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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칼리지는 런던에 소재한 대학교로 자연과학, 공학, 의학전공 등에서

높은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명문 대학들 중의 하나이다.

임페리얼 대학교는 공학중심의 대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학과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CLCC (Centre for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라는 학과의

Horizon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 학생들에게 한국어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직원 및 일반성인을 위한 야간수업(Evening course)의 형태로 로도

한국어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학부생들을 위한 정식 코스인 Horizons 는 과학, 공학 전공의 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분야의 학문을 접함으로써 인문학적 지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다른 전공과 동등한 학점을 받을 수 있다.

Horizons 프로그램은 Business & Professional Skills, Global Challenges,

Language & Global Citizenship, Science, Culture & Society 의 4 가지 큰 목록

밑에 여러 코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민주주의

탐색(Exploring Democracy), 역사로부터 배우는 가르침 (Lessons from History), 창의적인

생각(Creative Thinking) 등의 코스가 있다. 이러한 개설과목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언어코스는 Language & Global Citizenship 라는 카테고리 밑에 개설되어 있다.

현재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가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는 2015 년부터 새로 포함되어 3 년째 진행 중이다.  

Horizons 내 한국어는 2015 년에 Level 1 수업 1 개가 개설되었으며

2016 년에는 Level 1, 2 가 각각 한 개씩, 2017-2018 년에는 level 1 수업 2 개,

Level 2 가 1 개, 그리고 level 3 가 1 개 개설되어 총 4 수업이 개설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인은 본 발표를 통해서 인문학 관련 학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한국어를 정규 크레딧 과목으로 편입시켰는지, 이 과정은 어떠한 방식과

자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지 (수업진행과정 및 학과 일정, 시험방법, 크레딧 제공 기준

등),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배경은 어떠하며 한국어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학교에 어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지 학생통계와 학생들의 인터뷰, 본인의 교수 경험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더 나아가 공학 및 과학 전문대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장래 커리어 개발을 위해 단과대학별로 혹은 학교 내 센터 및

산업체와 협력하는 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문학 중심의 CLCC (Centre for Languages

Culture and Communication)와 언어(한국어)가 어떤 협력을 하는 지 소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