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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내 대학에서 조선어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j)년경이다. 이 당
시에 조선어 교과서도 발행되었다. 그 중에서

크바大 。씨아아프리카 대학)와

v.

y.

마주루(Ma갱r) 교수(모스

드미뜨리에바 교수(모스코바 국제 관

계 대학)의 교과서가 잘 알려져 었다，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문

제는 언어 환경이 없다는 것이다. 구 소련 시대에는 한국말로 된 신문이
사할린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에서 발행되었으며，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과 하바롭스크 라디오 방송도 있었다 1!m년도까지는 사할린에 한국

학교가 있었고 1없맨 강제 이주 전， 연해주에서는 사범 대학 사범학교
학교 극장도있었다.
한 • 러 수교 이전의 한국어에 관한 출판물은 주로 북한 것이었고 평양
대학과 학생 및 교수의 교환이 있었다. 현재는 한국 측의 도움을 받아 많
은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 러 수교 이전에는 주로 한반도 전문가
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양국간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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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대학에 한국어과가 생겼으며， 어린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한
국말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웅변 대회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대체로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한국어는 인구어(f-많넓픔-뻐noeBponeRcKHe ~3WKH) 와 비교할 때， 여러 가

지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 러시아어는 S\líαsubjæt-verb
빼æt) 언어임에 비해 한국어는

sov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동사

가 문장 끝에 놓이는， 말하자면 동사 문말 언어 (verb-final 1뻐밍뻐ge) 이다.
한국어는 교칙어(뺑흉폼ar때T뻐aTHB뼈)이기도 하다. 명사가 여러 종
류의 조새助詞-ljaCTlma， CJJYlI<e6Hble cJJOBa)를 취하며， 무엇보다 동사 어간
에 결합되는 어미(語尾;-OK뼈뻐e， φIJleKC~)가 많고 그 어미가 주요한 문

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시제 (ß端h야WI)도 그 의미에 의해 정해지며， 문장
끝의 어미에 의해 서술문 의문문 또는 명령문 등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경어법도 거의 그 어미들에 의해 구분된다.
한국어의 형용사도 어미를 취한다. 즉 형용사도 동사와 거의 일치하는
활용을 한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독립된 품사0171 보다는 통사의 한 부류

라고 히는 것이 나을 만큼 여러 변에서 동사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디는 것도 한국어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영
어에서는 ‘ you’ 하나료 러시아어에서는 ‘뻐’ ‘ThI’로 친구， 아버지， 선생님을
다 가리킬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국어를 배우

는 서양인은 흔히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밸}는데， 그것은 무
엇보다 경어법 때문이다.
한국어 음운에서도 러시아어에 없는 몇 가지 특정이 있다. 러시아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은 ‘어’ ‘여’이며， 지음은 ‘ z’(지윷)과 ‘ x’(쌍지윷)이라

고 볼 수 있다. 발음 연습에는 au에0廠와 끼deotape가 많은 도움이 된다.
한국어에는 러시。}어에 없는 의성 · 의태어 (3BYKOnO~TeJlbHNeH oõpa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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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IOBa)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의성 • 의태어는 대부분 반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정이다. 또한 한국어에는 반복 복웹 (n헤뼈icat:ive

COIIJIXlund)가 의성 • 의태어를 중심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빙언인데 한국어는 다양한 방언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 표준어에 있어서는 외
래어 특히 영어가 많다. 이 외래어를 표준어로 수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
다. 그리고 한국어 방언은 지역별로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배

우기는 아주 어렵다. 한국 문학 작품에 종종 방언이 있으므로 외국인은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작품이 부족한 것도 이
러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문법 설명은 모￥i(러시。}어) 문법 용어를 이용하게 되므로1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은 모국어 문법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각 나라
마다 그 교수법은 다르지만， 교과서의 근본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내용 순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처음 단계에서

는 이중 언어 교수가 바람직하며 다음 단계에는 한국 교수 강의가 효과적
이라고볼수 있다.
여기에서

y.

마주루 교수의 한국어 교수법을 간단하게 보기로 하자 품

사의 분류 체계는 한국에서의 문법과는 틀린 점이 있고1 러시아어 문법과
비슷한데 다음과 같다

명샤 대명사{인칭 대명 λk 지시 대명 λt)， 수사 (양

수새 서수사)， 동새능동형， 피동형， 타동샤 자동새， 형용λh 한정사

(attribut:ive) , 부사 후치새後置詞)， 접속샤 계새緊蘇)， 조사 등. 마주루
교수의 이러한 교수법은 러시아식 사고로 생각해서 보다 쉽게 한국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교육 방식이다. 격(格) 갈래도 러시아식
으로 되어 있다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처격 (MeCT빼)， 조격， 공격 (COBMec

n빼)， 호격 (3BaTeJ빠빼).

부동새몹|勳詞)의 갈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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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아/ 어，

아서/-어서，

고며거니와)

2) 반의{反意) (-나는데/-L 데만j- 마는건만)

3) 시간(-면서， ←자다가)
4) 전제 조건(-니니까 -므로더니， → L 지라도)

5) 조건(-면더라면아야j-어야거던려면거서야)

6) 양보(-지만아s:)-어도 -면서도 -더라도 -근지라도 -근망정)
7) 목적(-러)

8) 기도( 려/-고)
9) 결과( 도록)

10)

증가(-2 수록)

11) 분리(-거나건든지， ←든， →든가)

12)

비교(-드시)

그리고 보조어(리， 바 뿐， 척)와 보조 동사(맡다， 버리다， 내다， 놓다， 가
다， 오다)의 개념도 사용한다.

보다 상세한 문법적 설명은 이 정도의 개략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하기로
한다. 현재 한국어 교빽1 는 비디오 카세트， 녹음용 카세트 신문이나 문학

작품을 이용한 일반적 방법은 물론 연극이나 역할 바꾸기 등 다양한 방법
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초적인 문법의 완결성은 물론 상세

한 문법적 체계를 논리적 • 합리적으로 익히도록 하고 동시에 풍부한 회화
의 능력과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10년 넘은 한국어 교육의 경험에서 얻은 견해와 현재 현지에서 외국어

(러시。l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험을 들은 바를 종합해 보
면， 외국어 교얽l 있어서 이중 언어(자국어와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λ봐

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랍보다 정확한 견해와 뒤앙스에서 오는 언어의
감각에 이르기까지 보다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
지 이러한 교수법으로 가르쳐 왔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이 교수법에 대한 한국의 한국어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고싶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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