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미주 지역 효댁어교육을 중심으로 

윤여탁"** 

I. 머리말 

1.연구목적및연구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또는 한국을 배우려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한국어 관련 학과，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학회의 활동이 활 

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국제적 위%에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펼요로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 

자나 해외 거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들에게 한국학(Koli뻐 

Studies) 또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까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 이 중 전자는 주로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들로 경제적 정 

* 이 논문은 때4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때4년도 연구보고 

대회의 발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조언을 주셨던 상명대학교 교 

육대학원의 조항록 교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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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설용적 목적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나 대학 입시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 

려는 목적 등의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지난 1년 동안 참여 관찰하고 있는 미주권의 한국 

어교육은 이상의 두 가지 목적이나 펼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동부의 뉴 

욕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부로， 한미 관 

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어서 예만 명이 넘는 재외 동포 

와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때여 개 한국 학교에 

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9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중요 대학인 릿커스(Ru땅ers) ， 콜롬비애Cdumbia) ， 프린 

스턴(Princeton) ， 코넬(Ülme!l)， 뉴욕(NYU)， 펜실베니애P엠nsylvania) 대학 

등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 과정 학부 또는 대학원 전공으로 개설하여 가 

르치고 있다. 연구자는 그동안 주로 동부 지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죠얘 · 관찰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연구를 시작한 순서에 

따라 그 내용과 의의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이 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실제를 조사 ·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학 차원에서 한국 문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국어교육 및 한국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미 

1)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서 aæ년에 발간한 『재외동포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재외 동포 수는 173개국에 ffJ1만 명 정도로1 미주 지역은 215만 명으로 최대 

멜집 지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재외 동포는 중국， 유태인，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이런 인적 지원은 한국의 경제， 정치 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스f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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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 

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 

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위상을 확언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국 문학을 배웠을 가능 

성이 있는 학습자들이나 현재 한국 문학을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학습자들의 요구 분직을 통i>}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가능성과 다%냉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연구자는 방문 교수로 와 있는 렷커스 대학의 아시아언어문화 

학과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의 교수학습을 참여 관찰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 

고급 과정 이수자나 한국인 유학생들이 수강하는 한국 문학 관련 강의를 

참관하여， 한국 문학 교수와 학습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빔만딸 설계하고， 이를 교수 학습 현장 

에 적용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한 

국 문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에 대 

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런 조사 연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빙1안을 강구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 

책적 대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그동안 연구자든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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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혹에 어떻게 한국어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론적P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연구들을 진행 

한 바 있다. 즉 완벽한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의 문 

학 작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때 문학 작품은 

언어 능력 또는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제반 능력(의사 소통 능력， 문화 능 

력， 문학 능력)을 함%냥}는 교수 학습의 제재가 될 수 있으며， 교수 학습 

의 목적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 연구도 중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연구가 펼요하였다.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 

는 현장 상황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특수 

성을 확인하고 한국어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했다. 아울러 현장 연구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라는 수 

준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펼요한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결과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같은 연구 방향이나 내용에서 션행(先行)되어야 할 기초 

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문학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현황과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보는 연구이다~2) 이를 위 

해서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처럼 미주 지역 대학의 한국어교육 프로 

2) 연구자의 그동얀 연구는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한국어 

교육 현황이나 현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교육 이론을 

제시하고 끝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어교육 연구는 그 순서를 역(道)으로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현징L이나 현실이나 한국어나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에 기초한 이론적인 바탕 

없이 무성한 현장 보고와 같은 발표들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이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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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조사하고 한국 문학교육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현황과 문학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그 한국 문학 교수-학습 현장 

을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전망과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어교육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의 한국학 전공의 수준까지 다OJ: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의 각기 다른 목적에 맞는 교수-학습 이론을 연구하고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실제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외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실용적인 언어상황이나 어 

휘， 문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보다 높은 단계인 문화나 문학을 활 

용하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 수준의 문화나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작품 

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지난 ax:β년 2 

월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 

였다，4) 그리고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참여 • 관찰하기 위해 2003 

년 9월부터 릿커스 대학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2003년 12월부터 때4년 

2월 사이에 미국 내 :J)개 대학-5)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 

3)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를 넘어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교육의 실제를 제시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교수 학습의 현장에 기초하여 한국어교육 이론을 적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후속적인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한다. 

4) 이 예비 조사는 재외 동포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기 때문에， 한국학교、 대학교 일반 사설 기관 등의 한국어교육 설태 전반에 걸 

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진통섭 · 윤여탁 · 모경환(없)3)을 참조할 수 있다 
5)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조사 대상 대학은 미국한국어교사협회(M11잉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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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동아시아 또는 아시애 학과와 한국학 관련 

강화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 학과 한국학 관련 교수가 있는 학과의 강 

좌나 개설 과목， 강의 담당 요원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 문학 관련 강좌나 강의 계획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 조사 자료를 보충하는 면담 조사와 죠썩 관찰을 통해} 실상 

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계적 차원에서 처리하여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면담 조사는 연구자가 접근 가능 

한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통계 차원 처리되어 산출된 평균적 

인 숫자보다논 대체적으로 어떤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설제로 어떤 내 

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승}는 특성들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 이유t- 매 학기에 개설되는 한국 문화나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 

이 일정하지 않았고， 강사에 대한 인적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 

아서 교수 요원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더구나 전임 교 

수나 전임 강사인지 시간 강사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6)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지만 미주 지역 한국어 프로그램의 대체 

적인 특성은 이들 프로그램 운영 형태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주전공(뻐~or)Ol 

든 부전공(Mìnor)이든 전공 영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큰 차 

이가 있었으며 전공이나 대학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한국어나 한국 문 

학 강좌를 전공하는 학습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째가 있었다. 

(http//www.aatk.org/coll맹es.html)에 올려져 있는 ffi개 대학을 포호녕배 개인적으로 
수집한 몇몇 대학(CUNY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이 있는 명문 대학과 한국 문학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II개 대학을 선 

정하였다. 
6)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교수 요원의 신분적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나， 통계의 불공 

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를 산출하여 기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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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처럼 교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의 대학과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처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대학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다. 공통적으로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주전공으로 운영되는 

중국학\Chinese Studies)이나 일본학(J뼈nese Studies) , 아시아학(Asian 

Studies)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었으며，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연구자는 지난 때4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 

설하고 있는 대힘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히여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대학의 선정은 한 

국어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규모 수준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연구자가 협조를 구하거나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는 동부 지역의 렷커스， 

콜롬비아 프린스턴 대학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때 때4학년도 봄 학 

기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 수엽이 안정된 시점을 선택했다. 

설문 조사 대상은 한국어 중급 학습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 

문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중급 수강자는 렷커스 대학에서 

중급반\In따π빼iate Ko댔n) 학습자 33명이었으며 한국어 고급 수강자는 

렷커스 대학에서 고급반(Adv때C어 Korean) 학습자 12명과 고급 한국어 강 

독(Advancecl Readings in Korean) 학습자 14명， 프린스턴 대학에서 고급반 

5명， 콜롬비아 대학에서 고급반(Fourth Year Kon뻐1， Modem Konean: 5th 

Year) 7명으로 총 38명， 한국 문학 학습자는 렷커스 대학에서 한국 문학 

강독(Rea마19s in Konean ü않rature) 학습자 22명으로1 총 93명이었다. 대학 

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그 경우의 수도 적 

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선택한 명분이 분명할 것으 

로 판단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 

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과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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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는 107뼈 객관식 문항과 학습자들이 알거나 기 

억하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을 주관식 1개 문항으로 총 l17n로 구성하였 

다. 설문지는 한국어 강좌 수강자와 한국 문학 강좌 수강자의 설문 문항 

을 일부 조정하여 제시하였지만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 

이나 결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 내용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설 

문지에 제대로 응답하기 어려운 중급 한국어 강좌 수강자를 위해서는， 한 

국어 강좌 고급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제작했던 설문지를 영문으 

로 번역한 영문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강의 담당 교수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설문지 

상호 검토하였으며， 주로 강의 담당 교수가 강의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강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여， 학습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솔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 

도록 고려하였다. 강의 시간을 활용하어 설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설문 

지는 100% 회수되었다. 

참고로 담당 교수에게 부탁하여 흑L습자들의 국적을 조사하였는데， 조 

사 대상 학습자 모두가 한국인 유학생이거나 한국계 미국인(Kor，없l 

Arreri떠n)이었다 이 두 집단 λ씨에 나타나는 쩌l보다는 오히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언어(Fírst langu쟁e sJX)ken at horæ in 

order of 뼈uency)에 따라 몇 가지 문항에서 중요한 ~}-Ö l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변별적인 결과 

가 도출되면 이를 보충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대학을 선정한 기준과 고려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 과정과 주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고 

급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설시하였다. 콜롬비아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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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 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으로， 이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역 

사가 비교적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과 학부 과정 운영， 강좌 담 

당 전임 요원 확보7) 및 수강 학생 구성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 

는 대학이다. 미국에서 한국어 학과가 당면한 현실을 총체적(긍정적， 부정 

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프린스턴 대학: 언어αa웹lage) 프로그램만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고급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명문 대흑에 

속하는 대학이지만， 대학원이나 학부에 한국어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 

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콜롬비아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급 한국어 흐k습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언어 프로그램만 개설된 학과 나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이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릿커스 대학 부전공 과정이 개설된 학과이지만 설문 조사를 할 수 있 

는 강좌의 수나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하여 많 

았다 즉 한국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한국 문학 흑L습자 모두를 조 

사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며 다른 대학에 비하여 한국어 힘L습자의 재원이 

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 비율이 높았다-(9% 정도). 따라서 한국어 학 

습자의 수도 다른 대학에 비하어 많았기 때문에 통계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의 주립 대한l라는 점도 앞 

의 두 대학과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연구자는 한국어 문학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7) 대체로 전임 요원에 의하여 한국흐에나 한국어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학과이지만， 

아직은 문학 담당 전임이 없어서 한국에서 초빙된 한국 문학 전공 교쉬때B←때4학 

년도는 동국대 횡종연)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때4-axD학년도부터 새로 부임 

하는 전임 교수가 문학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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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4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문학 강좌에 대한 참여 관찰과 한국 문학교 

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JX)3-JX)4학년도 렷커스 대학 o}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어 프로그 

램의 봄 학기 강좌에는 ‘한국 문학 강독(없뼈s in Kon얹n Iiterature)’과 

‘한국 문학 번역(Kon뻐1 Iiterature in Translat:ion) II’라는 한국 문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국어교육 현징L에 대한 참여 관찰 및 적용 연구는， 

봄 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한국 문학 강독’에서 담당 교수의 양해와 학습자들의 협조를 

얻어 수업을 참관승}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문학 교수 학습에 대한 참여 관찰은 봄 학기를 시작한 다음 주부 

터 시작하여 중간고사 직전까지 반 학기 동안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되도록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가 강 

의에 참여하어 관찰하면서 강의 진행이나 특이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몇 

몇 강의는 보이스 펜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 강좌는 주로 한국 현대 

시사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시인들의 시 작품을 읽고 강독하거나 학습자 

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자는 22명으로 대부분 한국인 

유학생이나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이 같은 한국어 문학 수업에 대한 초썩 관찰에 이어 연구자는 한국 문 

학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 

하였다. 먼저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시인과 작품 

중에서 한 시간을 맡아서， 학습자들에게 부과된 과제에 대한 발표 이후에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현장 적용은 JX)4년 4월 13일 백석 

(白石)의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과정을 

진행하며서 연구자는 강의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고， 이 강의와 

강의안에 대한 학습자들의 소감이나 참관자들의 견해를 참조빼 강의안 

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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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는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특히 한국 

문학교육의 프로그램 현황 조샤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한국 문학 

교육 현장 참관 등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한국 문학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 

II.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 개관 

1. 재외 동포 사회와 교육 

100년을 넘는 미주 이민사의 역사만큼이나 미주 지역의 재외 동포의 

구성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이나 시 

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시민， 직징L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 

에 일시 체류를 하고 있는 한국인 주재원， 유흑L이나 조기 유학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땅을 선택한 한국인 낯선 나라에 입양이라는 방식을 통하어 

정착한 미국인 등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역시 그들의 과 

거 역사만큼이나 다양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주 지역을 이민지로 선택하였던 재외 동포 

l세대는 어느 정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 동포 2， 3세는 대부분 미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재외 동포 2， 3세는 미국 내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인 미국 시민 교육을 

받고 미국 시민으로 살고자 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으로 살거나 살 수 밖에 없는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현실적 펼요성 때문에 주말에는 

한국 학교에 가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이런 추세는 1Ð2년 LA 폭동이나 19JJ년 SAT2에 한국어가 채택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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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에는 수준 높은 한국 학교가 해 

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학교는 주로 교회(敎會)의 부설기관으 

로 개설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공공 기관이나 사설 영리 기관에서도 각 

기 다른 목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국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내 한국 교회는 공동체와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할수 있다. 

이에 비해3 주재원들은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의 삶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 즉 미국인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한국인 

으로 성공하는 삶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도 성 

공한 한국인을 %랜하는 데 있다. 거주 지역의 선택도 자녀 교육이 편리 

한 특정 지역에 몰려 살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기관이나 지역 교회 단위 

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들 자녀의 일상 생활은 물론 학 

교 생활도 귀국 후 한국 교육으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재원틀의 자녀들은 미국 내 정규 학교에서는 미국을 배우면서 세계 

시민 교육 또는 국제 이해 교육 차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귀가 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수혁이나 국어 등 한국의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 데 펼요 

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실정이다. 이 점은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재원 

들의 자녀틀이 주로 다니는 ‘우리한국학교mm년 주정부에 비영리 학교 

법인으로 등록)’의 교육 과정 운영의 특수성이나 주재원틀의 집단 거주 

지역(뉴욕 부근의 경우 뉴저지의 Foπ Læ나 Clos따)에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보습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조기 유학생이나 조기 유학을 위한 이민이 증가하면서， 조기 유학 

생들의 교육적 요구나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국계 한국인 

일 수밖에 없는 재외 동포나 한시적 체류자인 주재원들과는 다른 삶의 방 

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유학을 선택한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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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교육적 당면 과제， 미래에 대한 전밍F이 

다른 집단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태이며 미국 내 한인 주류 사회에 동 

화되거나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틀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 

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미국 입양아들이 있다.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관섬이 높아지면서 입ÖJ=아 단체가 결성되어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 학교나 해 

마다 개최되는 여름 학교 등을 통하여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등의 

뿌리 찾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이나 미 

국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재외 동포 

관련 사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이다. 

미주 지역에서 재외 동포나 한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는 미국의 

정규 학교 외에 주말 한국 학교8)가 있다. 그리고 미주 지역의 한국학교는 

교회 부설， 개인 설립 등과 같이 사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다른나라에 있는국제학교로서의 한국학교는 반사립 반공립의 형태로 

일정 정도 한국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미주 지역의 

주말 한국 학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여 동포 교육이나 본국 교육과정 

과의 연계 교육이라는 거시적인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 미주 지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교육 차원의 보습 학원이 

나 사절 입시 학원틀이 많이 있다 이 같은 사설 학원의 교육 목적은 미국 

정규 교육을 위한 보충 과정과 한국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언어’， ‘회화’， ‘글쓰기’， ‘한 

8) LA에 윌셔 초등학교라는 주말 한국 학교와는 다른 재외 동포가 설립한 전일제 사립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lffi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1쨌년 개교 
하였으며， 미국의 정규 교육 과정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괴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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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SAT, ‘컴퓨터’ 등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논술’， ‘수학 ‘미술’， ‘음악J 

등이다. 교사의 경우 영어 관련 과목은 미국인 현직 교사나 한국에서 유 

학 온 대학원생， 기타 과목의 경우에는 재미 동포나 주재원 가족， 유학 온 

대학원생이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교회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성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은 그 규모나 다 

양성의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2 효빼흑읍자 

M만이 넘는 재외 동포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몇 년 λ에에 미 

주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고까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한국어를 교수 학습하는 교수나 학습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초 

창기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몇몇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나 연구소 

에서 한국인 교수와 미국인 학습자라는 역할 분담 아래 시작되었다. 주로 

한국어나 한국학， 한국 문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提高)，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북한 문제의 대두(擾頭) 미국 내 동포 사회의 역량 증대 등과 맞 

물려서， 최근에는 전 미주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이나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보다는 재미 동포들이 이 분야의 교수뿐만 아니라 학 

습자로 대거 침여하고 있다. 한 예로 연구자가 조사 관찰하고 있는 렷커 

스 대학의 경우 한국계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9% 정도로 이들은 

여러 캠퍼스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9) 또한 한국계 재외 

9) 렷커스 대학교 아시아 언어문화학부의 부전공 프로그램(Minor pr맹am)으로 개설되 

는 한국어 과정에는 매년 1-2명 정도가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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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뉴욕뉴저지 지역의 주립 대흑L이라는조건은주 

변의 다른 대학에 비하여 한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매 학기 초급 한국어부터 한 

국 문화나 문학 관련 과목까지 107B 정도를 개설하며， 한 학기에 약 %여 

명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잠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한국어가 필요해서 한국어 

학습을 선택하는 학습자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으로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X까 적은 것 역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이 처한 현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여건이 좋은 렷 

커스 대학의 경우 χX)3-ax)4학년도 순수 외국인 학습자의 수는 초급 한국 

어 1반{25-l)명)， 중급 한국어 2명(입양아 1명 포함)， 고급 한국어 1명이 

다.10) 이 같은 외국인 학습자 기피 현상의 이유는 아마 한국어가 미국인 

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외국어 중의 하나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떻든지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재외 

동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 소망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들 

이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 

좌를 선택하는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SAT2에서 한국어를 채택함으로써 재외 동포 2세 

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매년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도 40%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SAT2의 한국어 시험 점수는 

aDl년의 경우 %점 만점에 평균 7뼈점으로 중국어(748점)와 같이 다른 

외국어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대손성옥， 얘Xl， 2(02). 

10) 이 같은 사섣은 유영미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때4년 4윌 3일)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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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학생들이 SAT2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손쉽게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어나 한 

국 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현상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SAT2 한국어 시험이나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강좌 수강을 기피하게 만 

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한국 

어를 능숙하게 구사õ}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거의 없고， 우리말과 어순 구 

조가 같은 언어권의 일본인 학생 정도만이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로 

남게 되는 것이 현재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언어권이나 인종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한국계 학생틀 역 

시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도 비 한국계 학습자{Non-heritage Language Leamerl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외 

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ο}7}Ól= 할 것이다. 이를 통하 

여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성장과 획일화 현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국어 학습자들의 역량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치거나 

히스패닉(Hìs며nicl이나 흑인(African Ar뼈can)들에게 한국어 무료 강좌 

를 개설하여 한국어나 한국학 한국 문학을 배우려는 학습자의 저변(低 

邊)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또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저변 확대나 학습자의 질적 전환을 위해 

11) 예전 통계 자료지만， 뼈l년도 SAl깅 한국어 응시자의 rn~가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 

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다 언어권이나 인종 분포에 대한 통계 

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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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류(韓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계 비영리 

사회 단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학생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미주 한국어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미주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실제가 최고(最古 最高)라는 생각이나 한국어 학습자의 수에서 

양적으로 최대(最太)라는 생각 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자 

가 보기에는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은 이 자부심이라는 우불 안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어교육계가 커다란 지각 변동의 소용돌 

이 속에서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 및 교수 

볍， 교육 과정， 학습자 등에 관한 모든 측면(질적， 양적， 다양성 등)에서 말 

이다 

3. 효댁어 교육과정 

그동안 연구자는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장을 조샤 관찰하고 여기 

에 참여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틀에게 어떻게 

든지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측면에서 백화점에 비유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한국학이라논 진열대를 마련하여， 외면당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소개한 개척 정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한국어를 지켜온 수고스러움.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을 

학문의 자리로 당당하게 끌어올린 공로 더구나 남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을 기꺼이 맡아 감당하고 있는 봉사 정신 등등에 대해서 

적어도 연구-^}가 그동안 만난，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랬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노동이고 이 일에 종사하는 것 

역시 직엽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 

는 사람틀은 자신틀을 스승야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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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교수에게서는 보기 힘든 사명감 또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다. 그 

이유는 미주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양적인 사고 

에 기반을 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의 교육 

제도 속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국어교육보다 그 역사도 오래 되었고 지내온 이력(屬歷)도 다 

른 중국어나 일본어의 우산 속에서 단지 동아시아의 언어라는 이유로 공 

생해야 하는 교육 환경은 한국어교육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어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질적으로 제고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공룡과 

같은 위용을 자랑승}는 중국어와 얼본어라는 두 언어의 틈새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한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된 중국 미국 

의 절대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과 중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미국 그렇 

기에 동아시아학과의 교육 과정이나 인원 구성은 중국학을 중심으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고대의 찬란했던 중국 문화에 대한 서양 사 

람틀의 동경심과 서양 중심주의에 대한 반향(反響)에서 제기되었던 동양 

학(Orien때sm)의 열기는 미주 지역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된 동아시아학 

과의 중심에 중국학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한국 

은 중국의 변방이거나 아직도 전쟁의 와중에 있는 나라쯤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이런 편견은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 

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2) 

더구나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일본과 일본어가 동 

아시아학과의 또 다른 구성원이다. 미국의 중국학에 대한 필요만큼 일본 

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동원하여 미주 지역의 일본어교육이나 일본학 연 

12) 참고로 중국계 미국인， 즉 화교는 전 세계 화교 3때만 명의 10.48% 정도가 미주 지 
역에 거주하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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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나 일본학은 교 

육 과정이나 인적 구성에서 동아시아학과 주류 학문의 하나로 자리를 잡 

고 있다. 중국학과는 달리 일본 경제의 세계 진출 또는 미국 진출을 위해 

서 일본어와 일본흑L을 육성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재계까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13) 

이에 비하여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은 미국의 필요도 중국에 비하여 

크지 않고， 한국의 지원도 일본에 비하여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미 국방 

성의 용역을 받아 추진하는 ‘없없1 Flags비P Pr，맹'am’(하와이 대학， 

UCLAl도 미국의 이익이나 안보14)를 위해 필요한 중국어의 펼요만 하지 

못하고， 한국의 국가 기관(한국흐탤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 

포재단)이나 기엽의 지원은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기관이나 기엽 

의 인식이나 해당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이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 

설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학과에 속하는 한국어， 중국어， 일 

본어 중에서 한국어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孤軍舊歸)하고 있다. 

이 점은 비교적 한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정 

13)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국어학회에서 펴낸 『세계의 언어 정책l(태학샤 1m3)을 

참조할수있다. 

14) “깐le l',"ational F1agship La뼈뻐ge Initiative(l\Bl) was dev바)야:rl un따r the au삐ces of 

NSEP to address the urgent and growing need for Arærican students across 
disciplines who advance to 미-ofessional levels of co~tency in lan핑없ge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l','fU pilot prc핑rams have 냥'en developed at several U.S. institutions 
of higher 때lcation f，아 advanced lar밍uage training in Arabic, Kor얹n， 뼈nclarin 

Chinese, and Russian. Each pr멍ram is designed ω train stu따lts to the federal 
Interagency Lar핍뻐ge Rαmdtable(ILR) Level 31 ACTFL Superior level, which is 
considered to be 미'ofessional wc때ng prl찌αency in a lan햄a당e." (출처는 아래 시아트 
드즈기、 j<].À.\ 

I ~→ p ←~I 

(http:νwww.umich.어u!ïinüν1년te/αlf/NFll.2004.nation벼 f1agship.lan잉lagι .i nitiative.]X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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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씬 좋은 LA나 뉴욕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의 동아시아학과 전 

공 영역의 교과목 나열이나 교수 요원 확보 현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의 사정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대학의 현황을 비교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언어 전공 영역과학위 과정 파목수 」•1.• /ι「-/L「

IρIwer Division QJUrse: 21 
중국어 U마fπ Division Course: lJ 9 10 

머따uate co따'Se:32 총 83괴목 

IρIwer Division Course: 17 
UCLA 일본어 U마:er Division αurse:38 18 10 

@떠uate Course: 41 총 %과목 

Lower Division αm똥: 19 
한국어 u마:er Division Course: J1 15 7 

허떠uate Course: 29 총 ffi과목 

중국어 
Un따망-acluate 뼈oor 

18 5Gll) 
Undt맹ra메ate Minor 

Rutgers 
일본어 

Under밍-acluate Major 
11 3(9) 

Unclf뿔racluate Mincπ 

한국어 Un따밍-acluate Minor 8 2(6) 

뼈~or in 뎌때뻐ge and C버따e 

중국어 
Minor in East Asian La때디ages 

13 18 
뼈dorlMinor East Asian Studies 
MA, Ph.D in East Asian 뎌맹uage 

Major in 뎌때뻐ge 뼈 C버.ture 

Indiana 
일본어 

Minor in East Asian La맹uages 
18 11 

h때or/Minor East Asian Studies 
MA, Ph.D in East Asian 뎌맹뻐ge 

Major in La때uage 때 C띠ture 

한국어 Minor in 없st Asian μ때uages 5 3 
뼈~or/Minor 앙1St Asian Studies 

※ :m4년봄기준 

※ 릿커스의 괄호 안은 강사 포함， 인디애나 과목 수는 때4년 가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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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미주 지역 대학의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 전공이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주에서 제일 

큰 교포 사회를 배경으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 연구 분야에서 비약적 

으로 발전하고 있는 UCLA의 경우， 중국어가 전공 과목 수나 개설 과목 

수에서 한국어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일 뿐이다. 그러나 최근 머 지역 

에 급증하는 중국인들의 진출은 조만간 이런 상황마저 역전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 지역에서 개설 과목 수나 학생 수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릿커 

스 대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LA나 뉴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사정은 거의 인디얘나 대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은 여건 면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언어에 비하여 열 

악하며， 스페인어 등을 비롯하여 서유럽의 언어와는 비교하기강} 어려 

운 형편이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 거주하는 흑인 인구를 능가하는 4,(XX) 

만 명15)에 이르는 히스패닉들을 배경으로 하여， 스페인어는 전 미주 지역 

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교육되는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같 

은 편중 현상은 대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보다 중 · 고등학교의 외국어교 

육에서는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l1I.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현황 

l 효댁어 흑읍자으| 요구 분석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지난 때4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국어 학습자 

15) 미국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의하면， 때B년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2억 9，001만 

명이고 이 중 히스패닉계가 3쨌만 9천 명， 흑인이 3，암4만 9천 명， 아시아계가 1떼 

만 3천 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주판 『중앙일보4의 때4년 6월 15일자 기사를 참 

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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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설문 문항 

의 구성은 먼저 미주 지역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 문항을 제시했다. 즉 한국에서 언제쯤 떠났고， 한국어를 몇 년 정도 

배웠고， 어디에서 배웠으며，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와 열상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 시간을 묻는 문항이다. 그리고 다른 다섯 문항에 

서는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받는 곳， 한국 문학교육의 경험 여부(문학 수 

강자의 경우 한국 문학교육에서의 어려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 한국 문학교육의 목표 한국 문학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u깨막에는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한국 문학 작 

품을 고전 문학. 현대 소설， 현대시로 구분하여 각각 세 개씩 제목을 쓰도 

록했다 

통계 처리를 하면서 명문 사립 대학인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을 묶어서 

주립 대학인 릿커스와 구별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주목 

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 두 집단의 경우 각각의 학습자 

수가 많지 않아서 통계 수치의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 결과의 해석에서 중점을 두고 살핀 집단은 세 개 

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두 집단이 변별적인 경우의 수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설절적으로는 네 개의 집단을 분석하였다. 

※ 만 6서l 이후 한국에는 어느 정도 체류하였습니까? 

ζ\ ~ι~B-
고급 

무L하「 표。ii H5L 

렷커스 도E묘+~→i 소계 

l년 이내 2) 니 [ 8 13 l 39 

2-5년 8 9 3 12 5 2) 

6-15년 0 10 11 9 m 
16년 이상 0 2 0 2 6 8 

*• n「경 。→'i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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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학습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머물었나를 묻는 것이지만， 어느 

시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거나 어떤 학습자 집단이 한국계 미국 

인 학습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 문학 학 

습자의 경우 주로 중학교 이상의 단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릿커스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과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틀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릿커스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앞의 두 집단의 중간， 즉 초등학교나 중 

학교 단계에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온 집단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렷커스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 중급 학습자들은 주로 미 

국에서 한국어 학습을 한 것에 비하여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에서의 한국 

어 학습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문 

학 작품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한국어 

를 배운 학습자들이 수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콜롬비아와 프린스턴 고 

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초급 단계에서부터 배워서 이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어를 대략 벚 년 동안 배웠습니까? 

~ 낀 :ZrE「
ïI..그H 

τ DrE-7l 죠。느w 
릿커스 콜+쓰 소계 

5년 이내 al 8 9 17 4 40 

6-10년 2 8 2 10 7 19 
11-15년 2 5 0 5 7 14 

16년 이상 0 5 6 4 10 

이 통계는 미주 지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틀이 얼마나 

한국어를 배웠는가를 묻는 것으로， 앞의 설문 문항을 보충하는 자료이기 

도하다. 이 표를 보면， 릿커스의 중급 학습자들과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학습자틀은 주로 고등학쿄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음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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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커스의 고급 학습자와 한국 문학 학습자틀에게서는 변별적인 특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 iζr二H二L 고급 
문학 종합 덧커λ 콜+μ 소계 

한국의 정규학교에서 16 5 21 19 47 
미국의 한국학교에서 9 4 4 8 0 22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12 4 10 14 3 29 
가정에서 18 11 6 17 6 41 

* 복수 응답이 있음， 무응답: 1명 

이 통계는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학습자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 점은 모든 집단의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한국어 

를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틀의 한국어 

학습 현징L이 복합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이 설문이 단수 응답을 

요구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복수 응답을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릿커스의 고급 학습자틀과 한국 문학 학습자들의 대 

부분은 한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비 

해 릿커스 중급 학습자들과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학습자들은 

주말 한국학교의 비정규 교육 과정보다는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나 한국 문회를 배운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점 

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 

증하는 자호초가 될 수 있다16)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나 

16) 연구지는 주말에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한국 학교에 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 
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를 가르치는 ‘기초반’을 제외하고는， 열주일에 히루 정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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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 ~ζr二aL
고급 

문학 종합 
릿커스 콕~+ •II 소겨l 

부모님 28 22 8 3) 16 74 
학교선생님 0 3 6 9 4 13 
친구 4 5 2 7 5 16 
기타 태권도 사범， 가족(형， 조부)， 드라O}2， 비디오， 한국， 5 

* 복수 응답 있음， 무응답 1, 기타의 5는 중급 학습자 응답. 

이 설문도 단수 응답이고 최선형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 

자들이 복수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 

들로부터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 

람을 부모님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보면 앞의 통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 

정이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이 

응답에는 부모들의 강요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을 것이지만 .. " .. .1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달리 학교 선생님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다만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렷커 

스의 중급 학습자들은 앞의 설문에서는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답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설문에서는 아무도 자신 

들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자기들을 가르친 학교 선생님 

을 지목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계도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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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히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5z:「二HjL
Jl.二B그 

ILgLi 「5L 종합 l 
렷커스 콜+쓰 소계 

1시간이내 11 4 5 9 2 22 

2-3시간 14 2 3 4 21 

4-5시간 2 4 3 7 6 15 

6시간이상 6 
L•••••• 17 2 19 10 l3 

한국어 학습자들의 일상 언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학교 등 일 

상 생활에서 한국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고 물은 설문의 결과다. 그 결과 

를 확인하여 보면， 릿커스의 중급 학습자， 콜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학습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뼈， 렷커스의 고급 학습자와 한국 문학 학습자틀은 한국어를 많이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전자의 집단은 영어권 학습자틀이고， 

후자의 집단은 한국어권 학습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 

으로 미주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권 학습^r뿐만 아니라 영어권 

학습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연 ;ιf二Hl

」←l二H;L
도LLt 「5l 초。하 닝 

렷커스 ~+~→E 소계 

비디오나 영화 22 19 7 26 9 57 
인터넷 12 12 5 17 16 4.'5 

한국판련 서적 9 9 10 7 26 
가족이나친구 30 z 12 34 9 73 

기타 교수님， 학교， 한국어반2， 코믹， 기타2 

*복수응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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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은 한국어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자료는 무엇이고， 이 

를 참고하여 앞으로 학교나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보조하는 자료틀 

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을 개발하여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물 

론 이 경우도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상 생활 속에서 한국어의 사용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책보다는 비디오나 영화， 인터넷의 도움을 받 

아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습 보조 

자료 개발에 이 점을 참고하여 영상 매체나 신매체(NewM어ia)를 활용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펼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 

로 나은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터넷보다는 영화나 비디오를 선호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빼 앞으로 인터넷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권 학 

습자들뿐 아니라 영어권 학습자들을 고려한 자료를 개발할 팔요가 있다， 

※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헝f국어릎 배우면서 항주 문학어l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고급 

도ι!..<.5 • l1 종합 τ;ιr그h 

렷커스 특nlf •:rr• 소계 

있다 16 24 11 35 × 51 

없다 17 2 X 19 

다른곳에서 배우거나 
접에서， 풍윤저l 

접한 적이 있다 

* 한국어반만 해당하는 문항 

이 설문은 한국어 학습 단계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얄아보기 위해서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설시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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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부분의 고급 학습자들은 이전 단계에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점은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 

로 문화 또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활 

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도 부합하는 현샘다. 

이에 비E애 중급 학습자들의 절반은 한국 문학을 이전 단계에서 배운 

적이 없다고 응탑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어 초급 교재나 여기서 활용하 

는 학습 보조 자료가 의사 소통 능력 함öJ=-을 위한 일상 상황이나 대화， 생 

활문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급 이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문학 

번역 작품이나 간략하게나마 번역된 한국 문학 소개 또는 한국 문학사를 

보조 자료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7) 

※ 한국 문학 강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한국어 어휘 5 

한자어나 한자표기 17 

문학 작품의 비문법적 표현 3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적 표현 13 

미국과는 다론 한국의 문화 0 

* 무응답: 1명 

* 복수 응답 가능， 한국 문학 수강반만 해당히는 문항 

이 설문 조사는 한국 문학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한국 문학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한지어나 한자 표기를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다음 

17) 이 같은 교수 학습은 아시아권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미 
주 지역 한국어교육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95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적 표현을 들고 있다. 이처럼 한자를 어렵게 

느끼거나 시적 표현과 같은 문학적 표현을 어려워하는 현상은 한국어교 

육뿐만 아니라 모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8) 이에 비하여 문화 차이 

를 호소하는 예는 없었다. 그 이유는 이 집단의 학습자들이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문화권 속에서 성징L하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고급 

문학 종합 f:1「:二HL

릿커스 콜+프 소계 

매우필요하다 4 11 3 14 10 28 

어느정도필요하다 8 15 6 21 9 38 

보통이다 21 0 3 3 2 26 

펼요하지 않다 0 0 0 0 0 0 

* 무응당 1명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과 한국 문학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한국 문학 학습지들이 그 필요성 

을 더 느끼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앞으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한국 문학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 

며， 외국어교육에서 외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한 

국어교육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중급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 

18)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나 한자 표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문장이나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어려운 것으로 꼽고 있다. 이 점은 영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읽을 때 영어권에 흔히 

쓰는 라틴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던 기억과도 상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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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라고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직 중급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가 적었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어 교재가 의사 소통 능 

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중심 o 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급 이 

하의 한국어 교재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두 

고 이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할 펼요가 있다. 

※ 한국어나 힌박 문학 관련 강좌릅 수강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윤까요? 

~ "bζ→그-" 덧커스 

J1.그U 

볼+프 소겨l 
￡LlE1l i。슨E aL 

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올 
25 17 9 m 6 57 

것이다 

한극인으로서의 자긍섬 • 정체성플 
23 10 6 16 10 49 

확인할수있윤 것이다 

한극 문둘f이나 문화에 대해서 
24 15 8 23 18 45 

긴。Jf-w :r: $J~ 거 /、。 1tl

앞으로 전공 공부나 인생?1이어l 
12 3 6 11 2 25 

도움이 된 것이다 

기타 
닫써 공부 함어과가 자한라움 함인과의 j 

대화， 2세플 위해， 가족간 의사소통， 읽꾀쓰기 

* 학점 취득과 관련된 사항 제외， 복수 응답 가능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효과를 묻는 설문으로， 한국어교육에 

서 한국 문학교육이 어떤 목표를 지향(志向)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복수 응답을 요구한 문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틀이 외 

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닫게 응답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유사한 설문을 한국어 

교사나 한국어교육 연구자 대학원생틀을 대상으로 최선다형으로 물었던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결과대윤여탁， 찌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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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적 

은 학습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렬롬비아와 프린스턴의 고급 한국 

어 학습자들의 절반이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집단의 학습자들이 다른 집단과는 다른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학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도 할 수 있 

다. 이밖에 기타 항목으로 한국어 학습(땐， 대화， 의사 소통， 원기， 쓰기) 

과 관련된 목표를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 한국어교육에서 배울 만한 7써가 있다고 생Z북}는 한국 문학 작품은 어떤 것입니깨 

--------------
τ =2r::H=L 

고급 
문학 조。ii t5jL 

렷커스 콕êi""+，.=:..표 소계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10 8 4 12 7 29 

작가나작품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24 16 7 23 12 59 

있는작품 

한국인이나한국문회를 
z2 12 8 m 11 53 잠7L 노 ~^녁1-:z「rl • • <'{% 

한국어를배우는 데 
12 9 6 15 2 29 

도움이될수있는작품 

최근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 l3 7 5 12 9 34 
기타 한국의 역샤 문화， 정치적인 작품 

*복수응답가능 

이 설문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은 한국 문학 작품의 기준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많은 한국어 학습 

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과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 

를 잘 보여주는 작품’을 꼽았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 

학 작품은 쉬우면서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하며， 이런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채나 한국 문학 교재가 구성되어야 함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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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이에 비하여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문학교육)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한국어 의사 소통 교육) ‘최 

근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현실 문화 이해)은 비슷비슷한 정도로 응 

답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한국어 학 

습자틀은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이나 대중 문학 작품틀을 다ÖJ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제목윤 각각 세 개씩 쓰시오. 

고전 문학 | 홍길동전(7) ， 춘향전(7)， 섬청전(5) ， 흥부전(4) 
현대소섣 소나71m)， 가시고기 (6) ， 상록수(6) ， 아버지(6) 

현대시 진달래꽃(5) ， 님의 침묵(4) 

이 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의 제목을 쓰도 

록 한 주관식 설문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고빈도를 보이는 작품 제목이 

다(이 문항에 대해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J 그리 

고 앞의 설문 조사 결과 해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전 문학 작품이나 

현대 문학 작품을 막론하고 모두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 

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 현대 소섣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학습A}들은 「가시고기」나 「아버지」처럼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읽힌 대중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응답한 거의 모든 학습자틀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 

전 소설을 들고 있다. 또 표에 제시된 현대 소설과 현대시의 고빈도 목록 

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현대시보다는 현대 소설에 대해서 다.ÖJ하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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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 이처럼 고전 시가나 현대시보다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을 선호(選好)하는 경향은 자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과 이야기 

로 이루어진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은 한국어 

교사나 연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19) 

2. 효댁어 문학교육과정 현황 

이 부분에서는 연구X까 지난 2003년 12월부터 때4년 2월ηF지 미주 지 

역 30개 대학에서 개설하거나 교육 과정에 나열하고 있는 문학 관련 교과 

목이나 강좌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미주 지 

역 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조사는 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만한 학교로 추정되는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파 

나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로 한국어교육 관 

련 과목과 교수 요원， 강의 계획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X까 이렇게 조사한 대학교의 한균어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국어 프 

로그램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거나 강좌의 명칭만으호는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혼권어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학과의 공 

통 강좌에 부제(副題)를 달아서 한국 문화나 문학 관련 강좌로 개설하기 

도 하였다. 더구나 한국 문학 관련 강좌띄 경우 한국어 프로그램에는 나열 

19) 이와 관련해서는 윤여탁CID2)의 다음과 같은 설문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한국어교육에서 문힘L이 펠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휘릅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언어 능력에 도움을 준다 ffi 

문학 속에 나타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한 데 도움을 준다 147 

한국어 수엽의 다OJ하고 유용한 활용 자료가 된다 ffi 

학생플의 흥미를 끌어 학습 동기 유밤에 도움이 된다 39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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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만 이를 담당할 강사가 없어 최근 몇 년 동안 개설된 적이 없어 

서 조만간 폐강될 처지인 경우도 있다는 사정을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주 지역 한 

국 문학교육의 대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조사 내용 중에서 학과의 대체적인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코스 구분과 전체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 문학 관련 과목 

의 명칭， 교수 및 강사의 수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 표를 바탕으로 하여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과정의 

대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 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효댁어(효택학) 표련 교육과정， 문학 강좌， 교수 요원〉 

대학 코스구분 
과목 

문학관련 과목 
Ji!.~까r 

←}「- 장사 

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Li따-ature 

BYU 
Majcπ 

21 
Korean Iiterature in Tf"dJ1s1ation 

3 
MA, PhD MxI태1 Korean Ii따-ature 

Advanα영 R얹dings in Koπllil Language and Iiterature 

Chicago Minor 16 
The Foπmtion of Mc때n Korean Ii떠뻐reI 

3 
The Forrnation of Ma:lern Korean Li따-ature II 

CD!I(피uium on Mα:lern East Asian Te>αs 

뼈jα 
Corr뼈rative Li떠-ature - East Asia 

α，lumbia 
MA, PhD 

'lJ Korea, Japan and Ii따aJγ Mαlemity 7 
ser피nar: Gencler & Writing in chirra and Kor않 
Mα:lern Kor얹n Li따-ature 

Mα때1 Kor얹n Ii떠-ature in Translation 
Cornell Mincπ 16 Reaclings in Korean μterature 4 

[농，vel때ænt of Ii떠aJY Mαlemity in Korea 

Duke Minor 9 
Advanαrl Kcπ얹n II (pansori) 

4 
Korean Ii따-ature in Translation 

G없-ge 
Minor 11 

Korean Iiterature in Translation 1 
1 

Washington U Korean Ii떠-ature in Translation II 

Ge:πJ.tia U &때u<핑e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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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스구분 
파목 

분학관련 과목 
jjι~T 

기h→ 강사 

Traditional Korean Literdture in Translation 
Korean Li따-ature in Translation 

Majα 
Pre-M때m Korean Literature 

Harvard 30 MOOem Korean Pætry 10 
MA, PhD 

f죄story of MocI얹1 Kor，않n Literature 
1'1100앉11 Korean Fiction 
Reading and Research 

IntrOOuction to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Intr때uction to Mα때11 Kor，뻐1 Literature 
Lan밍니age and Culture of Korea 

Hawaii U. 
Major 

39 
Kon않n Ver똥 

15 
MA, PhD Kon없1 N와rative 

Kon없1 Drama 
Literarv Translation of Korea 
R앉gπh Seminar in Kor없n Literature 

Indiana U Minor 13 Korean Folklore 4 

Michigan U 
Major 

21 
Kor없n Li따-ature in Translation 

8 
MA, PhD MOOemism and Mcdemity in East Asian Fiction 

Minnesota U. lVlinor 10 To띠cs in Korean Literature 

Major 
Literarγ Kor，얹n 

NYU 11* 20th Century Koreén Literature in Translation 4 
MA, PhD 

Korean Mαlemism 

Kor얹n LiteratJ미re in Translation 
이1Îo State U. κlinor 15 Studies in Korean←에ærican Li따-ature 3 

Korean Literary Tradit:ion 

버msylvania U Minor 12 3 

Princetαl U. 뼈때뻐ge 6 3 

Riæ U. @찌인lage 9 Kor，뻐1 Literature cnd Culture 2 

Readings in Korearl Li따ature 

Rutgers U. Minor 22 
Korea in Translations: 1'1100'태1 Literature and Filn1 

6 
Ko뼈n Literature in Translation 1 
Kor없n Literature in Translation rr 

U‘ at Al벼ny 
Minor 8 Topics in Korean literature, 태stoη and Culture 5 

SUNY 

F 와 g빼때m 
Minor 12 

Ko뼈n Li따ature of 20th C농ntury(in Trdl1slationl 
2 

SUNY Kon뻐1 Literature é[ld Culture(pro 잉th Centu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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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둔1/ι→T~ ι닐L 
파목 

문학관련 과옥 
』←，←A「→

←A「- 강사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1 
U. at Bu뼈o 

l'vlinor 18 
Kore와1 Li따<lture in T ranslation II 

4 
SUNY Korean Literature 1 

Korean Literature II 

c. at 앉α1따따〈 
i\linor 15 

Korean Li떠<lture(in Translation) 
SLm Studies in Koπilll Literature 

Intnδuction Pre-ì'v!c때n Kon않n Literature and Culture 

UC Berkeley Major II 
Introduction Mα때1 l\;이많n Li따<lture and Culture 

7 
Modem Ko뼈n PætJγ 

Four y，얹rR얹dings-Literature 

CC 1rvine l'vIinor 8 Korean 1j따<lture-Advan<때 Texts 

Readings in M:d맘n Korean Literature A 
Readings in Mα따nKα-ean Literature B 

UCLA 
Major 85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Classical 

7 
MA, ThD (~) Kor않1U따<lture in Translation: M여αn 

Topics in Korea Cinema 
Korean Folklore 

CCSB !'vIinor 15 Korean 1j떠-ature and Film 3 

UCcSD Minor 10 Advanced R얹dings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7 I 

l'vlajor 
&π-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CSC 21 Readings in Korean Pæσy 8 
MA, PhD 

Headings in MαIem Korean Literature 

Social Science U따<lture in Korea 
Readings in Korean Lit:erdture 
Foreí밍1 Study‘ 1\;or얹n Literature 

Washington U 
l'vlajor 

% 
Advana었 &때mgs in M성에1 Kor않n Li떠<lture 

8 
MA, PhD Advanced Readings in Traditional V，태m따ar Kor없] 

1j따<ltlπe 

l'vI;표W Ko뼈ns 갱th CRntuJγ Literature and ωltural 
CαlSσuctJon 

Yale &따낀Jage 3 Trauma and Collective Mermη in Kon없1 Literat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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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U: 대학원 강좌 미확인 
* 주전공(뼈아)과 부전공(Mìnor)은 학과의 공식 표시뿐만 아니라， 학부나 대학원의 존 
재 여부와 교육 과정음 검토하여 연구자가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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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현황은 통일적인 교육과정이나 각 대 

학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학마다 학습 

자나 교수자 등의 여러 여건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어 

를 전공으로 개설하는 학과는 공통적인 몇몇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나열 

또는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터맹U웹e 프로그램만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기관이나 연구자틀이 몇 가 

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히여 제시하고， 각 

대흑L이나 기관은 이 중에서 자신들의 사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채택하 

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다2이 

이 경우에도 각 대학이나 학과의 사정이 교육 과정 운영에 최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강의를 수강하는 짝습자가 없다거나 강의를 담당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강좌를 개섣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런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 문학교육 관련 과목에만 해당하는 것 

은 아니다.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나 훈r국어학， 한국 문학， 한국 문화 

등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때 세부 

전공의 종류나 대학원 과정의 유무 교수 요원 확보 현황， 타 전공관의 관 

계 등도 부분적으로는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그동안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 한국어교육계에서 연 

구된 연구 엽적이나 각 지역 한국어학과의 교육 과정을 참고할 수 있으 

며， 여기에 미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과목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은 위의 표 

20) 한국어학과의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히는 것은 쉽지 않은 엘이다 그 대안으로 한국 

어교육의 여건이 좋은 몇 대학에서 교육과정닫 마련하면， 디른 대학은 이를 참고하 

여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한국의 국어교육계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3차 자료집(:r0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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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는 %개 정도의 각 대학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을 몇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한 통계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이를 통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과목의 성격 과목수 

한국 문학 입문(Intn빼ction) 5 

한국 문학 강독(Readings) 18 

한국 문학 번역(Translation) 22 

한국 문학 장르(G없re， 시나 소설 등) 11 

한국 문학사Ülistorγ) 10 

한국학 복합 강의(언어， 문화， 정치 등) 5 

동아시아학과합동강의 5 

세미내않ninar) 4 

위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이 ‘한국 문학 

강독’이나 ‘한국 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로 한국 문학을 소개하거나 독서의 수준에서 한국 문학이 교수(학습됨으 

로써 한국학 차원에서의 한국 문학만 있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한국 문 

학은 없다고 할 수 있다021} 더구나 한국어학과를 졸업하는 적지 않은 사 

람들이 앞으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된 교과 교육(뼈ag맹y)의 수강이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 관련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미주 지역 대 

학에서 한국어가 처한 어려운 사정도 있고 미주 지역 대학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자만심， 낙후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21) 이런 현상은 날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 지역 한국어교육계에서 가장 두드러 

져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교육이야말로 한국학이나 한국 연구의 기본이자 근간이 

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국학으로서의 문학이나 어학을 고집하는 극단에서 

나타나는 현싱이기도 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105 

한국 문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의 부족도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연구자도 한국어교육에 어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이 여러 점에서 장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이다. 또한 한국 어흐L이나 한국 문학이나 

이와 관련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보디는 영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들이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런 현 

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문학교육 전문가를 양성 

하는데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런 노력을 통하 

여 한국어 문학교육과정의 편횡썽을 극복승배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 한국어 교육 과정 중에서 문학 관련 교과는 교 

과목 개발에 실패하고 있다.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있어서 비교적 

툴을 갖추고 있는 대학의 한국어학과도 평균 5과목(9개 대학에 44개 교 

과) 정도의 한국 문학 교과목을 교육 과정에 나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 

마다 또는 학기마다 한국 문학 관련 강의흡 개설하는 개설 교과목 실정은 

이보다 더 참담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에 있는 한 

국어 프로그램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런 현 

상의 원인은 교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수끼쉰}는 학생이나 강의를 담당할 

교수가 없다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에서 한극 문학 관련 교육과정의 문제점 

은 입문이나 번역， 강독과 같은 기본적인 강좌만이라도 적극 개설하고 

이를 담당할 교수 요원을 양성하거나 전임 교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 

지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미주 지역 한국어교 

육학계가 나서서 이 분야에 대한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설시하여， 교수 

역량을 함양하고 교사툴 상호 간의 정보탈 공유하는 방볍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연구자가 살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이 중에서 한국 문학교 

육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은 피상적인 접근이라는 한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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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대학이나 학과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살폈기 때문이며， 한국어교육 가 

장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학습자 교수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학습 

(대부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 능력 교육) 

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살필 수도 없었고 고려 

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3. 효택어 문학 교수 · 흑읍 현장 연구 

1) 효댁 문학교육 현장 참여 관잘 

연구자는 지난 2003년 9월 미국에 와서 동부 지역에 체류하면서， 이 지 

역의 한국어교육 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 

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04년 4월까지 진행하였다. 참여 

관찰 연구를 위해서 2003-2004년 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고자 하는 강화의 담당 교수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담당 교수와 협 

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된 두 번째 주부터 관찰자로서 참석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강의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참여 관찰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연구자가 EL여 관찰한 2003-2004학년도 봄 학기 강좌인 ‘한국 문학 강 

독’은 아시아언어문화학과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 

었으며， 이번 학기에는 주로 한국의 현대 시인(최남선부터 해방 전까지의 

시인)틀의 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담당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일찍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정규 학교를 다 

녔으며， UCLA에서 한국 문학t현대시)으로 문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107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002-2003학년도부터 릿커스 대학에서 ‘한 

국 문학 강독’과 ‘한국 문학 번역’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1시 떼분부터 12시 밍분까지 %분간(3 

학점 3시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처음 낌뼈 관찰을 시작한 주에는 수강 

자는 25명 정도였는데， 이후 일부 수강X뚫이 수강 취소를 하여 최종적으 

로는 22명의 학습자가 이 강화의 수강자로 남게 되었다 수강 취소 사유 

는 주로 한국어 능력에서 강의를 원만하게 수강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강의의 대부분이 한국어(때로는 영어도 사용하지만)로 진 

행되고， 한국어로 된 한국 문학 작품을 씬기 때문이었다. 학습자들의 성 

비(性比)는 여학생 15명， 남학생 7명으로 모두 한국인 유학생이거나 한국 

계 미국인이었으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이 6명， 미국에서 태 

어난 학생이 1명，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미국으로 온 학생이 15명이었다. 

시간이나 요얼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7-19명 정도가 강의에 출 

석하였다. 

수엽의 진행은 학습자들의 발표와 토륜이 많았고， 부분적으로 교수의 

설명과 보충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견로 강의를 진행할 때 교수는 토론 

의 진행지이자 참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처음 두 번째 주까지는 

학생들과 같이 시를 읽고 교수가 읽은 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학습자틀이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시인을 선택하여 조 

사한 바를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전체 학습자틀이 조를 편성하여 몇 가 

지 관점(목소리， 음질， 어휘)에서 시를 읽고 토론한 다음에 한 학습자가 

대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담당 교수와 같이 

이 관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학습 환경인 교실은 칠판과 교탁 외에 따R이 갖추어져 있는 평범한 

강의실이었다. 학습자들의 책상인 큰 테이블 세 개가 교탁 앞에 놓여 있 

었으며， 이 주위에 의자를 놓고 둘러앉게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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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강의실에 들어온 차례대로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 개 

의 조로 편성되어 시간마다 토론조를 따로 편성할 펼요가 없었으며 대체 

로 시간마다 조편성의 구성이 달라졌다. 다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몇몇 학 

생들이 항상 같이 자리를 잡는 경횡t이 있었지만 조편성에 큰 변수로 작 

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연구자는 전체 학습자틀이 잘 보일 수 있는 곳 

에 자리를 잡고 수업 진행을 관찰하였으며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담 

당 교수의 보충 설명 부탁을 받고 두 번 정도 수업에 관여하였다J 

강의 계획서는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도 담당교수로부 

터 전자 메일로 받아 숙지하고 있었다. 강의 계획서의 내용22)은 개설학과 

와 담당 교수에 대한 안내 강의 소개 교재 평가 방법 및 주간 강의 내용 

등이었다 교재는 담당 교수가 발훼한 시 작품 파일을 학습자들의 컴퓨터 

로 다운을 받아 인쇄한 복사물이었으며 일부 시 작품은 강의 시간에 배 

포되기도 했다. 

참여 관찰한 강의 내용 중에서 김소월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인상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달래꽃」을 읽고 학습자들 

사이에 벌어진 ‘목소리(시적 화자)’에 대한 토론을 들 수 있다. 이 시의 화 

자에 대해서 한국의 교과서에는 여성 화자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 

어서， 한국의 문학교육 학습챔은 대부분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 

지 않는다. 그런데 미주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은 여자라면 애인을 과감하 

게 떠나보낼 수 없다는 점이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강경한 어 

조를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시의 화자가 남자일 수 있다는 주장 

을 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의 일부 학생은 영어 

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 r진달래꽃」을 대중 가요로 불러 이 시를 대중화시키는 역할 

22) 강좌명은 <t'Readi명s in Kor얹n Litera빠 (574:4!l)~으로서， 그 상세한 강의 계획서 
는부록 1을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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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마야(Maya)’라는 가수의 노래를 소개하기도 했으며초혼」을 감상 

하면서 한국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초혼제를 비디오로 보여주어 학습 

자들이 이 작품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먼 후일」잃)을 

강의할 때 학습자들에게 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어로 번역하여 전달 

하라는 연습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이 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번역 과 

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문제들(forget과 nllSS 등 어휘， 리듬， 의미 전달， 행 

이나 연의 길이)에 대하여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이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같은 교수 학습 방법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반 학기 동안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교수 학습 현장을 관찰하면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방향이나 미 

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수준띄 문학교육은 뉴욕이나 LA와 같 

이 한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제한점24)이 있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한국 문학교육 방법은 어렵지만은 않 

을 것이라는 생각과 궁극적으로는 유능한 한국어 학습^r는 이 정도의 수 

준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생각하면 미주의 다른 지역 한국 문학교 

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2) 효댁 문학 교수학습의 내용 

이 연구는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을 참여 관찰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인 한국 문학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 시 

작되었다. 그런데 연구자가 한국 문학 관련 강의를 전담하지 않았던 관계 

23) 연구자도 「먼 후일」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이리는 생각하 
여 이미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의의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 윤여탁t2oo2) 참조 

24) 담당 교수는 연구자에게 이와 갇은 강화의 특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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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강좌에 대한 교수 학습 설계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담당 교수 

의 협조를 얻어 특강 방식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교수 학습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교수학습 지 

도안은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라는 제한 속에서 적용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연구자는 학기초에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자가 강의할 시인을 정 

하고， 이 시간에 논의할 시 작품의 제재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 먼저 두 

가지 얀을 가지고 담당 교수와 논의하였는데 그 하나는 이 강좌의 마지 

막 수엽에 하는 방법과 한국어나 한국 문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 

수업에 하는 방법이었다. 전자의 경우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15주차 윤동 

주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12주차 백석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 

으며， 연구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뼈 백석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 교수와 협의히어 강의에서 논의할 시 작품을 선정하였 

다. 먼저 담당 교수는 백석의 시 중에서 「고방(庫房)J ， r가즈랑집 J，고야 

(古夜) J , r모닥불J，오리 빵}지 토끼」를 선정하였고(:rot년 4월 2일)， 연 

구자가 여기에 「여승(女增) J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든 의견을 제시했으 

며， 최종적으로 분량과 교수-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강의 시간에 중점적으 

로 논의할 시 작품으로 「가즈랑집」과 「모닥불J，여승」을 선정하였다. 앞 

의 두 작품은 사투리가 많이 사용된 시이고 뒤의 작품은 백석 시의 또 다 

른 경향인 서술시(이야기 시)로， 백석의 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판단에서였다 

아울러 교수 학습할시 작품의 배열은 「가즈랑집 J，모닥불J，여승」의 

순서로 했으며， 각각의 작품에 가능한 학습 활동을 배치하도록 노력했다. 

또 이 작품들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라는 점을 고려하여 많 

은 부분 교수자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난이도(難易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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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능한 교수 학습 활동을 순차적(順次的)，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작품의 길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부담어 적을 것으로 판단한 r모닥불」을 중간에 배치하여가즈랑집」을 

거쳐 「여승」으로 넘어가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유도하 

고자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대한 교수학습쓸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로1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목표 중에서 ‘문화교육’， ‘문법교육’， 

‘어휘교육’， ‘의사 소통 능력’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선정된 시 작품을 검토하어 ‘사투리와 한국 언어 문화’， ‘한국어 어 

휘 학습’， ‘한국어 조사{助詞) 활용’， ‘다시 쓰기 또는 말하기 활동’이라는 

네 가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 같뜬 활동은 문학 작품 교육을 통해 

서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을 같이 함ÖJ승}는 것이 가능하 

고， 바람직하다는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지향(윤여닥， 때3)을 반영한 것이 

다. 

이처럼 교수 학습 내용을 정했지만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사투리가 많이 쓰인 백석의 시가 한국인 학습자나 독자에게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고 이상의 네 가지 학습 목표가 조금 어렵고 과다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연구자에게 맡겨진 짧은 시간 내에서 이 

작품들을 활용하여 가능한 학습 목표를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 또 실제 

강의에서는 피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이 같은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시 쓰기 / 말하기 활 

동’은 과제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학습에 적용될 수 있 

는 보다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수 학습의 툴(학생 발표와 토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연구자가 의도한 한국 문학 교수}학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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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기초로 한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을 완성하였다. 한국 문학 교수

학습 현장 적용의 차원에서 실시한 이 특강의 제목은 ‘백석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구안한 내용의 대강을 

밝히면디음과같다.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574:411) 
뼈4년 4월 13일(화) 

“액석(白15)파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윤여태서울대학교， Rutgers University) 

강의 내용및 진행 순서 시간 

강의 도입 3분 
학습자의 조사 및 이해 감상 받표 10분 
백석에 대해서 보충 강의， 한국 문학의 이해 10분 

口 서정시와 사투리 어휘교육， 문화교육 α20~-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가즈랑집J(교수자 중심) 
· 사투리와어휘 학습 
한국 문학과 한국 언어 문화 

口 서정시의 표현 조사{따j꾀) 활용， 넘어가기 활동 5*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모닥볼J(학습자 중심) 
· 특수조사‘~도’ 
· 함축된 내용상상하기 

口 서정시와 이야기 의사 소통 능력 25분 
- 대상 작품 얽기와 해석. r여승J (학습자 중심) 

• 사건 전개에 따른 시의 순서 
· 다시쓰기/말하기활동 

학습내용 정리 및 의의 5분 
강의 마무리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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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흔댁 문학 교수학습안의 현장 적용 과정과 결과 

현장 적용 과정: 현장 적용을 하기로 한 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가서 담 

당 교수와 교수-학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강의에 참관을 

위해 온 유영미 교수와 프린스턴 한국학교의 이종숙 교장 선생님 등 참관 

자들과 함께 ‘백석 특강이라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는 강의실에 들어갔 

다. 반 학기 동안 참관 수업을 하면서 낯이 익은 학습자틀과 간단한 인사 

를 한 다음에， 담당 교수의 강의 안내와 다음 시간 과제 안내가 있었으며 

미리 발표 수업을 준비한 학생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강의 수강 학생은 총 22명 중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세 개의 책상에 나 

누어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그러나 의사 

전달에는 별 문제가 없는 남학생 발표자의 발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인터 

넷에 올려져 있는 백석에 대한 소개와 백석의 대표작인 「여승」에 대한 이 

해와 감상의 내용을 읽는 것이었다. 이어 연구자가 강의안을 배포한 다음 

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즈랑집」 과 「모닥불j. 여 

승」을 해석하논 수준이었으며 사투리가 많이 사용된 시였던 관계로 이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은 세 편의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 즉 사투리나 모국어의 의미， 고향이나 유년 체험의 의미， 무당이 중 

심이 되었던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의 의미(r가즈랑집 j ), 모닥불이 보여주 

는 유대 의식의 표현， 특수 조사 ‘도’(r모닥불j ), 여인의 수난과 민족사의 

수난을 표현한 리얼리즘 시여승」이라는 시에 나타난 이야기의 순서， 

서술시에서 이야기의 효과 ‘같이’의 여러 가지 쓰임과 차이(r여승j) 등에 

대해서 설명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교수촉뽑 진행 과정에서는 이전 수엽 시간에 학습하였던 시나 설명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강의 시작 전에 학생이 발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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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연관지어 시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끝으로 이 

번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참여 관찰 수업에 대한 감회와 담당 교수 

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 동안 학습자들에게 낯 

선 사투리나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 시 세 편을 상세하 

게 다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여승」을 장르 전환 

을 하는 ‘다시 쓰기 / 말하기 활동’은 대체적인 취지만 설명하고 학습자들 

의 실제 학습 활동으로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현장 적용 겸과: 이번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현징배 대한 효썩 관찰의 

차원에서 실시한 현장 적용 교수-학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패한 수 

엽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교수→~，습안에서 다루어 

야 할 제재가 너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학습 목표 역시 이상적인 환경정) 

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항틀을 고려하여 너무 많이 설정했기 때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세 작품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각 적L품마다 

두 개 이상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것도 무리였다. 

다음으로 실패한 이유는 교수 학습 내용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 

들에게 어려운 시인의 작품이었음을 틀 수 있다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에 

서 어느 정도 한국어 학습을 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었지만，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낯선 백석이라는 시인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았다. 더구나 백석의 시가 문흑띨 전공 

하는 학생틀에게도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의 양을 

재조정하여야 했으나， 이미 학습자들에게 많은 시 작품들이 제공되었던 

관계로 최소한도로 조정했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끝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교수←학습 방향에 잘 

25)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교수-학습안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가능한 방안틀 
로1 학습자의 수준， 한국어교육의 단계나 학습할 문학 작품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디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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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이 있었다‘ 학습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점과 이 강좌가 ‘한국 문학 강독’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 작품을 읽고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교 

수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더구나 연구자가 원래 

의도했던 학습자 중섬의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 

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활동을 구안한 것도 설패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수있다. 

문제 해결 방안: 이와 같은 현장 적용의 교훈을 거울삼아 그 대안26)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문학 교수학습에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제재를 선정하고， 학습 시간에 다루는 작품 

의 수준이나 양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 예로 교수-학습의 제재로 현대 

문학 작품이나 대중 문학 팎폼을 선정한다면 학습자들은 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 제재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법 학습이나， 어 

휘 학습， 문학 감상 의사 소통 능력 함양 등의 추가적인 흑k습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은 교수자 중 

심의 교수흑L습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런 교수학습 방법은 어떤 단계나 

상황에서는 효과적 일 수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다시 읽고 싶은 문학 작품 

이라는 감동적인 체험P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얀을 최대한으로 구안하고 배치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섬 

화시키고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이나 자국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수-학습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 

26) 여기 제시된 대안들은 연구자가 죠썩 관찰하고 현장 적용을 했던 ‘한국 문학 강독’ 
이라는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과목에는 또 다른 사항들을 고려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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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이를 해당하는 교과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 

가있다. 

끝으로 적절한 학습의 수준과 목표 내용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인 학습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想起)할 펼요가 있다. 이 학습자 

들은 항상 한국어나 한국 문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짧은 시간 동안에 교수-학습한 내용을 자신들의 의미 있는 체험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따라서 반복 학습과 끊임없는 상기 과정이 펼요하다. 

해당 학습 시간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활동을 반복하거나 예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는 활동을 함으로써 교수 학습의 내용을 학습자들 

에게 최대한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 

N. 한국 문학교육의 정책적 대안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자가 살펴 본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 

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문학교육의 현황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적 차원에서 그 진흥책을 추진할 경우에 실현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한국 문학교육의 방횡t을 결 

정하는 문학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 펼요가 있으며， 

한국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 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빙k뿔 마련하고， 보 

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을 육성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펼요가 있다는 세 가지다. 

이 대얀들은 연구자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 

하고， 관찰자로서 조사하고 관찰한 현황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 

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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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학교나 학과의 상황에 따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효묵문학교육과정 

연구자는 앞에서 한국 문학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표준 교육과정 문제， 

한국 문학 강독이나 번역에 편중된 문학 교과목 한국 문학 관련 개설 교 

과목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논의할 문학 교육과정 

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문제는 이들 문제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들에 대한 기본 철학은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실용 학문이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틀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을 개발 

할 경우 곧바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징l이다 

한국어교육의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문학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한국 문학 교과목의 개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와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한국어교육이나 한 

국 문학교육과 관련된 표준 교육과정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만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중요 대학의 

학과에서 개설 교괴목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교육 과정을 혁신적 

으로 구안하여 이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대학 

의 학괴눈 중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괴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상황 

에 맞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개발 과정에서 현 

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을 추구하여야 한다. 현재 학습자들은 영 

화나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 문화(대중 가요 등)를 많이 접하면서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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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괴목을 개발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동서ÖJ:을 막론하고 여성주의(Feminism)나 오리엔탈리즘 신식민주 

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교육과정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자국어교육 

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향을 참고하면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확보할수 있을것이다 

이때 참교까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어학과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인접 

언어 관련 교육과정 즉 중국어나 일본어 관련 문학교육을 참조할 수 있 

다. 좀더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학과의 교육 

과정이나 한국의 국어교육 교육과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미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미주 지역 몇몇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교육과정과 교과 

목을 개설송배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경우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충 

분하고 넘치는 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미주 지역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원의 유무， 주전공과 부전공， 언어 과정의 차이 

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개발 작업의 성공 여부는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 

이나 모두 흔쾌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자부심이나 지존심， 부끄러 

움을 자랑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를 진 

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 개발， 교재 개발， 교수법 혁신 등은 하 

나로 연결되는 끈이거나 고리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논 이런저런 문서나 

제도보다는 사람。l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찌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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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교육 현장의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로 교수자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요구나 흥미 

에 부응하는 작은 노력(교과목 제목， 교재의 수정과 보조 교재의 다양화， 

새로운 강의 방법 모색)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 

로 들면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개발과 같은 큰 문제가 아딘 교재나 교수 

법 개선 정도로도 교육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닫혀 있다 몇 년 전 한 

국어교육을 하려는 학습자틀이 없었던 시절이나 최근 몇 년 동안처럼 한 

국어교육 학습자들이 급증한 시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몇몇 사람 

들의 노력으로 한국어 교재가 새롭게 개편된 것처럼， 사람도 많이 달라져 

야 하고 제도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때로는 공 

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 역시 이와 같은 시장 논리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 왜 한국 문학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수법 등이 

l:l}뀌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2. 혼탁문학교수요원 

한국 문학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교수 요 

원의 확보 문제다， 실제로 괴목이 있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이 

없어서 폐강 내지는 한동안 강의를 개설하지 못i>}는 것이 미주 지역 한국 

어교육의 실%에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앞에 

서도 말한 바와 같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 

다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하교 이를 근 

거로 하여 교수 요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 

설되어 있는 동아시아학과의 중국어나 일본어의 대응 방법이나 전략 등 

을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아사아 지역의 한국어학과의 경우도 참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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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시아 지역 한국어학과의 경우 교수 요원 확보에 있어서 미주 지역보 

다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명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프로그램 

과 인접한 중국어나 일본어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 

요원 확보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기초 학문으로서의 중국학 

이나 일본학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학적 차원으로서의 중국흑써나 일본학 

차원에서도 말이다.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깨(미국의 학습자틀은 자신틀의 학습권 

을 어떻게 확보하여 보장받는가7) 

궁극적으로 대학 자체의 재정으로 한국어 교사나 한국 문학 교사의 학 

보를 지향하여야 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미주 지역의 대학은 특히 그렇다. 미주 지역 

보다 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역(동남 아시아나 몽고， 독립 국가 연합 

등)에 비하여 한국어 교수 요원 확보는 결코 좋은 형편은 아니다. 그 방법 

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록 먼저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기엽의 지원을 받아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이 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자체에 

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미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정치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은 편이라는 장점이 단 

점도 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할 펼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접 대학에 한국 문학 교사가 있을 경우 이 자원을 같이 활 

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거리나 시간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 

다는 같은 길을 가는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한다는 한국적 미덕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사정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정이 허락되 

는 한국어 교사가 자기 개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을 전공한 교수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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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의사 소통 능력 차원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여 미주 지역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경우 자신들이 가르치던 과목이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하거나 

폐강이 되면서， 많은 교사나 교수들이 자기 개발이나 연수를 통하여 전공 

을 전환하거나 부전공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 

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 

수법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듬이 있는 한 이틀 

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교수자들이 갖출 수밖에 없는 상횡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 역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계에 

많은 참고가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 해마다 미국으로 오는 수십 명의 한국 문학 전공(부 

분적으로는 영문학 전공) 방문 교수나 박사 후 과정(Post fu) 연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었다. 이 경우 비자 문제와 강사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이 점은 중의(果意)를 모아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찾아 

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다만 한국 문학 전공 교수 요원의 경우는 한국 

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초빙이나 방문을 위한 사전(事前) 접촉 

과정에서 이 점을 전제로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된 

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지 

면서，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교수 요원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어교육에 관한 학회나 연수 

등은 한국이나 동아시아 각국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대학원이나 학부 과정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나 학습자틀이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다ÓJ: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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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외국인 학습자나 연구자들이 유학을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문 연구를 위한 한국어교육(Academic 

Kon않n)이나 엽무 한국어교육(Busin않s Ko~않n) 등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 

고있다. 

이제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 

해마다 학습자도 교수 요원도 급증하고 있다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의 추 

억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밝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어 교사에게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수나 교사보다는 동아시아적 미덕을 겸 

비한 선생이나 스승으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고려 

하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 . 

3. 흔댁어교육 거접 대학 육성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계는 통힐L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서 몸부림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새로운 회두(話頭)와 세계적인 추세가 

통합이다. 그리고 미국의 주립 대학들은 이미 이에 대한 풍부한 경힘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연구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어교육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 지원 등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을 선정해f 

육성할 펼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교육 제도 등의 제약이 있고， 이 

에 따론 어려움도 있지만 말이다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의 선정과 육성은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맞추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과 주렵 대 

학 수준의 대학， 동부와 서부， 한국어교육 분야와 한국학 분야 등으로 구 

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한국흐에나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과나 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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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거점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는 동아시아학과의 프로그램 수준을 넘 

어 독립 학과낀)나 독립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통합이라는 추세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선정된 거점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는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대선에 한국어교육이나 한국학 분야에서 각 대학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 

정을 개발하고 교수 요원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한다 그래서 미주 

지역의 유능한 한국어교육 교수 요원이나 연구자들이 거점 대학에 와서 

자긍심을 7}지고 연구와 교육에 볼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대학의 학 

과는 이 거점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 교수법 등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한다 물론 거점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 교수법 등을 다른 대학 

에 도입할 때는 각 대흑l이나 학과의 사정에 맞추어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 

다 

개인적으로 미주 지역의 한국어교육과나 한국학과에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하와이 대학과 UCLA는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있지만， 실제도 거점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UC 버클리나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의 한국학 관 

련 연구소는 과거 미주의 서부와 동부에서 한국학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 

이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육성한다면， 학습자나 교수자 확 

보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어교 

27)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학과나 러시아의 극동대학교의 한국학대학 등을 
예로 틀 수 있다. 이밖에 동남 아시아나 몽고 중국 등의 일부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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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나 한국학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과거 역사나 대학교나 연구소 

의 지명도 같은 현재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 

는 전망과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나 기관이 더 중요하다. 이제부 

터라도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 새롭 

게 출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밖에 세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 

육 과정 항목에서 간단히 언급한 교재 문제 교수법 문제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서나 제기되는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 

이다. 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학습 환 

경이나 교재， 교수 요원 등의 주변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주관 

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어 첨언(振言)을 하면， 이제부터 

한국어교육학계도 일반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 

에 대한 철학이나 이론을 제출하자고 제언하고자 한다. 

V. 맺음말 

이 글을 마무리핸서， 연구자는 거듭 미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 

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말 

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어교육학을 개척해 옹 선구자였다는 점과 지금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같은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 

고 싶다. 아울러 연구자의 이번 연구는 국외자(局外者)가 본 미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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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의 현재였다는 점을 십분 양해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이 연구는 국외자인 연구자가 지난 1년 동안 미주 지역에 체류하면서，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의 설태와 현황을 조사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국 문학교육 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연 

구자는 먼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한국 문학 교육 

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살피고자 했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자틀의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양(止揚)과 지 

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했다. 즉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제도와 이 교육 

과정에 따라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매우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학교육의 기반을 점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조사를 하면서， 한국 문 

학 교수 학습 현장에 참여하여 한국 문학 교실을 관찰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을 구안히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그동안 연구 

자가 진행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교육 방법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현 

장 연구로 전환하어， 그 실제를 실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하어 

효과적인 한국 문학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교수-학습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 

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울러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장 연구를 통 

하여， 미주 지역 한국 문학교육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빙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학 교과목 개발과 표준 교육과정의 구비， 문학 

교수 요원의 확보 방안， 한국어교육 거점 대학의 선정 및 육성 등이 그 대 

안이다. 물론 이 정책적 대안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앞으로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한국어교육학계와 정부 차원의 한국어 지원 기관들이 진 

지하게 검토 연구할 과제다. 연구자 역시 이를 현실화하여 적극적으로 설 

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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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연구자가 그동안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학교육을 조 

사 관찰하는 현장 연구와 이에 대한 현장 적용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 

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분틀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트린다. 특히 

지난 찌저년 2월에 본 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도외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릿커스 대학의 유영미 교수와 앤 

최 교수에게 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인디아나 대학의 이효상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김귀숙 선생 콜롬비아 대학의 이현규 선생과 김 

진흥 선생에게도 또 연구자가 렷커스 대학에 방문 교수로 올 수 있 

도록 배려하고 그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았던 지금은 UC at Santa 

Bar벼ra에 있는 이진숙 교수와 예비 조사 단계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 뉴 

욕 한국교육원의 이용성 원장， 뉴욕 한국문화연구재단의 이선근 이사장， 

우리한국학교의 김영만 이사장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주제어] 외국어로서의 효E국어교육， 흔택문학교육， 요구분석， 교육과정， 현장 

연구 

* 본 논문은 때4. 12. 18 투고되었으며， 12. aJ. 심λ바 시작되어， 12. 25. 심사가 종료되 
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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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d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the American Case 

Y∞n， Yeo Tak 

πlÏs study is written by an observer of 않L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뎌맹uage) in Arærica ηl1S res얹rch is focused on the facts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n literature 어uca1:Jon ηle rmtivation for this study is a desire 

to devise effective ræthods of teaching and 1<얹ming Kov않n literature. First of all, 

I look at the actual circumstanæs of current education by res얹rching Kov얹n 

literature education pv야깐ams in Arærica 

My goal is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rænt of KFL 얹ucation 

through this study, 때lÏch is the v영버t of field work and pl'땅am investigation in 

Arærica I suggest soræ alternative plans: development of literarγ su비ects， 

preparation of a standard curriculum, collecting Korean li뼈llture fac버ties， and 

selection of the universities which will be stronghol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뻐d supporting th앉n α course, these suggestions are my personal 

oplllions. But they are also useful ræthods that will be used by govermænt 

authorities and academic circles of Kor，없1 1m핑uage education. 

[Key wordl Korean 많ucation as a Foreign 터멍뻐ge， Kov얹n Iiterature 많uca1:Jon， 

Need Analysis, Curriculum, Fiel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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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렷커스 대학의 아시아언어문화 학과의 ‘한국 문학 강독’ 강좌의 강의계획서 

강좌명: Readings in Kon얹n Literature 

강좌 번호: 574:411 

시즌: Spring 2004 

학과: ~partrænt of Asian 벼19Uages and Cultures 

대학 Rutgers University(Coll맹e Avenue Carnpus) 

강샤 Ann Y. Choi 

시간: Tuesdays and Thursdays, 10:20 to 1l:20 am 

O 강좌 개요(About the Course) 

ηllS is a course on nxxlem Korl없1 !XXôtry. We will be v얹ding various works 

from the early part of the twentieth centrnγ， st따ting from the new !XXôtry of Choe 

Namson to the free verse of Chun Yohan, to 1m Hwas narrative κJems; we will then 

continue on to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a nxxlem consciousness a마Jarent 

throughout the !XXôtrγ of the first half of the centrnγ and beyond. απ focus will be 

on the !XXôtry of the colonial j:Jeriod (1910-1945) as we examine the changes 

OCC\ll꺼ng in the culture and society during the ]apanese occupation of Korea. Issues 

such as self-consciousness, voice, and tone will be examin어 in the light of the idea 

of natio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P:Jeuγ will be examin어 vis-a-vis its 

relationship to other nation머 IXJetries, as well as it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nxxlem Korl뻐1 lit앉ature 

O 교재(Requir어 texts) 

Korl없l-English dictionarγ of the students choice 

뻐rd copy of assign:ments to be xeroxed from the reserve section of Alexander 

library or print어 out from your compu따 V1a 0띠me reseπe; hand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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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기-{Evaluation) 

Class Participation Gnclucling short writing assignrænts and pn얹entation): 1/3. 

αræ to class prepared to corrrrænt on the ass핑ned materials. Starting Wæk 2, 

students are asked to tum in 떠ily 1 ç땅 papers responding to the assigned poems 

Mid떠m: 1/3 The exam will consist of identification questions (때%) and an 

essay of 3-4 맹ges. 

Final Paper: 1/3 (Due Monday, May 10th, 11:30 am) The final paper 띠llbe6to 

8 pages, on a tl때c to be assigned or approved by the instructor. Drafts are not 

r며uired but encouraged to be tumed in by the last day of class (Tuesday, May 4th). 

O 일정(Sch때ùe) (su비ect to slight changes) 

wk 1 

화What is mxIem Ko뼈n 야try? SPRINGB뾰뼈 

목: 최남선 

wk 2 wk 9 

화:주요한 화: 김기렴 

목:김소월 목:김광섭 

wk 3 WklO 

화:김소월 화:유치환 

목·이상화 목:김달진 

Wk 4 Wk 11 

화:한용운 화:이육사 

목:한용운 -2j-: 01λ 。L

wk 5 wk 12 

화:박팔양 화: 백석 

목:김동환 목:노천명 

Wk 6 wk 13 

화. 정지용 화:김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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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임화 목:서정주 

wk 7 

화’ 김영랑 

목: NO CLASS 

wk 8 

화: NO CLASS 

목: 중간고사 

wk 14 

진
 빡

 

챔
 뽑
 

오
 
박
 

화
 
목
 

wk 15 

부록 2: 한국어 혁습자 설문 조사지 

〈한국어 고급수강챔〉 

이 설문 조사는 미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 방얀을 마련승}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니， 성의껏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4년 2월 일 
서울대학교교수윤여탁 

1. 만 6세 이후 한국에는 어느 정도 체류하였습니까? 

CD1년 이내 ( ) (2) 2-5년 () @ 6-15년 ( @ 16년 이상 ( ) 

2. 한국어를 대략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CD5년 이내 ( ) (2) 6-10년 () @11-15년 ( @16년 이상 ( ) 

3.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9 

@ 한국의 정규 학교에서 ( ) (2) 미국의 한국학교에서 ( 

@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 ) @ 가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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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한국어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 ( ) 

@ 친구 ( ) 

@학교선생님 ( 

@기타( 

5.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국어를 시용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1시간 이내 ( ) (2) 2-3시간 ( ) @ 4-5시간 ( ) @6시간 이상 ( ) 

6.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복수 응답 7}능) 

CD 비디오나 영화 ( ) (2) 인터넷 ( ) 

3 한국 관련 서적 ( ) 

@기타( 

@가족이나친구( ) 

7.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 ) (2) 없다 ( ) 

@ 다른 곳에서 배우거나 접한 적이 있다 (예· 

8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필요하다 ( ) ø 어느 정도 펼요하다 ( ) 

@ 보통이다 ( ) @ 펼요하지 않다 ( ) 

9. 한국어나 한국 문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학점 취득파 관련된 사항 제외， 복수 응답 가능) 

@ 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한국인 0 ，료서의 지긍심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 앞으로 전공 공부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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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어교육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히는 한국 문학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가나 작품 ( ) 

@ 이해하고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 ( ) 

@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 ( ) 

@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 ( ) 

@ 최근 한국에서 많이 얽히는 작품 ( 

@기타( 

11.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제목 각각 세 개씩 쓰시오 

고전문학 

현대소설: 

현대시· 

감사합니다. 

〈한국어 중급 수강자용〉 

This survey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J1뻐1 literature 떠ucatIon 

within the 없없 of Korean 떠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s IJlll1)JSe is to in떼Dve Korean 
어ucatiOI1， so please take a minute and answer the questions. 

February 때4 

Prof. Yoon Yeo T;때(S뼈 NatiαJa! UniV.) 

1. How much 마re have yOU SJElt in Korea sinæ you were 6 y'없rs old? 

1) Less than 1 year () 2) 2-5 y'었's () 3) 6-15 years ( ) 

4) More than 16 years ( ) 

2. For how many y'않rs have you studied KoI'없17 

1) Less than 5 years () 2) 6-10 y'얹rs 3) 11-15 y'댔'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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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re than 16 y없rs ( ) 

3. Where did you 1얹m Korean? 

1) r，땅뼈 school in Kor얹 ( ) 2) Kor얹n school in the U.s ( 
3) high school or 뼈versity in the U.s ( ) 4) At horre ( ) 

4. Who influeno어 you the rmst in your leaming of Kon얹n? 

1) Parents () 2) Teachers at school ( 3) Friends 

4) Others ( 

5. Approximately how many hours per day do you use Korean either at school or at 

horre? 

1) Less than 1 hour () 2) 2-3 hours ( ) 3) 4-5 hours ( 

4) More than 6 hours ( ) 

6. Where can you get help in 1얹ming Kon없1? 

(you 떠n check rmre than one) 

1) Vìdeo or rmvie ( 2) In때1et ( 3) Books about Korea ( 

4) Family or friends ( 5) αhers ( 

7 뻐Ive you ever 1얹med about Kor，얹n literature as paπ of Kon없1 1뼈uage 

뼈lcation in an Arærican high school or 뼈versity? 

1) Yes ( ) 2) No ( ) 

3) I had a chance to 1않m about Kon얹n literature in other plaæs 

(앉arnple: 

8. lli you think students πm to study Kon뻐1 literature as 탱rt of Korean 

language 뼈l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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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없mtely ( ) 

3) Soræ빼at ( ) 

2) To a large extent ( 

4) No n뼈 

9. What are the advantages to taking the Kon얹n lar핑뻐ge or Kor많n lit앉-ature 

classes? (you can check ffiJre than one) 

1) Un따rstanding Korea. ( ) 

2) Strengthemng ones pride and identity as Korl없1. ( 

3) Le뻐1ing aoout Korean literature and Korl얹n culture. ( 

4) Helpful in ones rnajor in college or ones career in life. ( 

5) Others ( 

10. What 닝nd of Kor없1 literature do you tl1ink would m봐(e Korean I얹nung 

worth때피e? 

1) Literarγ works that are I1ig삐yaccl때뼈 in the literarγ I1istory ( ) 

2) μt때γ work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and interesting ( ) 

3) Literarγ works that help the learner understand the Korean PE었ple and culture 

( ) 

4) Literary works that help the learner acq버re the Kon없llanguage ( 

5) Literarγ works that have 아ffi pop버ar recently in Ko없 ( ) 

6) Others ( 

11. Pro띠de for each cat명0η three titles that you know from Kon없1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Modem Fiction: 

M때m Poetrγ: 

까B따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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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 문학 교수학습안: 백석(白石)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R얹dings in Korean literature (574:411) 

::ro4년 4월 13일(화요일) 

“빽석(白石)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윤여탁(서울대학교， Rutgers University) 

백석(白石 1912-1!Ri) 본명 기행(雙行)， 평안북도 정주(定州) 출생. 오산(五山) 

중학과 일본 도쿄[東京] 아오야pl{좁山]학원을 졸업하였다， 19213년 시집 f사슴』을 

간행하였다 

I 서정시와사투리 

口자료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메 든 도적이 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고개 밑의 

산 너머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점승을 쫓는 갱제미 소리가 무서읍게 들려 

오는집 

닭 개 짐승을못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촌을 지나는 집 

예순이 념은 아들 없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중같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 

변 긴 담뱃대에 독하다는 막써레기를 몇 대라도 붙이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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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섬돌 아래 승냥이가 왔었다는 이야기 

어느메 산골에선간 곰이 아이를 본다는 이야기 

나는 돌나물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옛말의 구신집에 있는 듯이 

가즈랑집 할머니 

내가 날 때 죽은 누이도 날 때 

무명펼에 이름을 써서 백지 달아서 구선간시령의 당즈깨에 넣어 대감님께 수 

영을 들였다는 가즈랑집 할머니 

언제나병을 앓을 때면 

신장님 단련이라고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 

구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졌다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나물을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르며 

나는 벌써 달디단 물구지우림 둥굴레우림을 생각하고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뒤울안 살구니무 아래서 광살구를 찾다가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는 니를 보고 

밑구멍에 틸이 몇 자나 났나 보자고 한 것은 가즈랑집 할머니다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는 것만 같아 하루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 

도안먹은것도 

가즈랑집에 마을을가서 

당세 먹은 강아지같이 좋아라고 집오래를 설레다가였다 

가즈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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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이해와감상 

* 가즈랑집· ‘가즈량은 고개 이름. ‘가즈랑집’은 할머니의 택호를 뜻함 
* 쇠메: 쇠로 된 메. 묵직한 쇠 토막에 구멍을 뚫어 자루를 박읍. 
* 챙제미: 팽과리 
* 마을(마실)을 가다: 남의 집을 방문하다 
* 막써레기. 거칠게 씬 엽연초* 옛말: 옛날이야기. 
* 구신간시렁· 결렵(ε함) 귀신을 모셔놓은 대청 구석의 시렁. 

* 당즈깨: 당세기. 고리버들이나 대오리를 걸고 둥글게 결은 고리짝. 
* 수영. 수0010(收養). 데려다 기른 딸이나 아들. 

* 아르대즘퍼리: ‘아래쪽에 있는 진창으로 된 펄’이라는 평안도식 지명. 
* 제비꼬리 회순: 식용 산니물의 이름. 

* 물구지우림: 물구지(무릇)의 얄뿌리를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것. 
* 둥굴레우렴: 둥굴레의 어린잎을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것. 
* 광살구: 너무 익어 저절로 떨어지게 된 살구. 
* 당세: 당수. 곡식가루에 술을 쳐서 미음처럼 쏟 음식. 
* 집오래: 집의 울 안팎. 

이 시에서 사투리는 향토적 색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끈 

끈한 연대 의식으로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말의 보존이 

일제 강점기 민족 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시는 이런 사 

투리를 구사하여， ‘가즈랑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유년 체 

험을 표현하고있다 

1연부터 4연까지는 ‘가즈랑집’의 유래나 내력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집은 

예순이 념은 아들 없는 무당(단골)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며， 산 너머 마 

을에서 돼지를 잃은 밤이면 짐승을 쫓는 팽과리 소리가 무섭게 틀려 오는 집으로 

마을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세파 속에서 쓸쓸함과 강언함을 다함 

께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때， ‘가즈랑’이란 단어 역시 이미 고개의 이미 

지와 함께 곡절 많은 삶을 살았던 할머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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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화자는 이 집에서 툴나물 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 

을 것만 같아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었던 그리운 유년기의 체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할머니는 단지 추억의 한 부분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가 귀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지지만， ‘가즈랑집’은 

시적 화자의 마음 속에 있는 고향과 같은 안식처이기도 하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유년기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하고 있다 그 고향은 아마 지금은 갈 수 없거나， 예전의 모습이 훼손되어 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시인에게는 다시 톨아갈 수 없는 유년기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설할 수도 있다. 

口교수학습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가즈랑집」 

·사투리와어휘 학습 

· 사투리와 모국어 시용의 의미 

·한국문학과한국문화 

II. 서정시의 표현 

디자료 

새끼 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짚조각도 막대꼬치도 기횟장도 닭의 짖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 0)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 

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햄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 

볼을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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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口 이해와감상 

ro다뜨브L J-, ~J 

* 갓선강 부서진 갓에서 나온， 말총으로 된 질긴 끈의 한 종류 또는 가죽으로 
만든신의 창. 

* 개니빠디: 개의 이빨， 
* 너울쪽 널뺀지 쪽 
* 닭의 짖. 닭의 깃털. 
* 개터럭: 개의 털， 
* 재당 재종(再從) 육촌. 

* 문강 한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갓사둔: 새 사돈. 
* 몽둥발이: 딸려 붙었던 것이 다 펠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백석 시의 또 다른 특정은 시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그런 이 

야기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얼상적인 언어를 과감하게 사용한 점에서 그의 특 

성을 잘 보여준다 이 시는 하찮은 것들이 모여 피워내는 따뜻한 모닥불 가에 모 

인 옹갖 사람들， 섬지어는 개도 강。{지도 모여 불을 찍는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모두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모닥불 가에 모인 사람들은 상하 귀천을 가 

렬 것 없이 하나의 연대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 

모닥불을 ‘몽둥발이’로 살았던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로 연결시킴으로써， 역경을 

견디면서 살아온 우리네의 정겨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口교수학습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모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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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사‘~도’ 

·함축된내용상상하기 

m. 서정시와이야기 

口자료 

여승(女增)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느 산 깊은 금덩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엎벌같이 니-ó}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t年)이 갔다 

지아비는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톨무텀으로 갔다 

산핑도 젊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승」 

口 이해와감상 

* 금텀판: 금광， 금점판 * 엎벌: 재래종 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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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오리 머리카락의 가늘고 긴 가닥. 

4연 12행의 짧은 이 시는 한 여자의 일생을 압축하여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전체적으로 1연이 가장 최근의 시점에서 여승을 만난 이야기이고 2-4연은 여 

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일생을 이ψl하는 과거다. 

먼저 2-4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 시에서 여승이 된 여인을 중심으로 한 어느 가 

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이이다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금광으로 간 다 

음 소식이 끊겼고， 아내는 옥수수 행상을 하면서 남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남 

편은 찾지도 못한 채 딸을 돌무덤에 묻었고、 자신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이 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1때년대 농촌의 몰락과 ‘짚벌’처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슬픔을 직접 토로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을밤같이 차게’로 어머니의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나 ‘도라지꽃’으 

로 비유한 죽은 아이의 형상은 감정의 절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마지막 연 

에서는 여승이 되던 날， 여인의 슬픔과 회한을 그려내고 있다. 즉 산 핑의 울음이 

여인의 울음으로， 여인의 슬픔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머리 오리로 대체 

되고있다. 

이 시의 1연에서는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난 ‘가지취’의 냄새가 니는 여승 

에게서 속세의 인연이 준 슬픔과 번뇌를 이겨낸 모습을 확인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고단했던 세파의 흔적을 여승의 열굴에서 읽어내 

고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선의 처지도 여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디교수학습활동 

· 대상 작품 읽기와 해석. r여승」 

· ‘같이’의 활용과 의미 

• 이야기의 전개와 시상의 배치 

·다시 쓰기/말하기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