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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내외 이주와 다문화 상황
현대는 이주(移住, migration, immigration)1)의 시대로 이주는 국제 문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각국의 대외 자국어 정책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국제학술회의(2014. 10.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 국립국어원장.
http://dx.doi.org/10.17313/jkorle.2014..34.119
1) 이주(migration)란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
는 것.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으
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
람들을 포함한다.”, 이주자(migrant)란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더 나은 물질적ㆍ사회
적 조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가
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 국제연합은 이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이주
한 이유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그리고 이주 방법이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관계없이 외국에서 1 년 이상 거주한 사람임(이민정책연구원 편역, 2011, 이주
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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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구촌의 큰 주제이다.2)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은 이주민이며 세계 인
구의 60%는 끊임없이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띠고 이주하면
서3) 이중‧다중언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한국인도 점차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고, 국외에서는 장단기 이주민으로 살
아가는 경우가 흔한데, 후자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를 유지 전승 보전하
는 일은 쉽지 않다. 먼저 최근의 국내외 한국어 환경을 살펴보도록 한다.4)
<표 1> 국외 다문화 상황: 2013 재외동포 통계

동북
아시아

2011

2013

2009

총계

7,041,684

6.822.606

일본

893,740

912,655

904,806

892,704

중국

2,762,160

2,336,771

2.704.994

2.573.928

36.70

-4.85

소계

3,655,900 3,249,426

3,609,800 3,466,632

49.44

-3.97

7,167,342 7,012,492

%

전년비
증감률

2007

100

-2.16

12.73

-1.34

2) 1951년 설립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가 155개국
으로 구성되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이주 문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 기
구에서 발행한 보고서 ‘The World Migration Report 2013: Migrant Well-being and
Development’는 최신 이주 문제를 집대성하고 있다.
3)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고임금 국가로의 후진국 노동자 유입), 인구학적 요인(선
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밀로 인
한 인구이동), 환경적 요인(지진, 홍수, 가뭄 등 재해 원인), 국가행정적 요인(정부 부
패, 교육 보건 시설의 열악함), 분쟁(내전, 인종, 종교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최신 국제 이주의 경향으로는 이주의 전 지구화, 이주의 가속화, 이주의 차별화(노
동이주, 난민이주, 영주이주 등), 이주의 여성화(결혼 이주 여성, 인신매매 등), 이주
의 정치화(국내정치, 양국관계, 안보정책 등의 영향), 이주 변천의 확산(이민 송출국
이 이민 유입국화)을 들 수 있다(한국이민학회 옮김, 2013).
이주의 유형을 남북 관점에서 네 유형으로 나누어, 독일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북-북 이주(North–North),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이주, 카자흐
스탄과 러시아간의 남-남 이주(South–South),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터키에서 독일
로의 남-북 이주(South–North), 미국에서 멕시코로, 독일에서 터키로의 북-남 이주
(North–South)로 나누기도 한다(IMO, 2013: 53).
4) 이하 통계 출처는 통계청 누리집, 교육부 누리집의 교육통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
부 누리집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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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태펑양

384.474

461,127

미국

2,016,911

2,102,283

캐나다

216,628

223,322

231,492

소계

2.233.539

2,325,605

중남미

107,594

럽

아프리카

북미

유

453.420

485,836

6.93

7.15

2,075,590 2,091,432

29.82

0.76

205,993

2.94

-11.02

2.408.490

2,297,425

32.76

-0.42

107,029

112,980

111,156

1.59

-1.61

645,249

655,843

656,707

615,847

8.78

-6.22

8,485

9,577

11,072

10,548

0.15

-4.73

6,440

13,999

16,302

25,048

0.36

53.65

한인은 전 세계 200여 국가에 7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한인은
화교(5500만), 인도(1000만), 유대인(900만), 이탈리아(900만)에 이은 제5위
의 이민 상태를 보인다.
해외 한인은 ①외국 국적 동포(외국 거주국 국적의 한인 동포)와 ②재
외국민(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 동포)으로 구성되며 대략 4대 강대국에 집
중 분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재중동포 260만(조선족 220만 + 체류 한인 40만)
재일동포 90만(시민권자 35만 + 영주권자 45만 + 체류 한인 10만) 매년 1만
명 일본 귀화
재미동포 210만(미국 시민권자 113만 + 영주권자 47만 + 체류 한인 50만)
재러동포(고려인) 18만, 중앙아시아 30만(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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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체류 외국인 주요 국적별 현황 (2014. 6. 30. 현재)

구
총
중

2014년 6월

‘13년 6월
총체류자

분
계
국5)

한국계
미
국
베 트 남
일
본
필 리 핀
타
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
골
타 이 완

총체류자

1,522,554
751,208
469,076
145,461
121,456
43,055
44,556
45,894
34,803
37,469
26,370
28,530

1,698,983
859,911
562,037
147,464
125,778
38,144
49,224
65,486
40,673
42,727
24,623
29,696

합법체류자
1,511,643
790,424
543,051
144,096
99,533
37,097
36,420
41,535
33,765
37,790
17,021
28,749

불법체류자
187,340
69,487
18,986
3,368
26,245
1,047
12,804
23,951
6,908
4,937
7,602
947

<표 3>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6) 체류 현황 연도별 증감 추이 (2014. 6. 30. 현재)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년
6월

‘14년
6월

인 원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49,770

152,135

2.1%

12.2%

2.1%

1.6%

1.6%

전년대비
증감률

1.6%

<표 4> 혼인 귀화자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1~6월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39,067

56,205

66,474

77,203

84,933

93,953

3,742

5) 한국계 포함
6) 국민의 배우자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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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혼인 국적별․성별 현황

국적
구분
전체
여자
남자

계
152,135
129,701
22,434

중국7) 한국계
61,547
49,477
12,070

25,424
17,906
7,518

베트
남

일본 필리핀 타이

40,775 12,435
40,232 11,226
543 1,209

10,782 2,654
10,474 2,589
308
65

캄보
몽골 기타
디아
4,765 2,371 16,806
4,749 2,293 8,661
16
78 8,145

※ 국제결혼의 성별 분포는 여성 85.2%, 남성 14.8%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40.5%, 베트
남 26.8%, 일본 8.2%, 필리핀 7.1% 순이다.

다음 통계에서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은 8만 명 수준이다. 또한
다른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은 약 15만 명, 다문화가정 출
신의 초·중·고 학생은 약 5만 명이다.
<표 6>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연도별 증감 추이 (2014. 6. 30. 현재)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13년
6월

‘14년
6월

합

계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81,251

79,524

학(D-2)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61,386

57,945

한국어연수(D-4·1)

18,534

17,880

20,429

20,681

21,381

19,865

21,579

전년대비
증감률

13.2%

8.0%

1.1%

-4.2%

-2.1%

-

-2.1%

유

이상의 통계에서 보듯이 단일 민족국가를 표방하던 한국은 이미 국내
에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3대 외국인 계층인 ①외국
인 근로자, ②결혼 이민자, ③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이 2007년 8월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4년 6월 현재 160만 명
(합법 95만 8천, 불법 20만)이 되어 총인구 대비 3.2%를 넘어 일본보다 높

다.8) 160만 명의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75만, 미국인이 14만, 베트남인이
7) 한국계 포함
8) 참고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시대를 겪은 일본의 현재 외국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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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일본인이 4만 3천, 필리핀인이 4만 4천명에 이른다.9)

국외에서는 해외 200여 국가에 한민족 750만이 외국 국적 시민권자, 영
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의 이주민(영구 이민자 및 장단기 체류자)으로
살아가면서 세계화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민족의 거주 환경
에 따라 언어 환경이 달라져 한국어교육의 문제가 대두되고 한국어의 보
전도 간단하지 않아 ①해외동포들의 한국어의 계승 보전 정책과 ②외국
인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정책이라는 두 기둥이 한국어 교육정책의 두 핵심
을 이룬다.

2. 대외 한국어교육 정책 현황
2.1. 한국어교육 정책기관 개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한국어 교육정책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 본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 국립국어원: 어문정책 연구 수립 시행, 언어자원 언어정보(표준사전) 수

집 관리, 공공언어개선,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
교재 개발, 교원 검정 관리
‧ 2013년 10월 1일 일본 전체 인구 및 외국인 수(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
총인구(127,298천명) 일본인수(125,704천명) 외국인수(1,594천명, 1.25%)
‧ 2012년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자료)
총 2,038,159명. 2011년 대비 0.4% 감소
‧ 국가별 등록자 수 ① 중국
653,004명 (전체 외국인 수의 32%)
② 한국
530,421명 (전체 외국인 수의 26%)
③ 필리핀 203,027명 (전체 외국인 수의 10%)
④ 브라질 193,571명 (전체 외국인 수의 9.5%)
9)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www. immigration.go.kr 자료실의 2014년 6월 통계월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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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52국 120곳) 설립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
‧ 한국문화원(27곳), 문화홍보관(10곳): 한국문화 및 한국어 보급

(2) 교육부
‧ 본부: 국제협력관 - 국제교육협력담당관/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초청 연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학습 누리

집 KOSNET 운영
‧ 한국교육원(17개국 39개원), 해외 한국학교(15개국 30학교): 외국적동포

및 재외교민 교육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교육 사업 지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교원 해외 파견 사업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한국어 교원 연수 사업

(3)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재단(OKF): 해외 한글학교, 동포사회 지원, 학습 누리집 Study
Korean 운영
·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해외 대학의 한국학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봉사 지원

(4) 법무부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 목적 귀화 외국인 한국어교육

(5)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관리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리

(6)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운영
·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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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업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시․도 거점센터 지정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1577-5432)’로 통합 상담 서

비스 강화
<표 6> 정부 부처별 국내 다문화 및 해외 한국어교육 정책 대상 및 관련 법령

정부 부처

정책 대상

관련 법령

문화체육관 외국인
국어기본법
광부
다문화가족 구성원
재외동포
외교통상부
외국인

정책 및 교육 기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재외동포재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한국국제협력단
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글학교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
교 KSL
교육기본법
한국학중앙연구원
다문화 가족 취학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아동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 학생 대안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법무부

여성결혼이민자
귀화 희망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 사회통합프로그램 지
법
정 기관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미취 다문화가족지원법
학 자녀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국산업관리공단
등에 관한 법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이 여러 곳이 되어 초청 연수나 파견 연수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하거나,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 없이 부처에서 부
분적·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에 정부는 한국어 국외보급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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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정실(정책상황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교육
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협의회’를 2005년 7월 1일 출범시킨 바 있다. 현재는 문화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3개 부처 한국어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세종학당
정책협의회’(국어기본법 제19조의 2)를 구성하여 한국어교육기관 간 효율
적 협력․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어 보급 관련 범
부처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립기관은 국립국어원과
국립국제교육원이 있는데 국어정책 기능은 법률적으로 문화부(국어정책
과)와 국립국어원이 국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외 한국
어교육 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책임도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도록 그 역
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7> 대외 한국어교육 핵심 기관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수행기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교육기관

문화원
일반
세종학당 세종학당

한글학교

초중등교
한국
한국
한국어
교육원
학교
선택반

규모

20개국
23개원
(‘13년)

115개국
1,934개교(‘13년)

15개국
17개국 22개국
39개원 6 9 5 개교 30개교
(‘13년) (‘11년)
(‘13년)

대상

외국인 현지
재 외 동 외국인
(성인)
포

재외동포
(청소년)

재외
동포
(성인)

36개국
67개
(‘13년)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청소년)

재외
국민
( 청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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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재외동포 교육 기관 현황(출처: 재외동포재단, 2013)
한글학교
지
역
별

아
주
북
미

학교
수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주재관
(교육과학
관)

파
견
교원
학생
교육 파견 기관 공
수
수
원 수 인원 수 무
(파견) (학급수)
원
수

교원
수

학생
수

동포 수

학교
수

2,844

25,258 3,952,468

22

1,061
(20)

11,318
(509)

19

19

3

4

1,090 10,166

57,455 2,297,425

-

-

-

7

8

2

3

351

중
남
미

89

724

5,955

111,156

3

96
(3)

559
(37)

3

3

-

-

구
주,
러
․
CIS

358

1,490

15,643

615,847

1

12
(1)

98
(9)

10

10

7

8

아
․
중
동

46

361

1,731

35,596

4

16
(4)

56
(18)

-

-

-

-

106,042 7,012,492

15
개국
30
개교

1,185
(28)

12,031
(573)

17개
국
39개
원

9개
국
40
12
기관

15

계

115
개국
15,585
1.934
개교

<표 9> 미국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현황(출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

연도
2011
2012
2013

학교 수
91
109
정규
방과후

103
19

학생 수

122

8,509
9,421
정규
방과후

10,007
581

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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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현황(출처: 해외문화홍보원)

주재관

문화원

대륙

국가

동북아

일본(동경, 오사카), 중국(북경, 상해)

2/4

남아시아․태
평양

베트남, 호주(시드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6/6

북미

미국(워싱턴, LA, 뉴욕)

1/3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10월 개원)

3/3

유럽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카자흐, 터
키,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10/10

아중동

나이지리아

1/1

합계

문 화
홍보관

국가/
지역

비고

23/27

동북아

일본(동경), 중국(홍콩)

2/2

남아시아․태
평양

싱가포르

1/1

북미

미국(워싱턴, 뉴욕), 캐나다

2/3

유럽

영국, 스웨덴, 이태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4/4

아중동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UAE, 이집트

4/4

합계
총계

북경
파견
1
별도

13/14
31/37

41명

2.2.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정책
(1) 국립국어원은 1991년에 설립되고 국어기본법(2005)에 따른 국내외
국어정책의 연구와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2) 한국어교육 사업 개관: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한국어교육
의 교육용 어휘, 표현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다국어사전 개발, 한국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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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한국어 교원 인증 및 연수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하고, 재외 동포지역
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한국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① 한국어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
연도
2012
2013
2014
2015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초급 90항목 선정 및 내용 기술 틀 연구
초급 90항목 기술 및 중급 항목 약 130 개 선정
중급 130 항목 기술
문법 표현 내용 정보의 언어권별 적용

②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 연구
연도
2012
2013
2014
2015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초급 어휘 1,836개 선정 및 어휘 정보 구축
중급 어휘 3,855개 선정 및 어휘 정보 구축
고급 어휘 4,500개(안) 선정 및 어휘 정보 구축
초·중·고급 어휘 목록 정비 및 활용 도구 등 개발

③ 세종학당 교재로 ‘세종한국어’ 1-8권과 교원용 지침서를 개발 제공한다.
④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고교용 ‘표준 한국어’ 교재(KSL)와 익힘책을 개발

제공한다.
⑤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강좌를 세종한국어, 세종한국문화로 나누어 개발

제공한다.
⑥ 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세종한국어에 대한 누리-세종학당

디지털 자료관 탑재용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 제공한다.
⑦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 발음 및 화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⑧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에 한국어 교육 자료를 구입, 인쇄, 보급한다.
⑨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 한국어교원 공동 연수회(국내 교원 대상)

경력자 연수, 초임자 연수로 2회 운영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다문화가
정 한국어교원 재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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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 세계 한국어교육 포털로 언어권별 한국어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온

라인)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를 개발 추진 중이다.
⑪ 국외 한국어교원 초청 연수 및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연수를 한다.
⑫ 세종학당 교원 양성 과정 운영: 세종학당 교원 대상 한국어교원 3급 양

성 과정을 운영한다.
⑬ 해외 한민족 언어실태 조사를 2012년부터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중남

미 지역에 걸쳐 하고 있다.
⑭ 한국어교원자격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검정 제도의 간소화와 규제 완

화를 위해 기관 인증 제도로 개선 추진하고 있다.
<표 11> 한국어 교원 양성 현황: 교원 양성기관 및 자격증 현황

구 분 ’06 ’07 ’08 ’09
자격증
868
취득자
명
수

대학
(원)
전공
학과

639
명

842 1,037
명 명

’10

’11

’12

‘13

‘14. 5

누계

비고
1급:
225
2급:
8,524
3급:
5,749

2,157
명

1,809
명

2,336
명

3,139
명

1,671
명

14,498
명

81개
학부:
16개

95개
학부:
1개

123개
학부:
6개

145개
학부:
7개

156개
학부:
2개

156개
학부:
32개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54개
11개
15개
8개
6개
94개

40
개

-

69
개

-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대학: 대학원: 대학:
대학:
대학:
5개
1개
2개
1개
1개

사이버
대학
(원):
10개

학점은 학점은 학점은 학점은 학점은 학점은
행제:
행제:
행제:
행제:
행제:
행제:
6개
1개
5개
6개
2개
20개
단기
양성
기관

34
개

-

54
개

-

113개

130개

153개

159개

171개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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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편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기초

사전(5만 어휘)과 이에 대한 대역어사전으로 10개 언어 다국어사전 편찬
사업을 하고 있다. 대역 대상은 표제어, 뜻풀이, 관용구, 속담 등이다.
<표 12> 다국어사전 1단계 구축(2010년-2012년)

연도
사업
내용
다국어사
전 구축
(5개
언어)

2010년

2011년

2012년

1단계 최종

5개 언어 시범
대역(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말레
이 - 인도네시아
어 각 3,000항목)

5개 언어 자료
구축(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말레
이 - 인도네시아
어 각 28,200항
목)

5개 언어 자료
구축( 베트남어 ,
타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말레
이-인도네시아어
각 18,800항목)

언어별
5만 항목
(총 25만 항
목)

<표 13> 다국어사전 2단계 구축(2013년-2015년)

사업
연도
사업
내용

2013년

5개 언어 자료 구
다국어사전
축(영어, 일본어,
구축 (5개
스페인어 포함 각
언어)
16,800 항목)

2014년

2015년

5개 언어 자료
5개 언어 자료 구
구축(영어, 일본
축(영어, 일본어, 스
어, 스페인어 포
페인어 포함 각
함 각 15,200 항
18,000항목)
목)

2단계
최종

언어별
5만 항목
(총 25만
항목)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육 정책의 총괄 기초 연구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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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육 기초 및 이론 연구와 실천
한국어 교육정책의 기초 및 이론 연구를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미 구축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교
육과정 모형, 한국어교육용 어휘 내용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한국어 표준문법 구축 등의 성과를 심화시켜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정책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 언어권별 한국어교육 연구와 실천
모든 언어에 두루 통하는 범용 한국어교재 개발 차원의 초보적 차원을
지양하고 지역 언어권별 한국어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도록 “언어
권별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가 심화 확대되고, 언어권별 현지
전문가와 국내 경험자 공동 참여의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평가 개발
이 언어권별로 특화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언어권별로 대조언어학적 연
구와 오류분석, 중간언어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다변화되
는 한국어교육 현장 실태를 조사 ․ 분석하여, 향후 한국어교육의 학습자
유형별, 언어권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개발. 고급
교재, 전공 목적 한국어 교재, 한국어 고급 읽기 교재, 문화교재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3)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기관 인증 강화
교원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행 인증제의 행정 절차의 불편을 해소
하고 기관 인증 방식으로 간편화하고 ‘양성 – 인증 – 임용 – 연수’의
전 과정의 수준을 높이고, 장차 한국어 교원의 언어권별 자율성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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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2.3.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정책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한국어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 설립, 운영
의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법률 제11424호)에 근거한다. 세종
학당의 운영 유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독립형 운영기관
• 소재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소재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

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사설 학
원은 제외
(2) 연계형 운영기관
•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

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
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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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외동포재단의 한국어 교육정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에 의해
1997년 설립되었다.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10)’(재외

동포법 제2조)로 정의된다. 재외동포 규모는 약 750만 명으로 대부분이 4
대 강국(미, 일, 중, 러)에 거주함이 특징이다.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의 한
국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15개국 1,934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환경과 한글학교 규모,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한다. 1개교 당 평균 지원
금은 4.9백만 원이다. ‘스터디 코리언’이란 학습 사이트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과 학습자를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지원 및 한글학교 교원 초청연수 사업을 하고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사이버연수 지원도 한다. 특히 세계 한인 상공인을 위
한 한상(韓商) 연결망 구축, 방송언론인 연합을 통한 한인사회의 통합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을 한다.

2.5.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육정책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하여 설립
된 교육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1962년 모국 수학생 지도를 위한 서울
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로 출발하였으며,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
10)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
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재외동포법 제2조)
※ 대통령령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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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되었고, 2008년에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명하였다.
재외동포의 교육지원, GKS 장학사업, 국제교육교류 협력, 유학생 관리지
원,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의 관리, 외국어공교육 지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한류의 중심기관’으로
도약하려고 한다.
(1) 한국의 대표적인 장학사업 운영 기관: 한국정부 국제장학 프로그램
(GKS) 운영.
(2) 재외동포 교육을 선도·지원하는 기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함양

과 국내대학 수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용 교과서와 교재를 공급하
며 인터넷 학습사이트(KOSNET) 운영.
(3)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시행으로 한국어 보급 확대.
(4) 한국 국제교육교류의 중추적 수행기관: 한일 중고생, 한일 상대국어

선택고교생, 한중 중학생 및 대학생 교류 등 국제교육교류의 전문적 수행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외인적자원관리: 정부 역점사업 'Study in
Korea' 프로젝트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한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 구축 및 관리.

3. 언어정책과 한국어 교육정책
3.1. 한국어 교육정책에 대한 성찰
한국어교육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1995)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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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한 이래 큰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기관
으로는 ‘한국어세계화재단’(2001)이 설립되고 2012년에 특수법인 ‘세종학
당재단’으로 승격하였다. 한류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자가 폭증하면서 다
양한 한국어 교재를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하였고,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공포되면서 한국어교육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
어능력시험’ 외에 2005년부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시작되어 한국
어 교원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정책의 문제는 제도, 정책 환경 문제와 같은 외적(언어정책
적) 문제와 한국어교육의 한국어 표준 문법 수립,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평가 등과 같은 내용적 문제인 내적(언어교육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외적 문제는 이미 학계에서 상당히 개진되어 재외동포정책이나 한
국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전형권(2007), 인터젠컨설팅(2012),
조항록(2013)에서 나온 바 있다. 전형권(2007)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정밀하게 분석 평가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는 정책 기획자와
실무자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질문이다.
1. 정부의 정책 개입은 필요한 것인가?
2. 종합적인 정책목표와 사업계획은 있는가?
3. 동포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인가?
4. 추진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5.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활용되는가?

전형권(2007)의 비판은 첫째, 계획수립 측면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사
업에 정부가 정책 개입하는 것은 국가전략상 타당하지만 국가정책의 의
제(어젠다)가 없고 추진체계도 비체계적이다. 둘째,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
에서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며, 정부 부처 간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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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많다. 셋째,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체계가 유기적으로 통합
되도록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사업을 장기적인
국가정책 중점과제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국내법과
국제규범에 조응하는 정책 틀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장차 사업
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민간 역량을 지원하는 등 여건 조성
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전형권(2007)의 재외동포정책 비판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정책에도 유효한 비판이다.
조항록(2013)에서도 한국어교 육정책에 대해 다음 순서로 분석하고 정
책 제안을 하고 있다.
1.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의 성격 변화와 관련 부서
2. 한국어 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
3. 현 시점 주요 부서의 한국어 교육 사업의 개요
4. 한국어 국외 보급 체계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세종학당의 성과 분석
5. 한국어 국외 보급 참여 부서 사이의 협력 분석
6. 한국어 국외 보급과 교육 전문성의 관련성
7.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주요 쟁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으
나 국외 보급의 최종 목표에 대한 정부 내 공통 인식과 합의를 찾기 어려
워 정책 추진의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아울러 한류의 확산, 한국의 위상 변화, 국제교류 증대, 한국정부의
교민정책 변화 등에 따른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 수요를 실질적 학습자로
발전시키고, 공공경영(governance) 개념에 따라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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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며, 한국교육원·한글학교·세종학
당·한국학교·한국문화원 사이의 횡적 협력, 한국 정부와 현지 정부 사이
의 협력과 국내-국외, 정부-민간, 한국인-현지인, 재외동포-현지인 등의
총체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교육의 외적 문제들은 충분히 개진되었는데 이중에
서 가장 핵심과제는 정부기관들이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 중복을 막고 목
표와 영역을 분명히 하여 제 역할을 바르게 하며 횡적으로 협업하는 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외적 문제 외에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해
결해야 할 내적(언어교육적) 문제도 있으니 다음은 졸고(2012)에서 제시
한 사항들이다.
1. 세계 한국어 표준문법 확립과 세계 한국어 실태조사
2. 언어권별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대조 문법 연구
3. 한국어 교육문법의 확립
4. 표준형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발전
5.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이론 체계의 수립
6. 학습 목적 한국어와 KSL 체계의 수립
7. 교수학습 관리의 과학화
8. 맥락 의존 탈문법 교육의 강화
9. 다문화사회의 언어정책 개발
10. 한국어 문화교육의 재정립

이상의 내적 문제들도 아직 상당수 미해결 상태인데 본고에서는 한국
어교육의 외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면 제약상 피하고, 내적 문제에서
관심이 낮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 ①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강화 방안과
② 재외 한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중언어교육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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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어와 기본 개념
언어정책에서는 모어, 모국어, 제1언어, 제2언어, 이중언어, 다중언어 등
의 용어가 쓰인다. 이중에서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어와 모
국어 같은 용어이다. ‘모어’와 ‘모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
이 풀이하고 있다.
[모어(母語)]「1」자라나면서 배운, 바탕이 되는 말. 「2」=모국어「1」.
「3」『언어』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그 모체가 되는 언어. ¶ 프랑스 어나

이탈리아 어의 모어는 라틴 어이다.
[모국어(母國語)] 「명사」「1」자기 나라의 말.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

람이 고국의 말을 이를 때에 쓴다. ≒모어01(母語)「2」.¶ 모국어 사랑/일부
재일 교포 2세들은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학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2」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

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모어는 어머니의 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습득하여 잘 알고 잘 구
사할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키며 달리 제1언어라고 부른다. 모국어는 제1언
어인 모어를 가지고 해외에 이주하여 살 때 자신의 제1언어를 물려준 조
국의 언어, 조상의 언어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Skutnabb-Kangas(1984: 18)는 ‘모어’를 다음과 같이 여러 기준으로 구별

하기도 한다.
<표 14> 모어의 정의(Skutnabb-Kangas 1984: 18)

기준
기원(origin)

정의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the language one learn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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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competence)
기능(function)

정체성
(identification)

내적 동일시
(internal)
외적 동일시
(external)

가장 잘 아는 언어(the language one knows
best)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the language one uses
most)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언어(the language
one identifies with)
타인에 의해 모어 화자로 정체성이 인정되는
언어(the language one is identified as a native
speaker of by others)

또 다른 용어로 ‘재외동포,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정의가 있다.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

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국민]11): ‘재외동포재단법’(1997)에 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 둘로 나뉜다.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
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 및 체류민을 의미하며, ‘외국적동포’란 우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재외국민’이란 용어는 1987년 헌법 제2조에 나온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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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언어정책의 개념과 범주
‘정책’이란 ‘공공 기관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

한 행동의 주요 지침’(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
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
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지침’(정정길, 2003)이다. 따
라서 언어정책은 “한 나라의 공공언어나 개인언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모든 언어 관련 정책”을 말하며 국어 정책과
외국어 정책으로 나뉜다.
(1) 국어 정책
① 문자 정책: 한글, 한자, 로마자 표기 등
(ㄱ) 법률 6호(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1948.10.9.): 국어기본법에 포함되어 폐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

자를 병용할 수 있다.”
(ㄴ) 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1.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
자를 쓸 수 있다.<개정 2009.3.18>
2.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18.>
(ㄷ)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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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교육부 교육과정

중학교에 한문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 초등학교는 창의체험활동(교
장재량시간)에 한자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ㅁ) 한자 문제
· 1960년대까지는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교과서에 한자 병기)
· 1970년대부터 초등학교 한자교육 폐지. 3차교육과정(1973)부터 국어과

에서 한문과목 분리해 한자를 한문과에서 다루고 국어과에서 점차 한
자교육 사라짐
· 6차 교육과정(1995)부터 중학 한문과목도 선택과목화. 한자 미학습세

대 출현, 한자문맹 심화
· 국민의 초등학교 한자 교육 요구 80% 이상(국립국어원 2005, 2010)
② 어문규범 정책
· 표준어와 방언 정책: 표준어 규정
· 표기 정책: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생활 규범: 표준화법 또는 언어예절
③ 국어교육 정책
· 학령별(언어유아 국어교육, 초등 국어교육, 중고교 국어교육, 대학 국

어교육, 평생 국어 교육)
· 대상별(내국인 교육 + 다문화 외국인 귀화자 및 체류자 국어교육)
·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교육정책)
· 내용별(교육과정, 교재(검인정 교과서), 교수학습법, 평가 정책)
· 교원별(교원 양성, 인증, 임용, 연수 정책)
④ 한국어교육 정책
· 재외동포 교육(재외국민 한국어교육 + 외국적 동포 한국어교육)
·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외국인의 제2 외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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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 정책은 문화부(국어정책과, 국어심의회)와 국립국어원이 담
당하고, 국어교육정책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며, 한국
어 교육정책은 문화부(국립국어원, 세종학당),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한
국교육원, 한국학교), 외교부(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여가부(다문화지원센터), 노동부(한국산
업인력공단) 등이 관여한다.
(2) 외국어 정책
① 외국어 교과 교육 정책
· 국내 공교육과정의 외국어교육(제1, 제2 외국어 교과목) 정책 문제를 다룸.

② 공공 번역 정책
· 외국어 전문용어의 순화 및 번역 문제와 법령 등 공공자료의 전문(全

文, 텍스트, 담화)의 상호 번역에 대한 정책 문제를 다룸.
· 국어 정보(인명, 지명, 문화재, 국토지리, 관광, 한국문화 정보)의 외국

어 번역 문제를 다룸.

3.4. 한국어 교육정책의 고려 요인
한국어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그 세부 정책이 분화된다.
(1) 언어권 정책: 지역 언어권별, 국가별 한국어교육. 미주(북미, 남미),

유럽권, 아시아권 등
(2) 학습자 정책: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적 동포)와 외국인 대상 한국

어교육. 외국인 대상일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문제도 다루어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주 정책도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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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 단계 정책: 유아, 초등, 중고교, 대학, 성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4) 등급 정책: 입문, 초급, 중급, 고급별 한국어교육
(5) 분야 정책: 일반 목적(문화, 교양, 관광 등)과 특수 목적(전공/직업)

한국어교육(학문영역별 유학생, 경영, 무역 상업, 공학, 의료, 예능 분야
등 국제 교류가 활발한 직업 분야별 한국어교육)
(6) 교육 정책: 교육과정(정규/비정규 교육과정), 교재(교육자료, 학습자

용 교재, 교사용 지도서), 교수학습(오류 지도, 형태-의미 중심 교수법 등),
교육평가별 한국어교육
(7) 영역 정책: 말하기/듣기(회화), 읽기, 쓰기, 문학, 문법(발음, 어휘, 문

장 등), 문화 능력별 한국어교육
(8) 교원 정책: 한국어 교원의 양성, 인증, 임용, 연수 정책. 해외 현지의

한글학교, 초중고교와 대학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한국어 교원을 적절
하게 양성, 인증하는 제도의 지원
다음으로 대외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방
향으로 구별된다.
(1) 재외국민(한국적 동포와 자녀)의 한국어교육
한국 국적자로 외국에 장단기 체류하는 경우의 한국어교육으로 흔히
해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서의 국어교육과정은 국내 자국민을 위한 국
어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 국어교육과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단지 해
외에서 거주하다 보니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어를 익히는 현지어 교
육을 부가적으로 제공함이 특징이므로 제1언어(가정언어)는 한국어, 제2
언어(외부 생활어)는 현지어로 하는 가산적(additive)12) 이중언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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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2) 외국적 동포의 한국어교육
인종적, 민족적 요인을 빼면 한국어를 모르는 타 민족 외국인과 거의
같은 경우로 한인 집거(集居) 지역, 또는 산거(散居) 지역인가에 따라 한
국어 보존의 정도가 다르다. 이들 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제2언어교육
에 해당한다. 연변 지역과 같은 조선족 집거 지역은 제1언어(가정언어)는
한국어를 보전하고 제2언어는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족
산거 지역은 자녀세대들에서 한국어를 상실해 제1언어가 중국어이고 제2
언어는 뒤늦게 민족 자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나타난다. 러시아
어 사용권인 연해주,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지역도 대부분 고려인 분
산에 따라 한국어를 잃고 동화 과정에 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제1언어
인 현지어도 잘하고 새로 습득하는 제2언어인 한국어도 잘하는 가산적
이중언어 사용자로 자라겠다는 개인적, 민족적 자각과 함께 그런 이중언
어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한국어교육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3)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인종적 혈연관계 없이 한국어를 다양한 동기(문화 호기심, 관광 목적,
학문 목적, 취업 목적 등)로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다. 이 경
우도 다시 ① 해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② 국내 진출 외국인을

12) 다수언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이 제2언어를 학습하면 가산적 이중언어자(additive
bilingualist)가 되고, 소수언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이 제2언어를 배우면 모어 능력이
약화되어 감산적 이중언어자 (subtractive bilingualist)가 된다고 하는 데서 나온 개념
이다(Lambert,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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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한국어교육으로 구별된다. 어느 경우이든 외국인은 자국어 기반으
로 한국어를 부가적으로 익히는 학습자 즉 가산적 이중언어학습자로 육
성해야 한다.
②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진출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어교육은

다시 국내 체류 근로자, 국내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으
로 이루어지며 흔히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으로 통칭되어 수행된다.13)
최근에는 국내 국어교육 현장인 초, 중, 고교에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들
이 들어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어 생활환경에 놓이고 학
교에 가서는 전 과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 경우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다문화교육)과 이들이 한국인 남편
과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학습 부진 예방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구청, 도청, 시청 등),
종교 단체, 외국인노동자센터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4.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의 핵심 이론
한국어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장에서 기존 연구들이 밝힌 해
결과제를 수용하고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정책의 이론적 기초 문제를 다
루도록 한다. 개인에게서 한국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학
습자가 분명한 학습 동기를 갖고 이중언어 생활자로 살아가겠다는 강력
13)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바탕이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
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제8442호)」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년「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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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①학습자 동
기 강화 방안과 ②이중언어 능력 강화 방안을 살펴본다. 따라서 국가정책
도 이 부분에 맞춘 교사 연수, 교재 개발, 교수학습법 개발을 집중 지원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 학습 동기 강화 이론
학습 동기는 언어교육에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므로 언어습득에서도 심
리적 동기에 대한 비중이 높다.14) 전형적 이론으로는 Gardner & Lambert
(1972)의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 이론이 있다. 통합적 동기는 목표 언어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

하며 일체화하려고 언어를 배우는 경우이고, 도구적 동기는 취업, 진학 목
적 등 실리적 동기로 언어를 배우려는 경우이다. Lambert(1974, 1977)에서는
이중언어 학습에서 사회심리학적 모델(Social Psychology Model of Bilingual
Proficiency)을 제시하고 언어에 대한 심리 태도와 성향이 언어 학습 동기

에 영향을 주고 동기 부여가 강할수록 언어능력도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Deci & Ryan(2000)은 호기심, 적성, 성취감과 같은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와 보상 및 벌칙과 같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s)를 세분하여 언어
학습의 동기가 중요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어교육의 성패도 학습자에게 어떻게 동기를 유발할 것인지 이론과

14) L2 사회와 L2 문화와 학습 상황, 교사와 교습(instruction)에 대한 긍정적 경험, 태
도, 현재의 만족 상태는 학습 동기를 상당히 증진시킨다. 학습 동기는 이상적 L2 화
자로서의 자아(the ideal L2-speaking self)라는 새로운 중요한 개념도 형성시킨다. 이
처럼 제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심리, 태도, 성격, 감정 요인과 같은 것이 학습 동기
를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Lambert(1974, 1977), Pence, Khara L. & Justice, Laura
M.(2008), Lourdes Ortega(2009), 졸고(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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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어교육 정책은 재외동포 한
국어교육의 경우는 현지의 학습자 상황과 학습자 동기 유발 요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본국 중심의 일방적 시혜적 관점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국내 이주 외국인의 소위 다문화가정용 한국어교
육도 한국인 관점의 일방적 한국어교육이 되어 효과가 높지 않았다.15)
교민 자녀들은 동기 유발 없이 한글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유발되려면 내적으로 학습자 개인별 심리적 동
기를 진단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이주 외국인이나 그 자녀들의
한국어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려면 외
적 환경의 조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외적으로는 한국어의 가치에서 오는
한국어의 위상을 인식하고, 부모 세대의 조국에 대해 한류를 통한 한국문
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국과 거주국 문화 사이에서 비교문화적 탐구를
하여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력히 유발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는 국내 이주 외국인의 다문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가치를 밝히는 ①한국어 위상론, ②한국어 정체성론,
③한국어 비교문화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들에서 한국어 학습의 강

력한 심리적 동기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학습 동기 맞춤형’ 교사 연수,
교재 개발, 교수학습 보급 등으로 정책화해야 한다.
4.1.1. 한국어 위상론
한국 및 한국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이 높아져 한국인들이 외국
1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로는 권미경·이소연(2005), 원미진(2010), 고
형진·김영주(2011), 손성희·전나영(2011)이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취업 목적,
한류 호기심, 학문 목적 등으로 나타나지만, 교포 자녀들의 경우는 미국 교포 대학생
들 대상으로 조사한 졸고(2010)의 연구처럼 가족소통과 한국문화 이해와 같은 자기
정체성 관련 동기가 우선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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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가 일해야 하고 외국에서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지속시켜야 하는 상
황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흔
해져 학습자들은 성인 이민자이든 그 자녀이든 자신의 미래에서 한국어
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 높은 공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모국어로 동족과의
소통을 위해서와 자기 인생의 목표 성취를 위해 한국어 학습 동기가 유지
된다. Landry & Allard(1992)는 언어 활력(Ethnolinguistic Vitality)이라는 개
념을 제시하고 언어 활력의 요소로 ① 인구 자본(demographic capital:
language population, 사용 인구수), ② 정치 자본(politic capital, 정치 영향

력), ③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 경제력), ④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문화 수준)을 들었는데 한국어는 네 요소를 고르게 갖추어서 언어 활력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1) 인구 자본: 대국언어국가로 문맹퇴치 성공
① 대국언어: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벵골

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이은 13
위권의 대국언어이다(남 5천만, 북 2400만, 해외 750만). 한국 내 160만 외
국인이 있으며 매년 2만 명이 귀화신청을 하여 13,000명 정도 귀화한다.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응시 인구가 2012년 100만을 넘었다. 영
어 산업이 영국의 2위 산업이듯이 21세기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시
험, 한국어통번역 서비스, 한류, 한국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어교육의 산업
화가 요구된다.
② 문맹 퇴치와 기적의 성장: 한국은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문맹률
80-90%시대를 살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의무교육과 한글 보급

을 하면서 문맹률이 10%대로 낮아지고 오늘날 높은 고학력국가를 만들었
다. 배우기 쉬운 기적의 한글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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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자본: 완전 민주국가 실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
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서열은 세계 167개국을 대
상으로 한다. 이들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혼합 민주주의(Hybrid regimes),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의 네 범주로 나누는데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2010년부터 한국
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
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위로 일본(22위)을 앞섰다. 2012
년 결과는 25개의 완전한 민주국가군에서 20위로 미국(21위), 일본(23위),
프랑스(28위)를 앞섰다. 중국은 142위, 북한은 꼴찌인 167위이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

(3) 경제 자본: 30-50클럽 진입, 1조 달러 무역으로 10대 무역 대국
① 20-50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5천만 이상 인구 국가)에 이어 30-50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5천만 이상 인구 국가) 진입 예정: 일본(1987), 미
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에 이어 일곱 번째
로 16년 만인 2012년에 한국이 7개국 중에 최소 인구 5천만으로 20-50클럽
에 진입했는데 2015년에는 30-50 클럽 진입이 예상된다(현대경제연구소,
2015, 경제전망 보고서 참고).
② 무역 1조 달러 달성: 1948년 1900만 달러, 1962년 4억 7,800만 달러 수

출, 1960년 국민소득 79달러 수준이었는데 2011년 12월에 수출 5150억불,
수입 4850억불 총 1조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세계 9위(미국, 독일, 중국, 일
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수준이었는데 2012년에도 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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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 1위로 5위권 안에 든 한국의 산업으로 IT 반도
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1961. 5. 16. 군사혁명 이후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 평균경제성장률은 7.1%로 세계
174개국 중 1위이다.
③ 국제 경쟁력: 국제경영개발원(IMD)의 60국 대상 국가경쟁력 평가결

과 한국의 전체 순위는 26위로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하였으나, 과학기술분
야 6위, 기술인프라 8위로 상승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도 국
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 144개국 중 26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
락하였다.
(4) 문화 자본: 문화, 교육, 학문적 성취
① 문화민족: 한국은 반만년 문화를 보전해 왔고 한자문화로 동양의 유

교, 불교문화를 수용 발전시켰고, 한글문화로 서양의 기독교문화, 의회민
주주의를 수용 발전시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석
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전남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지구,
조선왕릉, 창덕궁, 수원 화성, 하회마을, 남한산성 등 11개가 있다.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선정하는 세계기록문화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는 세계 300개 등록물 중에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 일
성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1개가 등
재되어 있는데 미국 6건, 일본 3건, 중국 9건, 독일 17건과 비교해 적은 것
이 아니다.16)
특히 국내 고전을 서구에 번역 소개함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16) 이상의 국가별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 참고. www.unesco.or.
kr/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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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국보 151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의 태조실록
영역본을 2014년에 비로소 냈는데 아무리 세계적 유산이라도 세계화 시
대에 영역 소개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세계인
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업은 학문 한류의 필수과
제이다.17)
1960년대 이후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로 역할을 하였고 2000년 이래 드

라마, 노래 등의 한류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문화 선진국은 학문과 예
술에서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기고, 뛰어난 작품, 이론, 법칙을 창작, 발견,
발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인데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미흡하
여 앞으로 세계적 학자와 예술가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② 학업 능력 최상위국가: 높은 교육열로 PISA 학업능력이 최상위 수

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12월 3일에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2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소양 국제비교를 3년 주기

로 시행함.18)
PISA 2012는 총 65개국(OECD 34개국, 비회원국 31개국)에서 약 51만 명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한국은 총 5,201명(고등학교 140개교, 중학교 16개교)
이 참여함.
- PISA 2012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 수학 1위, 읽기 1∼2위, 과

학 2～4위로 OECD 최상위 수준이었고,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

17) 호남대 최병현 교수는 2014년 태조실록 영역본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판해 조선
왕조실록 영역의 첫 발을 내디디었다. 이미 2010년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
民心書)'를 미 캘리포니아대출판부에서 내고, 2003년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
毖錄)'을 미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각각 영역 출간하여 각국 동양학자와 학
생의 필독서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4.6.24. “古典英譯, 이제 시작이다”(권경
안 기자)의 기사 참고.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nhrd.net)의 PISA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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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에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수준을 보임.
- 선택 사항으로 시행된 PISA 2012에 최초로 실시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CBAM)와 PISA 2009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디지털 읽기 평가
(DRA)에서 한국은 전체 32개 참여국 중 수학 3위, 읽기 2위, OECD 회원

국 중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함.
- 수학은 PISA 2003에서 3위, PISA 2006에서 1～4위, PISA 2009에서는
3～6위, PISA 2012에는 3～5위로 지속적으로 최상위 수준 유지함.
- 읽기는 PISA 2009에서는 2～4위(539점), PISA 2012에서는 3～5위(536

점)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함.
- 과학은 PISA 2006의 7～13위(522점)에서 PISA 2009에서는 4～7위(538

점)로 상승한 순위를 PISA 2012에서도 5～8위(538점) 유지함.
- 한국은 최상위권을 포함한 상위 성취수준의 학생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하위 성취수준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③ 세계 최고 대학진학률의 고학력국가: 2014 OECD 교육지표는 회원

국 34개국, 비회원국 10개국 등 총 44개국의 교육 통계를 보여 준다. 지난
2012년 기준 25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 고교 이수율은 98%이다.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39%와 82%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이수율은 6년 연속, 고교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이다.

연령 범위를 25세에서 64세까지 성인층으로 확대해도 대학 이수율
(42%)과 고교 이수율(82%)이 OECD 평균(32%·75%)을 넘는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친 '완수율'도 9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72%이다.
남성의 고용률이 고교 졸업장만 있으면 84% 정도이지만 전문대와 대
학을 마치면 각각 91%와 90%로 상승한다. 한국 성인 인구의 실업률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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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대학 이상 졸업생 실업률이 2.7%로 OECD 평균(4.8%)보다 2.1%p 낮
았다. 교육 수준별 임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
하가 71, 전문대 졸업이 116, 대학교 졸업 이상이 161이다.
④ 언어 경쟁력과 지식 경쟁력: 유엔의 6대 통용어는 영어, 불어, 러시

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인데 앞으로 한국어가 들어갈 것이 기대된
다. 2007년에 유엔에서 10대 실용어를 발표한 바 있다(영어, 일어, 독어, 불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7. 9. 27. 스위스 제네바 제
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

제 공개어’로 공식 채택하여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 공개어는 8개(영
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에서 10
개로 늘어났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자 세계 5위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출원국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한국어의 위상을 밝혀 주는 다양한 지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를 높여 주므로 한국어 위상론을 체계화하
여 학습자 동기 강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모든 문명의 경제적 번영은 올바른 정신적 성장의 토대에서만 가치가 있
기에 어느 나라 문명이든 물질 성장에 도취하면 정신문화가 타락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에 모어 교육이 기여하는 이상으로 국가의 정신적, 문화
적,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모어 교육이 정신문화 발전을 선도하기 위
해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이 요구된다.
4.1.2. 한국어 정체성론
이민자의 모국어 학습 동기는 ‘자기 정체성 찾기’로 나타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처럼 언어학습의 동기 유발에서 학습자의 정체성 의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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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은 Lambert(1977)에서 보였고, Hamers & Blanc(2000)도 정체성을 사회
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민족 언어적 정체성의 네 유형
으로 규명하였다. 오늘날은 한 문화에 속하여 살기보다는 초문화적
(transcultural) 정체성, 복수(multiple) 정체성을 당연시하는 사회에 살게 되

므로 단일 정체성만을 강조하기 어렵다.
한국어의 정체성은 곧 ‘한국문화의 정체성’이다. 현재 주요 한국어 교재
들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역사적,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교재는 드물다.19) 졸고(2012)
에서는 국어문화의 정체성 7 요소를 (1) 언어 정체성, (2) 민족 정체성, (3)
의식주(衣食住) 생활 정체성, (4) 국민 의식 정체성(국민성), (5) 종교 정체
성, (6) 역사 정체성, (7) 국가 정체성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정체성 교
육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인이 국내외 어디에 거주하든 개인은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지 질
문하게 되고 한인 공동체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두 나라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며 살아야
하는지 확신을 가져야 하므로 한국어와 현지어의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이중언어 정체성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이론을 확립하고 교육 자료를 개
발하여 동기 유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1) 대륙과 해양 문명의 융합 창조론

한반도의 문화지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이 커서
19) 강현화(2011)에서는 언어문화교육을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로 나누어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교수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가중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객관화하여 항목을 선정한 후 독립된 문화 학습을 위한 기본 내용 제시형
(matrix) 교수요목과 단원 주제 조립형(modular) 교수요목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
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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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많다. 과거 역사적으로도 외침이 많아 반도적 숙명으로 이
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반도적 특성은 대륙과 해양
속에서 강대국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혁 창조를 통한 문명의 중심
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과거 이탈리아 문명처럼 오늘날의 한반도나 중
동의 이스라엘이나 말레이 싱가포르 경제권은 그런 변혁의 중심지로 주
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론, 동북아 허브론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
고 그런 표현이 중국,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
받기도 하였지만 한반도 통일은 미국 – 태평양 – 일본 – 통일한국 동북아 중국, 러시아, 몽골 – 중앙아시아 – 유럽을 잇는 세계 최대 경제
권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우리로서는 동북아 경제권 시대를 대
비한 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 민족은 각종 외침에 시달리면서도 한민족의 문화를 보전해 왔으
니 고대 이래 전통적 뿌리는 중국의 대륙문화를 수용하여 유교, 불교문화
를 발전시켜 온 것이며, 근현대사에서의 새로운 뿌리는 해양을 통해 일본
의 근대 학문과 미국의 민주주의 문화를 수용하고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융합적 수용을 통해 한국을 오늘날 10위
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비록 지정학적으로는 반도 상황에서 강
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한민족에게 도전과 각성의 계기
를 주어 특히 정신문화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을
수용하여 융합, 창조하는 역사를 엮어 왔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① 대륙 문명: 중국, 인도 등 대륙으로부터의 수용
(ㄱ) 천손(天孫) 민족: 단군(檀君)신화, 삼국의 제천(祭天)신앙, 샤머니즘
(ㄴ) 유교: 충효열(忠孝烈), 인(仁), 삼강오륜(三綱五倫)
(ㄷ) 불교: 자비, 무소유, 구제,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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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 문명(미국, 유럽 등 해양으로부터의 수용)
(ㄱ) 기독교/천주교: 구원, 사랑, 용서
(ㄴ) 의회 민주주의
(ㄷ) 시장경제(자본주의)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활로는 대륙과 해양 문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
여 제3의 문명을 새롭게 융합 창조하는 꿈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선진국 발전론
한국의 성장 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다.
① 인적 자원 요인
(ㄱ) 국민 요인: 우수 인력,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의 관민 협력, 우수

한 지능과 체력의 국민, 고학력 인구, 징병제 복무를 통한 군인
정신(단체정신 team spirit)의 함양, 성실한 근로자, 애국적 관료,
헌신적 교육자
(ㄴ) 지도자 요인: 지도층의 헌신과 봉사정신, 기업인의 도전정신
② 정치‧경제‧외교 요인
(ㄱ) 안보 요인: 한미 안보 동맹 덕분에 경제 성장에 집중
(ㄴ) 정치 요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민주적,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
(ㄷ) 경제 요인: 해방 후 6.25 직전의 토지개혁(1949-1950) 성공. 수출

주도형 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 농업 개량과 새마을운동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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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문화‧종교적 요인
(ㄱ) 언어적 요인: 단일 언어 공동체, 낮은 문맹률, 효율적 소통과 통합
(ㄴ) 교육적 요인: 국어와 국사의 정체성 교육, 애국주의 홍익인간 교육,

높은 교육열
(ㄷ) 문화적 요인: 전통문화, 한류 대중문화
(ㄹ) 종교 도덕적 요인: 무소유의 불교문화, 충효열(忠孝烈)의 가족적

유교 문화, 만민평등‧직업소명의 청교도 정신, 종교간 화합과 상
호 존중(3.1 운동 정신)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앞
으로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정치, 법치, 언론,
교육 등이 선진화해야 일류국가가 되므로 문제는 국민교양의 수준과 지
도층의 지도력이다.
4.1.3. 한국어 비교문화론
언어문화교육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학습자가 거주국 언어문화 속에
서 비교 분석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거주국의 역사문화
와 한국(모국)의 역사문화를 비교하여 쟁점을 도출하는 비교문화론적 접
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거주국 문화교류사를 통해 긍정적 교류 요소나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사건을 활용해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자료 발
굴과 이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본국에서 보내는 범용 교재
의 일방적 한국어교육에 머문다. 항상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긍정적
국제관계를 확립하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현지에 맞는 한국어교재와
교수법도 나온다. 거주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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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해 상호 국가 이해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전쟁과 갈등의 교류사 속에서도 한중, 한일, 한미, 한러 관계 등을
위해 상호 교류에 기여가 큰 문화 인물들을 발굴하여 교재에 적극 도입하
여야 한다. 근대계몽기에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내한하여 을사조약
의 부당성을 알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 서양에 소개한 미국의 헐버트,
성경 번역과 국문법서, 한영사전 등을 펴고 YMCA와 연세대를 세운 언더
우드 선교사, 중국에서 활약한 최치원(崔致遠), 서화(書畵)로 중국인 스승
옹방강(翁方綱) 및 완원(阮元)과 교류한 김정희(金正喜), 동양평화론을
내세운 안중근(安重根) 의사를 추모하는 일본인 모임, 윤동주(尹東柱)를
추모하고 그의 시를 사랑하는 일본인 모임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졸고, 2006).

4.2. 이중언어 능력 강화 이론
한국인이 외국에서 이주민으로 살든 외국인이 한국 안에서 이주민으로
살든 이상적인 것은 현지에 동화되지 않고 모국어를 유지한 채 현지 주류
사회에 통합되어 가산적 이중언어 사용자로 사는 길이다. 본국 및 한국인
관점의 일방적 한국어교육에서 중대한 결함이 4.1에서 말한 학습자 중심
의 동기를 유발하는 일인데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및 국내 이주민이 이중
언어인으로 생존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모국어 전승의 핵심층인 재외동포 가정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보전하는
일과 국내 이주 외국인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보전하면서 한국어를 가산
적으로 습득하는 일은 동질적인 것으로 모두 이중언어교육 관점에서 추
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중언어 지도 전략에 대해서는 체계적
계몽 전략도 이론도 부족하였다. 오히려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는 모국어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161

를 보전하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이주 외국인의 모국어에 대해서 배려하
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모순을 보이는 것으로 비친다. ①모국어만 유지
하고 고립적으로 살 것인가, ②모국어를 버리고 현지어로 생존하는 동화
방식을 취할 것인가, ③모국어도 유지하고 현지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통합형 이주민으로 살 것인가의 상황에서 ③과 같은 가산적 이중언어 사
용자로 사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제1언어
로나 제2언어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론과 그에 따른 교사 연수,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20)
4.2.1. 다문화사회의 주류화 통합형 지원 정책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즉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 노동 구조의 변화로 외국인이

유입하고 결혼 여성의 유입이 나타났다. 미국은 1988년에, 캐나다는 1989년
에 2만 달러 소득을 넘기면서 이민이 급증하였다고 하며 일본 농촌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주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다민족사회에서는 소수민족 문제가 발생해 언어 갈등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이민자의 행동이나 이민자들이 형성한 소수 민족의 행동이나 주류
민족의 행동은 ① 동화주의(assimilationism), ② 분리주의(differentialist) 또
는 배제주의(exclusionist), ③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형태로 나타난
다. 동화주의는 소수민족이 주류 민족에 동화되는 것이다. 분리주의(배제
주의)는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 언어공동체를 추구하고 분리 또는 고립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전하
20) 재외동포사회에서나 국내 다문화사회의 이중언어 능력 강화를 통합 접근은 권순희
(2006, 2009)에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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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통상 이주자의 적응 유형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Berry, 1998 ;
Cook, 2001 ; 졸고, 2009).
① 통합: 나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 민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② 동화: 나의 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 민족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③ 분리: 나의 민족 정체성만 유지하면서 타 민족과의 관계는 부차적이다.
④ 소외: 나의 민족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타 민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

지하지 못한다.

‘통합’ 유형은 자기 민족 정체성도 유지하고 주재국 국민으로 진입하여

이중언어자로 이상적인 생존을 하는 경우로 화교나 유대인이 대표적이다.
다민족 체제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통합형 이민정책을 추구한다.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이나 국내 외국인 정책은 암시적으로 이런 통합을 지향한
다. 우리의 다문화 정책도 ‘프랑스식 공화주의 동화 정책’과 ‘미국, 캐나다
식 다문화주의 정책’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 유형에 따라 이
주민의 민족어 보존 상태도 결정된다.
‘동화’ 유형은 과거 미국의 용광로 정책(melting-pot model)처럼 이민자

의 모국어를 소멸케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 이민자
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동화를 겪는다. 우리도 재미, 재일, 재중, 재러 동포
들이 이미 이런 과정에 진입해 있다.
‘분리’ 유형은 분리 독립 운동이나 분쟁, 내전을 겪고 있는 아시아, 아프

리카, 남미의 1국 다민족어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소외’는 자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립적으로 지내는 경우

로 미국 내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민, 남미 인디언, 호주 원주민, 뉴질랜드
마오리 족, 일본 아이누 족,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소멸되어 가는 수
많은 원주민들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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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주자가 자신의 모국어도 보전하면서 현지어도
잘 습득하여 이민사회에서 주류로 진입하여 이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분리’ 유형화하여 민족 분
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사회 분규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주류 사회에 진입한 성공적 사례를 널
리 발굴해 교육자료로 활용해 알리고 고취시켜 2세들의 한국어 학습 모
델로 삼아야 한다. 한국 내에서도 통합 모형에 따라 성공적 정착을 이룬
외국인을 발굴해 그들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다문화사회의 이상적 모델
로 널리 알려야 한다.
4.2.2. 학습자 모국어 보전 지원 정책21)
(1) 가정의 모국어 보전 지원 전략
재외동포 자녀의 모국어 보전에 대해서 부모들이 갖는 불안은 현지어
습득이 지연되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까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이주자 가정은 학습자 모국어를 배려하지 않아 모국어를 잃게
만드는 ‘침몰’(submersion) 환경에 던져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지어 중
심의 언어지도를 받게 되고 그리되면 현지에서 위력이 약한 소수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던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소멸되기에 이른다. 더욱이 이
주 정착기에 부모가 생존에 바빠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이주자 가정은 현지어 중심의 학교교육에 언어 지도를 맡
기다 보면 그 결과는 모국어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 전
승에서는 가정 언어가 더 중요하고 학교 언어는 그 다음이므로 가정에서
21)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모국어 보전 전략에 대한 논의는 나카지마 카즈코 편저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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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국어를 보전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커민스(J.Cummins)의 전이(transfer) 이론이 말하는 기저 공유능력 모델
(Common Underlying Proficience)에 따르면 한 언어를 통해 배운 지식과

개념(구구단, 광합성 등의 개념)은 다른 언어 학습에도 전이되어 몰입형
이중언어22) 교육은 학력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의 철저한 계획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주자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 태도가 중요하다. 현지어에 능통한 부모는 드물기
때문에 부모는 가급적 가정에서 모국어 노출을 늘리고 모국어 전승 유지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설령 현지어에 능통한 고학력층 부모일지라도 현
지어 사용과 모국어 사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면 자녀에
게 좋은 학습 모델이 되므로 현지어 사용을 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
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중언어 사용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형성기는 2-15세 정도로 보는데 그 발달은 다음 단계
로 이루어진다. 이중언어 학습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나카지마,
2012: 31-35).
① 언어 형성기 전반(9-10세 이전)
‧ 모어문화 학습(1-5세) - 말하기 학습(2-8세) - 읽기와 쓰기 기초 학습
(4-9세)
22) 이중언어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두 언어를 원어민처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블룸필드(Bloomfield)의 균형적 이중언어(balanced bilingualism) 개념이 있다. 그
후 할러데이(Halliday)는 양언어주의(ambilingualism)란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제1언어만큼이나 제2언어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정의
는 이중언어에 대한 최대 정의(maximal definition)로도 불린다.
이와 대척적인 정의는 언어 사용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정의로 여행자가 독일에
가서 커피 주문을 독일어로 ‘Ein Kaffee’ 라고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어도 그런
것도 이중언어 사용으로 포괄한다. 이런 정의는 이중언어에 대한 최소 정의(minimal
definition)라고 부른다(K. Johnson & H. Johnson ed., 1999: 29-30).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165

② 언어 형성기 후반(9-10세 이후)
‧ 독해 작문력 함양(초등 후반기와 중학생)
‧ 추상 개념과 추상어휘 발달(초등 후반기와 중학생)

위와 같은 형성기에 이중언어는 학습자에 따라 동시형(simultaneous)
이중언어습득과 순차형(successive) 이중언어습득을 하게 된다.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에게서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동시에 배우므로 전자의 방식
이 일어나고, 해외 이민으로 현지어를 배우는 경우는 후자의 경향을 띤다.
어느 경우든 부모나 아동의 능동적 적응이 요구되는데 이중언어 습득에
는 네 가지 원리가 있으므로(Cummins, 1978 ; 나카지마, 2012: 35-41) 이러
한 이론을 참고하여 언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상승효과를 낳는 가산적 이중언어 원리(The additive enrichment
principle): 모국어 능력이 퇴화, 소멸하는 감산적 이중언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수언어 아동의 모국어 능력을 유지 활성화하여 가산적 이중
언어 사용자로 키우는 것이 이중언어 교육의 과제이다.
② 언어 상호의존의 원리(The linguistic independence principle): 이중언

어 구사자는 두 언어의 공유 부분이 있어서 한 언어로 배운 교과목 지식
은 전이되어 새 과목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이다. 두 언어 간 지식에
대해서는 별개 공존설(Separate Underlying Proficiency)과 심층 공유설
(Common Underlying Proficience)이 논란중이지만 일본어로 구구단을 배우

면 영어로도 알게 된다는 점에서 공유설 지지 연구가 압도적이다.
③ 회화능력/교과언어능력 별개 원리(The conversational/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principle): 회화능력과 교과학습능력에는 시간차가 크다는 원

리이다. 회화능력은 1-2년 걸리고 교과 학습능력은 5년 안팎이 걸린다. 이
런 소요 시간에 맞춘 이중언어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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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호커뮤니케이션 활동 충족의 원리(The sufficient communicative
interaction principle): 언어습득은 타인과의 활발한 언어교류가 전제되어야

하며 두 언어의 교류의 양과 질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모국어 보전과 학습에 왕도는 없지만 누구나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를 존중하고, 모국어를 확실히 익히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이나 학문의 취득을 위해 한국어를 익히면서 자신의 모국어
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외
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성인조차 거주 언어를 못하면 억울한 차별이나 불
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또한 외국어나 제2언어를 배
운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배경으로 한 심리적 동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 학습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
국외 이주 한국인 자녀들의 모국어인 한국어 보전은 가정 내의 모국어
(한국어) 유지와 제2언어인 현지어 학습 환경을 잘 병존시키는 환경을 어

려서부터 가정에 조성하고 언어의 자연 습득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
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0세 이하 학생은 현지어를 습득하다 보면 모국
어 유지가 어려워 모어 소멸의 길을 걷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가정
에서부터 모국어 유지의 이중언어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 가면 현지어
를 배우게 되므로 가정에서만이라도 모국어를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모국어 유지에 필수적이다. 유대인은 유대교 경전을 통해 가
정에서 토론과 대화의 문화가 체질화되어 언어 전승에 유리한데 우리는
그런 종교적 전통이 약해 실천방안이 빈곤하다. 그러나 유대인의 가족토
론문화를 우리도 가족회의, 독서토론 등을 통해 유대식 대화 토론문화로
바꾸어 보면 가능하므로 가족의 협력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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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소수언어 역량 강화 전략
커민스는 기초소통능력(생활언어,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개념과 교과언어능력(학습언어,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기초소통능력은 일상생활어 소통의 기술

을 가리키며 교과언어능력(CALP)은 교과 학습활동을 위한 언어 사용 기술
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커민스의 이 분야 용어가 변화하여 다음 세 가지로
바뀌었다(Cummins, 2001: 65).
① 회화 능력(Conversational Fluency, CF): 익숙한 장면에서 상대와 대

면하여 말하는 능력. 2-8세에 발달한다. 가정과 학교 환경을 통해 고빈도
어휘와 문형을 익히면서 1-2년이면 습득한다.
② 변별적 언어능력(Discrete Langauage Skills, DLS): 개별적 학습이 필

요한 것으로 알파벳이나 한자와 같은 문자 학습(필기체, 필순, 철자법 등)
은 읽기나 독습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대체로 초등학교 1-2학년기인 7세
전후로 터득된다. 한자의 경우 꾸준한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글,
알파벳은 단기간이면 이루어진다.
③ 교과언어 능력(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ALP):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습어휘, 학과별 전문 용어, 추상적, 논설적 표현 등 고도
의 지적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로 다독과 다작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는
목표어 학습을 시작한 후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재외동포들에게는 현지에서 소수언어인 한국어를 가정에서의 사용을
바탕으로 강화해 주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보전 대상 언어(제2외국어 과
목)로 인정받도록 동포사회가 학부모 압력단체로서 조직적 활동을 통해
학교 당국을 설득하여 정규 교과목 또는 비정규(방과후) 활동 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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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말 한글학교를 통해서는 한국어 학습 동기
와 심리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아동의 가정어인 한국어는 학교에서 미개 종족어 정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의지와 다문화공생 정책에 입각한 학교의 적극
적 협력도 요구된다. 소수언어를 배려하는 모자이크 정책으로 유명한 캐
나다의 경우는 소수언어 이민자 자녀의 모국어를 방과후 활동으로 가르
쳐 소수언어 아동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처럼 다문화학교 정책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정부
당국자나 학교 교원들이 다문화 공생정책에 대한 협력적 자세를 갖추어
야 한다. 한국에서도 국내 교원들에 대한 이중언어 이해 교육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단계적 노력이 유용하다.
① 교실에서 소수 언어를 배려하고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문화교육을

교실 활동에서 도입하여 또래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② 소수언어계 학부모를 교사의 동료로 참여시키도록 한다. 가령 모국

어 보전에서도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해 참여시켜 자긍심을 고취하고 반
대로 현지어 습득에서도 아동이 배운 현지어로 현지어에 저열한 부모에
게 책읽기를 통해 들려주어 아동의 현지어 능력도 신장되고 학부모도 현
지어를 향상시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교수법에서도 지식 전수형이 아니라 총체적 언어교수, 학습자 교류

형, 실습체험형, 문화 비교 분석형을 권장한다. 이는 지식 전수형을 하면
다수언어문화의 일방적 강요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언어
학생에게 적극적 참여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야 한다.
특히 소수언어계 학습자의 학습 부진을 학습자 탓으로만 돌리는 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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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체제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교육에서도 현지 학교교육
이 소수언어인 모국어를 배려하는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학부모 행동
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 내의 다문화 교육에서도 소수언어계 외국인 부
부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 소수언어 아동의 모국어를 보전해 주는 캐나다
몰입교육 방식의 언어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재외 한글학교의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글학교의 하계, 동계 연합 프로그램, 모국 방문 프로
그램을 활성화하여 교포 아동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지역 교
육청에서 교육활동(학점 등)으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보완도 힘쓴다.
(3) 다중문해력 강화 전략
모든 소수언어자의 학습 부진은 아동 탓이 아니라 아동을 ‘불안정한 정
체성’에 빠지게 만든 부모와 학교와 사회 환경 탓이므로 이의 개선에 대
한 답도 부모,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 중
심의 교육이 이민자의 모국어 소멸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으려면 국가 정
책, 사회, 학교, 가정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모국어 대신 영어
와 같은 다수언어 습득에 전념하다 모국어를 상실하는 치환(replace) 방식
이 아닌 부가(add) 방식으로 모국어를 보전하는 정책과 실천이 요구된다.
즉 양자택일의 언어교육이 아니라 양자 공생, 양자 활용의 이중언어 강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국제화한 교육,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언어교육의 정책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영어 제국주의적 언어교육을 넘어 다언어,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
요한데 커민스(Cummins, 2000)는 이를 다중문해력(multiliteracy) 교육이라
한다. 다중문해력 교육이란 다양한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고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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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언어 환경을 현대 교육공학적 기술로 활용해 현대 정보사회에
필요한 다언어에 의한 다양한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
는 지식 수여형(transmission) 교육 – 사회구조적(social constructivist) 학
습 – 변혁적(transformative) 학습의 3단계를 제안하는데 학습자 모국어
를 존중하고 학습자 소수언어 문제를 통해 사회 문제(인종, 인권 등)까지
도 비판적으로 이해시켜 인식의 변혁을 유도하는 학습이 요구된다.
특히 변혁적 교수법의 사례로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 텍스
트’(identity text) 교육은 학습자 모국어를 활용하여 교실 내에서 2, 3개 언
어를 활용한 대역어 작품 만들기, 대역어 대본 연극하기 등의 다언어 학
습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착 이민자 아동에
게 자신감을 고취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의 결과 신착 이민자 아동은
가정어 즉 모국어가 문화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모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아동의 숨겨진 예술적 재능 같은 것이 드러나 교실에서 가치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고, 가정의 부모도 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도록 부
모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여 부모 자식 간 모국어 보전에도 기여하고, 부모
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에서도 다언어 정체성을 정당화하
게 되었다고 한다(Cummins, 2000: 260-269).

5.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에 지
적된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다음을 유의하여 한국어 교육정책
이 기획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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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정책기관별로 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통합적이

며 중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정립하고 하위 정책기
관별 목적과 목표를 설립기관의 취지에 맞게 재조정, 재정립하여야 한다.
‧ 정책기관의 사업 중복이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등에서 많이 발생하므

로 기관별 정책 협의가 정례화하고 강화해 기관별 교원 연수, 교재 개발
에서 차별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재외 동포사회와 국내 다문화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태 조사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현상에 대한 이론이 도출되고 그 이론에 따라 정책이 기
획되는 방법론의 발전이 요구된다.
‧ 한국의 일반 범용 교재, 일반 연수 방식, 한국 일방적 시혜 방식을 지

양하고 재외 동포사회의 언어권별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교육평가에
서 현지 교육자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공동 구성해 협력하는 ‘언어권별(나
라별) 한국어 교육정책 포럼’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교육 현안
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어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 강화와 이중언어 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적 탐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용언어학
의 경험과 이론에서 앞선 캐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이론 동향을 참
고하고 현장 한국어 교육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 맞춤형’ 및
‘이중언어 교육형’ 한국어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교사 연수, 교재 개발, 교

수학습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학습자 동기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별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연구와 전략을 도모하고, 한국어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한국어 위상론,
한국어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는 한국어 정체성론, 다른 언어문화와 비
교하면서 살피는 한국어 비교문화론의 관점에서 이론적, 내용적 자료를
발굴하고 교사 연수, 교재 개발에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학습자가 가산적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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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동화 정책이 아니라 주류 사회에 동화 대신
통합하도록 통합형 정책을 개발하고 가정에서부터 학습자 모어 보전 정
책을 만들도록 한다. 특히 해외 한글학교의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글학교의 지역별 하계, 동계 연합 프로그램, 모국 방문 프로
그램을 활성화하고 한글학교 활동이 해당 국가의 교육당국에서 정규 교
육활동으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보완도 힘쓴다.
‧ 모국어 보전 정책을 위해서는 가정의 모국어 보전 전략을 마련하고

전파 확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의 이중언어 교육에서 성공적인 소
수언어 배려 전략, 학습자 역량강화 전략, 다중문해력 강화 전략 등을 개
발해야 한다.
21세기에 한국어를 국제통용어로 인정받고 한국을 선진문화강국으로

만들려면 국내외 한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는 국어생활을 위해 국어 교양을 확립하고 바르고 고운 국어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국어 능력의 함양이 평생의 자산이고 국가 경쟁력의 기본
으로 문화 융성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루는 길임을 깨닫고 국내외 한국
어교육자들부터 이를 자각하여 한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선열들의 한국어
수호 정신을 드높여 한국어교육학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한국어 전승을 이루려는
전략 연구와 ‘가정 내 한국어 사용’을 위한 대대적 실천 운동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도 과학적 논리와 실증적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어교육의 교육과정, 교재개발, 교수학습법, 교육평가의 네 영역이 해외 한
인사회의 한국어교육기관 중심으로 현지화가 이루어지도록 높은 수준의
이론과 실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은 예산 낭비
나 중복 집행을 막도록 정부 유관 기관의 지속적 협업과 정책 전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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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온 국민이 한국어가 21세기 국제 통용
어로 공인받아 한국어 산업이 영어 산업처럼 번창하는 시대를 꿈꾸며 우
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는 주시경 선생(1876-1914), 탄신 120주년을 맞는 최현
배 선생(1894-1970)이 혹독한 일제강점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꾸었던
*

번영의 한국어 시대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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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민현식
한국어는 세계 13위권의 대국언어이다. 한국어는 인구, 정치, 경제, 문화자본
의 관점에서 언어활력이 높은 나라이므로 국내외 한국어교육도 활발하지만 한
국어 교육정책에서는 국가정책적 의제와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책기관들의 정책
이 중복적, 비체계적, 비효율적이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고 정책기
관들의 연결이 비효율적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는 국가적으로 대외 한국어교육을 위해 장기적 의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어교육기관들의 조직과 체계를 효율적, 체계적, 유기적 조직으로
재조직하고, 국내법과 국제기준으로 걸맞게 만들고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 차
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핵심 이론인 학습동기론과 이중언어론을 활성화하여 한국어의
위상론, 정체성론, 문화비교론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어교육의 학
습동기를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학습동기를 토대로 가산적 이
중언어 사용자로서 당당히 이민사회에서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주류사회에
진입하여 모국어와 현지어 사이에서 두 언어문화에 대한 다문화정체성, 통합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국어교육의 통합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강화
하고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정에서부터 학습동기와 정체성을 높이는 방
안을 강구하고 가정과 한글학교와 지역학교와 한인공동체가 협력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정책, 언어정책, 학습동기, 이중언어, 언어활력, 가산적 이중
언어, 감산적 이중언어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179

￭Abstract

Overview and Improving Direction of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Hyunsik Min
Korea shows high ethnolinguistic vitality in views of demographic
capital(language population), politic capital, economic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The national language education policy has no agendas and its
system for carrying out policies is not systemic. Policies are usually made by
focusing on needs from suppliers rather than users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onducting policies. Projects of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are
overlapped and rather inefficient. The network is not being utilized efficiently.
Alternatives for policies are these; Relevant organizations need to be
reformed so that a system for establish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can be
integrated more organically. Efficient policy instruments and a policy
framework, which correspond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developed by including the network business in
long-term national policy agendas.
The core theories of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strengthening
of a learner’s motivation and strengthening of bilinguality. Overseas Koreans
should be integrated, not assimilated, as bilingual Koreans in the main
society, and be additive, not subtractive, as bilingual Korean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language policy, learning
motivation,

bilinguality,

ethnolinguistic

bilinguality, subtractive bilinguality

vitality,

addi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