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대학의 비모어 화자 대학(원)생을 위한 언어 

지원샤례 연구. 

-프랑스 파리 3대악 7대악괴 영국 서리 대학을 풍심으로-

< λ 때〉 

I 어리앙 
n 자￥{의 인상 빛 대찌':1 현영 
m 내학영 언어 i유 프호그엠 
W 언어 지원프호그‘3 
V 맺융알 

I 머리말 

륜회원 민영곤 

우리 사회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연서， 대학에도 한국어에 익숙하 

지 않은 유학생 및 교흰 학생~I 수가 급칙히 중가하는 추세에 있다 11 대 

ξι에서 일부 강좌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대학 생;)<>1나 전공 훈야의 학슴이 충실히 

• 이 논운은 1)11년 재안엄인 서용대학교안젠가유이 시원하J’ 서융대짝" 국어a육연 
구소가 수앵한 때11년 서용대학j"i 국어요유연구소 연구공요사.~r의 성과융잉 

.. 서윷대한쿄 사멍대학 파어j"i육과 a수{제l 저사) 

... 경인요욕대학쿄 굿어쿄육과 ￥교쉬 'l2서자l 

11 한국교육개양씬 용혜자ii얘 따프연 m’년 4앤 1일 기중 ;μ” 고풍교육 기판얘 재학 
중인 와굿인 유학생은 홍 :Il$l영으호서 an;년 1 5.::1'77영에 비해 4년 얘 l Xl% 이상 
증가하였1!. 1년 전 <1)$;영과 대비한 경우 약 'Il% 중7f한 수시이'k힘l씬 찌l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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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동ι에서는 언어 교육원올 

비롯한 한국어 교육 기판에서 일반적인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이상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지 옷하고 있는 형연이다 이등이 직연하고 있는 문제 

는 낮은 한국어 수준 외에도 대회에서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모 

어 문해역을 습득하지 옷하였거나 학습 기능을 갖추지 옷하고 있다는 정 

도를수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이 대학 생양올 성공적으로 마우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엿보다도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언어 지 

웬 제도가 마련됨 필요가 있다 유학생과 교환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언어 지원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연의를 중진하는 차원을 넘 

어서， 건강하고 내실 있는 대학 생항 문화의 진작，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의 체계화，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모어 화자 대학생을 교육한 역사가 우리 

나라보다 긴 유업 국가의 대학들이 학생을의 학엽과 생활융 위해서 언어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어영게 구축하여 혼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연행EUI은 다언어영용주의(이띠U맹uiS/re)를 쩍심 언어 정책 

으로 추진하고 었다 유컵 평의회에서 유컵인올 위한 언어 학습 프로젝트 

의 일언으로 때l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유영 언어 공동 기쥔여TrrOO 

EUrqJean Frame뼈k 이 Refererx::e fl아 니앵l맺es. 디lFRI은 유업 연합의 언 

어 정책을 상정하는 성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유업의 대학 

틀도 자국의 학생들이 유럽의 다흔 언어를 배올 기회를 제공할 뿐안 아니 

라 지국에서 공부하는 비모어 화자틀에게 지국어 학습 기회를 제용하기 

위한 다.oJ'한 노력올 기율이고 있다 

휠;<)을은 :lîll년 2월부터 :lî12년 9월 싸1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각 l 

년간의 연구년올 보내연서 소속 대학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살여올 기 

회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프양스의 파리 ~7대학과 영국의 서리 대학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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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유컵 대학의 비오어 화자 대학생옹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서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을 위한 호댁 

어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 시앵 땅안을 제얀하고자 한다 프랑스와 영국 

은유업어서도우리나라와사회 정치석 구조 및 경제 규오를견줄 안하고 

민족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민족국가의 대표적인 나E에다 이 두 대학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제 악 외국인 유학생이 급 

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적절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 

련"는 데 시사정올 줄 수 있을 것이다 

n 자랙의 위상및 대학별 현황 

l 자국어의 위상-2) 

유럼 연t"에서는 zl개의 공용어 외에도 다양한 지역어 및 소수어가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디씌k성응 보호하고 학습을 중진"는 것이 유 

럽 연합의 기본 업if이다 유입인은 이러한 언어 중 어떤 언어로도 자신 

의 권리를앵사할수있다 

이를 위하여 유엽 연&에서는 모든 시인이 자신의 모어 외에도 두 개 

의 언어즐 알할 수 있도흑 히는 것을 언어 교육의 옥표로 상고 있다 유럽 

인들은 효율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히여 어린 시설부터 두 개의 외국어에 

노출되는 것올 견장한다 그틀은 자신틀이 개인과 국가 간의 공동체를 형 

성하고 다언어 다문화적인 유협에서 더울어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 

플 언어 학습 지원이라고 생각한마 다언이벙용아 가능한 직원융 채용하 

2J 유엄 연앙 누리갱(h!ψ//"，，"，uuI띠Irmlt/i!rl.!ιenhtml용 장고하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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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번역 및 용역， 언어 교육， 언어 공학 둥이 유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유협의 상황융 안척으로 

보여준다 

영어는 사용 인구흘 기준으로 할 때 유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 

어。1:i!， 션 새계적으로 보아도 중국어 다옴으로 사용 인구가 않으"i. 실 

정적으로는 영향릭이 가장 큰 언어이다 영국으로 가는 유학생이나 교환 

학생이 출신 지역올 악흔히}고 자신의 오어 이외에 가장 보연적으로 사용 

하는 언어가 영어일 것이다 이틀 대후왈은 늦어도 청소년기에 영어훌 외 

국어로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률이마 그러나 친숙 정도에는 차이가 

커서 인도 유업 어 계용의 언어켠이 아닌 지역에서 옹 학생의 경우 영어 

사용에 능숙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올 휠요료 한다는 정 

에서 영국의 대학을은 다0，'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잊 지원 재도흘 마련하 

고있다 

프랑스 어는 영어와 엉깨 유엔의 공식 언어로서， 유엉에서 영어， 옥얼 

어 다용으로 사용 얀구가 않은 언어이다 영어에 비해 사용 인구가 적긴 

하지안 정치 껑제 외교 문화 풍의 분야에서 프랑스 어의 영향력온 영어나 

독일어 웃지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어나 영어가 모어가 아닌 

화자의 경우 프랑스 어를 깨외국어로 학습"는 경우가 않융 것이고 욕 

<1 인도 유렵 어 계용의 언어권이 아닌 지역에서 온 학생의 경우 대학 수 
학융 위하여 프랑스 어 학송l 적지 않은 시간올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을도 외국어로서의 프랑스 어 교육과 지원율 위한 다양한 

프로그캠용 마련하고 있다 

2 대획범현황 

여기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프양스 파리 3대학üJnlver히té sortxx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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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JV어Ue -뻐s 31 파리 7대찍KUniversité P-&is Di어이 - Pruis 71과 영 국 

서리 대학1Univernty of Surrey l의 일반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각 대학 

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언어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 대학~J 상항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자국 내 위상， 특성， 재학생 현황 동에 

대한이해가웰요하다 

파리 3대학은 예술 및 인문 사회 분야 전공학과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 

히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학， 프랑스 어 교육올 득생화하고 있는 대힘L이다 

재학생 수는 171!>l영。 I or， 국제 유학생 수는 ，100영으로 전체 학생의 

엉5%를 자지하고 있다 파리 3대학은 박사학위자의 %가 외국인일 정 

도호 국제화왼 대ξL이마31 

파리 7대학은 프랑스 최대 규모의 종항 대학으로 얘년 7，1XXI영의 학위 

수여자를 애출한다 핵심 전공 분야는 언어， 문학을 비옷한 인문학， 과학1 

의학 퉁이다 재학생 수는 약 27αU영이고 국제 유학생 수는 ，9>1으로 전 

체 학생의 2l%를 차지하는 국제적인 대빡1기도 하다 외국인 학생의 학 

위 비융은 학사 16%. 석사 12% 악사 l)% 정도이다 파리 7대학 역시 3대 

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 어 운。M서 지영도가 높고 한국 

학 찬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도 앙일히 이루어지고 있다" 

셔리 대학은 런던에 인정한 서리 주 @삐αd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내 대학 순위 æ우1권의 종합 대획에다 æ12년 가디언 지 영가에서는 11위 

를 차지하는 풍 위상융 높이고 있으며 관광학 경영학 전자 기계 우주공 

학， 사회학 등에서 지영도가 높고 공연예술 영어교육 등을 특성화하고 

있다 재학생 수는 재학생 수는 약 1，1XXI영이고 국제 유학생 수는 약 

31 뼈//，π=~'"빼양뼈lι"'"~이lniv.，lElis..1_t'fl Ix!f :ll12. 
.5.경쩍 

4) Jùtv://rδ었m:es.canwsfrdOCe.UlZ빼<È!Letal:/et뼈isserrnJlSl'enlWlivJBTÌs7 enIXlf 3)12. 
.5.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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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αm영으로 전체 학생의 ~/O훌 차지한다히 서울대학교와 교류 협정올 셰 

경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극 캠혀스를 셜치하는 퉁 한국융 비훗한 아시아 

에 대한 판심융 않이 기율이고 있다 

m 대학별 언어 교육 프로그캠 

이 장에서는 프랑스의 파리 3대학과 7대학， 영욱의 서려 대학융 중심으 

로 각 대ξ에서 유학생 및 교환학생 둥 본교생과 일반학생융 대상으로 쩌 

공하고 있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올 구셰적으효 살펴보기로 하자 

l 피리빼학 

파리 3대학에서 채공하고 있는 프랑스 어 표육 프로그샘온 정규 유학 

생 및 교한 학생 퉁 본교생융 대상으로 우료로 운영"는 것과 온교 내외 

의 일반 학생융 대상으로 유료로 훈영" 는 것으로 나누어 올 수 있다 

본교생올 예상으로 하는 프랑스 어 지원 프로그램율 학위 과정별로 살 

펴보연 학사과정 유학생， 석 박사과정 유학생，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교 

환학생을 위한 것으로 냐눌 수 있다 

학사과정 유학생에게는 프랑스 어 이해 표현 능력융 향상시키l 전공 

영역의 프랑스 어 학습을 지원항 목석으로 프랑스 어 강화 수강 기회를 

부여한다 프랑스 어 능역애 따라 수강 의우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프랑 

스 어 강좌는 학사 취득올 위한 일안 선쩍 파옥으로 학정 인정올 받는다 

5) tctp:/Itmå~.ac:ιftutiItqæ?~719.'ßlØJ&...GdW녕&성ÐIII=lWI'AL 

찌12. 6. 5. 정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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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는 외국인올 위한 프랑스 어 교육과에서 재공하며‘ g주간 2시간씩 

연간밍시간으로용영원다 수강가능한프랑스어 수준은!!2-C1 수준으 

로 입학 당시 프랑스 어 놓력이 부촉하여 의무적으로 부과 받은 학생에게 

수강 우선권이 주어지며 전 '"정융 홍해 1회에 한해 학정융 인정받는다 

이 강좌의 욕표는 프땅스 어의 이해 다양한 자료룹 용한 (옴성/문자) 이 

해역 헝F상， 사고와 (옹성/문자) 요현의 방법을 숙달하는 에 있다 그리고 

평가는 매주 지웰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학기알에 지웰 고사올 치른다 

석 박샤과정 유학생도 프랑스 어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이를은 일반적 

인 프랑스 어 능력뿐 아니라 논문 작성엉 웅 전공 영역의 프랑스 어 샤용 

능펴 신장융 목적으로 강좌에 침써한다 프랑스 어 수춘은 [잉-(2룩 일 

부 석사과정에서는 학정융 인정하가도 하고 엽학 당시의 프랑스 어 능력 

에 따라 강좌 수강 의우가 부과되기도 한다ω 필요에 따라 옹주간 2시간 

썩 연간 !j)시간 또는 a주간 4시ι썩 연간 100시간으로 운영하며 이수중 

올 알급받율 수 있다 이 강좌의 옥표는 일안적인 프랑스 어 능펙 ~J에 

서 냐아가 대학원 파갱의 학엽과 션공멸 연구 빛 논문 작성에 필요한 프 

랑스 어의 이혜와 표현 눔펙올 학습하는 데 있다 학기별 강좌 내용올 상 

펴보연‘ l학7HZ'!시간) 내용온 울운언과 어$1 잊 용어‘ 프항스 어 작문 훈 

련， 학술 정보의 수집과 용석 빛 갱리， ξ떨푼장 작성엉 퉁이고 2학기l:;!; 

시간) 내용옹 학술 당화의 이해와 표현(암표 토돈1 비명 동1， 논문 작성엉 

(인용， 주석‘ 논문의 구성과 기술 둥) 등으로 이푸어져 있다 평가는 과정 

열 지휠고샤 혹은 수강 중이거나 연구 중인 션공 분야와 연계한 산출물 

(보고서， 서영 동)융 대상으로 한다 

61 져종 악위R 프랑스에서 방지 앙고 온 대억애 인학 허가용 땅은 신잉생옹 대언에서 
4아하는 프랑스 어 능역 시험 경'1에 1때서 의우칙으오 이 강3잉 수뼈야 한나 
그리고 져종 학위용 프캉스에서 받았거나 시엉 성직이 잉격선융 녕은 경우에라도 
지도 요수가 요구하능 경우에는 의우적으로 수강혜야 하고 시엄 성적이냐 지도 a 
수의 요구가 엉으나 학생이 '1양하는 경우에능 시도 교수의 추진용 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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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교환 학생에게는 학문 옥적 프랑스 어를 익힘 

으로써 프랑스 대ξ에 적용할 수 있도욕 프랑스 어， 프랑스 문화 및 양엉 

론 강의율 수강항 기회용 제꽁한다 。1 과정옹 개강 전 단기 징중 과정과 

영앵하며， 3개 강찍껴지 수강할 수 있고 학정이 부여원다 프랑스 어 수준 

은 A2-CI이여 각 강좌는 각 강좌는 g주간 2시간썩 연간 $시간이고、 안 

기 집중 과정은 갱시간으로 개강 션 2주에 걸쳐서 진앵왼다 

본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프랑스 어 지원 프로그램 

으호는 ’개강 션 프랑스 어 알하기 집중 파정’과 ‘학기 중 프랑스 어 놓력 

시험(DEl.F， DAlFI 준비 집중 과정’이 있다 전자는 문엉 혹은 번역 중심 

으효 프장스 어즐 배용 초급(A21 이상 학습자가 듣기 알하기 능력을 집중 

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옥 3주간 m시간씩 총 ro시간의 과정으로 운영왼 

다 그리고 후지는 프랑스 어 수준 B! -C! 학생을 대상으로 5주간 4시간 

씩 과정당 g시간으로 용영된다 

본교 내외의 일반 학생올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외는 프랑스 어 프로그 

엠으로는 프랑스학 l년 과정n뼈res lJni뻐3때res d'EIlJæs FI<lI"Çlises, 

αJEFI파 프랑스 어 l학기 과정(IliJiÔlre lJniversi띠rede μ째ue Frarv;aisξ 

DU\FI율을 수있다 

프랑스학 l년 l냉온 l학년 수료 수춘융 옥표로 하는 lJlJEF 1과 2학년 

수료 수준융 옥표로 하는 DU다 2 과정이 었다 두 과정융 정리하여 살여 

보연 〈요 1>과같다 

프랑스 어 l학기 파정(αJlFI은 학기당 강의 192사샌16시간' 12주1， 실 

습 앵시샌4시간)(12주)으로 용영되며 수준은 Al!A2. BI, 없 CI 퉁이다 
수준앨 강좌가 한 학기 단위로 개설되므룩 수개 학기 연속 수강 가능하 

다 프랑스 어가 모어나 공식어가 아닌 지역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 

랑스의 일상생황과 대학 수준의 ξ갱이 가능한 수준으로 프랑스 어용 교 

육하는것올목표로한다 



예외 얘악의 비"어 아사 얘액(잉)생흩 쩌앤 얻어 지원 사에 연구 3~ 

(1 1) 프링스획 1년 ~잉 OUEF 1괴 앉아 2 이교 

구용 DUEF 1 DU다 2 

연간 
400시샌16시간'25주) 4ffi시 간(18사 간x짧쭈} 

꽁용'1.옥 4강싹'2시간 꽁용과욕 5강좌'2시간 
샤수 

선에과옥 4강좌'2시간 선에과욕 4강와'2샤간 

프장스 어가 요어나 공식어가 아닌 지역 §신으호셔 프랑스인 대아얘 

예상 
서 수악하기 쩌뼈 E캉스의 언어와 운>1.용 학습하고자 하는 자호서 쇼 

정 '1 엽학샤앵흩 용차한 자 

DELF 132 이상 DELF ß2/Cl 이상 

수준 132-Cl Cl -α 

프링스 대학애서 수학안 수 있 
프랑스 대학에서 수학항 수 있는 프앙 

육표 
는 E강스 깐련 지식과 상기 

스 잔연 지식과 싣기 놓역용 온 대'1 2 
능역융 온 대학 l학년 수a 수 

‘1년 수료 수훈에 안하도훌 교육 
준에 당하도륙 R용 

- 1 학기 꽁흉 과욕 프항소 씩 운볍파 

사용 안여 용식 셔샤씌 익스트 읽기 

장용 과욕 프랑스 어 연구 
'1 적 핵스트 얽'1. 프장스 뽕화사 

l학기 선액 시육 문 장용>!~ 문장 삭 
화엉1 작문깅} 자료 용석 프랑 

엉 1 7세기 프강스 문학， 18애기 프랑스 
스와 E향스 인 '1 역사 

선때 까옥 
운확. 효랑스 원학의 분，.(왕세 ‘ 16세 

7]), 죠형 에숲l!t 사회， 핵소트와 이 "1 
운아 역사 밍 간운아성 영 

지 
내용 억 운아파 인용약 소성 잉기 

• 2핵기 공용 파욕 프랑스 어 운엉싸 
푼어'1. 조영 예윤 용화 인유아 

사용(>예휴 1 ， 프랑스 어의 '1 빼， 영화악 
자 고정판녕 

셔사. 회팍9.1 01 혜， 포장스 문화싸 
언어，소용및현대사회영 

(찌용) 
엑 안화 운석 현대 프랑스 어 

2아기 선택 까욕 '1.엉성기 19애기 
언어와 운아 프랑스 어 암응 

프장스 문학 æ세기 프캉스운학 운아 

파 '1'<어호서 '1 프랑스 어 죠영 예숭 
까 사>1(찌용l‘ 영화.1학 

평가 따기 중 수시맹가 및 얘 학기안 종한 멍가 

학'1 수료 시 디흥호어 취득 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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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과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본 대학 프랑스 어 교육 전용의 

학사과정1 석사과정 및 기타 프랑스 어 교사 엄 과정의 교육 실습생이 

강의 일부흘 당당할 수 있다 수료 시 디을로머 취득이 가능하다 

2 피리 7대학 

파리 7대학애서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어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유학 

생 및 교환 학생 동 본쿄생올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1l~는 것과 온교 내외 

의 일반 학생올 대상으로 유료로 훌영하는 것으호 나누어 올 수 있다 

본교생을 대상으호 하는 1프랑스 어 완성 과정(버fαI!ooooren‘ m 

ùlrj!æ FI때'ÇIise)’ 프로그램온 정규 강좌iLes cours scrrestriclsl와 단기 집 

중 강좌{Stage Intensif æ La앵‘E et de Qvilisatioo, Sn..Gl의 두 가지 유영 

이었다 

정규 강좌는 학기 단위로 개설되며，K2에서 Cl까지 수강힐 수 있어， 최 

소한 K2 수준 이상의 프랑스 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요 대상은 

성용적인 ~겹올 위해서 2씨의 프캉스 어 놓역올 향상하고자 하는 정규 

유학생 및 교환학생이다 강좌에 퉁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용라인으로 배 

치고사에 웅시하여야 하며1 배치고사 결과에 따라 ξ녕융 배정한다 강의 

중싱 과옥으로는 ‘프랑스 어의 이해， 프랑스 어 운법’이 있고 실습 중심 

과목으호는 ‘프랑스 어 구어의 요현과 이해lBIJll2l， 프랑스 어 작윈BIJll2， 

CIl, 프랑스 운빼BIJll2I， 옹성억(없ICII， 어휘온{없ICII’ 퉁이 있다 영가 

는 여타 교과옥과 마천가지로 학기 중 수시 평가와 기알 평가용 수앵하 

며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톨 받은 경우1 강좌당 3학정을 인정한다 7대학 

소속 학생은 학기당 2"엠4시간)까지 외-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데， 

외국인 학생의 정우 프랑스 어 강의와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기 집중 강좌는 매 학기 개강 직션 5-8일 간 개설되며1 최소한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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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의 프랑스 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퉁록할 수 있아 주요 대상 

은 기존의 프랑스 어 능력을 보싼하고 프랑스의 (대학} 문화율 학습째 

션공 분야의 학영융 성공적올 수앵하고자 하는 정규 유학생 및 쿄환학생 

이다 강좌에 퉁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규 강좌와 마찬가지로 옹라인으 

로 배치고사에 웅시하여야 하여1 배치고사 결과에 따라 ξL급융 배정한다 

강좌 내용에는 ‘학운 욕적 프랑스 어‘ 논문 작성영‘ 프랑스의 학문적 전용 

과 대학 문화’ 퉁이 포함원마 온 강좌는 온쿄에서 학정율 인정하는 강의 

가 아니지안， 교환 학생의 경우‘ 소속 대~"애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 

여， 이헌 경우에 대비하여 수강 중영서툴 망급한다 

이 외에도 파리 7대학에서는 악사파정 프랑스 어 파정(fmr쟁is Langue 

~/re r= Ics IMaants et ocπinlrsl을 제공한다 애 학기 개설되 

는 이 과정은 악사과정 1. 2, 3년자 외국인 학생 및 연구원융 대상으로 하 

여 프랑스 어 수준에 -ClI애 ，q-라 수강할 수 었다 이 파정에서는 천공 

영역의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흑 프앙스 어 습득에서 프랑스 어 사용 

능릭 심화 수준까지 교육하는 것을 색요로 한다 강의 내용은 프랑스 어 

운엉‘ 구어와 운어의 표현과 이해 프랑스의 문화， 프장스 어 옹성학 응이 

다 

본교 내외~I 일안 학생융 대상으호 운영하는 프호그댐으로는 프랑스 

어 및 프랑스 문화 집중 강좌인 αJ1Lπ(이JIÔrreS Univcrsi띠resd’Etuæs 

Frnnçaisesl올 을 수 있다 이 강좌는 본교 내외의 대학생윤 예상으호 하여 

일상생활과 ~μ엽융 위한 프랑스 어 농역 %ι앙을 옥표효 한나 1년 난위로 

개설되는데.A1부터 ru 수준까지 5개의 득링석 모율로 주앙 m ‘ l간 연간 

7!ll^1ζL올 수강하도쪽 쩌k져 있다 수준영 수엄 시간은 A1(18)시간) 

잉O<<!시간1. B1 1100시산I rul1예시간u강.(8)시간)이다 이 강좌의 각 모 

율은 순자적으로 진앵되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모율만 신청한 수 았다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은 출신 국가으| 억사 학우l 이상올 소지한 외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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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하고자 ilH능 과정의 찍전 단계 언어 능력올 갖추고 있어야 힌다 

IJULQF에서는 듣기 n양171， 읽기， 쓰기 퉁 이! 가지 기능올 셰행}는 활 

용， 문법， 어휘， 문화， 융성학， 이디어 퉁에 대한 다앙한 실습， 다t앙한 엑스 

트와 자료를 처리하는 휠동 연간 12회의 문화 체엉(의회와 시청， 타 대학 

의 유영 연구소 이슐판) 요때라 웅) 풍융 용하여 프랑스 어얘서 나아가 

프랑스 현대 사회흩 용석하고 이혜합으호써 프랑스 어권 국가에서 고동 

교육융 이수항 수 있는 프랑스 어 능릭융 기르는 것율 욕적으로 한다 

3 서리 대학 

영어를 중심으호 하는 서리 대학의 언어 교육 프로그쟁은 국제화역량 

종엉 인증， 영어 프효그램， 영어 지원 프로그램， 영어 맞충 지도 퉁융 율 

수 있다 이융 구얘식으로 살여보연 다용과 같다 

11 국제회역랑 을업 인~GàlO Q뼈.ete A~ α찌 

GGA는 서리 때학얘서 극제화 전략으호 추진하는 프로그영의 일부이 

다 성차 국채화되고 있는 취엉 시장애서 학생을의 취엉 션앙올 놓여 주 

기 위허어 영어흘 포항한 다Oj한 언어 학습의 기회흘 쩌공하고 있다 

학부생을은 소속 학과 및 선공 환t와 우판하게 얘년 하나의 언어 오 

률융 선쩍하여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언어 모율은 모융당 학껑이 후여원 

다 이 학정은 흩엉 웰수 학정애는 포항되지 않지안 ‘언어 부문 국채화역 

량 졸업 인중{GIOæI Q때~te A써빼 m 냐@뼈하으호 기록왼다 에흥 

을어， 싱리학과 학생이 학우! 과쟁 동안 lal학정율 취욕하고 언어 모률 학 

습으로 IO학정융 부여받으연 이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는 IJJ학정이 기혹 

되고 낙셰회역양 언어우운 종엉 인중온 냉도효 영시왼다 학부생즐옹 영 



에외 예악의 이 g어 여자 에악(앤)생흩 얘앤 언어 져앤 씨에 연구 얘l 

어 지원 프로그영을 환용할 수도 었다 이 프로그램얘서는 영어， 프장스 

어， 독잉어， 스에인 어 포르투갈 어， 이탈리아 어 러시아 어 아랍 어 일 

본어 중국어 퉁 9개 언어흘 유임 공홍 언어 기쥔Q쥔‘)올 창조 • • 여 6안 

계로 채꽁하는데 6단계ICII는 영어와 프땅스 어의 경우만 해당한다 

a 영어 프로그램IEn;jisI1 벼gκ)IlPr맹anV 

서리 대혁써서 제공-.는 영어 프로그램은 학기 전 프로그샘 

IPre-_sl과 대학 공쭈를 위한 영어IEr‘&Ü양1 f(l" UniversÎty snα)의 

두가지가있다 

학기 전 프로그램은 학우1 과정융 시챔+는 학생등융 위한 학술 영어 

생중 준비반으로서 과정용 10주 또는 5주 동안 계속왼다 일반 영어 능픽 

!생보다는 대획h에서의 '1μ겁파 생안에 필요한 영어 눔녁 %앙에 초성을 

두고 있다 학기 전 프로그램은 ‘개강 전 10주 프로그램 IPSIOI, 개강 선 5 

주 프로그램 IPS5I, 경영학부생올 위한 개강 전 5주 프로그램 IPSEr\nl’의 
써가지가있다 

개강 션 10주 프로그램IPS101은 대t에서 요구하는 또LTS 수준보다 0.5 

둥급 낮은 학생율 대상으로 한다 대획써|서는 이 학생을이 추가적인 

IELTS 검사 었이 10주 간의 학기 션 파정올 수강하는 초건으로 잉학융 

허가한다 PSI0은 엉격한 학술 영어 준비 파정으로서 학생틀이 서리 대학 

얘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 수준에 도당하도욕 섣빼되어 있다 학생을은 이 

프로그램올 용하여 ‘Fι술적 운셰로 j스는 기업， 자료에 대한 비싼적인 접 

근과 장조 기법， 강의 듣기 및 노트 핀기엉 말하기 및 학술적 프'.챈때이 

션 기숱. 효율적 읽기 기능， 학슬 어휘력 개벚적으로나 집단으로 항께 작 

업하는 능력， 영어로 공쭈하는 데 대한 자신강， 영어 학위 교". 과정의 요 

구를 다루는 전략 퉁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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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뻐서 학생들이 수앵해야 -\는 최소 요구 사항으로는 코스워크 시 

기영 작운 에셔이， 평가피드액 발전율 위한 과제 작성， ~ι급 프로젝트 

l(XXH XXXJ 단어 작문 과제(영가는 받지안 최종 평7에는 포함되지 않옹1 ， 

10- 15분 구어 프레샌태이션(영가받지안 최종 평가에는 포항되지 않옹1， 

I!>XHml 단어의 개인열 프로핵트와 참고 운헌 옥록 및 최종 평가 10-
15용 건퍼런스 프래젠대이션 최종 평가 학기알 시헝 최종 평가 퉁이 있 

다 

개강 전 5주 프로그램IPS51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εLTS 퉁급과 같은 

수준의 학생올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영어 입학 조건율 충족하고 자 

신21 ~겁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자 하는 서리 대학 

의 모든 학생을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 포항되는 요소들로는 ‘비판적 

연구 기엉， 학엽 기볍 긴 에세이 쓰기， 프래센얘이션하기， 도서판과 π 설 

비 이용하기’퉁이다 

경영학도를 위한 개강 전 5주 프로그램 IPSEMiI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 

는데， 이는 경영학 석사 학위흩 받고자 하는 학생틀융 위해 욕별히 설계 

되었다 이 강좌의 구성요소는 선약 빛 마케팅과 같은 경영학의 핵싱 용 

야에서 끌어낸 것이다 또한 학생률은 각문 과제와 보고서용 작성of는 데 

필요한 학술적 기능을 계일한다 토의 휠동뿐만 아니라1 개별 및 집단 프 

래센태이션올 통하여 구어 기능도 훈연하며 포함되는 요소는 PS5와 유사 

하마 

대학 공부흩 위한 영어는 영국의 대ξ에서 학위를 시직tofjt;<f 하는 학 

생융 위한 영어 준비 프로그햄이다 대학의 학엽올 위한 영어 과정 학생 

률옹 대부분 서랴 대학교 학위 과정에 진획r하지얀1 일부는 영국의 다른 

대~"에 진엑f하기 위히여 서리 대회에서 영어 공부흉 한다 학생률은 웰요 

에 따라 과정음 선택할 수 있는데 과정은 대쩍에서 요구하는 IaTS 퉁 

급융 기준으로 하여 1.5 퉁급 이달 1간{주당 21시간 I주1， 1.0 둥급 미달반 



에외 예악의 비요어 여자 예여(앤 생흩 쩌언 언어 지앤 샤에 연구 4<l3 

(주당 21시간1 찌주1， 05 등급 이달안(주당 21시간， 10주)으로 나헌다 

이 과정의 주요 내용은 따，TS 중비 수엄‘ 토의 및 프애샌때이션 기엉， 

파채 연구 및 연습， 듣기 및 노트 핀기 전략 최근 영국의 학습 방영 소개， 

적절현 문엄 및 어휘 수엽’ 풍으로 주로 한문 옥적의 영어 학해 초정。1 

맞추어져 있다 

3 영어 지원 프로그램(타jjSI1 ~ StßXI\l'!qJall l. , El.Sf에 

이 프로그램뜰온 서리 대학의 션문적이고도 다양한 영어 지원 의지를 

단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서리 대학의 학위 파정에 풍흑 중인 학생은 

누구나 무료호 수강힐 수 있다 티.sron서는 영어 학습의 영역올 핵싱 기 

능， 보조 기놓， 전공별 과정의 세 가지로 나누고 영역별로 써용화왼 강싹 

를 쩌공한다 

핵심 기힘Essen"외 잉ci.lls) 영역에서 제공하는 강좌로는 ‘학술적 읽기와 

노트 펼기， 과제 작문， 모어 화자흘 위한 과제 작문， 운영 교정， 이꽁계 작 

운’ 둥이 있다 그리고 보조 기능<SoWerrrn때y Sl에 sl 영역애서 재공하는 

강좌로는 ’ξk술 쟁후1 비판격 사고 논문 작생， 엉률 영어 옴성 언어 기능 

(OrnI skiUsl 프'.센대이션 기영， 딴옹’ 용이 있다 

전공별 과정([)뼈otom뼈1 <::00=1 영역에서 제공하는 강화로는 'MBA 

학생올 위한 ξL슬 작운， 뼈A 학생윷 위한 논운 작성， 경영학 석사과정 

학생을 위한 학술 작문， 경영학 석사과정 학생올 위한 학위논문 작성， 컴 

유터 석사과정 학생을 위한 영어， 경제학 학부생올 위한 영어， 경채학 대 

학원생을 위한 영어， 공대 대학원생융 위한 영어， 과학 및 선자공학 전공 

자를 위한 영어， 선자공학 석사과정 학생융 위한 기술 보고서 작푼 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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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어 잊충 지도(f'rivate 티"\Ìisf1 T LiIicrlI 

서려 대획f어 서는 개별 또는 그률 연성으로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한다 이 과정은 연중 어느 때든 시작할 수 있는데， 영어 학습에 특별 

한 요구가 있는 학습지흘 대상으로 한다 전형적인 영어 개별 지도 프로 

그램에는 ‘일반 언어 발달(운영 잊 어휘1， 세미나 토의 및 프레센테이션올 

포합한 듣기 및 알하기 기능， 쓰기 기능， 읽기 및 노트 필기， 연구 기엽， 

영국 문화 및 사회 이해1 동의 요소들이 포함왼다 

영어 개별 지도의 대상은 운어체 영어， 발읍 풍 기본 기능올 호땅하고 

자 하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비모어 화자 회의나 협상을 위한 영어를 훨 

요로 하는 서리 대학의 경영학 전공자 영국올 방문하연서 일정 기간 영 

어를 'J냉하고자 하는 회사의 중역， 보고서 작성이나 프레센테이션에 어 

허용을 겪는 모어 화자 풍이다 서려 대t1에서는 이와 같은 영어 교육 요 

구가 있는 경우 일대일 또는 소집단 으로 학습 조직을 연성하여 캠페스 

내 또는 회사 시우실을 포함한 흑정한 공간에서 영어 학습을 제공한다 

。| 외에도 서리 대획써서는 또LTS 준비 파정， 엽우 영어 연수 과정 둥 

을 제공하여， 영어 교육에 대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영어 교육 서버스 

를제공하고있다 

W 언어 지원프로그램 

。I 'li"에서는 앞 'li"에서 살펴본 각 대학의 진학 지원자 또는 재학생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하자 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말견되므로 프로그램별로 살펴보기 

로하자 



혜외 대학의 비오어 와자 대씩(원)생융 위안 언어 지원 사쩌 연구 애5 

l 다국어 E삐| 

유겹 연합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언어 영용추의에 기안하고 있 

기 때문에 프랑스의 대학틀도 이러한 기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유학생 

및 교환학생의 프랑스 어 교육은 울돈 영어를 비훗한 다양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끄 있다 파리 7대학의 경우1 정보의 %에 프랑스 어에 비 

해 제한적이기는 하지안， 프랑스 어 외에도 영어， 스에인 어， 중국어로 홈 

퍼이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학들은 프랑스의 대학 

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틀을 위하여 프랑스 어 수준에 상관없이 

지국어로 제공되는 CarrvJsFr;mce-CEF(어lter d'Etudes en Frarx:el 시스댐 

을 이용하여 옹라인 사전 퉁욕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시스댐은 프 

랑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lI개팩 가입해 있 

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흉원 캠퍼스프랑스 

(hlt]}!!www.aJreecaIIVJSfrnoce.org!)를 통하여 퉁록할 수 있는데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왼다 파리 3대학의 경우 프랑스 이 교육에 득화원 대ξ}이 

기 때운에， 이러한 다국어 서비스는 애우 제한적이다 

영국의 대학틀도 대사관융 통하여 유학 정보 서비스플 해당 국가 언어 

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국문융맨 홍페이지에 연결된 웹사이트 

(httpν‘www여α::atioo바이w1<or않까lo!rel를 동하여 한국어로 유학 정보를 

제풍하고 있다 서리 대ξ에서 비모어 화자를 위한 외국어 서비스는 유학 

생 수가 많은 중국어， 아랍 어‘ 이한 어 등으로 제공되고 한국어를 포함 

한 그 외의 언어는 학교 홍보률 우1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왼다 

2 영어로 진앵되는 프로그램 

영어 강좌의 운영 정도는 전 세계 대한 평가의 중요 지표 줌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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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각 대학애서도 최근 영어 강좌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이흩 대학 

및 교육 당국에서까지 권장하고 있다 영어가 오어인 영국 이외의 유컵 

국7에서 영어 강좌를 올영"1-는 것응 유엽의 다언어 병용주의 정책과 함 

깨 학생틀의 영어 능력과 영어에 기반한 학문 역량을 갖춰주는 것융 목적 

으로 한다 

프랑스 어애 비해 좀 더 보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로 프로그영을 

용영한다는 것은 프랑스 유학생이냐 교환 학생의 업정써l서는 프랑스 어 

의 제약올 넘어 한습의 기회용 더 다양하게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 7대학의 경우 빼잉ff of Gere!ies, 뻐@떠뼈앵ics ard Qmtum 

&에ocs In 잉U∞ Ðrug æ에gn Master 동의 프로그램을 영어로 용영하고 

있다 캠퍼스 프랑스 사이트에서는 프랑스 내 약 %개의 프로그램이 영 

어로 진앵되고 있용을 보여준다 

3 언어 혹을‘을 위힌 자치 활동 지원 

자국어 및 외국어 학습융 위한 자치 활동의 대표적 혜는 언어 표환 

l!arder미 프로그램이다 많은 대회써서 이러한 언어 교환 프로그댐올 장 

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흩 툴어， 프랑스 최고의 Grandes EcoIes 

중 하나인 당-IS(ECOJe Nati .. 때e surtηeurel에서는 모어가 서로 다흔 두 영 

의 학생이 팅을 이루어 서로의 언어풍 배우도록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원 

율 하고 셰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파리 7대학에서도 Tutaat 프로그램 

이나 Parrnir뺑e 프로그램을 용하여 교환 학생이 랴포트 작성 시 프랑스 

학생으로부터 도용을 받거나 문화 교류 황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이와 유사한 사혜로 영국의 서리 대ξ에서는 LACESllæguage ar엄 

ÛlIture E' change Schtmol라는 언어 문화 교환 프로그램올 용히여 모든 

학생과 교직웬에게 언어 학습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LACES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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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LACES는 서로 다은 언어를 가르쳐 주는 언어 교환 학습 네트워크 

l __ 하d으로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파트너 

를 찾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은 셔리 대ξk애서 모든 학생의 교육척， 문 

화적， 사회적 경험율 국제화하기 위한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흩 용하여 칭벼자률은 자신의 제l언어훌 다은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웬어인 화자로부터 배우 

고 동시에 그틀의 문화률 이해할 기회흘 갖게 왼다 

LAα::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e-1miI 계정이 있어야 한다 참가 

자는 네트워크 에시지 서비스를 안용하여 서로 에시지플 교환할 수 있고 

서로 동의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소그릅으로 

모일 수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황동올 제안하고 연결원 학습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오프라인 안낭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옹과 같은 주 

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얀하다 

LACES 파트너와 처용으호 인냥 ‘4에는 다응 충고융 따르는 것이 도용~I 

휠것이다 

• 대학 도서원 학생회 또능 커.Iil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ζ에 안날 것 

• 친구와 항께 가는 것용 고혀안 것 ‘간일 천구가 언어융 항깨 얘우고자 

한다연 LACES 그용율 형성한 수 있용 
• 징이나 기옥사 주소흥 얄려주거나 응찌야 할 의우강융 느끼지 알고 개 

인 전화번호용 공유하는 것에 주의한 것 

4 외국어능력엉기준비 및영가지원 

서리 대학에는 영국 내 497Q IEL 1S0nt히Jatiooal Er‘glish 녀19U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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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엉 Sys떠띠 샌터 중 하나가 영어 빛 언어 학뷔잃어 01&‘glish aOO 

냐@이쟁es) 내에 위치혜 었다 따，15는 쩨계적으로 인정되는 영어 경샤 

도구로서， Carrtridge εxι Ilritish COOrCiI ar잉 江lP 닮.x:atioo Ausn때~a: 

IEL15 Ausb따a와 공동으로 훈영된다 대학 내에서 IEL15 준비 과정 강 

화를 훈영하고 직성 검사융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학생 및 교환 학생이 영 

어 능릭 향상과 정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V 뱃옴말 

이상으로 프랑스의 파리 ~ 7대학， 영국의 서리 대~k융 중심으로 외국 

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 대한 자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언어 지원 얘도 

를 간략"1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틀아 우리나라 대학의 한국어 교육 및 

언어 지윈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는 다옴파 같다 

우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마 서울대 언어교육 

원을 비훗한 대부푼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 퉁급에 따라 1-6 

급으로 운영하는 정규 과정파 국내외 정부나 기엉체 위닥에 따라 훈영하 

는 특별 과정 또는 단기 과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공별 특성을 딴영한 

한국어 교육 장죄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6급 수료 후 연구안융 

따로 훈영하여 논문 작성엉 지도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내 전꽁영 륙 

성까지 고려한 전문화왼 커리률럽은 제공하지 옷하고 있다 유학생 및 교 

환학생의 다""한， 욕히 대회써서의 학엽애 직접적으로 뭘요한 전문성 있 

는 학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핸때 저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캠의 전문화와 함께 교과 과정 및 학위 과정과의 

연계성융 강화할 필요가 있마 특정 교과 과정이나 학위 과정올 취득하능 

데 요구되는 최소 한국어 수준을 영시하고 이에 이멸}는 학생의 경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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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프로그램을 통히뼈 5주 또는 10주 단위의 한국어 교육 집중 파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어 수준의 이달로 인한 학습 결손이 알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한국어 관연 '*옥의 수장을 학정으로 인정하는 제 

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교육원이나 어학 

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당하기보다는 (한)국어 교육과나 한국어 교육을 

당당할수있는학과에서 관련 전공분야의 강사와협력하여 특성화원 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전공 학정의 일부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멸요가 있다 。}울러 이러한 학문 옥척의 한국어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냉하는 일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나 프로그램은 영어에 능통한 유학생이나 교환 

학생이 한국어를 수학 가능한 수준으로 숙달할 때까지 교양과 전공 분야 

의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이 될 수 있다 이미 대부 

분의 국내 대획써서 영어 강의가 대학 평가의 중요 지표 중 하나가 원 이 

후 영어 강좌를 중설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교환 학생을 위한 언 

어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강좌를 영어로 진행히는 것이 한국어로 진앵하논 것보다 교수자와 수강 

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 

시아계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틀에 대한 언어 지원 프로그영 

으로 제꽁될 휠요가 있다 대학 차원에서 제도적인 다국어 서비스에 한계 

가 있기 때운에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을 엔토 프로그램이나 언어교환 프 

로그램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그틀의 대학 생활올 지원하고 내국인 학생 

들에게 다양한 언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랑직하다. 

• 이 능문용 찌 12. G. 10. 투고치았으며 3l12. 5. 1& 잉샤가 시각의이 æl2 G. 31 강사가 
안료와었i!.， ãll2. 6. 4. 연진위원회 심의§ 거쳐 제재가 확정되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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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원 인영곤 

이 논문은 프항스와 영국의 3개 대학융 중심으로 해외 대학의 자비오어 화자 

대확(원)생올 위한 언어 지씬 샤헤률 운석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파리 17대학과 서려 대학은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외국인올 위한 자국어 교 

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유학생 비융도 %가 높용 정도로 국제화왼 대학틀이다 

이들 대학은 유럽 연합의 언어 및 교육 정팩에 따라 유학생 잊 쿄양학생융 외한 

다양한 자국어 교육 프로그램 빛 지씬 제도훌 항용하고 있읍융 확인할 수 있었 

다 흑<1 학문 육석의 자극어 교육 프로그샘이 선공 욕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되어 학습자등의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과갱 이수에 따른 자국어 요구 수 

준용 영격하게 판려하고 있응도 와인하였다 학샤 지원융 위한 다극어 서비스 

및 언어 운화 교환학습 지원도 대학병료 살펴용 수 있었다 

이용 바탕으호 하여 영자을은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랩에서 학술 

한국어 강싹의 전문화 학위 과정과 연제한 언국어 교육 프로그생 운영 학술 한 

국어 강좌 수강에 대현 학정 인정， 영어로 진앵되는 강좌익 명가와 선명. 다국어 

서비스 잊 언어교환 프로그생의 지원 풍올 제안하었나 

[주쩌어J "1오어 화자 대학(왼)생‘ 언어 지씬 프로그쟁， 한국어 교육1 다국어 서 

비스， 언어교환 프로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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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lStract 

A case study 00 the lar땅uage support programmes for 

rm-native fcreign tnHgt뼈Jate ar피 g뼈Jate 없JJentS in paris 

3, 7, and the University of Suπ'ey 

YαX1， 바캐\00 • Mn, 에없19iI'Xl 

This study 앉amines language SUIv>>t αug뎌nunes for l1OIl-nati‘le fl이겐gn 

unde’-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 Eur이::ean universitics like pa꺼s 3, 7, 

and the University of Surrey. These universities are intemational Înstitutions 

in which the ratio of foreign students is over 2Y'Æ. A，여itionally， their 

1-띠ge programmes for f，α'elgn stιients are quite effective. on the ba잉 S 이 

information on the universities' websites and in 이뼈 related materi허， the 

auαhors of 띠s paκr 띠lC]U(빼 thal thesc universities have ruVCl"SC 

sα~ialized 1밍nguage tead니 ng programmes and 5UαlOlt pro엉nunmes f이 

foreign and exchange 잉udents. 

Therefore,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following shwld be implemcnted in 

’<Orean universities: (l) specialized Korean la뼈뻐ge su~rt α%쩌nmes for 

ocaden띠c αι']:oscs， (2) association of Korean 띠19Uage education courses with 

ga""허 degree α‘>f!=야S， (3) an eva1uaνon of the ty~ 이 prognunmes 

ωught in English. ar띠 (4) 5Uπ:011 for m띠 ti-li때때 앙vices and tandem 

αugrarrψ"" 

uιγ ‘.vordsl non-native for건gn studcnt, lar밍띠ge 5U마m prog~， 

Koreanlang떠ge education, rn띠 ti -]ingu피 sernαs. tandem 

αugnun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