정

기관이자 인민회 집행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관할 지방의 경제·정

치·문화·사회·국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 예산안을 작성한다. 

한편, 베트남 내 한국어 수요 확산은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61). 베트남 정부는「2020 외국어 교육 전략」을 

통해 베트남 학생이 선택한 제1외국어를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10년 동

안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제1외국어로서의 10년제 한국어 교육과정(의무교육과

정-초·중·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한국어 일반교육과정

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종합 일반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교

육 관점, 목표, 핵심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였

다. 더불어 이에 관한 교육내용, 방법, 평가기준과 교육과정 진행 조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외국어 과목의 교육방향을 준수하도록 안내 하

였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에 기반하여, 2020년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 전공을 개설한 대학교와 전문대학은 총 33개교가 있으며, 한국에 대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립기관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의 행정부, 국회, 지방 제도를 자세히 살펴 본 것은 다층다위의 

베트남 현지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현지 

제도는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

61) 세종학당재단(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 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연구 24-31쪽 참고



- 151 -

회의, 국회의 정책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지점에 대해 ‘틀리다’라고 명명하는 순간부터 베트남 세종학당의 운영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는 기존의 명시적 규범과 가치를 무

시하고, 정책의 동형화에 대해 반항하는 사례로 분류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운영 규정에서는 벗어나지 않도

록 적절히 예산을 운용하되,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현지 제도

를 이행하는 타협하기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

훈련부가 결정합니다. 다른 기관이 그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나, 궁극적으로는 교육훈련부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위 유관 기관

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결정과 지침을 충실히 집행 하여야 합니다” 

 (G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시·공간 차이로 (재단 정책 및 규정에 

관해) 완벽한 이해와 인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 간 업

무상 공식 문서에 의해 진행이 될 수 밖에 없고, 재단 사업이 학당 관리 외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의 이해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C 세종학당 관계자)

종합하여 살펴보면, 베트남 세종학당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

정, 교재사용, 파견 교원을 통한 교육, 한국문화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

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원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법률 혹은 

제도와의 상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베트남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세종학당재단과 예산계획 및 집행과 관련

한 의견 조율의 고충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계획시 인건비 

편성, 현지 파견 인력에 대한 지원비 편성 과정에서 여러차례 의견 조율

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지원금 정산시 수기로 제출되는 증빙자료에 대



- 152 -

한 불인정, 타국으로 외환 반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불인정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 증빙 원본 자료 보관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제

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세

종학당재단의 제도 개선, 인식 제고 등을 통해서 완화되었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베트남 운영자와 거점 세종학당의 소장 혹은 국내 세종학당 담

당자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타협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도 확인되었

다. 따라서, 향후에도 양국간의 정책 및 제도 환경 차는 상호 조율을 통

한 타협하기 기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피하기-다양한 행위자간의 협업과정에서의 탈동형화

베트남 세종학당이 일반형, 협업형, 문화원, 교육원, 거점 등 다양한 형

태로 확대되면서 세종학당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 역시 

확대되었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후원 기관 및 국내 운영 기관, 현지 운

영 기관, 협업 기관 등의 확대이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국문화 교육의 전문성 강화, 베트남을 포함한 개별 

세종학당의 후원 확대, 대외 홍보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이

와 같은 결과로, 대학, 국내 기업, 국내 공공기관, 해외 은행, 현지 기업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 하고 있다. 

아래 [표 5-2]는 2018년에서 2021년 02월까지 세종학당재단이 업무 협

약을 맺은 기관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 153 -

[표 5-2] 세종학당 협력기관 목록 (2018-2021년)

출처: 세종학당재단 협력기관 목록 검색 (검색일 21.06.17)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30101800

체결일자 체결기관
1 2018.06.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 2018.11.20 인민망 한국지사
3 2018.11.21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칠레센트럴대학교
4 2018.11.26 한국방송공사(KBS)
5 2018.12.20 태권도 진흥재단
6 2019.01.07 4대 한국어교육학회
7 2019.01.15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보츠와나국립대학교
8 2019.02.01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9 2019.02.13 아시아발전재단
10 2019.02.26 CJ ENM
11 2019.03.19 아시아발전재단, 태권도진흥재단
12 2019.06.19 경희사이버대학교
13 2019.06.19 고려사이버대학교
14 2019.06.19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5 2019.06.1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6 2019.06.19 서울사이버대학교
17 2019.06.19 세종사이버대학교
18 2019.06.19 숭실사이버대학교
19 2019.06.19 원광디지털대학교
20 2019.08.09 한국어진흥재단
21 2019.08.30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칠레센트럴대학교
22 2019.09.18 네이버
23 2019.09.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24 2019.11.14 그랜드코리아레저
25 2019.12.20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LG디스플레이,ANZ은행
26 2020.04.20 주로스앤젤레스(LA)한국문화원
27 2020.06.05 KAS E&C Co., LTD(VIETNAM)
28 2020.09.18 코이카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29 2020.10.14 두바이총영사관, 아즈만대학교
30 2020.10.15 재외동포재단
31 2020.10.29 한국관광공사
32 2020.11.19 홀트아동복지회
33 2021.02.01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34 2021.02.01 두선 베트남
35 2021.02.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30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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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베트남 세종학당과 관련 된 후원 및 협업 기관을 살펴보면 거

점 세종학당을 구심점으로 여러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5-3]은 베트남 세종학당과 관련한 후원 사례 목록이다.

[표 5-3] 베트남 세종학당 후원사례 목록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 청구 자료 중 연구자 재구성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설립단계에서부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세

종학당 내 시설 지원을 받았다. 교육기관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현지 

대학으로부터 운영 방향 및 베트남 현지 제도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후원 과정에서는 국내 경쟁 기업 간의 동시 후원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였다. 프로그램 계획시에는 기존의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 관계자 및 학습자 들의 수요를 확인하여 운영 전

반을 계획하고,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세종학당과 외부 후원 및 협업 기관과의 협력 사례는 

기존 정책 목표를 미이행 한다기 보다 현지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또 다른 주요 설립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하이퐁 세종학당으로 국내 공공기관, 국내 기업, 해

외 은행과의 다자간 협력하에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지에 진출

한 국내 기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한국 기업

의 원활한 현지화 과정을 간접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최초로 장애인 한국어 교원이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한국어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

한 대면 교육의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종학당명 연도 주요내용

1 베트남 거점 2019년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운영 지원,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동아리 활동 지원

2 후에 2018년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자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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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4]는 베트남 세종학당 협업 기관이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5-4] 베트남 세종학당 협업 기관 목록 

출처: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 청구 자료 중 연구자 재구성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협업 기관 조직 문화를 포함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이질성, 상호모순성 등의 긴장 상태를 조율하는 긴밀한 의사소

통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조종하기-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탈동형화 

베트남 세종학당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종학당 운영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상황 고려, 학습자 수요 타당성에 관한 베트남 세종

학당 운영자의 판단, 세종학당재단과의 사전적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전적 협의 과정에는 베트남 현지 정책 및 운영 제도에 

대한 적응,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수반되었다.

제 2 장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종학당재단은 2001-2015년「개별 

세종학당 설립 및 양적 확대기」에 표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표준 교

세종학당명 연도 협업 기관

1 베트남 거점 2019년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CJ ENM,

롯데컬쳐웍스 등

2 하노이3 2020년
KAS E&C Co., LTD

(VIETNAM)

3 하이퐁 2019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G디스플레이,

ANZ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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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활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 세종학당을 방문하여도 표준 교육 과정

에 맞추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

으로 세종학당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의 내실화에 중요성이 함께 강

조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현지 세종학당의 운

영 환경에 적합한 특수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세

종학당을 설립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상위 거버넌스의 정책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나 다변화되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정책 조정의 필

요성이 대두 되었다. 양적 확대라는 초기 정책 방향 설정에서, 운영의 

내실화라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은 한류 성숙지로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62) 베트남 

개최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 최초로 한국문화원이 개원 되었다. 지속적인 

한류의 성장 속에서 BTS의 전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2019년 현재 베트

남 내에는 약 50여개의 전국 단위 K-pop 동아리가 운영 중이다. 이와 같

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수요가 높다. 한편으

로는 베트남 내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외에도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가 보급

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하노

이시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사설 한국어학원이 성업 중이며, 일부 학원

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교

육이 진행되기도 하며, TOPIK 시험대비 기출 문제 역시 무단 복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를 바탕으로, 베트남 세종학당은 전문

적인 교재 및 표준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요에 부합하고자 거점 세종학당을 구심점으로 

하여 한국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보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종학당 운영 방향을 결정 하는 데에는 상위 거

버넌스의 의사결정도 중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을 위해 아젠다

62) 외교부(2019) 베트남 개황 141쪽 참고



- 157 -

를 형성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학습자라고 볼 수 있다. 세종학당

재단은 표준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세계 어느 세종학당을 방문 하더

라도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의 노력을 통

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더욱 다양해지는 학

습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

작하였다. 즉, 전 세계 수십만 학습자들의 의견이 세종학당 운영자를 통

해 세종학당재단으로 전달되어, 특별 교육과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제

도적 동형화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제도적 절차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로 탈동형화의 특징 중 조종하기의 기제

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저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세종학당에는 그 지역의 특성(수강생의 구성 및 

수강목적의 특성 등)을 반영한 특별 교육과정(즉, 맞춤형 교육과정)이 더 적

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표준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겠지만 

그 세종학당 수강생의 구성 및 수강목적에 따라 그 수강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면 그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많은 지방에 세종학당이 설립된다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학습

자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고, 나아가 특정 한국기업(예를 

들어 박닌 지역에 설립 되어 있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G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종학당재단

은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현지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율적

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정규과정(15주 권장) 또는 단기과정으

로 학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 교육과정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

다. 아래 [그림 5-4]는 세종학당 특별 교육과정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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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세종학당 특별 교육과정 예시

출처: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s://www.ksif.or.kr/) [검색일: 2021.07.04.]

 4. 조종하기-브랜드 통합 정책 관련 탈동형화

세종학당재단은 브랜드 통합에 따라, 한국어 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

한 교원 파견, 교재 보급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 전문가 및 문화인턴 파견 대상에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을 포함하

여 수요 조사를 실시 및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운영 및 관리 기관은 외형적으로는 브랜드 통합이

라는 정책 결정을 통해 제도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운영의 밀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경우, 한국교육원에 

앞서 세종학당으로 흡수 통합 운영이 이루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서 관리 부서만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의 협조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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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관리 부처로서, 브랜드 통합 

결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한국어 강좌 운영 현황 조사, 현판 부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동형화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시도로서, 「무응답 및 적극적인 거부 의사」 등으로 관련된 정책에 대

해 이행할 의도가 없음을 피력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운영 방식은 제도적 결합을 약하게 함으로써 당초

의 정책 결정의 목적과 행동을 느슨하게 하여 탈동형화를 이끌어내는 기

제로서 작용된다.   

2021년 6월 현재, 베트남 내의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홈페이

지63)를 분석 한 결과,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경우, 세종학당재단에서 파

견한 한국인이 세종학당 학사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2011년 01월

부터, 2020년 08월까지 세종학당 운영계획, 인턴 채용, 한국어 교원 모

집,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신청 안내, 세종학당재단 장학생 모집 

등 총 61개의 게시물이 세종학당이라는 키워드로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주요업무에 법제상 기능으

로,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으

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상 기능으로는 세종학당이 아닌 교육원 자체 

한국어 강좌,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중등 한국어 채택 지원, 한국어능력

시험 시행 및 관리, 대학 한국학과 지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어 강좌 소개란에는, 강의 과정의 시수 및 소요 기간에 한

해 세종한국어 1,2,3,4 교재명만 언급이 되고, 한국문화원에 비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유관 기관 사이트 목록에서도 세종학당재단 혹

은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사 과정의 한계로 인하

여, 제한적인 분석이기는 하나 탈동형화의 전략적 운영 방식을 취하고 

63) 베트남 재외한국문화원 및 호치민시한국교육원에는 인터뷰 요청을 위해 연

락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문에 작성된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내 ① 세종학당이라는 명칭

의 노출 정도, ② 세종학당 교육과정 설명 비중에 따라 기술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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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한-베 양국의 우호 관계

를 유지하고, 학습자들이 원하는 토픽 시행,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운영, 

한국학과 지원, 중등한국어 채택 등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확산의 구심적 역할이라는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의 설립목적을 달

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의 측면에서는 한국교육원이 기존 운

영 방식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책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피함으

로써 동형화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아래 [표5-5]는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을 모형화 한 것이

다. 본 연구에는 한국의 상위 거버넌스로부터 결정된 한국어 교육정책이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베트남 세종학당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지화 현

상이 드러남을 발견하였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는 동

시 다발적이며, 정책 전이보다는 정책 차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중복적이며, 중첩적인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림 5-5]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 모형

출처: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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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종학당 유형별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

 본 절에서는 세종학당 유형별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을 분석한다. 

세종학당 유형은 제2장에서 정리한 세종학당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

형, 협업형, 거점형, 문화원 및 교육원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분석틀에 따

라 동형화의 주요 특징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탈동형화의 주요 특징은 타협하기, 조정하기, 피하기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분석틀에 따라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면 아래 [표5-5]와 같다. 

1. 동형화 측면

강제적 동형화는 법률, 제도, 권한을 지니고 있는 상위조직이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 하위조직에 행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세종

학당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결정되는 다양한 제도, 특히 예산 운영

과 관련된 규정 및 운영제도가 주요한 준거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는 거점형, 일반형, 협업형 세

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하는 동형화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모방적 동형화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성공적 사례를 모방하고, 조

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베

트남 세종학당은 베트남 내에 세종학당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원 관리, 학습자 모집, 한국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 유형별로는 거점세종학당은 세

새로운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여기관으로서의 특징이 확인되었으

며, 일반형, 협업형 세종학당은 거점세종학당의 시설, 운영프로그램을 활용

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참고하는 수여기관으로서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 의견을 수용하거나, 네트워

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경우 크게 2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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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적 동형화 특징이 확인되었다. 자체적으로는 베트남 한국어교육 전

문기관간의 학술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류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교원의 전문성 및 한국어교육과정에 새로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노력

이 확인되었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의 운영컨설팅을 통해서도 규범적 동형화

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일반형, 협업형 세종학당은 운영평가 및 컨설팅 대상 

학당으로서 세종학당재단이 제시한 운영평가 기준 및 보완 요소를 이행하려

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거점형 세종학당의 경우에도 초기 안정적 운영과정

을 위하여 베트남 대학으로부터 외부 자문을 시행한바 있으며, 설립당시에

도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운영 전반에 관해 컨설팅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세종학당 유형별 동형화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형, 협업형 세종학당은 강

제적, 모방적, 규범적 특성이 모두 포착되어 동형화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재단이 설립기관인 거점 세종학당은 새로운 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베트남 세종학당에 공유 및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강제적 동형화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문화원, 교육원 세종

학당의 경우에는 독립적 운영 특성에 따라 동형화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

다.

2. 탈동형화 측면

탈동형화 중에 타협하기의 유형은 기존의 조직 운영 방식과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의 균형맞추기와 조율하기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종학

당 유형별로는 거점 세종학당에서 타협하기의 사례가 가장 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거점세종학당은 세

종학당재단이 추구하는 운영방식의 베트남 현지화를 도모한다. 또한 베트남 

권역 내 세종학당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의 정책방향을 세종학당에게 전달하고 또 이행사항 및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재단에 보고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율과 균형맞추기의 기능

이 수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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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형화 중 피하기의 유형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적용

방식을 통해 기존 방식을 완화하거나 숨기는 유형을 의미한다. 새로운 협업

기관, 재원, 학습자 유입 등을 기존 운영방식에서 변화 요인이 발견될 때 이

러한 탈동형화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협업형 세종학당은 일반형 세종학

당의 공모 형식과는 달리, 세종학당재단의 수요 및 협업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협업형 세종학당이 설립될 수 있다. 베트남에 설립되어 있는 꾸이년 

세종학당은 용산구와의 협업사항에 따라 설립되었고, 하노이 3 세종학당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배경 및 운영기관의 특

수성으로 재원 역시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출자가 되는 특징이 있다. 협업

형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의 운영방식을 최대한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이

고는 있으나 설립배경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세종학당과는 차별적 운영방식

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형 세종학당 중에서도 국내 및 현지 후원 사례 등을 

통해서, 특별행사 및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통

해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기도 한다.

탈동형화 중 조종하기의 유형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유형이다. 외부자를 선임하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운영 정책 및 제도

에 영향을 끼치는 유형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경우 학습

자 수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존 운영방식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

다. 세종학당재단은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수요를 반영하고

자, 여행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와 같은 교재를 개발하고, 새로운 교재를 

활용한 특별교육과정을 도입하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 세종학당 중 조종하

기에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원, 문화원이다. 이 두 개

의 유형은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통해 통합된 사례로서, 자체적인 수요보

다는 외부 정책에 의해 강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교육원 세종학당

의 경우 브랜드 통합과 상관없이 상위부처의 특성과 기존의 호치민시 한국

교육원 운영 방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외부적 환경에 따라 교육원 세종학당으로 명명은 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에서는 차별적, 독립적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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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

출처: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을 연구자 재구성

 

유형 주요 내용 주요 사례 유형

동

형

화

강

제

적

① 조직의 위계질서에 따

라, 권한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을 행사함

② 법률이나 상위 조직의

기대와 같이 다른 조직

압력에 순응

① 세종학당은 예산을 교

부하는 세종학당재단

의사결정 순응

② 세종학당은 현지 운영

기관의 관련 제도에

순응

거점형

일반형

형업형

모

방

적

① 조직의 불확실성에 대응

하는 안정적 대안 마련

② 정책 환경, 특징에 대해

성공적 대안 사례 모방

① 베트남 타 세종학당

사례참고

② 운영평가 모범 사례를

참고하거나, 운영 적용

일반형

협업형

규

범

적

①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문

화 주도

②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

설팅 의견을 수용함.

① 베트남 한국어교육 전

문가간 학술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류강화

② 세종학당 운영컨설팅

및 외부자문을 통해

운영방향 순응

일반형

협업형

거점형

탈

동

형

화

타

협

하

기

① 거래하기

② 균형맞추기

① 재단과 현지운영기관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제도를 이행

거점형

피

하

기

① 숨기기

② 완화하기

① 다양한 협업기관과의

의견조율로 새로운 운

영방향 도입

일반형

협업형

조

종

하

기

① 외부자 선임하기

② 영향끼치기

① 학습자 수요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②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에 협조하지 않거나

언론 통해 반대 여론

형성

교육원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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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책 차용을 통한 시사점

 본 절에서는 정책의 가변적인 속성에 기반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확

보하는 과정인 동형화와 탈동형화 과정이 「동시에」일어나기도 하며, 

탈동형화가 다시 제도적 동형화의 대상으로「순환」되는 현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의 핵심용어는 「현지화」로 정책 차용의 과정

과 효과를 분석한다. 정책 차용을 통한 효과의 첫 번째 특징은 공급자 

측면에서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통해 효율적 공공외교 시행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수요자 측면에서 세종

학당 운영자와 학습자에게 상호호혜적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됨에 

따라 교육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공급자 측면: 효율적 공공외교 시행 계기 마련

베트남 세종학당이 일반형, 협업형, 문화원, 교육원, 거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면서 세종학당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 역

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참여자의 확대는 개별 세종학당의 특별

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재원 마련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종학당

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이 굳건히 자리 

잡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연구자는 당초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이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베트

남 내에서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양한 부처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

던 정책과 마찰 혹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은 이미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학,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자체 

내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 인터뷰는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

문가의 의견으로 서면 자료 활용에 동의를 얻어 전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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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학술 연구회(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Vietnam)는 

2011년 4월 24일 설립되었으며, 베트남 내무부에 의해 공인된 베트남 유일

의 한국학 관련 국가 연구 기관입니다. 베트남 주요 대학의 한국학(어)과 학

과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술회의 개최, 한국학 학술지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RAV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학 저널(Korean Studies Journal)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동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석박사 과정 및 교수들의 연구실

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한국학 연구자들의 주요 논문 발표 매체로 활용되

고 있습니다. 저는 본 연구회의 대외협력실장이자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한국학 저널을 발간하였고, 최근에

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중연의 ‘해외 한국학 중핵사업’의 논문게재 지원비

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학 저널과 관련하여 세종학당과 협력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기회가 되면 베트남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워크숍 

개최 및 베트남 일반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서

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일반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

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지켜 본 결과, 아주 성공적인 

교육 및 교육지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세종학

당의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서 베트남 내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교육기관

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종학당 이전의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협력은 단기 프로그램이거나 1회성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부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통합으로 인한 혼선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

으로 적었습니다. 그나마 세종학당이 나름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해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G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외교부64)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

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 시키고, 한국 

64) 외교부 공공외교 검색 [검색일: 21.06.14] 

    (https://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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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특히나 정부 간의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나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이

미지를 만드는 것이 공공외교의 방향이다. 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는 대학, 기업, 미술관, 전시관 등 유형의 공간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음악, 언어과 같은 무형의 컨텐츠도 점점 더 중요한 요소

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도 계속해서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브랜드는 해외 

공관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적 장소와는 다른 방향에서 대표적인 공

공외교의 공간이자 소프트 외교의 추진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보다 더 수평적이고, 쌍방향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 형성

이 중요하게 부각 되는 만큼 전략적인 공공외교의 브랜드이자, 교육기관

으로서 세종학당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다. 세종학당 운영 및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공공외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종학당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공외교 

시행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효과적이고 일원화 된 정책 이

행을 위해서는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브랜드 통합의 정책기조를 유지하

면서,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식 수용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한국정부가 주

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공외교 외에도 다양한 민간주체 및 상대국 내의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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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요자 측면: 상호호혜적(운영자·학습자) 정책 참여

 베트남에서 세종학당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현지의 담당자 혹

은 운영 기관은 모두 세종학당의 운영 규정이라는 정책 혹은 제도를    

‘처음’경험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과 제도에 

적응하기까지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학습자, 국내 운영 기관, 세종학당재

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불확실한 정책의 대상과 불명확한 정책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 과정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베트남 세종학당은 설립 초기 단계에서 불확신한 환경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는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로 성공 경험이 있는 타 세종학당의 운영 사

례를 모델링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존하거나 벤치마킹하는 동형화를 하

나의 선택 기제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반대로는 세종학당을 방문하는 학습자들을 통해 새로운 학습  

수요를 발견하고, 정책의 가변적인 속성에 기반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확

보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 세종학당만의」차별성과 새로운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시 혹은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동형화와 탈동형화의 현

상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균일 하지 않는 균열의 틈새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학습

자의 수요 세종학당재단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타

협을 통해, 때로는 회피의 기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

력이 관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세종학당은 거점 세종학당을 기반으로 하여, 세

종학당 밖에서의 한국문화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기업·대

학·공공기관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

였다. 출강 형식의 한국어 강좌를 확대함으로써 학습자 대상의 외연을 

확대하는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습자에게는 표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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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외에도,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맞추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정책의 참여 기회를 갖

을 수 있게 되었다. 세종학당 운영자에게는 양국의 운영 기관 및 관리 

부처와 학습자 사이에서의 조율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 및 

세종학당 운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운영 방안 모색과 운영 방향의 저변

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정책을 이행하는 세종학당 운영자

와 학습자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게 되었다.

 

 3. 교육의 효과성 측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만족도 향상

교육의 효과성에 있어 만족도 향상이라는 측면이 모든 교육의 효과성

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세종학당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잠재적 학습자 확대, 세종학당 홍보, 이를 통한 브랜드 신뢰도 향

상 등의 긍정적 효과는 정책 공급자에게 긍정적 환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학습자의 의

견에 귀 기울이고, 현지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공통적인 특성은 「학습자의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 개발이었다. 세종학당재단 기관장은65) ‘전 세계 학습

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

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명 한 바 있다. 

향후, 학습자의 학습 목적 및 수준에 적합한 표준적인 교육과정과 교

재개발을 위하여, 한국의 일방적인 정책 공급이 아닌 한-베 양국의 전문

가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와 같은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틀

65) 세종학당재단 보도자료 [검색일 21.06.18]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100)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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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는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하였다. 

“베트남 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정책 결정은 베트남 중고등학교에

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학당

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만간 베트남 중고등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종학당에 베트

남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교재를 개발하는 방안

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베트남 세종학당의 주 학습자는 일반 성인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된다.66) 2021년도 베트남 외국어 교육 정책에 

따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베트남어가 제 1 외국어로 선정된 만큼 잠

재적인 학습자의 저변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베트남 학습자의 새

로운 수요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으며 2021년 6월 새롭게 베트남 세종

학당 5개소가 추가 지정 되는 등 앞으로도 학습자의 수요는 보다 더 다

앙하게 확장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 표준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학습자 혹

은 세종학당이 위치 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에 부합하여 특성화·맞춤

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한국 교원 파견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문화를 기반으로 친(親) 한국의 현지 교원에게 전문

성을 배가 하는 정책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교육 컨텐츠 다양화 및 양질의 교육 

과정 제공을 통해 학습자의 저변 확대 및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함

으로써 학습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66) 세종학당재단 정보공개 청구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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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전체 연구에 대한 요약을 바탕으로 견론내용을 정리하

는 한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을 제언한다.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의 차용 과정 및 특징에 관한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목적은 한국의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이 베트남이

라는 타 국가에서 전이 및 차용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현지화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Powell(1983)이 주장한 조직의 동형화에 관한 개

념을 3가지 유형과 Meyer&Rowan(1977)가 탈동형화의 현상에 대해 개념

적 정의를 이해하고, 탈동형화를 보다 순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한 Cristin 

Oliver(1991)의 연구를 통해 유형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선행 작업으로 세종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시기별, 관리 주체별로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주요 공급자 시선에

서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이후 조정 과정의 특징과 현상을 분석

하기 위함으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시행되던 한국어 교육 정책이, 2006

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세종학당 브랜

드 통합’이라는 상위거버넌스의 정책 결정 결과 이후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베트남 지역 한국어 교육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

펴보았다. 베트남은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경제·사회·문화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서, 단일 면적 국가 대비 가장 많

은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주요 협력 국가이다. 따라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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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중요 사례 국가로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이 및 차용 특징을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대베트남 한국

어 교육 정책 추진의 수요,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한-베 양국의 공통된 한국어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수요에 기반하여 정

책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은 타 협력 

국가대비 취업 및 유학 등의 학습자의 진로 모색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으며, 한국문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한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통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 관련 

교육 강좌, 국내 대학으로의 장학생 유학 프로그램 등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베트남 지역의 세종학당 유형별 현

황과 운영 요소도 살펴보았다. 베트남 지역에는 11개소의 일반형 세종학

당, 2개소의 협업형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원 및 교육원 각 1

개소에서도 한국어 강좌에 대해 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베트남에는 세종학당이 직접 설립 및 운영을 관장하는 거점 세

종학당도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세종학당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 교원 운영, 지원금 등 재원 마련의 과정, 대외 홍보 및 학습자 

모집과 같은 세부 운영 요소를 살펴보는 과정은 이후 정책의 조정, 동형

화 및 탈동형화 특징을 분석하는데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

다. 위 연구 목적 및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베트남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탈동형화 이론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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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정책 전이와 차용의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세종학당은 관리하는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한

국 정부의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베

트남 정부의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 후원 및 협업 과정에서 외부 재

원의 유입에 따른 변화,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경쟁 기관과

의 경쟁과 같은 매우 다양한 이유 등으로 기존의 정책은 변형되는 양상

을 보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정책 전이와 차용의 특징

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양국의 다양한 운영주체로 인해 

세종학당 관리제도는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

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자들은 세종학당재단 규정을 최우선적으

로 이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베트남 현지 제도와 상충 되는 부분에 있어

서는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규정을 변경하거나, 유연한 운영 방향으로 

재조정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러한 협의 과정에 앞서서 세종

학단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지 제도나 규정보다도 학습자들이 원

하는 교육과정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종학당 간 정보 공유 

및 모방의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모방과 

차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결합을 통해, 베트남지역 

세종학당을 넘어서 세종학당재단의 새로운 운영 제도가 형성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세 번째 연구결과는 DiMaggio&Powell(1983)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

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이 동형화 되는 특징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특징은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이라는 주요 법제로

인한 강제적 동형화이다. 강제적 동형화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과 제도가 

모두 중요한 강제력을 발휘하지만, 설립 초반에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

는 세종학당재단의 운영 규정이라는 주요 제도가 중요하게 작용 하는데 

비해, 세종학당으로 지정 및 설립이 이루어지고, 운영의 기간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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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적될수록 베트남 현지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가 우선시 되는 점

이었다.

두 번째, 타 세종학당의 모범 운영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모방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동형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국가 내에서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제(아이템) 

및 가용 시설, 그리고 거점 세종학당을 활용한 모방 및 참고사례가 대표

적으로 확인 되었으며, 타 국가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별 워크숍,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와 같이 재단에서 주최한 행사 내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주요 주체인 교수자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파견

되는 한국어 교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베트남 현지 사회문

화적 맥락 및 현지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들의 규범이 매우 중요시 되며, 이와 같은 전문성의 공유를 통해서도 동

형화가 이루어졌다.

네 번째 연구결과는 Meyer&Rowan(1977)과 Cristin Oliver(1991)의 탈동

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에 관한 것

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분석에 따르면 동형화 이론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위 규범이나 제도가 강제적 동형화의 특징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현지 정책과 운영 제도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과는 다른 형태의 탈동형화 현상을 발

생시키는 주요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양 국가의 정책의 상이한 지점에서 세종학당은 베트남 현지의 상위 

규범 및 법제를 준수를 우선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혹은 

규정의 조정 및 탈동형화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혹은 규정 사이에서 타협하기의 탈동형화 현상이 이루어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운영기관, 현지 운영기관, 세종학당재단, 그리고 외

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다양한 후원·협력 기관 등 세종학당 운영에 관여

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 과정에서도 기존의 세종학당 운영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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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탈동형화 현상도 발생하였다. 

세 번째,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은 동형화의 주요 특징으로도 

분석되었으나, 베트남의 경우 한류 등 한국문화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의 학습자 비율이 높음에 따라, 한국역사, 시조 등 타 

국가 등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요구로 탈동형화

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통합 과정에서의 조종하기의 탈동형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2016년 브랜드 통합에 따라, 한

국어 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한 교원 파견, 교재 보급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 전문가 및 문화인턴 파견 대상 세종학

당에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을 포함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 

결정으로 외형적으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모두가 제도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등은 관리 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의 밀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세종학당별로는 거점형의 경우 재단에서 설립을 하여 강제적 동형화

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남과 동시에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으로 탈동형화 

특징도 함께 확인 되었다. 일반형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의 특

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협업형은 다양한 운영기관과의 협업과정에서

의 탈동형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문화원 및 교육원은 상위부처가 다르

고, 독립적 운영방식의 특징으로 탈동형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분석되었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형화 과정이 꼭 탈동형화를 선행하여 나타나

는 현상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은 고착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별 세종

학당이 인적, 물적 자원 한계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서 기관

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동형화와 탈동

형화 현상의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 차용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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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다. 베트남 세종학당의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 현지화와 상호문

화주의에 입각한 정책 조정 과정이 마련되었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종학당 운영자와 학습자에게는 동

형화와 탈동형화 과정에서 정책 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제공

됨으로써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세종학당 운영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사소통 즉,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고, 결국은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과 현지

화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정책 결정이 타 국가에서 시행되는 과정에

서 정책과 관련된 주체, 정책 환경, 정책 내용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달

라지고 적용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의 상호과정과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다

양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분석틀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속에서 분석 

방향의 길을 잃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

나 이론적 배경에서는 드러나지 않거나,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지 않는 

특징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가 

베트남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사소통 속에 운영의 안

정화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과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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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단일 국가 사례 분석이며, 베트남 세종학당 6개소 및 전문

가 3인의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보다 다양

한 인터뷰 자료를 담지 못하였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

을 보완 하고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연구자는 2차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

였으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한 점은 베트남 관련 후속 연구 및 

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별 권역별 독특성을 발

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 한다. 

본 연구는 향후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시행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현지 

정부의 정책과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방적인 보급 및 전파

가 아닌,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은 베트남 정부 부처 중 교육훈련부의 정책 결

정 하에 시행이 가능하며, 보다 유연한 운영 추진을 위해, 한-베 양국의 

정책 결정자 간 협력 및 전문가 간 협력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제언하였

다. 위의 의견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간과하기도 쉬운 원칙이다. 앞으로 양국의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추진을 제언하며, 보다 유연

한 정책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외교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데 

중요한 주제로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다루어지기를 제언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한국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 체계 정

착을 중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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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외교, 정책 외교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행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추진 전략 중 문화 공공외교의 주요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진문화국으로 매력을 확산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가 호감도 증진 및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의 측면

에서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이 매우 유의미한 사례임을 강조하고

자 한다. 앞으로도 지식 공공외교 즉,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을 통

해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고, 한국학 진

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공공외교의 정책적 추진 전략 차원에서 주요국 대상 한국정책

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외교 외연을 확대하며, 국내 

외국인 대상으로도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

적인 공공외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개요에 따르면, 2017년 8월 10일 

개최된 공공외교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장관) 제1차 회의 심의 및 의결

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하에 4

개 목표, 6개 전략 부문, 15개 추진전략, 50개의 중점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대상 사업으로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 시키는 외교활동을 포함한다. 수립기관 중 총 17개

의 중앙행정기관 중에 2020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93,016

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 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도 법무부 

14,087.78백만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105,029백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 

세종학당과 관련해서는「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의 추

진 목표하에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보급 확대 및 현지 교원 재교육 프

로그램 등으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추진 목표에는 외교부,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해외 초중

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세

종학당 브랜드 통합에 따라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일원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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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사업 단위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

도 확인되고 있다. 

공공외교 추진 체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공외교 추진체계를 확립하

고, 한국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및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를 

이행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인 「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공

공외교 추진 과제를 통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규교육과정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중점적

으로 추진하며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식」의 보급의 측면

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및 한

국 전통 문화 보급을 통한 한국문화의 우수성 대외 홍보」로서 해외 한

국학 맞춤형 지원 강화, 현지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

다. 「문화」를 기반으로 호감도 증진 및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

한 정책을 이행 중인 것이다. 

한편, 2020년 공공외교 시행 추진 성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어 교

육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교육원 

지정을 통한 거점 기능 강화 및 한국어 교육·국제교육협력 활성화 지원

에 대해 중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직접 교육, 대면 활동 등이 어려워져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탄력적 대응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만큼 세종학당재단에서 개발한 온라인 세종

학당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신남방 지역 중 호치민 한국교육원이 중점 교육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연구 대상 국가인 베트남의 거점 세종학당과 주요 기

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파트너국인 베트남 측에서는 한국어·한국

문화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 중 어느 기관이 한국어 대표

기관인지에 대해 일원화된 파트너십 구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공공외교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이

해도 제고 및 일원화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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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보다 상위의 메타

거버넌스를 통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 중복지출을 줄이고 협력체계

를 기반으로 파트너국과의 공공외교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국가 연구 사례이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한국어 교육 정책이 시행되는 대상 국가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타 국가 사례 연구 수행시 본 연구의 연구 모형 및 연구 분

석틀이 조정 적용 되어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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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및 기관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07) 세계의 언어정책기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7)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영향

문화체육관광부(2007) 세종학당의 표준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0) 세종학당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2) 한국어 정보화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2-2016)

문화체육관광부(2013) 07-08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3) 09-10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3) 세종학당 운영 평가 체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3) 세종학당 설치 현황 등 관련 주요 통계

문화체육관광부(2013) 세종학당 설치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14) 11-12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5) 13-14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2015-2016)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2017)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2018)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13) 2013 세종학당 문화교육 시범운영 및 실행모델 개발연구

세종학당재단(2014)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 실행 매뉴얼 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세종학당재단(2014) 2013 세종학당재단 백서

세종학당재단(2015) 2014 세종학당재단 백서

세종학당재단(2016) 2015 세종학당재단 백서

세종학당재단(2017) 2016 세종학당재단 백서

세종학당재단(2017) 2017 국외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18) 2018 세종학당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19) 2018 세종학당재단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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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2019) 2019 세종학당 국내 운영기관 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0) 2020 세종학당 국내 운영기관 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0)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자료

세종학당재단(2020) 2019 세종학당 문화인턴 활동사례집

세종학당재단(2020) 2019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0) 2020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 결과자료집

세종학당재단(2020) 2020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1) 2021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서

세종학당재단(2021) 2020 세종학당재단 언론홍보 성과 자료집

세종학당재단(2021) 2020년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사업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1) 세종문화아카데미 기본교육과정 및 지침 개발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1) 세종학당 운영자 문화연수 프로그램 개발 결과보고서

세종학당재단(2021) 협업형·예비 세종학당 안내서

세종학당재단(2021) 2020년 해외 한국어 수요공급 현황 지도

외교부(2016)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외교부(2019)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외교부(2020) 2020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외교부(2021)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외교부(2020) 2019 지구촌 한류현황 (아시아, 대양주)

외교부(2019) 2018 지구촌 한류현황 (아시아, 대양주)

외교부(2018) 2017 지구촌 한류현황 (아시아, 대양주)

외교부(2017) 한국형 공공외교 평가 모델

외교부(2016) 공공외교법

외교부(2017) 공공외교법 시행령

외교부(2015) 주요국가대상 한국이미지 조사 및 공공외교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2020) 2020 지구촌 한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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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공시 http://www.alio.go.kr/home.do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 https://okep.moe.go.kr/root/index.do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main/main.do

국회회의록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main.jsp

베트남 한국문화원 https://vietnam.korean-culture.org/ko

세종학당재단 https://www.ksif.or.kr/

용산구청 https://www.yongsan.g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homepage/index.do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주한 베트남 대사관 https://vnembseoul.setmore.com/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kf.or.kr/kf/main.do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http://www.klech.org/

http://likms.assembly.go.kr/bill/
https://www.mcst.go.kr/kor/main.jsp
https://vietnam.korean-culture.org/ko
https://www.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https://vnembseoul.setmore.com/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http://www.kl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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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자 대상 인터뷰지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박사수료생 김지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의

목적은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실제 세종

학당 운영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 하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귀하의

동의하에 녹화(녹음) 혹은 서면작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노출되지 않

도록 하고, 사전에 작성 자료를 공유하여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혹

은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정책 현황

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1. 재단 내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사결정자, 의사

결정 안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세종학당 운영에 있어 재단의 정책과 현장에서 운영 현실의 가장 큰

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정책을 결정하

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주체는 누구인가요?

4.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전후로 운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5.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된 전후로 운영에 미친 영향을 무엇인가요?

6.세종학당 운영과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은 어떠한 요구가 있나요?

7.세종학당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베트남과 한국의 운영기관 중

영향력이 큰 주체는 누구인가요?

8.세종학당 운영정책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계

시며,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운영 방향을 얼마나 변화하시나요?

9.세종학당 지원금 외에 다른 재원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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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10.세종학당을 운영하는데 인근 지역 내 경쟁 기관이 있나요? 그 경쟁기

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11.베트남 내 세종학당 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나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12.다른 세종학당의 운영 모범사례를 듣거나, 적용해보신적이 있나요?

13.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파견된 교원의 전문성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인가요? 기존 운영방식이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되나요?

14.세종학당 운영규정이 베트남 현지법과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가

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으시나요?

15.세종학당외에 다른 형태의 운영방향을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16. 향후 특별교육과정 및 특성화프로그램 등 새롭게 추진예정인 운영계

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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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전문가 대상 인터뷰지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박사수료생 김지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의

목적은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1차적으로는 세종학

당 운영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교수님께는 보다 거시적인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 자료를 미리 공유드리고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는 삭제 혹은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자와 정책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재단),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부(국립

국제교육원 등)

- 베트남: 베트남 정부, 지방위원회, 베트남 교육부, 국립대학, 세종학당 학당장

등

2.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강 목적과 수준에 적합한 표준적인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해, 한국-베트남 전문가의 협력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21년 5월 현재, 베트남 내에는 총 15개의 세종학당이 운영중으로 호찌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에도 위치하고 있으나, 전역으로 설립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

니다. 이 경우, 특별 교육과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준교육과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종학당 별로 특색있는 운영을 위하여, 한국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적

용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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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내 제1외국어가 한국어로 선정된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세종학당

재단이나 세종학당의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할 정책 혹은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5. 지속가능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내실화를 위하여, 현지 교원 양성을 강화

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이 지원해야할 정책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 결정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정책 결정자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6.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베트남 한국 학술 연구학회’에 대한 정보가 매우 흥

미로웠는데요. 2021년 현재, 주요 연구 및 추진 사업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세종학당재단과의 협력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

다.

7. 한국 정부는 일원화된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정책을 위하여, 2016년

도 ‘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자

는 당초, 이러한 브랜드 통합으로 인하여 한-베 한국학, 한국어, 한국문화와 관

련된 협력 정책이나, 구체적인 협력 주체에 혼선 혹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

상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 변화를 체감하신

바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보다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정부차원 혹은

세종학당재단이라는 한국어 보급 시행기관이 수립해야할 정책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박사논문에 관심을 갖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면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말씀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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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olicies 

through the theory of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 A case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on Vietnam

Ji Yeon KIM

Global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olicies through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process in which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olicies are localized in Vietnam and to clarify 

the cause for policy change in the process through the theory of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by 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and Christine Oliver (1991).

This study adop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major actors surrounding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t help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ause for borrow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under different purpose of major actors in 

both countri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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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what ar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terms of the 

isomorphization theory?

Third, what ar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terms of the 

decoupling theory?

This study found that the decision process in policy transfer and 

borrowing of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led to the chang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implement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guage ” providing official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Sejong Institutes 

worldwide. Yet,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being delivered to Vietnam due to changes 

in the operating entity managing Sejong Institute, the Vietnames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 system change, inflow of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learners' needs, and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institutions.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ransfer and 

borrowing in the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While endeavoring to 

prioritize the rules of the Sejong Institute Foundation in their operation, 

however, the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sought to readjust towards 

flexible operation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the Foundation when in 

conflicting environment against the local policy system in Vietnam. In 

addition, they showed an important feature of imitation particularly in 

exploring learners’ needs in curriculum through the information 

sharing in the network of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Adopting the DiMaggio & Powell (1983)'s isomorphization theory in 

investigating the borrowing proces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t was found first that that the bilateral policy and 

system resulted in compulsory isomorphization in the op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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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Institute. Whil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ejong Institute 

Foundation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the educ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Vietnam became to be prioritized as the period and 

know-how accumula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jong Institute. 

Second, isomorphization were found in the process that the best 

practices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referenced or imitated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Within the same country, imitation and 

reference were commonly found in selecting themes and available 

facilities for cultural programs while the same was achieved in the 

process of referring to bes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through events 

hosted by the Sejong Institute Foundation. Third, normative 

isomorphization was found in the process of referring the expertise of 

local instructors. While acknowledging the role of the dispatched 

Korean language instructors from Korea, the local instructors who can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local 

laws and policy systems in Vietnam were pivotal in the operation of 

Institutes, and sharing of such expertise was an important factor of the 

isomorphization.

The decoupling theory of Meyer & Rowan (1977) and Christine 

Oliver (1991) provided in analyzing the borrowing proces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that firstly the local 

policies and operating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Vietnam are 

the main factors for decoupling. When poli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in conflict, Sejong Institute prioritized the compliance 

with higher norms and legislation in Vietnam, which resulted in 

coordination and decoupling of exis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econdly, a different form of decoupling 

occurred in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Thirdly,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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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learners’ demand was also a major factor of decoupling. In 

the case of Vietnam, the proportion of learner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beyond the mere curiosity on Korean 

culture around the Korean Wave were higher than other countries in 

that the request of new programs led to the decoupling of policies. 

Fourthly, decoupling was found in the process of brand integration. 

Despite the superficial conformity that all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appears to comply with the policy decision of brand integration, 

differences in the density of operation for the Korean Cultural Center 

and the Korean Education Center were evident due to the different 

management ministries supervises each affiliate entities.

The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in the policy borrowing found i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providers,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cooperative 

public diplomatic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localization and mutual culturalism.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onsumers, the administrators and learners of 

the Sejong Institute wer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i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coordin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with ownership. Thir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as able 

to be resulted from quality education that was derived from the 

localization and improved learners' satisfaction through continuous 

mutual interactions between policy providers and consumers in 

education.

keywords: International educational cooperation, Isomorphism and 

decoupling, policy transfer and borrowing,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King Sejong Institute, Informal Education, Vietnam. 

Public Diplomacy

Student Number: 2012-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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