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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론회의 주제를 정할 때， 처음에 ‘외국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 

고 했었다가， 중간과청에서 제가 교포문제도 같이 포함시켜 이야기하는 것 

이 이 문제의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 바구었읍니다. 그래서 ‘제 2 언어로서의 한국 

어’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KASL) 라는 개념설정부터 우선 해 

보겠 읍니 다. 과거 에 , ‘외 국어 로서 의 한국어 ’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KAFL) , 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라 하연 ‘외국어’ 라든가 ‘외 국 

인’이라는 술어 때문에 흔히 재외교포를 대상드로 하는 분야는 빠지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교포(특히 2세청도)가 가령 국적상무로는 외국인이 되 

어 있더라도 혈통상 한국인이연 역시 한국어를 모국어라 해야 하기 때문에， 

혐지어를 제 l 언어， 모국어 (즉 한국어)를 제 2 언어로 규갱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술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논의할 경우에 

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용어를 써도 우방하겠읍니다. 

그럼 우선 이러한 개념설정을 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교육기구둘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겠읍니다. 이것을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기 

구， CZ)외국언을 위주로 하는 국내의 기구， 0)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의 

기구，@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국외의 기구의 네 범주로 나누었융니다. 

첫째，(1)로서， 서울대에 Korean Language Institute라는 과갱이 있었는데， 

1958년에 션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 사학과 

교수념들이 약 1년간 운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 다. 그것이 중단이 되고 1968 

년에 ‘재일교포 모국유학생 예비교육과정부’ 라는 과갱이 l년간 어학연구소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다가 1969년에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에 이관되었 o 나 

또 다른 부설기구로서 ‘재외국민교육연구소’ 를 1970년에 만들게 되연서 재 

외교포에 대한 교육은 이 연구소로 집중이 됐읍니다. 

둘째，CZ)로서，미 8 군 매렬랜드대학교에 한국어과갱이 1956년에 시작이 됐 

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연간 400명쯤을 교육시키며 l년을 5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에 8주씩 해서 한 강좌에 3학접씩 주는데， 정규과정 에 초， 중， 고급 

각 2개반씩 해서 6개반이 있으며， 비정규 (non-credit) 코스로서 GI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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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 Culture Course가 20시 간 별 도 무료교육으로 있 다고 합 

니 다. 그 다음 1958년에 시 작된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여 기 백봉자 선생넘께 

서 나와 계셔서 저는 언급을 않겠읍니다. 명도원은 1964년에 개설되어 1984 

년초에 폐쇄되었는데 교채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었고 선교사를 대 상으로 

많은 엽적을 쌓았었융니다. 

또 명 화봉사단 CPeace Corps) 의 한국어 교육사업 도 1966년 에 시 작해 서 1981 

년까지 계 속되 었는데 여기 서 도 여러가지 교채가 개 발되었으나 이미 없어진 

기구여서 당시의 자료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 렵숨니다. 1969년에 교포 이외 

의 문교부 초청 국비유학생둥을 주대 상￡로 신섣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과정은 나중에 소개 가 있을 것이므로 저는 피하키로 하겠읍니다. 

언어교육연구원은 1972년에 시 작됐는데 현재 non.intensive program은 일 

년을 6학기로 나눠 silent way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2년과정의 intensive course와 하루 90분씩 1주 5일간의 청규반과 5명 이내 

의 개인지도반 등을 개설하고 있용니다. 이 기관은 silent way라는 교수법으 

로 회화연습에 주력 을 하며 원기는 별도로 보강하고 있읍니다. 예문을 먼저 

제시하고 문법설명은 나중에 하며， 학생 수준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부교재 

와 명도원교재 등을 쓰고 있읍니다. 이화여대 하계국제학교는 1977년부터 

Summer Institute를 열어 언어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종교， 사회 현상， 

갱 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도자기 를 만든다든가 하는 특별활동까지 넣 어 학 

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읍니 다. 이 밖에 서울의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한국어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째로， @은 대상이 모두 아동이라는 점이 특정입니다. 먼저 토요학교는 

교포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1963년 이후부터 자녁을을 l주일에 1'"'"'3시간 청 

도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1982년 통계로 미국에 166개교， 

캐나다에 28개교， 그 밖에 독일과 기타 여러나라에 도합 250여개교가 있읍 

니다. 

전일제학교도 있는데 하루종일 가르치는 것으로서 정규학교나 마찬가지이 

며 서울에 있는 국민학교가 해외에 나가있는 셈입니다. 일본에 4개 학교가 

있고， 중동， 중국， 인도네 시아 등지에도 107n 교가 있읍니다. 

마지막 @로，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몇 분들께서 해외의 각 대학에서 외국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신 것엽니다. 일본의 경우 조선어학 

과가 독렴된 곳 네 군데 외에 25개 교에서 한국어강좌를 열고 있고， 미 국이 

해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나 약 15개교， 독일이 6개교， 중국， 불란서， 영국， 

스웨덴에 2개교씩， 화란， 호주， 이탈리 아， 캐 나다， 인도에도 한 대학씩 에 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음니다. 그리고 대 학이 아닌 특설기구로서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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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Foreign Service Institute와 Monterey의 Defense Language Institute 

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융니다. DLI에서는 400명의 학생이 

90명의 강사에게 하루 4시간씩 일주에 5일동안 배우고 있읍니다. 

이상 언급한 기구 가운데 학생의 제 l 언어가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와 그 

언어가 다양한 정단인 경우를 나눠보연， 후자에 속하는 기구는 국내의 연세 

대 한국어학당， (명도원) , 서울대 어학연구소， 언어교육연구훤들이고， 나머 

지는 모두 전자에 속합니다. 

이 밖에 공산권에 대해서는 간노(’홉野)선생닝이 아마 러시아와 연변 (延邊) 

쪽 중국의 상황을 잘 아실 것입 니다. 

제가 앞에서 KA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이 라고 약어를 만들어 

봤읍니다만， 앞으로 좀더 왕성 하게 연구가 되연서 하나의 특정분야로 갱 렴 이 

되고， 그 갱리 된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서로 의견교환이 되 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것을 계기 로， 좀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 

읍니다. 그런데 이 런 취지에 따라 이미 1981년 9월어「 국내에 ‘이중언어학회’ 

라는 학회가 생겨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 

에서 특히 교포문제에 역점적인 사업을 해왔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따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 

아 토요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융니다. 현황 같은 것을 자세 히 보고하기 

보다는 교포자녀 교육을 위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우엇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겠읍니 다. 

첫째 ， 교육시설확보의 문제로서， 토요학교의 건물이 찰 주선되는 곳도 있 

지만，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데도 많았융니다. 이제까지는 주 

로 교회에서 부속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국내의 商社같은 데서 

도 협조를 해줄 펼요가 있읍니 다. 미국의 경우 큰 도시에서는 통학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글타자기를 갖춘 학교도 몇 균데 뿐업니 다. 

둘째 , 교육비 용으로， 국고에서 몇 천불씩 보조를 하고 있지 만 전체 비 용의 

일부밖에 되지 옷하묘로 기금모금파티를 열어 서 몇 만불씩 모아 해결을 하 

고 있읍니다. 

세째， 교사 및 교수방법의 문제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많이 나누었 

으면 좋겠읍니다. 큰 도시에는 우수한 교사들이 꽤 많이 있지만 벽지에는 

훌륭한 교사를 유치하기가 펙 어려웠읍니다. 보수가 한 시간에 불과 10불갱 

도 밖에 안 되 니 자기 가 좋아서 봉사하는 상황이 었읍니 다. 그런데 LA지 역 

같은 데서는 교사들이 봄， 가을로 몇 쇠명씩 모여서 연구수업도 하고 또 LA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언어학자들을 초청해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됐융니다. 교수방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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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토요학교의 학생들은 집에서 몇 마다씩은 듣고 온 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느 청도 modified direct method같은 것을 쓰는 것도 효과가 있올 텐데 대 
부분은 타성척으로 영어를 대역해주고 있어 이런 것은 개선할 점으로 생각 

핍니다. 그리고 흔히， 언어규칙을 줘서 외우게 하는 연역적인 방법만을 쓰 

는데 오히려 귀납적으로 말을 자꾸 을려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규칙을 생성 

해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째， 학생 및 학급펀성인데， 앞으로는 성인반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경우에는 계절제나 방송통신교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교과목 및 수업시간펀성으로서， 현재 로요학교는 주당 3시간 뿐 

으로 게다가 성경공부까지 하는 데서는 한글은 l시간 밖에 옷 가르치는데， 

이는 너무 빈약하므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 언어만 배우러 오라고 하연 

흥미를 잃기 쉬우니까 음악， 민속무용， 동극， 태권도， 서예 동의 특별활동 

을 곁들여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데도 있었읍니다. 

여젓째， 교채 및 보초자료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토요학교 

용 교재가 나왔융니다. 집필진은 현지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언어습득과갱을 잘 아는 그 

쪽 분들이 스ξ는 것이 다당한 것 갚습니다. 부교채로서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그립엽서로서 전연에 사진을， 뒷연에 영어로 썰명을 넣어 펀집한 카드 

같은 교구를 개발할 수 있겠고， 동화와 동요는 헤이프에 담아 보곱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VTR헤이프의 경우， 고급반에서 ‘TV문학관’， 저급반에서 

‘뽀뽀뽀’ 같은 프로를 녹화혜 서 보여 주기 도 하는데 , 야련 프로들이 사실 언 

어교육올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상당히 고급스런 것이 있 

는 둥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제작을 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을 

므로 이미 제작된 프로그랭에서 우리 옥척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펼요할 

것업니다. 패도도， 문법쾌도냐 의식주 관계의 패도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사전도 보통의 영한， 한영사전은 이런 특수교육에 척철치 않으므로 새로 사 

전이 나와야겠읍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래동화 같은 것의 대역부교채 같은 

것도 나오연 좋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급하는 과청에서 자매학교의 책 

보내기 운동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곱째， 학부형의 태도가 토요학교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대깨 

이민 초기에는 토요학교에 보내지 않고 좀 여유가 생기연 그 해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다 잊어버린 뒤 후회가 되어 그 혜야 보내 

는데 이에 대해 계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령 일본의 경우에 미 

국의 회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들 가운데 일본언 2세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 

국교포들도 앞으로 그 단계 까지 가야 될 것 같숨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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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 늘 하는 얘겁니다만 협조체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원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여 애를 먹는다고 호 

소하는 학교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초청해서 여름에 단기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굉장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읍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 

을 다룰 교육협의기구를 관계커관끼리 만들면 좋겠읍니다. 이상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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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KSL) 

Sang-Oak Lee 

The following institutions are presently or previously engaged in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1. The SNU Course for the Korean Students from }apan (1968) 

2. Educational Institute for Overseas Koreans (1969"'-') 

3. Korean Courses in the Maryland University at Yongsan, Seoul 

(1956",-, ) 

4. Korean Language Instìtute, SNU (1958) 

5. Korean Language Institute, Yonsei Unìversity (1958"'-') 

6. Myõngdo Institute (1964"'-'1984) 

7. Korean Courses for Peace Corps (1966"-'1981) 

8. Korean Language Program , Language Research Instìtute, SNU 

(1969 ,,-, ) 

9. Korean Program,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1972"-') 

10. lnternational Co- Ed Summer School in Asian Studies, Ewha Womans 

Universìty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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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ecial institutes in Korea: Seoul Foreign School, Seoul International 

School 

12. Saturday schools in USA, Canada, Europe, etc. 

13. All-day schools in Japan, Mideast and other areas 

14. Korean courses in many universities abroad 

15. Special institutes in USA: Foreign Service Institute (Washington 

D.C. ) & Defense Language Institute (Monterey, California ) 

Classification 
Students I Classification by students’ first language 

by location s| (mginly) | the same various languages 
Foreigners language in a class 

in Korea r 1, 2, 10 I 繼6， 7, I 1, 2, 4, 7, 10 3, 5, 6, 8, 9, 11 

overseas f 12, 13 114, 15 12, 13, 14, 15 

The following items are evaluated for a better education. 

1. The aim of education 

2. Educational faci1ities 

3. Educational expenses 

4. Instructors and instructional methods 

5. Students and class organization 

6. Curriculum and syllabus 

7. Textbook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8. Evaluation methods 

9. 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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