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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국가 1언어’는 대다수 민족국가의 목표이고 이상일 수 있으나 21세기 

현재, 이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일 수 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도 

한 언어를 쓰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

하는 국가도 생각보다는 많다.1) 특히 20세기 들어 국가 간 물적·인적 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각국의 대외 자국어 정책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국제학술회의(2014. 10.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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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단일인종의 인구비율이 90%를 넘는 국가)는 변명섭

(2003: 205)에 따르면 한국, 몰디브가 100%, 일본 오스트리아, 남미의 아이티, 아프리

카의 레소토 등이 99%, 포르쿠갈, 그리스, 스웨덴, 폴란드, 부탄, UAE, 요르단, 예멘, 

바바도스,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 자메이카 등이 98%,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

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마다가스카르, 트리니다드 등이 97%, 덴마크, 노르웨이, 사

우디아라비아, 니카라과 등이 96%, 알바니아, 몰타, 소말리아 등이 95%, 네덜란드, 프

랑스, 이탈리아는 94%, 핀란드, 아르메니아 93%, 독일 92%, 슬로베니아 91%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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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활성화 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고, 이주 역시 활발해 지

면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오

랜 기간 ‘1국가, 1민족, 1언어’를 유지하던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4년 

1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57만으로 5,110만여 명의 한국 인구 대

비 3.1%에 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2)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을 전후로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체

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한국어교육3) 정책은 언어정책적 접근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바, 본고에

서는 언어정책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

한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언어정책은 ‘한 국가에서 사

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태도와 계획으로서, 법 또는 

제도로 구체화된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2014: 1188 참조). 따라서 언어정책은 공식적인 행위이며 권위와 구속

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정책적 접근은 지난 긴 한국어 교

육의 역사에 비해 아주 최근의 일이다. 1945년 광복 이후를 근대적 의미

의 한국어교육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지난 70여 년의 한국어교육 역사에

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접근이나 정책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고작 10여 년 남짓이다. 50여 년 이상 민간(주로 대학교의 

부설기관 정도)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고, 한국어교육 관련 교재나 방법론

다(The English Foundation 2000 참조, 변명섭, 2003: 205 재인용).

2) 안전행정부가 7월 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

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57만 명으로 국민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이고, 1만 명 이상 시군구가 49곳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주민등록인

구 5,114만 1,463명과 비교하면 3.1% 수준이고, 이는 대전광역시 인구(153만 2,811명)

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최정순, 2014 참조.). 

3) 제목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교

육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으로 포괄하여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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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 교사의 양성 등 교육 주요 요소들 역시 정책적 기반이나 국가 차

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무

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학습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나 기관 역시 

이렇다 할 능동적 노력 없이 ‘저절로’ 증가했고, 늘 수요(학습자들)가 우선

하였고 대학의 교육기관이나 정부 정책 역시 그 수요에 따라 공급을 맞추

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공급이 우선하고 수요가 따라가면서 맞추는 방식의 지속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어기본법 및 동 시행령

을 포함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 문제다. 한국어교육 정책 관

련 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교육’과 해외에서의 

사용자수 증가나 사용 기회의 확대(정부의 용어로는 ‘국외 보급’)가 섞였

고, 교사 양성 및 관리에서도 오히려 어려움이나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했

다. 또한 그 외에도 한국어교육 대상자가 다양해지고(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이주노동자 및 자녀,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일반 외국인 등) 각 

집단별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안정되고 체계화

되었다고 하는데도 수혜자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육의 전 분야에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기관대로, 양성된 교원은 교원대로, 한국어교육

을 담당하는 국내외 기관은 기관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제에 의

한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불만 역

시 대두되고 있다.

하루 빨리 한국어교육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

도되어서 한국어교육의 국내외 위상의 제고와 법 및 제도의 개선, 이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발전 역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는 한국어교육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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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언어정책적 관점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1. 언어정책의 개념과 한국어교육 정책

임재호(2013: 278-279)에서는 언어정책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소개하면

서 이 분야가 아직 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언어정책‘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4) 그는 또한 Spolsky(2004, 2008)의 논의를 토대로 언어

정책의 이론적 관점으로 ‘언어 현실(practice)’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운영’

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언어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언어 현실’은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더라도 언어 현실이 나타나는 단위에 대

한 관심을 끌어오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논의에서 언어 현실이 나타나는 

단위(이들의 용어로는 ‘언어정책 공간’)로는 ‘가족, 업무 공간, 학교, 민족, 

지역, 교회, 국가, 초국가, 미디어 등’을 들었는데, 이는 화용적 상황처럼 

때론 구체적으로, 때론 언어정책 시행의 공간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수요 집단의 다양성과 맞물려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요소인 ‘이데올로기’ 역시 다중문화주의, 다중언어

주의/이중언어주의를 거론하며 논의 중인 한국어(문화)교육에서도 앞으

로의 한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끝으로 

‘언어 운용’은 구체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로서 임재호(2013)의 논의에서는 

민족 간 갈등 및 이 갈등이 언어 운용에서의 차이(예를 들어 ‘발음’ 등)로 

인해 촉발되고 그로 인해 불행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예시화하고 있는데, 

4) 임재호(2013)에서는 Calvet(2001)의 논의를 토대로 ‘Language Policy’란 용어는 1970년 

Fishman이 처음 사용했으며, 관련 용어인 ‘Language Planning’은 1959년 노르웨이 언

어학자 Haugen이 최초로 사용했다고 소개한다. 또한 그는 이들의 개념적 차이 등에 

대해서는 Spolsky(2004, 2008)의 논의를 따라 언어정책이 언어계획을 포함한다는 입

장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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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 운용은 구체적인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 선정과 학습자들의 언어 숙련도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언어정책은 이들 세 요소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맞은 

언어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간으로 구분되는 한국어 수요 집단을 위한 한

국어교육의 목적과 교수-학습의 내용 선정에 대한 고민, 이를 위한 국가 

단위의 대규모 실태 조사와 사례 분석, 그리고 요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

다. 그리고 동시에 다중언어문화주의 채택을 통한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정책적, 교육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 둘을 고려한 구체적 교수-학

습의 내용과 모형, 교재, 교수법, 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요소들에 대한 최대한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동시에 언어정책적 관점으

로부터의 한국어교육의 정책적 접근은 또한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과도, 

학교 교육 정책과도 밀접한 연계를 맺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건전한 시민 양성5)’이라는 포괄적 교육 목적을 설정하거나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한국어교육 정책의 연구사

민현식(2005: 20-26) 및 조항록(2005), 백봉자(2001), 김중섭(1999) 등의 

논의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듯이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어교

육은 크게 발전한다. 그리고 다시 21세기에 들어서서 또 한 번 크게 성장

5)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졸고들에서 한국어교육의 목적을 보

다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함을 제안해 오면서 임의적으로 ‘사회 통합’이나 ‘건전한 시

민 양성’ 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의 포괄적 목적 설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고의 이러한 설정이 앞으로의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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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연구자들은 주로 사회 경제적 요인들로 발전의 원인을 설명

하고 있다. 스포츠(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월드컵),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

른 유학생의 증가, 한류, 국제결혼의 증가, 국가 경제의 발달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유입 등이 이들 연구에서 꼽은 대표적인 이유들이다.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적 지원으로는 고

용허가제(한국어 능력 요구)와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방안 강화, 교육부

의 유학생 확대 정책, 그리고 국어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령 등에 의한 교

원 자격제도 실시 및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어 국외보급기관협의회 구성 

및 주요 정부 부서 내의 한국어교육(보급)관련 부서의 신설6)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정부 부처 내의 한국어교육 담당부서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

성과 교육 체제 지원의 강화와 다양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내

외에서의 관심 유발에도 기여했고, 한국어교육의 양적 팽창에 크게 도움

을 주었으며 ‘한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

한 발전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우선 한국어교육학이 학문적으로 

성장·발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육이 차근차근 양적, 질적 성장을 

모색해 왔다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수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한국어교육 

수요 집단이 커졌고, 다양해 졌을 뿐이며, 정작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은 

앞서지 못했고 뒤따라갔다고 볼 수 있다. 

조항록(2007, 2010: 285-286)에서는 한국어교육 수요의 확대 요인 중의 

하나로 국어기본법을 꼽으면서, 이 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이 갖는 

여러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11월 7일에 열린 ‘국어발전 종합계획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기점으로 2005년 1월 27일에 공포된 국어기본

법은 총 5장과 27조,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이때 공포된 국어기본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은 2005년 7월 28일 공포되었는데, 시행령

6) 국제교류재단의 한국어사업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보급팀(현 한국어진흥과), 한국

어세계화재단(현 세종학당 재단)의 설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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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19조와 부칙 4조, 별표 2개와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제정 취지는 주무부서였던 문화관광

부에서 발표한 취지문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그 취지문에서는 ‘국어에 대

한 법적 장치의 미비로 체계적인 국어의 보존·보급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국어 정보화, 국어능력 향상 시책

의 시행 등 국어의 보존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은 재외국민의 평생교육

과 민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에 제정·공포된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년 7월에 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과 더불어 국내

외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이 갖는 구체적인 의의는 조항록(2005, 2008)에서 잘 

정리되었는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를 국가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는 폭넓은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기존의 언어정책이 어문규범 등에 제한되었었다는 한계를 극

복하고 국어사용이나 한국어교육 환경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 둘째는 국어의 국외보급을 명시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든 점, 셋째는 국어

를 그간 문화 예술의 영역에 묶어 두었다가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고유하

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한 점 등이다. 앞의 세 가지가 국어기본법이 

갖는 의미라면, 동법 시행령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공용어의 명칭을 

‘한국어’로 정한 점(동법 제3조 제1항),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정부가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의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분명 1990년대 중후반까지 대학 등 민간 중심으로 자생적이며 독립적

으로,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이런 법령들의 제정

과 시행은 국가 사회적 관심의 유발과 국가 차원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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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마련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

화이다. 그럼에도 이들 법령에 의한 한계점이나 약점 역시 존재한다. 최

은규(2006)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였듯이 ‘제도의 불완전성, 미

비 등’으로 인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한국

어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 지나친 교재 개발(양적인 점과 단기

간 개발 등 포함) 사업, 크게는 유관부서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

지 못한 점, 왜 한국어를 세계화, 보급해야 하는지(보급이라는 용어의 문

제 포함) 등에 대한 거시적, 포괄적 관점을 갖지 못한 점 등이 미흡하다.

3. 현 한국어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한국어교육 환경은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와 이들 대상 교육기관

의 다양화라는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조항록(2010: 137)에서도 보이듯이 

2000년대 초반의 한국어학습자 집단은 ‘순수어학연수생, 직업관련 학습자, 

해외 대학 및 고등학교의 수강생, 해외 입양아 집단, 외국인 취업 연수생, 

재외동포 등으로 구분되었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집단 외에 국내 대학 

입학생, 입학 준비를 위한 연수생, 이주 노동자 및 예비 유입 예정 노동자 

집단, 국제결혼이주여성 집단, 순수 단기 연수생, 해외 한국 관련 회사 근

무자 등 집단이 다양해졌고, 그중 국제결혼이주여성은 2014년 1월 현재 15

만에 달하고, 이주노동자 수는 54만여 명에 달하며, 유학생은 8만 명을 넘

었다(안전행정부 2014년 7월 2일 통계자료 참조).

한국어교육기관도 대학의 부설 기관 정도에서 2014년 현재 국내에는 

이들 대학 내에는 예전의 부설 기관 외에 이주여성 전문 교육기관, 이주

노동자 교육 기관 등이 신설되었고, 학부 과정에도 개설되었으며 사설학

원 등도 증가했다. 국외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및 노동자를 위한 사설학원, 일반인 대상 사설학원, 한국 유학 준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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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해졌고 그 수도 크게 증가했다. 당연히 많은 강사가 필요해졌고, 

교재도, 교수법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했나? 앞서 말했듯이 한 국가의 

언어정책은 권위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언어 환경에 따라 탄력

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향점(목적)과 목표 기술이 분명해야 한다. 이

게 불분명하면 정책의 혼란이나 국가 간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7년 국어발전기본계획 중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계획7)은 국어기본법과 연계하고 세종학당 재단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계획)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계

획의 명칭이나 내용 면에서 생각할 거리가 있다. ‘지역 거점’을 정부가 다

른 나라에 만든다? 그들이 원하나?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 국가에 어떻게 

거점을 만든다는 것인가? 박갑수(2013: 422)에서도 지적했듯이 ‘블록문화

권’을 만든다는 것이라면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북아시아에 ‘한

국 언어문화권’을 만들려다가는 자문화 중심, 자민족중심의 언어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를 획책한다는 역풍을 맞거나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실제적이며 실현가능한 언어정책,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사안에서

는 한국어(문화)교육 정책 담당 부서의 혼선이나 업무 분장의 불명확성을 

7)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은 국외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

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지 교육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 과제에서의 주요 사업 내용은 세종

학당을 제1단계인 2011년까지 100개를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에, 2단계인 2016년

까지 다시 100개를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개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지원

하기 위해 몇 가지 세부 과제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남호(2007: 47-49) 참조.



340  국어교육연구 제34집

들 수 있겠다.8) 

<표 1> 한국어 교육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 현황9)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법률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

조, 제34조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어기본법(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교육 

대상

·한국 국적의 재외 국민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

·한국 국적의 외국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

족의 혈통을 지닌 자

·현지 외국인

 (일반 대중)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외국 국적의 이

주 근로자

교육 

내용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

추기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학 연구자 지원 

·재외 동포에 대한 한국

어교육 및 한국문화 홍

보

·해외 한국학 진흥 지원

·일반 대중(낮은 층

위) 대상의 생활 한

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 

성격

·재외 국민 대상의 정규 

국어교육과정에 의한 한

국어교육실시

·재외 동포 한국어교육 

및 문화 사업 지원

·문화상호주의 원칙

에 입각한 한국어교

육과

·쌍방향의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적 연

대 도모

교원 

자격

·국어 교사 자격증

※국어국문학과, 국어교

육과

해당 없음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육)학과 등

8) 한국어교육 정책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등이 있다. 

9) 이병규(2008: 349) <표 1>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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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 부처별 한국어 교육 사업 현황(정희원, 2013: 83)

구분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

원법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정책 대상

·여성 결혼 

이민자

·귀화 희망자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취

학 전 자녀

다문화가족 취학 

아동
외국인 노동자

교육 기관
사회통합 프로

그램 지정 기관

다문화가족 지

원 센터 207곳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위

한 대안학교

외국인 근로

자 지원센터

주요 사업

국적 취득을 위

한 사회통합 프

로그램 운영 

·한국어 집합 교

육 및 방문교육

·자녀 대상 언

어발달 교육

·한국어과정 도입·

운영

·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어

·기초학력 지도

·한국어 교육

지원

·취업 전 현지 

한국어교육

국립국어원 

추진 사항

·표준교재개발

지원

·교원연수과정 

개발

·한국어강사 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표준 교재 개

발·보급

·교원 양성과정 

개발

·방문지도사 대

상 한국어 교

원 양성과정 

개발·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교원

용 지침서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위 표에서 보이듯이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정부부처가 문화체육관광

부 외에도 많고, 한국어교육 대상이나 주요 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

다.10) 교재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문체부(국립

10) 실제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지만, 문체부의 국립국어원 외에 국외의 한국문

화원과 세종학당(재단), 교육부의 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

통상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여가부의 한국건강가

정진흥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 법무부의 외국인사회통합

센터 등 매우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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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원)가 담당하고 있으면 국립국어원이 관제탑(Control Tower)이 되어

서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그

간 이런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몇 차례 변화를 시도했고, 앞서 말

한 대로 ‘한국어 국외보급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업무 분장을 조

정해 왔지만 여전히 수평적 관계에서의 협력이다 보니 효율성은 떨어지

는 것 같다.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

책위원회 등도 속속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 졌고, 매년 2회 정도 정기

적인 모임을 가져 정책 조정이나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나 한국어교육 현장,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평

적 협력이 아니라 수직적 구조, 그리고 독립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강력한 권한과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법

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언급할 대상은 교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2008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조현성 외), 2009년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 조사”(오광근 외)를 비롯해서, 2011년 “한국어교

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윤소영 외), 2012년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최정순 외) 등에서 수차례 연구되고 다양한 방안

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으로는 거의 이

어지지 못했고,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 권장사항 

정도로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무한정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의 모색은 절

대적으로 촉급하고, 양산되는 교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

자 배출되는 교원들의 교원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점검, 대안 등을 포함하는 논의와 자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법과 

제도, 정책으로 양성되는 교원에 대한 질적인 보장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는 한국어교육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  343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학생 

수

22,5

26

32,5

57

49,2

70

63,9

52

75,8

50

83,8

42

89,5

37

증감율
33.8

%

44.5

%

51.3

%

29.8

%

18.6

%

10.5

%

6.8

%

통계청 

자료

41,7

80

71,5

31

81,8

47

87,4

80

88,4

68

84,7

11

81,8

47

증감율 71%
14.4

%

6.8

%

1.1

%

-4.2

%

-3.4

%

져야 한다. 문체부 국립국어원과 교육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정

책 조율이든 그 무엇이든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네 번째는 한국어학습자 집단의 불안정성에 대한 것이다. 2000년대 중

반까지 국내 유입 외국인들의 증가율을 매우 높았지만 근래 증가율은 급

격히 둔화되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표 3>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률

유학생 유입의 감소는 앞서 말한 한국어교육의 발전의 바탕이 되는 수

요 집단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교육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각주 12)에서 언급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들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외

국인 대학생 중 상당수는 각 대학에 설치된 시설에서 1차적인 한국어교

육을 받는데, 이를 관리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교과부 내 부서(대학선

11) 아래 표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률은 2012년 10월 5일자 한국대학신문에 

실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와 필자가 통계청 

통계자료를 확인한 자료를 합한 것이다. 같은 해의 유학생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

는 이유는 김상희 의원의 경우 교육부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필자의 자료

는 통계청의 자료라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몇몇 연구에서도 지적되

었듯이 외국인 관련 자료의 경우 각 부처별 통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

이고 있다. 물론 조사 시점이 서로 달라 수치가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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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과, 글로벌인재협력팀, 평생학습정책과 등)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감소에 대한 이유로 “교육부는 정부초청 장학생에만 국한되어 

자료를 파악하고 있을 뿐, 일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도 포기 사유, 만

족도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12).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특정 국가 편중 역시 수요 집단의 약화를 초래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의 유학생 관련 주요 국가별 자료를 보

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가별 현황

연도
총 유학생 

수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중국

한국계 

중국인

2008 71,531
52,422 3,775 2,788 2,747 1,537

73.3% 5.3% 3.9% 3.8% 2.1%

2010 87,480
63,676 2,959 3,033 4,405 1,745

72.8% 3.4% 3.5% 5.0% 2.0%

2012 84,711
57,798 1,506 3,261 4,952 2,334

68.2% 1.8% 3.8% 5.8% 2.7%

2013 81,847
53,251 984 3,760 4,166 2,184

65% 1.2% 4.6% 5.1% 2.6%

위의 자료에서 보이듯이 증가율의 둔화 및 감소와 더불어 지적할 고려

12) 김 의원은 교과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로 △국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시설 현황 △해당 시설 내 강사 현황(강사 수, 1인당 평균 재직기

간, 처우, 학생의 수업 만족도 평가 등)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조건(교과부 

가이드라인 외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현황) △외국인 유학생 사유별 중도탈

락 현황 △외국인 유학생 만족도 등을 들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 

View.html?idxno=115134, 2012년 10월 5일자 한국대학신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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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특정 국가 출신으로만 편중되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향후 한국어교육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정도로 특정되는 국가로부터의 한국 대학 유학은 적극적 선

택이라기보다는 소극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이미 2010년부터 일본 대학

의 경우도 일본어 능력이 전혀 없어도 유학 및 교환학생을 허용하면서 30

만 유학생 유치 계획 등을 발표했고 그 결과 일본으로의 유학이 급증했

고, 상대적으로 한국대학으로의 유입이 감소한 것만 봐도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시급하다. 서론에서도 문제 삼아 언급했듯이 그간의 한국어교육 수

요자들은 국가나 대학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교육 수요 집단의 안

정화와 다변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교재 및 교원, 교육과정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시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 여건에 대한 것이다. 진대연 외

(2009)의 자료에서 보면 그간 출판된 한국어교재는 3,999권으로 보고되었

으나 2014년 10월 현재 이보다는 훨씬 많은 교재가 국내외에서 출판 공급

되었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수십 종의 책을 출판해 

냈고, 교육부 역시 국외 사용 목적의 한국어 교재를 수년간 개발해 온 것

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중에서는 좋은 교재가 없다는 불만이 많고, 

그런 이유로 많은 교재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이렇게 많

은 교재의 개발 및 출판이 유의미한지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

립국어원에서의 교재 출판 역시 심각하게 재검되어야 한다. 정책을 입안

하고 시행 및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어원의 역할이라면 교재

의 출판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재의 공급은 하향적인 방식보다 공모제 등

에 의한 상향적 접근이 지역이나 국가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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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더욱 유용한 교재로 개발될 수 있다. 교원 양성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 외에 한국어교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대상 집단별로 명확

하게 설정될 경우 그러한 목표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 교원의 양성과 

관리도 필요하다. KGP를 담당할 교원과 KSP를 담당할 교원, 문화교육 전

문가, 다문화 전문가, KSL 교육 전문가 등이 구분되어 양성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현재의 한 가지 교육과정과 두루뭉술한 교원의 양성은 재고되

어야 한다. “교사는 많은데 막상 선발할 교사는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

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다만 법과 제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빠르

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연구나 현장 조사 등

이 이루어진 후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로는 한국어교육의 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내와 국

외를 구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한국어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인 역시 복잡다단해졌다. 

국외에서의 한국어 수요 집단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5년 전, 10년 전

의 한국어 학습 환경이나 학습 목적 등과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

어 2000년대 전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학습자는 일본인

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인이 제일 많고, 국외로 한정해도 중국이 제일 많다. 

그 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많다면 오히려 일본인의 국내 연수나 

현지에서의 학습자 수는 2014년 현재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현지 한국

어교육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한국어학습 수요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

라 한국어학습의 동기나 목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연구가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확인되는 요인들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나아가 현재의 

학습대상자만이 아닌 향후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게 할 잠재적 학습 수요도 창출해야 하며, 그래야 수요

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서 그에 맞는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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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 수요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대안 제시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성인 대상의 교육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

생들 대상의 정책이나 계획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자국

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대상의 한국 유학 설명회나 유치 노력은 분명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작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의 한국어 과

목 포함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포괄적이며 전방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학교보다는 사설학원에서 평생

교육/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학습하는 집단의 확대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

국으로의 유학이나 한국기업/한국관련 기업으로 취업이라는 구체적(도구

적) 동기가 아닌 취미나 호기심, 한류로 인한 동기부여, 개인의 성취나 한

국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목적이나 이유(통합적 동기)로 사설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학습기간의 

정도나 적극성 등에서는 제한을 갖지만 이들 숫자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이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재의 경우나 평가의 경우, 종이

책만이 아닌 모바일이나 온라인상에서 학습 가능한 다양하고 좋은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평가 역시 자가평가가 가능한 시험 도구 등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13)  

졸고(2008)를 비롯한 몇몇의 논의에서 주장해 왔듯, 한국어교육의 목적

과 목표 등에 대한 기술이 학습자 대상 별로 적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13) 2013년 10월 20일자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10월 19일-20일에 치러진 TOPIK 

시험의 응시자 수는 6만 7595명이며, 지원자의 응시 목적을 보면 ‘한국어 실력 확인

을 위해’가 40.6%로 제일 많고, 다음이 ‘한국 유학에 활용’이 27.1%, ‘취업을 위해’가 

16.8%,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해’가 5.6%로 나타났다. 

   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9_0012446358&cID=10201& 

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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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제한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 제2언어

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래

야 교육과정도, 교재도, 교사 교육도 체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기철(2008), 박동호(2008), 원진숙(2009), 조항록(2009), 서혁

(2009) 등에서도 정부와 지방단체의 역할 및 이중언어교육, 다문화문식성 

교육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그간의 논의들을 취합하

여 각 학습자 집단 대상별 한국어교육의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

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급조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그에 따

른 교수요목 설계에 대한 논의, 교재의 개발14), 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그

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수요자 집단이 다양해 

졌고, 양적인 면에서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제를 한다

면 다중문화/다중언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상

호문화이해 교육이나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 역시 교육 목적의 기술에 우

선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역시 꾸준히 언급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한국어 세

계화란 용어의 사용 및 한국어보급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접근 방식 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여야 하고, 정부가 표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글 및 한

국어의 국가 브랜드화가 지닌 의미의 모호성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 주

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사랑 그리고 이의 보존·보전 의

식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 어떠한가에 대한 자각도 필요

14) 교재의 개발은 그간 국립국어원에서도 교재추천제 등을 검토해 왔는데 이를 시행

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합의에 의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이 설계되면 이를 공개하고 초/중/고

등학교 교과서 개발 및 출판의 방식에 준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교재 선택은 

사용자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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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마련이나 시행 역시 동일하게 중요할 것이다. 그

러한 노력이 최소한의 우리의 언어주권과 연결될 수 있다면 이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언어주권의 문제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한국어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 제안

앞에서의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안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문제점의 개선 방안의 기저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정책 시행 

전담 기관이나 부서의 선정과 이를 통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정책

의 수립과 시행이 그 첫 번째고,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으로 대표되는 법

제적 지원틀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것, 한국어 수요자 안정

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에서의 한국어교

육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구분되어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민간

(주로 대학)의 노력이 그 역할 면에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영역과 방식으

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대전제를 토대로 앞에서 제기한 일곱, 여덟 가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세부 내용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주도의 여러 정책과 계획들에 대한 재검토다. 본고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민간이 주도했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국가 정부 주도로의 급선회는 장점도 있었지만 민간 주도력 및 추진력의 

약화 및 언어･문화제국주의의 획책이란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국가와 민간이 영역과 역할을 조정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대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수요자 확대 노력은 비록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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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한정되었던 약점은 있지만 향후 잠재적 수요를 생각한다면 중고등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은 대학 등

의 민간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법제도 및 예산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효율성의 확보와 일관성, 대표

성을 위해 특정 정부 부서를 Control Tower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누락된 관련 부서들의 역할 재조정이나 업

무 영역 구분 등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의 업무 영역 재조정 및 이를 통한 국내외 한국어교육 정책 지

원의 조정,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의 역할 재조정, 국내외 한국어교육

은 문체부에서, 평가 및 결과 활용에 대한 전권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현

행의 제도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 재

단 사이에서 각 기관의 역할 및 관계 정립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으로 가장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이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법 개정의 한계에 가로

막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성’에서도 문제가 많고, ‘배출’에

서도, 이후 ‘관리’에서도 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행의 한국

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해 이제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 법제도가 없을 때에

는 이정도의 혼란도 문제도 없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악용되

고 문제점을 더욱 많이 생산해 내는 법이나 시행령, 규칙이라면 별무소용

이다. 개정 또는 개선이냐,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냐 정도의 규모로 해결

방안을 고려해볼 일이다. KGP 담당 교사, KSP 담당 교사, KSL 담당 교사

(성인으로서의 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 구분), 한국문화교육 전담 교사(다

문화교육이든 상호이해교육이든 전담할 교사), 이중언어/다중언어교육 전

문 교사 등 충분히 다원화되고 다양해진 한국어학습 상황에 맞는 전문 교

사의 양성-관리는 현행의 법과 제도로는 분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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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학생 유입의 감소 및 일본 등지에서의 학습자 수 감소, 국외 교

포들의 한국어학습 수요 위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그렇지만 맞춤형 대안

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비초청 유학생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대학 차원에서는 입학 전 연수부터 입학, 졸업 후까지의 유학생 관리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유학생 지원책이 ‘연수(유학 

준비 지원)-입학(학업 지원)-졸업(취업 지원)’이라는 연결선 상에서 마련

되어야 한다. K-pop 등 한류에 지나친 기대 역시 자중해야 할 것이며, ‘나

한테 필요해야 배울 마음이 생기는’ 외국어(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본 등지

에서는 한국어학습이 학교가 아닌 사설기관에서의 평생교육/사회교육의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음 역시 인식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모바일 기반 교재나 자가평가도구의 개발 제공 등

에서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논의 중간에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국어교육을 무엇

을 위해 해야 하고(목적), 어떤 비전을 행해 학습해야 하고 교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정책

적 관점에서도 거칠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의 결

정, 언어 현실의 명확한 파악을 위한 한국어 정책공간에 대한 국가 수준

의 폭넓은 조사 등을 통한 기초 자료의 조속한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러

한 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평가를 포함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재설계

(개선이든)를 위해 대규모 학습자 요구분석 및 한국어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수요의 창출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해 내지 못하고 수요를 따라갔다면 이제라도 가쁜 숨을 고르

고, 안정적이고 지향점이 분명한,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미래 잠재 수요

의 정확한 예측, 이를 위한 효율적인 공급 방안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352  국어교육연구 제34집

한다.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되돌아보기’가 절

실하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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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

최정순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정책에 한 황과 문제  진단, 개선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의미에서의 한국어교육 역사를 70년 정도로 볼 때, 국가 차

원에서의 법·제도  지원이 제공된 기간은 10년 남짓이다. 그럼에도 국가  차

원의 정책 지원 등의 부재, 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법 시행은 오히려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본고는 이에 한 여러 문제 들을 언어정책  에서 진단하면서, 문제

의 개선 방안의 기 로 정책 시행 담 기 이나 부서의 선정과 이를 통한 일

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으로 

표되는 법제  지원틀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 한국어 수요자 안

정화를 한 노력이 실한데, 이를 해서는 국내와 국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한 정책이나 계획이 구분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노력과 민간(주로 학)

의 노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배타 인 역과 방식이 존 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했다. 본고의 제안 을 정리하면 첫째, 한국어교육을 총 할 제탑의 설치, 

둘째는 구체 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한 법 개정, 셋째는 한국어

학습자 확보를 한 국내외 한국어학습 환경의 면  조사  이를 통한 종합

인 방안 제시, 그 외 수요를 측하며 공 을 제공하는 효율 인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등이었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정책, 언어정책, 법제  지원, 정책  지원, 한

국어학습 환경,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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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

Choe, Jeong-soon

This paper will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Korean 

education policy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When you view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in the modern sense about 70 years, the legal support 

period at the national level, is a little over 10 years. Nevertheless, the absence 

of such policy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or government policies or 

institutions, law enforcement is rather caused a number of problems.

Diagnosing with multiple issues in language policy perspective on this, as 

a base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this paper emphasizes to select 

one of the policy enforcement Agency's or Department's dedicat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which is consistent through efficient enforcement. 

The proposal poin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stallation of 

the towers to oversee Korean education, The second is specifically law 

revision of the improvement on Korean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The 

third is investigation in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Korean learning 

environment and comprehensive approach proposal for creation a demand for 

Korean learners. In addition, an effective plan which provides the supply and 

demand forecasts is needed.  

[Key words] Korean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Language 

Policy, legal assistance, policy support, Korean learning environment, 

system impr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