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문법 교육 

최권진* 

1 들어가는말 

외국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해당 외국어 

학습자의 유창성의 제고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외국어 학습 

자의 최종 목표는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데 있 

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습자는 교수-학습의 시 

작 순간부터 학습자가 문법의 오류가 없이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도록 교 

수하고 학습한다 따라서 언어소통능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외국어 교수 

방법론에 있어서도， 외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 

국어 구사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어 문법의 교수 학습도 

필수적인 것이다]) 

* 불가리아 소피아대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포함하여，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에 대한 필 

요성 유무와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많은 다른 글들(김유정， 1쨌; 김중섭， 이관식， 

19iB; 손호민， aXJ2; 민현석， axJ2)에서 검토되었고， 이 글의 주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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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는 어느 단 

계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소의 한국어 문법을 교육해야 하 

는지에 대한 화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동유럽 지역2) 대학교의 

한국어 교과과정을 점검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한국어 문법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펼자가 10년이 넘게 한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는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자의 입장에서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문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 

법론을제안하고자한다 

2. 동유럽 각국 대학패 한국어교육 

2. 1. 폴란드의 효댁어교륙) 

대학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 

과와 서부 포즈난 지역의 아담미츠키에비츠(뻐am Mìckiewicz)대학교의 

한국어과 및 민족언어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전공 과정 외에도 

두 대학교 모두 일본학과 중국학과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 :ms년 10월 학기부터는 폴란드 남쪽의 크라쿠프 지역 

2) 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유럽의 서부와 중부 지역에 위치한 폴란드， 체코1 

헝 7}리는 중부유럽(Cen뼈1 EurolX')이라고 부르고， 유럽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구유 

고연뱅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등)， 불'71리아 루마니아는 동유럽(East~) 
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총칭하여 동유럽 

이라고 한다. 또한 동유럽에는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다. 
3) 폴란드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는 이민희(때)3)와 황혜내때4， :mï)의 도움 

을크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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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야기엘로인스키대학교에서도 한국학 전공 과정이 신설되었는데， 이곳 

에서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사회 등의 지역학 중심의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대학 과정 이외에 바르샤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대왕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원어민 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폴 

란드 대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모두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각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학문의 연구 방향에 쩨 

를 보이고 있다. 그 특성과 차이점을 각 대학의 커리쿨럼을 통해 살펴보 

고자한다 

1) 바르샤바대학교 효L국어교육 

폴란드에서는 한국어교육이 1됐년 처음 시작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에 있던 김춘택 교수가 바르샤바 대학교에 파견교수로 오게 됨으로써 

그를 통해 한국어 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르샤바대학교 중국어문학 

과의 강좌 중 하나로 ‘조선어’가 개설되었으며 중국어 전공 학생틀 중 4 

명이 조선어 수엽을 받기 시작했다. 김춘택 교수는 1~1년까지 8년 동안 

조선어 강의를 맡으며 폴란드 내 한국어교육의 씨앗을 뿌렸다. 당시 수업 

을 받았던 학생 중에는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할리나 오가렉 최(뻐뼈a Ogarek-Cz이)가 있었다. 오가렉 최 선생은 1ffiS년 

에 중국어문학과를 졸엽한 후 그 다음 해에 김일성종합대학교로 유학을 

갔으며， 그곳에서 학위(준박사)를 받았다.1%2년 폴란드로 돌아온 후 일 

본어문학과에서 조선어 교육을 맡게 되면서， 오가렉 최 선생을 중심으로 

폴란드에서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춘택 교수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어(더 정확히는 조선어) 교사로 여 

러 교수를 폴란드에 파견했다. 이들 중 최운학， 김종근， 리동빈 교수는 오 

가렉 최 선생과 함께 한국어 교과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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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자， 1쨌년에는 ‘일본 

어문학 및 한국학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2년에 한 번씩 신입생 

을 받기 시작했으며， 1ffi2년 이후로는 매년 10명이 넘는 신입생을 받게 되 

었다. 없E년에는 정원을 초과한 19명의 신입생이 한국학과에 들어오게 

되어， 바르샤바대 통양학 연구소 산하에 있는 학과 중 일본학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기와 비중을 차지하는 학과로 성장했다. 

1뺑년 남한과 폴란드가 공식적인 수교를 한 이후에는 남한에서 교수 

들이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이현복 교수(서 

울대)를 비롯하여， 이환묵(전남대)， 김재민(전북대)， 배영남(전남대)， 정정 

되(창원대) 교수 등이 다녀갔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 교환연구원으로 바 

르샤바대에 와 있던 최건영 교수(연세대 노문과)는 3년간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오가렉 최 교수와 후스채Huscza) 교수와 함께 서 

울 표준어로 된 〈한국어 1. 2권〉 교과서를 발행했다. 1991년에는 남한의 

이현복 교수와 북한의 로길룡 교수가 함께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 

치면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로길룡 교수를 마 

지막으로 북한으로부터 교수 파견은 중지되었고 현재 한국학과는 폴란 

드 출신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한국학과를 이끌어 가고 있으 

며， 서울대 국문과 박사인 이민희 교쉬현 아주대)가 오랫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쳐 왔다. 

1934년에는 동양학 연구소(동양학부) 내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한국 

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제출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3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이들은 한국학과 교수로서 한국학을 가르 

치고 있다:4) 현재emJ년) 약 ED명의 재학생이 있다. 

4) 바르λ빠대 한국학과 교수진· 로무알드 후스채Romuald Huszca, 문학박샤 교수)， 요 
안나 루라쉬(J때na Rurarz, 문학박샤 조교수)， 크리스토프 야나생대ristoph Janasiak, 
문학박샤 조교수)， 에바 르나제흐스깨Ewa Rynarzewska, 문학박샤 조교수)， 안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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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대학교의 커리률럼은 다음과 같다; 바르샤바대학교는 학석사 

연계의 5년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다. 따라서 1학년부터 3 

학년까지는 학부과정이며 4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석사과정이다 한국어 

학과의 강의는 주로 한국어 수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실행되고 있는 커리쿨럼은，5) 아래와 같다 

〈바르샤바대학교 효댁학과 커리쿨럼〉 

학년 과목명 시쉬주당) 

한국학 입문 (지리， 한자) 4 

1학년 
한국어 연습 10 

현대 한국어 문법 4 

한국사 I 2 

한국어 연습 6 

한국어 텍λE 강독 2 

2학년 
현대 한국어 문법 4 

한국어 문체학 2 

한국사 H 2 

한국학기초세미나 2 

한국어 연습 6 

한국문학사 2 

세미나 2 
3학년 

한국어 텍λE 강독 2 

한국어 문체학 2 

한국사 n 2 

야코프스ηL꾸로프스ηH마maW이akowska-KurowS뼈， 박사과정， 강사)， 스타니스와프 

류 마찌모또(S때j하aw 뻐띠 Matsurmtü, 박사과정， 강사)， 도로따 오스트로프스까 

(lliuta Ostrowska, 박샤과정， 강새， 김종규(석샤 강새， 이미현(학샤 강사)， 이 외에 
이민희 교수가 아주대로 옮기기 전인 때6년 상반기까지 이곳에서 강의를 했다. 

5) 물론 교수진 수급 상황 및 학년별 학생들의 수준과 인원이 조금씩 달라 그때마다 수 
업 시수나 과목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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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및 문화세미나 2 (선택) 

언어학세미나 2 (선택) 

한국어 연습 6 

한국어 텍人E 강독 2 

4학년 논문지도 2 

한국문학및 문화세미나 2 (선택) 

언어학세미나 2 (선택) 

한국어 연습 4 

5학년 
한국어 텍λE 강독 2 

한국문학및 문화세미나 2 (선택) 

언어학세미나 2 

개괄적으로 바르샤바대학교의 한국학과 커리쿨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틀이 매 학기마다 이수해야 하는 수업 시수는 최소 20시간이다. 

그런데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의 경우 1， 2학년 학생들은 한국학과에서 개 

설한 과목 이외의 다른 학과 수엽은 수강할 수 없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학년은 주당 총 14시간 동안 ‘한국어 문법’(4시간)과 ‘한국 

어 연습'(10시간)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 2학년에서는 이 과목 수 

엽시간틀이 총 10시간이다. 이것은 적어도 2년 동안은 한국어 기초 실력 

을 다시는 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한국 

어 읽기 말하기←쓰기 듣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수업은 한국학에 입문하는 초보자들 

로서 갖춰야 할 기본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들， 예를 들어， 한국의 지 

리나 역샤 정치， 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강죄들이다 

2학년 때부터 ‘한국어 텍스트 강독’ 과목이 추가된다. 이것은 한국어 텍 

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문징L구조 이해 및 의미 파악， 활 

용 어휘의 확대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세미나 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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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보 단계인 토론식 수엽이 ‘한국어 문체략 과목 또는 ‘한국학 기초 세 

미나’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3학년 과정에서는 ‘한국문학새 과목이 추가되고， 본격적으로 한국학 

전반에 대해 조사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세미나’ 과목도 마련된다. 아울 

러 3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로서의 아시아권의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 

남어， 몽골어， 산스크리트 등)를 배울 수 있다 .. 3학년까지 한국어 공부를 

끝낸 학생틀은 대부분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을 직접 다녀오거나， 

아니면 아예 한 학기 흑은 1년 동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오기도 한 

다 

4학년의 커리쿨럼은 3학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 5학년 과정을 마치면 

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석사 학위논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4학년 

과정에서 ‘논문 지도’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다르다~5학년 

과정에서도 한국어 강의는 그대로 지속되지만 강의 내용은 대개 학생들 

의 졸업 논문별 주제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과목마다 

수엽 시간에는 논문지당F 가능하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볍 교육과 관련하여 바르샤바대 한국학과가 

시행하고 있는 커리쿨럼의 특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한국어 연습’이라는 과목 

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어 연습’은 한국인(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과목으로， 한국인 교사들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전 영역 

에 걸친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까지 시행한다. 이론(문법)과 실습이 

병행된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어 연습’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만， 전학년에 걸쳐 이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이 시간에 원어민에게서 직접 배움으로써 한국어 실력을 단기 

간에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해 학생들 스스로가 절실히 원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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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기 때문이다. 

낀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효댁어교육 

1쨌년에 폴란드 서부 지역의 산엽 문화 교육의 중심 도시인 포즈난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동양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2외국어로 한국 

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1됐년에 민족언어학과에 한 

국어 전공과정이 개섣되었고l :nl3년에는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한국어 

과가 설립된 이후부터 매년 약 25명 정도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한국어과 

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효넘캔{ 전공 커리쿨럼)6) 

한국어과 민측어문학과 
학년 과목명 

(학년당총수업시간) (학년당수업시간) 

설용한국어 12 8 

한국역사 2 

언어학개론 4 4 

문학개론 2 

논리학 2 
1학년 

교육학 2 

영어/독입어 4 

러시0]어 2 

문화인류학 4 

인도유럽어 8 

6) 아담비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진은 Olszewski Wieslaw(교수， 역사학박새 
동양새， 황혜나{조교수， 문학박샤 비교언어학 , 전학진 파견교수)， 임성호(강샤 지 

역학 석샤 동유럽지역학)， A때es없 Wróblews뻐(박사과정생， 문학석새 한국어학)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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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용한국어 10 8 

한국어문법 2 

한국문학 2 

영어/독열어 4 

I 2학년 러시아어 2 

제2동양어 4 

수리논리학， 기호학 2 

전산학입문 2 

유저인터페이스 2 

인도유럽어 8 

설용한국어 8 8 

한국문학사/한국문학 2 

제2동양어 4 

한국 역사문법 2 

한국사정 2 

영어/독일어 4 

러시아어 2 
3학년 전산학 2 

(언어) 철학 2 2 

불교논리학 2 

심리학 2 

사회언어학 2 

인도유럽어 8 

선문학/번역학/형태주의 
4 

언어학/경제학/교육학/언어치료 

설용한국어 8 3 

논문지되석사과정 세마나 2 2 

제2동양어 2 
4학년 

영어/독일어 4 

영문법/독문법 2 

영미문학/독일문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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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유형론) 2 

한국문화 2 2 

불교론 2 

외국어 교수법 2 

한국사정 2 

인도유럽어 4 

신문학/번역학/형태주의 
4 

언어학/경제학/교육학/언어치료 

실용한국어 6 

석사과정 세미나 2 2 

제2동양어 2 

영어/독일어 2 

5학년 
한-폴/폴-한 번역 2 

주제강의 2 

심리 언어학 2 

인도유럽어 2 

신문학/번역학/형태주의 
4 

언어햄경제학/교육학/언어치료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바르샤바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담비 

츠키에비츠대학교에서도 실용한국어 수업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대학교의 학생이 5년 동안 수강하여야 할 실용한국어 총 

수업시간을 비교하면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는 총 %시간， 아담미츠키 

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는 1때시간， 민족언어학과는 810시간으로 아담미 

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가 제일 많은 실용한국어 시간을 배정하여 교 

육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 수엽은 바르샤바대학교 한국학과는 총 240시간，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 한국어과에서는 총 ~시간(한국문법 총 00시간， 

한국 역사문볍 총 1)시샌주당 2시간 한 학기))이 배정되어 있다. 

아담미츠카에비츠대학교의 한국어과와 민족언어학과는 언어학 연구소 



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 문법 교육 361 

내에 소속하고 있으며， 이 언어학 연구소는 폴란드 내 어문학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뛰어난 연구 업적 및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 

서 이곳의 한국어 한국어 교과 과정도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온 다른 외국어 교과 과목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곳의 

한국어과에서는 총 수엽 시샌3，tm시간)의 절반인 1，iID시간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에 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언어학， 논리학， 교육학， 문학 개론， 

심리학， 철학 및 기타 외국어 등의 인문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인문학 중 

종교학으로 동양의 종교인 불교 관련 괴목을 개설하어，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인의 내변에 깔려 있는 사상의 이해를 돕고자 한 점이 특이하다. 반면 

에 민족언어학과에서는 폴란드 학생틀이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 

적으로 인도 유럽어를 제대로 알아야 함을 강조하여， 한국어와 인도-유 

럽어의 수엽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다. 

2.2. 체코의 효댁어교육7) 

체코에서 한국학은 1쨌년 찰스대빡l 철학부에 전공학과로서 한국학 

과가 개설되었으며， 1972년 은퇴시까지 한국학과를 이끌어온 Alois Pultr 

(1roJ-1g)2)와 갚은 관계가 있다. 1972년 이후부터는 한국학 연구로 익히 

알려져 온 Vladirnir Puck(1없3년생) 교수가 2003년 은퇴시까지 학과장으로 

일했다 

현재 찰스대학교 철학부 동아시아학 센터에 속한 한국학과는 초창기부 

터 5년제 석사 교육과정으로 기획되었다. 대개 복수전공으로 가장 많게는 

원동아시아역사나 러시아학과 연계되거나 또는 일본흑l이나 역사학과 연 

7) 체코의 한국학에 관한 내용은 JlÆriarn 1ρwensteinova(없)3)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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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기도 했다 .. 1쨌년 이후에는 단수전공이 허용되어， 복수전공을 엄격 

히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졸업생의 취엽난으로 1쨌년까지는 5년에 한 

번씩만 과정이 개설되었으나.， 1쨌년 이후는 관심의 증가와 교원수의 증 

가로 2년에 한 번씩 최대 1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초창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의 영향으로 한국학과는 북한과만 

일방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 도서를 입수하고 학생들도 북한 

으로 어학 연수를 다녀왔다. 이미 00년대부터 비공식 통로를 통해 남한의 

도서를 입수하였지만， 남한과 공식적인 접촉은 1쨌년도에야 가능해졌다. 

이 때부터 한국학과도 질적인 변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 

다. 

첫 번째 본질적인 변화로 1m1년 한국과 체코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 

가 수립된 이후.， 1ffi2년에 처음으로 체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위해 서울 

로 떠났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강의하 

는 한국인 교수의 파견이다. 1쨌년 이전까지는 북한측의 교사장}도 없 

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한국인 교수의 파견으로 인해 체코 한국학과 

학생들이 원어민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기초 단계에서부터 설제로 살 

아있는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다. 

찰스대학교의 한국학과 교과과정은 초기와 별반 다른 점이 없이 언어， 

문화 및 역사를 위주로 운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찰스대 

한국학과는 5년제(3년 학사+2년 석사)로 2년에 한 번씩， 단수 전공(한국학 

만 전공)과 복수 전공으로 모집한다. 복수 전공의 교과과정은 다소 단축 

된 과정이다. 신입생은 강의실 수용 능력과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복수 

전공을 포함하여 최다 10명의 학생들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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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찰스대학교 효E국학과 커리쿨럼〉 

t←~t! 괴목명 

철학 
외국어 

한국어 음운론 

한국학입문 
1학년(학사) 한국어문법 

지리경제 총람 

pro영ninar 

회화연습I 
언어학입문 

한국어 문법체계 
언어학세미나 
한자입문 

2학년(학사) 한국사 

강독 

회화연습H 
발음연습 

한국어 어휘론 
문학작품해석 
한국문학사 
한국현대사 

기호문자강독 

문학세미나 
발음연습 

3학년(학사) 
제2동양어I 
학부선택l 
외국어 

원동아시아사상 

학사학위 취득시험 
논문발표 

한국어 이론입문 
한국사 

한국문학사 

한국어 문체론 

4학년(석사) 
한국어 발달사 
전문 t앉t 해석 

제2동%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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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해석I 
선택 세미니f 
통번역 연습 

선택 강의I 

특수 text 해석I 
고전 text 해석I 
선택 세미나H 
통번역 연습H 
번역 세미나 
선택 강의n 

학부 선택 강의I 

5학년(석사) 제2동양어m 
선택강의 m 

학부 선택 강의H 
논문세미나 

특수 text 해석n 
특수회화 

석사취득국가고시 
논문발표 

학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어 기초와 문볍 체계， 역사 및 문학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학사 학위 취득 시험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학사학 

위 취득시험에는 예쪽 분량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관심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학사과정 졸업 후 석사과정(4-5학년)의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세미나， 선택 과목 강의 및 특별 강좌를 통해 이미 습득한 지식을 

섬화하고 전공분야의 전문7까 되도록 한다. 석사 과정은 %쪽에 달히는 

석사 논문발표를 포함하는 석사학위 취득 국가고시로 마치게 된다. 

한국어에 대한 문법 수엽은 설용한국어 교육에 치중하는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진다 실용한국어 수업시간에 한국인 교사가 체코인 교사와 협력 

하여， 체코인 교사는 내용을 보충하고 틀리기 쉬운 부분을 교정하며， 경 

우에 따라서는 설명도 해 준다. 교과목의 이론 부분에서 ‘한국어 문법’ 과 

목이 필수과목으로 이 과목 학점 취득 없이 학생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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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다 .. 2학년에서는 언어의 이론과 실습이 이어지며， 이 과목의 

학점 이수가 다음 학년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3학년은 학사 논 

문 준비 기간으로 2학기에 주제를 정한 후 담당 교수들과 논문을 쓴다. 

한국어에 대한 이론 교육이 계속되며 한국 문학작품을 위주로 강독이 이 

루어진다.4학년에서는 한국어 언어 설습이 계속되고， 문법λH한국어 발 

달사)가 추가된다. 또 4학년에서는 다른 동%뼈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 

분 한두 가지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다.5학년에서는 학년말에 제출해야 

하는 논문과 관련된 언어준비 세미나 강독 등에 치중한다. 교육 과정은 

논문 발표를 포함한 국가고시와 한국어(이론과 실제)， 한국샤 한국 문학 

샤 원동아시아 사상 등의 기타 시험들로 석사과정을 마친다. 

2.3 헝가리의 효택어교륙) 

헝가리의 한국어교육은 1970년대 말부터 실험적으로 부다페스트대학교 

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어과 교수인 F 뼈rtonfi(l945←1ffi1)가 1쨌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실습생으로 한국어에 

대해 연구한 후 귀국하여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중국어과 

학생 몇 명에게 교외 보충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한국어를 가 

르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5편의 논문도 발표했는데， 

그 중 한국어의 존대법， 국어샤 한글의 발생과 한국어의 인칭문제에 대 

한 글은 헝가리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감스럽게도 뼈rtinfi 교수 

의 요절로 인해서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x)년대 말까 

지 중단되었다. 

현재 헝가리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는 부다페스트 

8) 헝가리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Gaoor Osvath(때:r3)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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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단과대학과 부다페스트대학교 두 곳이 있다. 

1) 부다페스트 대외무역 단과대학의 효L국어교육 

이 곳은 경제학과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1쨌년부터 제2외국 

어교육의 하나로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담당은 북한에서 유 

학한 Gabor Osvath 교수가 맡아오고 있다. 이 대학은 헝가리가 유럽연합 

에 정규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유럽연합의 요구에 맞게 주당 강의 시간 

을 25시간으로 줄이게 되었고(이전에는 ])-32시간)， 이에 따라 이해관계 

가 다른 여러 학과 교수들끼리 자신의 강의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경제학과 교수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주 

장을 관철시커는 과정에서 외국어 시간은 많이 줄어 들었다. 외국어 강의 

는 과거에 주당 6시간이었지만， 현재 1학년만 6시간이고 2학년과 3학년은 

4시간으로 감소되었다. 

부다페스트 무역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교육되고 있는 한국어 과정은 

다음과같다. 

학년 학기 과목명 시수 

1학년 
한국어 입문(a) 15주/6시간팬시간 1 

2 한국어 입문{b) 15주/6시간=~시간 

2학년 
비즈니스 한국어(a) 15주/4λl간굉시간 

2 비즈니스 한국어(b) 15주/4시간=ffi시간 

3학년 
한국어 비즈니스 commurúcation 15주/4시간=00시간 

2 한국어 비즈니스 레터 15주/4시간느00시 간 

총합계햄샌u 

두 학기 동안 진행되는 ‘한국어 입문(a， b)’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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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초를 익히게 된다.4시간은 헝가리 교수가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 

고， 문법에 대한 연습과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한다. 나머지 2시간은 

학생들이 한국 교수의 지도하에 회화 연습을 한다. 교재는 Gaoor Osvath 

교수가 저술한 〈한국어 입문 1, 2>(Kon얹i nyelv 머apfokon， 무역대학출판 

샤 부타페스트， 19l)-1ffi))가 사용된다 

‘비즈니스 한국어(a)’는 경제학 기초용언，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헝 

가리 경제의 현황， 남북한 경제의 비교분석 등을 디루며， 교재는 Gaoor 
Osvath 교수가 저술한 〈비즈니스 한국어 독본>(퍼g때asági olvasókönyv 

koreai nyelven, 무역대학출판샤 부타페스트， 1없1)와 기타 자료가 사용된 

다. ‘비즈니스 한국어 (b)’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한국의 일간 신문 기사를 

읽고분석한다. 

‘한국어 비즈니스 communication’은 물건 구매， 은행 엽무，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 대표단 안내， 수출입 협상， 취직 인터뷰 등을 디루며， Gaoor 
Osvath 교수가 직접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수엽을 진행한다. ‘한국어 비즈 

니스 레터’는 〈비즈니스 영문서식> (이성식， 조은문화샤 서울， l!m)에 입 

각하여 소개서 쓰기， 이력서 작성， 추천장 작성， 견적서 작성， 회신 작성， 

계약서 작성 등 실재 비즈니스 활동과 연관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목이 

다 

또한 정식교과 시간 이외의 보충 수업 형식으로 ‘한국의 역사와 지리’ 

라는 과목을 K Fendler 명예교수가 주당 2시간씩 가르친다. 학술진흥재단 

은 대외무역대학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명씩 파견교 

수를보낸 적이 있다. 

2) 부다페스트대학교(EL TE; Eötvös Loránd) 효댁어교육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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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후 양국간의 경제와 문화 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1~년대 초부터 한국측에서는 헝가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교인 부다페스트대학교에 여타의 다른 동양언어 학과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과가 아직 설립되지 못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으면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 

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 

그리하여 한국어학과 개설의 예비단계로 1띤7년 9월부터 한국어와 한 

국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과목으로 ‘한국어， 한국샤 한국학 입문， 한국의 불교샤 한 

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무속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화샤 과목의 강의 

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김보국 박사가 무역대학의 G 

Osvath 교수와 협력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의 대다수는 중국어과， 일 

본어과， 몽고어과 학생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40여 명이 수강 

하였으며， 부다페스트 불교대학 학생들도 4명이 청강생으로 이 프로그램 

에 참가했다. 

헝가리 학과 심사 위원회는 부다페스트대학교가 lffi7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한국어 

과 개설은 임시적으로만 허락을 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대학교의 재정 

적자， 한국학 교수요원의 부족에 유럽연합의 고등교육 개혁과 구조조정 

을 추진하고 있는 볼로냐 과정(Bol맹na process)의 영향으로 한국어과 개 

설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 :ro4년 10월 학기부터는 한국측의 

지원도 끊어진 상태에서 김보국 박사가 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 

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9) 현재 동양언어학부에논 내부 아시아학과에서 몽고어와 티뱃어가 전공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동아시아학과에서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이란어， 터키어가 전공으로 개설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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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루마니아의 효댁어교육10) 

루마니아에서는 1~년 부쿠레쉬티대학교 외국어학부에 학술진흥재단 

의 후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첫 개설되었으며 크라이오바대학교와 클루 

즈나포카 대학교에서도 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같은 해 개설된 바가 있 

다. 한국어 강의는 외국어를 공부핸 학생뿐만 아니라 정치학부， 경제학 

부 학생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기관(특히 외무부와 산업자원부)에 근무 

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청강을 했다. 

부쿠레쉬티대학교의 동%에학부에는 전공으로 아립어과， 중국어과， 일 

본어과， 터키어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인도어과， 페르시아과， 히브리어과 

는 부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 강좌는 일반 교양선택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m3 때4년도 학기에는 학진의 한국학 강사 

의 파견이 중단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지방의 클루즈 나포카 대학 

교， 크리아오바대학교의 한국학 강좌는 이미 폐강어 된 상황어다. 다행스 

럽게도 :ro4년 후반기부터 부쿠레쉬티대학교에 대한 학진의 파견교수 제 

도가 부활되었으며， 현파견교수인 황정남 박사의 노력과 한국에서 석사 

를 마치고 귀국한 Diana Yl뻐똥l 선생의 노력으로 %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격상되었다 

부쿠레쉬티대학교의 한국어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니뉘어져 

있으며， 각각 주당 2시간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급반에는 주로 외 

국어학부의 1학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약 a)명 

이다. 그러나 중급반 또는 고급반으로 갈수록 그 인원은 현저하게 줄어들 

어 중급반의 경우 초급반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5-6명 정도이며， 고급 

반의 경우 1-2명으로 줄어든다. 초급반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10) 루마니아의 한국학 현황에 대해서는 황정남(때4)의 도움이 컸다. 



370 국어교육연구 제16집 

발생하여， 학기말이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 원인은 첫째로 한국 

학 강의가 교양 선택임으로 강의수강에 의무성이 없는데다가 둘째로 학 

생들에게 한국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부전공으 

로 격상되면서 수업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에게 문법 강의를 포함한 회화， 

문화， 역사 강의 둥이 이루어지면 중도 포기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재로는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출간한 〈말이 트이는 한국 

어〉 시리즉 연세대에서 출판한 아@없1 Granmrr for In뼈1atiαJal I없없"S> 

가주로시용된다. 

한국흑에 부전공으로 승격되어 운영되면 제1전공은 영어가 된다. 부전 

공으로 운영될 한국학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년 과목명 시쉬주당) 

1학년 한국어 설용회화 4 

2학년 한국문학및문화 2(강의)+l(세미나) 

3학년 
한국어학t형태론， 의미론 동) 2(강의)+l(세미나) 

선택과목 2(강의)+l(세미나) 

2.5.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효택어교육비 

1뺑년 12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구(舊)유고연방은 이후 내전과 

UN의 경제제제 나토의 공습 둥으로 유럽에서조차도 고립되는 상황에 처 

해졌다. 하지만 1뺑년 9월에 한국어 과정이 베오그라드대학교에 신설되 

고， ID2년 2월에는 한국과 대사급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 양국간의 교류 

도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 

1뺑년에 베오그라드대학교 어문학대학 동양학부에 한국어가 선택과목 

11)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김선미(때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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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택됨으로써 시작된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한국어교육은 이제 걸 

음마 단계이다. 특히 베오그라드대학교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 과정의 미비， 교원 부족， 지원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베오그라드대 

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동양학부의 다른 언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한환경에 놓여 있다 

1925년에 개설된 동양학부에는 현재 동양철학과， 아랍어문학과， 터키어 

문학과，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히브리어문학과가 전공으로 교육되 

며， 선택과정으로 한국어과정， 페르시아어과정， 산스크리트어과정이 있다. 

동양학부의 일본어문학과 1학년 학생을 예로 들면 전공과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a)학점을 펼수로 이수해야 하며， 졸업 전까지 총140학점 중 ED학 

점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과목인 한국어 과정은 어문 

학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1학년-2학년 동안 2년간 수 

강해야 하는데， 1학년 과목으로 ‘한국어 1’， 2학년 과목으로 ‘한국어 2가 

있다. 이들 과목 모두 주당 2시간 2학점으로 학생들은 선택과목인 한국어 

과목에서 총4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m1/02학년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한 한국어 수강생은 :mvæ학년도 

에는 1학년 0명과 2학년 2명으로 줄어 한국어 과정 자체가 위기에 처했으 

나" :m3/04년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1학년 13명으로 수강 

생이 늘었다" :r뼈04학기부터는 일본학 개론 수엽 중 4주가 한국학 개론 

에 할애되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학기말에 

보고서 형식의 시험을 치른다. 

현재 한국어 강좌는 베오그라드대학교에서 유고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선미씨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재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나온 〈한국어 1>과 〈한국어 2>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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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불가리아으| 효닥학 교육12) 

불가리아에서 최초로 한국어 강좌는 1912년 3월에 소피아대학교 고대 

및 현대어문학대학， 동양어문화센터에 개설되었다. 일본학 전공과 터키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제2아시아어 선택필수 과목으로 2년 기간의 과정에 

일주일에 4시간씩 개설된 이 한국어 강좌는 실용 한국어(한국어 회화)를 

위주로 한 과목으로 당시 한국 국비장학생으로 소피아대학교에서 박사과 

정에 있던 필자가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교재(<명 

도한국어1，2>와 연세대학교 발행의 〈한국어>)을 들여와 강좌를 진행했 

다. 이렇게 개설된 한국어 강화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19J:i년 10월에 동 

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정식으로 개설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발칸 

지역에서 최초로 한국흑L이 전공으로 개설된 것이다. 

첫해에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은 옛 사회주의 시 

절의 교육법에 따라 5년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 다 

음 해부터 교육법이 바뀌어 한국의 대학과 동일하게 4학년을 마치고 학 

사학위를 받고 졸업한다. :ros년 10월 현재 한국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 

생은 %여명 정도가 된다. 현재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는 학부에 

총 38명(1학년 13명， 2학년 9명， 3학년 6명， 4학년 10명)이며， 석사과정에 5 

명， 박사과정생이 7명이 있다 학부는 한국의 학제와 비슷해 4년 동안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한다. 석사는 1년반 과정으로 강의는 1년 동안 있 

으며， 반년은 논문 준비기간이다. 박사과정은 수엽이 없이， 개인이 연구와 

공부을 하고 최소자격시험을 보고，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아직 

까지 한국학 전공 졸업생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졸업생 

중 한국정부장흑L금 또는 사비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서울대 국문과 박사 

12) 불가리아 한국어 교육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는 최권진(3:뼈) 참조 



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 문법 교육 373 

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국내 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로 석박사과정을 밟 

고 있는 학생이 8명이 있다. 

현재 소피아대학교 동%뼈문화센터는 4개 학과로 운영되는데， 동아시 

아어문화학패한국학 전공， 일본학 전공， 중국학 전공)， 터키-알타이학과 

(터키학 전공)， 아랍학과， 고전아시아학패인도학 전공， 이란학 전공， 아르 

메니아학 전공)이 있다. 동0씨아문화학과 각 전공은 매년 10여명의 신입 

생을 선발한다.13) 

한국학 전공 소속 교수진은 최권진(부교수， 언어학박샤 전학진 파견교 

수; 실용한국어， 한자 한국어문법 담당)， Y:뻐tsa Ivanova(조교수， 문학석 

샤 박사과정중; 한국현대문학， 한국문학입문， 실용한국어 담당)， 김소영 

(조교수， 현학진 파견교수， 언어학박새 실용한국어 담당")， Al없빼 Fedotoff 

(교수， 문흑빡샤 티뱃문학전공; 한국고대문학 담당")， SVI태a K1뼈:va-벼님leva 

(부교수， 언어학박샤 몽고 알타이어전공; 한국어문법， 통번역담당")， 

Mìroslava Dimiσova(전임강샤 문학석샤 박사과정중; 실용한국어， 한국어 

문볍 담당)， 퍼na Sotirova(전임강샤 문학석샤 박사과정중; 설용한국어， 

한자 담당)， Boyko Pavlov(시간강샤 국제경제문화 석새 실용한국어， 한국 

어샤 통번역 담당)， Veselin 않ynkov(시간강샤 정치학 석샤 박사과정중; 

한국근현대사 담당)， Raina Stoycheva(시간강사， 문학석새 한국학 입문)이 

있다. 여기에 일본학 전공 소속으로 Svet1ana Ivanova(조교수， 역사학 박사， 

일본역사 전공; 한국역사 담당)， Nako Stefanov(조교수， 경제학 박샤 일본 

경제전공; 한국경제 담당) 등이 한국학 전공에서 필요시 강의도 하며 학 

위논문지도도한다 

한국해외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lffi7년 7월에 한국학 전공은 단 

13) 한국학전공은 최근 4년 동안 소피아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전공 가운데 스칸디아비 
아학， 일본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입학 성적을 기록했으며， 때E년도 입학시험에 

서는 일본한， 중국학에 이어 역시 세 번째로 높은 합격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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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5층 건물을 완공하여， 이곳에 강의실， 언어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수 

실 등을 최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피아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이후 불가리아에 한국학을 보급 

시키기 위해 위 교수진에 의해 발행된 교재， 사전， 논문집， 문학번역서， 저 

서 등은 총 40권을 넘는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에서 현재 시행중인 4년제 학사과정 커리쿨 

럼은 크게 4개의 세부 분야←1) 실용한국어， 2) 한국어학， 3) 한국문학; 4) 

한국지역학(문화， 역샤 경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개설된 한 

국학 관련 강좌와 주당 수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년 과목명 
1학기 2학기 

주당수업시간 주당수업시간 

한국학입문 4 

실용한국어 14 

한국어-알티아언어학입문 3 
1학년 

한국문학입문 3 

설용한국어 14 

한국어 음성 어휘론 4 

설용한국어 10 

고대한국사 3 

고대한국문학 5 

2학년 
한국어 형태론 4 

한국어 구문론 4 

중세한국사 3 

중세 한국문학 5 

설용한국어 10 

실용한국어 10 

3학년 근현대한국문학 5 

한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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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한국어 10 

한자 4 

한국어사 4 

한국문화 4 

한국근현대사 2 

설용한국어 10 

4학년 사회언어학 2 

통번역 4 

실용한국어 10 

위 필수과목 이외에 교수진의 상황에 따라 전공 선택과목으로 한국전 

래동화， 한국민속학， 한국과 중앙。}시아의 무속， 한국경제， 동아시아불교， 

동아시아음악， 한국영화 등의 과목들이 개선된다. 또한 일본학 전공생들 

에게 실용한국어 과목이 제2아시아어 선택필수 과목으로 주당 4시간씩 

교수된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의 커리률럼의 특정은 실용 한국어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교과과정에서 실용 한국어에 

대한 시간 배정이 가장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학부 과정의 일차 교 

육 목표는 한국의 언어，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면서 졸업시 

에는 한국어를 구사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또 

는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한국어로 된 자료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실용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학부과정의 실용 한국어 주교재로 한국학 개설 초창기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행된 〈한국어(전6권)， 한국어 회회{전6권)， 한국어 

발음(전2권)>을 사용했다. 현재는 연세대와 경희대학교에서 발행된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학년생들에게 

는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아 한국 일간신문의 기사 등도 부교재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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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교재들이 불가리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 

성된 것이 아니어서 불가리01어를 사용하는 한국학 전공의 기초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김소영 교수와 펼자가 공동으로 불가리아인을 위한 〈한국 

어 회회{기초펀) (2(Xβ)>을 출판하어 1학년생들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 

다. 

실용 한국어 시간에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또한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고 숙지시키는 것은 펼수적인 일이다. 여기에 소피아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한국어 이론(문법)에 대한 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위해 한국어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 한국어 능력의 정확도 향상에 교과목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 실용 

한국어 구사 능력과 직접 관련된 한국어 이론 과목들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그 교육내용을 교수요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어 음성론과 어휘론 

수업시수; (주당 총4시간=강의3시간+세미나1시간/학기총수업시간 %시 

간) 

평7}; 시험(학습참여도 및 수시평가 점수 밍%， 기말고사 밍%) 

- 교육 목표;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음성적， 문자적， 어휘적 특성을 알게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이 과목은 한국어의 음운체계， 기초음성법 

칙， 어휘의 역사적 발전과 상황， 그리고 서법의 특성을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는 학습자들이 실용 한국어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의 서법와 정서법을 익히는 연습활동도 포함된다. 



- 교과 내용; 

• 한국어 문자체계의 역사 

·한글의 창제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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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체계의 역사적 변화 

.15세기 한국어 음운 체계 

• 한국어의 모음 체계와 그 역사적 발전 

·단모음 및 복모음 

• 모음 조화와 음장(音長) 

·자음 체계 자음의 분류 

·말음법칙 

·한국어 음절 구조 

• 연음법칙， 비음화， 자음동화， 경음화 

.구개음화 

·한국어 어휘 구성 

·한국어 어휘의 발탈 

·한국어 관용표현 

·한국어 어원 연구 

기초참고문헌; 

FαJOlogíya m koreyskì‘ ezik (한국어 음운론). 최권진. 소피아， 1ffiS 

Korey뼈y yazuJd한국어). 모스크바 1!*ì1 

5tzιiies in Korean Iinguistics. Kim-Renaud 서울， 1ffi7 

5tzιiies in Korean Etyrmlogy. Rams뼈t， G.I. Msfou. 1S49 

P따wlo，밍때 5tnαure rf the Korean LaJ핑wge Wan Jin Kìm 서울， 1m2 

(2) 한국어 형태론 

수엽시수; (주당 총4시간=강의3시간+세미나1시{lj학기총수업시간 %시 

간) 

펑개 시험(학습참여도 및 수시평가 점수 mo/o, 기말고사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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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특성을 알게 하고， 

한국어 텍스트의 형태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교과내용; 

·명사 (종류와 용법) 

·명사의 수와 성의 표현 방법 

·동사에서 파생한명사 

·인칭 대명사 

• 재귀 및 부정(不定) 대명사 

·의문 대명사 

·부정(否定) 대명사 

·수사 (종류와 용법)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불규칙 용언 

·용언 자동사와티동사 

.조동사 

·부사 

·시제와상 

• 법(rrrxx:l) 

·사동사와피동사 

·조사 

• 존대법 (형태와 표현방법) 

기초참고문헌; 

Morfologiya m koreyski ezik (한국어 형태론)， 최권진. 소피아 1體.

Koreyskiy ya긴Jld한국어). 모스크바 1!x)1 

StI뼈ies in Korean μ맹uistics. 빼n-뼈aud 서울， lffi7 

A Rrference 다TlJ1'P1T1T' q Korem S. Mar피l 도쿄. 1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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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rammr for Intermtiαr:ú Leamers. 임호빈 외. 서울， 1쨌 

『국어문법~. 서정수. 서울， 1(Rì 

『때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허웅， 서울， 1ffij 

(3) 한국어 구문론 

수엽시수; (주당 총4시간=강의2시간+세미나2시젠학기총수업시간 %시 

간) 

- 평7}; 시험 (학습침여도 및 수시평가 접수 많%， 기말고사 많%) 

• 교육 목표; 학생틀에게 한국어의 문장의 구조와 이론을 알게 하고 한 

국어의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힘양하여 학생들이 한 

국어 텍스트의 활용을 돕는 데 있다. 

- 교과내용， 

• 한국어의 구문론적 특성 

• 문장 속에서 단어의 결합 

·술부 

·주어 

·직접 목적어 

·필수 목적어 

·임의 목적어 

·수식언 

·부사구 

.종속문 

·복합문 

• 한국어 문장과 텍스트의 구문론적 분석 

기초참고문헌; 

Koreyski sin때sis (한국어 구문론). 스파스 랑첼로프 소피아， 1쨌 

『현대한국어 통사론~. 남기심. 서울， :m1 

『한국어 통사론~. 권재일. 서울， 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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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erence Gramrror q Korean. S. lV빼n. VI많lIDnt， 1m2 

Kon∞n Gramrror for Intermticrol Leamers. 임호빈 외. 서울" 1뺑 

3. 결론을대신하여 

동유럽지역에서 한국어교육 특히 문법 교육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황 

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3.1 효댁어와 조선어(북한멜의 상충 

동유럽국가들 가운데 사회주의 붕괴 이전부터 한국어(엄밀히는 조선 

어)를 가르쳤던 나라는 폴란드(바르샤바대)， 체코(찰스대)， 헝가리(무역대) 

이다. 이들 국가의 한국학 전공자들은 당시 국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북학 

에 가서 공부를 하고 북한말을 배우고 돌아와 각자의 나라에서 북한말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었다. 하지만 1쨌 l~년도 사이에 동유럽에서 공산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민주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한 이후 북한이 이들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남한이 급속하게 대체했다. 한국어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남 

한 출신의 교강사들이 동유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동유럽국가틀 

과 경제， 문화적 교류도 남한과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각 동유럽국가의 사회가 원하는 언어는 북한어가 아니라 남한어가 된 것 

이다. 그 동안 위 세 나라에서 북한어를 가르쳤던 전문가틀도 이러한 시 

대적 변화에 따라 남한말을 개인적으로 습득하거나， 남한에서 연수과정 

을 거쳐 재교육과 재충전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굽어진 습관을 단기간에 

바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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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가 상충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르샤바대 

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던 이민희(2003; 65-ffi) 교수가 잘 지적하 

고 있다;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는 서울 표 

준어이다 남한에서 온 한국인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고 또한 남한에서 

제작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 말을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남한과 폴란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 학생들이 서울 표준 

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를 가르치는 교수 중에는 아직까지 북한말에 익숙하여 북한식으로 발음 

하거나 북한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00년대부터 서울말과 조선어를 같 

이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이미 굳어진 언어습관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 

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출판된 사전이나 한국어 교 

재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한국어는 반드시 남한에서 사용 

되는 언어리야 한다는 의식이 절대적이지 않다 더구나 근래에 북한이 국 

제사회에서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하면서 일반 폴란드인이나 타 학과의 

학생틀 중에는 북한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폴란드 한국학과는 통일된 한국어교육의 지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일 

차적으로 몇몇 교수를 중심으로 그동안 담합적으로 이루어져 온 남한말 

에 기초한 한국어교육을 공식적으로 확정짓고 이에 따라 통일된 한국어 

강의와 교재 문법 사용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낱말 표기 및 

용어 사용에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공부한 학자틀은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퇴임을 하여 물러 

나고 있고， 또 현직에 있는 학자틀도 남한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너 

무나 잘 알고들 있다. 헝가리의 한국어 학자인 Gaoor Osvath 교수의 경우 

는 말을 할 때는 북한식 어투가 나오지만， 자신이 저술한 무역대학의 한 

국어 교재는 남한 출신 교사의 감수를 받아 모든 내용상황설정， 대화내 

용， 어휘， 문법용어， 문화 내용 등)을 남한어에 기초하여 만들었다. 이는 



382 국어교육연구 처1116집 

시대적 변회를 포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동유럽지역에서도 한국어교육은 

남한어를 기준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이다. 한국이 경제 

적으로 성장하고， 동유럽국가들과 다OJ한 분야에서 교류가 증진되고 또 

한국이 한국(어)학의 해외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에 북한의 

해외 한국학(조선학)에 대한 무관심으로 남한어가 북한어를 대체핸 이 

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동유럽의 사회변화 이후에 한국(어)학이 개설된 폴람드의 아담미츠키 

에비츠대학교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ó1--몬테니그로에서는 남한 출 

신 원어민 교사들이 활동하면서 남북한말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이 없 

는 것이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 

것이 출발하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피아대학교의 경 

우 한국학 전공 개설 초기에 옛 소련(레닌그라드대 출신)과 북한에서 수 

학한 사람들을 교강사로 초대를 했지만 대학 교원의 급여가 낮아 이들 

모두가 사업을 하겠다며 거절을 했다. 그로 인해 한국학 전공 초창기에는 

필자가 많게는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개 

설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학 전공 졸엽생 중에서 3명이 전임교수로 임 

용되어 불가리아에서 남한말에 기초하여 한국학이 발전할 수 있는 확실 

한기반이 조성되었다. 

3.2. 실용효팩어 교육문법과 효댁어 이론 과목의 결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의 학부과정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졸엽 후 사업적 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4년간 

계속되는 실용 한국어 수업이14)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에 맞춰서 이루어지 

고 있지만，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의 정확성을 함양하기 위해 문법번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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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도 동시에 실행된다. 

실용한국어 수업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구성에 맞춰 실용 한국어 수업 

을 함과 동시에 그 교재에 등장하는 문법 사항을 섣명하고 내재회를 위한 

반복과 연습을 한다. 또한 앞장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살펴본 한국어 이론 

수업에서는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한국어 문법 위주로 강 

의를 운영하며， 그 강의 내용이 실용 한국어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데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음성론과 어휘론’ 수업 시간에는 이론 강의를 한 후 

에 설용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 음성 음운론적 분석을 하여 

학생틀의 올바른 발음법을 익히 수 있도록 교육 학습을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학습한 후에 교재의 텍 

스트를 가지고 구개음화 현^J-이 일어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한다. 그리 

고 그 텍스트의 실재 발음을 라틴문자{발음기호) 또는 키렬문자로 전사하 

는 활동을 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 규칙을 내재화하도록 교육 

한다. ‘한국어 형태론’과 ‘한국어 구문론’으로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어， 매 

회 이론 강의 이후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에 맞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습 

활동을 한다. 텍스트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여 찾기， 주어 찾기， 

목적어 찾기 등등의 분석 활동을 통해 한국어에 관한 배경지식과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볍 규칙을 익히고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 

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보다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을운영한다 

3.3. 문법 교재 개발 

단일 언어권의 학습자로 구성된 소피아대학교 한국학 전공은 수업의 

14) 실용 한국어 수엽은 석사과정에서도 주당 4-6시간씩 실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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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언어가 당연히 불가리아어이다 실용 한국어와 한국어 이론 수업도 

불가리아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국학 개설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 

이 불가리아어로 된 교재가 없었던 것이었다. 실용 한국어 교재는 국내에 

서 개발된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교재들이 기초 과정 부분은 영 

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불가리아어로 된 한국어 문법서가 없어 수업 운영이 어렵고， 또 학습자 

들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둔 

한국어 문법서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한국어 음성음운론 교재인 

Fonologiya m Jwreyski ezik(한국어 음운론， 최권진， Shambhala, 1ffi))가 개 

발되었다. 이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보고 불가리아어 음운 체계와 

비교했으며 또한 음성음운론의 관점에서 상대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틀 

이 자주 겪는 읍운간섭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형태론의 교 

재는 Koreyska morfolo.밍:ya(한국어 형태론， 최권진， 소피아대출판부， 1m3) 

가 발행되어 있다. 이는 필자가 서정수의 〈국어 문법. 한양대 출판원， 

1~>을 기초로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불가리아인 학습자에게 실용 문법 

서가 되도록 쓴 책이다. 한국어 조사는 별도로 그 형태， 의미， 용법이 정 

리되어 Mαieli m slovσi formoobrazuvaneto v Jwreyskiya ezik(한국어의 

어휘 빛 형태 구성 요소， Svetla Kurteva 벼ncheva & 최권진， Shambhala, 

1ffi7l로 발행되어 있다. 한국어 구문론 교재로는 Koreyski sin뼈:>is(한국 

어 구문론， Spas Rangelov, Exel-M, 1體)가 기본적인 구문 구조를 다룬 교 

재이다. 외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문법을 교육하고 문법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 표준 문법서가 없어 다양한 어느 이론(주장， 

견해， 문법서)에 기초하여 교육과 문볍서 작성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국립국어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가 

발간되었다고 하니 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더 나。}가 그 표준 문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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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워크북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자료 접근이 제한된 외국의 상 

황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볍서와 그 워크북들이 

아주 긴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15)* 

[주제어] 흔택어， 효택어 문법， 교육과정， 효댁학，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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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eaching the Korean Grammar in East Europe 

Choi, Gwon Jin 

EVI엠T I얹mer of a foreign lar땅uage wants to cormnand the target lar핑뻐ge as 

fluently as a native s없ker of it. Even thought the prevailing foreign I뻐밍떠ge 

teaching theory puts its emphasis on the increase of the comrrrunicative lar핑뻐ge 

co~tence of the I않mer， it is inevitable to t얹ch and I얹m the 밍amrnar of the 

target lar땅뻐ge so that the leamer may use the language accurately 

This JX.lper looks into the histoη， current situations and the cunicula of Kon얹n 

studies in central and east European universities, their 없uliarities and then, Jmre 

specifi때y， the cuniculurn of Kon얹n studies and the Ko뼈n 믿arnmar t얹C비ng at 

Sofia U미versity， B버garia This paper shows that the Ko뼈n 밍밍nmar 없뼈ng 

takes a verγ J.I11lXlπant part in the cunicula and that it has a Jmre practical 

application rather than a theoretical one. 

πllS research reveals that in sorne universities there are sorne conflicts between 

the noπh Kon없1 variant and the south Kon없1 variant of the Kon뻐1 lar핑뻐ge 

con않ming which variant to be taught.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south Korean 

variant will prevail in the end in those universities. He suggests that the practical 

Korean lar땅뻐ge education should be cornbin려 with the Ko1'없1 밍amrnar COlπ똥S 

with practical, not theoretical, contents, in o!ider to increase the comrrrunicative 

co~뼈ce of the Korean 1때밍lage I얹mers. He maintains that much books and 

workbooks on the Korean grarrrrnar should be devel따rl for the Korean I뻐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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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achers and 1얹mers abræcl. 

[뼈 W뼈sl Kor많n 닙맹떠ge， Ko뼈n 밍cunmar， curriculum, Kor않n studies, East 

Eu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