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과} 양생 제도의 설태 및 제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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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는 한국어교육 수요의 팽창과 함께 교육 기관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에 띠라 교사의 수요도 중가하고 있다. 그러
나 한국어교육이 학문 체계， 교원 양성과 인중 등에서 아직 공교육 쩌
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는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등 열악한 상뺑l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위 과정(정규
과정)과 비학위 과정(비정규 과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어 교사

%냉과 인종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되는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운 논문과 과제
보고서가 있다. 국내의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조항록

(1뾰)과 백봉자 외(없x))에서 이미 조λ까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백봉자

외(없x))에서는 국내 학위 과정， 비학위 파정， 기타 유관 기관의 연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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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설 배경 및 혐황， 교육 파정의 목쩍 및 방향;Ji!.과 파정의 구성

및 훈영， 교수 요목 둥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접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어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
고 본고에서는 교사 양성 과정의 현황과 판련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나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조항횡:ffi))에서는 한국어교
육 관련 법규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고 한국어교육 관련 부서， 유관 기
관의 업무 통합 및 조정이 펼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민현식 외(찌x))와 민
현식 외(때11)에서는 한국어 교사의 자격 인증제도 도입의 펼요성을 지적

하고 그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서 기판 인중제 모형과 고시 인중제 모형을

제안한바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2장에서는 교사 양성 제도의 현
황을 간략히 살펴 본다. 먼저 한국어교육 관련 법규 및 유판 부서를 살펴
보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내ro1 교사 양성 과정의 실태를 도표
로 제시하면서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3장에서는 한국어 교사 OJ성과 인
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교사의 양성과 인중 판련 법딴 제정， 한국어교
육 전담 부서의 필요성， 표준 교육과정 제시， 교사 자격 인중 제도 실시，

교사 양성 과정의 다양화， 교사 연수 제도의 정착을 제안한다.

2. 교사 앙정 제도의 현황
1)판련법규및유판뿌서
현재 초중둥학교 교원은 고둥교육법과 고동교육법 시행령 중 교육대학

파 사범대학에 대한 규정에 그 %냉이 명시되어 있고 교원자격검정령파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자격 검정에 관한 세부 규정 둥이 정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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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육공무훤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에 따라 임용시험을 보

고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된다. 이와 같이 일반 교원은 양성-인중임용이
법규에 따라 교육부의 판리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 교사의 양성파 인중은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으며
공교육 차원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항헬뻐:0)에서 지적
했듯이 국내의 교육 관련 법규 중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법규로는 국제교
육진홍원법만이 유일할 쟁도이다. 그나마 문화예술진홍법1)과 문화예술진
흥법시행령2) 에 규정된 한국어 발전 및 보급에 관한 조항이 1뺑년부터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

한 기반 구축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 관한 법규 미비는 정부의 한국어교육 판련 정책이 구심

점이 없이 진행되는 결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산하의 재외동포교육담당
관실， 문광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파， 문광부 지원으로 :ID1년에 발족한

한국어 세계화 재단을 비롯하여 정부 산하 기관， 유판 기판 둥 모두 12곳
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도
이와 같이 다원화된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

u 제5조 (국어
2)

발전 둥 계획 수립)

국가논 국어의 발전 및 보급올 위한 계획올 수립 • 시행히여야 한다
제 11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에는 다옴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 규볍의 제정 및 개정

2.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

3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3) 국제교육진짧，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어연구원，

한국학숨진홍재단， 한국교육과정펑 7패， 대통령 자문 새천년 준비위원회， 중소기업
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이틀 기판의 성격
과 엽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조항힘찌:0)올 창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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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중복 현상까지 생기기도 한다.
국내외의 한국어 교사 양성과 정책도 7] 초가 되는 법규나 전담 부서도
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었다. 다행히 때P년부터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세부 파제 중 하나로 “한국어 교사

교육 • 연수 프로그램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 깨발”파 “한국어 교원 자격
인중 제도 시행 방안 연구”가 한국어 세계화 재단의 주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업의 결과가 한국어 교사 양성과 인중 제도 체계화 작업의 토

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교사 양성 파정의 혐황

현재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은 학부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동}는 학위
과정(정규 과정)파 주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판올 중섬으로 하는 비

학위 과정(비정규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화 뿌설 한국어교육 기
관이 자체적인 교사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교사 양성에 판심을 가지고 과
정올 개설하게 되었다면 대학원 파정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은

전문 교사 양성의 펼요성과 함께 한국어교육의 큰 부분율 담당하고 있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가관에서 한국어 강사의 학력 요건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봉자 때:0)， 본장에서는 한국어 교사 OJ-성 과쟁을 학위 파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서 그 현황파 교과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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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위 과정

i ) 현황
〈표

1>

학위 과정 개싫 현횡4)

학사과정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을 개설 연도 순으로 살며보면 〈표 1>과 같이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학부과정 개설은 주지하는 바와 같。 1 1974년 한국외국어
대학 한국어교육과가 최화1 다. 그러나 한국어교사 자격 인증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상빵11서 졸업생의 진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횡이다，5) 1!m년에는 경희대학교 외국어학
4) 백봉자 외(:ffi))에서 조사한 한국어 교사 양성 학위 과정의 현황을 기초로 종빽 새

로 개설띄었거나 개설 예정연 대학올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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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아시아학군 내에 한국어전공이 개설되었는데 현재 3확년에 재학 중
인 학생틀의 진로가 앞으로 과의 정체생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am년 1학기부터 연계 전공6)으로 개설된 숙명여대의 국제 한국
어 전문 과정은 기존의 학과에서 일부 학점윷 이수하고 한국어교육과 문

화에 관련된 전공 필수와 문학과 언어힘써l 판련된 교양 선택 동 총 æ학
점율 취득하면 한국어 전문 파정올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 외 서
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외국어로서외 한국어교육 고}목「을 전공선택으
로개셜하였다.

학부의 한국어교육이 이와 같이 미미한 상태로 제 지려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졸업생의 진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한국어 교사의
자격 인중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부 졸업생에게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교사
를 채용할 때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육 전공 학사 자쳐만으로는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기가
어려운 상횡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 능력을 갖훈 한국어 교사의 공급을
위해서는 학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꼭 펼
요하다. 그러므로 학부나 대학원의 국어교육과에 한국어교육 연계 전공
을 병설하고 적정한 자격 검정을 거친 졸업자에게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을 수여하도록 하며， 학사 출선의 자격증 소지지셰 대해 한국어교육 기관

에서도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펼
요한일이라고본다，

학부의 현황에 비해 대학원의 한국어교육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

5) 1뺑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판련 교과목이 한 강좌 개설되었을 뿔이다
6) 학과/학부 빛 전공 중 연계성 있는 판련 전공울 연계 훈영하여 복수전공으로 선택，

이수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파정이다， 여러 전공의 교과목을 연계뼈 개설한 특정

분야 전문인 기초 전공과정 o 로 이수하면 그 방면 학워활 주는 취업 대비파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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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편이다. 최근 한국어교육 수흉외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
야의 전문성 확보 학문 분야로서의 독립 풍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00년대
말부터 한국어교육 석사 과정이 여러 대학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왔다.

또한 최근 개설 예정인 대학으로는 선문대와 서울대가 있다. 선문대는
:m2년에 한국어교육 석사과정을 교육대학원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대

학원 국어교육 전공 내에서 한국어교육 주제로 논문올 쓴 학위자를 배출
해 오던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도 없R년부터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 박사
과정이 공식적으로 개설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ii) 교파 과정
〈표 2>는 때1년 11 월 현재 화부와 대학원의 교과파정 개설 현황올 국

어학 언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학; 실습과 기타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
이다.

〈표

a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현황.J)

문 민 의 사 작 어， 고

뺨얘싼뺀뺀뺀
뺑

햄함뺀M
→
업함햄햄

끊

A「 가?0

한극어옴용론

이중언어교육론

론

한혜운장작업

대조언어학

하E

.한국어문법

앤어의이뼈
용용언어1학

국

한국어화법연구

l 한국어사전학
경회대 동아^II
l 한국어변천샤
0에학파군 한 l
국어전꽁
ll 한쾌갱보학

뺀얘해
빼씨
핀%
애한
웹
뼈뼈써뼈
쐐
빼秘

한국어의이혜

국제싼째혼

한액1 세미나
한쇄교육실습

7)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구분 없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서울대의 경우는 공개된 교

파과정 중 공통과목도 포함하였다. 한국외대 학환파정은 국어교육과와 같은 교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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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문학륜
한국고전시가
한국현얘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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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회화 교육과 설습

혜와우리문화

힌한국컨어게교평수가법

이

한국어 개론

한국뺀대명싹의
01 해

초급한국어교육파 실습
응용 언어학 연습 종급한국어교육과 싶습

국껴 쟁보학의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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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파"i1!.째연구 맺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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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I언어문학 교육론 I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권꺼 욕수

문제연구
한국어교용l

한국어옵훈론

연세대 교육대학교문볍톤

학웬 외국어로 한핵운법혼
서의 한뼈교한싹f사전푼셰
육 전용한국어화볍연구
용성학연구

심리언어뺑.구한국어교육2
대조분석연습한국이교육흑강I

한문감독

대조언어빼l론연구한자교용론연f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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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띤쭉지핵연구
화햄연구

한국전홍푼학장독 ! 한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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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교육론

언어교육이론연구

한국어교육혼
한핵발요。져도법
한국어교육북강2
한국어교육확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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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언어학습이론

한국이교재연구

한국현대문학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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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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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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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싹{교육론연구
한쇄용훈교육혼앤구
한쾌폼볍펴육혼연구
한국어이혜혼연구
뼈교수혁습혼연구

한국어표현본연구

빽지식교육톤연구
국어규범론연구

한국어교수법연구

서울대학교 대 l 언어교육연습

l

I ~::~~1Ol ~I~.LO I 한국어때조·오
화원 한국어교 l 뼈교육파 판련학문|

육 션공

| 연구

국어교육정책론연구
국어어휘교육혼연구
교육문법혼연구

| 분석론연구

얘제와한국어교육연구
한국어.ïi!재혼연구

한혐{평가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운행교육혼연구
한국언어문화쭉수문
구

한국어꾼제교육혼연구
한쾌교육의

1구비문학교육론연구

욕수문재 i 교숭문학교육론연구

연구
한국어교육연우방법론

1 문학비명교육흔연구
• 훈학교~사상폰연구

교과파정은 학교별로 괴목명이나 개설 파목의 종류가 서로 다르지만
비교적 공통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학 영역은 한국어교육에 펼

요한 국어학 지식， 즉 음운론， 문법론， 어휘폼， 의미론 동쓸 중심으로 교과
목이 편성되어 있다. 언어학 영역은 일반언어학보다는 웅용언어학 분야
의 과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제2언어교수법，
언어습득론， 오류분석론 둥이 그것으로 언어교육의 기초이론 습득이 한

국어교육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학 영역에
는 가장 많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깨론적 이
해， 표현과 이해 영역에 관련된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평가론， 교재론 둥

에 관한 내용이다. 문학을 포함한 한국학 영역에는 한국 현대 • 고전 문학，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이해 둥에 관한 과목이 틀어 었다.

실습과 기타 영역을 보면 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파정도 있고， 실

습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어교육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개
설되어 있는 과정도 있다.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제반 활동의 목적지나 출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 및 제안 • 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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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점이 수업 현장이라는 점윷 고려함다맨 한국어교육 환야에서 실습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판련하여 습특한 각
종 지식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웅용하고 활용하면서 이롤의 실제적 적용

을 연습해 보는 충분한 시깐을 갖는 것이 우수한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
해서는 꼭 펼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실습이 교과과
정에서 ~r.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그 훈영도 충실해져
야할것이다.

실습파 판련하겨 외국의 실례활 보면， 중국 어언문화대학 대외한어계
의 경우 실습 과목인 r 교학실천」이 전공핍수로 개설되어 있다ß) 보통

1-2

개월 동안의 참관파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의 수업 운영 능력 향상

에 큰 역할을 하고 있웅을 창고할 펼요가 있다.
한국학 영역의 경우는 개설된 교꾀목이 지나치게 한국문화{문화) 중심
으로 편중되어 었다. 한국어 교사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이(異)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웅 능력도 필요하다. 특히 최균 언어교
육에서 의사소통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도 강조되고 있는데， 자기 문화뿐

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올바른 문화 교육도
가능할 것이대최은규，:::ron 그러므로 앞으로 문화 교육의 이론， 이문화
에 대한 적응과 이해에 관련된 과목도 다ÒJ:하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낀 비확위 과정

i ) 현황
대화 부껄 기판이나 민간 기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사
8) 대외한어계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전꽁 학파명이다. 실습과 판련된 정보 제

보자는 북경어언문화대학 인문학원 원장 한경태 교수이다，

16

국어교육연구 제9집

양성 비학위 파정 현황올 개설 연5: 순으호 살빼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과쩡의 명청은 이·주 다ζ&하다. 한국어 교써1

대해서논 한국어 교샤 강샤 지당뷰}눈 명칭이 함쩨 쓰이고 있으며 과
정의 목적이 드러나는 과정명에는 연수과쩡과 양성과정이라는 명칭이 개
념 구분이 되지 않온 채 혼용되고 있따. 양성파 연수의 일반적 개념 구분
에 따르자면9) 한국어 교사 양성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챙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호 하여 한국어 교사로서의 기초 훈련을 하는 과정이
고，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은 교육 정햄이 있눈 현직 한국어 교사를 대상
으로 히여 전문 훈련 과정을 거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식을 재충전하는

과정이다. %냉과 연수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있듯이 각 과정의 지원 자격
도 무경험자와 현직 교사 모두률 동시에 수강 대상으로 히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교사 희망자를 위한 양성 과정파 현직 교사룹 대상으로 하는
연수 파정은 교육의 목표와 교과 파정 자체가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구분
하여 개설되어야한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학위 과정의 경우눈 서강대와 연세대가
션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한국어 교사 양성옳 위해 힘써 왔다. 그 이외

대부분의 기관들은 %년대 후반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급중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었다.

g) 초중풍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O.}생’은 ií!.원의 직무률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 기술 및 올바론 교육판옳 갖추게 하는 전문척인 교육으로서 주로 사범대학파

교육대학의 재학생에게 실시되고 있다 ‘교웹연수’는 새로훈 이론 • 지식올 홉수하
여 사회의 진보 • 발전에 걸맞는 직무촬 수행할 수 있도록 재직(在職) 중에 받는 교
육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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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깎R 한국학센터
한쾌교사연수파쟁

연세대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파사연수소

한쇄..ü!t사연수파쟁

서울대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72시간
.4년제 대학교종업자

및 훌업 예쟁자
고려대
국채어학웬

밟

|램명의의
수료중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m시간

1. 입본얘의

현칙 현국어

교사냐한쐐 교사가되
고자하는사람
이회여대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연수파정

대학 종엽 이상으로 외 | 언어교육원
국인 대상 한국이교왜 l'영의의
판심이있논자
|수료중

한‘빼국채어학원
한쾌교사양성파정

10) 백봉자 외(a:뼈)에서 조사한 서울 지역의 한국어 교사 양성 비학위 과쟁 현황을 기
초로 하여 조사 내용에 나타난 일부 숫자의 오류롤 수정하고 새로훈 내용올 추가
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지방의 혐황도 함쩨 포함하였다. 누적
개설 횟수는 때1년 11월 현재 장의가 진행 중인 과정올 포함한 숫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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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htA
한핵교사양성괴정

한국어 교사 %랭 비학위 과정은 그 동안 주로 서올 지떡의 대학에 설

치되어 왔다. 그러나 때1 년 들어 통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안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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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남대학교 둥의 지방 대학에서도 신규 한국어 교사 OJ:-성 과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국제 교류의 확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가로 인

해 입국한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교육의 펼요성이 생기면서 지방에도 교

사 양성 과정이 집중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이 아니면서 개설된 양성 과정으로
는 서울대 사범대의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과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의
한국어 강사 OJ:-성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때1 년 룰어 시립대 서물 시민
대학에 자격증 과정으로 한국어 지도사 강좌가 개셜되었다. 이 강좌는 방
송통신대학의 OJ:-성 파정과 함께 수료X에게 한국어 강사 자격시험의 응

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 자격 시험은 소속 기판이 단독 출
제하는 형식의 펼기시험을 통해 전국국공립대학형생교육원협의회 인정
한국어 강사 자격중(민간자격중)올 받눈다)1) 한국어교육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급중함에 따라 순수 민간 기판에도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이 생기
기 시작했다. 대구 ThκA 한국어 교사 OJ:-성 과정은 국제 교휴의 활성화
리는 목표로 개설되었는데 다른 양성 파쟁과 비교해 수강자의 학력 제한

이 없고 비교적 단기걱뻐1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IDl 년 초에 개설한 경희대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사 학교는 인터넷
으로 교사의 양성과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특정이다. 종래의 교

사 양성 과정이 시간파 장소의 제약여 있는 전통적 방식이었던 데 반해
인터넷 상에서 교사 교육01 ö}무 제한 없01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한국

어 교사의 %탱과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새로운 기·농성을 보여주는 시도
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에게 실천적인 교육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훈영 방식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11) 시민대학은 때1년 3월 처음 개설되어 현재 강의가 진행 중이며， 방송홍신대 과정
은 1體년부터 자격중 시험을 설시하고 자격증올 발행허여 :ml년 현재 ‘%명이 한
국어 강사 자격증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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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체척으로 활 때 혐재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단기 과정으로 자
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기간， 방법， 교육과정 동에서 훤차가
심하다. 또한 수익 사업화하면서 수료자를 %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어 한국어 교웬의 전문성 제고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해친 규준
이 없이 여러 파정이 난립되는 상황은 앞으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

하면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준적인 가준 제시가 시급한 형
편이다.

ii)

교파 과정

〈표 4>는 뼈1 년 11 월 현재 대학 부설 기관파 민간 기판외 교과과정
개설 현횡을 국어학 언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학， 실습파 기타로 니누
어서 정려한것이다.

(1)에서 살펴본 학위 과정의 교과 과정아 국어학， 언어학， 한국어교육

학， 한국학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고륜 교과목 개설 현황올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비학위 과정의 교과 과정은 대부분 한국어교육학 영역에 집중적
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학위 과정외 교육이 대부분

단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위과정과 같은 학문적인 접근보디는
실천적 교육 능력 습득에 목표룰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보인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수척인 국어학 가초 이론， 언어교육 기
초 이론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수법 교
육은 기본이 허술한 기술 중심 교뼈 그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학위과정의 수강 지웬 자격은 전공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수강생이 국어학과 언어학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있다고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외 실태 및 채안 • 최온규

21

전제활 수도 없다. 이핵환 상태에서 이후쩌지눈 교육윤 합국어 ..'ii!，사외 수
준 향쌍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바합직하지 않다고 불다. 그러므로 백봉자
외(때x))에서 지적했듯이 장기적으로는 교육 배경에 따라 구분된 과정이

개설되고 교육과정의 내용도 그에 따라 다르게 편성훨 필요가 있다.
실습과 기타 영역올 보면 수업 실습， 창관， 모의 수업 형식으로 수엽의

실제를 경험종}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창관이나 수업 설습은 대부분 기
관에 부설되어 있는 한국어 학습자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눈데， 한
국어 교사 희망자가 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적

교육 능력올 익히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학위과정이나 비
학위과정 모두 실습 과목의 시간적 비중을 현재보다 더 높일 펼요가 있다.
〈표

4>

비학위 과정외 교과과정 현황12)

교수성계

@랜어 뿔}기 수업의 확성파 전략
언어교뼈볍론 1.2 1 한핵 읽기 수엽의 톡성파 전략

국어학 일반 | 외국어교육의 현황 l 한국어 쓰기 수엽의 혹성과 전략
1， 2

수엽 실습

l 한국문화의 이혜 l 수엽창판

한국어문법수엽의욕성과견략

및토의

언어능력명가
한국어과}혼
한국어문볍지도

연구교육
한국어

헝빚어교수섭혜와팽가
한쾌발향1도법
이해교용지도법
표현교용지도업

연수소

어휘째시법

한쾌
연수과쟁

교안작성법
한후1수행놓혁명가

연세대 언어

한국문화
현대한국사회

|교실참판

| 종합실습

한~교재연구
교실용영법

12)

현재 혜강되었거내한t양~) 중지 상태인 경우{숙명여대， 안동대)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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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쾌교수회습론
한국어문볍지쪼법(조사어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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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양정 제도에 대한 제안
본장에서는 2정L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사 양성 학위고댐과 비학위파정
의 교파과정과 현황올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에 대한 제안을 몇
7}지로 나누어 채시하고자 한다.

1) 웹어 과}외 암성파 인쯤이 끓쩍 제또의 톨 빼fl서 이훨쩌질

수 있도륙 판련 법인이 D~휩되어야 혼tch

2. -

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 분야가 제도권 교육 안에 자

리잡지 못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근
본적 이유는 한국어교육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어 교
사 양성의 비체계성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찍부터 외국어로서의 자국어 교육 교사 양성과 인중
의 체계화어l 관심을 가져 온 중국， 일본파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이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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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細년 교육부 제 12호랭 r 때외한어:ii:사자쩍심사방법 J ， 1않혔년 f‘대회한어

교사자격심사방법’ 실시세칙」올 발표하고 이활 끈거로 대외한어교사자격
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정쭈 1007년에 ‘일봉어 교육에 관한 지적 •
능력 심사 사업의 인정에 대하여’(文部大보 載定)라는 규정촬 마련하고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부대신에 의해 인정
받아 왔대민현식 외， 뼈).

한국어교육 분야의 갱우에도 민현식 외 eml)에서 주장송}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사의 양성과 자격 검정에 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된 ‘한국어

진흥법’ 및 ‘ 동 시행령1가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사
의 ód=-성과 인중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제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어 교사

의 전문성 향상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꽁극적으로는 한국어 교
사도 교육부에서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교육 차원화하는 방향
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효팩어 교사 교육 훨훌 표E힘한 합쩍어 .ii!:홉 판핸 업쭈훌 흉짧
하는 전닭 부서가 싫치되어야 효!C~.
한국어교육의 성장 과정에서 내적 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훤인 중의 하

니는 한국어 교원 양성， 인중 체제에 대한 정부의 일판성 있는 정책의 부
재였다. 한국어교육 관련 부처는 2.-1)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으며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러나 일관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은 체계성이 결여된 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중국은 대외한어교육을 위한 전담부서가 교육뿌 내에 설치되어 대외한
어(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국은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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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외한어 교육의 제받 사황올 통합 담당하도혹 했다. 이 기판에서는
대외한어 교육의 정책， 학파 깨설과 판랴， 국제 교류와 협력， 교사 자격

고시와 학습자 능력 팽개한어수평고시) 퉁 대외한어 교육에 관련되눈 제
반 사항과 판련 업무륜 총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 교육올 담당하는 유판 기판뜰이 관련 업무를 효
율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1쨌년 설립된 재단법띤 힐본어교육진흉협회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일본어교육시설을 인정하고 교직원 연수나 조사
연구를 행함으로써 일본어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올 목적으로 한다. 국립
국어연구소는 일본어교육의 지원과 보급올 담당하며 국제교류기금은

1쨌년 부속기관으로서 일본어국제센터룹 설치홉뼈 일본어 교육， 교재 판
련 업무와 함께 해외일본어교사의 양성 및 연수줍 답딩하고 있다. 재단법
인 일본어국제교육협회는 19j7년 설립되어 분부과학성과의 긴밀한 연대
하에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어 교
사 인중 시험인 일본어 교원 능력 검정 시험과 일본어 학습자 능력을 평
가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판련 뿌셔와 유관 기관은 앞으로 유
사 업무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도록 해서 업무의 효윷을 극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교사의 양성， 인중 정책을 포함한 한
국어 교육 관련 정책이 일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
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효댄어 교사 양성훌 댐당흉}논 획위， 비학휘 과쩔률 위해 끓씬된
표훈 교육파쟁이 마휩되어야 효tc~.
현재 개설 중인 한국어 교사 양성 기판의 교육과정윤 다.oJ=하고 체계적
인 교육파정이 없는 실정이다. 단기 속성 과정이 대부분이라 교육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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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척인 부분에 치우쳐 았으며 학푼척 깊이가 없이 이휴어지고 있다. 그

러므로 확위， 비학위 과정올 위한 표준적 교육과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다
민현식 외(:ID))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어 교원 양성에서 기본적인 방

첨이 되어 왔던 것으로 1쨌년(소화 00) 5월 문부성의 월본어 교육 시책의
추이에 관한 조사 연구회에서 발표된 ‘일본어 교훤 양성 둥에 판하여’라

는보고서가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어 교원 양성의 교육 내용 • 수준이 명확하지 않
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본 툴로서 ‘일

본어 교원 양성올 위한 표준 교육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일

본어 교원 양성 기관(대학띄 학부 주전공 • 부전공 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일반 일본어 교원 양성기관)에 필요한 교육 내용융 1) 일본어 구조에 관
한 체계적 • 구체적 지식， 2) 일본인 언어 생활어1 판한 지식 • 능력， 3) 일본
사정

4)

언어학적 지식 • 능력，

5)

일본어 교수에 관한 지식 • 능력으로 나

누어 각 기관에 펼요한 수업 시수와 단위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필요한
파목명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준 교육내용이 제시된 이래 대학 둥 대부
분의 일본어 교훤 O}성 파정에서눈 이 홀에 따라 일본어 교사 %냉 교육
이 시행되어 왔다. 현재눈 이 표준 교육내용이 일본어 교육에서 요구되는

변화와 과제에 척절하게 대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그
동안의 일본어 교육에 지침 역할을 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화
에 기여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엽”에서는 세챔 과제 중 하나
로 “한국어 교사 교육 • 연수 프로그램 교파파정 및 교수요목 개발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백봉자 외(:ID)1)에서 중간보고서가 발표
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비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일반 교사 교육과
정， 전문교사 연수과정， 국외교사 연수과정으로 나누어서 표준 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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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수요목올 제시하고 있다， 이려한 종휴의 작업은 앞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파정의 표준안 제시에 좋은 지침아 될 수 있올 것이다.

4) 교사외 양성과 만흉| 연젊퇴는 교사 Ã~찍 씬활쩌|도외 도없01

필요흩IC~.
민현식 외(없x))에서눈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동 서양권 국
가의 기관 인중제와 중국， 일본 둥 통양권 국가쩍 고시 인중제를 중심으
로 하는 자국어 교육 교사 인중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교

사 자격 인증제도가 필요함융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뀌때lb)는 정부 차웬의 유학생 유치 기반 획충을
위해서 한국어 교쉬따￡빼핑) 자격 인중제 또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훨1 게 일정환 교육 과정
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환 경우 민간 자격종올 뿌여히는 방싼을 고려하
고 있다)3) 그러나 이는 한국어교육의 제도권 교육화 의지에 역행하는 정

책이다. 교사 자격 인중제도 시행이 교사의 공적 권위 확보 전문 교사 양
성의 표준 제공 동의 역할올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 14)으로 운영돼
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정식 교사 자쩍종올 발급하여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13) 3Xl1.7.æ일자로 발표된 “외국인 유화생 유치확대 종합병얀’ 자료 중의 내용이다. 동
방안에 따륜 구채적인 시뺑계획온 때l년도 맙어나 없E년도 초에 얀률어지며 학교
정 책실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이롤 추진하게 휩 예정으로 얄려져 있다.

14) 자격은 인정 기판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면간자쩍， 국제자격으로 분류된다， 국가
자격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부여하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숨
자격(때개)과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ffi개 법활에서 l때개 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가판이 설시한다. 민간자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하는 자격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자격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민간자격과 사엽내 근로자를 대상으호 하는 사내자격으로 환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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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척 인중 제도의 실시플 위해 빈현식 외(때，1)에서는 기판 인중제와

고시인종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 인중 모형훌 제시하였
다. 그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 양성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에 대한 기관
인중올 흉해 학위 과정 졸업지는 무시험 자격 겸정을 실시하고 비한국어
교육 전공재비학위 과정 수료자 포함)는 시험을 통해 자격 검정윷 실시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변 인중제룹 통해 최소한의 표준 교육파정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가 양성되므로 교사 양성의 난맥상

이 해결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사의 천문성 향쐐도 기여하는 a까 클
것이다. 또한 해외의 한국 교육원이나 한국학교에 따천하는 교육공무원
선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 교사 요원 선발15)시에 한국어 교사

자격중 소지자활 원칙으로 하거나 가산점윷 주는 방식으로 용영한다면

한국어의 세계적인 보웹라는 정부의 정잭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시 인중제룰 실시하는 중국 정부도 해외 파견 중국어 교
사에게 대외한어교사자격증 소지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옴을 참고
할펼요가있다.

5) 학쩔자 대상씌 따볍회쩨 따라 이톨 답댐활 수 있윤 디앙환 교사

양성 과정이 있어야 효fC~.
조항록(m>)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어 수요자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즉 주요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교육 기판에서 중심 수요

자라고 인식해 용 한국어 연수생 이외에도 외국의 대학 • 대학원에서 한

국어를 수강하눈 학생， 외국의 중고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눈

15) 현재는 일반 교사 자격중 소지지에게 가산정융 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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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혜외 업양아 집단， 국내의 외국인 취엽 연수생， 해외교포， 탈북자 동

으로 다양화하눈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 대상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룹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학위， 비학위 과정의 한국어 교사 양성운 거의 생인 학습자
룰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교육파쟁으로 편성되어 었다. 학습자 집단에 따
라서 교육 내용에나 방법이 달라져야 히는데도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고
려가 거의 없었다다)
국제 교류가 많아지면서 일반 초중고교에 귀국확생17)여 한 해 a)%

O]

%썩1 중가하고 있는데 이뜰도 새로훈 한국어 핵습자어1 해당한다. 귀국학
생물은 국어， 수학， 사회 능혀이 낮으며 쪽히 한국어 의사소훔 놓력이 미

홉하여 전 교과의 기초학력이 낮게 나오는 톡성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1때년부터 국제교육진홍원에서 방학올 이용해 귀국학생에 대한 륙별 교
육을 실시하다가 1없7년뿌터 ‘귀국학생 교육 대책 세부 추진 계획’율 수립
하고 학교별로 귀국학생 특별 학급율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axll년 현재 초둥학교 4곳과 중학교 3곳율 귀국학생 휴별획L굽 시범학교로
지정하였다)8)

또한 1뾰년부터 Lffi)년까지 귀국학생에 대한 지도 놓력 향쌍율 목표로
초중동 교원 연수를 설시하고 있는데，m>.년에 실시된 ‘귀국학생 교육 담

당 중퉁교원 연수’ 교육과정 편성표활 보면 흉 댐시간외 연수 시간 동안
‘귀국화생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윤 사회， 수학 교과 지도

16) 고려대학교 국제 어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일본 지역외 한국어 교사 양성 파정온
학습자 대상파 교육 대상자가 고려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7) 귀국학생은 귀국자 자녀로서 초중고생에 해탱하는 확생옳 의미하는 정책척 차원에
서 규정된 개념이다. 교육후의 규정에 따르면 귀국학생은 해외 거주 기간이 2년 이

상인 학생으로서 귀국한 지 l년이 안 되는 초 • 중 • 고생윷 의미환다，

18)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대부속초퉁학교 신천초풍학과 교대후속초동학Æ， 복훤초둥
학교， 중학교로는 덕수중학교 언북종학교， 오륨중학교가 지정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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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포힘송}여 4시간으풍 되어 있어 한국어교육 관련 강의가 불충분한

상태임을알수있다.
귀국학생 담당 교사는 보통 일반 교과 교사툴 중 연수룹 받은 교사틀

이 담당하고 있는데 충분한 지도릎 위해 전당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펼요에 따라 정규 학위과정에서 교원 지망자가가 교직
파목 이수와 함께 한국어 교사 자격 접정에 펼요한 파목을 연계하여 이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학위

과정의 교사 양성 과정에서 귀국학생 담당 교사를 위한 과정올 개설하여
귀국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A까 배출되어야 한다.

백봉자 외(:rol)에서는 해외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교사
연수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한국어 교λ까 담당하는 학습
자도 초동생과 중고교생， 성인(대학생 포함)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더 세분된 교육과정올 현성할 휠요가 있다
이제 한국어 교사 양성파정은 기존의 성인올 중심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학습지충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 세분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젓이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로
향하는걸이기도한다.

“

교사 딴수제또톨 정책시켜야 힌다

일반 교원의 경우 연수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9) 초중풍교원 교

원에 대한 현직 교육의 형식으로는 각종 상위자격(교장 • 교감 . 1급정교
사 .2급정교사)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와 얼반 연수 활동， 즉 교육행정연

19) 교육공무원볍 제잃조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윷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끼고 되어 있고， 제J7조에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판에
서 재교육올 받거나 연수활 기회가 균똥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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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구수업 및 꽁개수엽의 참판， 각종 꽁쩨 검화의 ;생청， 혜외 연수 퉁
의 직무연수가있다.

한국어 교사도 전문성을 홍t상，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ïí!:사 채교육이 필
요한데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자격 인중 제도가 실시될 경우 자격중 소지자의 전문성올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보수 교육이 펼요하고때) 자겪 인중 제도가 실기되기 이

전이라도 현직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정은 교사들이 교수， 학습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연구에 접하도록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점이다.
전문교사 연수과정은 상급 자격 취튜을 위한 자격 떤수 파정으로서 교

육 경력의 제한이 필요하고 전문성 개발， 교육 평 7}， 교육자 평가와 제어，
교육 기관 운영 웅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환대백황자 외，

axm

국외교사 연수과정은 국외 각급 학교의 한국어 교사와 외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이대백봉자 외，:ron 이 과정외 교육 내용은 현

재 국립국어연구원(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한글화회(국외 한

국어 교사 연수회)， 국제교육진흉원(재외 한국 • 한글확교 교원 초챔 연수，
외국인 동포 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중국 동포 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재외동포 교육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한 현지 연수 뚱) 흉올 중심으로 실시

되는 단기 연수 과정에 바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육원이나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일뿌 .ill.육공무훤， 한국국
제협력단의 한국어 교사 요웬은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활동하게 되
는데 현재눈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 과정이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
므로 이들을 위한 연수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21l

20) <자격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자격”율 취득한 ;;1;]-는 자격파 판련되눈 직무
눔력의 휴지， 발전융 위하여 볍령이 정하논 R써l 따라 보수교육올 뺨싸 한다.

21) 해외 파견 교육 공무원의 경우는 선발 시험 합격 어후에 6엘 동안 직무연수가 실시

34

국어교육연구 제9집

교사 연수의 방법은 종래의 전홍적인 강의 방식 이외에도 현재 초중동
교원 연수에 도입된 원격 영상 강의를 통한 원격연수，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연수 둥이 비용파 시깐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도입될 휠요
가 있다22)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현황올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체계화와 정착을 위해
교사 양성과 인중 관련 법안， 전담 부서， 표준 교육과정， 교사 자격 인중
제도， 다양한 교사 양성 과정， 교사 연수 제도 퉁이 펠요함올 제안했다.
한국어 교사 OJ:-성 과정의 수는 ro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중가하고 있
다. 앞으로 한국어 교흉 수요의 팽창과 함께 그 수는 더쭉 종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 양성 파정은 실제 교육 현장의 시급한 필요
에 의해 개설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사 교육에 대한 심충
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거
듭해 온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어 교사 교육도 좀더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 교육은 양성과 인중이 하나로 이어

지는 연결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전문 교육이다. 이룹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계획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사로서
된다. 국제협력단 봉사단의 경우 2개월간의 국내 훈련 동안 한국어 교사 연수가 단
기간실시된다.

22)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인터넷 한국어 교사학교툴 흉해 재외 한국어 교사 인터넷 교

육 프로그램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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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척 검정 채도가 설시되어야 한

다. 이는 한국어교육학어 제도권 학문과 꽁교육으로 정확하기 위해서 무
엇보다훨요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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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야겠ract

A Proposal for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rainíng Korean Teachers

α1Oi， Eun-며U

The

course

PtlllX)Se

is to study t.re present cooditiα18 of the degree
for 뼈따19 Kor얹n teac뼈13. In
is to jXq:X>Se an or핑때iZE펴 α맹mn 얹ful fcπ 빼빼I휠 뼈 m

of this

않say

(맹버ar) 뼈 oonτ빼æ 따n똥 (in앵버따)

lrl:Ii따ll1， 야f 때n
instituti，αJalize

it

In t.re first p;nt of t.re essay, 做 S않찌s of t.re

t.re

sys뼈ns

to train

}없없1 없앓u's

are classi뼈 업뼈'ateJy to doc뼈'ate 따lt'Se 뼈
oon-doc따'ate course. The number of oourses in [I뼈l찌ng 없없1 없앉u's 뼈s
해arplyincr없앙회 after the 雄 1앉:xls. But rmst of the 0예rses have been 양뼈t
terrn 야x:au똥 d빠， have, wi따XJ.t suffici해tt discussi때， 따g뼈 m따ms of 없ldil핑
reed of te<놨u's IX>sitiot1S.
The 마re 뼈s oorre that the 없뼈I앵 sys따n 양뻐.ùd æ little rrore 어-ganizt었 m피
ins찌tutioo때æi The [I'맹mn 뼈.st æa αufessiα뀐l 없uc빠αJ sys따nto 없때J a
었뼈cate of 때뼈catioo 빼er tJ:뻐I쟁. To 얹때비i양1 an αg뼈뼈 m얹n 따lCher
없i떼19ar따 따tification 뼈ree [I뺑mn , there are many α뼈ems that need to
æ 뼈ved : 뼈tt is, the enactrrent of a r영evant 뻐1， the 였tlerrent of the dEα
re하XlI1sible for the [I맹때n 납Je enf，α짧rent of cer뼈cate iss뼈x:e and
qualifi때αJ as a 없없n te<양1eI". the devi웠rent of v없100S 없i때19 curriculum
때 the 였 lφ of an in-엎viæ 뼈띠ng sys뼈n All of these 려얹'ffits will æ
discus앙핑 in this essay.

is

뼈lt ar띠

sys뼈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