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대외활줍어 꿇‘사 양생 설태
- 대만의 효태어 교사 양성 문제톨 덧훌여 -

채련강*

1. 머리딸
먼저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얼이 ‘외국어교육 外語敎學

(Teé뼈핑 때inese

as a FI뼈gn La맹u맹e)’인가

二外語敎學(Teac뻐Jg α뻐ese

as a sæond

아니면 ‘제2외국어교육 第

뼈때뼈ge)’인가를 분명히 구분

할 펼요가 있다. 미국의 언어교육학제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용어눈 ‘교육
환경(앞뼈g)’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며， 결코 학생이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거나 재차 제2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지칭하는 말어 아니다. 간단
히 말해서， 교실 안에서 가르치눈 언어와 교실 밖에서 일반 대중이 사용
하는 언어가 같다면 ‘제2외국어교육’이라 부르며，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언어와 교설 밖에서 시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외국어교육’이라 부른다.

그래서 뼈쩌arin(화어 華語 • 국어 國語 • 보홍화 普通話 • 한어 漢語)을
표준어로 시용하는 대만 • 중국 동의 지역에서 외국인을 가르치거나 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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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소수민족이 뼈때때1윷 학습한다볍， 01 률 ‘채2외국어교육’이라 말
할 수 있겠다， 반면에， 미국이나 다륜 국가에서 중국어를 가르친다면， 이
는 ‘외국어교육’이라 한다. 외국인에게 중국어플 교육하는 것을 중국대륙

에서는 ‘대외 한어 교육 對外漢語數學’이라 하며 대만에서는 ‘대외 화어
문 교육 對外華語文敎學’이라 부륜다.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

은 주어진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2외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은 정
확히 구분되어야 하겠다.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은 이미 사오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시
절 정치 · 경제 각 방변의 발전파 더불어 중국 푼화의 전롱을 보전하였던

대만은 교육학 분야에서도 중국 대륙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그 당시 대
만은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선택지였다.
그러나 00년대 후반 중국 대륙이 개혁개방정책올 실시한 이후후 세계
각 국은 12억 인구를 품에 안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앞다투어 수교를

맺기 시작했다. 중국어는 오늘날 전 세제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림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해서， 어떤 이들은 21세기자 중국인의 세기가 될 것
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중국어는 현재 전 세계

af/o 이상의 인구가 시용하

는 언어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에 없눈 중시를 받고 있다'，3)세기 말， 전

세계에 중국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 미국 및 일
본 · 한국의 각 대학에 몇 년 λ써에 중국어를 수강핸 학생이 외국어를
수강하는 전체 학생 수 가운데 그 비올이 점점 높。r"^l 는 것윷 보아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열풍은 한참 일고 있는 중이라 앞으호 일이십 년

동안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중국 때륙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

숭빼 제일 먼저 ‘국가 대외중국어 교육지도 분과시무실 國家對外漢語
敎學領導小組辦公室’을 만들어 중국어 교육을 적극 주도하였다. 이를 통
해 여러 중점대학에 대외중국어센터를 설립빼 대대적으로 학생을 모집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석사반과 박사똥별 만들어 줍국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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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생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의 여러 학교룹과 적극적인 교류를

펴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 학교로 하여금 환교나 여흠학교 둥올 중
국에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교사훌 해외로 교육 • 연구 및 연수과정으로
파견하는 동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알려진 벼에 의하띤， 복경대
학 北京大學 한 곳만 해도 40여 국의 140여 대학과 차례로 자매결연올 맺
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재 방변에 있어서도 과거의 고루하고 판에 박힌

내용플을 완전히 개선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대학에서 교재를 편
찬하는 팀윷 구성하어 전문적인 중국어 학습교재를 출간홉}는 동， 많은 교
재가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만이 따라가지

못하는뼈다

초창기 대외중쾌 교육분야에서 볼 때， 대만은 그 출발이 중국 대륙보
다 이르고 생활수준과 교육방식 역시 대륙보다 니운 편이어서 수십 년 동
안 중국어를 배쭈려는 많은 외국인틀이 대만윷 선호하였다 흑히 종교인

과 중국학 연구에 종사하려는 이블이 대만을 많이 찾아왔다. 국립대딴사
범대학교 부설 국어교육센터 하나만 해도 1007년 설립 이후 %여 개 나라
의 삼 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전 세계의 중쾌 열풍을 타고 대
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역시 꾸준히 중가하고는 있지만 중국 대

륙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얼마
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활 수 없는 상횡<>1 다.
부인할 것도 없이， 지난 시절 많은 외국인틀어 중국어를 배우리 대만을
찾은 주된 목적은 대륙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대륙과 교류틀 갖고자 해
서였다. 그틀이 대만을 선호한 까닭은 바로 대만의 당시 쩡치상뺑배l 교
적 개방적이고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생활용품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최근 몇 년간의 눈부신 겸제발전
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대만의 꾸준한 물가 상송 동의 요인으로 말미

암아 중돼홀 배우러 대만을 찾는 외국인들이 최근 틀어 점점 줍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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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다. 양안 兩뿜의 중국어는 사오십 년 동안 제작가 발전한 상형이라

문자 • 발음 • 어휘 및 상용어 풍의 방면에서 상당한 치이가 벌어진 데다

가 피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대륙의 언어 • 문자 체계가 줌국어의 주
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12억의 거대한 시장이 장점으로 작용활 것임
이 분명하다. 따라서 양안 어느 쪽의 중국어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중국 대륙의 ‘보통화 않通話’는 기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

겠다. 또한 대륙의 문화와 명숭고척이 대만에 비해 풍부하고 자연환경도
수려해서 중국 대륙의 정치 • 경제가 더 한총 개선된다면 몇 년 안에 절대
다수의 외국인이 중국어활 배우기 위해 중국 대륨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
된다，

중국 대륙의 급성장으로 인째， 대딴의 기존 대외중쐐 교육분야의
우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대륙으로 그 중심 축이 기용 상황이다， 상
술한 몇 가지 요인 외에도 대만의 대외풍국어 교육환야의 침체에는 근본

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현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휴히 대외중국어 교
사 양성 측면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 현 대만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의 문
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대딴의 대외줌국어 교사 양성의 문제를 바탕
으로 대만의 한국어 교사 양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대
외한국어 교사 양성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 대만의 대외총국어 교사 양성 현황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 시스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니는 해외 교민을 위한 중국어 교육 시스탬이고 다문 하나는 외국언
을 위한 중국어 교육 시스템이다. 해외 교민을 위한 중국어 교육 시스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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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대만 교육뿌 산하 ‘교민j표육위훤회 橋民數￥￥委轉’에서 판장하

고 있다. 해당 부서는 해외 교민올 위한 교육 정책 • 해외에 산재하는 타
이베이 학교 및 정규 화교학교의 교과과정 • 교재 및 교사 양성 풍의 일을
맡고 있다. 중국은 청 淸 나라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일반언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빈 업무는 애초 없었다고 하겠다 청나라
광서 光縮 31년(1005) 양광 兩廣(팡동과 팡세 총독 잠훈훤 뿌春聲이 유
사기 劉士難률 처옴으로 해외에 파견히였고 후에 청 조정에서도 입푼경
林文慶올 파견히여 동남아 東南亞 일대에 교육훌 권장하면서 가는 곳마
다 교포들을 소집홉뼈 학교흉 건립하는 것을 상의했다 이것이 중국 정부

가 교민 교육에 판심을 기울인 첫 시작여었다. 신해혁명 辛짖華命(1911
년)이 성공한 후， 중화민국 中華民國정뿌는 해외 교민들의 혁명에 끼친
지대한 공헌으로 인히여 더욱 교민 업무를 중서하기에 이르렀고 교민 교

육의 보급 및 지도에 더욱 힘을 써왔다~ 1爛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
로 철퇴한 후에도 행정원 行政院 산흉써l ‘교민업무위원회 f홈務委員會’를

만틀어 교민 업무를 전담시키는 외에도 교육부 산하에 ‘교민교육위원회
橋民敎育委貴會’흘 설렵하여 교민 교육 업무룹 전담시키고 있다. 중화민

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에도， 계획적인 교민 업무 처리로 이미

14

만여 명의 교민이 대만 소재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중 전문대학 이

상의 졸업생은 7만여 명에 달한다. 대만에 톨아와 진학했던 대학 졸업생
들 중 상당수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교민 사회로 돌아가
중국어 교사가되었다.
해외 교민학교의 중협} 교사의 자질율 향상시키고 해외 중국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의 연수파정올 돕기 위하여， 교육부 교민교육위원회와 뺑

정원 교민업무위원회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흘 어용해 해외 중돼
교사 단기 연수과정을 대만에서 열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자와 전문

가를 초빙히여 해외에서 강의나 좌담회휠 개최하고 있는데， 이떠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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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업은 중국어 교사자 이미 수천 명애 달한다.
교빈올 위한 대외중국어교육은 본 논문의 중심이 아니므로 여기서 간
단히 소개하는 데 그친다， 이제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시스램’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은 이미 사오십 년 동안 실사해온 상태라 외국

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공립 • 사립올 다 합쳐 매우 많은
편이다. 일일이 거론하자면 국렵대만사범대학교 국어교육센터 國TI:.臺灣
師範大學 國語敎學中心 • 국립대만대학교 국제중국어센터 國 }L憂灣太
學 國際華語中心 • 국립정치대학교 언어시청각교육센터 國立政治大學

語言視聽敎育中心 • 국립중산대학교 중국어센터 國立中山大學 華語中
心 • 담강대학교 중국어센터 淡江大學 華語中心 • 봉갑대학교 국어국문
교육센터 逢甲大學 國語文敎學中心 • 중국문화대학교 중국어센터 中國

文化大學 華語中心 • 구국단 해외청년트레이닝센터 救關團 海外춤年活
動中心·국어일보사 國語 H 報社·중국어문강습소 中華語文昭習所·세
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敎뽑學樓 퉁이 있따，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외중국어 교사 OJ=-성은 민간 방면으로는 현재까지 단지 ‘세계중국어문
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敎育學會’에서 대외적 •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중국
어 교사 양성 고급 연수반과 단겨l 별 연수파정반 뿔이며， 대학 방띤으로는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국어교육센터의 ‘중국어 교사 고급연수강습반 華語

敎師進修講習高級班’이 있으며 정규과정으로 인가된 대외중국어 교사양
성기판으로는 1쨌년에 셜렵된 국립대만사범대학교의 ‘중국어교학대화원
華語敎學짧究所’가 졸업 후에 석사화위를 수여히는 유일한 대학원이다.

이밖에도 국립대만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어학센터 語文中心 • 국립정치
대학교 언어시청각교육센터 • 중국문화대확표 중국어센터 • 국립대만사범
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의 ‘보굽교육올 위한 학점 없는 중국어 교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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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반 推廣數育非學分華語師資t홈링11班’ 퉁이 대외중국어 교사활 양성하

기 위하여 때1년 초에 단기 양성반을 차례로 개설하였윷 뿔이다.
교사 양성으로 말하자면， 중국 대륙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대외중쐐
교학 對外漢語數學’이란 천문적인 학함과정 및 대학원 석사반 • 박사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운 단지 정규 석사반 과정이 하나

뽑이며 그 외에는 모두 소규모의 학원 수준의 단기 양성 파정 0] 란 점을
폴이켜볼 때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대륙은 과거 오랜 기
간 외부세계와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분야 역시 대만보
다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 이십 년 동안 급속히 맹추척하여 지금은 여러
면에서 대만쓸 추월하였으며 특히 교사 양성 및 교재의 훤찬 방변에서는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이 낙후된 근저에는 여러 가지 웬인이 있겠으나
대략 두드러진 원인 몇 가지만 툴자면 다음파 같다.
첫째 정부가 처음부터 대외중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했기 때문이고， 둘째 예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대학의 중문학과를 좋업만

하면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철 수 있디는 편향된 생각 때문이며， 셋째
대외중국어 교λ까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교 넷째 국내의 대외중
국어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정부 주도형의 기관포 없어서 강력한 힘올 갖
고 그 일을 주도하지 옷했기 때문이며， 다섯째 최근 들헤 정부가 강력히
주장하는 본토화 本士化(대만 독립파 대만어 객 7l어 客家語 사용) 정책
의 영향때문이다.

대만은 요즈음 들어서야 중싹}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

는 언어임을 새삼 느꼈다. 또 나날이 빈번해지는 양안 학술 • 경제의 움직
임과 21셰기 아시아태평양경제체제의 도래에 발맞추어 세계 각 국 사람

들의 중쾌 학습에 대한 수요7r 이에 따라 절밥해지띤서 전문화된 중국
어 교육제도를 건립하여 대외중함1 교사의 교육 수준올 끌어올려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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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는 점을 각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줌싹{ 교재 및 교육방식 연구와 보
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쳐서 여러 차혜의 노웹 끝에

비로소 1뾰년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만사범대학교에 중국어를 제2

언어(혹은 외국어) 교육으로 삼는 전문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이에 민간 조직의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tlt界華語文敎育學會’ • 대학

기구인 국립대만대학교 문파대학 부설 어학센터(그 밖의 다른 대학의 단
기 대외중국어 교사 연수반은 성질파 개설 과목 및 생립 시기가 모두 크
게 다르지 않아 본푼에서는 그중 대만대학교을 표본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및 정규 석사과정의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훤 華

語敎學%究所’의 대외중국어 교사 %탱 현황윷 소개하면 다옴과 같다.

1) 세계종국어문교육훌밟|

‘세계중국어푼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數育學會’는 1따7년에 창설된 전 세

계의 중국어를 사휩}는 교육인틀이 함쩨 모여 조생한 학술단체로 “중국
어 연구를 선도하며 중국어 교육의 발전올 보조하며 세계 중국어 학술의
교류를 촉진시키는({릅導中華語文的빠究， 輔없j華文敎育的發展， {足進世

界華語文學術的交流)"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7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중국어 열풍으로 해외 각 대학에 중어중문학 과
정이 개설되었다. 당시 국내외 대외중국어 교사가 많이 부쪽한 터라 해외

여러 단체들이 교민업무위원회로 대만에서 대외중국어 교사를 양성할 수
있가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교민업무위훤회는 세계중국어문교육

학회에 위탁융}여 대외중국어 교사 ~성반을 만플었다. 이 학회는 이로 인
히여 대만대학교 • 대만사범대학교 • 정치대학교 둥의 대외중국어교육에
열성적인 교수틀과 연합하여 1977년 공동기획으로 ‘중국어교육 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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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華語文敎學師資Iff習班’올 개쩔하고 해외 유화올 준비중인 중국어를

과외로 가르치려는 학생 및 흩업 후 교띤 사회로 툴아가 교사로 재직하기
를 희밍송}는 화교학생을 대상으로 모접종뼈 9주간의 전문훈련과정을 부
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læ기 동안 수료생 5천여 명이 배출되었다.
이틀은 대딴 내의 16개 대학의 언어센터에 재직하는 것올 빼고논 대부분
해와에서 중쇄 교육학계에 종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교육올 위해
많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였고 그 중에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이가 적지
않다. 이 학회는 중국어 교사 양성반의 교과파정이 충실하고 교육방식이

엄정하기 때문에 미국 • 영국 • 호주 둥지의 여러 대학틀어 이 파쟁에 대
해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고 었으며， 중국어를 가르치는 조교에게 장학금
을 제공하여 해당 학회에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그 학교에서 교직올 맡
기기도한다.
대외중국어 교사 연수반의 연수 내용은 다옵과 같다.

CD

중국어교육법: 외국인올 대상으로 한 중￥{ 교학 방법 (18시깐)

@ 중국어옴성: 음성학 원리률 웅용한 기교와 특성 (18시간)
@ 중국어어법: 중국어 품법의 연구와 난체 연구 08시간)

@ 중협}표준발옴: 중국어의 정확한 발옴 훈련 (9시간)
@ 발옴기호: 중국어의 발음 • 부호와 그 발옴표기법 (6시간)

@ 문자구조: 중국문자의 변화구조와 정체자 · 간체자의 비교 (12시간)
@ 자형교육: 중국문자의 특성에 따른 펼형 · 펼순 둥의 교육 방볍 (6시간)

@ 중국문학t 중국문학의 특색과 작홈 감상 (6시간)
@ 시청각교육: 정보화 기술올 흉한 중국어 교육장의 응용 (6시캔

이와 같은 중국어교육 전문과정 • 문화 및 그 판련 과정은 9주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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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수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시험올 통해 중국어 교사 자격

증을 발급하어 줌국어 교사의 능력과 자격올 갖추었음올 중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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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국내 중국어 교사 양성 외에도 1쨌1년챔터 정기적으로 전푼
가와 학자틀을 초챙하·여 미국 로스앤첼레스 • 샌프란시스코 • 펼라텔피
아 • 시카고 및 캐나다 토론토 • 몬트리올 • 벤쿠버 풍지에 여러 차례 교육
강습회를 주최하여 해외에 사는 중국어 교사촬이 재직 중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외주면서 얄찬 효파룹 거두고 있다. 이 학회의 탁월한 공신력으
로 인하여 프랑스 종협이공대학

ECOLE FDLYTECHNIQUE • 훨리핀

줌쟁

이공대학 中正理工太學 둥이 학생을 위탁하여 대만에서 중국어과정을

연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 • 경제뿌 같은 정부기구뜰도 이 학회에 위
임하여 매년 베트남 중국어 교사률 대만의 중국어교육 연수과정에 연수
하게 하고 엄선된 학자툴올 해외 주재 타이베이 학교에 보내어 시범 교육

및 ‘중국어 능력시험 華語文能力測驗’올 제작하께 하였다. 현재 이 시험
은 대만 제일의 공신력을 갖훈 교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능력
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었다.
민간 조직인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敎育學屬’는 국내외

중국어 교사 양성， 국내 또는 국제 회의 깨최， 해외 중꿈어 교육학 학술
세미나의 적극적인 참여， 중쾌 교육학 연구 계획의 진행， 중국어 학술
간행물의 발행에서부터 서1 계 중국어 교육전산망 웹가반 중국어 교육 프
로그램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어 교육과 연구 풍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에 언급했듯이 대만에 첫 번째 대외중국어교학대학

원을 설립하도록 촉구하기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f:lJ:界華語文敎育學會’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대만
지역의 대외중국어교육은 절대로 현재의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노력과 공헌은 실로 그 어떤 단
체도 함께 논할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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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푹훨cø만E빠확:iil 쩔피때합 쩌확챔터
국립대만대화교 문과때학 부설 어학센터눈 국내외에 중쾌 교육에 종
사하기를 희망하는 전푼 교사활 O.}성할 목적으로 때1년 3쩔부터 중국어

교사 단기 연수반올 열고 었다. 그 모집 대상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중
에서 국내외 대외중빽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눈 사람이라면 된다.
그 교파파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교육후탱론

중국어문개설(언어와 훈"Ã.l’
중국어 음성과표준발옴
발음표기법
중돼문법교육
사회언어학
문자학기본지식

지원 字源 분석
자형 字形 교육
중국어 어휘와문화이해

제2외국어습득

중국어 교과교재연구

강의활동E 계
시청각과중국어 교육

중국어신문해독방법
서면어교육

초 · 중 • 고급 교재 소개와 교과과정설계
교생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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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은 매주 12시간 총 않시깐야며 구두시험 • 훨기시협 및 교생
실습올 뽕파한 합격자에게 중푼 • 영문의 수료증명서룹 발굽하며 올해
(때1)부터 실시히여 현재 제3기까지 사회에 배출한 상태싹 그 효과가 어

떠할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보이야 한다.
다른 대학의 대외중국어 교사 단기 양성반의 과정도 주로 음성 • 어
법·교과교재연구·중국문자학·문화연구·사회언어한·심리언어학 둥
을 포함하며 모두 훨히 시험전형을 통해서야 교직윷 담당할 수 있다. 역

사가 모두 짧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3) 국립때만사범대학교 풍푹쩌교함QI함핸

이 연구소눈 1댔년에 설립원 대만 최초의 유일한 중국어룹 제2외국어
교육으로 삼는 석사반을 갖훈 정규 전문대학웬이다 이 대학원은 중국어

교육연구와 교사 양성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중국어
교육의 전문화 · 학술화 및 국제회헤 매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
일류의 대외 중한}교육 및 교민학교 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 대
학웬의 5가지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중국어의 전문화 • 학술화 및 국제화률 추진한다.
@ 최고의 국내외 대외중국어교육 및 교민학교 교시촬 양성한다.
@ 중국어를 외국어로 십킹} 교육학 이론파 방법올 연구한다.
@ 전 세계 중국어 교재 및 언어측정을 발전시킨다.

@ 최신의 중국어 교육의 기자재와 미디어룰 깨발한다.
이 대학훤은 석사반 교육올 몇 년간 실시하여 일정한 성파룹 거두었다
고 생각되는 즈읍에 맞춰 박사반 과정을 셜립하여 중국어 교육학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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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를 Ocf성황 계획이다.

이 대학원의 강의는 모두 중국어 교육 경험이 풍후한 전문 교수틀에게
맡기고 있다. 현재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해 남다론 견해룹 지닌 미국의 저
명한 대학의 언어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네 분의 전임교수와 해당 학교 중

어중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사학과 • 지리학과 및 대만대학교 둥의 관련
분야 전문가틀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과학기술 통합방식으로 계획홉k져 최신의 교육

학 이론과 교육 미디어 홍합방식 및 중국언어학과 일반언어학이론의 결
합 둥 다양한 파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연구소애서 개설한 교과과정 및
석사반 대학원생틀의 이수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CD

펼수과목(9학점 이수)

중국어 교과교재연구(α뼈se 따맹l聊 TtlI'때I맹 h뼈뼈S 뼈 뼈따j외s)

3

중국 언어학1αlinese 11맹띠S디~)

3
3

중국어 어법 (Syntætic Stnκtures

of

αlir왔~)

@ 교육학 방법(최소 7학점 이수)
중국어 옴성 교육학연구{Studies in H뼈뼈c Instructioo in Qlinese)

3

중국어 표준발옴 교육연습(f'ræticrun in 뼈빼in Pronunciatioo 11최ag앵y) 3
고굽중국어 교과교재연구(TI어때C려 Qlinese Instruction빼 뼈뼈때s)

중국 방언 교과교재연구(Qlinese 1뼈ects

3

Teaching 1\뼈뼈S 뼈 Mater뻐Isl3

중국어 교과파정 발전연구(대뾰se 따19Uage Curricular Il:v아때lHlt)

3

중국어 교육학 설계 (C1ùnese 때JgU쩔e Instructi때외 &않gn)

3

중국어 언어능력 측정과 평개Qlil1f풍 벼@뼈ge Testing 킹xl Assess!rent) 3

중국어교육 보급과 평개Ilffusiæar성 없æssrrmt of 0lÏæSe 뼈맹잃e 닮E뼈00)3
이중 국어 교육{돼빼밍혀 닮JCatiα~

중쾌 정보처리(Inf때뼈여1 Prα짧r땅

3

mα따짧

미디어와 중국어 교웹M꽤a 뼈 αlinese 따맹맹e Instructiα1)

3

3

104

국어교육연구 제9집

중국어 컴퓨터 활용교해Computer Assist벼 Instruction in α뼈~)
중국어 교육학 욕장t앓ninar in αlÎneSe Instruction빼 h뼈n에앵y)

3
3

@ 중국언어혁t최소 6학점 이수)
중국옴성학tα1Înese ph<x뼈.cs}

3
3

중국방언핵-(0삐1eseDi허.ectol(쟁y)

중국옴운학tα따Jese Phonol앵y}

3
3

중국어 형태론{α피똥se l\fOrJi1어앵y)

현대중국 어휘해MOOem αúnese 않dα쟁뼈1Y}

3
3

대만 복건어 福建語와 중국어의 상호영향
언어와 문화 연귀Studies in 때핑뻐ge
언어예술과 상호대회-(Langu쩡e

and

ûù따'C)

Art and In따m뼈llÙ O:mrnmicatiαII

중국문자 이론과 응용{π뼈y 뼈 A뼈ication
중국언어정책연구(따g뼈ge

Policy in α뼈)

중국어문법 특갱앓ninar

αùne똥 Syn없)

in

3

of

αùr없

Charæter)

3
3
3
3

@ 일반언어햄최소 2학점 이수)
제2언어 습득-(S없뼈 벼맹l뼈e Acqωsition)

3

섬리언어핸Psycl때i때띠stics}

3
3

중국어 읽기의 심리인식
사회언어핸S띠.o-li때띠stics}

3
3

언어화용론m맹matics)
언어의미론(앓æntics}

3
3

대화분석 (αscour똥 마llÙy밍s)

대조분석과 오류분석((때없stive 뼈

Error Analy허s)

현대언어혁이론연구(Adv따뼈 Ta띠cs

in Current

ti때버stic

Theories)

3
3

@기타
연구방법(Re않rrch Metlα:bl~y)

3

지도연구{Ðirected

2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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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Teæhir핑 pm:었때m)

2

석사논문(뼈$’ s Thesisl

0

이외에도 해당 연구소 학생은 모두 졸업 전까지 반드시 72시간 7주 이
상의 설습경험 및 재직 중명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생실습’ 교과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해외합작의 중국어교육센터에 가서 실습하는 해외
실습을 선택하여 신청활 수 있다， 현재 해당 연구소눈 매년 3-5명의 대학
원생을 세계 각지의 중￥}교육기관에 파견하얘 실습강사륜 맡기고 있는
데， 그 파견 기간은 2개월에서 1년까지 다.oJ하다， 현재 해당 연구소와 합작

을 맺고 있는 학교로는 국내의 각 중쇄센터 외에도 해외의 여러 학교들
을 포후L하고 있다 자세히 딸}자변 띠국의 명덕중싹{여름학교 明德暑期

中文學校 • 마뜰베리 대학 M빼l없.ury αu맹:e' 하와이 대학교 Univer빼

of Hawaii, Honol버u ' 버클리 대학교 뻐V짧ty of 않Iifomia， 뻐떼ey' 윌
리암스 대학 W피i따$ αn앵e' 하버드 대학교 밟vard

University

퉁이 있

고， 한국의 한렴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교

UniVI없ty

of Auc빼뼈 둥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대학에서는 기

숙사와 시급 강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언어교육학이혼을 현장경험을 통해 결합할 수 있는

데， 실로 좋은 기회라 하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올 통해 배출된 정규 대외중국어 교사는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의 첨병이라 말할 수 있다. 졸업생이 아직 많지 않지만
모두 정규 과정을 거친 요원들로서 앞으로 대외중국어교육에 지대한 성
과릎 발휘하리라 짐작된다.
이상으로 현재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씌 양성 현황에 대한 소개를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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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딴 대외풍국어 교사 양성의 푼째챔 및 그 해쩔빵얀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만의 대외중한i R:사 O}성 분야에서 현재 몇 가

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풀 어떻게 해결활 것인가? 이에 대해， 아래에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외풍국어꼬爾뻐| 대한 시깎 째쩡짧 f문제

최근 틀어 중국대륙이 대외중국어교육학 방변에서 오늘 같은 성과를
거둔 원언을 찾자면 마땅히 정부당국파 대외중국어교육학에 종사히는 행
정관료 · 교육인 • 연구자블의 지원과 합작이 적극적 P로 이루어진 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학계흙 톨아보건대 대
만사회의 변화， 정부의 지나친 ‘본토화 本 1:: 化’ 주장으로 방언(대만말 • 객
가어 客語) 교육의 대두 등의 요인에 의하여 중국어 교육은 접점 침체일
로에 있다. 최근에 대외중국어교육을 개설한 대학과 사설기판이 이전에

비해 많따1 긴 했지만 제각기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책
임 있는 기펀f이 나서서 총체적인 계획과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다. 게다가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한 시각 역시 ‘보급교육 推廣敎育’ 정도

의 근시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당국은 대외중국어
교육혁이 몇 년간의 부단한 발천을 거쳐 이미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자
리잡았음올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 티어베이 臺

北와 베이정 北京에서 거행된 세계종국어문교육학숲세미나 및 전 미국
중국어문교사학회에서 주최하는 연중회의에 발표되는 논문이 매우 많고

토론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인중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학계 상황
에서도 대만은 의외로 전국 각 대학 가운데 대외중국어교육학과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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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중국어교학대화원도 각계각충의 채촉이 여러 차례 있어온 끝에
1細년에야 비로소 대만사범대학교에 유일한 대합훤이 성립될 수 있었다.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대외명어교육학파 및 연구소는 매우 일찍부터
설치되어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많은 대힘써 학사 • 석사 과정뿔 아니라

박사파정올 개설하고 있다. 대외영어교육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면
의 전문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서 대외
중쾌교육올 지도하눈 대다수 종사자률은 대외영어교육학의 학위과정
에 상당하는 교육올 받을 기회가 없어서 교원의 자젤 향상은 물론 대외중

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만의 교육당국은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
며， 아올러 대만의 대외종국어교육의 현실과 현황에 대해 총체척이고도

철저하게 검토 • 연구하어 즉각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이 사업올 전담하
는 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율 총체적으로 기획
하고 대외중국어교육정책을 시정하고 다각적으후 연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대륙의 대외중혐}교육운 바로 국무원 산하 대외

중국어교육지도팀 對外漢語敎學領導小組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이 늦은
상뺑l서도 대만에 비해 앞서 나갈 수 있었다.

2) 교사양성 문제
대만의 대외중쾌교육학 교사 양성윤 띤간뿌문에서 현재 ‘셰계중쾌

문교육학회 世界훌훌語文數賣學會’만이 중국어교사 고급연수반 및 단계별
연수과정반울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재직중인 중국어교사의 연수과정 기
회률 제공하고 었다. 대학환문에서는 단지 국렵대딴사범대학교의 중쐐
교학대학원에서 소수의 인원에게 채직중인 중싹{교사의 연수과정 기회

를 주고 있다. 몇 년 동안 팽팽히 맞서며 타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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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센터의 ‘중국어교사의 편제화 華語數師納入編짧j ’에 판한 법안은 이

러한 교사 양성 문제를 더욱 곤란하께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정식
편제에 들어자려면 대학볍 규정에 부합퇴어야 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눈 중국어 또는 그 관련학과의 석
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셰 단계 세 번씌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
다고 못박고 있다. 현재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히는 6백여 명의
대외중국어 교사들에게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
는 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에 모두 진혹냄뼈 석사학위를 취득

하게 하려면 백여 년은 족히 지나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대만은 교육부 ~t원에서 아나띤 교민업무위원회와 합책뜯 방식을 통
해서라도 국내외 중국어교사 교육학술세미나활 비롯히여 순회강연 • 워
크숍 둥의 재직중인 중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트레이닝을 정기적으
로 많이 주최할 펼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빙싼은 마명히 대외중국
어교육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옳어서 더 많은 대외중국어교육학과 및
그 대학왼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홍해 중싹}교사의

편제화에 관한 논의를 열소하고 대외중국어교육 교사의 질적 향상도 도
모할수있다.

3) 교사띄 권익 보장 폼제
현재 대만의 각 대학 언어센터의 대외중쐐 교사룰이 모두 정식편제

안어1 있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띤해 때외중국어 교사의 권익은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외중국어 교사흘은 낮은 시급 강사

료를 받는 것 외에 의료보험 • 연말보너스 • 퇴직급 등의 혜택을 전혀 누
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플은

이 분야에 대한 강한 의욕 하나로 헨신적으로 종사한다고 보아야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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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야에 대한 강환 의홉과 민깐외교사절로서외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으면

이 어렵고 힘든 교육사업에 종사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올 수 없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대외중국어 교사의 권익올 중시해야 마땅하며， 제
일선에서 민간외교의 첨병역할올 수고로이 종사하는 교사들을 정규편제
에 넣어야 한다. 대외중쾌 교사률이 웅당 누려야 할 권익을 향유하고
국내외 어디에 있든 그 권익올 보장받을 수 있을 때어l야 비로소 대외중국
어교육 미래 발전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씨ii!:원자젊 감쩡 문제
현재 대만외 대외중국어 교사들 중 소수만어 석사화위를 취득하였율

뿐이고， 대다수 대외중국어 교사 중에는 교원자질수련과정을 거친 이도
있지만 어떠한 연수과정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이뜰도 있다. 이로 인
하여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교원의 자질은 천차만별이라 하겠다. 구미의
여러 나라를 살펴보건대， 대학 내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중국어

교사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중고둥학교 내에서 외국어교육에 종사

하려면 소정의 교육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교원자질 감정시험을 홍해 교
원증명서를 획득해야만 비로소 교육현장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대만 교육부는 하루 속히 학자나 전문가에게 위임하
여 대외중국어 교원자질 감정제도를 공동으로 제정하어 해당부푼에서 책

임지고 집행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한다면 대외중국어 교사의
수준율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대외중국어교육학의 경쟁력

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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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훌국대혹파씌 교확확대 뭘 해21 흥국어 교육확껴19.1 수요때| 대한

주톨쩍지원
양안관계에 았어서 정치적으로 많은 갈몽이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

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중국문화를 전파하자는 데에는 양안갓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그 목표에 쉽게 도
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외중국어 교사외 교류에 있어서도 교사플

서로 파견하여 강습하거나 연수를 받게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합작 연구
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양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

는 동의 조치를 통해 해외 중국어 교사의 수요에 부웅하며 아울러 각 나
라에 적합한 중국어교육용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교육현

장의 사회적 배정 • 문화적 특색 • 정체자와 간체자외 병치 • 주음부호와
한어병음의 겸용 퉁올 잘 아우른 교재를 만든다면 중국문화를 더폭 용이
하게 전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4. 대만의 한국어 과 양성 현황 및 전의
대만에 현재 한국어문학과가 있는 대화은 국립정치대학교와 사립중국
문화대학교 단지 두 곳뿔이다. 그중 중국푼화대학교눈 학사반 외에 없m

년에 석사반을 증설하였다. 양 교 한국어문학과의 주된 설립 취지는 한국

어를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면서 남북한 역사 • 외교 • 정치 • 경제무역사
무 등의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중국문

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석사반 개설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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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미혼， 한국어 구푼혼， 훈민정용앤구， 한국한;!.}옴과 훈의 변천연

구， 한국어 숙어연구， 남북한 언어연구， 한국어 행태론， 한국언어학사연구，
중한문학비교연구，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혐대소설연구， 환국산문연구， 한
국고전시가연구， 한국현대시가연구， 한국작가론 등，

이상과 같은 개설과목은 모두 2학점이며 한국 언어 • 문학 분야의 연구
에 치중되어 있어 한국 언어 • 문학올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장래 한국어교육학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 말 할 수 없

다
현재 양 교의 중국인 교수(정치대학교 7인 중 박사 4명， 석사 4명; 중국
문화대학교 8인 중 박사 4명， 석사 4명)툴은 모두 한국에서 석 • 박사 학위
를 취득한 교원들로， 한국의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전홍적인 한국 어
학 • 문학의 훈련을 받았기에 그 전공분야에 있어서 비록 수준이 (齊→높
고) 정통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 교수 방법에 필요한 ‘한국어교수

법’ • ‘말하기 • 듣기 • 쓰기 지도법’ • ‘정확한 한국어 발융 연습’ • ‘한국어

어조’ • ‘교과과정론’ • ‘교과교재작성’ 둥의 기본 과정 수업파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항상 부딪히는 애로사횡L이다. 동시에 이
들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이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라서 신지식

을 배운다는 취지에서도 다시 한국에서 충전의 기회률 가질 펼요가 있다.
이러한 형편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된다. 각 국의 한
국어교육훨이lμ
씨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한국어교육을 전문으로 연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 전문적인 연수기관에서 여름 • 겨
울 방학 동안 한국어교육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단기집중식의 교육방식을

채용빼 연수를 원하는 각 국의 한국어교육에 종사히는 교사플에게 충
전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해외 한국어교사의 교육자

질올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만의 교육부와 교민업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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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섬아 매년 여륨 • 겨울 방학에 각 국올 롤며 단기성의 해외한국어교
사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 학자블올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해외에

서 강의 및 좌담회를 연다면 반드시 깎 국의 한국어교쭉에 종사하는 교사
들에게 폭넓은 환영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이밖에도 특히 대만에 딴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다면 대학 한국어문학

과에서 한국어문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가 오래지 않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다시 딸H 학^~군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비폭 싱탤한 양 교는 모두 한국의 몇
개 대학과 자매결연올 맺고서 교환학생제도률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1

년 간의 학점인정 교환에 제한되어 있어서 교원 O.}성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한국어는 대만의 일반대중들에게 ‘희소 언어’로
인식되어 활로가 좁은 데다가 한국유학비용이 비싼 편이기 때푼에 한국
어교육에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툴이 자비로는 한국 유학을 엄두도 못내

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문화룹 션양한다는 입짚써1서 많은 장학
제도로 장려하거나 각 대학에서 장래 외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려
하는 학생들을 장려 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대학의 추천형식을 통해) 수엽
료 면제혜택을 주어 한국어를 배우게 한다면 각 국의 한국어교사 O.}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문화가 세계 각'^1 에 전파하는 데에도 유익뼈

라생각된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고서 해외 한국어교육에 종사
종}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부 기관이 강력히 주도하면
서 대한민국의 대외한국어교육의 총체적인 기획과 활동윷 전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
어가 세계에 전파되는 날이 더쭉 빨리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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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台灣짧外藏짧數훌願寶的*홈育
-.續台3훌훌體4훌훌師.的R씌훌훌(網賽)

蔡連康

台灣的對外華語文歡學已有四五十年的歷史，過去由於台灣之政治經濟各方
面較寫進步， 同時又保持 r 中國文化的鷹統， 敎學方法也較大陸先進， 所以曾是

外籍人士學習華語的第-選擇.
然而， 自從 1\0年代後半大陸實施改華開放， 及世界各國在二十世紀末搬起了
一般學習華語的熱懶後， 中關大陸掌據 T 짧機!협先成立了 r 國家對外漢語敎

學領導小組辦公室 J ， 積極推動漢訊敎學， 不f엠tE各個重點大學짧立對外漢語中
心， 大量招收學生， 同時也成 it 了對外漢語數學的&다究所碩士꿨f和博 士班， 以進
行師資的培장1 1.커一方面也積極與國外的學校進行交流.再JJn 兩뿔的中國語文經
過了 P딘五十年的姐隔與各댐發展，

1f文字.語홉.諾薰及語用各方面都有7 相當

太的不同; 못以學習者的心理及認知íìfi뜸， 總，會.lt較認寫中國大陸的語뜸文字
體系才是中文的主流;再加上有 f 二憶人口감;使用作薦後I휩，因此，

之中文熟好熟樓，

貼不論兩뿜

中國大陸的普通話先天 f就較f머優勢.再1m 大陸的人文.벚購

較台灣寫뽑富， 딩然風光更寫秀麗， ~IJ果中國大陸的經濟&.政治再JJn 以改善， 恐
↑덤不出數年， 總太多數的外籍人士都會選擇到中國大陸去學習中文.
由於大勢所樓， 台灣在對外華語的慶勢， 近年 g逢漸寫大陸所取f'<;.除7 有以

t所述之因素外， 台灣對外華語敎學上， 尙存在有根本性之問題有以致之.有塵
於此，本文針對台灣對外華語敎師養成之具代表性之機構如世界華語文敎育協
會.國立台灣大學文學院語文中心及制度化培育對外華語文敎師人才的國立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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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師範大學華語文數學昭究所詳加介紹， 籍以對現在台빼對外華語數學的現{兄

有所購解，

.itfL1.m以探討與發鋼問題.1혜時藉探討台灣對外華語師資之養成問題，

觀照台홉韓語師資之培育問題， 亦賽能對台灣的韓語數師養成之問題有所建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