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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을 생각하며
 윤희원(’75학번, 본회 사업부회장, 前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언제부터 그랬는지, 왜 그랬는
지 모르지만, “국어교육”은 저의
가장 큰 꿈이었고, 욕심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면서
도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골칫거
리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달래가 엄마를
위해 눈밭에서 딸기를 찾아다니는데 영어책에서는 한
겨울에 딸기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나는 할 말
이 많은데 ①-④에서 골라야 할 때, 공부를 많이 한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박사과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국어교육과에 다니면 영
어 안 해도 돼서 좋겠다고 남들이 부러워(?) 할 때,
국어교육에 “학”이 붙는 게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아는 우리말을 뭐하러
(연구까지 해 가며?) 가르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적어도 국어교육에 관한 한, 남들보다 먼저 질문
과 문제를 찾고, 남들보다 좋은 해결안을 내놓고, 남
들보다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은, 아무도 내주지 않았
어도 “꼭” 그리고 “잘” 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이러한 “셀프 숙제”로 최근에 등장한 것이 “국제
화·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입니다.

국제화·다문화 시대가 국어교육만의 문제는 아닐
지라도, 달리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찌
보면 충돌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국제-다문화”와
“국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
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국어교
육이 시대를 뒤따라가기보다 시대에 앞서 나아가며
세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새로운 도전
에 상당한 긴장감과 약간의 흥분도 스쳤습니다.

이제까지 국어를 통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
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했다면, 그 내용과
과정에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과 기능을 국어과의 장에서 배우고 익히게 해 주어
야 할 텐데, 더 넓고 높고 깊은 차원에서 ‘도구교과
이자 내용교과’인 국어과에 ‘국제성’과 ‘다문화성’을
왜, 어떻게, 얼마나 담아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뭐래도 국제적·다문화적 국
어교육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아무리
좁게 보아도,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이 우리
나라 안팎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데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어교과서
에 국제화·다문화를 다룬 지문이나 국제적·다문화적 사
진과 삽화를 넣는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
고, ‘글로벌’하게 국어수업을 (국어수업도?) 영어로 하자
는 제안이나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번역해서 쓰자는 제
안도 그게 좀 그렇습니다. 국어선생님들의 국제적·다문
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가시게 한다
거나, 외국인(국적상·혈통상)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국어수업을 맡긴다고 해서 국어교육의 국제화·다문화
수준이 저절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어교육의 계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국어교육
의 모든 면에서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지향을 공유하
고,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
기 위한 과제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실 수
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국어”와 “국제”를 연결시키는
것부터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다소 단편적인 느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수프로그램
에서 국제화(혹은 세계화)·다문화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도 제법
있어서, 수업 자료도 제작 배포하고 있고, 상당히 실증
적인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이미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교육에 의한, 국어교
육에서의 ‘국제적·다문화적’ 접근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혹은 충분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 우리나
라 그리고 우리 문화에 얽매이지 않도록 국어과교육을
통해서 키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얽매이지 않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구별되어
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더
잘 알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다문화적과
‘우리 고유의...’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가적·문화적
배경의 ‘같음과 다름’을 ‘옳고 그름’과 혼동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
록, 세계 최고의 국어선생님인 우리 동문 모두가 머리
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모교에서 배우고 익
힌 사명감과 전문성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바
탕으로, 국제화·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의 정체와 지향
을 밝히고 방법을 찾아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에게 불
가능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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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 2012년 신규 임용 교사 초청 만찬

지난 6월 28일(목) 동
문회에서 신규 임용 교사
초청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5명의 선배
동문들이 교단에 처음 서는
3명의 후배 교사들을 축하
하고 격려하였다. 자리를

찾아 주신 선배님들은 후배 교사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 2012년 사은의 날

지난 5월 17일(목)
2012년 국어교육과 謝恩의
날 행사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朴三緖 동문회
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
들과 학과 교수, 학과
학부생․대학원생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선후배가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 2012년 2학기 동문 장학금 수여식

2012年 2學期 同門會 獎學金 수여식이 지난 9월 4일 母科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母科 명예교수이
자 본회 고문이셨던 故 李應百(’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蘭臺獎學金과 故 鄭英淑 동문(’54)의 유족이 기탁
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蓮池獎學金 수여식을 겸한 이 자리에
는 수상자와 朴三緖 동문회장, 이창득 다다장학회 회장, 그
리고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
는 ‘다다獎學金’, 2007년 母科 60돌을 맞아 全 동문들이 모
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금’의
수여식도 母科와 동문회 주관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장학금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國語敎育科60돌同門獎學金(250만원)
허  림(4학년) 
김다흰(1학년)

同門獎學金(250만원) 정안나(2학년)

蘭臺獎學金(50만원)
박종관(석사1년)
홍인영(석사1년)

蓮池獎學金(50만원) 이지연(석사1년)

다다獎學金(250만원)
박인태(3학년) 
조미현(3학년)

▲ 2012년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2012年 5月-2012年 9月)

회장단 임원회비

박삼서(69, 회장)  100만원 윤동원(71, 부회장) 30만원

정혁조(71, 부회장) 30만원 이성영(68, 부회장) 30만원

이경우(73, 부회장) 30만원 이숭원(73, 부회장) 30만원

자문회비․ 이사회비

김수형(61, 자문위원) 15만원 정준섭(61, 자문위원) 15만원

박인기(68, 자문위원) 15만원 정명수(69, 자문위원) 15만원

김대행(61, 자문위원) 15만원 송재욱(70, 자문위원) 15만원

서덕현(69, 자문위원) 20만원 정병헌(69, 자문위원) 15만원

이원희(71, 자문위원) 20만원 하용이(71, 자문위원) 15만원

박수자(84, 상임이사) 10만원 서한샘(64, 자문위원) 15만원

찬조

            김상준(48, 고문)      50만원

            하만천(50, 고문)      20만원

            황기탁(49)            3만원

            오학균(76, 33회 회장) 30만원

※ 동문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동참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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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 사범대학 홈 커밍 행사

지난 6월 9일(토) 사범대학 구내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사범대학 홈 커밍 행사가 열렸다. 국어교육과에서는 졸업동문
전영우(‘53), 정동화(’53), 정우상(‘53), 박갑수(‘54), 조동규
(’54), 권정순(’59), 김광휘(‘60), 김경수(‘63), 박경현(’64),
서한샘(‘64), 빈중호(’83), 윤여탁, 민현식 교수, 재학생 전기
성, 박원정, 최은혜, 심미진, 강주은, 김범진, 우철중, 이
원준, 연승윤, 박현민, 추연숙, 이채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홈 커밍 행사를 위해 사범대의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역사 전시회와 영상자료가 마련되었고, 오랜만에 모교로
돌아온 사범대학 동문들과 행사 참석자들은 캠퍼스 투어와
관악산 등산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과회에
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학교를 찾아준
졸업동문과 재학생들이 국어교육과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
기하였다.
플롯 연주와 타악 공연, 장기자랑 등 준비된 일정을 마

치고 폐회식마저 끝난 후에 졸업동문을 비롯한 많은 참석
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였다.

동문회 가을나들이 안내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하

여 가을나들이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

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방에 계시는 동문들께

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하실 동문들께서는 10월 12일(금)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

겠습니다.
• 일시 : 2012년 10월 20일(토)~21일(일)(1박2일)
• 장소 : 경북 영주-안동
        (부석사, 도산서원, 하회마을 일대)
• 회비 : 5만원 

• 참가 신청 계좌 : 농협 312-0087-0918-31
                  [예금주: 박혜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 2012년 국어과 정기 학술 답사

지난 5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3일간 전라남도
담양 일대에서 국어교육과 학부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
로 한 정기 學術踏査가 진행되었다. 담양 면앙정, 송강
정, 가사문학관, 죽녹원, 소쇄원 등을 돌아보며 국어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담양중학교, 담양여자중학교 및 수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현황, 언어실태, 생활문화, 전통문화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면서 국어교육의 현장을 체험했
다. 이번 답사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하여 국어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 2012년 후기 학위수여식

2012년 후기 졸업식이 8월 28일(화)에 거행되었다. 학사
졸업자는 7명이고, 석사학위는 20명, 박사학위는 3명이
취득하였다. 졸업자 및 학위 수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동문회 신입회원 명단

천영숙(‘03)
김지훈(‘04)
안유진 왕가 임이레 조은혜 홍혜선(‘08)
(이상 2012년 8월 학사졸업자 총 7명)

서리 신해홍 고은정 박주영 임미은 정보미 전형주   

김혜진 신범숙,
박춘설 최애녕 축문영 서만 김령 동양효(중국),
오기노 신사쿠. 야마기와 타카코. 요네자와 아유미(일본),
팜티튀린(베트남), 안재경(캐나다)

(이상 2012년 8월 석사학위 취득자 총 20명)

이기연-국어 어휘 평가 내용 연구

마금선-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 연구

남빅토르-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연구

(이상 201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자 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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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및 공지 사항

◎ 近況 / 異動(2012年 3月~ 9月)

盧命完(’66), 朴寅基(’68), 崔永煥(’81), 兪東燁(’90), 金恩星(석사
’97) 동문, 공저로 『국어교육학개론』출간(2012.08.30.)

禹漢鎔(’68) 동문, 시집 『낙타의 길』 출간(2012.08.14.) 

李根杓(’74) 동문,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과 과장으로 승진
(2012.03.01.)

愼元在(’74) 동문, 동작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2012.09.01.)

尹希苑(’75) 동문,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 퇴임(2012.09.01.),

         역서 『유럽의 대학』학술원 우수 도서로 선정(2012.06.)

朴  澤(’76) 동문, 구로중학교 교장으로 발령(2012.09.01.)

李銀淑(’78) 동문,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관으로 발령
(2012.09.01.)

金榮春(’79) 동문, 혜화여자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2012.09.01.)

李守星(’80) 동문, 청운중학교 교감으로 전보(2012.09.01.)

李斗熙(’84) 동문, 휘봉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2012.03.01.)

金炫廷(’95) 동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발령
(2012.09.01.)

李塋鎬(’99) 동문,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로 임용
(2012.09.01.)

吳智惠(석사 ’04) 동문,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로 임
용(2012.09.01.)

◎ 弔事(2012年 4月~ 9月) 

林英鹿(’73) 동문 모친상(2012. 04. 18.)

孫幸奎(’68) 동문 모친상(2012. 05. 2.)

徐德鉉(’69) 동문 모친상(2012. 06. 1.)

崔銀圭(’78) 동문 부친상(2012. 06. 5.)

李洪子(’70) 동문 모친상(2012. 06. 18.)

徐仁錫(’75) 동문 부친상(2012. 06. 21.)

 

◎ 慶事(2012年 4月~ 9月) 

朴泳穆(’66) 동문 장남 혼인(2012. 05. 14.)

梁崙錫(’66) 동문 차녀 혼인(2012. 07. 01.)

정대영(’98) 동문 결혼(2012. 08. 26.)

이대희(’99) 동문 결혼(2012. 07. 22.)

박성석(’01) 동문 결혼(2012. 07. 21.)

오준호(’02)동문과 고범혜(석사 07)동문이 결혼(2012.09.22.)

“先淸語文”第40集 原稿 募集
<禹漢鎔‧尹希苑 敎授 退任紀念論文集> 特輯號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
술지 『先淸語文』40集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논문 주제 :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 자유 주제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A4로 20매 내외)
 • 원고 마감 : 2012년 11월 30일
 • 보내실 곳 : (우)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동 313-B호 국어교육과 선청어
문 간행위원회
 • 전자 우편 : ed705@snu.ac.kr 

신년 하례식 알림
   

2013년을 맞이하는 新年賀禮 모임을 아래와 같이 안
내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 모두의
親誼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시간 : 2013. 1. 3(목) 오후 3시
장소 :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호텔 7층)
회비 : 30,000원

동문회 소모임 안내
   

선청 산악회와 선청 기우회가 각각 등반 모임과 바둑
모임을 매월 개최합니다. 동문 간에 친목을 다지고 여가
를 선용할 수 있는 이들 모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청 산악회: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선청 기우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회원들의 동정은 동문회 누리집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 누리집 : cafe.daum.net/snukoredualumni)
 2013년 4월 발행 예정인 동문회지 제52호에 실릴 각종
公知 및 廣告를 받습니다. 동문회 이메일(ed705@snu.ac.kr)이나
전화(02-880-7658)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健勝과 安寧을
祈願합니다.

동문회비 및 장학기금 납부 안내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작년부터 기별회장 회비와 개인 회비를 없애는

대신, 기별로 동문들이 함께 모아 내는 ‘기별회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문회비는 1년에 한 번만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  비 : 농협 312-0087-0918-31 [예금주: 박혜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 농협 302-0595-3926-61  [예금주: 박혜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동문회 장학기금)]

회비 내역
會 長 100만원 이상
副 會 長 30만원 이상
諮問委員 15만 원 이상
常任理事 10만원 이상
期別會費 3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