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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유럽 지역, 그 에서도 특히 랑스 소재 한 학교의 운  황과 특성을 살펴

보고, 주요 쟁 을 검토한 후, 해외 한 학교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해 논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지 학교장과 교사 면담, 수업 참  등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 을 도출하 다. 랑스는 리 소재 한 학교와 지방 소재 한

학교의 황에 큰 차이가 있다. 학교의 역사와 규모에도 차이가 있고, 학습자 구성이 

크게 다르다. 리의 한 학교는 재외동포 유아동과 청소년 학습자가 주를 이루고, 지방 

한 학교는 외국인 성인 학습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수-학습의 목표와 학습자 동기, 교육과정과 수업 운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랑스 소재 한 학교의 발 을 해 첫째, 재외동포와 

외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재 등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 교수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연령별 변인에 따른 

교재  교수 자료, 교수법 개발도 시 하다. 셋째, 고 학생의 경우 지 정규학교 

 교육과정과의 융합을 한 장기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넷째, 단기 체류자와 구 

거주자 사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 교육과 재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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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이다. 여섯째, 지 지역사회와 공생의 계를 유지해 장기  발  방향을 마련하

는 일도 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수용 방안에 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육은 

무나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도 매우 범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여러 지역 여러 국가 소재 한 학교와의 정보 교환  차별화 방안, 지 지역사회 

안착  조화를 한 방안, 교육 내용  수업 설계의 지화, 교육과정 차별화 등에 

한 숙고와 논의가 지속 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재외동포, 한글학교,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교육, 프랑스, 유럽

I. 서론

본고는 유럽 지역, 그 에서도 특히 랑스 내 한 학교의 운  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쟁 을 검토한 후, 해외 한 학교의 장기 이고 지

속 인 발 을 한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해 논의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랑스 소재 13개 한 학교의 운  황을 분

석하 다. 각종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장, 교

사, 학부모,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참조해 각 학교의 운  황을 악하고, 

수업 참 을 통해 실제 교육과정 구   교수 자료 활용, 교수-학습 과정

과 활동 등을 찰하 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유  기 의 다양한 보고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정책  지원 상황을 악하 다. 이러한 다각도의 

근은 랑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한 학교의 운  실태를 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것이며, 나아가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

육  해외 한국어교육에 한 논의의 장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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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는 해외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상으로 한국

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표  기 이다. 공식 으로 ‘재외동포’라는 용어

를 최 로 명문화한 <재외동포재단법>(1997)1)의 정의에 따르면, 재외동

포란 ‘ 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주권을 취득한 자, 

국 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생활․거주하는 

자’이다. 

재외동포를 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한 학교 외에도 국내외 여러 기

과 정부 부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이 한 학교에 한 논의에서 종종 함께 다루어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하여 외국에 설

립된 한국학교․한 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 ’을 ‘재외교육기 ’이

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 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 의 승인을 얻어 외

국에 설립된 교육기 ’이고, ‘한 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 으로 설립하

여 당해 지역을 할하는 재외공 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지칭한

다. ‘비정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재 재외교육기   그 규모가 가장 커

서, 2017년 3월 재 113개국에 소재한 1,787개 한 학교에 10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이다.2)3) 

 1) 재외동포에 한 정의는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재외동포재단법>은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10년 3월 17일에 개정(법률 

제10096호)되었다.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등장하는 최 의 문서다(박채형,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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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랑스 지역의 한 학교 운  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 

한 학교들이 지니고 있는 상황  특수성에 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지속 이고 장기 인 한 학교 발 을 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이루어진 해외 한 학교 련 논의

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지역 한 학교들이 어떠한 상황  특성을 지

니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교육 , 행정  처방이 필요한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해외 한 학교 운 은 물론, 나아가 재외동포 한

국어교육의 문제와 련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논제들이 존재하는지

에 한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논의를 심화해 가는 데에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한국어교육은 학문 으로나 정책 으로 크게 발 하 고, 이에 

힘입어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육의 문제도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펼쳐지고 있다. 김윤주(2018a, 2018b)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련 연

구의 동향을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나 어 살펴본 바 있는데, 한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문제를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범주를 좀 더 확 해, 부수 으로라도 한 학교를 연구 상에 포

함하고 있는 논문까지 추려보면 략 50여 편 정도 된다. 하지만 부분이 

 2) 스터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에 탑재된 외교부 자료 참조.

 3)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재외 한국학교 황을 살펴보면, 총 15개국에 32개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에 재학 인 학생 수는 13,770명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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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 한 학교에 한 연구 고,4) 2000년  후반이 되어서야 타 

지역 한 학교에 한 연구가 간간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악된다.5) 

그나마도 지역별로 한두 편 수 이다.

유럽 지역 한 학교 련 연구로는 민정호․ 한성(2016), 한성․민

정호(2017) 등이 있다. 자에서는 유럽 지역 한 학교에서의 효과 인 한

국어교육 방안 모색을 한 시도로서 지역 맞춤형 융합 한국어 수업 설계 

방안을 소개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유럽 지역 한 학교의 효과 인 운 을 

한 리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학교 수, 규모, 학생 수 등 반  

학습 환경은 물론, 교육 목표, 수업 설계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

재, 교사 선발 등 한 학교 운 과 련한 반 인 사항을 조사하여 자료

를 구축하고 운  리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두 연구는 그간 

연구 성과가 미약했던 유럽 지역을 상으로 하고 있고, 한 학교의 효율

인 운 과 리  지원 체제 구축을 한 모형을 구안하여 제안하 다

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직 실제 이고 구체 인 장 악은 시도하

지 못하고 있고, 모형 용의 실제에 한 논의가 없다는 에서 후속연구

가 필요한 상황이다.

랑스 지역 한 학교 련 연구로는 강승혜(2012)와 박혜경․서진숙

(2016) 등이 있다. 강승혜(2012)는 랑스어권 재외동포 상 맞춤형 한국

어 교재 개발 방안에 한 연구이다. 랑스 리 한 학교를 상으로 

반 인 황을 간략히 조사한 후, 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

 4) 미국 소재 한 학교에 한 연구로 장원동(1999), 김윤주(2010), 박채형(2011), 임칠

성 외(2013), 박채형(2014), 김 국(2018) 등 다수가 있다.

 5) Andrew Finch(2009)는 국 소재 한 학교를 상으로 쟁 을 살펴보았고, 정재

훈․김 희(2009)는 호주 지역 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  사례를, 안수정(2012)은 동

남아시아 지역 한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을 한 요구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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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발 차와 교재 개발 방향, 단원 구성  교수요목을 소개하고 있다. 

리한 학교 운  황을 소개하고 랑스어권 학습자로 범주를 특화하

여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맞춤형 교재 출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랑스 소재 한 학교의 상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에서 보완이 필요하다.6) 박혜경․서진숙(2016)은 랑스 한 학

교 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태도를 조사하 는데, 특히 한

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 다.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 을 분리하는 것이 이상 이지만 실 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선정, 교육 목표와 수  설정에 차이를 두어 수업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직 인 한 학교 련 연구는 아니지만 랑스의 언어교육과 한

국어교육 문제에 해 참조할 만한 연구로 심승자(2002),최희재(2011), 배

희숙(2016) 등이 있다. 심승자(2002)는 랑스 바칼로 아(Baccalaureat)

의 구성과 평가 체계를 소개하고, 외국어 평가 기 과 련하여 한국어 평

가 기 의 문제 을 분석하고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3

외국어에 속해 있던 한국어가 2015년부터는 랑스 교육부에 의해 제2외

국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해진 바 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문제

는 지 교육 제도는 물론 정치  사회  상황과도 직결된다는 을 고려

할 때 해당 국가의 교육 제도에 한 심이 꾸 히 있어야 하겠다. 최희재

(2011)는 랑스의 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

어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며, 배희숙(2016)은 랑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체계와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한국 내 

 6) 랑스의 한 학교는 리 소재 한 학교와 그 외 지역 한 학교의 상황이 매우 다르

다. 학교의 규모는 물론, 재학 인 학습자의 구성에서 그러하다. 이에 해서는 뒤의 

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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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한 연구이긴 하나, 랑

스 내 한 학교 재학생들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을 고려할 

때 지 언어교육 체제와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 참조할 만하다. 

2. 연구 방법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련 연구  랑스 

지역 한 학교 련 연구의 성과는 상 으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게

다가 랑스 한 학교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 해도 내용은 리 소재 한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랑스 지역 13개 한

학교7) 운  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 들을 검토한 후,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해 논의를 진행하 다. 

랑스 소재 한 학교에 한 연구를 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  

기 의 여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랑스 소재 13개 한 학교의 학교

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의 면담을 시행하 다. 그  한 학교는 수업 

참 을 실시하 다. 수업 참 도 유아  아동, 청소년기 학습자들을 상

으로 한 수업, 언어 숙달도 수 으로 ․ ․고 반을 모두 아우르도록 

계획하 다. 이와 같은 다면  근을 통해 랑스 내 한 학교 황을 

악하고, 주요 쟁 들을 검토한 후, 장기 이고 지속 인 발 을 해 해결

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해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7) 재 랑스에는 14개의 한 학교가 운  이나, 본고에서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학교 하나를 제외하고 13개 한 학교를 상으로 삼았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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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랑스 한 학교 운  황과 특성

1. 유럽 지역 한 학교 운  황

(1) 유럽 지역 재외동포 황

본격 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  재외동포 황을 살펴보기로 하

자.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재 재외동포 수는 740만 명을 넘

어섰다. 지역별 재외동포 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재외동포 황8)

지역
동포 수

(명)

백분율

(%)

동북아시아 3,366,656 45.31 유럽 지역 

국가

동포 수

(명)남아시아,태평양 557,739 7.51

북미 2,733,194 36.78 독일 40,170

남미 106,784 1.44 국 39,934

유럽 630,730 8.49 � 랑스 16,251

아 리카 10,854 0.15 스페인 4,520

동 24,707 0.33

총계 7,430,664 100

특히 본고의 상이 되는 랑스 상황을 알아보기 해 유럽 지역을 먼

 살펴보자면, 63만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체 재외동포 규

모로 보자면, 동북아시아9)와 북미10) 다음의 규모이다. 유럽 지역 국가들 

 랑스는 독일과 국 다음으로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유럽 

 8) 외교부(2016.12.31) 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본고의 목 에 맞게 재구성하 다. 

 9) 동북아시아 지역(45.31%)은 다시 국(34.29%)과 일본(11.02%)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10) 북미 지역(36.78%)은 다시 미국(33.54%)과 캐나다(3.24%)로 나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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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들의 재외동포 규모는 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이

나, 그 수가 꾸 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 증가 양상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표 2> 재외동포 증가 추세

2013년 2015년 2017년
년 비 

증감율(%)

동북아시아 3,467,057 3,441,718 3,366,656 -2.18

남아시아,태평양 485,836 510,633 557,739 9.23

북미 2,297,425 2,463,043 2,733,194 10.97

남미 111,156 105,243 106,784 1.46

유럽 615,847 627,089 630,730 0.58

아 리카 10,548 11,583 10,854 -6.33

동 25,048 25,563 24,707 -3.35

총계 7,012,9117 7,184,872 7,430,664 3.42

(외교부 2016.12.31. 통계)

한편, 체 인 재외동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학교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주요 심 지역인 유럽 지역도 외가 아니라, 2013년부터

는 그 수가 꾸 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K-pop의 인기

와 한류 상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한 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 에, 재외동포를 상으로 하는 주요 교육기

11) 재외동포재단(2014), 스터디코리안(2016, 2017), 민 식(2014), 김 섭(2016) 등의 자

료를 참조하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한 학교 수가 꾸 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 1,934 1,918 1,875 1,855 1,787

유럽 358 351 328 32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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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은 안타까운 상이다. 

(2) 유럽 지역 한 학교 황

2017년을 기 으로 해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한 학교는 <표 3>에

서와 같이 113개국, 160개 공 , 1,787개교에 이른다. 체 학생 수는 10만여 

명이며, 교사 수는 1만 6천 명에 육박한다. 주지하다 시피, 가장 많은 한 학

교와 학생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북미 지역이다. 미국과 캐나다 단 두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한 학교 수와 재학생 수는 체의 반을 훌쩍 넘는다. 유럽 

지역은 2017년 3월을 기 으로 112개 학교에 6,256명의 학생이 재학 이다.

<표 3> 2017년도 세계 지역별 한 학교 황12)

구분 국가 공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아시아 19 42 298 2,347 19,199

양주 4 7 71 907 5,814

북미 2 16 968 9,983 52,759

남미 20 21 85 738 5,313

유럽 26 31 112 944 6,256

러시아․CIS 10 14 207 657 9,097

아 리카․ 동 32 29 46 363 1,896

총계 113 160 1,787 15,939 100,334

(2017.3.31. 기 )

유럽 지역으로 범주를 좁 서 살펴보면, 독일, 랑스, 국 등 3개 국가

에 분포한 학교와 학생, 교사의 수가 유럽 체 규모의 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 에서도 학교, 학생, 교사의 숫자에서 독일이 

12) 스터디코리안 자료 참조(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mt.SupportInfoA

ction?p_menuCd=m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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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 으로 많고, 다음으로 랑스가 2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랑스는, 

앞서 언 하 듯이 체 한 학교와 학생 수가 조 씩 감소하고 있는 상

과 달리 유독 지속 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에서 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4> 유럽 지역 한 학교 황13)

국가 학생 수 교사 수 학교 수

1 독일 1678 241 32

2 랑스 980 113 13

3 국 839 140 20

4 네덜란드 424 52 2

5 스페인 249 33 3

6 터키 259 45 4

7 이탈리아 224 38 4

8 스 스 187 31 5

9 슬로바키아 143 20 2

10 오스트리아 135 21 4

11 스웨덴 132 15 2

12 폴란드 130 25 3

13 벨기에 122 17 2

14 체코 118 19 2

기타 12개국14) 512 107 14

총계 6,132 917 112

13)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  황>을 참조하여 

본고의 목 에 맞게 재구성하 다. 

14)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몰도바, 노르웨이, 불가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등 12개국이 이에 포함되며, 국가별로 각각 1-2개교씩 

한 학교가 있고, 각 나라별 체 한 학교 재학생 수는 100명 미만, 교사 수는 10명 

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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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 숫자를 살펴보아도 유럽 지역에서 독

일, 국, 랑스는 상  1, 2, 3 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랑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숫자에 비해 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수는 상 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랑스 한 학교 황  운  실태

(1) 한 학교 역사와 황

본 에서는 본격 으로 랑스 지역 한 학교 황을 살펴볼 것이다. 

랑스에는 재 14개의 한 학교가 운  이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악이 어려운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 13개 학교에 재학 인 체 학생 

수는 980명, 교사 수는 113명에 이른다. 

<표 5> 랑스 내 한 학교 황15)

학교명 설립연도 학생 수 교사 수

1 리 한 학교 1974 257 24

2 리옹 한 학교 1994 71 6

3 그르노블 한 학교 1998 46 4

4 스트라스부르 한 학교 1999 45 8

5 액상 로방스 한 학교 1999 132 15

6 툴루즈 한 학교 2000 28 5

7 리오페라 한 학교 2003 53 15

8 보르도 한 학교 2004 70 6

9 몽펠리에 한 학교 2005 93 9

10 디종 한 학교 2006 78 6

11 클 르몽페랑 한 학교 2007 60 7

15) 재외동포재단(2017.9.30. 재) 자료 참조. 랑스 내 한 학교는 재 14개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  한 학교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본고의 논의 상에서 제외

되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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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블르와 한 학교 2007 23 2

13  한 학교 2009 24 6

총계 980 113

리시 14구에 치한 리 한 학교가 1974년 가장 먼  설립되었고, 

규모도 가장 크다. 1994년 리옹 한 학교가 세워지기 이 까지 랑스 내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육을 20년 간 홀로 책임져 온 한 학교이다. 1994

년에 리옹 한 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1990년  후반에는 그르노블, 스트

라스부르, 액상 로방스 한 학교가 연이어 설립된다. 이  액상 로방스 

한 학교는 뒤늦게 설립된 학교임에도 재 학생 수가 130명이 넘고, 교사 

수도 15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학교로 발 하여 이 지역 한인사회의 한국

어교육은 물론, 외국인 학습자의 유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들어서는 해마다 한 개 학교가 설립되어, 랑스 내 한 학교는 이제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을 한 거  교육기 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툴루즈, 리오페라, 보르도, 몽펠리에, 디종, 클 르

몽페랑, 블르와,  한 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6> 운  연한별 학교 수

운  연한 6～10년 11～15년 16～20년 21～30년 30년～

학교 수
1

(8%)

6

(46%)

4

(30%)

1

(8%)

1

(8%)

<표 7> 교사 인원별 학교 수

교사 수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학교 수
3

(23%)

7

(54%)

2

(15%)

0

(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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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연한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학교가 거의 부분이

며, 리한 학교는 45주년을 앞두고 있다. 교사의 수는 6명～1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가 54%로 가장 많고 5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 되는 학교

도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리한 학교는 교사 수가 20명이 훌쩍 

넘는 규모가 큰 학교다.

(2) 학습자 구성

해외 한국어교육 장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게 마련인데, 랑스 소재 한 학교들은 학생 구성 면에서 특히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 <표 8>을 참조하여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표 8> 랑스 한 학교 학생 황

학교명
체 

학생 수

통16) 연령

재외 

동포

순수

외국인
유아 등 등 고등 성인

리 257 248 9 75 133 49 0 0

리옹 71 25 46 12 9 8 2 40

그르노블 46 7 39 1 3 0 0 42

스트라스부르 45 20 25 8 9 3 0 25

액상 로방스 132 28 104 6 13 4 1 108

툴루즈 28 10 18 2 3 4 1 18

리오페라 53 53 0 18 28 7 0 0

보르도 70 17 53 13 2 2 0 53

몽펠리에 93 32 61 3 16 9 17 48

디종 78 34 44 11 8 7 2 50

클 르몽페랑 60 20 40 7 8 10 12 23

블르와 23 4 19 0 0 2 12 9

24 4 20 0 0 0 4 20

총계 980 502 478 156 232 105 51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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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랑스 소재 한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의 연령별 분포가 

타 지역 한 학교와 차이가 있다는 이다.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기 으로

서의 한 학교가 주로 유아나 아동의 한국어 교육에 집 되고 있다는 일반

 연구 결과와 달리, 랑스 소재 한 학교들의 경우엔 성인 학습자 비율

이 44%로 매우 높다. 반면 유치원과 등학교 아동 학습자 비율은 40%에 

그치고, ․고등학교 청소년 학습자가 나머지 16%를 채우고 있다.

리한 학교와 리오페라 한 학교에는 성인 학습자가 없지만, 나머

지 학교에는 모두 성인 학습자가 유아나 ․ ․고교 학령기의 학습자보

다 많다. 심지어 블르와 한 학교와  한 학교는 학생 수가 거의 같은,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 이 두 학교에는 흥미롭게도 유․아동은 무하며 

오직 성인과 ․고등학생만 재학 이다. 

<표 9> 연령별 학생 수

연령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성인

학생 수
156

(16%)

232

(24%)

105

(11%)

51

(5%)

436

(44%)

둘째, 해외 한 학교가 개 한민족(韓民族)의 통을 지닌 재외동포 자

녀의 한국어 교육 기 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일반  인식과는 달리, 랑

스 지역의 한 학교에는 순수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재학 이라는 사실

이다. 이 특징은 앞선 첫 번째 특성과도 히 연결된다.

16) 재외동포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통계표에서 ‘재외동포’란 ‘국 에 계없

이 한민족(韓民族)의 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

하고, ‘순수외국인’은 ‘재외동포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양아나 다문화 가

정 자녀의 경우도 재외동포에 해당한다.



138  韓民族語文學 第81輯

<표 10> 유형별 학생 수

유형 재외동포 순수외국인 계

학생 수
502 

(51%)

478

(49%)

980

(100%)

랑스 소재 한 학교의 체 학생 수 980명 에 재외동포의 수는 502명

(51%), 순수 외국인의 수는 478명(49%)이다. 재외동포와 거의 같은 비 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 학교를 통해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리에 치한 두 개 학교에만 유일하게 재외동포 학습자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외국인 학습자가 훨씬 더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학습자의 숫자와 성인 

학습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류 등의 향으로 

한국어에 심을 갖게 된 랑스인 성인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을 해 해당 

지역 한 학교를 찾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은 교사 인터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같은 한 학교라고 해도 랑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교육 라

인이 둘로 나뉘는데, 재외동포는 한 학교에서, 지인은 문화원이나 세종학

당에서 해요. 리는 한 학교가 워낙 커서 지 세종학당 규모랑은 비교가 

안 돼요. 랑스 리는 문화원이나 세종학당, 사설학원 같은 데서 성인 학습자 

수요를 소화할 수 있지만 지방은 여건이 아무래도 그 지 못하다보니까 한

학교가 성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거기는 주 수요층이 성인인 셈이에요.

즉, 랑스 내에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며, 리 소재 한 학교는 재외

동포 학습자로, 지방 한 학교는 순수 외국인 성인 학습자 수요층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체류 기간과 련해 구 거주자의 비율이 일시  체류자에 비해 



해외 한 학교 당면 과제  발  방향  139

압도 으로 많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체류 유형별 학생 수

총계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성인

일시 70(7%) 21 32 16 1 0

주 910(93%) 135 200 89 50 436

일시  체류자인지 구 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목표

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같은 재외동포 학습자라 해도 한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자녀인지,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

녀인지에 따라서도 한국어 학습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학습의 동기와 

태도,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한 추  찰과 심

층 연구가 실하다.

(3) 수업 시간  학  편성

이처럼 재학생 에 외국인 학생이 많은 , 성인 학습자가 많은 은 

주당 수업일수나 수업 요일 등에도 향을 끼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수업하는 학교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틀 이상 수업하는 학교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은 북미 지역 한 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이며, 리 소

재 한 학교와 지방 소재 한 학교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일주일에 2-3일 

수업하는 학교가 6개교나 되고 심지어 4일이나 5일씩 수업을 하는 학교도 

각각 1개교씩 있었다.

<표 12> 주당 수업 일수

수업 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학교 수
5

(38%)

3

(23%)

3

(23%)

1

(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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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토요일과 수요일에 주로 운 된다는 도 이 나라 교육과정과 

맞물려 일어난 상이다. 랑스는 수요일에 정규학교 수업이 없다. 북미 

지역 한 학교가 주로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것과 달리 랑스 지역은 수

요일에 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인 성인 학습자가 많은 학교는 평일 녁에

도 수업을 운 하고 있다.

<표 13> 수업 요일

요일 월 화 수 목 토 일

학교 수 3 4 8 2 2 9 1

하루 수업 시수는 3시간으로 운 되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2시간이나 

4시간으로 운 되는 학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4> 하루 수업 시수

수업 시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학교 수
2

(15%)

8

(62%)

2

(15%)

0

(0%)

1

(8%)

학  편성은 주로 연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엔 랑스 의무교육 학제17)에 따라 유치부, 등부, 등부, 어학당 등

으로 나 어 각각 취학  만 3세-6세(유치부), 만 6세-12세( 등부), 만 

13세-15세( 등부), 어학당(만 6세-14세, 혹은 성인) 등으로 나 어 학

을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의 규모가 작을 경우엔 연령과 언어 수 을 

고려하기는 하나 세분화된 학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17) 랑스 공교육 제도에서는 ‘유치원-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3- 

5-4-3으로 편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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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내용

한 학교의 수업은 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어는 한국어 숙달도 수 에 따라 ․ ․고  수업으로 편성되어 진행되

고, 한국문화는 사물놀이, 태권도, 통공 , 요리, 종이 기,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한국문화 이해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열리는 유럽

지역 한국어 짓기 회 등을 한 수업도 진행된다. 

한국어 교재는 <한 학교 한국어>나 < 랑스어권 학습자를 한 맞춤 

한국어> 등이 주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 

학습자 구성이 다양한 까닭에, 자체 제작된 교재나 한국에서 들여온 학습 

자료들을 극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 참  시 인상 이었던 으로, 등학교 고학년 학습자들이나 고

등학교 학습자 상 수업에서 한국어 숙달도를 높이기 한 언어 수업이라

기보다는 한국의 국어 수업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 다. 교수-학습 

내용이나 학습 활동, 사용되는 용어들이 한국어 수업이라기보다 국어 교과

의 문학 수업에 가까워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고 문학 작품을 다

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18) 이 에 해서도 교사 면담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칼로 아 20  에서 10 이면 그때부터 가산이 되는데 일종에 보 스 

수인 셈이에요. 문과는 20  만 , 이과는 20  만 에 두 배를 쳐 줘요. 

12 이면 보 스 수가 2 , 이과라면 4  추가해 주는 거죠. 바칼로 아 

에서 16 이면 트  비앵(très bien), 14 이면 비앵(bien), 12  아세 비앵

(assez bien)인데, 말하자면 최우등, 우등, 장려인 셈이에요. 특별 우등생 같은 

18) 주로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한 학 의 한국어 수업에서는 양사언의 ‘태산가

(泰山歌)’를 칠 에 크게 써 놓고 교사를 따라 읽으며 작품의 해제를 공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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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총  최우등에서 4 이면 큰 수 요. 랑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이

게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

까 하려고 하죠.

즉, 랑스 입자격시험인 바칼로 아에서 높은 수를 얻기 해 한국

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그 을 고려한 한국어 수업은 바칼로

아 출제 형식에 맞추어 고  수 의 문학작품 해제와 이해,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재외동포 한

국어교육을 한 한 학교의 주요 기능이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만큼 지 한 학교를 통해 기 하는 목표와 내용, 학습의 동기가 다양하

다는 을 이해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는 있다.

IV. 한 학교 발  방향 모색

1. 운  황 분석 결과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육의 개념  방향 설정과 련해 그동안 축

되어 온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다루어져 온 것으로 악된

다. 김윤주(2018b)에서 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엔 주로 

‘민족교육’의 정체성에 기반한 ‘모어로서의 국어교육’ 성격이 강했고,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가 발아하고 성장하면서, 재외동포 상 한

국어교육도 ‘국어교육’이 아니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혹은 ‘이 언

어 교육’의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 확산된다. 그러다 최근에

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 개념이 도입되고 학문  토  구축을 

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재로서는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육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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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재미있는 은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랑스 

한 학교의 실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 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다. 

랑스 소재 13개 한 학교를 상으로 황 악을 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가장 큰 특징으로, 랑스의 한 학교는 리와 그 외 

지역 소재 한 학교의 황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리 소재 한 학교는 성인 학습자가 무하고 유치원  등학생 

학습자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타 지역 한 학교는 성인 학습자

가 매우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리 소재 한 학교는 소  한민

족인 재외동포 학습자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타 지역 한

학교는 순수 외국인 학습자가 재외동포 학습자보다 더 많은 비 을 차지

하고 있었다. 체류 유형별로는 체 으로 주권자가 일시  체류자보다 

압도 으로 많았다. 

이러한 인구학  요인의 특성은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 태도 

등에 차이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 운  황, 수업 시수와 

학  편제,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 인 한 학교 련 

논의에서 많이 알려진 북미 지역의 특성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랑스 내에서도 리와 리 이외의 지방 도시 한

학교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 한 학교의 발  운  방안

이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랑스 지역 한 학교의 장기 이고 지속

인 발 을 한 운  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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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랑스 지역 한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

정과 교재 등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 교수법 개

발 등이 필요하다. 재 < 랑스어권 학습자를 한 맞춤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특별히 랑스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같은 재외동포 가정 자녀라 해도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경우엔 언어 환경과 학습 

방향, 동기와 태도, 목표 수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소에 한 논의

가 더욱 활발해져야 하겠다. 

재 <재외 한 학교용 표  교육과정> 개발이 2008년과 2009년 두 차

례에 걸쳐 완료되었으나 장의 이해도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  모형>을 한 학교에 용하는 방안

에 한 연구도 시작되고는 있으나, 역시 북미 지역, 특히 미국 한 학교에 

편 된 연구들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랑스는 미국과는 많은 

에 차이를 보인다.  랑스 내에서도 리와 그 외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연령 변인에 따른 교재  교수 자료, 교수법 개발과 보

도 시 하다. 아동을 상으로 한 수업과 청소년을 상으로 한 수업을 

같은 교재로, 같은 교수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 한 학교

용 교재로 개발된 것들은 부분 아동용 교재이다. 그 다보니 지 청소

년이 사용하기에 한 교재가 거의 없어 한국의 국어 교과서나 문제집 

등을 발췌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언어 교육에 있어 숙달도와 연령 변

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재를 구성하는 일은 단순치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 학습자는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분야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잠재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아동기 시  즐겁게 다니던 학생들도 청소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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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한 학교를 멀리하게 되는 데에는 복합 인 원인이 있겠으나, 가

장 근본 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재와 

자료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 ․고 학생의 경우 지 정규학교  교육과정과의 융합을 

한 장기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 학교에서 수학하게 되는 학생이

나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과 한국어를 배우기 해

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한 학

교에 가면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랑스 지역의 경우, 특히 바칼로 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증

가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지 교육 제도와 평가 체제를 분석하고, 학습

자가 지 교육 제도와 평가 시스템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장기  학습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 체류자와 구 거주자 사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의 목표와 내용과 과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랑스 한

학교 학습자의 구성이 차 다양해지고 있고, 학습의 요구와 동기도 차별

화되고 있다는 을 인지하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 학교의 교육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 교육과 재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확 되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심도 증가하고 있

다. 지 한 학교도 차 체계 으로 발 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학

교 교사의 역량에 한 기 도, 내 으로나 외 으로나 높아질 수밖에 없

다. 실제로 한 학교 교사 인증제 로그램, 한 학교 교사 상 학  취득

과정, 한국 방문 연수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의 질 향상을 해 교사 연수 

로그램도 운 되고 있다. 이에 한 극  홍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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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수방법과 학습자료 개발  활용 방안 교육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발 시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공생의 계를 유지해 가기 

한 방안을 극 마련해야 한다. K-pop과 한류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한 심이 증가하 다고는 하나, 그러한 표면  변화에 반하는 이면의 

감이 사라질 수는 없다. 이주의 시 가 되고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한 사회  문제와 정책  고민들이 세계 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  변화 속에 한 학교가 고립

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안착하여 공생해 가기 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

력이 필요하다. 한 학교가 단지 ‘우리의 말과 , 우리의 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기 ’이라는 인식에 머무르지 말고, 지 교육기 과 학교, 공공

단체와의 을 통해 끊임없이 의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

께 추구해 갈 수 있는 교육  목표와 활동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지의 교육 문화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장

기 인 심과 조를 끌어낼 수 있고, 더불어 발 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학습

자들의 수용 방안에 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재외동포를 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한 학교에서, 그 외 순수 외국인 학습자들을 한 한국어 

교육은 세종학당재단 등 다른 기 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실 으로 이들을 수용할 기 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수용하고 있는 한 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도 간단치 않고,  순수 외국인 학습자를 제외하고 나면 재외동포 

학습자만으로 한 학교 유지가 가능한가도 문제가 된다. 외국인 학습자 비

이 큰 한 학교는 세종학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태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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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과 본질이 다른 한 학교를 세종학당으로 지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부처와 기 , 문가와 행정가, 지 교육 담당

자들 간에 실  상황에 바탕을 둔 진솔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재외동포 상 한국어교육은 무나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도 매우 범 할 수밖에 없다. 해외 여러 지역 여러 국가 소재 

한 학교와의 정보 교환  차별화 방안, 지 지역사회 안착  조화를 

한 방안, 교육 내용  수업 설계의 지화, 교육과정 차별화, 이원화 필

요성 등에 한 숙고와 논의가 지속 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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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Confronting Tasks and Future Direction 

of Oversea Korean Language School

–Focusing on Korean Language Schools in France–

Kim, Yoon-joo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schools in France, 

discusses major issues, and tries to find future directions for schools. The 

investigator of this study observed classroom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schools in France and interviewed principal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of school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tailored and differentiated curriculums, educa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for oversea Korean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Second, 

education materials and reference materials for teachers should be diversified 

considering various ages and generations of students. Third, it would be 

better if curriculums, planning, and practices of Korean language schools are 

coordinated with public schools in the target country. Fourth, Korean 

language schools’ education needs to consider differences between short- 

term resi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in the country. Fifth, education of 

teachers of Korean language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Meanwhile, there are much needed confronting tasks of Korean language 

schools that should be discussed, including issues associated with information 

exchange among Korean language schools in various regions, measures for 

how Korean language school can root in the community and get along with 

residents, alternatives for domest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designs 

of edu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all these issues sh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to have successful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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