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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테네오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

-Korean Language i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Status and Prospects

크리스티나 리코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교 Korean Studies Program Director)

최자경 (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교 KF 파견 객원교수)

1. 서론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Ateneo de Manila University 내 한국학 프로그램은 (=Korean 

Studies Program 이하 KSP) 2012년 The Ateneo Initiative for Korean Studies(AIKS)로 출범

하여 학교 내 한국 관련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그후 2년 여의 짧은 기간을 거쳐 아테네

오 사회과학계열 한국학 부전공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학 관련 모든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강연 등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Extramural Korean 을 개설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일반

인들과 학생들에게 수업 제공을 하고 있다. KSP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씨앗사업 지원금

을 받고 있으며, Korean Foundation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한국어 교육 객원교수가 파견

되어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및 아테네오 한국학 프로그램 교수진의 한국어 교육도 돕고

있다.

    

2. 아테네오 한국어 교육 현황

2.1 아테네오 한국어 수업 개설 현황

2.1.1 한국어 정규과정

2012년 처음 개설된 한국어 수업은 아테네오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한국어수업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 후 2014년부터 사회과학 학부로 편입이 되어 교양 한국어와 한국

학 부전공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게 되었다. 2018년 현재 정규

과정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은 다음과 같다.

강좌명 담당 강사
주당

수업시간
대상학생 수강생수 학점

필수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	

Ma.	Kristina	
Carla	Rico

3 아테네오	대학생 17 3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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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and	
Culture	2	

Ma.	Kristina	
Carla	Rico

3 아테네오	대학생 13 3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Mahgie	Lacaba 3 아테네오	대학생 22 3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Mahgie	Lacaba 3 아테네오	대학생 15 3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Ma.	Kristina	
Carla	Rico

3	 아테네오	대학생 15 3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최자경 3 아테네오	대학생 16 3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3	

최자경 3 아테네오	대학생 11 3 선택

Korean	
Language	

and	
Culture	4

최자경 3 아테네오	대학생 16 3 선택

Korean	
Language	
for	 Filpino	
Teachers

최자경 2
아테네오	필리핀

교수
2 - 선택

2.1.2 Extramural Korean Classes 

Extramural Korean은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외부 학생 및 교내 학생들

을 위해서 개설한 수업으로 학점이 제공되지 않는 유료수업이다. 한국 문화

관련 수업을 제외한 한국어 관련 Extramural Korean은 KF 객원교수가 파견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2017년 상반기에 한류 한국어와 TOPIK수업이 개

설되어 진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정규수업과 같은 형식의 기초 한국어 수업

이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는 수업은 다음과 같

다. 

강좌명 담당	강사
주당	

수업시간
대상학생 수강생수 학점

필수

/선택

Hallyu	 Veronica	Woo 	 	 3(7번)	 필리핀학생	 	 	 	 22 - Ex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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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및	직장인	 ural	
Course	

TOPIK
Ma.	Kristina	
Carla	Rico

	 4(5번)
필리핀학생	 	

및	직장인
	 	 	 	미정 -

Extram
ural	
Cours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Au	Javier 3(10번)
필리핀학생	 	

및	직장인
	 	 	 	 10 -

Extram
ural	
Cours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Mahgie	Lacaba 3(10번)
필리핀학생	 	

및	직장인
	 	 	 	 11 -

Extram
ural	
Course

2.2 아테네오 한국어 학습자 현황 및 특징

  2.2.1 정규과정 수강생

아테네오 정규과정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지난 학기(104명 수강), 2018년 현재 학기 (125

명 수강) 21명이 증가하였으며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정규과정 수강생은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듣는 학생들과 교양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하여 듣는 학생들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 약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여 듣고 있는 중이다.

부전공 선택 학생들과 교양 한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의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동기 및, 한국어에

25.3

74.7

부전공 학생들의 한국어 수강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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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게 된 계기, 한국어 학습 후의 계획은 다음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다음의 모든 조사는

답을 선택함에 있어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어 수업 수강 동기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중 80%가 취미 때문에 수강한다고 답했으며, 34.7%는 진로때문에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17.3%의 학생은 아테네오 대학의 외국어 교육

정책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아테네오 대학

생들에게 한국어 수강이 단순한 취미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계획에도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조사

에서 알 수 있다.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전체 응답자 75명중 85.3%에 해당하는 64명은 K-Drama, K-pop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고 이야기 했으며, 응답자 중 68%는 한국 문화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25.3%

취미 진로 학교측 요구

열1 80% 34.7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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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수업 수강 동기

취미 진로 학교측 요구



5

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학술적인 호기심이나 전공의 필요성보다는 문화적 관심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업 후의 앞으로의 계획

아테네오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75명의 학생중

86.7%에 해당하는 65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대답했으며, 22.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

며, 17.3%의 학생들은 한국 회사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모든 조사가 중복선택이 가능하였지

만, 여기에서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있어 한국은 여행이나 문화적인 관심이 더 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K드라마/K-pop
전반적인 한국

문화
한국 친구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85.30% 68% 25.30%

85.30%

68%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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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K-pop 전반적인 한국 문화 한국 친구



6

     

아테네오 한국어 수업의 지속적인 수강 가능성

그럼 아테네오에서 한국어 학습을 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할 계획은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75명의 응답자중 40명은 (53.3%)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35명은

(46.7%)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

‘네’라고 대답을 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 하고 싶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

한국 여행 한국 대학원 진학 한국 회사 취업

한국어 수업 후의 앞으로의

계획
86.70% 22.70% 17.30%

86.70%

22.70%
17.3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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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한국어 수업 후의 앞으로의 계획

한국 여행 한국 대학원 진학 한국 회사 취업

53.3

46.7

아테네오 한국어 수업의 연속 수강여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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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아테네오에서 한국

어 수업을 계속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수업을 더 안 하겠다고 한 학생들 중 한국어 수

업 수강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더 들을 수가 없다고 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한국

어는 기초만 배운 후 독학으로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해 아테네오에서 한국어를 계속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수업이 제

공되는 아테네오 한국어 수업에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Extramural Korean 수강생 

 Extramural Korean은 특히 한류 한국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아테네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강할 수 있는 수업으로 현재 22명의 학

생이 수강하고 있으며, 그 중 설문에 참가한 인원은 20명이다. 이 수강생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수강하고 있는 한류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취미와 

여행 목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과 관련이 있어서 듣는 학생들은 단 3

명에 불과하였다. 

70% 70%

15%

5%

한국어 수업 수강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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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듯 한류 (K-Drama, K-pop 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한국 문화(음식, 패션 등) 

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

테네오에서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류 한국어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에 나오는 표현, 단어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한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85%

5%
10%

70%

10%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35%

45%

30%

50%

5%

아테네오 한국어 수업을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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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오에서 한류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정규과정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아

테네오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편리한 위치와 아

테네오 직원, 또는 학생으로 쉽게 아테네오에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테네오 수

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류 한국어를 들은 학생들은 한류 한국어 수업을 마친 후 제일 먼저 여행을 가겠다

고 대답하였다. 한류 한국어 수업시간에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여행시 사용할 수 있

게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90%

15% 15%

35%

한국어 수업 수강 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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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오 한국어 교육 특징

3.1 정규 한국어 과정

3.1.1. 현재 아테네오에서는 각 학기마다 54시간의 정규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3.1.2. 아테네오에서는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을 향상 시키고자 서강 한국어 교재 초급 1, 

2, 중급 3을 선택하여 수업하고 있다. FLC 1 은 서강 한국어 교재 1A,  FCL2 는 서강 한

국어 교재 1B 로 수업하고 있으며 FLC 3는 서강 한국어 교재 2A, FLC4는 서강 한국어

교재 2B, FLC5는 서강 한국어 3A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개설된 수업 중

FLC5 가 가장 고급 수업이며 FLC1은 한글을 배우고 있다.

3.1.3. 아테네오에서는 주 필리핀 한국어 문화원 주최 말하기 대회에서 2017년 대상을 받

는 학생이 나올 정도로 말하기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문법, 쓰기, 읽기 듣기 실력

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과제로 한국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3.1.4. 수업 활동으로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모든 영역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짝활동

을 통해 대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외운 후 앞에서 발표하게 하거나, 맞춤법 게임, 한국

노래 배우기 등과 각 학습목표에 맞는 다양한 게임을 진행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시간도

가진다

3.1.5. 또한 학생들에게 각 급의 한국어 실력에 맞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기말 과

아테네오 한국어 수업 연속 수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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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Level 1 – music video 만들기와 광고 만들기

Level 2 – 필리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만들기

Level 3 – 필리핀 관광지 소개 동영상 만들기

Level 4 -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 비교-영화,드라마/음식/음악/생활 등의 동영상 만들기

*학기말 과제는 그룹 멤버들이 모두 참여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각 급에서 배운 문법

과 표현을 꼭 사용하도록 한다.

3.2 한국어 교사진

3.2.1 현재 두 명의 현지 한국어 강사가 있으며 KF파견 한국어 교육 객원교수 한 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3.2.2 두 명의 현지 강사 중 한 명은 full-time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한국어/한국

문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국제 한국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KF에서 파견된 객원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앞으로 모실 분

도 KF측에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분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현지 강사들은 KF

파견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시로

질문을 통해 한국어 교육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3.3 아테네오 한국어 교육 활동 (outside the classroom)

3.3.1 필-코 학생간 교류 활동

아테네오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과 필리핀 학생들이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한

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Korean Café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시키고 있다. 간단한 다

과류를 준비 필리핀 친구가 없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필리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 문화

에 대해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KF파견교수에게 여러 사항을 모두 질문할 수 있는 시

간을 갖게 해주며, 필리핀 학생들에게는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로 2017년 1회

Korean Café를 시작으로 2018년 2회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의 호

응이 있어 매 학기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아테네오 한국 문화 동아리 Blue Han과 한국 학생회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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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한국 문화 참여 활동

필리핀 한국 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 전통 그림, 한국 전통 춤 및 한국 인기 가요

배우기 등을 추석, 설날 등의 명절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매 학기

가을에는 Korean week를 진행하여 한국 영화, 전통 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

개하여 아테네오 대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아테네오 한국어 교육 문제점 및 발전안

4.1. 학생측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안 :

아테네오에서 학습하고 있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필리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Korean café와 같은 한국 학

생 참여 유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교실 안에서의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

서의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한국

필리핀 학생들의 번역 수업 개설 등을 구상하고 있다.

4.2 한국어 강사진측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안 “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사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지 강사진들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한국에서의 한국어 연수 등) 및 장기간 필리핀

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국어 원어민 강사를 모집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 중이다

4.3 한국어 교육 자료의 다양성 부재

      한국어 수업에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연계와 한국 문화원, 한국 정부 장학 재단

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지원요구방안등을 모색중이다.

This work is part of the research project of Ateneo de Manila University that is supported by the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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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Promotion Service (AKS 2016 INC 22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