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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호인 

이 글의 옥척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플래그십 외킥어교육이 어떤 것인지， 그 교육의 원리와 역동적 실천 방책 

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호 제시하고 이러한 원리와 방잭이 현재 한국어 

플래그섭 교육에 어영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다 끝으호 플 

래그십 교육방식이 한국어교육 션반에 λ 사하는 바는 무엇인지흘 간략히 

살펴보고자한다11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국제한당언어운화학회， 하와이대 한국학생 
터가용동주최한~년 한국어교육국제이b술회의 언어습득이흔잊 다문화이륜 
과 한공어jL욕’ 온회의α111.lü.311애서 양요한 내용응 수정‘ 보앙한 것잉 

.. 하'f이대학i 한국어학 요수，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 하'f이대학jL 한묶어 
를얘그싱샌터 소장 

1l 이 긍의 죠안등 잉끄 영해 주진 플래그싱 교수진(전상아 Z동관， 장수"1， 용연힌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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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싱 교육의 옥표는 학생의 욕정 외국어와 그 운화의 구사 능역융 

원어민에 까까웅 최AJ녕 수준까지 도닿하도록 훈련시켜서 각자 전공분야 

의 국제 션문가가 되도록 히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1 학생의 전꽁분야 

융 위시하여 학생이 웬어민 수준의 한국어 놓혁과 한국 문화 놓펙율 갖추 

도록 훈련시켜서 국제적인 한국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옥표이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어교육의 옥표와 실제와는 사뭇 다른 혁신적 교육올 

지헝F하는 새로훈 정단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이며 강력한 추진력이고 

이니시어티프이다 이러한 혁신성율 감안하연 플래그싱 교육흩 외국어교 

육의 새로훈 때러다임이라 해도 파언이 아니다 

n 플에그싱교육의 연혁 

흉래그싱(F1쩔ship)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함대사령관이 당숭해서 

앙앙대혜에서 작전 지휘하는 ‘71양(!ltl!i)인이1. ‘본쿄.올 ‘흉래그싱 캠퍼 

스”라고 하듯이 은유적으로 ~p， initiative, rnrin 웅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잔 아는 사실이다 외국어표육의 경우도 플래그싱은 언어교육 

의 리더심이나 이니시어티므한 뭇에서 비롯되어 정정 내용이 용부해지고 

륙수화되고 외국어교육의 욕정 미션과 원리와 방법으효 한정되연서 빠르 

게 고유명사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플래그싱 교육의 l상향용 총지 

휘하는 워싱턴 본부의 영칭은 Th:La앵앵e FIag앙iç이다 흘얘그싱 언어 

교육의 대상 언어는 을해그십 언어이고 각 대학에서 플래그싱 언어 교육 

율 당당하고 있는 기관은 툴래그싱 샌터 또는 플래그싱 파트너 프로그염 

이다 이률 샌터냐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논 학생툴을 플래그심 학 

회정 고에진}깨 감사E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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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라부른다 

미국어서는 국가 경쟁력의 중진， 국가 안!I， 국내 다문화 사회의 요구1 

우호적 국제 교류 중진 퉁 실질적이고 다옥적적인 필요성 때문에 특히 과 

거 m 여 년간 정부1 교육계1 학짜 학회는 울혼 인간 차원에서장} 꾸준히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율 강조하고 효과적인 교육올 위해 액방으로 노력해 

왔다 외국어와 국제교육올 당당히는 교육부， 국우부， 국방부1 명우부 퉁 

에 속한 않응 연앙 차원의 기구와 기판들이 이미 양대한 여 산 지원으호 

광엉하게 황일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울구하고 l!l)l년에는 미국의회에서 

Natiooal Sronity Educatim pr맹am(NSÐ': 국가 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국앙부 산하에 창설하여 국가 안보와 국제경쟁력 강화， 외표 중진1 문화 

간의 의사소통 향상을 옥척으로 보다 강도 높은 외국어， 외국문화 교육을 

추진하도옥 하였냐 여기서 NSEP의 ι국/1 안보."(natioo외 $띠ity)의 엉위 

는 단순한 미국민의 복지의 보호와 중진뿐 아니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많 

은 새로올 도전 즉 지속적인 개양 운제， 환경 파괴 문제， 질병파 기아 문 

제， 인구 앵창과 이주 문제， 경제적 경쟁 문제 동의 다양한 국제문제를 효 

과석으로 대처하고 다경하는 문제까지 미국의 안보켠에 든다 지구촌이 

형성왼 오늘날， 냥의 일이 바로 내 일이기 때문이다 

NSEP의 여러 사엽 중 플래그싱 외국어교육 사업은 가장 중요한 획기 

적인 이니시어티브이다 :rOJ년에 칙바한 소규모의 시엉올 흥해서 m2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 안보 국저 경쟁력 국제교류의 증진을 가 

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미국민이 최상급 수준의 전문 

외국어 능력， 외국 문화 능력올 갖추는 엘이라는 확고한 원리 원칙하에 

이 옥표를 세계적이고 적극격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흘래그싱 사업이 

다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지원하에 국가 경쟁력파 안보에 가장 긴요한 소 

수 외국어툴 선정해서 학생틀의 외국어 놓력이 엘상적인 연뿐 아니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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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분야에서까지 최상급 수준에 이르도록 집중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다 

이 욕적올 위해서 NSEP에서는 국책적으효 중요한 외국어를 지정하고 

었R년부터 해당 외국어의 교육에 영성 있는 소수 국내 대학을 선정하여 

해당언어의 플래그십 교육을 의회하였다 그리고 각 을래그십 언어가 사 

용되는 나라에 현지 프로그램을 두어 국내어 셔 애용 학생들이 l년간 현 

지 올입교육올 받도록 하였다 

처음 5년간의 시엉적 과정을거치연서 얻은많은경힘을토대로2fJJI년 

부터는 교육 방책을 대폭 수정하고 더욱 체계화하였다 즉 NSEP 내에 플 

래그싱 본부인 끼g μ맹맹e FIag약UD을 두고 정잭 결정과 집앵， 예산 배 

정， 사엽 지침과 조정 웅 본질적인 업무를 당낭하고 각 플래그섭 교육은 

특정 대~에 해당 외국어 플래그십 센터를 두어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하 

고 집앵하도콕 위속하였다 그리고 이을 특정언어 샌터와 영조&때 해당 

언어를 교육시키도록 소수 대뼈 (cf'l 분꽤컵) 소규모의 플래그성 파 
트너 프로그댐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비학위 언어훈련 과정에서 

학부나 석사의 학위과정으로 션환항 것을 권장했다 

을래그십교육 옥표는 연방정부， 교육계， 경제계 간의 긴밀한 창의적 협 

력올 휩뼈， 성h술한 플래그십 언어률 이국 외국어교육협의회머rrmcan 

o::wril on the Ter:빼Jg of FI뼈gn μ맹i앵e) 즉， ACJR 기준의 최상급 

(Su뼈아) 수준 또는 미국정부 기쥔Intfrngeocy 니때u앵e Rru띠빼e)의 

II1l 3급까지 학생틀이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차세대 국제 전문가 

(glol:al ""fessi~때s)로 배출하는 것이다 ACJR의 최상급이나 II1l 3급응 

원어민에 버긍가는 수준올 말한다 연방정부1 교육계， 경제계는 플래그십 

로고가 상정하듯이 상위일체를 이루는데 연방정부와 경제계는 을래그싱 

교육의 투자지이자 교육 결과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교육계는 연방 정 

부와 경제계의 지원으로 교육， 훈련올 당당히F여 전문인력을 %냉 애출하 

는역할을당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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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p gra:luate;Je앤<lge their SlIj:.t'Iiα 때wuage arrl cult:m허 닙<illsin 

""ωson어， 0κ'ering an intercultur허 며-"" ω erP.QY6'$ in t:re feæraJ 

arrl state go'‘'ernrrmts, glcæl b.잉""'" ru피 m‘''''''"''''''때 α""""，U.α" 

{Disccurse, Newsletter 이 the I.mguage Thgshi. F，이l m!1 

m 플래그싱 언어와 교육기관 

η" 냐_e F1ag양ψ은 지금까지 01국민의 국가경쟁력과 안보에 가 

장 긴요한 8개의 언어 또는 언어군올 교육대상 언어로 선정했다 이등 플 

래그십 언어는 (J) African 때g생es， (21 써mc. (31 αm띠1 Eurnsian 1ì때C 

language‘ (41 OU"""" (51 태"'νunùι (61 Koreaπ (7) 버히an， (:에 Russian 

이다 

이틀 플래그십 언어교육올 판정캔눈 샌터는 현재 다옹과 겉이 도합 18 

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파트너 프로그램응 7개 대쐐 현지 프로그램 

은 해외 11개 대ξ써1 설치되어 있다 초 중고 프로그램도 중국어에 2개 

아랑어에 l개를 시엄적으로 셜치했다 (이하에서 샌터가 있는 대학안 연 

거하고 파트너 대학파 현지 대학명은 생략합) 

111 아프리키어 (스와힐리어와 요루바에 2 센터 • 2 현지 프로그램) 

1<>_ urn‘rersity: University 이 Wiscoosin 

(낀 아랍어 (3 센터 • 2 파트너 .2 현지 프로그캠 ‘ l 초중고 프로그램) 

UlÙversity of Mary1arxl, 어Iege 벼t; University of Texas. Austin; 

tvliclûgan State University 

m 중앙유라시아 터키어 러 "'101어 ([ 샌터) 

Arraican Crurrils fcr InuroatiooaJ EcbJcatioo 

(41 중국어 (4 센터 >4 따트너 ’ 2 현지 프로그램 • 2 초중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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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밍"" Y"", 바li"t'J"Sity: Clùo Sute Unive-sity; 

UniV6"SÌty of Mis잉ssi~; University of or쩍"" 

151 힌다 우르두어 11 센터 ‘ 2 현지 프호그램) 

uru엔'Sity of Texas, Au∞n 

161 한국어 11 센터 ι l 엄지 프로그램) 

uru、""'ty 이 Ih‘l3Ü at Marm 

(끼 에르시이어 11 샌터 • 1 현지 프로그램) 

UnivEnity of 뼈'1'""\ 00용e 없k 

181 러시아어 15 샌터 • 1 파트너 '1 연지 프로그램} 

ocu\; Anaiαln Co.rrriJs f(t' Intenιltiooal Educatioo: 뻐뼈따'" 떠""， 

uru‘lersity of 빼η""\ 어생e 버"k; &yn MaV.T 어l영e 

이들 대학은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외국어 교육에 전국직으로 영싱이 

높은 대학 중에서 선정되었고 각 언어샌터나 따트너 프로그램의 기판장 

온 해당 언어에 판한 엉성 있는 교수툴로 포진했다 플래그십 언어 교육 

은 주로 다수의 학부 학사학위 과정과 소수의 대학원 석사 파정에 역정올 

툰다{대학원 석사 과정은 현재 하와이대를 포항한 3개 대ξ써1 한함) 그리 

고 각 센터나 프로그램의 운영도 자체적으로나 상호 당시을 통해서 계속 

적으로 영가하고 질적인 향상올 도모한다 현재까지의 각종 통계와 영가 

에 의하연 여러 샌터와 프로그영을 홍한 혁신적인 플래그십 교육은 성공 

한것으로징계되고있다 

W 플래그성 교육 패러다임과 한국어교육 

플래그싱 표에 미국의 기존 외국어 교육의 실제와 어떻게 다른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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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싱 교육이 지헝j:i;~는 욱표(이션)는 무엇이며 교육방엉파 방찍은 어떤 

것인가? 

전술한 바와 경이 플래그십 교육의 목표는 학생툴이 ACIrL 최상급 수 

준(S띠Jerior; lLR 31의 언어， 문화 놓력올 습득하여 자기 천운 한뻐서 해 

당언어의 국제 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플래그십 패러다잉 

은 학생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체제， 교과파 

정， 교수엽， 교재， 영가 도구를 설계， 개발1 실천하는 것이다 플래그심의 

교육목표툴 효파격이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달성하기 위뼈 다~j한 

교육방잭을 제시하고 실천히는데 휠자는 대표적인 방책융 다옴 열 가지 

로나누어 보았다 

111 교육체제의 개연 

121 교과과정의 보장 

131 집중교육모엘 
(이 교육의 질과강도 

151 현지 올엽교육 

161 내용 중심1 전문 분야 교육 

171 초중고→대의 연계 

(에 언어습득 이돈과 살제의 수용 

애) 창조와보급 

1101 지속과 제도화 

울흔 기존 외국어교육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안면적으로 또는 일부 

언어써 이러한 여러 교육 방책을 부용적으로나아 주장하고 제시하고 

도입하여 일부 성과흘 거두고 있다 그러냐 연앙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홍 

합하고 이것을 대학의 외국어 교육에 일져서 전례없이 강력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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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힐 수 있다 이하 상기 여러 항옥올 간단히 부연 

하연서 하와이대학 한국어 플래그십 교육의 실제를 소개한다 

l 교육체제의개편 

플래그싱 언어는 대셰로 서%씩l 특히 영어권 성인에게는 습득하기 극 

히 어려용 언어틀이다 한국어는 (일온어， 중국어， 아랍어와 더풀어) 소위 

벙주4의 언어로 서양인 특히 영어권 성인에게는 가장 어려훈 언어이다 

형태적 흉사격 유형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소수의 외래어 외에는) 동촉 

어가 없고 문자가 전혀 다르파 사회언어적 차이1 문화적 차이가 극싱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흘래그싱 교육의 옥표는 학생이 졸엽할 때까지 최상 

굽 수준의 언어， 운화 숭릭을 달성히는 것이나 이 때문에 대학의 가존 외 

국어 교육셰제로는 소기의 옥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울가놓하다 

었@년부터 WI년까지는 (하외이대학을 위시한) 플래그섭 대학에 정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f는 별도로 독링왼 플래그섭 프로그램율 설치해서 

대학 중엉생올 대상으로 2년제 비학위 훈련과정(극내 l년， 해외 l년)으로 

집중교육올 실시하였다 이 시벙기간 동안 (비학위파정으로 인한) 학생틀 

의 동기 부족， 정규과정과의 분리， 학부 과갱의 펼요성 퉁 여러 가지 부작 

용이 야기되어 기존 플래그싱 프로그램의 수정이 울가피해졌다 

이러한 상i써서 기숭한 바와 같이 연방 방침의 전환에 따라 WI년 

여릉， 하와이대뺀1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가 장설되고 손호인 교수가 소 

장직올 알았다 이욱고 전격적으로 동년 가올 동아시아 어문학과에 (정규 

한국문학 석사학위 과정， 한국어학 석사학위 과정과 영행하여) “MA in 

Kocean f<r Profession찌S끼리는 전문 한국어 석사학위 과정올 신설했다 이 

어 있g년에는 (정규 한국어 학사과정과 병앵하여) ‘ BA in Korean for 

Profes잉여때S’라는 전문 한국어 학사학위 과정흘 신설하였다 석사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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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학위과정인데 이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각자 자기 전공(예컨대 정치 

학， 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역샤 사회학， 인류학， 공학 둥)의 학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있는 학생틀이 수혁멜다 학부 학사과정은 옥수 전공을 장려 

하여 현재 오든 학생이 자기의 전공분야와 플래그십 한국어릉 복수 천공 

으로 하고 있다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에는 각각 전국적인 오징 공고를 흥 

해서 매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2영(각각 2개안) 내외를 입학시키고 

있다 

었R년 여흠부터 중， 고등학생올 대상으로 한 여름학기 집중 프로그램 

올 실시하고 있고 alla년 여릅부터는 전문한국어 자격중 과정(ûrificate 

in Ka않n fcr Prof잉@a비sl을 실시할 계획안다 하와이대학 플래그싱 교 

육체제는 아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ll •> ‘벤써 을혜그십 교육새재 

{ Korean 버Iílll빼 야n댄r 

활網 풀 廳빼 

2 교과과정의보강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학의 정규 외국어 핵심 과목{oore coorsesl 

의 교과과정은 단계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I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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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각급올 일 년간(두 학기) 수ξ서하고 수업시간 수는 일주일에 3시간 내 

지 에간올 힐얘하는 것이 보용이다 그 외에 드울게는 잉기， 작운 문화 

교육도 곁등인 학교도 있다 스페인어， 불어， 독엘어 퉁 영어와 동촉인 전 

용 언어의 경우능 4급올 마치연 ACJl'L 기준의 상급송HAdvarαb μw) 

나 상급-중{Advatm! 뼈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냐 습득하기 어허용 한 

국어와 강은 비전홍 언어는 1급부터 시작해서 4급을 마쳐도 ACJl'L 기준 

의 중급 - 상{In떠nmale 뻐gh)올 넙지 옷하기 때문에 4급의 교과과정과 

교재와 교수엉은 ACJl'L 상급 -해때varorl Low) 정도로 맞추어져 있다 

최상급융 추구하는 학생들올 위한 교과과정이 기존 프로그램에는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플래그삽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한 4급올 넘는 교과과 

갱， 교재， 교수엉으로 대폭 보챔{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학생등의 전공용 

얘써 최상굽 수준의 외국어률 훈련시켜야 하기 때운에 그에 상웅하는 

교파과정의 개연이 휠수적이다 

하와아대학의 경우， 기존하는 4급 안까지의 과옥 이외에 플래그십 학생 

을 위해서 여러 과옥올 추가했다 플래그십 학생틀이 택하는 과옥은 다옴 

과 같다 (.는 기존 상급 과목이고 나머지는 신규 과옥 뻐 단위는 대학씬 

과옥잉) 

Advam떠 h없1 1, 2 (KOO 4l1-4X2)* 

뻐영1 _ Kaean 1. 2 (KOO <<ll-뼈) 

Kaean p1어어""thm뼈1 Hlm (KOO: 400)* 

R왜ngs in 0Ureε Dlan<tern (KOO 3J7-3I1)' 

Kaean u.，.행e and ÛJirUre n (Kæ <!iO) 

SeIO:U찌 &생~ in Kocean D (정보검색 잊 용유) IKOO 42;) 

W빼a Analysis in Kaean ~ II (이디어 용석 1. 낀 (K이1 421-<tZI) 

Kocean ÍCI" career Professiooals (학생 전공분야영 1l (1ιlR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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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an fa- ACaCHriC purp)ses (학생 천종용야별 2) (KOR 4ffi) 

M업n Atm잉 (KOR 4$ 현지교육 후1 석사 8학강 학사 12악정) 

6뼈-~ (전용훈야 열) (KOR <9)) 

b때찌d때 Fea:!I:a::k (Kt이H었) 

MalaReson미 m Kman (KOR 6211 

~ve 5tu:!ies of N:rth aOO 5:::trth Kcrean μ@맹es 

(KQR (22) 

Inten:li영이띠"" _ m Kman (KOR 6Zl) 

Arnly잉S 이 Kman Aαmnc [lscrurse (KOR (24) 

IAre:trO _ m Kman (개옐연구 지도.)m여<&잉) 

- 앓rinar in Kcrean 니앵U짱 (KQR 7lII 

즉， 기흔 한국어 요도그댐에 엇붙여 최-'t급 수춘을 옥표로 하는 선운 

한국어교육의 교육과정으호 개연하였다 앞으로도 시행찬오률 거쳐 가연 

서 가일충 향상원 교육파정파 교재 개말에 진역할 것이다 

’ 집중교육모댈 
기존 이국대학의 언어프로그램의 가장 큰 약정은 언어성촉 시간과 언 

어사용 기회가 너무도 부촉한 데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 

학의 정규 한국어의 교과과정은 집중교육 체제가 아니다 l급어 서 시작하 

여 4급까지 4년간 핵심과목 한국어를 계속 택한 학생은 평균 총 q껴aJ시 

간을 공부하게 왼다 이 시간으로는 언어능력 수준이 AC!FL2I 중급 -상 

(또는 llR 1 .)을 념기 어렵다 이 수준으로 졸엉하연 겨우 엘상생~의 

SUIVlV외 b허은 유지되고 이 이상 수준의 언어기눔운 수앵힐 수 없다 즉 

현재의 대학교육으로는 초급부터 시작할 경우 졸엉까지 AC!FL의 상급 

의 문턱에 도달하기도 극히 힘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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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십 언어교육은 세계적인 집중 을입 교육올 풍하여 이러한 난판 

융 올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생에게 프로그램 재학 중 가능한 최대 

한의 언어접촉 시간과 가능한 최대한의 언어사용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 

서 플래그십 프로그램어 서는 수염시간， 학생의 언어 성촉 시간울 대쪽 늘 

린다 

한국어 플래그심 교육의 경우.2년제의 석사과정을 예로 틀연 현재 한 

국어가 ACJR 중급 웅/생따\ 1+)과 %딛킨띠‘ 2 또는 2.)의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ξν겹동기가 장한 학생틀올 입학시켜서 (전공분。t의 

한국어플 위시해서) 최상급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옥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으로 1년간의 국내 집중 교육은 일주일에 @ 시 간의 언어 성촉 교 

육{l6시간의 교실 교육과 4시간의 개인교사 교육「을 설시한다 두 학기연 

m사간가끼에 획움하는셈이다 그련다옴나서 고려대학교어서 어즘부 

터 l년간의 현지 툴엽 교육을 받는다 국내와 현지 교육올 tr하연 대략 

1{IXI시간의 언어 정촉 교육을 받게 원다 이 시간에는 교육과정 외의 얼 

안 언어와 문화 몽입 시간은 기산되지 않았다 

2년간 1{1X1시간가량의 교육을 강안한 경우， 다옴 표에서 보듯이 미국 

국무부 Ftregn 앓끼ce 1nstitute의 보수적인 기준에 따르더라도 ACJR 

중급-중/생U‘ 1')이나 상급-송KlLR 잉부터 시작한 학생은 최상급에 오 

플수있다 

<.B. 2> Expected lev잉S 이 s.，.，히씨 ng Prol iciency: Arabic , a씨nese， Japanese. Korean 

'"빙h 여 Trni~ 
써:tituk fa" ÙlI팽{횡:e Learrór맹 

"뻐~ A""‘" s.",n" 

16 찌，'efks (따웠 ""'1 조퓨응I^.r. 0+ 증퓨하 l 중유야 l 

û1 w웠"'1짧 없，，) 승균 하 l 종fl"-중/쌍 I ‘ 중학·종/상 l' 

4"빼s (133)~) 'Ô...:;t-증/상 1> 상i7-'8t: 2 상당 중/쌓 2. 

8) - !12 w쨌s (240 - 'l7f{J ln.!r.>) 상급←종/쌓 2. 외싱Gf: 3 씌상ff-심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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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미국 성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용 한국어， 중국어， 아링어， 일본 

어의 경우， 초급부터 학습을 시작하연 2뼈 시간 이상을 꽁부해야 ACIrL 

최성념(!ill 3급)에 도달할 수 있고 ACIrL 중급 - 중/싱KILR 1+)에서 시작 

하연 1，!lXl시간 그리고 ACIrL 상급 - 하띠11 21에서 시2협}연 1 ，001시간 

학습해야 최AJ-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대U쩌n-Gasparro 11& I빼Jey 

뻐1: 2J - 낀) 불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세 배나 

더걸린다 

학부과정은 보통 국내 집중교육이 3년 내지 4년이고 여기에 l년간의 

현지 올입교육{언어훈련， 정공수업1 인턴싱)이 추가되기 때문에 보홍 

ACIrL 초급 - 중/싱(!ill 0써나 중급 히K!ill 11정도부터 잉학시킨다 

4 교육의 질과강도 

같은 기간이라도 회전속도가 빠르고 효율척으로 일할수록 기엽이윤이 

많아지듯이， 교육어 서도 같은 시간 내에 교육의 젤과 강도를 높이연 습득 

이 상대적으로 더 한라짐은 울폰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1 창의척 교수엄， 

최상급 수준의 교재개알， 모국어 화자의 왕용， 잘 훈련왼 개인교.Af， 대상 

언어의 흉부한 미디어 자료와 기타 대상언어 자료 환용， 캠퍼스 내 용입 

환경 조성1 현지 볼잉 교육， 하기 올잉 기회 제공 동을 실시하는 것은 교 

육의 질과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학생이 옥표 언어의 471능파 문회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율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진을 $냉， 개얄， 확보한다 교사의 빈번한 평가와 피드액 풍 

으로 계속적인 정적 향상올 도모한다 또한 영가 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학생의 471능 언어능역의 향상도를 입학부터 종엽 때까지 구두입학 

시험， 진단시험， 애치시험1 주기적 능력향상도 측정시험， 졸엉 시의 언어 

능력시험， 졸업발표시헝올 똥하여 학생 개개인의 강정과 약정을 명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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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송때 최^J녕으호 졸업하도록 청저히 지도한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도 자지 척으로나 p):!' re씨ew를 통해서 계속 영가한다 

하와이대학 플래그십 샌터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끄 학습의 놓플올 

올리기 위한 이상 영거한 일련의 앙잭융 강구하고 실시한다 교수염의 향 

상， 상호 수영장관， 내용중심 교재 개앙， 새로올 평가도구 개발 퉁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그리고 모든 수엽은 한국어로깐 진앵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6명 내지 7영이고 학생을의 수업은 학생틀의 않은 토론과 발표를 요 

구템 대학원에서는 첼저한 과제 중심 교에Task s..얘 i..arøJage Teoc!irlll 
을위주로한다 

하와이대 플래그십 교육철학은 그저 가르쳐서 내보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손색없는 한곡천문가가 되도록 최 

선을 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진도틀 계속 영가하고 강성， 약성을 

청저히 가려내서 강정을 장려하고 약정을 시정하고 언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개인 지도 개인 교λt 하기 집중교육， 하기 현지교육 퉁올 흥해서 

보강한다 대짝원 학생틀에게는 애주 수엽， 튜터링， 언어능역 'l，<상도 등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주간 일지(wædy SI:l.xl:nt jooπ때) 형식으로 써서 제 

출하도록 해서 학생틀의 요구사향올 교육에 반영한다 

’ 현지몰입교육 
모든 플래그십 교육은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막론하고 펼수적으 

로 국내 집중 프로그램과 l년간의 해외 현지 집중 용입 프로그램으로 이 

루어져 있다 1년간의 현지 올입교육은 플래그십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 부분이다 두 프로그램은 긴띨한 협조릅 통하여 학생을에게 언어 

와 문화의 올잉 교육파 아올라 전운직 인턴십도 실시한나 

한국어의 경우， 현지 용입교육 프로그램은 고려대학 언어교육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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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언어 문화샌터가 판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집중교육에 연계왼 청 

저한 현지 언어， 문화 훈료 전공과옥 수강 지도 학생틀 전공에 맞는 인 

턴싱 알선과 지도 종엽논문 지도 둥의 과엉올 수행한다 국내 대학의 프 

로그램과 해외 현지 올입교육 프로그램은 교과과정， 교육자료 교수법1 평 

가엽， 학생의 능력 수준1 학생 지도 퉁 모든 연어 서 치멸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6 내용중심 교육과전문분야언어 교육 

교육은 철저한 내용충심 (αYltent-1::a뼈l， 학생의 전공분야 위쥐:<I:m!in 

1m<퍼)로 실시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1 언어의 형태작， 흉사적， 의미척 구 

조나 어휘나 당화체계 자체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갱치， 경제， 

운화， 사회， 역사 둥 각종 분야의 내용과 학생 전공훈야의 내용을 전적으 

로 한국어로 교수하고 이러한 내용교육올 통해서 최상급 한국어를 자연 

스렵게 습득하도록 한다 이 목적올 위해서 전공분야에서 원어민 개인교 

사를 채용 보강한다 그리고 전공분야의 프로그램과 협조하고 전공분야 

를 당당송}는 교사가 언어교λ까 아니연 코스 개딸， 언어 지도엉 퉁 언어 

교육에 대한 사전 훈련올 필수적으로 시킨다 

개별화 교과과정ürodul때X퍼 CUJri띠빼， 개별 학정제도 개별 독허V연 

구지도 개인지도 하기 집중교육1 개별 영71， 정유터 oo-Jine 획않 둥 주운 

식 개별화 학습법을 언어교육에 포항시킨다 개별 지도를 흉하여 학생들 

의 다햄 언어습득 배경， 다양한 능력 수준 다양한 전꽁 분야 다양한 

학습 속도 다<J한 익냉파 장정， 교포학생과 비교포학생의 차이 퉁올 극 

복한다 

현지 한국학생툴파 더불어 전공과목을 수강함으로서 선공과옥의 한국 

어를 향상시 키고 현지 천공분。암l 직업훈련을 홍히여 직업언어와 직업문 



22 국어교홈연구 저따갱 

화를터득하도록한다 

7 초-중-고대의 연계 

언어는 나이가 어려서 시작함수록 더 잘 습득한나는 것은 정설로 받아 

들어져 있다 그리고 대학의 외국어교육만으로는 가장 배우기 쉬운 전홍 

언어(옥어， 불어， 스페인어)조차도 잘해야 ACIR 상급 중 정도의 수준밖 

에 성취하지 옷한다는 것도 잘 알혀져 있다 따라서 호 중고에서 체계적 

으로 연계왼 외-쇄를 습득하면 대학에서는 중긍-상 이상으로부터 학습 

융 시작할 수 있다 이 옥적올 위하여 미국정부와 외국어 교육계에서는 

이미 초중고의 외국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플래그심에서는 보다 높은 언어능력올 갖춘 고둥학교 졸엽생올 가급적 

많이 대학과정에 입학시키고자 초-중」고 학생틀에게 플래그십 언어 훈련 

올 장려한다 대학 플래그십 교육에 체계석으로 연계되는 파이프라인 과 

정의 구촉을 위한 것이다 현재 시엉적으로 합어에 2개 아혐에 l개의 

시벙 K-12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아직 별도의 독립왼 프로그램은 없다 

조기 한국어교유의 절실합파 초 중」고 대의 한국어교육의 연계의 중 

요성에 대해서는 멸자가 이전의 얄표에서 충분히 논한바 있다，Sohn 었ll; 

손호민 었111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 한국어교육은 l때여개 대학에서 실 

시하고 있고 외교관 정보왼1 군인은 정부기관(국무부의 Forcign scr찌@ 

InstiMζ 엉무부의 CIA 언어학교 국방부의 국방외국어대학)어 서 성시하 

고 있고 초중고교생의 한국어교육은 6개의 정규 초퉁학교와 44개의 정 

규 중고등학교와 1때개가량의 주말 한글학교어 사 실시하고 있다 표 3에 

서 보웃이 정규학교는 한국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LA 중심의 캘리포니 

아주와 뉴욕주에 집결되어 있대앓u1， Jo:ng, & park 없: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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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 Number 이 Korean larlglJ1lge α여;1ams by state 

'CT(1)IMD(1 )1PA( ’)IVA(’)JNJ(’l 

<.H. 4> Number 이 Kαean lan야욱" αograms by tκg 이 "'"여 

초퉁학교는 모두 LA에 있는데 정규과옥을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교육 

(du외 lan밍age ~àJ피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고퉁학교의 경우， 최소한 l 

주일에 5시간썩 한국어교육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없111， Jrong, & 

parl< 없1)1. 9개 주률 제외한 나머지 따개 주어 서는 초 중」고 어느 하나도 

한국어 과옥흘 가강1는 곳이 없다 

주로 다수의 초퉁학생과 소수의 중학생이 다니는 한글학교도 LA와 뉴 

욕 부근에 압도적으로 않지안 크고 작은 학교가 전국 모든 주에 주로 한 

국인 교회에 설렵되어 있다 일주일에 언어 씨간， 문화할똥이 l시간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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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서 사실상 여기서 언어 능력의 향상은 대처로 기대하기 어영고 

한국 사립이라는 정셰의식이나 일상 실용문화의 체험 그리고 한극어 습 

득의 동기 퉁을 기대할 수 있다 정규 한국어 과옥이 있는 초 중」고는 하 

나도 없는 하와이에도 크고 작은 한글학교는 2j개가양 있다{손호인， 허소 

련， 최윤화.， 'Ií1Jl 창조) 그리고 한국인 1세의 가갱에서 자라는 교인학생을 

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게 왼다 

이러한 불균형한 한국어교육의 현실에서 한국어 플래그심 샌터가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플래그십 파이프라인 구촉을 시도했다 'Ií1Jl년 여름 

부터 흘해그싱 교수진의 주도하에 (띠 중고퉁학생을 위해서는 하기 집중 

플래그십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율 개설하고 (bl 초둥학생을 위해서는 한 

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5주간의 집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중학생 

들은 학정 없는 수업이었고 고둥학생응 하와이대짝의 숭급 수순의 과녹 6 

학정을 취득했다 처음 실시한 이 두 프로그램은 1I명가량의 참가 학생틀 

(미국본토에서 온 3영 포함)과 학부묘등의 호영올 받았다 한연 플래그십 

샌터의 주도로 주정부와 학교와 교성해서 한국 학생이 많은 중고교 하나 

를 선정해서 시벙적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올 개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성공하연 이러한 오텔은 미국의 다은 주에 보 

급될수있다 

8 언어습득 이론과 실제의 수용 

플래그십 교육의 패러다임은 창의적인 프로그램 설계 교과과정 설계， 

교재 개발) 교수법 개발， 펑가엉 개발， 교육제도의 개선올 위히얘 저2 언 

어 습득에 판한 확고한 이론과 실제 연구 결과， 학숨 지침， 평가 도구와 

기준1 성공적 학습샤허1 둥율 도입하고 수용하고 웅용할 것올 강초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 울론 많은 언어습득 O，}싱써| 대해 아직 갑흔을악의 대링으 



용얘그십 언어교S‘ 패러다임야 한국어교육 E 

로 정설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않으나， 한연 중요한 여러 정에서 대제 

로 합의왼 흥섣도 있다 플래그싱 교육에서는 이런 합의왼 개념과 흥설과 

연구 결과와 실앵 지침올 수용해서 실천한다 전반적 플래그싱 교육계와 

한국어교육어 서 채택하고 수용하고 있는 몇 가지 크고 작은 사항의 예를 

든다 

(11 미국정부 외국어 능력영가 지침인 U ‘ 기준파 그와 대웅되는 미국 

외국어 교육협의회의 영가 지칩인 ACll'L 기준올 흘래그싱의 명가 기준 

으로 삼는다 이를 기준응 외국어 습득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실험과 경힘 

을 토대로 삭생왼 공인원 기준이다 

(잉 초 중 고 대의 연계 교육을 규정하는 미국정부의 “21세기 미국 

외국어 교올기준ηINSF표P， 19:1JI의 원리II-l피oo;q:/lyl와 교육 옥요인 :L 

lCoommi때이1 즉 외국어를 흥한 의사소흉 능력의 습득， Cullllres 즉 외 

국문화의 습득， Coonecticα 즉 외국어를 통한 여러 다른 학괴목의 습득， 

c:ro.m영" 즉 모국어와 학습어 간의 언어척， 운화적 비교 능력의 습득， 

COOmJ때oes 즉 외국어를 용한 다운화 사회에의 참여와 명생 학습)와 목 

표달성의 기준을 가능한 한 수용한다 

131 연령과 언어습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않고 다%‘하며 이돈 

도 분분하냐， 0)이틀의 뇌 기능이 언어습득에 기장 적￡하다는 것 사춘 

기를 기해서 언어습득 능력이 감퇴해 간다는 것은 대체적인 통설이다 소 

위 “。itical 떠i여’의 개념IFnc Lenneberg, 1!l37)이다 따라서 져2언어습득 

은 어려서 시작힐수흑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데는 대제로 이견이 없다 이 

것이 플래그십에서 초←중」고 교육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중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4) 이중언어의 습득과 시용은 단일 언어 사용에 비해 모국어 구사 놓 

녁뿐 아니라 지능발달에 더 유려하고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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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고가 있다{ÜX>Jer 1917; α영， & 1lro"" 1912; August & I해Q피a læ7; 

Cwmins 1933, χoα Thxms & ωlier læ7; Rìvera 1뼈 또한 교포학생 

의 모국어 습득과 유시가 개인， 가족， 사회， 직엽， 문화， 동질생 유지 풍의 

차원어 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도 수없이 많다 플래그십은 이툴 

다양한 연구 경파를 수용하고 초 중 고 학생틀과 학부모틀의 한국어 학 

습융 장려하고 동기를 유발한나 

151 언어슴득에 영~을 주는 요소에는 L1과 잉 간의 언어척， 사회언어 

적，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은 

통설로 되어 있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주위환경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 

적인 태도는 학생의 언어습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컨대 학습언 

어1121와 그 인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는 언어습득에 싱각한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가 우정적일 때는 습늑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12에 

대한 부오의 태도와 교싱의 집단역회Kgroup 야namicsl의 성격도 언어습득 

에 크게 영향올 이낀다 또한 해당언어에 어려서부터 접촉하게 될 때 그 

언어습득의 옹기가 끽a하고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 플래그십 교육은 이 

러한 여러 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감안5뼈 석극적인 획뿜 환경을 조성한 

다 

(에 학숨자의 심리상태1 강정상태가 12 습득에 도융이 휠 수도 있고 장 

애가 웰 수도 있다는Krashen의 Affαtive Fùta" 가설(싸왜l2I1， læll도 툴래 

그십 교육에서 수용한다 공적 환경에서 새 언어를 알할 때는 불안1 냥혹， 

분노 퉁이 곁틀 때가 있는데 그런 감갱은 어려운 단어습득 능녁을 악는 

fillff가 왼다 매력적이고 위협이 없고 연안한 교실 분위기， 학생의 모국문 

화를 수용하는 교실 분위기는 학생의 습득 동기흘 높이고 모협심을 조장 

하기 때문에 언어습득에 적극적인 도용을 준다 

(끼 동포학습자와 비용포혁습자의 언어습득 차이에 관해서 않은 연구 

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나〈예건대 H Kim = E Shin, :lJ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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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학생은 비용포학생에 비해서 대체로 말용이 정확하고 딸Vl. 듣기 

에 더 능숙하나 쓰기나 문엉에서는 "1교적 약하다 이러한 치이를 극옥하 

도록 실제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81 학습자 연이와 언어습득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않은 연구가 있다 

그동안 않이 연구된 학습자 연이는 성멸 치이， 연령 차이， 언어적성 차이1 

습득 능력의 차이， 습득 방법의 치이， 가치판의 차이， 성격의 차이(특히 내 

향성과 외향생1， 습득 동기의 >i"1 퉁이다 이러한 다_o，}"한 ξk습자 변이를 

강안하여 한국어 플래그싱에서는 학습자 개개인 중심의 수엽과 개인지도 

를광엉위하게 실시한다 

(91 획않언어의 효과적인 엽력 즉 이해가능한 입력(carorehensible inpJtl 

이 많올수록 언어습득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대체로 통설로 되어 

있다 “왜JeIl(Jæll의 ‘ i + r의 개념이다 한국어 플래그십 교육에서도 

이들 개념은 중급 내지 상급반까지는 대체로 수용하고 있으나 대학원의 

과제중싱의 강도 높은 최상긍 수업에서는 어휘와 언어구조에서 학생들의 

수준올 훨씬 녕는 (때로는 원어인에게조자도) 읽기 어려용 자료나 전공자 

료를 다룬다 이러한 어려용 자료도 교사툴의 상세화{elruxx.tionl 기술에 

힘입어 큰 우리 없이 소화시켜 나간다 

o이 학습자의 언어습득을 옵는 수단으로 제안왼 ‘입력 향상"(때1 

빼""""'tl의 연구 결과도 한국어 플래그성에서 수용한다 읽기 자료나 

얼티미디어 자료에서 중요한 단어나 구조나 내용올 "f이라이트하거나 득 

수 표식을 하거나 읽기 자료의 쪽 난간에 주석올 울이는 퉁의 방법이다 

(111 상호교류를 홍한 U샤용이 언어습득을 고도로 촉진시킨다는 기설 

(Inærocti~때 버뼈leSlS 띠19， lID1; Nuna!\ l!ID 511올 뺨뜰여 학생간 

또는 학생과 교수갑의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올 유도하는 수업방법을 택 

한다 

021 언어표현의 춘비 시간이 킬수록 더 원어인에 가까운 바른 말웅과 



28 욱어교육연구 세갱집 

복항문장과 당화를 구성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학습언어의 정확성 개딸에 

크게 도용이 왼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어 플래그십에서는 이 주장올 수용 

해서 학생틀의 작문파 원고 작성과 공개 발표를 초장한다 

(3) 영시적 학습지도엄(ex마cit instructim)은 학생틀의 화용적1 사회언 

어적， 당화적 능력올 개발-1-는데 크게 도융이 왼다는 이돈과 실제를 수용 

하여 이러한 교수법을 (묵시적 지도엉과 더불어) 교과과정과 교재와 수영 

에도입한다 

(4) 플래그십 교육이 수용하는 이흔은 기본 일상 대화 능역 대 지능적 

학술언어 능력의 구멸이다 예를 틀연， Cumrins09llJ는 의사소홍의 판정 

에서 laJ 상황적 의사소통(∞ntcxt-cmbedd어 CûmrnurucatlOn, 예 일상 

대화) 대 상황 제한척 의사소용(∞ntext 빼α찌 communicati。이 예 전 

화1 논숭문 퉁)의 구운과 IbJ 비지능적 의사소훤앵nitively tnl뼈rnndir앵 

cmnurucallon 비추상적， 우비판적 내용， 예 일상 대화) 대 지놓적 의사 

소←훤따낀매tively 어mrx:Iing ccmrunication, 용석 종~‘이 요구원 주상적 정 

운척 내용， 예 학술내용 언이)의 구용올 제시한다 상황적， 비지능적 의사 

소흥은 비교적 단시일에 습득되나 상황제한석， 지능적인 것은 장기ιk을 

요한다 효과적인 언어 교육의 단계는 상황적， 비지능적 의사소통의 교과 

과정에서 시ξLδF져 점차 상황 제한적， 지능적 의사소통의 교과 과정으로 

한생을의 언어발달을 지도하는 교과과정과 교재와 평가도구의 개발이다 

9 혁신과 보급 (innovation and diffusion) 

플래그십 언어교육은 보다 더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 

그램 개선과 확장， 교과과정， 교재 교수법， 평가 동 모든 연어 서 항상 장 

의적이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개말을 추구한다 파트너싱 즉 공 

통연구와 공홍개딸을 장려하며 연구 결과와 개발원 교재릎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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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할 것올 강조한다 특히 파트너 프로그램의 확장에 주녁한다 제잎 

규모가 큰 중국어의 경우를 예률 을연 플래그십 샌터가 4개 대ξ에 있고 

그틀과 연결된 파트너 프로그램이 5개 대학에 있다 이러한 혁신과 보급 

의 궁극적인 옥적은 최상급 전문수준의 학생 수을 극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혁신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a애 ηf μ@얘ge Flagship에 

서는 얘년 “Rαmting tre Diffu성이1 of Inoovatioo gmnts α명1lIll끼(혁신사 

항 보급 증진 프로그램)올 실시하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두 분야를 지 

원한다 (이 플래그싱 학부 파트너 프로그램 신설과 (이 혁신적 교수법， 교 

과과정， 교재와 기타 학습도구1 명가법 개발 그리고 컴유터를 용한 교수 

뱅1 학습엠， 형가엽의 중진 퉁을 위한 공동사업이 그것이다{끼f 냐째uage 

F1앵성，~ 'lm) 

아율러 학부와 대학씬 올해그십 교육의 목표를 닿생하기 위해서는 실 

효가 적응 기존 외국어 프로그램올 재설게 재개발) 재연생하고 이렇게 

개알원 플래그싱 모엘을 비플래그싱 대핵써 광영하게 보급5애 미국의 

외국어 교육의 전안적 혁신을 추구한다 

위에서 온 바와 같이 한국어 플래그싱 센터는 탁옐한 교수친의 노력과 

추진력의 덕택으로 울과 2년 동안 않은 새로올 것융 개말1 추진해 왔다 

석사과정 신설， 학사과정 신살 교과과정 개딸， 교재개발， 학생명가 도구 

개말1 충고생틀의 연계 프로그캠， 한블학교 교사 연수 교수법 개선의 노 

력 퉁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았으로도 꾸준히 계속휠 것이다 새로 

운 프로섹트와 프로그영은 계속 학회나 학술 오염올 흉해서 지체 없이 보 

도하고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10 지속과 제도회(sust외mb;lity "닝 insticutionalizatioo) 

현재까지 모든 블래그십 언어교육은 전적으로 연방정부 지원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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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왼 

다 자생력올 길러야 한다 각 플혜그십대ξ써1서 정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용수하여 궁극적으로 lcx:f/o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연 연방지원 

이 중단될 때 g처렁 악대한 시간파 노력과 비용으로 어컵게 개발하고 성 

공적으로 추진해 옹 프로그램이 일조일석에 우너지고 알 것이다 그러므 

로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국내 해외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과 협초가 펼수적이다 해당 대학은 교육셰제나 교과과정의 홉수뿐 아니 

라， 비용분당1 인력， 교육공간1 시설1 기술의 제공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 

는 대학 부당으로 플래그십 천임 교수채용， 행정직 비용부당， 학생 장학 

긍 지급， 교수 여비지급 풍을 잭입진다 이것은 플얘그싱 프로그램을 연 

방정부 지원권에서 벗어난 대학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연입히여 항구적으 

로 제도화히는 노력이다 그형게 휠 때 연방지원은 학생 장학긍으로 대쪽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n" 따@미행e F1agshipOI 지%헤반 방향1 

다 

한국어 플래그십 교육의 경우， 기술한 바와 같이 'ilJJ7년에 플래그십 석 

사과정올， 그리고 찌II년에 학사파갱율 동。}시아 어문학과의 정규 학위과 

정으로 신설했다 동시에 모든 플래그삽 교과과정을 동 과의 교과과정에 

연임시켰다 학생 입획에나 교수진의 채용， 잉용， 주기적 명가도 동 과와 

긴일한 협초하에 이루어진다 모든 학습 공간과 시설도 대'1에 제공한다 

단지 아직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일반 프호그햄응 주 정부의 정규 예산으호 

용영되는데 반~~겨 플래그싱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으로 운영 

원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능한 플래그심 교수진을 정진적으로 주 정부 예 

산으호흉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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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흔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1천 

지긍까지 최근 미국 외국어 교육계에 새로훈 역통적인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외국어 흘래그싱 교육의 원리와 실천 방잭올 필자 나릉대로 열 가 

시 항옥으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툴 열 가지 항목과 관 

련3써 한국어 플래그싱의 실제를 소개했다 그러연 이러한 새로용 패러 

다잉이 해외와 한국의 한국어교육 전반에 무엇올 시사하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영어 권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교육체제나 교과과정이냐 교 

수영에서 대체로 최^J-급 지향이 아니었고 집중 교육체제도 아니었고 학 

문이나 직엽의 전문가 영F성을 옥표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교양 수준이나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준이나 외국어 필수파옥의 이수 차원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준으로 졸업한 학생은 한국의 신문 냉송 

올 이해하기 힘등여， 한국 사랑과 글로 교신하기도 어영기 때문에 대체로 

한국 사랍과 ‘생존수준”의 대화 수준을 녕지 옷한다 한국과 관계되는 전 

운 직종1 사회활동， 국제적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플래그십 교 

육은 이러한 연실적 문제플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어에 유창한 묵제 

적 한국 천문가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기존 보수적 교육방법올 일신하여 

새로용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모엘로 정환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체제， 교과과정， 교재 교수법 퉁 전반애 걸쳐 이러한 최상급 

까지를 훈련하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둥학생까지 

대학교육에 체계적으로 연결시키지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기존 

한국어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앞에서 열거한 영 71~1 땅향 

과 방잭은 이러한 새로용 교육올 지향하고 설계하고 추진시키는 데 도웅 

이 되리라생각한다 

플래그싱 교육이 미국의 국제경쟁역， 안보 국제관계 중진올 위하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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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이것은 바로 한국이 지혐논 세계화 노력과 일 

치한다 외국학생에게 한양↑를 교육시커서 한국1 한국안 한국문화을 배 

우게 하고 국제 관계와 교쥬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세계화 추진과 바로 그 

러한 외국학생들올 외국이 주도해서 길러내는 플래그싱 교육이 그 파정 

이나 결과에서 '*를 바 없다 이틀은 다 미국 정부， 기영체 사설기관1 교 

육계 학계에서 한국관계 전운가가 되는 것이다 플래그십 졸엉생이나 한 

국의 세계화 추진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학생이나 다 한국 한국인1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장차 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양국의 국제교류와 

우호증진에 선도적으로 꽁헌한 사랍틀이다 

우리 한국어교육자틀은 외국학생들과 해외 우리 후세 동포틀에게 기능 

한 한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교육시키도록 최선올 나 하는 것이나 그것 

이 우리 세계 한국어교육지틀 공동의 사명이다· 

침고운흰 

손호맨3XSl， r if:.-중고-대 한국어교육의 연계와 교육기관의 꽁조" 서E회 엉 

세계 한양!교육 단셰 지역 대표자 셰이내엉세계 한국어교육기관 

간의 교듀와 협력) 자료집 w.3-12 

손호인， 허소련1 최융화{'JJJl)， r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실태용석j 국제한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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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플래그싱 언어교육 패러다임과 한국어교육 

손호인 

이 글의 옥적은 (가) 최근 "1끌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상급 수준 외국어 

교육 패러다임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용해그싱 외국어교육의 옥표{사영)가 

우엇인지올 밝I'tl J!， (나) 그 옥요을 달성하기 위한 방찍이 무엇인가흉 영 가지 

향옥으로 나누어 설영하고 (다) 이러한 열 7tÀ ] 방잭융 하와이대학 한국어 툴 

래그싱센터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을 채시하고 끝으로 (라) 을래그싱 교육 

방식이 이래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블 상여는 

것이다 이 글어서 의도하는 바능 한국어릉 배우는 학생을 최상급 수준까지 훈 

련시키기 위해서는 플래그싱 교육 패러다잉이 추구하는 방항과 앙잭에 따<f서 

기존 프로그램이 개연외어야 하고 교과과정， 쿄수법， 교재 영가도구 둥이 대욕 

개선외어야 한다는 것옹 주장하Ðl 하는 것이마 

[주저어] 언어 툴래그싱， 해외 올잉 교용， 혁신파 보급1 천문 한국어， 초충고

대의 연계， ACJa U.J1, 지속과 채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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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osIrad 

The Language Flagship Paradigm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Soh1, H<>;이n 

1re rrøin gooIs 이 this ~ are (이 to state the mîssiæ of the F1ag야'D 

~ 뼈ratioo that has re::e!1띠y æen laurrln:l in thc Unitcd Statcs as a ncw 

따때gmof 업얘rro:HeveI fcrcign langl떠양 edu:atioo, (b) 10 i어úify aOO α""'" 

ten mlJ<r mno쩌tivc strntcgies of the f1ag약'D 떠ocatioo that are irr맹""""<1 10 

æhieve the stated f1앵양lip ITÙssioo, (cl to soowcase OOW these stra때e; "'" 

imJenm어 in Kmm 때...，쟁e 뼈ntioo 때 by the Korean 니맹l얘;e F1ag얘" 

Croter at the Univ~ty 이 Haw.m at ~ 뼈 (이 ω 잉ggest future dir용ti= 

the educatioo 이 Kcrean as a foceign language (KFLl shoJId take. 'Ire intrnt 이 

the çnr.er is to 히뺑est that overnll KFt 따x:ationbe rcstru::tur띠 in1rovcrl. aOO 

enharo:rl in 0l'"IiY ω train sruænts to 성1ieve sur.erior (πufesslcx때) Ievel 

~ficieocy in 때@잉ge.얘 culture. <:h! w션Hested W"dY ω accorrdish \his gool 

is to follow, a‘ =has ‘:tnrl. the liæs ir따에'ffIted by the Hagship 때JCatim 

[Key _s[ tl'e μ째냉ge Flagshiμ o'cr었"깨ærsioo， inoovatioo and diffusîcn 

Kmm f .. πúfcssirnaJ.‘ K -12 artiælatioo, ACTFL, ll..R, sυ，Siall빼lity 

aOO institutimalιaUα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