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명가 

묘훈매‘ 

1. 들어가기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학에서 정식으로 학과를 개설 

하여 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신 중국의 탄생과 함께 fj)여년의 세월이 흘 

러갔다. 그 기간동안 한국어과가 개셜된 대학은 처음에 몇 개 안 되는 대 

학으로부터 오늘날의 l)개가 넘는 대학{단과대학 포함)으로까지 비약적 

인 발전 속도로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 중 대부분의 한국어과는 

%년대에 들어 중한 수교를 계기로 하여 한국 문화의 강한 한류 열풍을 

타고 신설된 학과들이다. 이렇게 한국어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 

국어 교육자와 학습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늘어나 온 사회의 주 

목을받고 있다. 

최근 십여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은 이처럽 단순한 양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었다. 그 동안 한국어 교 

육의 발전방향과 학과건설， 교수법과 교재개발， 교사의 자질향상 둥에 관 

* 북경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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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차례의 학술토론회와 다수의 연구논문， 그리고 적지 않은 학술 

연구기관과 각종의 학회 셜립 동의 여러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 

이 해왔다. 이러한 호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 

의 규모가 확대되변서 이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명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지만 한국어 교육 전반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 대학 한국 

어과에서는 학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교과 과정과 교육 기 

준을 설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에 

서의 한국어 교육의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서 각 대학 한국어과의 교육 현 

황과 평가 기준 및 문제점들올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인데， 이는 주로 중국의 연 

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국어로서 실시하 

는 한국어 교육인데， 중국의 한족 학생올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국 

범위에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한국어 교육은 일단 한족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말한다. 

1) 효백어 교육기판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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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복잡한 역사의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00년대 말까지만 해도 단지 북경대학올 비롯한 

불과 몇 개의 대학에서만 조선어과가 개셜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어 전공자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교육자와 학습자의 규모 

가 아주 작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수법과 교육 평가 체계와 평가 기 

준에 대한 연구도 중요시되지 못했다. 그때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주로 

학력 교육만올 담당하는 대학 한국어과가 전부로서， 종류가 단일했다. 

그러다가 %년대 말'， 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특히 92년의 중한 수교 

를 계기로 하여， 한류 열풍이 중국 대지로 강하게 불어오는 붐올 타고 중 

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전례 없이 비약적인 발전 속도로 규모가 확대되 

어 본격전인 성장올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의 24개 대학에 한국 

어과가 설치되었고 본과 과정과 석 • 박사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6개의 한국어 단과대화과 일부 전문직업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 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대학 또는 고둥중학교도 있다. 이 외에도 사회에서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도 있다. 이러한 사회인올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형식이 다양한데， 단기 한국어 교육 코스와 성인 교육 배움반， 또 

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 학교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원에 

서 개설한 무료 한국어 강좌도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에서 정규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석 • 박사 본과， 단과 과정의 학력 교육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력 교육 기관도 있다. 

2) 효빼 흑별;^~으| 현황 

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하여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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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왕래가 날로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 

에서의 교류도 날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외교정치， 경제무역， 문화 체 

육， 여행 관광 둥 여러 분야의 상호 교류에서 한국어 전문 인재에 대한 사 

회 요구가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한국어 공부의 붐이 일 

어나 대학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X까 셀 수 없올 정 

도로 많아져 중국 해방이후의 최대 규모가 형성되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배경은 서로 다 

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력 교육의 학습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10대 후반부터 때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날로 활발해지는 양국 간 각 분야의 교 

류에서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파악하는 젊은층에 

처 이를 대비하여 한국어 전공올 선택하고 있다. 해마다 대학 시험 때 각 

대학 한국어과에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아주 심하다. 예를 들면 북경외국 

어대학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북경 지역에서는 

매 번 학생 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올 공모할 

때 ml년에는 지원자가 1æ명이었고， 찌E년에는 79명이었다. 워낙 훌륭 

한 학생이 많아 결국은 모집 계획을 수정해서 ml년.am년에 각각 학생 

6명을뽑았다. 

지금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본과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 

고 있으며 석 • 박사 과정과 단과 교육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약 

짧7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학부생이 2100명， 단과대학생이 %명， 대학원 

생 석사과정이 101명， 박사과정이 10여명 된다. 

둘째는 비학력 교육의 학습자이다. 비학력 교육의 학습자는 다시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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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취엽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 

습자들이다. 최근 몇 년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 

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펼요하게 되었다. 이를 대비하여 비학력 

교육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 중에 10대 후반부 

터 때대 후반까지 타전공의 대학， 단과 대학， 전문학교와 직엽학교의 졸업 

생과 재학생， 그리고 때대 중반이상 30대 후반까지 직업이 있는 일반 사 

회인(이미 한국기업에서 취직한 자 포함)이 많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한국에 유학 가려는 대졸생이나 고졸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 

국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미리 기초 한국어를 공부하 

려는 젊은층도 많아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 한국어를 공부하 

는 젊은층이다. 최근 몇 해 동안 한국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한류의 영 

향으로， 한국의 문화나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그 유행가들의 가사 내용과 

연예인들과의 만남， 연락 용어에 대한 호기심올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를 공부하기 시작한 중국의 10대 중반이상 æ대 초반의 젊은충이 적지 않 

다. 이런 학습자들은 주로 사회에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거나 청강생으로 

대학의 한국어과에 들어가 공부하거나 개별 지도를 받으며 자습하는 경 

우와 한국 사람과 만나서 배우는 경우가 많다. 북경에 있는 한국 문화원 

에서는 무료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한국 

어 교육을 실시하고 었다. 이 강좌는 2개월씩으로 작년까지는 1년에 4회 

씩， 금년부터는 1년에 5회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회 초급반 때명씩， 

중급과 고급반은 각각 00명씩 학생올 모집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고 었다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원도 다양한데 중국 대학 

에서의 성인교육 코스가 있는가 하면 사립의 개인 학원이나 단기 코스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대학 학력 교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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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학력 교육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럽 학습자들의 배경과 공부 목적이나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그들 

에 대한 교수법과 평가 기준도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학력 교육으로 대학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올 기 

준으로논의하겠다. 

3) 효팩어 교수진의 현황 

현재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진이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모두 173명인데， 그중 교수가 31명， 부교수가 æ명， 전임 강 

사가 83명이다. 

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어를 교육할 교수자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한국어과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육자가 매 

우 부족하였다. 그 시기에 신설된 대부분의 한국어학과는 교수진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로만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중 

국 국내 대학에서나 남한과 북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석 • 

박사들 중에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어과에 많이 충원 

됨에 따라 현재 각 대학 한국어과에 필요한 기본 교수진이 형성되었고 일 

상적인 교육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대학 한국어과 교수진의 구성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경험이 많은 %대 중반 이상의 교수들은 아주 적다.40 

대 중반 이상 f{)대 중반까지의 교수도 적은 편이다. 현재 æ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교수들이 가장 많다. 그들 중에는 남한， 혹은 북한 

의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1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 젊은 교육자는 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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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력이 넙치고 새로운 지식과 사고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어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 활기를 많이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 

대적으로 교육 경험이 부족한 편이고 교수법이나 교육 평가 기준 둥에 대 

한 전문 연구도 미약한 편이다. 

씨교재사용양상 

지금 중국 각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대학마다 서로 

다른데， 주로 m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국내에서 편찬된 교재들과 한국에서 

외국인올 대상으로 편찬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년대 초반 특히 중반 이후 한국어 공부의 붐이 일어나면서 중국 국 

내에서 기초 단계의 교재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지만， 대학 교과서로서 

의 전문성과 체계성， 계열성이 부족해서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중 시리즈로 출판된 교과서로는 중국의 25개 대학이 한국과 공동 편찬한 

〈표준 한국어> 1-3권이 있는데， 한때 한국어 통일 교재로 다수 대학의 

한국어과에서 본과 저학년용 교과서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교 

과서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또 중국 학생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이 

많아 다른 교재로 대치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2년 전부터 편찬된 연변 대학의 〈기초 한국어> 1-3과 

북경대학 한국어과와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가 공동 편찬한 〈한국어〉 

1-2권이 출판되었지만， 출판된 지 얼마 안되어 아직 이에 대한 규모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각 대학 한국어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학년 단계의 교재는 

주로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로， 연세대， 고려대 둥 대학의 외국인올 대상 

으로 한 한국어 교육 기판의 교재들이다. 이들 교재는 내용의 실용성이나 

책의 계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 고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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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의 문학， 문화， 번역， 경제 

무역 둥의 내용과 관련된 교재가 있긴 하지만 너무 적어서 아직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규모의 교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 

교재를 직접 가져다 쓰거나 각자가 스스로 준비한 임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 초빙해 온 교수들 대부분이 다 한국에서 가 

져온 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임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교재는 문학적 언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중국 사회에 펼요한 전문성， 실용성이 부족하다. 

5) 교과과정의 현황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과 과목설치는 각 대학의 교육 목표 

와 회습자에 따라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과는 본과를 4년， 한국어를 주전공， 영어를 제2외 

국어로 셜정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본과를 5년， 한국어를 주전공， 일본어 

를 부전공으로 두 개 언어를 설정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이 다르고， 교육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학년마다 학기 당 전 

공 수업 시간이 다른데 보통 1-2학년 경우 주당 수업시간은 적은 학과는 

10시간， 많은 학과는 18시간이고， 3-4학년 경우 적은 학과는 8시간， 많은 

학과는 M시간이다. 

한국어 교과목 설치는 대부분의 학과가 비슷한데 보통 외국어 교육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둥 기본 기능의 훈련을 중심으로 학생을 

키우는 갱우가 많다. 물론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사회 수요에 따라 언어 

이외에 문학， 외교， 역λh 정치， 문화 둥 인문 분야의 지식과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둥 실용 분야의 지식을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만 대부 

분의 학과가 체계화，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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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는 교수가 부족한 데다가 문학과 어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많고 기타 

의 전문 지식을 전공한 교수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 

목을 설치하면 한국 초빙 교수가 와 있는 경우에 거의 다 한국 교수가 맡 

고 한국 교수가 없는 경우에 는 중국 교수들이 임시로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혀 가르치기는 하지만 과목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고 전문 

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남한， 그리고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체결된 교류 협정에 따라 해마다 남한과 북한에 가서 국비 유학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한 양국 대학끼리 학교 차원의 교류가 많아 

지면서 교환 학생의 신분으로 한국 대학에 가서 유학하는 학생 수도 많아 

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교육 기관에 따라 설정된 교과목이 서로 다를 뿐 

만 아니라 학점을 인정하지만 학점을 계산하는 방법도 약간 다르다. 

이런 교육 과정과 교과목 설치의 차이로 인해 대학마다 한국어 교육 

평가 체계와 기준이 서로 달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어 교육의 명가 체계와 명가 현황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은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상황이 서로 달라서 교육 과정과 교육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대 

학마다 나름대로 시행되어 왔다. 

1) 평가체계에 대히여 

중국에서의 대학 한국어교육은 전부 한글 자모부터 교육하는데， 4년 동 

안의 한국어 교육 평가 체계가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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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비슷하고 평가 기준의 설정은 나륨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 체계는 한 학기에 중간 시험과 기 

말 시험으로 두 번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간 시험을 안 보는 대학 

도 있다. 그리고 평소에 2주마다 소 시험올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평 

소의 성적을 종합해서 기말 시험의 10-l)OA)로 고려하는 학과가 있고， 기 

말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학과도 있다. 시혐의 형식은 구두 면접과 필답이 

고， 시험 내용은 그 학기에 배운 어휘， 문법 풍 내용을 위주로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진다. 보통 기말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2학년말의 종합 시험과 4학년의 졸업 시험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다. 

2학년말의 종합 시험에 불합격되면 낙제되고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졸업 

하지 못한다. 

한국어 교육의 평가 기준은 각 대학 학과마다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우 교수들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고 

있는실정이다. 

2) 평가기훈에 대하여 

한국어과가 일찍 셜립된 북경대나 연변대， 낙양외국어대 둥 오래된 대 

학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이 각각 있지만 서로 일 

치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 기준은 교육 목표가 서로 다른 중국의 여러 대 

학 한국어 교육 실정에 다 적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대학 한국어과는 

학과를 개셜할 때 나름대로 교과 과정과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을 만들었 

다. 그런데 사실상 다수 대학 경우는 이런 평가 체계와 기준올 만들었지 

만 실제의 교육 실천에서 그것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어과는 다 강의률 맡은 교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 

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나륨대로 판단하고 교과서를 선정하여 강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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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과 관련된 시험지의 출제， 목표 수준에 적합한 문 

제의 분석 여부를 다 주관적인 펑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1됐년부터 실시된 〈한국어 능력 시험〉의 동급별 평가 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다수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중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베이정과 연변， 상 

해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불편 동 원인으로 인해 한국어과 학생들이 그 시험에 참가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교마다 그 시험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지만 시험지와 테이프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대 

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학도 많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교과 과정의 설 

정， 교수법과 평가 체계， 평가 기준 동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고 상대 

적인 평가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3) 효택어 교육 평가 체계와 평가 기훈 싫정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는 10년 정도이다" 10 

년 동안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교육À}들이 중 

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짚어보고 분석 연구 

하여 왔다. 예를 들면 교재의 개발과 편찬， 교수진의 양성과 교수법의 개 

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국내외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연구에 관한 연구소와 학회도 많이 설립하였 

다. 현재 온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습열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대 

한 명가 체계와 평가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설정이 한국어 교육자 

들에게 당면한 중요 연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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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수 목표의 셜정과 교사의 교육열의 제고1 

교과 과정의 개선과 교육안의 작성， 교수법의 사용과 교재의 개발 개선 

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자기의 실력은 평가 목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측정하고 판정하는 수단이 되고 앞으로 계속 공 

부하는 방향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 

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 목표의 설정과 그 

를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둥급별 교육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의 설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정리하고 

제시해야 한다. 

중국 학습자에게 맞는 둥급별 교육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의 설정은 

우선 학습자의 실정에 맞는 교과 과정안올 잘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효율 

적인 교수법을 제시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실력 

에 대한 평가 기준은 우선 교육자의 교육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교수법의 개선과 사용은 교과 과정과 교육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의 셜정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교재의 계속 개발과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 개발 

된 교과서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적절하고 인정된 교과서가 별 

로 없다. 한국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대부분이 서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된 것이어서 중국 현실과 학생들의 실정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 

이 많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교수진의 양성과 배양， 그리고 평가가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 

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진에 대한 자격 인정 제도가 없다. 학교에서 졸 

업하고 직접 강단에 올라선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올 하면서 교수법에 대 

해 열심히 배우고 었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의 시장 경제 체제의 영향 

으로 교육에 대한 무책임성과 불공정의 경향도 있다. 교육자는 교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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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양성과 배양은 

다방면에서 해야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설정해야 

한다.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규칙에 의해서 중국 학습자의 실정에 맞는 타당 

도， 신뢰다 있고 객관성， 실용성이 있는 평가 방법올 개발해야 한다. 이 

런 평가 방법의 설정은 중국 대학과 학습자 개인의 수준을 기준해서 구체 

적인 하위 분야로 나누어 개뱀야 한다. 

4. 맺음말 

평가는 교육의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이고 전체 과정에 걸쳐 작용하기 

때문에 평가의 목표 평가의 체계와 평가의 기준， 그리고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방법에 대해 총체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 목표의 설정과 교과 과정의 개선， 교과서의 개발과 개선， 교 

육에 대한 평가 체계와 평가 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철저히 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올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일 있는 고 

수준의 한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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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밟tract 

A study on the phase of evaluation about the teaching 

Korean in China 

뼈ao， αlun 뼈i 

• 
It has been about 많ty yl얹rs fcπ teoc바JgKor없1， as a for냉gn langu월ξ at 

fom뻐 l없g뻐ge coorse of university in αlÎna. At first, a few universities in αlÍna 

est뼈양때 a KLD(Kor얹n 따JgU쟁e 앉뼈rt:n:Hlt)， but re::ently rmre than thirty 

universities Ile'때y 야:JenE었 up 뾰 KlD. Even though r빼d growth of the number 

of KlD, it did.n’tpr한:>are for the general and sys뼈natic s때뼈뼈 따lOUtteé뼈삐g 

Kor많n at rmst KlDs. Each KlD arranged its own ci비ect of language study. And 

it has i엽 O빼 αrriculums 없x:l thes때떠ards of teé왜뼈g. 

퍼s IllIH aims to re짧'ch the evaluating sys뼈1 and the s빼빼 of 雄바19 

m뼈 없엄 then raise several Irints COncemiIJg present situations 뼈 ev，외ua뼈g 

S때빼Ù of teac바19 Kor없n. At first s뼈1， 1 surveyed 뼈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present conditions, the number of students 뼈 f없Ùtil엉， the 빼se 

of 뼈19 없:1xloks， 없떠 curriculums of teé갱chiIJg Kor많n in Ollna universities. And 

then, 1 spæifi떠lly discussed the rrethod of αætiIJg ræ였퍼ble goal of 어ucation， 

clas잉fied ar띠 따뼈뺑'Îate ev，려.uatir핑 sys뼈n 밍띠 S때떠ard， unintenupted 

m뼈'()VI얹'Hlt of \:e}α:1xloks， and 없i마19 않achers. 

For the IXJIlX)Se of cultivate IreIl, es뼈때y fluently SI짧삐g 뻐JgU월:e lev러 하넙 

α'()fessi，뼈lknowl벼ge， of talent, firstly cræte 삼Je spæific e쩌lu때ng system 뼈 

sta떠ard for teé놨삐g Kor얹n 11ε뚱 are essen뼈 α"OCOIlditions for 없inir핑 

s뼈때때 rren a1:xrut Kor얹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