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쯤팎t1서찍 대외한역 교사 양성 설1:Jl 

최순회* 

1. 들어가며 

중국에서의 대외한어교육은 반세기의 역시·률 7셔고 있다. 물혼 역사 

적으로 소급할 때 대외한어교육은 ~구한 역사률 7}지고 있지딴 하나의 

전문적인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온 최근 ED년 간의 일이다. 특히 2J 

세기 7, 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의 대외정책을 실행하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경제면에서의 활발 

한 국제교류가 문화교류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대외한어교육에 대한 정 

부의 중사도 날로 높아졌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중국어 붐”에 힘 

입어 대외한어교육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제고되었다. 외국어를 아는 중 

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르철 수 있는 것이 대외한어라는 이른바 “한어+ 

외국어=대외한어교육”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종식시키고 대외한어교 

육에 대한 분명하고 과학적인 인식올 가져왔으며 극소수의 대외한어교사 

들이 경험에 의해 진행하던 “경험형”교육이 드디어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 북경언어문화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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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형”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정뿌의 중시와 국자점 차원의 지 

원， 그리고 대외한어교사들의 노력외 결실로 오늘날 대외한어교육은 “국 

가적， 민족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뿌상되었고 대외한어교사양성과정도 

대학 학부과정으로부터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이르눈 정규적인 체계를 

갖추었고 전문적인 학과로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본고는 중국 대외한어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하고 대외한어교사 양 

성기관의 현황을 점검하며 북경언어문화대학을 중심으로 대외한어교사 

양성 실태를 고찰한 후 그것이 한국어 교사 OJ-성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 

고자한다. 

2. 중국 때외 한어 교확와 어제와 ..2.'괄 

중국에서의 대외한어교육은 1때년 초 체코슬로l:It키아 폴란ξ 루마니 

아 헝가리， 불가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파 유학생 교환이 이루어 

지면서 시작된다~ 1쨌년 7월 당시 주은래 총려의 지시로 “통유럽 교환학 

생 중국어문 전문 연수반?'(東歐交換生中國語文專修班)이 청화대학교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대외한어교육 전문기구였다. 그리고 1짧 

년 중국에서는 첫 대외한어교사를 외국에 파견한다. 정부차원에서 외국 

과의 유학생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그 후로부터 중앙정부 판계부처 

들에서는 대외한어교육을 발전시커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틀을 마련 

하였다~ 1002-1934년 λ에 4기에 걸쳐 외국으로 파견할 한어교사들을 양 

성하였으며 1002년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유학생 대학교육 예비 

학교"(外國留學生홈等敎育據備學校)를 설립， 1005년 1훨에 정식으로 북 

경언어학원(북경언어문화대학의 전신)으로 이름을 고친다. 

00년대 초， 아세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나라들에 한어 교사활 따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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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대외한어교육은 신숙한 발전옳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대외한어교육도 시련파 좌쩔윷 면치 못했지만 1978년 이후 개 

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대외한어교육은 새로운 발전 시기에 틀어서게 되 

었다. 

læ7년 7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교육~웬 국가교육위원회)， 외교부， 

문화부， 국무원 외사판공설， 망빠디오명화TV방송총국(원 라디오영화 

n맹송부)， 보도훌판국(新聞出版醫)과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및 복경 

언어학웬 퉁 가판이 참여한 “훌쩍家對外漢語數學짧導小組”를 구성하였고 

1體년에는 여기에 국가계획위웬회， 재정부와 대외경제무역협력부까지 

참여시킴으로써 대외한어교육에 대한 쟁부 차훤의 중시를 나타내기도 하 

였다. 

지금 중국에눈 대외한어교육올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가 $여 개이며 

이틀 대학교틀에서는 해마다 외국 유학생 4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대외 

한어교사 인원수도 1쨌년 초창기의 6명으로부터 최근에 이르러 당뼈명 

에 달하고 있다1) 대외한어교챔의 전문성과 자철햄양을 제고시키기 위 

허여 1~년에는 “대외한어교사자격심사방법”올 반포하고 자격제도률 실 

시하기 시작으며 현재까지 약 2，뼈명 정도의 교사흘이 이 자격중서를 획 

득했다. 

1002년 교육#에서는 “중국한어수평고시(HSID방법”을 반포하고 그 해 

부터 국내외에서 한어수평고시릅 실시하고있다. 현재로는 국내 æ개 시험 

장소 국외 :E개 시험장소에서 일년에 2차에 절쳐 HSK사협올 보고 있으 

며 지금η~^l 시험에 참가한 연 인수는 1μαm명이 념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지난 많년 특히는 최근 æ년 사이 대외한어교육은 셰계 여러 나라뜰에 

1)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ht따;f/빼w.nre‘때J.cnlchln뼈u.htm 
2)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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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속하게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짧년함터 1앉줬년 λto1 중국 

정부눈 세계 m여 개 국에 한어 교사 1，100명올 파견하였으며 최근 외국에 

파견되는 한어교사는 해마다 떼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에 

서는 계획적으로 외국의 유명한 한어 교사와 한학7}(漢學家)들을 초빙하 

여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해외 한어 교사흘을 위한 연수를 조직할 뿔 아 

니라 외국의 대학들어l 중문도서와 교재도 기중하고 있다" 1쨌년에는 세 

계한어교육학회(世界漢語數學學樓)룹 설립하였는데 회원 수는 초기의 

g명으로부터 1~년의 r，m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해외 회원이 많4 

명으로 세계 41개 나라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001년 북경언어문화대학， 북경외국어대화， 상해외국어대학， 화동사범 

대학에 대외한어교사엉:성을 목표로 한 학부과정으로 “대외한어교육” 전 

공이 개설되었고 1蘭년 북경대학과 북경언어문화대학에 처옴으로 석사 

파정이 개설되었다. 그 뒤에 잇따라 남개대학 남경대학， 사천대학， 화동 

사범대학 둥 대학들에서도 석사과정융 개설하였으며 1體년에는 북겸언 

어문화대학에 대외한어교육전공의 첫 박사과정올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1쨌년에 설립된 中國對外漢語敎學學會에눈 모두 1142명의 회원이 있 

으며 전국적?호 5개 분회가 있다. 대외형앤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빼여 

종에 달하며 “語文敎學和冊究” “世界漢語敎學” 동 대외한어교육 관련 

정기 간행물이 출판 되고 있고 l쨌년 2월에논 대외한어교육 관련 전문출 

판사인 북경언어학원출판사를 설협하였으며 열년 뒤에는 또 하나의 전문 

출판사인 華語敎學出版社플 설렵했다 1뺑년 5월에눈 북경언어학원 1달 

界漢語敎學交流中心이 콩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센터는 교훤연수부， 한 

어수펑고시부， 정보자료부， 영상제작부， 교재편집부， 대외연락부 등 6개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센터의 설립은 세계 여러 니라 한어 교사들의 연수 

와 연구에 좋은 기반이 되었고 세계 각 국의 한어교사들에게 학술교류의 

장을마련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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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한어짜 쐐 기판의 輔

중국에서 대외한어교사 양성 학l휴정규과정이 개설훤 대확교로는 북경 

언어문화대학， 북경외국어대학;~벼}외국어대학， 화동사범대혹에 있다. 

1없년에 젤렵된 북경언어문화대학교는 중국에서 대외한어교육올 실시 

한 역사가 가장 오래고 규모가 가장 큰 대혹L이다. 지금까지 세계 1ft)여 개 

니라와 지역으로부터 온 4O，cm여 명의 학생플에게 한어교육율 실시했고 

해마다 백여 개 나라와 지역의 4，m>여 영 유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대외 한어 교사 양성옳 목표로 한 언어문학학부 대외한어학괴는 

1ffi1년에 설립되었고 지금 인문대학 소속으로 교수 14명， 부교수 10명을 

포함하여 48명의 교직원들이 있다. 인문대획에는 언어문학학부 이외에 漢

學系가 있는데 漢學系에서는 주로 대외한어교육전공윷 포함한 국내외 

석박사 파정 대학원생 양성과 세계 각 국의 한어 .íiL사와 환학자{漢學者) 

툴의 전문 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1쨌년에 개설되 

었는데 이미 100여 명의 국내외 학생틀이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인 00명， 외국언 18명이다. 최근에는 석사과정 

지땅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2， 3배에 달하는 학생 

들을 모집하고 있다. 박사과정은 1됐년에 개설되어 아직 졸엽생은 없고 

28명의 박사파정생(중국인 æ명， 한국인 2명)이 있을 뿐이다， 

북경외국어대학 대외한어학뿌는 1짧년뿌터 정식으로 학생 모집에 틀 

어갔는데 격년으로 모집하다가 올해부터눈 매년 모집하기로 하였다. 중 

문대학 소속이었다가 1쨌년부터 국제교류대학으호 소속이 바뀌었다. 국 

제교류대학은 아주 독특한 특색올 갖훈 단파대학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 

는 교육대잉베 따라 네 개의 부(部)가 셜치되어 있는데 중국학생을 대상 



74 국어교육연구 체9집 

으로 대외한어교사 양성을 주목표뚱 히는 I:þ文部， 각종 기초한어 단기코 

스와 연수과정의 短期漢語짧修部， 유학생 학부과정과 대학원파정의 교 

육을 실시하는 本科딩i1f究生部， 전문적으로 알본 휴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설한 4년제 학부과정 香板部가 그것이다. 국제교류대학에는 교수 10명， 

부교수 38명， 강사와 조교수 약간명올 포함하여 00여 명의 교직원이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석박사학위 혹은 대외한어교사자쳐중옳 소지하고 있으 

며 국내외 재학생이 700여 명에 이륜다. 대외한어전팡에서는 언어학， 대외 

한어교육론，현대한어，고대한어，중국문학샤중국문화，중외문화교류사 

와 영어 등 피목올 개설하고 있고 유학생과정의 한어문화전공에서는 한 

어(기초한어， 정독， 범독， 작문， 청력 동)， 중국문학， 중국역샤 중국문화， 

중국경제 둥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1~년부터 석사과정을 개설했는데 

아직 졸업생은 없다. 

화동사범대학교 대외한어학휴는 문학예술대확 소속으로 되어 있다. 

1004년에 설립되어 이듬해부터 학생을 모집하였고 1쨌년부터 석사과정 

을 개설하였다. 대외한어전공은 외국학생만을 대상으로 단독 개설된 과 

정과 국내외 화생틀올 대상으로 공동 개설원 과정으로 나쥔다. 외국인 단 

독 과정에눈 중급한어， 고급한어， 현대한어기초， 고대한어기초， 중국현대 

문학， 중국당대문학 중국고대문학; 작문， 번역， 중국문화통론， 중국역샤 

중국지리， 중국민속， 중국경제， 종국철학사상 동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공 

동 개설훤 과정에서 현대한어， 고대한어， 언어학개론， 중국당때문학， 중국 

고대문학， 외국문학 문예학개폼， 작문， 실용작문， 비교띠학， 중국문화통론， 

문예민속학; 중국사상문화， 웅용언어학， 대외한어교육개론， 대외한어교수 

법연구， 중외언어학샤 국외한학연구， 한영대비연구 등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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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국어대확교 국제문화교류대확 대짜한어합빼}늄 때외한어천꽁 

과 대외한어비서전공01 있다. 대외한어전꽁의 쭈요 교과·폭툴로는 기초영 

어， 고급영어， 영한번역， 현대한어， 고대환어， 중국문학， 외국문학， 중국문 

화통론， 서양문화와 예의， 국외한학연구， 대외한어교육개론， 언어학개론 

등이 있다. 

이상 네 개 대학의 학부 교과과정올 도표로 보이띤 다움파 같다(<도 

표 1>). 

〈도표 1> 대외효때교육 확뿌교과과쩡 

펼수과. 

언어학개론 현대한어(72)-4 현대한어 
고대한어 외국문핸72)-4 고대한어 현대한어 
제2언어교육개혼 文選짧作(3))-2 문학개혼 고대한어 
충국고대문학사 비교문학 언어학개론 중국aJ세기문화사고대한어(72)-4 

당대문빼3))-2 중국문학사 종국당대문화 
중국문화개론 고대품햄144)-8 중국운학비평사 중국고대문화 
중국문화샤 중국고대문학 외국문학 英語精휩l 현대문학~3))-2 

문학개흉(72)-4 중국현대문학 문에학개론 
英語聽力 언어학개흰3))-2 중국당대훈학 작문 
영어회화 중국문화{η)-4 외국문학 실용작문 
연g어 ，버 -역 , 종외문화교류새3))-2 중국문화흉론 中西比較文學

한정선택과. 비교문학개론(3))←2 
국외한학연구 중국문화뽕혼 
서양문화와예의 

사회과학문헌검색 해외한학연구(3))-2 
민속학 

문에민속학 

사회언어학 대외한어교육개론(3))-2 
작문 

중국사'l)문화 

문학개론 교육십리핸32)-2 
언어학개론 

총외언어학사 

외국문학사 톰없曲파 曲옳(32)-2 국외한학연구 

작문 학술주제토론(40)-4 용용언어학 

일반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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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훈대학 소쭉 | 국채교휴대학 소속 

임의선택과. 

비교문학， 중국고 
대시개 宋辦예술 | 英語精讀H(44)-8
연구， 중국고대희 | 英語精讀2(216)-12

곡， 중국고대산문， I 英語精홈3(216)-12 

중국고대소설， 중 ! 英語聽力(12)-4
국고대희곡， 혐대 | 영어회화1(72)-4 
한어， 한자학， 國 | 영어회화잉72)-4 
外語言學流派， 한 l 英語컵빼(12)-4 

어문장분석， 교육 | 영어번역이론(lì)-2 
심리학 심리학， 중 | 영어원작(04)-5 

국민속학， 중국고 | 영어봉역(32)강 

대철학， 한어옵운 | 영어번역(æ)-2 

학， 어휘의며본 대 1*괄호얀의 숫자는 시 간수， 
외 한어교수법，중| 그 뒤의 숫자는 학정임 
국종교 중국역사， 

연극언어예술 

~채훌화교휴대학 소쑥 | 폼빼|훌대확 소혹 

대외환어교학개혼 

기초영이 

고급영어 

英漢M譯

漢英對比liIf究

중국신문 
중국철학파문화 
번역비교연구 
서양문화와 에의 

대외한어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 01틀 네 개 때학 대외한어전공의 공통 

된 특정은 한어와 영어 두 개 전공윷 겸한 것이라 활 수 있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전공영어 4굽 수준이며 이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졸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년간의 교수실천 가운데서 상기 네 개 대학틀에서 

는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제상 북경언어푼화대학을 모텔로 성장해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북경언어문화대학교는 중국에서 대외한어교사 양성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국내에서 유멸하게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단 

과대학별로 중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현직 국내외 교사와 해외 화교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다차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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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경엔어문확째廳 대외한역끓사 양성 설혜 

북정언어문화때학교는 대외환어교사 양성 파정올 교육 대상파 목적에 

따라 각 단파대학별로 륙생화시켜 개설하고있다. 중국인 학생올 대상으 

로 히는 대외한어교육학꾀는 인푼대학 소속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 

는 한어정규과정은 한어대학 소속으로1 해외 화교와 현직교사 연수과정 

은 한어교사연수대학 소속으로 분류된다. 

1) 인훈대확 대외효뻐교사 양성과정 

대외한어교육의 새로운 발전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적용하코 대외한어 

교육의 획기적인 질적 제고륜 가져옵으로써 명설공히 전국 최고씌 대외 

한어교육 인재양성기지로 만들기 위히여 인문대학에서는 :ll여년 간의 교 

수 경험과 실천에 근거하·어 때!1-:m2학년뿌터 교과과정윷 새홉게 개편 

하였다. 덕지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대외한어교육파 연구 및 중외분 

화교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전문인재 양성융 목표로 종합능 

력과 전공기초지식， 전공능력 3개 분야에 절쳐 새홉재 “대외한어교사가 

갖해야 할 지식능력구조”를 제기한 것이다. 

다옴은 때11-:m2학년 대외한어교육전공 학점 및 시깐수(<도표 2>), 
그리고 학부교과과정괴{<도표 3>) 대학원 석사교파파정이다{<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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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북경면어문회대학파 인뭘때화 학뿌교과과정 학젖 및 시깐수 

〈도표 3> 북경언어문뭘대학교 인푼대학 학혐교과과정 

과목당 2학점 

중외문화판계사， 중국사상Ar， 중국! .,..,lOrl... <"V' .l .,l 

민속학 1 과목당 :Iì시간 | 파목당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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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g훌*홈뭘， 훌力， 회화， 신문강톡， 작 
문.ìt빼 

실용영어작문， 영어회화， 영미문학， 
셔양문명새 영어뽕역， 영어번역， 
무역영어， 영어주제토론， 채2외국어 

뼈뿜I 월2.. I!力 |‘ 빼.24. 훌力 a 
144, 회화 1(8λ1간 | 회화 6화점 외 
외 모쭈 72시간 l 모두 4학정 

과목땅 33시간 | 파목당 2학점 

과목당 33시간 | 과목당 2학정 

〈도표 4> 북경언어문화대학교 인문대학 석사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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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뻐대함 외푹인 효뻐교사양성파정 

1975년에 실험적으로 개설되었다가 1978년에 정식으로 설립된 한어대 

학 한어학파는 유학생을 위한 4년제 학부과정으로서는 중균에서 가장 일 

찍 설립된 정규과정이다. 대학 내에는 한어학파와 중국문화학과가 있는 

데 유학생틀은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통과하면 대학 졸업증과 

학사학위증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어대학 학생수는 2，115명이고 봄학 

기와 가을학기마다 졸업생과 신입생이 있다. 현재 중국인 교수 100명， 외 

국인 교수 10명이 있으며 교사 1인 평균 일주일 수업시간은 13.5시간이다. 

한어전공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다<<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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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표 5> 륙쩡언어문회대학교 힌어ClI학 외국면 헌쩌파사함성 교과고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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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현대문학사 2 2 

중국문화사 4 

중국철학사 4 

당대중국화제 4 I 4 

현대한어문법 4 

i횟;흠語法修옮￥ 4 

중국고대문학사 2 2 

{훌語古籍;뽕죄R 2 2 

-중문컴퓨터편집 2 2 

실습 2 

특강 

학사학위논문 

중화무술 ? 2 

3) 효뻐교사연수대함 연수파점 

한어교사연수대학은 lffi7년에 설립되었으며(원 한어교사연수센터， lmJ 

년 11월 한어교사연수대학으로 개칭) 이는 당시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적으로 인중한 첫 한어교사 전문 연수기구로서 혐직교사와 해외 화교교 

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년까지 10여 년 동안 총 g.z기에 

달뺨 각종 교사 연수반을 꾸렸고 째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끈 :ml 

명 교사들이 여기에 참가함으로써 명설공히 한어교사의 %댐 및 재교육 

가지로 되고 있다. 주당 æ-24시간 수업으~로 2주， 3주'， 4주， 6주， 8주 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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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코스가 있으며 연수완효시 시험 합격자에게 확쩡언어문화대학교 학습 

중서와 연수중서를 발급한다. 다쯤은 한어교사연수대학 연수프로그램이 

다~<도표 6>), 

〈도표 6> 북경언어문효}대학교 효!ol교사연수대학 앤수과정 

한어어옴， 어휘， 문법， 

한자교육과교수법， 

한어회화， 청력， 열독， 

작문， 교육과교수법， 

한어교학햄， 

방법및기교 

한어교재의 분석파 

사용및 편찬， 

중국문화폭강， 

漢語語좀提高課， 

창판견학， 언어실천， 
교학참판 

한어언어학주제연구， 

漢外語룹對比主題liIf究， 

제2언어교육의 이론파 

방법 주제연구， 

중국문화주제연구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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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솔한 단과대학틀 중에서 한어교사연수대학옳 제외한 인문대학과 한 

어대학은 정규과정이 모두 4년이고 해당 교과목 학점 이수와 동시에 실 

습을 진행한다. 인문대학의 교육실습은 한어대학에서 하며 시간은 2주간 

이고 학점은 2학점율 차지한다. 보흉 1주일은 수업견학과 똥시에 지도교 

수의 지도아래 교수안올 작생하고 2주 째에는 찍접 교단에 서게 된다 교 

육실습이 끝나면 지도교수의 서면평가와 함께 성적펑가가 이루어진다. 

한어대학의 언어실습은 견학 위주로 이루어진다. 

정규과정에서의 성적평가는 보통 考試파목과 考훌파목으로 나위는데 

훨수괴목은 고사파목으로서 100점제로 하며 선택과목은 고사과목으로서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고사과목윷 沈， 良， 及格， 不及格 네 개 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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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85-100점은 ft， 70-84점은 良， 00-00점은 及格，

%점 야하는 不及格이다. 시험은 한 학7]에 중깐시험과 기말 시험이 있 

다 

5. 째외한어교사 자격 인충 방삭 

1劉년 6월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눈 “對外漢語敎師資格審定方法”을 반 

포하고 자격중 제도를 실시하였다. 교사 자격증은 ‘對外漢語敎師寶格考→

試’라는 자격고사에 합격하고 동시에 國家語즙文字工作‘委員會7t 실시하 

는 표준어 등급 시험(普通話等級水平考試)에서 2급 더3等 이상의 둥급증 

서(普通話等級證書)를 받은 사람에제 발부된다. 웅시대상은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시간 이상 대외한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대외한어교육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이중학위 소지자 및 대외한어교육전 

공 석사학위 이상이며 실행기관으로 중국 내 107M 지정 대학 및 기관이 

있다. 1001년에 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래 시험의 구성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 시험 문제눈 부교수급 이상의 대외한어교육 전문가들이 출 

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한다. 합격 기준은 깎 파목 00점 이상이며 과 

락이 있는 경우 합격 과목 접수는 3년간 유효하다， 과락 과목을 3년 이내 

에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 파목도 무효가 되므로 전 과목율 재웅시히여야 

한다. 시험은 면접은 없고 필기시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형식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어룹 제외 

한 일반 과목의 경우 주판식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외국 

어 시험에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동 외국어 뽑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률 외국어로 하는 웅시자들이 18명 있었다. 중국 내에서 외국인에 

게 한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해외에 따견되는 한어 교사는 반드시 자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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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격종옳 소지하지 않윤 교사도 교육에 

종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뿌가 대외한어 교육의 전훈화와 표준 

화를 목표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격중은 머지않아 대외한어교사 

의 기본자격이 될 것이다 

6. 중랙l셔의 대외환어잃} 짱성외 륙2생 맺 λl사챔 

지끔까지 중국에서의 대외한어교육 전반율 살펴보면서 중점적으로 대 

외한어교사 양성실태와 대외한어교사 양성 기관의 현황， 그리고 대외한 

어교사 인중제포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에서는 대외환어교사 양성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정을 종힐L하면서 그것과 결부시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재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균에서의 대외한어교사 양성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의 대외한어교육윤 국가와 정부 전문기판의 관리체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læ7년 교육위원회 산홈써l 뿔家對外漢語 

數學領導小組를 설립하였고 또 북경언어문화대학에 園家對外漢語敎學

銀導小組辦公室올 푸어 외국어로서의 한어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올 총괄 

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대외한어3l:육이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정규적인 체계룹 갖춘 전문적언 학파로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매김 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 및 정부차원 

의 정책적인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툴째， 쟁규적이고 전문적인 양성기판윷 흉해 대외한어교사를 양성한다. 

북경언어문화대학 퉁 네 개 대학에 정규 학부과정 또는 석， 박사 파정올 

개설하여 해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질의 대외한어교사률 배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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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외에 현직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랩율 홍해 사회적으로 놀어가는 

대외한어교사의 수요를 만쪽시키고 있다. 

셋째， 대외한어교사 자격 인종 제도를 흉해 JI사의 자격요건올 제시하 

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툴을 마련하였다 대외한어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대외한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외국어로서의 한어교육 

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훈 교사의 자격을 인중하는 “對外漢語敎師

資格考試”룹 실시함으로써 대외한어교육의 질적 발전율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대외한어교사 양성과 판련하여 이론적인 학문체계릅 초보적으로 

갖추었고 학술연구인력 및 학술성과 발표7-1변윷 확보하였으며 국제교류 

와 협력을 통해 한어교육의 학문적 발전 및 한어의 세계화에 여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대외한어교육의 이려한 특정은 한국에서의 국제 한국어교사 양성 

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 

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록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 

짐에 따라 세계적 범위에서 한국어 합과 한류현%에 형성되고 있다 중국 

이 그 전형적인 일례라고 활 수 있다'， 0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중국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소수민족언어로서의 조선어가 아닌)학파를 개설한 

대학은 불과 3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교육부에 

학과등록을 마친 대학만 하더라도 æ여 개나 된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 동안 국제 한국어 교육과 판련흉뼈 여러 방면의 많 

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학계가 거둔 이러한 연구성과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한국어교육에 

서 얼마나 현설적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홉}는 문재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 

지가 많을 것으로 집작된다. 그 이유는 바로 교사플에게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대외한어 교사 양성 싫태 , 최순회 87 

중국의 대학댐l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히는 교사뜰율 살며보면 대뿌챔 

은 체계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운 사람흙l다. 이것은 최근에 

한국어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갑작스레 종가하면서 생긴 혹수한 현상이 

다. 어떻게 하면 이러환 구조적인 모순율 극북하고 한국어 교육의 과학화 

와 활성화를 꾀활 껏인가 하는 문제는 우려가 당면한 급선무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의 연구는 그 영역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연구와 교육방법론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사 양성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상태이다3). 한국어교사 

%냉과 판련한 일관된 정책이나 방향이 없어 국내외 한국어교육과 해외 

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대l.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중국의 대외한어교육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 규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학 

부정규과정의 개설과 전문가 양성의 석박사과정 설치，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의 실시， 해외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등 모두가 당연한 과제뜰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부 차원의 인가와 인중에 앞서 현재 설시하고 있는 교육 

기관의 연수 프로그램， 이룹테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지도자과정”올 해외에서 정규적으로 설시하눈 것 둥은 해외 

한국어교사 재교육의 지름길로 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필지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해외 한 

국어교사 %냉 및 재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효파적이고 설용적인 방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결론을 대신한다. 

3) 박병수 • 이석만， “외국인올 위한 한국어 교육 교원 %얘 프로그램개발 연구"， 1!Ð7. 
4) 민현식， “국제 한국어 교사 자격 인중 제도 시행올 워하여 었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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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훌흩中團的짧外漢輯행뼈뼈培짧體系 

- 秉輪團際훌훌團홉홉敏師i훌훌써|制度的~홈方向 

$불빼월姬 

中國的짧外漢語敎寶事業已有!í}年的廣史。!í}年來， 中關政府和有關部門

把對外國人的漢語敎學作寫←一項國家和民族的專門事業， 把對外漢語敎學作

罵 一門專門的觸立學科， 給予T特別的重視。 1앓年， 輕國務院批堆， 成立7

外國留學生홉等預備學校， #'f1앉E年1月 正式改名爾北京語참學院。 1987年7 

月，經園務院批堆，成立T國家對外漢語敎學領導小組。

從1~염年開始， 北京語言學院、 北京外國語大學、 上海外觸語學院和華東師

範大學等學校相繼創辦7 “對外漢語敎學” 本科專業， 專門培養對外漢語數

師。 →些高校從1쨌年開始相繼招收該專業方向的碩士船究生。 1~年， 園家

批唯在北京語言文化大學設立T我國對外漢語敎學專業第一↑博士ι면。 

目 前， 在中國開展對外漢語敎學的院校約33)金所， 每年擬受來華學習漢語

的外國留學生約四萬人， 對外漢語敎師人數近.~人。 ffi홉r確保對外漢語敎師 

隊ffi的基本素質， 1앉%年碩布7 (對外漢語數師資格審定辦法)， 開始實施對

外漢語敎師資格證훌훌制度。 目前E有m>多位專‘ 훌훌職對外漢語敎師獲得證書。 

寫支持國外的漢語敎學， 從1앓年至1!m年， 中關政府共向70 多↑國家派遺T

漢語數師1100多人次。 近年來， 通過各種뚫道派往國外的漢語敎師每年達300 

多A。

中國的對外漢語數師培힘11有如下凡↑方面的特t떤 : 

一是政府成立專門짧導機構， 直接做指導和協調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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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是遇過正規的專業培회11機構來培養敎師。 

三是建立 《對外漢語敎師寶格考試》 制度， í更對外漢語敎師培訓|更짧規範 

化和科學化。

四是初步建立了有關對外漢語數師培訓|體系的理論樞架， ft確保了웹究陣 

地。

中國在培養對外漢語敎師方面所作出的-→系列政策和惜施， 對轉國的國際

韓國語敎師t당돼11有一定的f품‘醫意義。 就中關的韓國語敎育I띠듬， 目 前在中國

從事韓關語敎育的敎師大部分都沒有t過 IHIHt~韓國語敎育課程， )醫處T經

驗펠敎育階段。 i뜰是最近凡年來다:lr韓國語專業在數量 L增長過快而옳生的 

特珠現象。 tnJíPJ克服這種不合理마]結構上的f屆， 把國際韓國語敎育推向科

學化和표規化힘l道， !-즙是擺在我們面떼ÎT的 .. ↑課題。;flj 目前寫止， 韓國學界

i:E國際韓國語的빠{究1:il회還l꾀~N l'敎材開發和敎學方法論 J::. , 對子國際轉國

語敎師的培養問題， 政府有關部門還沒 합制定/:J:li統 →的政策和相應的황;鷹惜 

施， 韓國國內的韓國語敎育和海外fj{J韓國語敎育選#在嚴重不協調的現짧。 

Ã解決上述t펌題， 應該靈早開設t휩養國際韓國S흠數師댄]大學本科課뚫， 以

及培養專家的碩士， I專士課程， 짜制Æ國際韓國讀敎帥資格考試짧í!J度， 建立

和健全海外韓國語敎師的iff修準道， .ì.펴f같當前我們봤:힘’光解決的ml題。 허外， 

把韓國現有的韓國語敎師培회11課程， 如漢;城太學的”寫外國人的韓國語敎育指

導者課程”定期在海外實施，ili.不失않→→種解決眼前l침難的好辦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