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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세기 <<>년대부터 시작왼 중국어서의 한국어 교육은 안셰기 동안 우 

여곡절의 길을 걸어오다가 19J2'년의 중한 수교툴 맺으연셔 서왕올 맞이 

하였고 !Il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국력 위상， 한류 열풍， 중국 경제 발전 퉁 

에 힘입어 괄목할안한 성과흘 。l륙하였다 지금 현재 중국 내의 교육기관 

의 수와 학습자 규요 한국어 교육 연구 자료 퉁 지표어서 중한 수교 이후 

17 년간 한국어 교육이 고속 앵진해 왔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어학과 개설 수는 <<>년대 l개(북껑대)， &l년대 l개(대외경제무 

역대)， 00년대 l개(낙양외대)， 111년대 2개(연변대 북경져2외대)에서 때7년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인훈학연구씬 국어문화원1 다문화연구소 주칙 짜X년 저E 

m한국어교육연구 굿셰학술대회 해외 한국인/동포흥 위한 한국어표육의 연빵과 파 

셰(앙IU2!이 온회의얘 서 발'"한 내용용 수정， 보완한 것잉 
.. 중국 북경져￠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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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개로 늘어났다 재학생 수도 00년대의 10여 영어서 1.2안 영이 

늘어났으며 교사 수도 10여 명에세 g여 영으로 징계되었대l 여기에 사 

컵대학이나 전문대 및 사설학원의 수강생들까지 다 합할 경우 그 규모는 

25안 영 이상으로 추정원다 교육기관의 폭중， 교육자 및 피교육자들 규 

모의 확대는 한국어 교육이 중국어 서 호항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전성기 

에 도달하였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중국어’서 선생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다흔 하나의 지 

표로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오는 교재냐 연구울올 틀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서정인 북경의 도서벌영예 산더"1처럽 배열되어 있는 한국어 교 

재 코너에서 해마다 중국과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개최되는 세이대)에 

서 각종 학술지에 게채되는 한국어 교육 개인 성과물을에서 그동안 한국 

어 교육이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를 모았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이 최근 10여 년간 급성장을 보인 실혜를 한국 

어 교육계 곳곳어서 엽제 찾올수 있다 하지안사울의 말선 법칙이 그러 

하듯이 한국어 교육도 그 전성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l) 김영훌0Xflb:l)의 홍재 슷，\융 따론 것인에 이는 킥컵대학의 용계숫자안 포항원다 
사싱 이 숫자는 사링대악과 IDll년의 개설 대역융 포항하지 않은 슷자호 실제 숫자 

는 이것보다 휠생 않옹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국가쿄육￥ "ðJJl년도 고둥악교 전공 

개설 웅욕 및 싱사 이훈 경과에 관한 쿄육-'1-의 용지(용꺼i'$:k :J 상끼mJ71f.IOJ!j '$i 

￥~.~.ftlUl~i;rA::에 i.m;!li씨께때써‘’'trr:; [a:æ] 2당r애 따르연 때7년 한국어학 

과의 설업융 비중한 대학으로는 경링사명대학 둥 8개소가 .\고 잉B년 양에 또한 화 

중사엉대학 동 12개 대엑써 한국어학파의 셜링올 비준하였다 따라서 충극에서의 한 
극어학과 개설옹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용을 알 수 있다 

21 중국 내에셔의 한국어 교육 전국억않대회로는 연연파악기술대학과 중국한국1초센어 
jl욕연구악회 두 개 기건에셔 개최혀였었다 연언의기대에셔는 1명까3￥터 l년애 한 

언썩 개최하였고그후 ax:셔년￥터는여러 가지 헨인으료중단되었다 중국한국(조선j 

어교용연구악회는 Jl)l년에 양쪽혀여 지금까지 해마다 한 번씩 정기악술대여용 모 

갱하었으여 춘비안계의 논용징까지 "-.영하연 모두 7권이 발간외었다 그 외 각 지역 

엉위호 영 년에 최저 한언 정도의 각종 영식의 워크용이 진앵되는 것으호 추갱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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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형게 쉽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당연한 문제가 도대체 

우엇이며， 이를 원안하게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정책객 차원에서나 교육경 

영챔운 물론 현장 교확” 옴당고 있는 교사틀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용 

수 있다 륙히 지금 미국알 금융위기로 션 새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 

실 속에서 1 또 개혁개방 후 줄곧 두 자리 수로 급성장하던 중국 경제도 위 

기에 직연하고 있다 이흘 극복하기 위한 정후 차웬의 구제냉얀을 모색하 

는 이 시기에 한국어 교육 실태흘 정겸하고 향후 항구적인 발전올 위한 

뺑}을 강구하는 것이 자옷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황파 파재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앵 

되어 었다고 올 수 있다 중국 지역에서의 논의률로 보연 노금원!!!Ðl， 김 

기일13XX)l， 박종급(:n:J)I， 최희수〈있x)l， 강보유{<!Xlll， 하동얘(<!Xlll， 손정일 

(잉lll， 깅정선αX!il， 신향회{때7)， 깅병훈('X1JIaJ， 겁병용{때)bl， 조항록 

('X1JII, 이온숙('X1JII， 제효원:m!l 퉁이。1 있다 이런 논문툴애서는 중국의 

한국어 알전 현땅융 소개하고 교육 과정， 교재， 교사 자정 퉁의 문제정율 

제기하였으며 발전 앵안올 살펴보았다 륙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항록 

(:llη)이 엉세계적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도척 촉연에서 한국어 발션의 

파채를 제시한 것이다 제도적 측연에서의 켄트흘은 한국어 교육이 장기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올 마련해 준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용수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연구들을 기안으효 북경융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교 

육과정，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재 및 한국어 연구 상횡올 살펴보고 지긍 

이 시기 도전한문제정을 찾아보고 향후 알션 모앨을모색하는데 그 연구 

목적윷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핑자는 잉R년 11월 13일 15잉까지 북경 

지역의 9개 대학 판련 교육 당당지에게 셜문지 및 전회조사률 실시하였다 

31 이외애도 한국과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채‘와 판련원 연구가 
있용 것이라고 추욕이 되나 온용에셔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도혹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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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교육현황 

북경지역 한국어 교육 얄션 단계를 살피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이 어떤 말전 단계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서 살여불 멸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발션 단계를 연일히 검토하는 것은 향후 발전에 파제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틀을 보연， 중국어 서 한국어 교육 알선 단계툴 김경선(J:Xli) 

에서는 1단제조션어 교육 시기， 19얘 1!Ð2년)와 2단계(한국어 교육 시기， 

l!ID-현쩨로 시기 구용올 하였고 깅석기(J:Xli)에서는 제l기(준비지 19<& 

1!!71년)， 제2게도약기， lg깅-1!Ð2년)， 저1137](발전71， 1!Ð2-1쨌년)， 제4기(성 

장기， am-현재)로 구훈하였다 조항록{찌:6)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실제 

연화흘 기준으로 l단계(태동과 정진척 발전기， 고대 19í\1년대 초반1， 2단 

계(도약기， 19í\1년대 중얀!!ro년대 초반)， 3단계(전환기， !!ro년대 중얀 

현재)로 구분하였고 민현식(J:Xli)에서는 한국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 설 

립， 교쩨 개발사 웅 교육 내적 기준으로 구용하여 현대 한국어 교육사흘 

준비기(1M;'년-19í\1년대 일)， 발전기(!!Ø)년대-1!HJ년)， 성장]I(I!ro년대 

현재)호 구훈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마다 한킥어 발전 단계에 대한 시대 

구용이 대체격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안 견해 차이를 주옥힐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경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단계흘 아래와 겉이 

용류해본다 

! '<1"(훌비71， 1940년 충'lIl-1!Ð2년) : !!Ð2년 전에 셜링왼 북경 지역 한국 

어학과는 교육 내척인 요소 교사 쿄째， 교수방엽， 연구 동얘 있어서 요 

육 목요 랄성에 컬핍생율 드러내고 있용 원얀 아니라 인쩌 배양 옥척도 

4)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욕 양전 당제 구용옹 장효얀(앙J7.11 -잉 에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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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갱￥격 차원어 서 우호*멘 조선과의 교츄훌 위해서였다 

2당셰뼈갱기， 1!!l3년-2(XI)년대 초): 1!!l2년 중한 수교가 이루어진 후 북 

경 지역의 대학을에서는 한국 대학파의 쿄류흘 위해 한국어학과 설링의 

펼요성율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경채2외대， 욕경외대 북경어언대 

동 3개 대학에서 한국어학파흉 설렵하여 학생 오징율 실시하었고 션국 

적으호 우려 19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학생융 요집하기 시착 

하였다 경재객인 연으효 올 때 이 시기는 한국 자본이 정차칙으로 중국 

으로 유치되어 한국어 인재의 월요성융 느였으나 한국이 19J7년 긍용위 

기를 맞이하어 한국어 인재 수요량이 출어툴었다가 aXXJ년대에 틀어서 

다시 늘어냐기 시작했다 ~，술 연구 연에서 용 때 1멤년부터 연연과학 

기술대회h에서 가장 언저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올 개최하였고 1!!l3년에는 

션국격으로 용일원 교재 연잔 퉁 공동 연구의 옐요성율 느끼게 되었다 

3당져(갱생71. 2(XI)년대 초-연져) 펼자는 이 시기흩 한국어 교용의 션성 

기라고 영영하고 싶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21세기에 정어틀어 교 

육기판과 학생 규요 묘육 자.il， 학슬 연구 퉁 지표애서 전성가흘 맞이하 

였다는 것융 얄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어 교육기판의 지위 격상，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확-". 활얄한 학술 연구， 11양한 인적 교류， 한국어 

인재 수요 급중 동얘서 전성기잉올 확인한다 

다옴은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전성기 단계의 한국어 교육 혐황올 교육 

기관과 학과과정， 교사와 학생 교재사용，~낼연구 퉁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도록한다 

2.1 교육기판과 학과과정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셜렵 년도와 학과과정올 정려해 보연 다융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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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 1) 효닝빽획피 설립언도잉외 획과'1ÿ.엉 

대학영 
학얘니대학원” 

3년제 학￥ 석사 박사 
륙성화과정 

셜렵년도 요흰 2’2 기티 

용경대 l!Wi(lmJ ι J J J 칙수정웅 

경제우역대 l잊l2i 1잊Ð) ι J J J 통사용역 

북정*외대 1972l:ímll J J J 
싹정외얘 l됐('IfJJ7) J J J 욕수정공 

북경어언대 )!If>GIXl;) J J J l‘3 
중국전매대 :m2 ι J 3‘l 
중앙인족대 :!l)I(aJ1 이 J J 
짝정연앙대 lXE J 
북경용엽대 때7(a)10l J J 

. (j안의 년도는 대학앤 성링년도 

위의 도표에서 각 대학 한국어학고}는 10여 년간 인재육성과 교육방안 

연에서 왈옥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올 수 있다 mJ년 이전만 보더 

라도 북경대와 대외경제무역대에서안 석사과정을 모집하였는데 :mI년 

이후로는 모두 5개 대t낭”서 석사과정을 모집하고 있고， 그 외 민족대와 

북경공업대에셔도 석사과정 모집 계획이 있어 "0'후 대부분의 대ξ에서 

석박사생올 모정할 것으로 선앙한다 따라서 한국어 배양 능력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것올 알 수 있다 특히 북경대는 때7년부터 박사 과정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교육체계의 툴이 잡혀 있다 교 

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욕껑연합대를 제외한 모든 대ξk툴어 서는 한국 

자얘대ξk툴과 자얘교류 판계로 학생을을 한국에 파견하고 있고 북경어언 

대와 대외경저무역대， 중국천매대에서는 한국 대학틀과 '2+Z, '3+1’ 공동 

5) 이은숙{때r.<;)의 조사에 의하연 대2'정찌우역대악용 1!!ll년에 성컵외어 l었1-1971 

낭 l인7-1없년까지 억생 오징율 두 번 중앙혔다가 1!ffi년우터 억생 모집올 재개하 
였다 용경제2외대는 Igη년얘 한국어학과가 개설외어 l기 학생융 오징하고 그 후 

학생 오징올 중단엉아가 1M년에 재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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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교육부 소속 국가유학기긍 

관리위원회(1'iiI家없후훌&한理훌히쫓)에서는 해마다 전국의 한국어학과 

대상으로 남북한에 각각 ffi영의 국가장학생올 선발해 반년동안 어ξk연수 

유학 프로그램을 용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힐 부분은 북경대와 북 

경외대는 한국어학과 재학생이 복수전공올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일 

한 한국어 인재 배。빼서 벗어나 복합형 인재 배양의 새로용 모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외경제무역대는 동시 홍역대학원까지 셜렵하였는데 이는 한 

국어 교육의 시장성올 그대로 반영했다고 힐 수 있다 이와 같이 북경지 

역의 대학툴은 10여 년 전에 비해 한국어 인재 육성 모델이 다양화되었융 

을 말해 주며 대학교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용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기관을은 상위 

학과의 하위 전공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최근 틀어 독렵원 하나의 학과로 

격상하게 되었다 이는 1때 년간의 딸션을 거치연서 한국어학과의 지위가 

대학 내어 서 인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이하기도 한다 이제 한국어학과는 

대학 내의 독립학과 단위로 일정한 앵정력을 갖고 있고 알힐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띨전에 을랫폼을 구축였다고 율 수 있다 

한국어학과가 그동안 인기률 받으며 급속도의 성장올 보였지안 이런 

급속도 성장의 내연에 안고 있는 문제를 곰곰이 살며본다연 언저， 욕경지 

역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9개나 펼요한가? 륙히 앞에서도 지척했듯이 중 

국 내에서 aæ년에 중설한 한국어학과가 8개， :mJ년에는 잉개나 왼다 

전국 각 대익에서 한국어학과가 우후죽순아냥 신설되고 있는데 학과개설 

의 멸요성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 신설 한국어학과는 교육 청 

학과 뚜렷한 교육 목표가 있는가? 만얀 이런 문제정틀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설했다연 풍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특히 한국이 매F 시 

대를 겪으연서 한국어 교육이 주충거였던 경험과 또 :mJ년부터 시작된 

글로영 경제위기에 봉착한 현 시정올 고려할 때 한국어 교해 적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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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1낸다 

2. 2 교육자와힐염자 

221 교육자씬앙 

북경지역 한국어 교사 현황을 교사의 구성， 최종학위1 교사 직급 퉁 세 

가지로 냐눠서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설영해 룰 것은 용경대의 

한국인 교사 한훈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종신교사로 채용했 

기 때문에 최종학위와 직급 통계에 본 교사풀 포함시켰다 그 외의 한국 

인 교사들운 충국 대학 내 티오애 영향올 끼치지 않기에 최종학위와 직급 

홍제에 포항시키지 않았다 

〈도요 2> 북경지역 효5써 교사 얻g 

교사구성 척홍학에 jl샤 칙당" 

대학영 
중국인 

3l대 
.，대 잉대 

한국인 악사 석사 교수 푸표수 강사 조교 

이하 

북경얘 3 l 4 1-' 6 3 3 3 3 
경찌우역대 3 2 3 l 5 3 2 4 l l 

혹경꺼￠외 대 6 l 2 2 5 3 4 

북경외대 4 l 4 2 4 2 l 2 l 

욕경어언대 4 2 6 2 4 l 2 2 
중국전얘대 2 1 l l 2 
충양민족대 2 2 3 l 3 l 

육정연앙대 3 3 l 2 3 
북경공영대 2 l 0 3 l 2 

앙겨1 
g 9 9 

m g g 9 16 19 4 
'17 



충극 북경 지역 언국어 쿄육 현황파 파셰 ‘1 

북경 지역 한국어 교사는 1!ID년의 31명71에서 :rol년 12월’}지 찌영으 

로 9년간 fíl% 이상 늘어났다 연령올 본다연 I대 빛 이하 4)대， SJ대가 

각각 62%, 1m 뻐6를 차지해 찌세 이하의 교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4)대， SJ대 교사 인원이 10년 전과 "lii!할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어 교육은 4)셰 이하의 젊은 교샤을 위주로 진앵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우여곡절로 알며양}4)대 후반 $대의 중견교사가 부족하 

지안 이 문제삼-10년 써에 채} 해결휠 것이다 현직 교사들의 천공 

올 초사해 본 결과 문학 전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어학 전꽁이 그 다 

옴으로 차지해 다소 단조로용 특정올 나타냈다 

한국인 교사는 보통 한 대학당 1명 내지 2영， 많이는 6영까지， 합계 a 
영인데 1!ID년의 7영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리 

고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학과의 학부， 석사 파정에 모두 투입되었다는 것 

올 조사로부터 알 수 있었다 한국인 교사는 보홍 한국 자얘대학의 파견 

국제교류재단 파견， 혹은 현지 채용으로 충족된다 북경지역의 한국인 교 

사는 보흉 박사 학위 소지자가 위주이고 원어민 교사로서 환당 역할을 충 

환히 발휘하고있다 

교사틀의 최종학위를 볼 때 석샤 쟁4 박사 앓%로 10년 전의 석사 학 

위 위주에서 박사 학위 위주로 정차 전환되어 간다는 것융 알 수 있다 욕 

히 여기서 주옥할 것은 석사 학위소지자라도 거의 대부분 젊은 교사들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3년 정도 지나연 박사 학위 소지자 7f1!{, 이상 

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앙왼다 

교사틀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강사 비율이 SI&19.로 비교척 합리격이 

다 흉계에서 보듯이 부교수가 16영으로 전셰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 계충의 교사들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냐 연구에서 왕성한 혈기를 

61 충국 얘학에서 강사 칙급용 한국의 초교수에 해당하교 조표는 전임강사에 혜양왼다 
71 이하 1911년의 용계는 모두 노급송{J9Ð26)의 용제용 기중으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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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최근 틀어 늘어난 젊은 박사 학위 소지자는 숭진에 유리 

하게 작용하여 전체 한국어 교샤들의 직급올 향상시켰다 

전반척으로 올 때 북경지역 한국어 교사들의 학위， 직급 퉁 연에서 향 

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사 규모가 아직까지 기타 외국어학과에 비 

해 작으며 교수， 푸교수의 더육 높응 비헤 확혹 한국 문t‘이나 어학 전공 

이 아닌 타전공 예툴 툴연 문회나 경제 출신 교사 선발 풍과 같은 문제정 

이존재한다 

222 획습자힌횡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학생 현황은 다용과 겉다 

〈요 3>'\정지역 대획 재!LR생 언g 

대학영 l찍년 2억년 3학년 4학년 석샤 아사 앙계 

욕정대 E 14 E iO a 4 '" 경찌우역대 뻐 19 뻐 19 2Jj 1m 

육경껴￠외대 <6 48 g 2껴 3 lffi 

북경외대 % 24 24 2껴 8 I여 

액경어언대 <6 57 31 g 8 171 

중국전얘얘 16 a ]; 

중앙인족대 g g fj) 

욕경영앙대 'lI g g lIJ 

육경용엉대 9 19 g 

앙계 744 æ 4 816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총 재학생 수는 1!Ð3년에 2D영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816영으로 그동안 061명이 중가하였다 석박샤생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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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16명에서 72영으로 늘어났고 향후 계속 중가할 것으로 전망왼마 여 

기서 주옥되는 점은 욕경외대와 어언대는 없B년까지 격년제호 학생을 

모집하다가 X뼈년 이후 매년 모집으호 전환하여(이은숙， ~471 ID!년 

말ηf^1 학생이 용걷히 채워지게 되었다 중국 교육￥는 1!m년부터 대학 

모집 정원잉을 대폭 확대하]1 시쐐였는데 한국어학과 학생 모집도 중국 

고등교육 정책의 힘을 입었다고 올 수 있다 

학생 모집 규모와 차웬이 현저히 힘i상되어 북경지역에서는 학생들울 

대상으로 하는 용변대회， 액일장1 연롱대회1 체육대회1 석사생논문발표회 

퉁 각종 앵사가 개최되는데 이는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학생간의 친션을 

도모할 뿐안 아니라 한국어 학습 흥취흘 유말하고 핵습 적극성율 을러일 

으키는에 긍정적인 역할올 한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일안은 아닌 것 같다 

첫째는 교사에 비하여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션의 소규모 그륭의 한 

국어 교육이 대규모 그홉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획습효과를 거두기가 어 

렵다는 정이다 둥째는 북경지역의 한국어학과 졸엽생의 취업률을 얼마 

만큼 보장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η년 한국 1MF 시기에 북경지역 한국 

어학과 종업생 취엽률이 저조었던 것파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경제 위기는 aXlJ년도 취엽률에 악영향율 미치고 있다 

2.3 한국어 교재 시용 현횡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이 최근 틀어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 

8) 풍긍 요육우 용빼이지Ih따μ'/www:rrre뼈，m) 뉴스 융해 션극 고동 교육 잉학 정왼 
대폭 중개今1f'.'ì':띠 ~':j :r~t1m!tk’‘여끼삐’(l!!!J년 6월 2s일)애 의하연 l잊8년의 대 
학 잉짝 정씬이 앵효 대욕 증가되었고 그 후 대학 모집 정씬이 꾸춘히 중가하였으 
여 'XJ1l년부'1는 대학 잉학 갱원 규모흉 다시 억제하기 시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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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율로 바로 표재흘 툴 수 있다 손정일(:roÞm-513)얘서는 중국애서 

출판된 m여 종이 되는 한국어 교재흘 소개 훈류하고 교재 개알 파채에 

대해 제시한 적이 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판원 교재 수는 이 숫자흘 훨 

씬 초월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한국어 교재을율 보고 

서정율 방문항 때마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자플로 하여긍 청딴올 지아 

내게 한다 한국어 교육 자혀 다양성파 풍쭈항은 북경지역 교재 사용 

조사에셔도 영확히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연 각 대학에셔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중국학자틀에 의해 연찬왼 교재가 주를 이루나 중국에서 출간왼 

힌국 원서흩 사용하기도 한다 

각 대t에서는 초급 단계의 종합， 듣기， 회화， 읽기 퉁온 울혼 고급 단 

계의 문엉， 번역， 용역， 문학， 비즈니스 판광 동 교재까지도 국내에서 출 

판원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l뼈 년 전의 교용 자료가 확보되지 앨}서 

한국애서 무조건 ’가져다 쓰기’에 비해 지긍은 교재 선쟁의 쪽이 넓어져 

갈팡질팡 혜매는 모습융 드러내고 없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의 기본 요소 

의 하l변l 교째 연찬에 한국어 표육자나 연구X뚫이 성혈율 기율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애 대혜 긍정적인 명71훌 힐 뻐}고 생각한다 

그러냐 교육용 자 . .5.가 일"1- 확보되었다고 혜서 교육 현장에서 100% 안 

족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조사에 의하연 초급 단체의 교재는 엽게 찾 

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고급 단계에 사용되는 흉합 표재라든가 문화， 작 

문， 한국개황 퉁 교째는 ￥족함올 나타내고 있고 욕히 시청각 교재가 지 

긍까지 출판되지 않아서 시급히 필요해 또 지긍 초창기에 처한 석사 

파갱옹 교재가 릭없이 ￥촉하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출판되는 다t챔 교 

재는 학숨자의 기호와 놓력얘 따라 션택의 쪽이 녕어졌다는 정얘서 좋온 

일이지안 반연에 교재의 홍일성과 체계성율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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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효댁어교육연구 

연구와 교육운 울가훈의 판계로서 질 높온 한국어 교육율 위해셔는 연 

구 성과융율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고퉁교육 전반에 비추어 볼 때도 

채직 교사의 숭진이 연구 능력과 연구 엉적파 밀접히 판련되어 었으므호 

최근 툴어 한국어 교사 전씬이 연구 활동애 척극 가당하고 연구 실객 또 

한현저히 향상되었다 

언저 학회 활동안 보더라도때1년에 중국 한국어표육연구학회가 발촉 

되어 l년에 한 번씩 전국~술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쭉갱지역 대아툴애셔 

는 또 잉$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의 지웬으로 교수간당희흘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경대， 북경제2외대， 민족대 둥 대학에서 북경지역율 위주로 

한국어， 한국 문학 교육 세미나흩 개최한 객이 있다 총격으로 률 때 각 

대학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교육 획h술대회， 혹은 교류회가 늘어냐고 있는 

추셰이며 육경지역 대학 연구비가 늘어냥에 따라 이런 추재는 계속 지속 

휠 것으로 션앙왼다 최근 툴어 교육 연구 지원이 늘어나 재칙 교사라연 

누구라도 소속 대학1 북경시교육위원회1 교육푸에 프로젝트 신청이 가능 

함으로써 전반 연구 환경이 엉그해이드되었다 

중국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율옹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여 볼 수 있 

는에 하냐는 전국 한국어 교육 tι술대회의 논문집이고 다흔 하나는 갱기 

간뺑율.，이다 언저 한국어 학술대회의 논운정 일간올 본다언 연연과학기 

술대학얘서 1!117년부터 시작한 중국지역 한국어교육학술대회에서 발간왼 

논문징이 지금까지 7권， 중국한국어표육연구학회에서 알간원 논문집이 7 

91 충국에서 나은 외국어야 달리 한극어는 。1<1까지 한국어 연구 정식 간앵을이 없'1 

율옹 죠선록 초중고퉁 어문 악습융 연구 대상으호 하는 약술 간앵융로 -충극 호선어 

용·이 잊기는 하지안 이는 외국어오서의 한국어 교육과는 사이가 잊다 다앵히 근년 

에 한궁어 용이 일연서 한국어 g육 안연 ‘r용융 잉이 -중국 조샌어운’에서 앙이 깨 
애하고잉는 연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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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얄표왼 논문도 %연에 달한다 이상 논문은 주로 한국어로 한국어 운 

법1 말하기1 듣기， 교파과정， 한국 문화 퉁으로 한국어 교육과 일접히 판련 

원 주제이다 다옹은 회않지에 게재왼 한국어 관련 논문틀올 때1년 l월 l 

일부터 때B년 5웰까지 αKIIO)의 흥계에 의하연 모두 118연(73(한국어). 

뼈조선어11이다 1001년 l월 1일부터 없m년 12월 31일까지 모두 æ연122 

(한국어).얘조선어))인 것에 비해 2배 가η}이 중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울론 여기에 때g에 수록되지 않은 ‘중국조선어문’이나 기타 학술지 

에 게재된 것이 더 있겠으나 통계를 잡기에는 쉽지 않았다 

한국어 연구가 최근 틀어 활발한 것얀은 사실이다 그러나 깅영용 

('JJJla)이 제기한 대로 논운의 수준 %냉이 절실하다 중국에서 한국어 연 

구는 서땅의 언어학 이론이나 한국 최신 이론을 웬용하는 데에는 거의 도 

달하지 옷었다 또흉계 수치어서도나왔지얀한국어로발표한논문이 중 

국어로 발표한 논문올 능가하므로 다른 외국어학파와 알려 왼어로 원 논 

문 "1융은 높지만 중국인 독자충이 두엽지 뭇하여 한국어 연구에 판심을 

오으기에는한제가있다 

3 향후과제 

앞 장에서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현황올 살펴보고 존재하 

는 문재정틀에 대해서 지적해 왔다 그형다연 현 단계 성장세를 걷고 있 

101 중국지"J{'jl며.，뼈， "Mtri-Ilwww며이"'1옹 션킥애셔 앨긴되는 대￥분의 ’냥지와 

전국 우수 석악사 농운율 소장히fe ... " 요육우 산하 짝슬 디지형 도서판이다 옹 
고는 찌옥이 한국어‘ 혹옹 죠선어’로 되어 있는 농푼융 검색한 경과톨 용계 숫자로 

이용했는데 이외애도 셰용애 ‘한국어‘ 흑옹 ‘죠션어‘가 롤어있지 않더라도 내용이 

한국어 쿄육파 판련원 것이 있옹 것이라고 잉지안 연의상 위의 제욕과 관련원 것 
안정색해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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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를 어떻게 하연 지속시킬 수 있올까? 이와 같은 과제는 어느 개인 

이나 교육기판이 수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 교육 부서， 한국 

어 교육기판， 교육자 전문7f， 한국의 관련 기판이나 단체을 모두의 유기 

적인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교육기관， 교사 자질， 표재， 학술 연구 둥으로 나누어서 한 

국어 표육의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3.1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한국어 교육의 모든 과정을 판장한다 특히 중국어 서의 한 

국어 교육기관은 대학 내의 정규 부서로서 학생 모집， 교육 옥요 커리률 

렁 작성， 취업 및 교사 채용 퉁 모든 과정에 창여한다 하지안 지속적인 

말전을 바라는 한국어 교육은 중대한 도전에 직연해 있다고 흘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공제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지 

속적인 경제 성장1 중한 양국 교역액의 지속적인 중개l )， 대중 한국 자본 

의 지속적인 유입l낀， 한휴 열용， 중국인의 유학 용 둥 요소의 작용으호 한 

국어 인재 수요량이 급중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도 앙쩌 늘어난 것도 사실 

이다 이에 대비해 용경지역에안 하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4개 대ξ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중국 전역에 근 00개의 대~"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셜되었다 그러나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수요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다 언저 한류 열풍의 지속에 대해 모두가 풍의하지 않으며1 

111 중국세관총서('1'며11:i~.ú'X)의 용겨에 여프연 때7년 중한 양국간의 쿄역액온 
I$)억율호 한국옹 중국의 얘얘 우역 대상국으료 부상었으며 한국 판세찌의 용계 

에 따르연 때7년 한웅 양굿 요억액온 1>5)억울로 중국용 한국의 찌1대 우역 대상 

극으로￥상었다 

121 중국상우푸의 용계의 따르연 때7년 일년 {당의 대충 무자 설앵액용 :li8억당러로 

찌3위를 차지었지안 없g년 1←2월에논 루자 씬앵액이 7억g러로 *잉1로 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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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ml년 l훨 l일부터 새로훈 노홍법 실시와 근로자의 임금 인상 퉁 

으로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131이 나타나고 있고 ml년의 긍융위기로 

한국의 대중 투자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학교는 

내적인 역향을 통웬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성을 충용히 고려한 한 

국어 인재 수요를 예측하고 학과 신설올 억제하는 한 연 우분별한 학생 

모징융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울흔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어 인재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3)년 전과 같이 학생 모집 중단이나 학과 예쇄 현 

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학교 상호간 협동을 통해 학생 모집을 출이고 한 

국어학과의 신설을 자제하연 한국어학파의 건전한 말션올 지"0'할 수 있 

을것이다 

둘째， 한국어학파 커리률령의 개선이다 북경지역 한국어 교육의 환경 

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시대적 수요와 교육 옥표에 따라 짧게는 3 

년에서 길게는 5년에 학과 커리률링을 수갱 보완함 웰요가 있다고 생각 

왼다 깅영훈{<lXl7a:3))에서는 중국의 한국어 선공자는 간탄한 상당 홍역 

은 가놓하나 자신의 판정이나 또는 현생않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데는 어 

허용이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기타 외국어 전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국어 전공자의 직엉 생애에 있어서 용좌하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폭 

넓온 지식 구조툴 구비하고 있지 않아 개인 얄천에 울리한 연이 었다는 

것이다 안약 타션공자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왼다연 한국어 전공자가 갖고 있는 우세는 상설되어 버리고 안다 이에 

따라 한국어학파는 시대의 수요에 발맞춰 한국어(주전공).전꽁{부천공)， 

전꽁{주전공).한국어(부전공)， 2'2 둥 파정을 개설하고 경제 문화 관련 과 

목올 추가 개성힐 필요성융 느낀다 울론 북경지역 일부 대학에서 복항형 

인재 양성율 위해 다i양한 프로그램을 용영하고 있지안 그 효과는 어떠할 

13) 중학 환구시보m'J<RJ Ill， :ml년 2영 어일)‘ 국제성구도호(띠!;";Æ~.Iß냥Ill， :ml년 2 
월 15'영) 풍 중극 언용얘 보도원 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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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켜펴야 알 수 있융 것이다 

셋셰 교사 선알의 공개성이다 교사는 한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훌흉한 교사의 초빙은 한국어 교육의 질올 향상시카고 한국어 교 

육율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툴어 중국 대학 내 교사 선발이 많이 공개원 

것용 사실이지안 아칙도 비공개효 진앵되어 투명성이 떨어지고 학연 워 

주로 모집이 진앵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션엘에 있어셔 학력， 능력도 중 

요하겠지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온 안채정신과 협동심이라고 보겠다 

왜냐하연 한국어 교육기판용 어느 한사랍의 힘으로 알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성원틀의 합심으호 발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기관은 더육 넓은 벙위에서 다앙한 션얄재도릉 도입해 상기 능력율 강고 

있는 유놓한 인재를 한국어 교사로 초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학 

내의 동일 전용자 선발온 좀 자제하고 경제학이나 문화동 다양한 션꽁자 

션얄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깨 명가재도의 도엽이다 지긍까지 중국의 영악 일온어， 특얼어1 풀 

어， 서안。)<>1， 러시아어 둥 학파툴온 국가 용일 시험올 용해 외국어 놓력 

이 영가되고 있다 하지만 유강스엉게 한국어 전공1에게는 아칙도 흉일 

원 영가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의 실력애 대한 명가가 각 대학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융흔 한국어 능력 영가제도로 1α'!K(한국어능 

력시험)이 있기는 하지안 한국파 중국용 외국어 능력 명가에 기준 차이가 

있고 그것이 한국어 션공자의 실력올 얀족스렵게 명가한다고는 올 수 없 

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기판툴온 의경융 수렴하여 학년옐로 적절하고 홍 

일원 영가채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우라고 하겠다 

3.2 교사자짙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융 능가하지 옷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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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육의 성왜를 가능한다는 말이다 이형듯 교사의 자질은 교￥’서 중요 

한 의이흘 지년다 북경지역 한국어 표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늘어난 

것온 사실이지안 고학력이라고 혜서 반드시 한국어 교팍R 유놓하다고 

롤 수는 었다 특히 교사의 전공 영역이나 연령충의 율균앵애도 문셰가 

원다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교사는 문학 정용자가 어학 전공.;<j<>I "1혜 많 

고 m대 이하 연령충이 절대 다수훌 차지하여 ~OO대 중견 교사가 오히려 

￥록한연이다 

교사 자질 향상으로 중국 대학 당국이나 한국어 교육기관 잊 한국 판 

련 단체 퉁에서 많은 힘을 기율이고 있는 것얀 사실이다 지금 대학 내의 

교사 학력 향상에 대한 칙려제도 재칙 교사애 대한 연구비 지씬 국재교 

류찌단의 연구 헬로십， 중국 한국어 교사 여릎방학 연수회 퉁이 활발하게 

진앵되고 잊어 교사 자질 향상에 큰 융율 하고 있다고 생각원다 하지만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휠요허다고 생각원다 

첫’l 한국어 표사로서 한국어애 대한어학적 기초가확고빼야힐툰안 

아니라 언어교육원리와 방엉에 대한 이론을 찰 활용할 수 있어야 얻다 

한국어 교사는 교육 현싼꺼는 훌륭한 연기자가 되어서 재치 있는 쿄수 

엉으로 학생들의 주의흘 이블어 양호한 억슐 훈위기흘 조성항 수 있는 능 

력융 갖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한국어 어학 지식올 갖고 있다고 혜서 한 

국어 강의 효파를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칙 어학， 문학， 경제， 싱 

려 퉁 다l앙연의 능력융 기반으로 한국어 표￥’ 에착심을 갖고 강의 열정 

율 보여야 학습의 효파훌 보장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찌， 대학 교사라연 수업 혐싼{서 제기되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에륨 

게 대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체제툴 세워야 한 

다 한국어 학습 현장에셔 학생툴의 질문얘 궁색한 당연융 늘어놓는다거 

나 칭문올 육걸냥”서는 안 휠 것이다 질문 사헤를 반드시 에모하고 혜당 

자료흩 수업하여 수시로 혜걸 앵안율 검토하여야 한다 학생롤의 오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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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 원인올 분석하고 요류흘 얘땅하기 위하여 체계화해 두어야 할 것 

이다 

셋째 대학 교사는 연구 능펙 향상융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 

온 상호 작용의 관계에 있다 교육온 연구의 기초가 되고 연구는 교육의 

이흔쩍 배경율 째공해 준다 안약 교육 현장에서 연구 이롱올 밍바당으로 

교육용 진행한다연 사반공배(.半功양)의 효과를 이훌 수 있율 것이다 

중국의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환경이 엉그혜。l드가 되고 교.^l에 대한 연 

구 실척융 교사 명가 지표의 하나로 되었지만 아칙도 연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홀 게올라 하는 교사틀이 허다하다 

넷에 교샤툴의 재충전이 핑요하다 중국어 생어의 ‘학무지경('i''t!l:뺏1 

배융의 길에는 끝이 없다Y쳐험 아무리 유놓한 사￥i이라도 배우지 않고는 

시대애 뒤떨어져 강의 내용이 학습자의 흥취를 자아내지 옷하게 원다 욕 

히 현재 중국은 %년대 초에 태어난 외동 자녀툴이 대학애 입학하기 시작 

해 !Il년대 출생자와 또 약간 다혼 모습융 보。l고 있어 II대는 율온 <<J대1 

:Ð대 교사를온 렵게 세대 차이릎 느낀다 따라서 학습자툴파의 연령 차이 

가 를수욕 교사의 지식의 업그레이드와 인식의 변화가 요구원다 

3.3 교쩨 

교육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교재흘 떠나서 철 높은 한국어 쿄육울 지향 

한다는 것온 울가능한 일이다 정 놓온 교재의 사용온 교사들의 쭈당을 

률어주고 학숭의 방향융 채시해준다고 용 수 있다 최근에 다t챔 한국어 

교재 특히 초급용 교재가 우후축순마냥 출환되어 교재 선멸에 신경융 곤 

두세워야 할 지경에 도당었지안 교육 혐장에셔 100%의 안쭉율 느끼지 옷 

하고 있다는 정을 :goJ해 한국어 교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 겁 

토할 옐요가 없지 않는가 싶다 다양한 교재의 출판은 한국어 표육 붕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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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있기는 하지안 경제적인 판껑어 서 용 때는 중복 후자가 윌 것이 

고 시장경재 속에서 일부 교재는 도태훨 것이라고 판단원다 그 외에 지 

긍까지 교재가 없어서 자료 찾는데 상당한 시간융 힐애하는 교파욕에 대 

해서는 교재 연찬에 시급히 서둘러야 할 바라고 생각왼다 

교채 재알에 대해 김영훈{:!X17a:3'l-:IlI에서 첫째， 구성이 새로훈 교재 

개얄; 둥째， 다양한 억슐자 요구 충촉시키는 교재 개엘: 셋쩌 째계가 있고 

연계생이 있는 교재 개일; 넷얘， 교재 내용 기술의 과학칙파 합리적， 다섯 

쩌， 시청각 교재 개발 퉁융 지향쨌다 인채 시장에서 단순한 한국어 전공 

자흘 요구하던 데로부터 전공융 구비한 한국어 인채 수요로 션환되고 있 

는 현 시점에 비추어 경제광련 교재 예컨대 경제학원랴， 무역개륙 과학 

한국어， 신문방송， 한푹개황， 한국문화 퉁 판련 교재 개발도 시도해 올 휠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욕tl 상기 교재 개발은 한국어 ;z.용자가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혹은 문화 동 판련 전문가가 주도가 되어서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국애서 출판원 교재 중 가장 큰 문제정이 바로 누가 

나 엽제 한국어 교재훌 연찬해 낸다는 것이다 휠자는 표육 현장 경헝파 

일정한 한국어 판연 지식을 갖춘 자얀이 이상적이 교재훌 개발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후 교재 연찬에 있어서 기존의 교재 개발 땅식율 

어리고 타 선공 교사와 함께 교재의 공동 개빌이 절실히 휠요하다고 생각 

왼다 

lA ξ앙 연구 

연구는 교육과 불가훈의 판계가 있으므로 질 높은 한국어 교육용 위해 

서 반드시 연구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한국어 연구의 활성화툴 위해 아래 

와 같온 도전에 칙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 연구흩 위한 재도적인 기반이 휠요하다 북경지역 



중국 욕정 지역 한국어 교육 현빵과 파셰 53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으로 교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칙근 들어 대욕 

늘어나고 있다 하지안 한국어학과는 대학 내에서 아직도 규모가 가장 작 

으며 게다가 교사수가 타학파에 비해 격은 연이므로 연구비 수혜 퉁에 울 

려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대학 내어 서 Q}소학과인 한국어학파를 지원하 

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 내의 지원도 훨요하겠지만 적당한 상얼 

제도를 실시해 교사틀의 연구 옐쟁을 울러일으켜야 한다 대학 대부용이 

연구 업석올 교사 숭진의 주요한 지표로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앵력 

에 미홉한 연이 있다 아직도 일부 교사를은 대학 내의 연구 엄무률 완성 

하지 않는가 하연 이에 연구와 퉁지고 살고 있는 사랍도 있다 따라서 대 

학 내에서 관리 체제 강화가 필요하고 연구 엽적율 평가하는 상별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 

룰에 학술 연구 교류에 있어서 환경의 개선이다 한국 내에서의 활발 

한 한국어 연구， 교육기관간의 학술 교류와 꽁동 연구1 중한 공동 연구 프 

로섹트 용영1 중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퉁은 교사들의 학슬 연구에 플랫용 

올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교사툴의 연구 능력을 촉진시키고 한국어 교육 

자로서 자신감융 강게 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젊은 교사들의 

연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로교수들의 사심 없는 배려와 지도가 필 

요하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젊온이의 논문을 두고 혹평안할 것이 아니라 

격려의 일로 연구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젊은 교사들은 학술대회 참 

석과 학술지 논문 제재 기회흘 홍하여 자신의 연구 수준올 가능하게 되고 

더 발전격 연구를 수앵하게 될 것이다 

셋셰 한국어 연구의 플랫용 구축이다 한국어는 중국에서 소어훤小영 

件)에 속하는 언어로 역사격 원인에 인해 교육 개시 시간이 다흔 기타 언 

어에 비해 늦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전용 학슐지가 없다 울론 중국한 

국어교육연구학회의 학회지 한국어 교육 연구가 일년에 한권씩 출판되 

고 있지만 출판 주기가 너무 길고 제작비용 퉁 원인으호 제샤간에 출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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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옷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띠리서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1 대학 교육 

기판， 연구기관 둥이 협력혜 한국어 교육 전용 학술지훌 안들어 중국 내 

공식 간뺑하는 혁술지로 출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4 컬흔 

지긍까지 북경지역융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반 환경과 향후 알션 땅 

향올 살펴보았다 최근 틀어 팍경올 중심으로 중국 전역얘서 한국어 표육 

이 전성기흘 맞아하여 교육자와 학융자， 교재 사용， 연구 실객 둥애서 현 

저한 연화를 가져왔다 하지안 한국어 교혹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혜 

셔 대영우사한 것은 아닌 것 강다 한국어 jl.육의 내적 요인 즉 한국어 교 

샤 자질 향상， 이상적인 패 개얄1 표사 연구 능력 향상 둥 과제가 칙연 

해 있고 외부 요인율 살여용 예， 한국어 교육기판얘 대한 정찍적인 지씬 

글로별 경제 위기애 따른 한국어 인재 수요의 급강， 중국 내 한국어 교육 

기판의 급중 둥과 같은 문제가 용착혜 았다 이얘 대비혜 온고에서는 교 

육기관， 표사지정， jl재， 한국어 학슬 연구 퉁 4가지 연에서 향후 알션 방 

향을모색하였다 

우엇보다도 한극어 교육의 더 한충 발전을 위혜서는 교육 현장에 옹당 

고 있는 교육자흘 중심으로 중국 교육 관련 후서， 한국어 판련 사엉 단셰， 

및 한국 판련 단 .. 의 공동의 노력이 훨요하다 오직 모두의 노력이 있어 

야안 한국어 교육의 건전하고 지속석인 발전이 가능하익고 용다· 

• 본 k용용 am<ll 쭈고 되영으여.æ:9. S 2i 싱사가 시혀되어 Dll. Ii I2 성사가 
안료되었다 



중국 욕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앙파 과세 55 

힘고문흰 

장보유{있]2)， r중국 대학표얘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영J， r한국어교육j 셰13 

권 2호 국채한국어교육학회 ; 1- 19. 

깅경션(J)))l， r중국에 셔 의 한국어 교육j， r한국어 교육연구j 찌3호 중국한국 

어교육연구학획 민족출판사 ; s;5-5ll 

깅기일(었:X)). r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찌J1 r중국에셔의 한국어 교육'J ， 연 

변과학기술대학， 대학사 ; 31-42. 

겁영훈{때7이 ，중국애서의 한극어 교육의 어채와 오늘"J ， '5JJ1년연에억않발요 

대회，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 1;-3I! 

깅병훈{때7b)， r중국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인 교수의 역할파 그틀에 대한 기 

대" 찌l회 국제찍F술대회논문징‘ 재중한국어운화교육교수회 H\ 
깅석기(JX6)， r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실태 및 연구 현황" ‘양해켠 한중 쿄 

류의 역샤 현황파 미래 국제 .. '슐회의방표논운집， 중국해양대학교 1 

1;-47 

노긍원1!m)， r중국에서의 한국어 표육 현황과 문제의 해결 빙얀북경에 있는 

대*을 중싱으로ι t국어국운학j 채18집1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A1-:;æ 
운영ÁkJ))7)， r강소성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제l희 국제억않대회논문징 

재중한국어운화표육교수희 ‘ zl•:l l 

박종긍{앙xn， r중국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이 당연한 과재ι r중국에서의 한 

국어 교육J ， 연변과학기술대학， 태학사 ; >1-& 

손정일l:roll， '중국 대학어 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J1 r한국어 교육j 제14권 3호 

국제한극어표육학회 ‘ 217-Zl7. 
신향화{'ðJJl)， r {}'홍반도 내어 서 의 한극어 교육 현황파 전앙J1 r한국어 교육연 

구j 져뻐호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땅:m 

이훈희 액련회{때끼‘ r중국 통욕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양 및 개선" 제l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1 재중한국어운화쿄육교수회 ; 31-띠 

장효연(때71，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양션 방안 연구중극 대외힌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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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툴 중싱으로" 상영대악교대학원 석사논문 

조항원3Xl)l， r국내 한국어 교육의 양당 과정과 욕갱" 우리알학회 전국학술대 

회발표논문집， 후산대학교 1•:1). 

조항흑{'ðJJl)， r전환기 한국어 교육의 현빵과 과채 국내 국외， 충국" 뼈7년연 

해혁슐발표대회， 중극한국어교육연구학회 ; 1-25, 

최희쉬:m5)， r중국의 한국어 교.~셔 제기되는 과제J1 r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 제$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211 ‘g 
"용얘(찌)2)， r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방향」， r중국얘서의 한국어 교육'，3 

집，연연과학기술대학1 태학사 , 옆l-5li 

*뿔흩l<:nJ예， f용固ìMt홉I없*‘ 101탱，，>m<MJl， m'-l'k양췄홉æt 2M 1~118 

껴，혜멸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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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초륙 

중국 욕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파제 

노금송 

본고어서는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셰반 환경파 ~，후 옐션 앵~ 

율 실펴보았다 최근 툴어 욕껑을 중심으로 중국 션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생 

기흥 맞이허여 교육자와 학습자， 쿄채 사용1 연구 성적 동에셔 현저한 변화흘 

가져왔다 하지얀 이런 활옥한 성파흘 이루었다고 혀여 얀쪽안하고 있율 일온 

아년 것 강다 언저 한국어 교육의 내적 요인올 용 때 한국어 교사 자켈 향& 

이상걱인 교재 개발， 교사 연구 놓력 ~상 퉁 파찌가 직연해 있고 다용 외우 요 

인올 살며율 때 한국어 교육기판에 대한 정쩍적인 지원 글로별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어 인재 수요의 급강1 중국 내 한국어 교육기판의 급중 둥과 강온 문 

제가흉칙h뼈 있다 

이얘 대비해 온고에서는 북경지역 한킥어 교육 기본 현앙파 존재하는 운제 

정툴올 설여보고 한국어 교육의 건전한 발전율 위해 교육기관 교사자정， 교재1 

한국어 *술 연구 동 4가지 연으로 냐누어셔 향후 발전 방향융 모색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교육기판， 교사 자칭， 교채， 한국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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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ì~文홈쫓 

<j>휩j않JtIR흉固\ã왔홈3없t及용없얘l!\ 

e"1ll 

ì!t'f.뽕홉<þ힘용Jt!!lj固~(tl중영헤了"l! õHI'J :lt Ii! • 主횟윷!l효혔jijj"，，..生 

e성li톨‘ fl<*l1l'J’f :lt. liIf究jU~Il'J!I!카흉方ìil.ß흉효lo~方面取영T !lóA 

8성成IJI. 但m有不ßA'H.1l'J地方. 홈1t. 사lj며;jífl<jfp영t<1!lllli엇영. 001> 

i훌lII jjt !l!~훌lj며i엽킹，jijj.~. .，待퓨:ltM6òfl<*I， ß快훌까웠뼈Il'JliIf'!l:fI!:力 

흉 it多f이j명. :KJ.l:μ'HilIl'l윷훌훌. ft1llm同야面1>종j;!.ll"'!l\~윷꺼앓며 

;jífl<,.." (;l:ll'J j웅*力度不명 由子!fllifó;~而혐훗Il'Jlj며;jíA才줌Jl<1JÕ少 

æ千中며 ooP얘lj며~lX~후"(;l:1l'J創Jjj'J 11!:1l'JØ\흉失%흥용"예I!i. 

껴此.*文J;ljt';':l생a쳐主， 介!/jTlj밍엄흉홉훌*~Ilt.JfIJt벼7 필l!iJ 

1ft<1l'J뼈I!i. \~文껴1ft<的 미 I!i‘ 分i;l;fl<￥Ii!(;l:.fl<jijj.~、 fl<*I‘ ，..;tt lilf究

흉4↑方面. jtt!J了今퇴&용的方向. 

[용톨i，1l훌댐i웅fl<l'!. fl<'l'Ii!(;l:. ’~jijj.~ ， fJt*l. ljlE;jí ólf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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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σæt 

on the Present State and IJevel야>rrent Plan 01 Korean 니ng1때ge 

Teaching în Beijing, China 

Lu Jinsor밍 

‘(aæn 때19\1갱:e edx::atiæ 벼， develq>어 at reccrd ocale th:se years in 떠m; 

of tæ iOCreaSU>< nunber of _ ar피 &앙e‘ teXtIXXl잉 ~ 

""'"εs in researth, etc. 마，.;te 때 tæ 회lieverrents 0l!lÓcn;퍼 aOOVe, tb:re is 

∞11 rocm fcr irqXQVarent. Fll"St, 잉reJI에~ still exist wi.th tÆ intemal 

f""" 이 - "'"때geæ앙""，， g피135 야엉""‘ q때ities '" te inl:ro><<\ 
q패ity _ to te æv어야ε~te쉽""’ ""어m aJjJities to te enharrei 

so:x:n\ 잉re exten때 00Sta:IeS hi.rm ~ in 뼈"" 1""，얘eæ성~， 띠f 

inac때"æ g떼xrtfrπn tæ gu‘<=m1I, 야。"";，，g 뼈mOOS fcr Ka업nn에이5 

1m잉ht aI.Xm by ~ recent occn:nic aisis, irrm\aoc.e of suW.y arXI. 어narxl fa

K이em mijcrs with the 잉arp iraease in Kocmn lar1Jt‘예ge 때xaboo u1잉IIIαl1S u1 

Qψ‘i 
끼115 pap:!" lf피얘rfS tÆ (:I'eSE!lt state of Kaean 녀@잉gete쉽lÎlll in Beijil‘g, 

with eJI1ilasis 00 tre çrd뼈115 ""' .. ‘g U1 뼈.ratioo institutioos, te엉.，c， φ때ity， 

textboà<s， irr떠lecn에 resemd1. etι fa tÆp..D'αlSe of 0:κerir엉 sare SUi밍gαJnS 

f(J' further æ얘띠-

iKeY W"",] _ 뻐@ι앵e 뼈D1boo， 뼈x:atîooins뼈띠\te엉e’'Q1때ity， 

teXtIXXl‘ -""，때g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