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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대만에서의 한국학 발전 역사

가. 1956년 국립정치대학교 동방어문학과 한국어 전공 설립

나. 현재까지 약 61년의 역사

2) 대만에서의 한류 열풍

가. 1990년 후반 한류 열풍 시작

나. 대 · 한 간의 경제, 문화 교류 급증

다. 한국어/한국학 인재 수요 증가



2. 대만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1) 대학교에서의한국어/한국학교육

2) 제2외국어로서의고등학교한국어 교육

3) 사회교육센터, 한국어 학원 등 기타 교육 기관



2. 대만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1) 대학교에서의한국어/한국학 교육

<2017년 봄 학기 각 대학 전공 학생 수 조사 결과>

학과 명 학부 대학원 합계
설립 연대 재학생 수 설립 연대 재학생 수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956년 전공: 175
복수전공: 12
부전공: 423

2012년 26 636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963년 전공: 227
복수전공: 19
부전공: 52

2000년 32 330

국립가오숑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한국어 전공

2008년 전공: 70
복수전공: 0
부전공: 0

미개설 0 70



2. 대만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1) 대학교에서의한국어/한국학 교육

<최근 1년 간 강의 개설 학교, 과목, 수강생 수 조사 결과>

강의 개설
학교 수

강의 개설
과목 수

수강생 수(남/여 비율)

2016년 가을 학기 38 237 10,164(1,874/8,272)

2017년 봄 학기 40 229 9,100(1,547/7,553)

합계 78 466 19,264(3,421/15,825)



2. 대만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2) 제2외국어로서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 2016년 고등학교 가을 학기 각 어종별 수강생 수 대조표>

순위 1 2 3 4 5 6

어종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배트남어

학교 923 253 221 199 164 54

수강생 수 30,066 7,244 6,178 6,106 4,751 1,126



2. 대만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2) 제2외국어로서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최근 4년 간 한 · 일 어종 간의 수강생 비율 변화>

2013년
가을

2014년
봄

2014년
가을

2015년
봄

2015년
가을

2016년
봄

2016년
가을

한국어 5.3% 5.3% 5.4% 6.5% 7.3% 7.1% 8.4%

일본어 59.4% 60.8% 59.6% 58.7% 57.4% 57% 53%



2. 대만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3) 사회교육센터, 한국어학원 등 기타 교육 기관

<최근 3년 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 변화>

2014년 36회 2015년 42회 2016년 48회

TOPIK Ⅰ 3,366 3,925 4,398

TOPIK Ⅱ 1,950 2,251 2,812

합계 5,316 6,176 7,210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1) 한국문화교육중심의설립 목적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1) 한국문화교육중심의설립 목적

한국문화교육중심은 2015년에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설립

목적이 있다.

가. 동남아 지역연구 속에서 한국학의 특징을 밝힌다.

나. 한국문화 콘텐츠를 확충한다.

다. 한국학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라. 차세대 한국학 인재를 양성한다.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업무를 4개로 나누어 진행

한다.

가. 교육

나. 연구

다. 국제교류

라. 기타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가. 교육

•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

• 한국문화 교육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 한국 정치/경제 교육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가. 교육

•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

이 업무는 주로 ‘대만 지역 한국학 전문가 재교육 및 교원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중

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자 세미나 개최, 한국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대만 남부 지역 한국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한국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그

내용으로한다.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가. 교육

• 한국문화 교육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이 업무는 한류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고 이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

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대학원 및 학부의 한국 문화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원생의 학적 능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

하며,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문화 특강을

개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가. 교육

• 한국 정치/경제 교육

이 업무는 한국어문학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한국

학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임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특강이

나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주요 업무

나. 연구

이 업무는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 ‘한국문화 교육 및 차

세대 전문가 양성’, ‘한국 정치/경제 교육’을 중점으로 하되, 한국학 각 분야

에 대한 연구 저서와 교재를 발간하고 학술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주요 업무

다. 국제교류

이 업무는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시

야에서 한국학을 정립하면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학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학원생들을 위

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 행사를 마련하여 이들이 차세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국내외 한국학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한국학 연

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대만 내의 한국학 교육 연구 기관과의 협

력 및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문교육학회’ 설립을 추진한다.



3. 국립정치대학교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설립
2) 한국문화교육중심의 주요 업무

라. 기타

이 업무는 본 중심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차년도에

설립한 ‘정치대학 한국문화교육중심’의 홈페이지를 확충한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전임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한국어와 한

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중고생을 위한 한국 언어 ·문화 캠프를 개최

하며, 한국학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한국학을 교육하고 연구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 (사진)

한국어 교육자 세미나 개최

(2016.10.29-2017.03.18 총 5회)

한국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17.04.15-2017.05.13 총 4회)

(2017.08.28-2017.09.07 총 8회)

한국학 전문가 초청 특강

(2017.05.13 최운호 교수)



한국문화 교육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사진1)

대학원생세미나총 5회 운영

(2016.10.29.-2017.03.18)

학부생장학금 지급 총 6명

대학원생장학금지원 총 8명



한국문화 교육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사진2)

문화 특강 (2017.03.30)

이천승교수 강연회

문화 특강 (2017.04.21)

김태년교수 강연회

문화 특강 (2017.04.25)

김홍수지사장 강연회



한국 정치/경제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2017.04.28)

박한진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12.10)

“극변시대 한국 대외 관계”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교류 (사진1)

한국학국제학술대회개최 (2017.01.07)

“대만의 한국학발전과동아시아한국어문교육자
네트워크구축” 국제학술대회개최

한국학국제학술대회개최 (2017.06.03) 

한국문화교육중심제4회국제학술대회개최



국제교류 (사진2)

국내외 한국학교육 및 연구 현황 조사 (2017.01.18~01.22)

베트남한국어문학과설치 대학과의학술 교류 논의

국내외 한국학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2017.01.14)

정치대학 한국문화교육중심 – 충남대 코어사업단 학술
교류 행사 개최



4. 전망

앞으로 본 중심은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대만 내 한국학 전문가 및 차세대 연구자 양성, 한국문

화 교육 및 연구 강화, 대만 내의 한국학 정립, 한국학 연구의 질적 제고 등의 목표를 추진할 예정이

다. 이는 궁극적으로 본 중심이 지향하는 “동남아 지역 연구 속의 한국학 교육자와 차세대 연구자 육

성 및 대만 내한국학 정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또한 한국문

화교육중심의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여러 성과를 다방면으로 확산시키도록 할 것이다. 즉 본 사업

단의 주요 학술 활동, 연구 성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만을 비롯하여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의 학습자와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추진 할 예정

이다. 특히 본 중심의 홈페이지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의 언어로 구축함으로써 중화권 한국학 학

습자와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안배할 예정이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謝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