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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外國人을 상으로 하는 韓國語敎育은 1960년 부터 서울의 몇 大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 까지의 긴 시간동안 그 내용은 큰 변화 없이 유

지되었는데 1990년  이후 격한 양  증가를 보게 되었다. 韓國語敎育 로

그램의 증가에 따라 外國語로서의 韓國語敎育이 하나의 공 역으로 인정되

기 시작하 으며 교육 학원, 일반 학원, 학부 과정에 외국어로서의 韓國語敎

育 공도 생겨나게 되었다. 같은 기간에 국외에서의 韓國語敎育 역시 양 , 

질  성장을 거듭했는데 재 50여 개 국가의 학에서 韓國語 講義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

목의 하나로 韓國語를 가르치고 있다.1)1)

이처럼 敎育을 통한 韓國語 普及이라는 에서 볼 때 최근 몇 년은 속

한 변화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韓國語敎育에 있어서 내부 으로

1) 미국의 경우에는 정규 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주말에 교회에서 韓國語를 가르치는 

한 학교가 1000 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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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화의 속한 진행, 외부 으로는 국제화의 속한 진행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국, 일본, 동남아를 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韓流 熱風을 무시할 

수 없고, 政府의 韓國語敎育 支援 政策 强化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 노력, 

국내에서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실시 등이 주요변수로 작용하기2)때문이다.
2)
 

특히 2000년   홍콩 등 동남아에서 시작하여 국,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

서 고조되고 있는 韓流의 熱氣는 韓國에 한 關心과 韓國語에 한 關心을 

갖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한류 

상은 韓國語 學習 의 增加와 직결된다. 즉 이들 국가에서의 韓國語敎育이 빠

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센터, 한국문화원, 공  방송 등 렴하게 

韓國語를 할 수 있는 곳에서의 韓國語 學習이 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곧 韓國 大衆文化에 한 심

의 증가를 의미하며 韓國語를 배우러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

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악되어야 한다.

이 은 1990년  들어 새로운 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韓流와 外國語로서

의 韓國語 普及을 련지어 살펴 으로써 그 연 성을 악하고, 韓流의 擴散

과 함께 교재, 교수법, 교사, 교육과정, 평가 등을 내 기반으로 하는 韓國語의 

普及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2. 韓國語敎育의 現況과 課題

1) 國內 韓國語敎育 現況과 課題 

1960년 에 연세  韓國語學 와 서울  語學硏究所(現 語敎育院) 등 두 

곳에 불과하던 韓國語敎育 機關이 2005년 재 국 70 곳 가까이로 늘어났고 

연간 약 22,000명이 韓國語 연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3)3)민간 주도로 늘어

2) 조항록b, 2005 ｢國內 韓國語敎育機關의 現況과 課題｣, 국외 한국어교육 정책 수

립을 한 토론회 발표요지집, 한국어세계화재단, 11-38면.

3) 의 논문,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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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기 특  징

제1기 발아기  1959년-1977년  * 국내외 주요 학에 韓國語 講座가 설치됨.

제2기 변화기
 1977년-1988년

 * 1977년 재외국민 교육에 한 규정이 제정되어 

재외동포의 韓國語敎育 활성화됨. 

 * 1980년  경제 성장을 계기로 韓國語敎育 要가 

늘기 시작함. 

 * 학습자의 국 도 미국과 국 일변도에서 일본어

권으로 다양해짐.

제3기 발 기  1988년-2000년

 * 1988년 올림픽 개최와 1992년 국제교류재단의 설

립, 1990년  韓流 熱風 이후에 韓國語敎育 要

가 차 증가함. 

 *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다양화됨. 

 *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새 교수법에 근거한 교

재 개발로 韓國語敎育 基盤이 구축되기 시작함. 

나는 교육 수요를 담당하며 교육의 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자 노력해 온 韓國語 敎育界는 이제 양 인 팽창에 걸맞은 질 인 도약에 힘

쓰고 있다.

(1) 解放 以後 韓國語敎育의 發展 段階

1960년 후하여  의미의 韓國語敎育이 시작된 이래, 1980년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韓國語敎育 要가 계속 으로 늘기 시작하 는데, 1990

년  후반부터는 여기에 韓流 熱風이 더해져서 韓國語敎育 要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  후반부 이후에는 의사소통식 근법에 따른 교재가 

지속 으로 개발되었고, 2002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 분야 목록에 韓國語

敎育 分野가 올라가는 등 학문  정체성도 확보되어 왔다. <표 1>은 韓國語 

敎育의 發展 段階에 한 주요한 硏究4)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해방 이후 韓國語敎育의 발  단계

4) 백 자, 2001 ｢韓國語敎育의 歷史와 課題｣, 外國語로서의 韓國語敎育, 연세 학

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조항록․강명순․김수정․김제열․허용, 2002 한
국어 교사 교육․연수를 한 표  교육 과정 시행 시안 개발 최종 보고서, 문
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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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도약기  2000년 이후

 * IMF 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1년에 학습자

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연구 인력과 교수 인력이 확보되고 韓國語敎育에 

한 연구 분 기가 성숙되어 감.

 * 2005년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후 韓國語敎員의 

문성이 제고됨.  

 * 2008년부터 韓國語能力認證書 所持 를 고용하도

록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韓國語 學

習 의 변이 더욱 확 될 망임.

지 역 국   가 2000년 2001년 2003년 국가 2000년 2001년 2003년

아시아 네팔 26 52 78 인도네시아 69 89 101

만 487 559 631 일본 1,692 3,565 2,486

말 이시아 47 42 156 국 1,601 3,221 5,607

(2) 國內 韓國語敎育의 要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표 2>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큰 폭으로 증

가하기 시작하 다.  

 <표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연  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국내 외국인 수 6,160 11,646 12,314 16,832

<교육인 자원부, 2004년 4월 1일 기 >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체 지역별로는 국인 유학생이 5,607명(46%), 일

본인 유학생이 2,486명(20%), 만인 유학생 631명(5%), 미국인 유학생, 러시

아인 유학생 순으로 나타난다. <표 3>에서 드러나듯이 2001년까지는 일본 유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3년부터는 국 유학생의 수가 일본 유학생의 

수를 앞지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국, 일본, 만, 베트남 순으로 

유학생 수가 많다. 

<표 3> 아시아 출신 국내 유학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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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72 201 208 태국 25 66 46

베트남 101 186 367 터키 22 46 43

우즈베키스탄 44 63 123 키스탄 84 87 54

인도 38 99 145 필리핀 37 126 90

소계 4,019 7,824 9,315 

<외교통상부, 2003년 9월 기 >

2005년 재 國內 韓國語敎育 機關은 총 70곳
5)
에5)가까우며, 韓國語를 배우

는 학생 수는 연간 약 22,000명, 학기당 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6)
6)

國內 韓國語敎育 機關의 韓國語 學習  數는 2000년을 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를 들어, 서울 학교 언어교육원의 경우는 1998년의 수강자 수

는 624명인데, 2004년 재 1,586명으로 그 수가 2.5배 이상 늘어났다.

<표 4> 서울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수강자 수

연도 197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학생수 38 57 51 55 87 209 355 624 767 914 1162 1437 1586

韓國 文化에 한 심이 韓國語 學習 動機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7)7)國內 

韓國語 學習  數의 증가 추세는 90년  반 이후 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 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문화인 ‘韓

流’ 熱風을 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主要 韓國語敎育 機關으로 서울  언어교육원, 연세  한국어학당, 고려  국제어

학원, 이화여  언어교육원, 경희  국제교육원, 서강  국제문화교육원 등을 들 

수 있다.  

6) 조항록, 앞의 논문, 24-25면

7) 언어의 사용 역인 직업 인 역(occupational domain), 상호작용 인 역

(interactive domain), 문화 ․정의  역(cultural/affective domain)으로 나

어, 국내 한국어 연수생을 상으로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동기를 조사한 요구분

석 결과에서 이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로 한국에 한 호기심과 한국에 한 이

해 등 문화 ․정의  역이 비교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안

경화, 2003 ｢교육과정 개발을 한 학습자 요구조사｣, 國際韓國語敎育學  제20

차 학술 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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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역 하  주제 60년 70년 80년 90년 2000- 계

1
한국어교

육 일반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3 5 24 10 42

한국어교육 황 14 72 9 95

이 언어교육 1 6 17 4 28

언어정책 6 3 9

2
한국어교

육 내용

문법 5 27 35 67

어휘 1 12 32 45

화용 8 19 27

발음/억양 1 14 18 33

문학 5 7 12

한자 1 1 4 2 8

문화 3 11 25 39

3

한국어 

교수․학

습

교수법 일반 1 5 25 17 48

기능별 교수 4 17 24 45

학습 1 3 6 8 18

교육과정 일반 7 4 11

4 한국어 교재 2 7 33 21 63

(3) 韓國語敎育 基盤

  가. 硏究 動向

國內 韓國語敎育界에서는 韓國語敎育의 양 인 팽창에 걸맞은 질  수 의 

제고를 하여  연구 활동과 교원 양성 노력, 한국어교재 편찬 작업 등을 행

해 왔다.

韓國語敎育 分野는 국어학이나 한국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韓國語敎育의 

내용으로 반 하고자 노력하고, 외국어교육학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발 으

로 수용하며 ‘韓國語敎育學’이라는 학문  정체성을 갖추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지 까지 한국어범주교육론, 한국어교수학습론, 교재론, 오류분석, 학습자 

요인, 평가, 교사 교육론, 매체 교육론 등을 주제로 304편이 넘는 연구 논문과 

연구방법론의 검토를 통하여 韓國語敎育의 질  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표 5> 韓國語敎育 分野의 硏究 動向



․ 韓流 熱風과 韓國語 普及의 展望 505

5 학습자 요인 5 11 16

6 오류 분석 3 13 21 37

7 한국어 능력 평가 3 21 10 34

8 웹기반/컴퓨터 11 11 22

9 학습자 사 개발 2 10 12

10 교사교육 1 5 3 9

계 1 8 62 345 304 720

(강승혜, 2003)

韓國語敎育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한 가장 요한 연구 분야는 韓國語

敎育의 내용 구성론과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분야이다. 이  韓國語敎育의 내

용  언어 부분과, 한국어 교수학습 분야는 韓國語敎育界에서 어느 정도 교

육 내용과 방법에 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문화 부분은 큰 틀

에 해서는 (1)과 같은 주제나 (2)와 같은 세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논

의가 있지만, 세부 인 교수 항목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8)8)특히 요

즘은 언어 심 교육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으로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9)
9)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문화 교육의 구체  내

8) 文化 敎育 目에 한 논의가 진행 인 상태에서 韓國語 敎材에 포함할 문화 

항목이 선정되고 교재가 집필되었기 때문에, 기존 韓國語 敎材의 문화교육 항목

은 체계 이지 못하다는 지 이 많다. 1998년 이후 개발된 국내외 5종의  韓

國語 敎材의 문화항목을 분석한 조항록(2001)에서는 이들 교재에 포함된 총 81개

의 문화 항을 비교  순수 통문화, 비교  통에 기반한  일상 문화, 비교

 순수  문화로 분류하 는데 이는 각각 11개(13.6%), 51개(62.9%), 19개

(23.5%)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교재 이외에 고  교재들을 망라하여 교재 내

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항목을 분석한 우인혜(2004)에서도 韓國語 敎材들이 실생

활에 필요한 실용 인 문화 지식보다는 한국 통 인 문화 소개를 범 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조항록a, 2005. ｢韓國語 學習 를 

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國際韓國語敎育學  제23차 춘계학술

회발표요지집, 9면).

9) 언어문화의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연구로 Kramsch(1991)를 들 수 있는데,  Kramsch 

(1991)는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계로 하나의 경험 역을 구성하며, 이에 따

라 문화에 한 인식과 문화 학습은 외국어교육의 숙달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 바 있다(E. Hinkel, 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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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성은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반 해야 하는데, 한국학의 기반이 약한 韓

國語敎育 분야에서 한국 문화 교육의 교육 항목을 선정하는 작업은 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韓國語敎育을 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 구성에 한국학 

연구자들의 심이 요구된다.

(1) 一般的 主題 目  

    ① 語文化

       언어 속에 투 된 한국인의 의식세계(가족주의, 도덕의식, 남존여비의

식…), 어휘에 내포된 한국인의 의식 는 문화  양상, 화법문화론에 

속하는 언어 , 토론문화 

    ② 非 語的 意思疏通

       구두언어  의사소통, 문자언어  의사소통과 련된, 는 독립 인 표

정, 몸짓, 시선 , 담화 당사자간 거리, 의복, 문자 형태, 문자 크기, 

문자 색채 등

     ③ 分野別 文化 要素

        의식주 문화, 역사 문화, 민속 문화, 사상 문화, 념과 가치 , 일상생

활 문화, 제도문화, 술 문화, 문학, 기타
10)10)

  (2) 熟達度 段階別 主題 目  

     ① 初級 段階

        인사, 공손성의 표  양식, 화계, 호칭, 화폐  숫자 사용법, 휴일, 컴

퓨터, 화, 약국과 병원, 약속과 약, 와 방문, 데이트, 교통, 물건 

사기, 음식, 주생활, 개인  이동 수단, 스포츠, 매체, 취미, 편지와 

메일, 가족 식사, 외식, 술, 간식, 운동, 가족 계, 모임

     ② 中級 段階

        민간요법, 민속, 축제나 잔치, 놀이나 게임, 통 놀이, 인쇄물, 문학, 규

율, 음악, 부탁, 요청과 거 , 칭찬, 동료 계, 청결, 화장품, 담배와 흡

연, 가 제품, 연극과 화, 시회와 공연, 도시와 시골 생활, 휴가 보

내기, 숙박 시설, 축과 경제 생활, 공 도덕

    ③ 高級 段階

       취업, 직장 생활, 업무, 미신, 타부, 과학, 술과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학교 제도, 병역 제도, 공 인 화  토론 방식, 발표, 고정 념, 

문화 충격, 환경, 인  주요 인물, 농담과 유머, 만화, 고, 담화표지, 

통신용어, 동작학
11)11)

10) 조항록, 2005 ｢韓國語 學習 를 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國際

韓國語敎育學  제23차 춘계학술 회발표요지집.  
11) 한상미, 2005 ｢문화교육 방법론｣, 韓國語敎育論2. 國際韓國語敎育學 , 407-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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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과목 시

학

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주/복수

공
부 공

韓國語學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

론, 한국어화용론(화용론), 한국어

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 3학

3~4

학

30시간

一般 語學 

 

應用 語學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조언어

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

어습득론 등

6학 3학 12시간

外國語로서

의 韓國語 

敎育論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

론, 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

국어표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

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

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

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

론 등

24학 9학
9~10

학
46시간

韓國 文化 한국민속학, 한국의 문화, 한 6학 3학 2~3 12시간

  나. 韓國語敎員 養成

문성을 갖춘 韓國語敎員의 養成을 하여 韓國語敎育 機關에서는 한국어

교사 양성기 을 운 해 왔다.  1991년 서강  한국학센터를 시작으로 재, 

연세  언어연구교육원, 고  국제 학원, 이  언어교육원, 서울  한국어교

육 지도자 과정, 서울  외국인을 한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 주요 韓國語敎

育 機關에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운  인데, 이들 기 에서는 2005년 7

월에 시행된 국어기본법의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설하

고 있다. <표 6>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주요 과목과 필수이수시간

을 정리한 표인데, 한국어교원의 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은 부족한 형편이어서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표 6> 韓國語敎員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역별 필수이수학   

이수시간(국어기본법 제13조제1항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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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통문화, 한국문학개론, 

통문화 장실습, 한국 문화비

평, 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

해 등

학

韓國語 

敎育 實習

강의 참 ,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 3학

2~3

학
20시간

합계 45학 21학 18학 120시간

  다. 韓國語 敎育 資料

근 계몽기에서 2005년까지 국내외에서 약 920권의 韓國語敎材가 출 되었

다.12)12)1998년 이후 재까지 출간된 敎材의 특징으로 의사소통식 근법 심

의 교수학습 방법을 지향하는 기능통합형 교재가 많고, 연습 교재가 함께 개

발된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특수 목 의 韓國語 學習 를 한 敎材, 멀

티미디어 교재, 문화 교육 자료 등도 개발되어 敎材나 敎育 資料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敎材들은 체계 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제

인 자료와 과제를 수록하여 학습자의 韓國語 能力 向上에 기여하고 있다. 

2) 國外 韓國語敎育 現況과 課題

1990년  이후 國外 韓國語敎育 要는 꾸 하게 증가하여 왔다. <표 7>은 

1995년, 2002년, 2005년의 國外 韓國語 講座  학과 개설 학을 조사한 자료

인데, 이 자료를 통하여 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韓國語 講座를 개

설한 학이 과거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설 학의 

수  증가 못지않게 수강생의 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를 들어, 일본의 

국제문화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연인원 16, 988명이던 학의 韓國語 

講座 受講生이 2003년 연인원 8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13)
13)

12) 이지 , 2005 ｢교재의 연구사와 변천사｣, 韓國語敎育論1, 한국문화사, 175면.

13) 오구리 아키라, 2005 ｢일본에서의 韓國語敎育의 現 狀況과 課題. 國外韓國語敎育 

정책 수립을 한 토론회 발표요지집. 한국어세계화재단,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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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국외 한국어 강좌, 과정  학과 개설 학 황

국 가
한국어 강좌, 과정  학과 개설 학 수

1995년 2002년 2005년

      국 25(학과) 29(학과) 42(학과)

일      본 143(강좌) 322(강좌)
   14(학과)

/335(강좌․2003년)

베  트  남 5(강좌) 8(강좌) 14(강좌)

말 이시아 1( 공)/3(강좌) 1( 공)/(5)(강좌) 1( 공)/5(강좌)

태      국 4(강좌) 2( 공)/10(강좌) 5( 공)/15(강좌)

인도네시아 1(학과)/2(강좌) 1(학과)/3(강좌) 1(학과)/3(강좌)

韓國 文化에 한 심이 한국어 학습 동기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國外 韓

國語 講座 개설 학의 증가 는 國外 韓國語 學習  數의 증가 추세는 90년

 반 이후 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 인 인

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문화인 ‘韓流’ 熱風을 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 일본, 베트남 등지를 심으로 韓流 熱風으로 가속화된 

韓國語敎育 要의 증가 추세를 살피고, 각국의 특징 인 韓國語敎育 現況을 

교원 양성과 교재 구축 등의 교육 기반 측면에서 검토하여 韓流 熱風으로 형

성된 韓國과 韓國語에 한 정 인 심을 韓國語敎育 現場에서 어떻게 이

어나가야 하는지 다루겠다.

(1) 中國의 韓國語敎育 現況과 課題

  가. 韓國語敎育 要

中國의 인 韓國語敎育은 1944년 국 남경의 남경동방어 문 학 한

국어학과14)에서14)출발한다. 1992년 한 수교 이 까지 북경 학, 북경경제무역

학교, 낙양외국어 학교, 북경제2외국어 학 등 몇몇 학교에서 韓國語學科

가 개설되어 운 되었다. 1992년 한 수교 이후 양국 간에 인  교류가 크게 

늘면서 韓國語敎育 要도 아울러 크게 증가했다.15)15)한  수교 이후 4년제 韓

14) 남경동방어문 문 학은 1949년에 북경 학 동방어문학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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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學科가 설치된 학교로는 연변 학교, 길림 학교, 흑룡강 학교, 요녕

학교, 련외국어 학교, 요녕사범 학교, 산동 학교, 산동사범 학교, 연태

학교, 해 학교, 청도 학교, 청도해양 학교, 천진외국어 학교, 북경 학교, 

북경외국어 학교, 북경제2외국어 학교, 북경 외경제무역 학교, 북경언어문

화 학교, 낙양외국어 학교, 상해외국어 학교, 복단 학교 등이 있다.

특히 2000년 후에 국에 韓流 熱風16)이16)분 이후로 韓國語 講座를 개설

한 학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에 주목하여 국인 학습자의 학습동

기를 조사한 국 지 韓國語敎育 門家들은 2000년을 후하여 국에서 

韓國語敎育 要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韓流 熱風을 들고 있다. 

를 들어 이은숙(2005)은 조사 상 국 한국어 공 학생의 90%가 ‘韓國

語 學習 가 증가하는 것이 韓流와 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17)17)이해 (2005) 역시 국 해양 학교 韓國語科 1학년 학생  80%

가 한국 문화를 했음을 보고하면서 韓流 熱風이 한국어 공 선택의 

직간 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18)
18)

국 학의 韓國語學科 開設 現況을 정리한 <표 8>에서 2005년의 42개 

학교라는 수치는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24개 학과 그 외 지방 기 에 등록

된 사립 학교의 韓國語敎育學科의 數를 집계한 것으로 제2외국어 강좌로 

개설된 韓國語 講座는 제외한 수치이다. 2005년 재 국 내의 韓國語敎育學

科에 재학 인 학생 수는 3,000을 넘고 있다고 한다.
19)19) 

15) 2005년 재 국에는 30,000개의 한국 회사가 있고, 삼성그룹의 경우 지 국

인 사원 총수가 50,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한진건, 2005 ｢中國에서의 韓國語

敎育 現況과 提 , 국외 한국어교육 政策 수립을 한 토론회 발표요지집, 
韓國語世界化財團, 51면).

16) 국의 ‘韓流’ 상은 1990년  반 몇몇 한국 드라마의 국 방 이 구체 인 

시발 이 되었다고 한다. 1997년  ‘사랑이 뭐길래,' ‘별은 내 가슴에’ 등 한국 TV 

드라마가 상 되면서 국인들 사이에 한국의 문화에 한 심이 생겼고, 

이로부터 韓流 상이 나타났다(牛林杰 2001(이해 , 2005 ｢韓流의 지속과 정착

을 한 韓國語敎育의 모색- 국에서 한국 TV드라마 수용을 심으로｣, 제48

회 국 국어국문학 학술 회 발표요지집, 669면 재인용)). 

17) 이은숙, 2005 ｢韓流와 韓國語敎育의 상  상과 망- 국을 심으로｣, 제48

회 국 국어국문학 학술 회   발표요지집, 657면.

18) 이해 , 2005 ｢韓流의 지속과 정착을 한 韓國語敎育의 모색- 국에서 한국 TV

드라마 수용을 심으로｣, 제48회 국 국어국문학 학술 회 발표요지집, 6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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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中國 大學의 韓國語 學科 開設 現況

年  度 1992년 이 1995년 2002년 2005년

韓國語 學科 開設 

大學 數
4 25 29 42

한편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는 학교, 그리고 학원, 보도 학교 등의 韓國語 

學習  數의 증가는 정규 학교를 능가한다고 한다. 를 들어, 북경  캠퍼

스의 연원청화 언어교육 문화  센터라는 학원의 경우, 2003년 재학생 총수

는 2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5년의 경우는 북경 지역만도 근 2,500명의 학

생이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0)

  나. 韓國語敎育 基盤 

韓國語敎育 基盤을 살피기 하여 韓國語敎育 담당자의 양성과 韓國語敎育 

資料의 구축 황을 검토하겠다. 장 韓國語敎育 담당자의 양성은 학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韓國語敎育 담당자를 양성할 교수진의 질  수 에 한 

지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국에는 북경 학, 외경무 학, 낙양외 , 

앙민족 학, 연변 학 사범 , 복단 학 등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연

변 학 사범 학과 앙민족 학에 박사과정이 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韓國語敎授들이 배출되고 있으나,21)21)1992년부터 재까지 규모 

교수진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韓國語 語學 實力을 갖추지 못한 교수진

19) 흑룡강신문을 인용한 2004년 8월 2일자 KBS 월드넷에 따르면, 韓國語科 개설

학은 27곳, 학부생은 약 3,600명, 석박사과정생까지 포함하면 3,900명에 이르고, 

교원수는 230여 명이며, 체 조선어교육기 은 학교 1,267개에 교사 2만 9,795

명에 이른다고 한다(손정일, 2005 ｢中國의 韓國語 敎材｣, 韓國語敎育論1, 한국

문화사, 50-52면).

20) 한진건, 2005 ｢中國에서의 韓國語敎育 現況과 提 ｣, 국외 한국어교육 政策 수

립을 한 토론회 발표요지집. 韓國語世界化財團, 50-51면 참조. 그 외 북경

외어  묘춘매 교수도 2005년 國際韓國語敎育學  제24회 학술 회에서 북경 문

화원의 韓國語 受講  數가 97년에는 40-50명이었는데, 2000년에 100-200명, 

재는 1,200명 내외로  늘었다고 소개하 다. 일반인 상 韓國語 講座에 한 

국 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몇몇 기 의 단편 인 韓國語敎育 現況 紹介

를 통하여 체 인 분 기를 짐작할 뿐인데, 학습자 증가 추세는 국의 일반

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1) 김석기, 2005 ｢中國의 韓國語 能力 評價｣, 韓國語敎育論1, 한국문화사, 4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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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직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22)22)

국 학 韓國語學科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韓國語學科 출신 장 韓國語

敎師들이 갖추게 될 韓國語敎育 能力을 살펴보자. 국 각 학 韓國語學科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련 문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 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 (1)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석사 학  수여 권한을 

갖고 있는 복단 학교 韓國語學科의 2000년도 교육과정은 (2)와 같다. (3)은 

산동 학 해분교의 韓國語學科 공과목 목록이다. 그 외 韓流 熱風을 극

으로 교과목에 반 한 교육과정으로 연변과기 를 들 수 있는데, 연변과기

는 2000년 이후 TV 韓國語와 화한국어 강좌를 운 하고 있다.23)
23)

(1) 基礎 韓國語, 韓國語 話, 한국어 듣기, 時事 韓國語, 번역  통역, 한국문

학 강독, 한국문학사, 한국 개황(한국 문화), 韓國語 作文
24)24)

(2) 가. 기 교육과정: 基礎韓國語(360), 中級韓國語(288), 高級韓國語(216), 韓

國語視聽覺(432), 한국어열독(108), 韓國語作文(72), 한

국  조선 개황(54)

    나. 필수 공과정: 韓國語文法(72), 한국문학사(72), 한국문학선독(72), 한

국신문잡지선독(36), 한국어번역이론과 기교(72), 韓國

語語彙論(36)

    다. 선택 공과정: 韓國語修辭學(36), 外貿易韓國語(36), 科學技術韓國語

(36), 한 문법비교(36), 한 문학비교(36), 한국한자음

(36), 국문학사(72), 서방 주의문학사조(36), 비교

문학(36)

    라. 졸업논문과 실습
25)25)

(3) 韓國語講讀(844), 韓國語 話(468), 시청설(視聽說((260), 한국어범독(216), 

신문강독(36), 실용서법(16), 한국문학사(36), 한국문학선(36), 번역이론, 

실천(36), 韓國語文法(36), 무역회화(72), 한국개황(36), 한 계사(16)
26)26)

*(   ) 안의 숫자는 시간을 나타냄.

22) 의 논문, 55면.

23) 손정일, 2003 ｢中國 大學에서의 韓國語 敎育課程 -연변과기 를 심으로-｣, 國
際韓國語敎育學  제13차 국제학슬 회발표요지집, 459-460면.

24) 김경선, 2005 ｢中國의 韓國語敎育｣, 韓國語敎育論3, 한국문화사, 167면.

25) 강은국, 2003 ｢中國에서의 韓國語 敎育課程에 한 察｣, 國際韓國語敎育學  

제13차 국제학슬 회발표요지집, 103-104면.

26) 김경선, 앞의 책, 166면.



․ 韓流 熱風과 韓國語 普及의 展望 513

(2)와 (3)에서 드러나듯이 국 내 韓國語學科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련 수업의 비  매우 높고 韓國語敎育 能力과 련된 공 한국어학, 공 

한국어학의 비 은 상 이 낮다.27)
27)

韓國語敎育과 련지어 살펴보면 韓國語敎育論 강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7월 시행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으로 韓國語敎

育論 강좌를 24학 (필수 이수학  총 46학 )이나 46시간(필수 이수 시간 총 

120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국 내 韓國語敎育의 질

을 높이기 하여 韓國語敎育論 련 강좌의 도입 등 敎育課程의 보완이 시

히 요구된다. 한 韓國語敎育 장에서 韓國語를 매개로 한국 문화 혹은 

한국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기 때문에, 질 좋은 韓國語敎育을 해서는 한국학

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그런데, 국의 한국학 공 학생들의 공 한국

학 지식이 높지 않아서28)28)교육과정에서 한국학에 한 내용 강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敎材를 살펴보겠다. 재 국에서 출 된 韓國語敎育 교재들은 

약 160종이 있다. 사 류 32종, 회화류 31종, 종합교재류 23종, 어휘문법 련 

교재 10종, 경제무역 련 8종, 번역 련 교재 6종, 여행 련 교재 6종, 강독

련 교재 5종, 기타 9종 등이다.
29)29)비교  많은 韓國語 敎材가 개발되었음에

도 많은 국 내 韓國語 門家들은 만족스러운 교재가 없음을 지 하고 있

다. 많은 韓國語 學科에서 1학년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2학년에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며 3학년이나 4학년에는 한국 책, 잡지 는 신문에서 

을 발췌한 교재를 사용하는 실을 지 한 한진건(2005)은 체계 인 수업 

운 을 하여 질 좋은 韓國語 敎材를 만드는 것이 시 함을 지 하 다. 

한 김경선(2005)은 당한 공 교재가 없어서 수업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27) 이와 련하여 행 국 韓國語學科 교육과정에서 基礎 韓國語가 차지하는 비

율이 70% 이상으로 무 높음을 지 한 강은국(2003)은 基礎 韓國語, 공 한

국/한국어, 실용 한국어의 비율을 행 ‘72.2 : 24.7 : 7.2’에서 ‘49.4 : 35.1 : 

15.5’로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강은국, 2003, ｢中國에서의 韓國語 敎育課程에 

한 察｣, 國際韓國語敎育學  제13차 국제학슬 회발표요지집, 106-109면).

28) 이와 련하여 한진건(2005)은 한국과 련된 여러 가지 지식, 를 들면 한국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의 상식도 잘 모르는 것이 국 내 한국어 공 

학생들의 약 이라고 지 한 바 있다(한진건, 앞의 논문, 49-60면).

29) 손정일, 앞의 논문, 239-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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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백하고 공 교재의 확충 역시 요구된다고 하 다.
30)30)

(2) 日本의 韓國語敎育 現況과 課題

  가. 韓國語敎育 要

한일간 하루 왕래자가 1만명에 이르는 인  교류, 한국 음식의 인 인

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더블어, 2001년 상 된 화인 ‘쉬리,’ 2003년 ‘겨울 

연가’로 표되는 한국 화  드라마의 인기, K-pop이라고 불리는 한국 가

요에 한 심 등 韓流 熱風은 일본 내의 韓國語敎育을 활성화시켰다.31)
31)

1945년 천리 학에 조선학과가 생긴 이래로 인 韓國語敎育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부부터 韓國語敎育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다. 

4년제 韓國語學科가 설치된 학교로는 동경외국어 학, 도야마 학, 오사카

학, 립 니카다 학, 간다외국어 학, 구마모토 학, 니쇼가쿠샤 학, 덴리

학, 메지로 학, 바이코 학, 시코쿠 학, 주코여자 학, 후쿠오카 학, 히메지

돗교 학 등 10여 개 학이 있다. 

한편 학의 교양강좌의 韓國語敎育 要는 <표9>와 같이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32)32)2003년 335개교라는 수치는 일본 국 702개 학 에서 반수 

이상이 韓國語 講座를 개설했음을 의미한다.33)33) 한 국제문화포럼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에는 143개 학에서 연인원 16,988명이 韓國語 講座

를 수가했는데, 2003년에는 연인원 85,000명이 韓國語 講座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강좌수의 산술  확  이상으로 수강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0) 의 논문, 49-60면; 손정일, 앞의 논문, 239-262면; 김경선(2005), ｢中國의 韓國

語敎育｣, 韓國語敎育論3, 한국문화사, 161-176면.

31) 노마 히데키, 2003 ｢日本 大學에서의 韓國語 敎育課程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3차 국제학슬 회발표요지집, 69면.

32) 오구리 아키라, 2005 ｢日本에서의 韓國語敎育의 現 狀況과 課題. 國外韓國語敎育 

정책 수립을 한 토론회 발표요지집, 61-80면; 노마 히데키, 나카지마 히토

시a, 2005 ｢日本의 韓國語敎育｣, 韓國語敎育論3. 한국문화사, 205면.

33) 학별 韓國語 講座의 수도 크게 늘었다. 동지사 의 유타니 교수에 따르면 동

지사 의 경우는 최근 韓國語 講座가 26개에서 96개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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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본 학의 한국어 강좌 개설 황

연  도 1988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국어 

강좌개설 

학 수

68 90 143 215 263 285 322 335

  나. 韓國語敎育 基盤 

일본에는 서 지방을 심으로 韓國語敎育 硏究 가 활동 이고, 국

으로 고등학교 한국조선어 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국 인 韓國語

學 연구학회인 조선어연구회와 2006년 200호의 학회지를 낼 정인 한국학 

련 학회인 조선학회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느 국가보다도 韓

國語敎育 혹은 한국학의 연구 기반 내지 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語 學習 의 폭발 인 증가에 韓國語 敎員의 증가 속도가 따라

가지 못하여 일본에서는 韓國語敎員 부족 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학의 교원 황에 한 설문 조사에서 학생수에 비하여 교원의 

수가 으로 부족한 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34)
34)

일본 학 韓國語學科의 교육과정은 철 한 어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문

학, 역사, 문화 등 한반도에 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할 수 있도록 짜여 

짜여져 있다. 동경외국어 학 조선어학과의 경우는 학부에 (4)와 같은 언어과

목, 지역과목, 수 과목의 세 과목군을 두고 있다.

(4) 가. 언어과목  1, 2학년  주 공어(韓國語) 수업(6단  X 90분),  3, 4학년  

표  연습

   나. 지역과목  동아시아지역언어론(북한의 언어정책), 동아시아지역문화론

(한국 문학), 동아시아지역문화론(북한의 문학), 동아시

아지역사회론(한국의 문화와 사회), 동아시아지역사회론(한

국근세사 개설), 동아시아지역사회론(한국 사회론)

   다. 수과목  언어 정보코스, 종합문화코스, 지역 국제코스 등 세 코스  

택일 아시아언어연구( 한국어 문법과 어휘), 아시아언어연

34) 오구리, 앞의 책,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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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I(韓國語學硏究) 아시아언어연구I( 한국어 구어연구(1)), 

아시아언어연구I( 한국어 구어연구(2)), 아시아언어연구I

(中世韓國語文獻講讀), 아시아언어연구I(한국서지학), 아시아문

화론I(식민지와 쟁을 생각하기 한 기 ), 아시아문화론 I

(동아시아 도서부연구), 아시아문학I(한반도의 문화), 아시아

문학I((한국고 문학사), 아시아문학 I(한국미술사), 아시아지

역연구I(한국의 종교와 사회), 아시아지역연구I(한국지역연구 

연습), 아시아지역연구I((근 한국의 국가와 사회), 아시아지

역연구I(한국근 사 연습), 아시아지역연구I(한국의 공업화

와 사회문화 변용) 국제교류재단(http:// www.kf.or.kr/) 2004

년 자료

日本의 韓國語學科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체계 인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韓國語 敎育  養成의 에서 보면 韓國語敎育論

의 강좌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국제문화포럼의 보고서
35)

에35)따르면 학 교원

의 황에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 정도가 학 교원의 문제 으로 

한국어 교수학습론을 배우지 않은 교원이 있음을 들었다고 한다. 

그 외 일본 학 내 韓國語 講座의 운 에 하여는 韓國語敎育 책임자의 

부재36)와36)교육과정 부재, 교육 담당자 간 연계 부족, 교수법 마련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유타니, 2005, 129-130; 국제문화포럼, 2005: 64-80). 

다음으로 韓國語敎育 련 자료를 살피겠다. 1972년 이후 일본에서 출 된 

韓國語 련 서 은 총 867 인데, 韓流 熱風이 분 2002년 이후 출 된 책의 

수는 매년 70권에서 120권에 이른다. 2000년  이후 출 된 서 의 경우는 

 교재 125권,  15권, 고  2권, 한 (문자) 9권, 작문 1권, 검정 시험 69

권,37)37)입시 4권, 통역 1권, 사  20권, 단어집 19권, 회화 75권, 여행 회화 40

35) 오구리, 앞의 책, 66-67면.

36) 부분의 학에서 韓國語 講座는 한국어 교무 책임자 없이 강사에게 “ 당히 

가르쳐 주세요.” 하는 식으로 운 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油谷幸利, 2005 ｢일

본어권 문법 교육의 황과 망｣, 한국어 문법교육의 이론과 실제, 제7회국제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집, 129면.

37) 한 능력검정 회의 한 능력검정시험과, 한국교육검정평가원의 韓國語能力試驗

을 학 으로 인정하는 학은 체 학의 각각 11.4%와 9.5%라고 한다(오구리, 

앞의 책, 66-67면). 이런 향이 검정 시험 서 의 출 에 향을 미쳤다고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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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노래 2권, 화 4권, 학술 10권, 교양 16권, 잡지 14권, 조연구 5권, 역 

10권, 편지 쓰기 10권, 문법 8권, 학습 방법 3권 등 총 462권이다(유타니, 2005 

:134-135). 

2000년 의 韓國語 敎材는 교재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뿐 아니

라 고 용 교재가 출 되기 시작하 고, 교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 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고  교재가 으로 부족하고, 회화 교재의 경우 수

는 많으나 체계 이지 못하고, 작문 교재는 수도 고 한일 간의 조분석 성

과를 반 하지도 못하고 있다(노마․나카지마, 2005).  결국 일본의 韓國語 敎

材는 그 수는 많으나, 장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질 좋은 교재는 아직 충

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베트남의 韓國語敎育 現況과 課題

  가. 韓國語敎育 要

베트남에서의 韓流는 1997년 ‘느낌’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상 되고 1998

년 ‘의가형제’에 이어 ‘별은 내 가슴에’가 큰 인기를 끌면서 본격 으로 붐을 

형성하 다. 드라마 심의 韓流 熱風은 2000년 후로 ‘찜’, ‘엽기 인 그녀’ 

등의 한국 화로 이어졌다(이한우, 2002:94-95). 이러한 韓流의 확산, 베트남

과의 교류 확  등으로 베트남 내의 韓國語 學習  數는 2005년 재, 韓國語 

수강생이 악된 숫자만 1,892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 다. 

베트남은 1992년 한베트남 외교 계 수립 이후, 재까지 14개의 학교에

서 韓國語 講座를 개설하고 있다. 韓國語 講座를 개설하고 있는 학으로는 

국립 호치민인문사회 학, 하노이인문사회 학, 국립하노이인문사회 학, 국립

하노이 학, 홍방 학교, 사립 하노이외 , 호치민 개방 , 호치민 경제 , 달

릿 , 다낭 , 락홍 , 반랑 , 투 우못 , 어우락  등을 들 수 있다.38)38)韓國

語學科 개설 학의 경우는 2000년 이 만 해도 각 학과마다 한 반에 30-40명

의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최근에는 60-120명 정도를 선발하는 학까지 생겼

다고 한다.

38) <표> 베트남 학의 韓國語 講座 開設 現況(조명숙, 2005 ｢베트남의 韓國語敎育. 

韓國語敎育論3. 한국문화사,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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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베트남 학의 한국어 강좌 개설 황

연   도 1995년 2002년 2005년

한국어 강좌 개설 학 수 5 8 14

  나. 韓國語敎育 基盤 

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베트남의 한국어 연구나 교육 여건은 열악한 편이

다. 베트남의 학 교원은 베트남인과 주로 국제 력단 등에서 견되나 한국

에서 빙된 한국인으로 나  수 있는데, 한국인 강사의 수가 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인의 교수진은 수도 으로 부족하다. 한 베트남 

학교 내의 학원에는 아시아학이란 석사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학이나 

韓國語敎育 분야의  석박사 학  과정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내 지 교원의 

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39)39)리킨히엔(2005)에는 지인 학 교원의 학력이 

학교이름 개설연도 재학생 수

국립호치민 인민사회 학 1994 243

호치민외국어정보 1995 360

국립하노이인문사회 1993(교양), 1995( 공) 0/85

국립하노이 1995(교양), 1996( 공) 0/116

홍방 1999 249

사립하노이외 1995(교양), 2002( 공) 200/169

호치민개방 2002(교양) 250

호치민 경제 2002(교양)

달랏 2003(교양), 2004( 공) 40/120

다낭 2004(교양), 2005( 공 정) 30/30

락홍 2004(교양)

반랑 2004(교양)

투 우못 2004(교양)

어우락 2005(교양)

39) 를 들어, '한강'도 '한국(韓國)에 있는 강(江)'이라는 뜻으로 'Sng Hn'(韓江)으

로 틀리게 번역해서 여태까지 공식 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리킨히엔, 

2005 ｢베트남에서의 韓國語 敎育 現況과 提 ｣, 국외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한 토론회 발표요지집. 韓國語世界化財團, 139-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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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어 있는데, 베트남 학의 베트남인 교원 가운데 박사 학 소지자 한 

명도 없고, 학사 출신 교원의 수도 총 교원 39명 가운데 17명이나 되었다.40)40)

韓國語學科의 교육과정은 ‘韓國語’ 심으로 구성되는데, 호치민 국립인문사

회 와 호치민외국어정보 학교의 교육과정은 각각 (5)와 (6)과 같다. 베트남 

韓國語學科에서는 기  한국어 주의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어서, 수  높

은 한국인 교원을 양성하기 해서는 반 인 敎育課程의 검토와 韓國學, 韓

國語敎育論 등 강좌의 도입이 요구된다.

(5) 韓國語(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총 93학

    한국사회와 문화, 공산주의 이론, 제2외국어, 한국 경제, 동아시아 외정책

국제 략, 베트남과 동양의 술, 베트남공산당사, 한국문학, 종교학과 동양

종교한국어교육방법, 졸업논문

(6) 韓國語(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총 146학

    한국 련 과목: 한국역사, 한국경제, 한국문학, 한국문화, 동아시아국제 계 

동방사상사, 연구방법론, 아시아 태평양 강 국의 략, 자유선택과목, 외국

어, 컴퓨터교육, 졸업논문

베트남의 韓國語敎育 분야에서는 韓國語敎育의 문제 으로 문 인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부재, 합한 교수법의 부재, 교수진의 부족, 한국학  

한국어 교재, 부교재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41)41)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출

40) <표> 베트남 학의 베트남인 韓國語 敎員 現況( 의 책, 104-141면)

학명 박사 박사과정 석사 석사과정 학사 계

1 하노이 국립 학교 인문-사회과학 학 1 2 3

2 호치민시 국립 학교 인문-사회과학 학 2 2 3 2 9

3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 학교(HUFLIT) 2 1 2 1 6

4 하노이 국립 학교 외국어 학 1 1 1 4 7

5 Hong Bang 학교 (호치민시) 2 2

6 하노이 외국어 학교 3 1 2 6

7 Lac Hong 학교 (Dong Nai성) 2 2

8 Da Lat 학교 3 3

9 DaNang외국어 학교 1 1

합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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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한국어 교재, 서울  교재, 고려 , 경희 , 선문  교재를 쓰고 있지

만 이 敎材들이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복사본이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베트남어로 된 교재로 회화, 문법, 실용 한국어 련서 이 16권 베트남에서 

출 되었으나,  문법  오류나 오자 등의 문제가 많다고 한다.
42)42)

(4) 中國, 日本, 베트남의 大學 內 韓國語敎育 現況 比

2장에서 韓流 熱風으로 韓國語敎育 수요가 증한 국, 일본, 베트남의 국

외 韓國語敎育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표 11>은 이를 정리한 표이다. 일본이 

가용 교육 자료의 수나, 韓國語 모어 화자인 재일교포 교원의 보유 등을 종합

할 때, 비교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 편이지만, 조사 상인 세 나라 모두 

문 인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외국어로서의 韓國語 敎授法, 교수진, 한국학 

 한국어 교육 자료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中國, 日本, 베트남의 韓國語敎育 現況 比

항목        국가 국 일본 베트남

한국학과 학 과정 박사, 석사, 학사 박사, 석사, 학사 학사

한국어학과/강좌수 42(학과) 14(학과), 335(강좌) 14(강좌)

한국어교원의 학력 석사 이상 석사 이상 석사 이상(학사 35%) 

한국어교원의 모어
국어

/한국어(조선족)

일본어(35%)

/한국어(64%, 재일동포)
베트남어

한국어교원 수 230여 명 758명 60여 명(39명 베트남인)

한국어 강좌 

수강자 수
약 3,600명(과정생) 85,000명(연간 수강생) 1,892명(과정생)

지 한국어교재 수 160 867 16

41) 조명숙, 2005 ｢베트남의 韓國語敎育｣, 韓國語敎育論3, 한국문화사, 258-259면.

42) 그 외, 국립서울 학교와 베트남국립 학교가 새로 공동 간행한 韓國의 歷史, 高

級 韓國語 講讀, 高級 韓國語 話는 좋은 敎材인데  번역 부분의 보완이 요구

된다고 한다( 의 책, 144면).



․ 韓流 熱風과 韓國語 普及의 展望 521

기 명 추진과제 비 고

국무조정실
ㅇ 부처별 조체제 운   조정(한류지원정책 의회 운

)

문화 부
ㅇ 韓流 련 지원 총

ㅇ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총   각 부처별 진행상황 검

기획 산처 ㅇ 韓流기업  문화산업 육성을 한 산(기 )지원 

국정홍보처
ㅇ 韓流와 연계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가 홍보 방

안

재정경제부 ㅇ 韓流 련 기업에 세제․ 융 등 제도  지원 방안 검토

교육인 자

원부

ㅇ 한국학 련 지원  韓流 련 연구사업 지원확  

ㅇ 韓國語 敎師 양성  견

ㅇ 재외 한국인 학교에 지인 상 韓國語, 韓國文化

   로그램 개설 운

ㅇ 한국문화에 한 이-러닝 확산 추진 

ㅇ 산하연구기 을 통한 韓流정보 공유체제 구축

외교통상부

ㅇ 재외 공 을 통한 韓流 ․ 력 

ㅇ 韓流지역의 의체 구성을 통한 지지원 략마련 

ㅇ 한국학 련 청 로그램 운   아시아권 인력교류 

로그램 운

ㅇ 한국 내 외국문화소개 활동 지원

ㅇ 재외 공 에 화 등 韓流 련 콘텐츠 소개 시설 진

 마련 운

* 총리 지시사항

 - 문화  견

  계부처 논의

 (경제 부총리도 

 극 검토 주

문)

행정자치부 ㅇ 韓流 지 인 라 구축

3. 韓流와 韓國語敎育 그리고 韓國學의 振

1) 政府機關의 韓流 關聯事業 推進課題

2005년 정부의 각 부처들은 韓流를 생산 으로 확산시키기 하여 유기

이고 통합 인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 推進課

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정부부처별 한류 련사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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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매결연 외국 도시 간 문화교류 확

ㅇ 韓流 확산에 기여한 공헌자에 한 동기 부여 방안

농  림  부 ㅇ 韓流 활용 한국 식문화  농식품 수출 책 

산업자원부

ㅇ 韓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 정보 지원

ㅇ 해외 시회  행사 총  자료마련․연계 략 수립

ㅇ 시장진출 증 요인 분석을 통한 특화된 진출 략 마련

정보통신부

ㅇ IT를 통한 ‘디지털 韓流’ 확산

ㅇ 소 디지털 콘텐츠 업체 공통지원서비스 제공

ㅇ 세한 디지털 콘텐츠 업체의 수익성 제고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ㅇ 韓流 활용 화장품  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해양수산부 ㅇ  韓流 체험 크루즈 시범 운

  세  청
ㅇ 인터넷 수출입통  확  운   韓流의 해외진출을 

한 차 간소화 등 지원

병  무  청
ㅇ 韓流스타 입 시기 탄력  운  방안 모색( 행제도 활

용, 용범  확 )

소기업청 ㅇ 상산업 투자조합 출자 확

방송 원회 ㅇ 외주 활성화  고심의 완화 방안 검토

2) 政府次元의 韓國語 普及 支援 現況

國內 韓國語 敎育界는 1990년  후반 들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고 한국 

정부의 각 기 별로도 韓國語敎育과 련된 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게 된

다. 그 에는 1990년  에 정부의 지원으로 韓國語 敎材가 개발된 것을 제

외하고는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의 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 시기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

책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 력단, 재외동포

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등 산하기 이 주체가 되고 국내의 韓國語 敎育機關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정부 차원의 韓國語 敎育 支援 現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3)
43)

43) 여기에 제시하는 자료는 2004년도의 것으로 김세 (2005)에서 정리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 (2005 ｢韓國語 國外 普及과 련된 政策의 흐름과 展望｣, 

한국어세계화재단 주  국외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한 토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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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 자원부

敎育部는 동포 교육을 해 세계 곳곳에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를 두고 있

다. 한 산하단체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학 앙연구원을 두고 있는데, 

1981년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제교류사업의 일부로 한국학 연구 지원

을 하고 있으며 1978년에 설립된 한국학 앙연구원은 해외 한국학 연구를 활

성화하기 한 사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주무 부서인  재외동포교육

과에서는 재외동포교육기 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소속기 인 국제교육진

흥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스터디 코리아라는 로젝트를 발표

하면서 단기 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해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표 인 

로 2005년도에 韓國語 硏修 機關 支援 로젝트이다. 서울과 지방 각각 네 기

씩 모두 여덟 기 을 선정하여 교재 개발 등 한국어 연수 기반 조성비로 2

억 원을 지원하 다. 재외동포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2배 이상 확 된다. 교육인 자원부는 30일 6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인 자

원을 극 으로 개발․활용하기 해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하고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한 법률안’을 입법 고했다.
44)44)

  가.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 목 은 재외국민교육  국제교류 력과 교원들의 

국외 연수이다. 韓國語敎育과 련한 주요 사업으로는 재외동포 교육( 학

비, 단기 교육, 계 제 교육)과 재외동포 교육 계자 연수, 해외 한국어과 

학생 청 연수, 온라인 韓國語 敎育 시스템(KOSNET) 운 , 재외동포용 한

3-9면)을 참조할 것..

44) 방안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의 질을 근본 으로 개선하기 해 정부의 재정지원

을 행 교육 산의 0.1% 수 인 약 300억원에서 0.2%이상 수 으로 2배 이상 

확 하고 재 각각 25개교와 35개원인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재외동포

가 증하고 있는 국 등 동남아국가를 심으로 각각 30개교, 40개원까지 증

설하고 재 12명인 교육 도 19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외한국학교 견

교사도 재 73명에서 오는 2009년까지 1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재외동포에 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해 재외한국교육원과 

한 학교를 통해 韓國語․한국문화 보 을 확 해 나가는 한편, 지 외국인도 

교육 상에 포함해 최근의 韓流熱風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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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재 집필 출간  배포(시청각 자료 포함), 등이 있다.
45)45)이 에서 재

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집필은 1999년 6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탁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아래에 설명할 다른 기 과는 다르게 교육 상자를 

선발하여 직  韓國語敎育을 실시하는 유일한 기 이다. 2003년도에는 장기교

육과정 120명, 단기교육과정 100명, 계 제 교육과정 370명을 상으로 한국

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사, 어(장기교육과정 등록자 선택) 등을 가르

쳤고 장체험 학습을 실시하 다.

   나.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한국학 연구기   연구 인력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질  수 을 제고하고 한국학의 국제  보편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는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7년 8월에 설립된 연구기 으로 1999년부터 韓國語 敎育과 연 성을 갖

기 시작하 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 하던 韓國語 能力 試驗(KPT)을 1999

년부터 맡아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46)46)1999년 6월부터 국제교육진흥원의 在外

同胞用 韓國語 敎材 개발 사업을 탁받아 수행해 왔다. 韓國語 能力 試驗은 

2005년 9월에는 제9차 시험을 실시하 으며 지난해부터 문제은행 구축을 한 

문항 개발 로젝트를 병행해 오고 있다. 韓國語 敎材 開發과 련하여서는 

2004년 이 까지 韓國語 1~ 韓國語 6, 교사용 지도서 韓國語 1 ~ 韓國語 4

를 발간하 으며 2004년도에는 교사용 지도서 韓國語 5 ~ 韓國語 6을 개발하

고 있다. 아울러 韓國語 7 ~ 韓國語 12를 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연차 으로 韓國語 7 ~ 韓國語 12를 

개발할 계획이다.

45)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해외 입양인을 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을 

2000년부터 연간 40명씩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으나 최근에 재외동포재단과

의 업무 조정을 통하여 이를 이 하 다.

46) 한국어능력시험의 문 명칭은 2005년도부터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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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산하에 한국국제 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들 기 이 모두 韓國語敎育에 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가. 국제 력단

정부차원의 외무상 력사업을 담하는 한국국제 력단은 1991년에 설립

되었는데 한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력 계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

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 을 지원한다. 일명 코이카(KOICA)인 한국국제

력단은 개도국에서 한국 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한국어과 교수, 학

생을 청하여 韓國語 硏修를 실시하기도 하고 한국어 교수 요원을 지에 

견하여 韓國語敎育을 실시하고 있다.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12월 제정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근거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로서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한

국을 올바로 알리고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해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

재단의 韓國語 敎育 支援 事業은 학습기회 확  사업, 교육자 양성 사업, 교육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나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 반 으로 확 되고 있

는 추세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히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 과의 교류․

력 사업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상을 제고하기 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04년도의 주요 계획은 교수직 설치 4개 학, 강좌 운  지원 24개 학, 일

본 고교 한국어 교사 청 연수 사업 1회, 미국 콩코디아 이 언어교육 로

그램 내 한국어 로그램 지원, 캐나다 Grade 5-12 한국어 교과과정 개발 지

원, 한국어 펠로우 연수 사업(총 35개국 82명), 미국 한국어교사 회(AATK) 

워크  지원, 국 韓國語敎育  硏修, 일본 학교 한국어 강사 연수, 국․

동남아․CIS 지역 한국어 공 학생 청 연수, 다수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

발 지원
47)47)등을 들 수 있다. 

47)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4년에 미국 하와이의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에 경비를 지원하여 미국, 캐나다, 국, 호주 등의 어권 국가 

 한국에서 활동 인 50여명의 한국어 교수  언어학자들이 어권 학생용 

韓國語 敎材의 개발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교재는 모두 

20종으로 9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 2002년 여름에 완간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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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어 교재 편찬에 상당한 지원을 해 왔다.

  다.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련 사업을 통 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하여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在外同胞들의 모

국에 한 기 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에 퍼져있는 在外同胞들의 역량

을 국가발 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한 학교 지원을 비

롯하여 모국어  민족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국외 한 학교 지원을 심 내용으로 하는 민족문화  민족정체성 

유지 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 연수사업, 어권 재외동포 학

습자 사이버 韓國語 講座(Teen Korean) 등이 이 韓國語敎育과 련을 갖는

다. 특히 청 연수는 최근에 확 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 모국 연수, 청소

년 모국 연수, 민족교육자 청 연수, CIS지역 한국어 교사 청 연수, 재 동

포 IT 연수, CIS 지역 IT 교육 사업 등 다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와 외교통상부 소속 는 산하의 기 들이 재원을 가지고 

주로 경비 지원을 하거나 韓國語敎育의 상을 재외동포에게 맞추는 데 반해 

어문정책을 장하는 문화 부는 韓國語敎育의 질  향상을 한 사업을 

직  추진해 왔다. 문화 부는 1990년 문화부로 독립한 후 1991년부터 당시 

어문과에서 한국어 교재 발간 사업에 착수하여 먼  어권 학습자를 한 

교재를 발간하고, 이어서 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스페인어권, 랑스

어권 학습자를 한 교재를 발간했다. 1998년부터는 韓國語敎育을 한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착수하 는데 韓國語世界化推進委員 , 약칭 한세추가 이 사업

을 맡아 지 까지 교재 발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화 부는 언어정책에 해서는 부분의 사업을 국립국어원에 넘겼지

만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문화를 상품화하여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

종료 후인 2002년 9월에 韓國語敎育, 한국 문화 교육 련 멀티미디어 교육 자

료 개발 지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하여 재 여러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www.kf.or.kr) 참조.



․ 韓流 熱風과 韓國語 普及의 展望 527

기 한 원 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韓 랜드’를 세계화

하기 한 다양한 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에는 물론 韓國語 普及도 포

함되어 있다.48)48) 한 한국을 각 지역에서 한국을 홍보해  수 있는 지의 

유망한 친한 인사를 확보하여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무 에서의 

한민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른바 아시아문화동반자에는 韓國語 門家도 포함되어 있다. 

한 문화 부에서는 한 로 표상되는 韓國語에 한 교육수요 충족과 

한국어 해외 변확 로 韓國語의 국제  향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친 각종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한국어교육기회의 확 , 한국어 보  진기지 구축, 한국어 교육 문 인력 

양성, 한국어 보  력체계 구축, 남북언어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주로 국어 정책에 한 연구  안 제시 등이 주 업무로 

보이나 국어생할부(옛 어문실태연구부)의 직무  하나로 국어의 해외보 을 

명시함으로써 韓國語敎育과의 연 성을 갖게 되었고 지난 1월부터는 문화

부 국어민족문화과의 韓國語 國外 普及 業務를 공식 으로 이  받음으로

써 韓國語敎育에 한 실질 인 장 기 이 되었다. 최근에 입법 완료된 국

어기본법에서 韓國語의 國外 普及이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의 실  

방안  하나로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확 함으로써, 韓國語敎育과 련한 국

립국어원의 상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나. 한국어세계화재단

韓國語의 세계 보   진흥을 목 으로 2001년 1월에 설립된 문화 부 

산하 재단으로 문화 부 국어정책과(  국어민족문화과)가 추진하는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을 주 하고 있어 재외동포 한국어교육과의 련성이 높아지

고 있다. 1998년에 시작된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은 2000년부터 장기 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의 사업 실시 주체가 한국어세계화추진 원회로서 

민간 단체의 발의와 국어정책과의 의에 의하여 추진된 표 인 민  력 

48) 한민족 통문화의 랜드화 략 속에는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어,한국학

의 랜드화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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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알려져 있다.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은 연간 10개 課題로 운 되어 왔

는데 이는 크게 기 교육자료 분과, 교육연수 분과, 보 지원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몇몇 결과물은 출 되어 국외에 보 되고 있으며 한국어 교사 자

격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 교사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재외

동포 한국어교육과 직 인 연 이 있는 사업으로는 미국 내 ｢SATⅡ 한국

어진흥재단｣ 소속 한국어 교사를 청하여 국내 학과 공동으로 한국어 교

사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표 이며 미국 내 한 학교 교사 상의 워크

도 그  하나이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韓國語 

敎育 能力 認證 試驗을 치 으며 노동부로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 기

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어세계화추진 원회 사업을 주 하고 있을 뿐 아니

라 韓國語 普及을 한 각종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韓國語 普及의 擴散을 한 方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한국 정부는 韓流를 단순한 大衆文化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장기 으로 다양하고 고차원 인 문화의 확산으로 연

계시킴으로써 다방면에 있어서의 수익성 창출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그 가운데 韓國語敎育이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볼 때는 여러 기 이 韓國語敎育과 련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韓國

語 普及은 의 <표12>에 명시된 개별 정부 부처의 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韓國語는 모든 韓流現象의 기 가 되며 韓流現象이 문화의 확산에

서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 한국 역사, 한국 철학의 세계화라고 하는 고 문화

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데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 韓國語 普及 事業

을 확 시키기 하여 재까지 확정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 協議 의 出

최근까지 韓國語敎育에 련된 각 기 들은 나름의 특성에 따라 개별 인 

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韓國語敎育에서는 부분 으로 복 사업을 하는 일

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자국어의 국외보  기 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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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계 이고 효과 인 韓國語 國外 普及을 한 사업방안 

  2.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 推進上의 문제  지   개선 사항 권고 

  3. 각 부처간 복 소지가 있는 사업의 조정  재 

  4. 韓國語 國外 普及과 련된 신규 사업 발굴  분배 

  5. 부처(기 ) 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공동 추진 

  6. 기타 련 정보 제공  교환, 상호 보완 사항 지   조 

립 으로 있고 소속이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49)49)우리는 거시

인 안목의 종합 인 계획이 없이 각 부처에서 부분 ․독자 으로 시행함으

로써 복성과 사업의 효율성 문제 역시 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

년 7월 1일부터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추진을 해 

국무조정실(정책상황실) 주 으로 계기  의를 거쳐 문화 부, 교육인

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기 으로 구성된 ‘韓國語 國外 普及 事

業 協議 ’(이하 ‘ 의회’라 한다)를 출범시켰다.
50)50) 의회에서는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과 련된 다음 사항을 의･조정함으로써 韓國語 國外 普及 事業

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표 13> 의회의 사업 내용

이 ‘ 의회’의 성립으로 그 동안 韓國語의 國外 普及, 재외동포를 상으로 

하는 韓國語 敎育과 련한 정책 혼선 내지는 조 부족 등 문제 으로 지

된 사항에 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9) 최정순, 2005 ｢國外 韓國語敎育 政策의 現況과 課題｣,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을 한 토론회 발표 요지집, 39-45면.

50) ‘ 의회’는 문화 부(국어민족문화과), 교육인 자원부(국외인 자원정책과), 

외교통상부(문화 력과) 등 3개 부처와 국립국어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 력

단, 한국학 앙연구원 등 8개 기 ･단체로 구성되며, 문화 부가 동 의회를 

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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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語 基本法>의 制定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공포 후 6개월 지난 뒤부터 시행된 國語基本法은 

韓國語의 보 과 련하여 단히 의미 있는 법령이 아닐 수 없다. <國語基本

法>은 韓國語의 국외 보 을 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國

語基本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하여 교육과

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 제19조 제2항에

서는 문화 부장 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상으로 韓國語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한 <國語基本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어기본법시행령>에서 韓國語敎員의 자격을 1, 2, 3 으로 나

었으며 외국어로서의 韓國語敎育을 학 는 학원에서 공한 자는 2 ,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는 韓國語敎育能力檢定試驗을 합격하면 3

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韓國語 敎師는 제도화된 자격이 필요 없었고 국어학이나 언어

학, 어학이나 기타 어학을 공한 사람이 가르치거나 韓國語敎育과 무 한 

공을 한 사람이 가르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 <國語基本法>에 따라서 외국

어로서의 韓國語敎育을 공한 사람만이 韓國語敎員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서의 韓國語敎育은 더욱 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3) 韓國語能力試驗의 實施

한편 2005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노동부장 이 실시하는 韓國語能力試驗

을 합격해야 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한국어 학습 수요는 더욱 늘

어나게 되었고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어 학습의 부담은 생겼지만 그들의 의

사소통이 자유로워지고 인권 개선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韓流와 韓國語 敎育의 連繫 方案

아주 오랫동안 정부 부처들은 韓國語敎育에 무 심했다. 韓國語敎育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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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짧게 5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간 교육은 정부가 아닌 학을 비롯한 민

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에

서 韓國語 海外 普及 事業 는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제공해 온 각종의 

시혜들은 사실상 정확한 요구분석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보 과 련하여 정부기 의 유기 이고 장기 인 지

원이 필요하다는 , 국내외에서의 효율 인 韓國語敎育 수행을 한 주요 요

인 의 하나인 韓國語 門 敎師의 양성과 선발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 韓國語敎育의 학문  정립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이 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먼  정부 부처의 지원은 재정 지원과 인  지원 그리고 한국어 황에 

한 통계자료의 축 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의 측면에서 국가가 

韓國語의 國外 普及에 심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산을 반 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동안 韓國語 國外 普及에 한 심은 증 되고 이에 맞추어 

산도 증액되어 왔다. 그러나 국외 韓國語 普及에 필요한 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기에는 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51)51)다음으로 인  지원의 구체  내

용으로 학과 수 을 유지하기 한 한국어  한국학 문가(박사 )의 최소 

3년 이상의 체류를 제하고, 학과의 교육과정도 한국어 과목들의 비율을 

진 으로 낮추고 한국학의 여러 하  공과목으로 구성된 학 수 의 敎科

目이 개설되고 강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하

고 지속 인 국내외 韓國語 現況에 한 통계 자료의 구축과 정보 제공 한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외만이 아니라 국내의 韓國語敎育 現況조차 정기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와 국외의 몇 개의 학 는 기 이 어떤 형태로 

韓國語를 교육하고 있는지, 강사들의 수와, 수 은 어떠하며 그들의 지 나 

우는 어떠한지에 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학습자들의 한국어 황(수, 국 , 

연령, 학습 목  등)에 한 정보도 축 된 바가 없다. 이제 韓國語敎育을 

담할 ‘ 의회’의 출범으로 보다 체계 이고 장기 인 韓國語 普及 事業의 시행

을 기 해 본다.

51) 국립국어원의 산이 2005년 총 10억 5천만원임을 볼 때 韓國語 普及에 할당된 

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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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 교사의 양성과 선발 지원과 련하여서는 다양한 목 별 한국

어 교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인의 양성과 교육교재, 교육과정, 

평가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국어에 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普及’이라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장기 인 계획과 치 한 비를 토 로 하여 

진행되는 ‘敎育’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언어권별로 문화되고 

해당 지역에 해 문화된 韓國語 敎育 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韓國語敎育學은 응용 학문이면서 학제  력이 필요한 분야로 련 하  

분야와 인  분야를 “넓고 깊이” 알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하다. 그리하여 

韓國語敎育學은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학, 한국

학 제 분야와의 긴 한 력이 실한데 이들 분야의 연구자들이 韓國語敎育

에 극 참여할 때 잠재  韓國學/韓國語 學習  增加를 한 거시 인 문화

컨텐츠의 합목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필자 : 장소원 :서울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경화 :서울  언어교육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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