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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해외한국학은 한류 등의 영향과 함께, 공공외교 차원의 정

부 지원에 힘입어, 이른바 저개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동경하고 모방하려는 저개발국의 관심, 공
공외교 차원의 사업비를 받는 해외한국학 연구자, 한국에

대해 장밋빛 이해로 접근하는 학생이 맞물려, 한국이 이상
적 ‘모델’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 채 거부감을 낳거나, 다른 아
시아 지역학과의 공존에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특히 저개발국에서 한국이 무조건 따라야 할 ‘모

델’이 아니라, 특수성을 전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직면한

도전 등도 함께 심층연구할 타자화 된 ‘사례’가 되도록 스
스로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학이 평화 등 인류의 보
편적 주제를 고리로 서로 공감하는 소통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야, 현지 주류 학계와도 공감하며 인류의 공존과 상생에 기여하는 가치와 효용을 발휘할 수 있

다. 그동안 알리는 한국학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 해외한국학을 매개로 국제사회에서 배우며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학이 ‘공존과 상생의 한국’을
만들고 알리는 역할에도 더 효용을 발휘할 것이다.

Abstract

The Global Korean Studies is expanding in so-called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the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Diplomacy and the rise of
global status of South Korea thanks to Hallyu. However, due to the interconnection of

the interests of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that admire and try to imitate South
Korea, students who have rosy approach to South Korea and the Global Korean Studies

scholars who are not free from South Korean government’s grants that are offered in
the context of Public Diplomacy, South Korea is sometimes set up as an ideal ‘model’
to follow blindly when studying Global Korea Studies. Consequently, it does not offer

a balanced knowledge on South Korea and causes repulsion to the local academic cir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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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 The coexistence with other Asian area studies in local countries becomes difficult as
well.

Therefore, South Korea in Global Korean Studies should not be set up as a model to
follow blindly, especially, in those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rather be an otherized

‘case’ to study deeply and share its experience and challenges, considering its peculiar-

ity. Only when Global Korean Studies is positioned as studies that communicate with
other studies through universal topics like peace,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of the humanity.

Besides, as the Global Korean Studies has been focused in introducing South Korea so

far, now it needs to think of ways of coexistence with the world where South Korea also
learns from them too, finall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es of South Koreans as global citizens. Then, the Global Korean Studies could contribute more to shape
and promote ‘South Korea, a country of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as well.

해외한국학의 성장과 공공외교의 기여

한국학이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세계시민의 삶의 개선에 어떤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

에서는 중남미의 칠레라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 저개발국가에서 활동하는 해외한국학자의 입장에
서, 주로 개인적 경험에 바탕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한국학의 성장 과정과 현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의 해외
대학 한국학 현황에 따르면, 현재 107개국 1388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55

개국 632개에 비하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합뉴스, 2018). 2018해외한국학백서를 대륙

별로 보면,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중남미 710%(10개에서 71개), 아프리카/중동 487%(8개에서 39

개), 동남아 455%(29개에서 132개) 등으로 증가해, 북미 146%(97개에서 142개)나 유럽 298%(49
개에서 146개) 보다 확산세가 더 빠르다(연합뉴스, 2018). 전체적인 증가세지만, 저개발국에서 최소
한 수치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다.

해외한국학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한류, 북한 이슈 부각 등의 영향

이 있지만, 교육부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의 한국학진흥사업단, 외교부와 그 산하의 한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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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재단의 한국학 지원사업이 해외에서 한국학의 성장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박태균, 2018).

국가 이미지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 공공외교의 한 영역으로 한국학을 진흥하는 한

국 정부의 정책과 목표가 있었고, 한국학이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됐기 때문이다(김동택, 2006; 이완
범, 2009; 박태균, 2018; 김진량, 2019).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력 한국’이라는 국가이미
지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의 비전을 갖고 지금도 한국학 진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외교부, 2020).

그 성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한국과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적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른
바 저개발 국가에서도 한국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확산에 역점을 둔 해외한국학 진흥
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류의 확산과 성공적인 코로
나 19 방역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높아지면서, 새삼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주목하고 한국학
에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모델’로 동경되는 한국과 해외한국학

그런데 이들 저개발국가에서 해외한국학의 확산에 즈음하여, 그 방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해외한국학 자체에 관련한 연구는 개설 국가와 대학, 교육 인프라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을’의 현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어떻게’라는 교육의 방향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확산과 진
흥에 역점을 뒀던 만큼, 얼마나 개설 및 확대되는가에 관심과 연구가 더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 방향성을 짚어보려면, 한국학 확산의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형재가 지적하듯, “70~90년
대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발전 모델
로 개도국의 동경의 대상이자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2014).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모방 등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한국학이
수용되고 있다(이완범, 2009). ‘반주변부’인 한국에 대한 ‘주변부’ 국가들의 연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도 있다(김동택, 2006).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이 중심부로 나아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전망

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저개발국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발전의 경험이 있고, 그들의 삶에 기여할 측면이 있는 건 분명 사실이다.

이런 외부적 환경 속에서, 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은 해외한국학 교육현장의 수
요와 공급의 특성이다. 우선 수요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한국학
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학진흥사업단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현 국제교

류처)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나타난 저개발국 해외한국학 학자들의 인터뷰와 기고문을 분석하
면, 한국의 위상강화, 한류 열풍, 대중문화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호감도 증가, 무역 및 투자 증
가에 따른 취업, 한국의 문화 및 경제발전에 대한 동경 등이 한국학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다.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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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사례에 긍정적 편견을 갖고 우호적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학 입문자 가운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화려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수요의 측면에서, ‘헬조
선’ 보다는 ‘한강의 기적’ 등 장밋빛 주제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국의 ‘성공의
비법’을 묻거나 찾는 경우가 많고, 그 답을 손쉽게 유교문화 등으로 돌리기도 한다. 특히, 해외한국
학 현장에서 한국은 저개발 국가의 열악한 현실과 자연스레 대비되는 상황을 교육과정에서 자주 맞

는다. 이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여기는…”이라는 식으로 자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듣게 된다.
한국학 공급자와 수요자의 우호적 상호작용

교육의 공급적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균형잡힌 접근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우선, 국가브랜드 제고
를 위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된 교원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

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교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현지 연구자들이 한국학진흥사업단 및 한국국제교

류재단 등에서 사업비 및 연구비를 지원받는 처지다. 정기적으로 사업공모에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
서, 지원기관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지원기관을 의식하거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간섭이나 연구비

중단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기도 한다(박태균, 2018). 특히 강의실이 아닌 공개특강 등의 경우는 주

제나 내용에 있어, 현지 대사관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자기검열이 이뤄지기도 한다. 애초에, 한국
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학자들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에서 현지 주류 학계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한국학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교육의 공급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의 기조에서 긍정적 측면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외부적 환경뿐 아니라, 한국학을 진흥하려는 공급자인 교수진과 한국을 동경

하는 수요자인 학생들 사이의 우호적 상호작용에 따라, 한국이 따라야할 ‘모델’로 설정되는 경향이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연구자와 학생들 사이에서 자칫 한국이 하나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되는 의
식적, 무의식적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연구자도 학생들과 덩달아 비판적 시각을 놓치게 된다. 더구나 저개발 국가의 한
국학은 심화가 아닌 개괄적 소개 단계인 곳이 많아서,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
는 대학은 1400개에 가깝지만, 석/박사 학위과정이 있는 곳은 아직39개국 101개 대학에 그친다(이

영준, 2020). 그래서 ‘한강의 기적’처럼 한국의 경제성장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헬조선’으

로 상징되는 압축고도성장에 수반된 문제는 그만큼 논의되지 않는다. 자칫 한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로막는 환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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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상생과 거리가 먼 모델화

이런 해외한국학의 현장 여건과 교육의 방향성은 ‘공존과 상생에 걸맞는가?’, ‘세계시민의 삶의 개선

에 기여하는가?’라는 성찰을 제기한다. 한국이 직면한 난제를 털어놓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한 장밋

빛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균형 잡힌 접근과 지식을 방해하고 친한파를 넘어 자칫 ‘한국빠’를 길러내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학자들은 현지 주류 학계에서 거부감과 학문적 외눈박이라는 불

신을 낳을 수 있다. 애당초 현지 학계에서 주변 학문인 한국학자라는 그 자체로 ‘한국에 꽂혔다’, 특
히 한국인 학자의 경우 ‘자기 나라 홍보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여서 더욱 경계할 부분이다.

한국학이 독립적 학과로 존재하는 곳보다는 동양학과 등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학 등

다른 지역학과의 공존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경제적, 정치적 관
계가 훨씬 더 밀접한 강대국과 자주 비교된다. 해외한국학이 지속되려면 해당 국가의 교육제도 안에
흡수되는 현지화 과정이 필요한데(김진량, 2019), 이런 현지화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저개발국이라 해도 주류사회는 공고해서, 자칫 모델로서 한국은 현지 국가와의

격차를 떠나서 거부감을 낳거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한국의 경험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경험이라
는 사실에 기반하고 그에 따른 도전도 함께 소개돼야 세계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공감은 공존
과 상생을 위한 첫 단계다.

타자화와 객관화, Outbound와 함께 Inbound 한국학을

이 때문에, 한국학이 “한국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라는 타자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보다 객관화된 접근과 분석을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김진량, 2019). 곧 한국이 이상적 모델이 아

니라, 객관적 분석의 사례로서 접근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개발국이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는 만
큼, 더더욱 타자에게도 객관적이고 수용적이며, 서로의 관점을 융합하는 포용력과 공감력을 갖춘 한
국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임형재, 2014; 김원, 2019; 김진량, 2019). 이런 방향성에 기반해, 심층
연구의 사례로서 한국학이 연구되고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에 세계적 위상의 강화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한

국학 역시 이제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라는 차원을 넘어서, 또다른
가치와 효용을 갖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고민할 때가 왔다. 한국학이 소통의 학문이 돼야 할 필요
성이 커진 것이다.

그동안 확산과 진흥에 중점을 둔 한국학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Outbound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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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한국학의 세계화는 Outbound와 함께 Inbound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

어야 한다(임형재, 2014). 한국은 한국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세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

도 갖고 있다. 반대로 그들도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한국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도 있다. 여기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때, 상생과 공생이 이뤄지지 않을까?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는 한국
학이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삶에 기여할 방법은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면에서 김원의 주장은 주목할 만한다. 지구화와 탈국경의 시대에, “다른 사회의 문화, 냉전과

통일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라는 가치를 포괄하는 연구방향을 위한 ‘새로운 한국학의 가치’”를 만들
어 갈 시점이라고 제시한다(2019: 49).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식민, 냉전, 분단, 급속한 자본주의화
와 정치변동을 겪은 사회와 ‘학문적 관계 맺기’를 통해 비교역사적 연구에 기초한 연구방법을 도출”

할 것을 제안한다(2019: 46). 비교연구는 ‘학문적 관계 맺기’를 통해, 한국학의 소통을 돕고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세계에 퍼진 한국학자, Inbound 고리로

한국학은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훌륭한 통로를 갖고 있다. 말 그대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
는 해외한국학자들이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중동의 이라크, 유라시아의 카자흐스탄, 서남아시
아 스리랑카 그리고 중남미의 칠레 등 세계 10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학자가 일시 파견

또는 장기체류 하거나, 한인 2세 등이 자리잡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유학

했거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자가 많다. 특히,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에만 전념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국제관계, 경제 등 분과학문에서 아시아와 한국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과 세계 각국을 잇

는 소통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이들 해외

한국학자들과 국내의 분과학문 연구자를 잇는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에서, 이들을 매개로 한 소통의 확대는 ‘공존과 상생에 기여하
며 세계시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한국학이 어떤 가치와 효용을 가질 것인가?’에 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인도 세계시민이며, 한국학을 고리로 서로 배우고 이해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인류의 공존과 상
생을 위한 한국학의 효용이 아닐까?

현재 한류의 확산과 해외한국학의 성장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통한 ‘아제국주의’ 경향
까지 우려하는 현실에서(김동택, 2006), 이런 소통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좋은 사례로, 공공외교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이해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부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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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이 주목받았다. 공공외교도 상호에 대한 이해와 노력, 배려가 없는 일방향으로
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른바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더러는 경제적
우위를 이유로 무시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드러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결론: 공존과 상생, 세계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소통의 한국학으로

한국학이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세계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세계인문학포럼을 계기로

되짚어봤다. 해외한국학은 국가 브랜드 제고의 측면에서 공공외교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수혜를 입

고 확산된 측면이 있다. 이제는 한국의 위상강화와 맞물려, 저개발국에서 민주화나 경제발전의 비법
을 전수하는 전도사나 이상적 모델이 아니라, 특수성을 전제로 경험을 공유하고 더 객관화/타자화된

심층연구 사례로 설정되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현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한 도전 등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
국이 논의되고 분석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식민과 평화 등 세계가 공감하는 주제를 놓고 ‘학문적 관계 맺기’를 해나간다면, 현지

주류 학계와도 공감하며 한국학이 소통의 학문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러러볼 모델이 아
닌 곁에서 함께할 친구로서 자리잡고, 한국학이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세계시민의 삶에 기여할 것
이다. 그리고 이제 해외한국학을 매개로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배우는 공존과 상생의 길도 주목

할 때다. 이로써, 세계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한국학은 효용을 발휘할 것이다. 그
래서, ‘공존과 상생의 한국’이라는 더 매력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와 공공외교에도 한국학이 계속 기
여하기를 고대한다.

끝으로, 이 글은 개인의 경험에 바탕하여 포럼을 계기로 해외한국학 교육현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성찰하고자 한 것일 뿐, 다양한 한국학 연구자의 교육이나 연구의 경향을 결코 일방적으로 재단하
지 않는다. 향후 개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및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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