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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의에 앞서 

윤희원 

한국어 교육 수요란， 간단히 요익k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특정 사회에서 한국어가 펄요한 분야와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교육 수요를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엘 것인 

지 정한 것이 교육과정이며， 교육과정의 바탕은 교육 목표인 바 설제로 

언어를 다루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다른 여러 나라 교육 

과정의 국어 흑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이 두루 담고 있는 항목 

들로서， CD 말과 글을 통한 표현 및 이해 능력，(2)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 

* 본 연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세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숨회의('JJJ1. 10. 'l1) 

에서 발표한 내용음 보완， 수정한 것임， 

** 서윤대학교 국어교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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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로 표현된 문회{문학 등)의 이해와 감상，@ 해당 언어권(민족， 국 

가 등)의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 역사 언어는 다르더 

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 수요는 그 언어할 배우는 목적과 직결된다. 

한국어의 경우에 대입하면， 이는 ‘한국어 수요’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이며， 

한균어 교수-학습의 목표라고도 할 터인데， 첫째는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 

통윷 위한 것이요 둘째는 한국어를 사용한 학문 연구를 위한 것이며， 셋 

째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통역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 수요 가운데에서， 두 번째， 즉 학문 

목적 한국어의 문제를 다루되 비한-극학 분야플 대상F→로 논의하고자 한 

다 기실， 비한국학 분야란 그 경계가 참으로 모호한 개념이며， 옹색한 명 

명이나 여기서는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 분야 중 한국학 분야를 제외한 나 

머지 영역을 두루 칭하기로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비한국학 분야를 다루는 것은， 한국학 전공 

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지당하고 섣대적인 펼요를 인정받아 왔으나， 여 

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활하게 다루어져 온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뒤에서 언급할 유학생 분포를 보아도 그러려니와， 해꾀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비롯하여， 해외 여러 분 

야의 연구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며 (흑은， 배워야 하며)， ‘학문’이라 

고 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기는 하나 조금씩 늘어가는 해외 초중등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 및 급작스러운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른바 4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의 문제도 매우 시급함 과제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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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어교육 현황1) 

1 효댁어교육의 성격과 특성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뻐Xll에서 ‘국어’를 찾아보면 

‘1)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2) 우리나라의 언어’라고 등재되어 있다. 한 

민족과 한국의 개념이 거의 동일하였던 과거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시용하는 언어를 ‘국어’라고 지칭할 때는 사전에 제시된 2)의 의미 

라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한민족의 열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및 

타민족과의 사회 · 경제적 또는 문화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 국가 

의 언어’ 또는 ‘우리나라의 언어’라는 의미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한국 내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어’라고 했을 때 지시 

하는 대상은 2)의 뜻으로 명확하나 해외동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국 

어’라는 단어가 갖는 개념은 중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시용하는 언어 즉 국어라고 지칭하던 대상을 모어로 

하는 경우와 외국어/제2언어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대두 

되었다. 일선 초 · 중 • 고에서 모국어를 보다 바르고 풍부하게 사용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은 국어교육， 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지틀을 대상 

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교육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학계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언어의위상 | 학숍자 | 환경 { 쪽작 

오어 1 한국인 1 국내 | 정의적 
제2언어/외국어 | 외국띤환주인 | 국l-H/국외 | 설용적/정의적 

1)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판련 통계가 나오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구불 성격의 자료 

플 중심으로 관련 수치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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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국내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정의적 목적) 모어로 습 

득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통용된다. 이에 반해 한극어는 (D 한국에서 생활 
하논 외국인이 구체적인 편익을 위해(실용적 목적)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2)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설용적 또는 정의적 

목적 o 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 해외에 삼고 있는 외국인 

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설용적 목적을 위해 학습하는 경우 등 보다 복잡한 

양상을 지칭할수 있다 

2 효댁어교육의 현황 

(1) 정부 관련 기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과 기타 사설 단체로 나누 

어지는데 현재 정부 산하 기관인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원부， 외교통상 

부 등에서도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엽을 펼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사 파견 연수 와 한국어 교사 초청 떤 

수 사업 및 한국어 교원 자격 외국인을 위한 한갚어 문법 등에 관한 연구 

를 담당하고 있다. 역시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어세계화재단 

에서는 한국어 보급 체계 구축， 한국어교사 인증， 기초 자료 구축， 국제학 

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아래에는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극 

학숨진흥재단이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한국정부깎학생의 선발과 

관리， 재외동포교육， 해외 한국어학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교육 웹사이트 

(htφ:끼Iv..매lw.kosnet.go.kr 1 개딴 및 운영 을 하고 있다. 한국L교육과정평가윈 

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l을 lffi7년부터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학술 

진흥재단에서 시행하던 해외대학에 한국학 및 한국어 객원 교수 파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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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한국학 연구 지원사업 등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규모를 

키워가며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 

단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한 

국을 올바로 알리고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 저변의 

확대， 한국어 교원 O}성， 교육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어 연수생을 초청하논 사업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외 한 

글학교 지원， 해외동포 모국 연수 지원 그리고 이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한 

국어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λ에트인 ‘틴코리언’(http://www.없1kore때.com) 

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국내 효택어 교육 기관 실태 

국내에서 한국어교육은 주로 대학 부속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g)9 

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되어 한국어교육을 시작한 이래 l ffi) 

년대 중반까지도 10여 곳에 불과하던 한국어교육기관은 현재 기관 수， 규 

모 프로그램 측면에서 매우 다양해졌다. 때4년 말 기준으로 깨여 곳 정 

도의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약 7천 명 

정도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상 

시 개설하고 있는 기관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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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효F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관〉 

지역 꺼 판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경기대학교 어학교육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검포대학 국제교육원 단국대학교 국저l 

어학원，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상명대학교 

한극언어문화센터，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f경기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 

육원， 인하대학교 언어교육원，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캉남대학교 평 
생어학교육원， 평택대학교 사회교육원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 충남대학교 외극어교 

충청도 
육원， 충북대학교 국제어학원，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선문대학교 한균 
어교육원，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 호서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 
서대학교 어학연수원， 혜천대학 한국어학원 

강원도 
강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럼대학교 국제교육원， 판똥대학교 국제어학 

원， 경동대학교 국제어학원 

전라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원팡대학교 어학원 

경북대학교 어학원，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저， 부산대학 교 언어교육 원， 부 

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신라대학교 후f국어학부， 영남대학교 국 

경상도 제교류원， 계명대학교 국저l교육센터，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안동대학교 어학원， 영산대학교 언어교육원， 윤산대학교 

국제교류원， 포항공대 어학센터，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제주도 저l주대학교 집중 언어연수 단기 프로그램 

(3) 재외동포 교육기관 

남북한 인구(7천만)의 9%인 %만 명 정도에 달하는 세계 1m여 개국 

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이 민족교육이냐 시민교육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히는 정의적 측면과 재외동포가 갖 

는 언어적 강점을 이용하기 위한 실용적 측면2)을 고려하면 재외동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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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듯 조 

항록(200))에 의하면 해외에 설치된 한국학교는 147B국 24개교 한국교육 

원은 147B국 35개원， 한글학교는 %개국 1，ffi3개교에 탈한다. 

<2003년 기준 재외동포 교육기관〉 

환국학교 한국:il!.흉훤 한훌학':il!. 

지역별 학교 교웠 학썽 :il!.흉 
Jl 짜쨌캡ζF 황포수 학:il!.수 :í!원수 학생수 

겨까i‘ 4- T Ai 웠수 

엘본 4 170 1,ffi2 14 22 
당l8，546 

57(46) 155(123) 
2536 

(&때，잃4) (1,552) 

。}주 12 4~ 3,820 
2，341，1~ 

133(1l1) 
1,323 11，영4 

(2，뼈，뺑) (1,1l1) (10,243) 

북미 7 8 
2,327,619 1 ，아:x:ì 8,891 63，닮4 

(2,264,ffi3) (1,ffi5) (8,758) (64，짧) 

중남미 3 Eθ 657 3 3 
105,643 

52(54) 웠(410) 3,169 
(1l1，뼈) 

구주， 
17 70 10 12 

652,131 
625(앉겠) 

1,511 32,981 
CIS (595,073) (1,467) (30，뼈) 

아·중동 4 38 103 
11,654 31(24) 202(215) 쨌(gj4) 

(12,488) 

~개국 

겨1 
14개국 

í5J1 6,335 
14개국 

46 
6,065,129 1，웠개교 12,243 

24개교 35개원 (5，짧，ffil) (~개국 (12,004) (1ll,303) 

1잃3개교) 

2)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II에서 제2외국어 과목에 헝f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 

보다 늦게 생겼다 평가 기관에서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E때 시험고{목 o 로 

개발한 일본어나 중국어는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자금을 끌어 

뜰여 개받한 한국어 파목은 현재 평가기관의 효자종목이 되었다 교육열이 높은 한 

국인 동포블은 보다 높은 점수플 얻기 위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 

가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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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권별 효L국어교육 실태 

유석훈(예1))의 뼈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총 54개국 $개 대학에 이른다， 

<2002년 전 세계 효묵어 강좌 개설 대학〉 

일본(120) 오스트리。}(2) 브라질(1) 미국(130) 뉴집랜드(2) 

스웨덴(1) 중국(40) 펠리핀(2) 스페인(1) 호주(0) 

처|코(2) 싱가포르(1) 캐냐다(9) 헝가리(2) 2L르댄1) 

려시。}(8) 유고(2) 우묘c}이나-(2) 독연(7) 모로코(2) 

이랜1) 프랑즈(7) 판란드(2) 이스라엘(1) 영:주(5) 

인도네시애2) 이집트(1) 베트남(5) 터키 (2) 인도(1) 

몽골(4) 가니-(1) 칩레(1) 태국(4) 네덜란드(1) 

파라고}이(1) 맙레이시아-(4) 덴마크(1) 포르투갈(1) 카자쉰탠:Vl 
루마니아-(1) 핀란π(1) LH 띤1-(4) 멕시코(1) 홍콩(1) 

우즈베키스탄{3) 미얀마-(1) 노르웨이(1) 아르헨티내2) 벨기에(1) 

아연랜드(1) 이탈리애2) 불가리。}(l) 총 54 새국 (됐) 

정치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콰 일본， 중국 등 

에서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띠국과 가장 오래된 한국어교육의 역사

를 갖고 있는 중국의 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1970년대 말 카터 행정부 이래 계속 강력한 외국어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손호민(200))에 따트면 1971년에는 lSXJ9년에 하와이 감 

리교회에 부설된 하와이 한인사회학교와 1971년에 설립띈 인디애나폴리 

스 한끌학교가 있었으며 결럼비아 하와이 하버드， 버클퍼， 워싱턴， 인디 

애나 등 겨우 6， 7개 대학에서 극소수의 학생들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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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러나 30여년이 홀쩍 넘은 지금 한글학교가 미국 곳곳에 설립 

되어 1，{XX}여개를 웃돌며 %개가량의 중 • 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 

되어 있고 1307R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 

아가 하와이대학이나 UCLA에서는 한국어로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있다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해 문헌상 남아있는 기록은 孫統修의 『華5월 

譯語」에 나온다. 원본은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 원나라의 火源灌관이 통 

역관들을 위한 고려어 교과서인 『읍→關館譯語』를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 이후 여러 자료가 확인되는데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은 

1946년 북경대학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2년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19)3년 낙양외국어대학， 19?2년 연변대학， 북경 제2외 

국어대학에 조선어학과가 점차적으로 설치되었다3)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연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전 중국에 결쳐 이루어지고 있다 1없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1.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1. 국내 유학생 실태 

학문 분야 한국어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를 대 

3) 조항록(:roJ)，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파 특징 1, 한국어교육 16-1, 극제혼댄어 
교육학회， pp.밍，2-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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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이는 똘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이번에는， 국내 유학생의 경유로 때상쓸 좁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4)에 따르면 예%년 4월 1일 현재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32.f1j7명으로서 ’01년 11646명에 비 

해 5년 새 178% 증가하였고， 작년 22，526명과 대비할 경우 44.5%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연 도 

으
 
n 

쨌
 
= 

짧
 -
뺑
 

제
 이
 

지
 
H 까

 
계
 깨
 

→
동
 

앞
 

에
 
” 녀

 ι
 

X 
학생수(명) 

같은 자료에 따라면， 뻐%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35 ,000 

30 • 000 

25.000 

20 • 000 

15 ,000 I 11 ,646 

10 ,000 

5.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먼저， 대학 · 대학원 등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껍，624명으로서 

전체의 69.5%, 어학연수기관 등 대학 부설 연수기관에 등록한 학생이 

9，933명으로서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4) 이하 교육인적자원부 랜도 자료(2003.10.24)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73 

< 과정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Cf분 

핵생수(영) 

비 윤(C씨 

합계 

32,ffi7 

100 

특히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의 비율이 매년 증 

가하고 있어 단기 어학연수 중심에서 장기 학위과정 중심으로 유학 패턴 

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정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연 도 
% 
= 

짧
 
-% 학생수(명) 

비 융(%) 

전공 분야별로 보면 인문 사회계 유학생이 14，929명으로 45.S%, 이공계 

학생이 6，뼈명으로 19，9%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인문 사회계 편중 현상 

이 보이고 있다. 

IT, 반도체 분야 등 우리나라의 우수 이공계 분야의 지적 영향력을 확 

산시키고 산엽에 펼요한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향후 이공계 분 

야 유학에 대한 유인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공 분야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어학 전 공 

연수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소 계 
기타 합계 

학생수(명) 7，쨌 6,483 14,929 1,229 22,624 1，~ 32,ffi7 

비 율(%) 24.4 19.9 45.8 3‘8 69.5 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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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편중 현상은 학부 과정에서 두드러지며， 석사 31.8%, 박 

사 67.8%에서 보듯 상위 과정 o 로 올라갈수록 이공계 유학생 비율이 높 

아지고 있다. 

< 학우|과정별 유학생 비율 >

한부 석 사 박사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학생수(멍) 3,470 10,9)7 1 ，당)8 3，잃9 1，싱8 683 
비 율(%) 24.1 75.9 31.8 68.2 67.8 32.2 

이상의 통계만 보아도 인문사회계 전공자의 일부인 한국학 전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본 

격적인 논의가 펼요하다. 더욱이， 한국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 

정한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한국어를 사 

용하눈 연구 활동의 바탕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마런되나， 비한국학 분 

야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플 제외하고는 “일반인”틀과 석여서 한국어를 배 

우고있다 

2 비효댁학 분야 효택어교육의 과저|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외국어(한국어) 교육이라 

는 점에서， 여타 분야의 한국어교육파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학문 목적 

한국어”이자 “한국학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특수한 문제 

점과 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난점을 해결하는 껏을 “과제”로 삼고 

교육의 목표와 내용구조， 교수학습 맺 교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략하나 

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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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효택학 효댁어교육의 목표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이 누구이건 어떤 분야에 있건 어 

느 나라 출신이건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다. 여기까1는 자명하다. 문제 

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이교 실 

제 교육의 장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이다 즉， 학습자까 

(한국학 분야가 아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수준의 학문 활동을 하고자 하 

는지， 학습자의 의도 흑은 동기에 관련된 일종의 철학적인 흑은 매우 설 

용적인 차원에서， 한국어 관련은 물론， 학습자가 원하는 분야의 관련 지 

식 체계를 중심으로 학습자와 사회 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 

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용할 것인지， 출 

신 국가에서 생활하며 한국어의 사용은 학문 활동으로 국한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세부 목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할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기본적인 사항에 더하여， 전공 분야 내용 영역의 용어， 전공 분 

야의 설험 실습 관련 용어와 표현， 컴퓨터 등 기자재와 자료를 다루는 데 

에 필요한 용어와 표현을 익히는 것이 열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나， 현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기자재와 자료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 

은， 목표 간의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놓이게 된다. 

2) 비효댁학 효댁어교육의 내용 구조 

여기서는， 거의 무한대라 할 한국어 및 전공 분야 관련 지식과 사실 및 

기능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선정 조직해f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섬 과제이다. 

한국어 교육 내용 구조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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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지식과 사실 및 기능의 내용파 구조를 파악하고 목표에 따라 구조 

화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와 학습자의 신체적 · 정 

선적 · 지성적 수준과 사회 · 문화적 요청과 가타 여건에 따라 가르칠 내 

용을 선정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한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한국어나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끼리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 전공자에게， 경제학 용어， 학설， 현상 등과 관련하 

여， 무엇을， 열마나，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 

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용어와 학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토의 토론 방식， 논문 작성법 등과 같은， 그 분야 학 

술 활동의 언어적 관행에 대해서도 잘 알。싸 하는 것이다 

3 비효댁학 효댁어교육의 교수 학습 및 교재 

교수 학습 방법 영역은， 다른 분야보다는， 전공 학문의 특성에 따른 편 

차가 적다. 다만， 전공 영역에 따라서는 풍부한 시각 자료를 갖추고 이를 

제시 활용하는 방법을 구안할 펼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에 대한 한국어륜 가르칠 경우， 어 

휘의 나열보다는 해당 기기의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 

교재 역시 여타 분야의 한국어교융과 같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 

고 가르칠 방법에 따른다. 그러나 학습자의 전공 영역에 따라， 열상어로 

서의 한국어교육과 제시 순서와 방법 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용 교재가 해당 전공 분야의 용어집으로 활용펠 수 있도록 구성 

하는 것도 다양한 어휘 사전이 부족한 현실에서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수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종래의 자기 소개-인 

λF가족계절 방식의 교재 구성이나 어휘 대화 지문 해설 지문 문볍 연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77 

습문제 방식의 단원 구성을 벗어나서， 컴퓨터 기초 학문 분얘수학 물리 

등) 공학 기초 방식의 교재 구성과 용어 용례 연습-응용 방식의 단원 구 

성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상어로서의 한국 

어 교재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재 개발에서 또 한 가지 적시해야 하는 바는， 특히 비한국학 분야란 

섣제로는 매우 다양한 전공 영역을 한꺼번에 지칭하는데， 교재 제작의 비 

용과 교육의 효율을 생각할 때， 분야마다 각기 다른 교재를 한없이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분야를 어떻게 니누고 묶을 것인지， 교재 구성을 어 

떻게 할 것인지， 한국어 어휘와 전문 용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관 

한 사전 연구가 펼요하다. 

IV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도전 :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교육 

최근 들어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과 

새터민(북한 이주민) 가정 자녀의 문제가 사회 똥합과 교육 격차 해소라 

는 측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증 

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및 교육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 간 

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아동 교육 문제는 민 · 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사회 부적응，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 부 

족，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한 가정 문제， 학교 문 

제， 사회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국어 교육에서도 이들을 인지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교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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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 가정이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혈통 상 외국인이거나 (전)북 

한주민인 경우를 말한다. 풀어 말하자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민 

자 가정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o 로 대표 

되는 외국인가정， 그리고 새터민 가정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 중 국제결혼가정의 비율을 200J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비율이 ‘%년 1.2% • ‘%년 3.7% • 

‘여년 11 .4% • ‘%년 1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종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 및 국제결혼가정의 구성〉 

총결혼건수 

316.375 

100 
繼* 뼈
 
} 

뼈
 

외국인 。따 | 외국인 남편 
잎，100 11,941 

9.9 3.7 

20J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흔 건수는 4만 3.122건으로 전체 결혼 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 

심으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어촌 지역만 살펴보면 전체 결혼의 35.9%3)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이 ö1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한국인 여성이 아닌 외국 

여성파 결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멸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2CX1ì년 3원 통계칭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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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와5，679명이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l여，PJ:fI명으로 47.7%에 해당하며 불법 체류자는 100，792명으로 

52.3%에 해당한다6) 불법 체류자 규모는 2004년에 조사된 188，COO명에 비 

해 약 7천 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m)년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 사정이 호전되어 일자리가 40만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35.4%로 가장 많으며， 필리핀인이 9.0%, 타이인이 4.8%, 

베트남인 4.3%, 빙L글라데시인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육인 근료지 국기 .. !I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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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미국 <'1 시아 의윤 순인 

6) 2(xβ년 5월 법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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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자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제적인 

현상이므로 앞으로 그 수의 증가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 않다. 

새터민 가정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 다소 다른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의 저소득 문제 및 자녀의 학교 사회 부적 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찌%년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연구한 다문화 이슈 페이 

퍼에 따르면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 보죠금에 의존하쉬 생활하E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터민 가장의 31.7%가 무직이며， 취엽에 성공했 

다 해도 엽무의 대부분이 장치기계 초작 23.3% 단순 노무자 10%로 나마 

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 

,L τ tr, 아버서 아머니 

단순노무종사자 6 (100) 15 1:23.8) 

농엽， 엮엽， 어엽숙련 종사자 o (0.0) o (0.0 

강치， 기게조작 및 조겹종사자 14 (갱 3) 2 (3.1) 

판매종사자 4 (67) 8 (127) 

준 전문가 o (0.0) 0 (0.0) 

사무종사자 2 (3.3) 2 (3.1) 

선문가 o (O.OJ 2 (3.1) 

의회의원， 고위임원 및 관리자 o (o.OJ o (O.OJ 

표즈L 19 (31.7) 31 (49.2) 

기태사망， 북에 거주) 15 (25.0) 3 (4.8) 

겨1 60 000.0) 63 000.0) 

이러한 가정 형편은 새터민 자녀가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요띤 

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 성적씌 부진은 학교 중도 탈락률을 증가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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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과 효택어교육 문제 

다문화 가정의 교육은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및 한 

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 

어 능력이 곧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모국어에 대한 지부섬 고취는 자녀 교육의 핵심 

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는 곧 자녀의 정체 

성 혼란이 야기되는 청소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붙어 한국인 아버지 또한 부인의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펼요하다. 이는 한국인이 가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편견 및 문화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의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만 해도 총 7，뺑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11.6%, 고등 

학생이 3.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 

민자 자녀 중 3셰 이하 비중이 Z1%.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 

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 

의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인 6，6g)명으로 대부 

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7) 

국제결흔 가정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언어 능력의 부 

족으로 학습부진의 정도가 섬하다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2세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탈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 

7) '2fJJj년 복지부의 국세결혼 이주 여성 섣태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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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언어 능력의 부족은 곧 학습 부진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자녀들은 열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구어보다는 문어 

교육의 팔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결훈 가정 자녀의 경우，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경 

험한다. 이는 본인이 한국인이리는 소속감의 결핍과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어(흑은 어머니의 

모어) 사용 능력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띠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단순히 엄마가 외국 

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띠돌림을 경험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으며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언어 문제로 소외를 당하거나 피부씌 등으로 인해 따 

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 이주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한국이 및 문화 교육이 학교 및 다양한 민 · 관 단체 

를 뚱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새터민 자녀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도 탈락률이 높 

다는 것이다 이 역사 언어적 써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뺑년 

에서 2004년 3윌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1.1%인데 반해，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6.2%, 고등학생은 14.5%에 이른 

다. 남한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9.fJ년부터 2003년까xl의 중학생 1.1-

1.9%이고， 일반계 고등학생 1.1-1.7%, 살업계 고등학생 4.0-5.1%이다81 

이에 비해 새터민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남한 학생의 8-15배이며， 새 

8) 뻐l4년도 교육 동「계 연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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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민 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남한 일반계 학생의 8-13배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3-4배에 달한다. 새터민 자녀들은 낮은 학교 성적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1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말 

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절성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 

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이 “학 

술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학업을 위해 ‘정상 

적’인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9)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까지 외국어 사용 

환경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한국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취학 연령대에 이 

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고급 

어휘와 표현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학습 부진이나 학교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절 수 있으며， 어린 시절에 비정상적(?l인 한국어를 

접하게 되어 한국어 사용 변에서 말씨가 다른 점 역시 어려움을 겪게 한 

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중 상당수는 이제까지 만들어 온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를 어 

휘와 표현 면에서 ‘어린이용’으로 재구성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한국어 교재는 언어 결핍에 의한 학습 부진을 해 

결할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 부진이란 ‘국 

어과’에 국한되지 않으므로1 전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관행을 담아 

9) 물돈 이틀의 부모， 즉 결훈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의 한국어교육 역시 마}우 
증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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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문화적 결손을 보충하기 위승}여， 한국 생활을 

하는 데에 펼요한 문화적인 면이 보강되어야 한다. 

V 한국어교육 발전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를 일부 한국학자블만01 배우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학뭔 

학술 분야의 한국어’로 논의를 제한했으나， 그렇게 해도 수많은 분야륜 

배우고 연구하기 위한 한국어의 교육에도 눈을 돌려야 딴다. 그리고 우퍼 

사회의 새로운 도전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교융도 관삼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 그리고 한국어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변호}를 겪게 되더 

라도 한국어교육의 계획과 실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방향은 사살상 크 

게 탈라지지 않는다. 한국어의 수요와 교육 설천에 바탕을 둔 연구와 개 

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 물적 자원의 확보자 언제나 문제이 

자 과제이며， 실제로 한국어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딴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는 엄청나게 많다， 

특히， 종래의 경우에 비해서， 다양회된 한극어 수요를 상세화하고 각각 

의 경우에 암맞은 한국어교육을 설계하고 설천에 옮겨이: 할 때가 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한국어교육의 젤 

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편요한 기먼f이다. 

한국어교육 담당자가， 각급 학교의 국어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 

을 구성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할지애 대 

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꾀 경우에는 초꽁 

학교 수준이브호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 고등 교육기관의 유학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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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연구자를 위한 특정 영역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펼요성과 가능성의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한국어교육에서건，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요구(n뼈s)와 욕 

구(wan잉)의 정확한 파악， 한국어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 · 검정 제도 

의 운영， 자격을 갖춘 인력 양성， 한국어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 

영한 교재와 교수법의 개발 등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내 외국인 백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상 장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통합 장치，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펼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 

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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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윤희원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목표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 중 학문 목적 한국어 학 

습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분야는， 

크게 한국학 분야와 비한국학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정규 교육기관 

의 한국어 교원의 대부분이 한국어/한국학 전공자임을 생각할 때， 비한국학 분 

야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신장시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한 

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수요에 대해 살피고1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비한국학 분야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조， 교수 방법 및 교 

재에 대해 논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 떠오르는 문제인 다문화 가 

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덧붙였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실태， 학문분야 한국어교육，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수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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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앉ract 

On Teaching of Academic Korean for the Learners 

with None-Korean-Studies Major 

Y oon, Hi-won 

Purpose of leaming a language varies from leamer to leamer and Komm 

lan밍1age I얹ming can not be an excεption. 까le present paper d않Is with teaching 

of Korean for academic IJUI1Xlses, rmre specifically, for the I얹rners 때lose maJor JS 

not (or, will not be) the Korean Stuclies, by reviewing relevant statistics, e없I띠띠ng 

issues in objec디ves， content structure, t얹ching and learning ræthodolo밍es and 

t얹띠ng materials. In adclition, t얹C비ng of Kon없1 for the children of multi-c버tural 

families in Korea is dealt with, for the IJUI1Xlse of raising an issue regarcling a new 

challenge of the field. 

[Key Wordsl Korean 1뻐밍lage education, Thmands in Korean language teac비r땅 

and leaming, Academic Korean, Multi-c띠따머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