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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법교육은 어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그 어떤 언어 교육의 경우에서보다 더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마땅히 다른 그 어떤 분야의 연구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혜(2006: 121)에서 제기했듯이 한국어 교육은 이론 정립에 

훨씬 앞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문법교육의 역사는 길지만 문법교

* 이 논문은 ‘한국어 문법의 교수학습 연구 - 매체와 코퍼스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4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국 복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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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문법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간혹 보이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데 

2010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86편에 불과하다(고홍희, 2012: 160). 

이는 한국에서의 문법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198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되어 2005년까지의 통계에만 의하더라도 전문 학술지에 발표

된 논문이 이미 171편이나 된다(이미혜, 2006: 128)는 사정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 연구는 시대적으로나 양적으로 한국에 비

해 많이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주제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의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미혜(2006: 129-141)에 의하면 문법체계에 대한 연구, 문법요소

에 대한 연구, 교수법에 대한 연구, 교수요목에 대한 연구, 교육 자료에 

대한 연구,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등 각 층위에서 폭넓게 균형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중국에서의 문법교육 연구는 개별 문법 항목 교육

에 대한 연구가 총 57편으로 연구 논문 총 수의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홍희, 2012: 160-189) 

이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이상의 연구들이 교육목표와 교수요목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아니라 개별적인 조사나 어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2) 이와 반면에 문법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고홍희(2012, 163-164)의 통계에서는 수치상으로는 6편으로 집계되

어 있지만 실제상에서는 최희수(2001)과 강은국(2002)의 두 편의 논문을 

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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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문법교육의 중요성, 문법교육에서 존재하는 문제점, 문법교육

의 역사, 문법교육 연구의 동향 등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논문들이어서 문

법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문법교육 연구에서 보이는 다른 한 문제는 그 연구가 주요하

게는 한국어 문법교육의 일반 원리나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

고(그나마 그것도 자기의 것이 아닌 모조품) 진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문법교육은 

한국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중국인이라는 특정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

되는데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제목에만 “중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어 

원인 연결어미 교육” 등에서와 같이 특정 대상인 ‘중국인’이라는 말이 붙

어 있지 내용상에서는 한국에서 발표된 다문화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논문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

육의 역사를 참답게 총화하면서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 즉 중국인 학습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그 과업에 대한 논의를 주요 의제로 삼고자 한다.

Ⅱ.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성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법교육의 목표와 임무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성격 규명이 선차적인 과업으

로 나선다. 

주지하다 시피 문법 교육은 모국어 교육에서의 문법교육과 외국어 교

육에서의 문법교육으로 대별되는데 이에 따라 문법교육의 성격도 달리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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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법교육이라 하면 모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언어학의 한 

분과로서의 ‘문법론’에 대한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3) 

그런데 외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이런 ‘문법론’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가 

새롭게 접하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장악한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중국

의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 학과들에서는 모

두 해당 언어의 자모 교육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이 시작된다. 이리하여 외

국어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문법교육은 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

역 등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서 출현되는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을 가

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문법론’에 대한 교육이 문법교육의 과업에서 제외

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론’에 대한 교육이 문

법교육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설정되느냐 않느냐는 어디까지나 교육목

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둔다면 ‘문

법론’에 대한 교육은 문법교육에서 제외되어도 될 것이지만 외국어 교육

의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여 ‘교류 능력’의 신장4)에 둔다면, 즉 외국어 전

문인재 양성에 둔다면 ‘문법론’에 대한 교육이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필수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외국어 교육에서 논의되는 문법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기초교육 과정에서

3) 박용순(1998: 12)에서는 “국어 문법교육에서의 ‘문법’은 내용적으로는 규범문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탐구 과정은 기술문법적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문

법교육론에서의 ‘문법’의 성격을 규명한 바 있다.

4) 중국의 학자들은 외국어 교육을 그 교육목표의 설정을 기준으로 언어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 교류 능력

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 등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吳友富, 199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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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역 등 학과목에서 새롭게 출현되는 문법현

상이나 문법항목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교육이고, 다른 하나

는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학문으로서의 ‘문법론’에 대한 교육이다. 

한마디로 외국어 교육에서 논의되는 문법교육은 모국어 교육에서 논의

되는 문법교육의 경우와는 달리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과 전공교

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으로 대별되는 이중의 성격을 띤 문법교육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5)

그런데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법교육이 갖고 있는 이런 이중저적 성격

은 어디까지나 외국어 교육 일반에서 논의되는 문법교육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외국어 교육이 일단 특정 언어권으로 한정될 경우

에는 부동한 언어권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되며 따라서 서로 다른 특

성, 즉 개성을 보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특정 언어권에서의 한국

어 문법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권에서의 

문법교육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밝히는 것이 선차적인 과업의 하나로 나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아래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

육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 보기로 하자.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이 갖고 있는 특성을 옳게 밝히기 위해서

는 먼저 이런 특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학습자들의 모국어의 제반 특성과 해당 국가

나 지역 교육행정에서 제정한 양성목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 같다. 

5) 이와 관련된 논의를 강은국(2012)에서도 어느 정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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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 즉 중국어의 특성이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는 한국어와는 계통에서부터 완전

히 판이한 언어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

는 많은 면에서 한국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논문의 

취지에 따라 몇몇 사례를 통해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이 한국어 문법교육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한국어와는 달리 문법적 형태가 거의 발달

되지 않은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중국어는 문법적 형태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로서 언어행위에서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는 어순이라는 언어적 수법에 의해서 표

현되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런 언어 표현 방식에는 익숙하지만 단어

들의 형태변화에 의해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한국어의 언어표현 방식

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풍부하게 발달되

어 있는 한국어 문법적 형태를 배워주게 되는 문법교육은 한국어와 같거

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일본어와 같은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

들에게 진행하는 문법교육과는 자연히 서로 다른 특성을 띨 수밖에 없다. 

기초교육 과정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문법 항목 교육의 경우만 보더

라도 일본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에 대응되는 문법적 형태

가 상당히 질서 정연하게 발달되어 있기에 형태 대응의 문법교육이 가능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대응 관계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형태 

대응의 문법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며 범주 대응의 문법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 조사 ‘가/이’와 ‘는/은’의 구별

에 대해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본어의 조사 ‘が’와 

‘は’의 대응으로 그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체(또는 주어)’와 ‘주제(또는 화제)’라는 범주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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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으로만이 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중국어는 형태체계가 발달되지 못한 등 원인으로 한국어에

서 설정하고 있는 많은 문법적 범주들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주

요한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적 범주는 문법적 형태에 의해 표현된 문법적 의미의 

개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중국어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

이 문법적 형태가 발달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해 많은 문법적 범주들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어행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격이 중국

어의 경우에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부

동한 문법적 관계가 부동한 ‘격’에 의해 실현되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격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기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는 어순에 의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백에 달하는 격의 섬세한 의미를 얼마 되지 않

는 어순의 수법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치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북경에 간다.”와 “북경으로 간다.”란 두 문장

은 중국어로 옮겨놓으면 꼭 같은 표현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에서

는 이 두 문장이 사용된 단어에서부터 문법적 관계의 표현, 즉 어순에 이

르기까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동일한 문장으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법교육에서는 이 두 문장은 격조사 ‘에’와 ‘으로’

의 교체에 의해 전자는 ‘목표로 한 장소’를, 후자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해야 하니 중국인 학습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

에 없다. 

중국어의 경우는 ‘격’범주 이 외에도 한국어에 존재하는 ‘주체높임(존

칭)’, ‘상대높임(계칭)’, ‘서법’ 등의 문법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문법적 범주는 두 언어에 다 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서

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수’ 범주는 한국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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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 다 같이 존재하는 문법적 범주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

다. 한국어의 ‘수’는 보통 체언과 관련된 문법적 범주이기는 하지만 부사

나 기타 언어적 단위에도 붙어 쓰일 수 있는데 비해 중국어의 ‘수’는 인칭

대명사와 사람과 관련된 명사에만 고유한 문법적 범주이다.6)

이와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중 두 언어에 모두 존재하는 이

른바 ‘조사’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일부 학자들이 한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증자료의 

하나로 중국어의 ‘조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국어의 ‘조사’와 한국어의 

‘조사’는 용어만 같을 뿐 그 지칭 대상이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를 ‘구조조사(結構助辭)(和, 跟, 同, 在)’, ‘동태

조사(動態助辭)(了, 着, 過)’, ‘어기조사(語氣助辭)(嗎,呢)’ 셋으로 하위분

류하고 있는데(王德春 외, 2003: 118), 여기서 ‘구조조사’는 한국어의 일부 

‘격조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태조사’는 한국어의 ‘시태’

와, ‘어기조사’는 한국어의 ‘서법’과 관련되는 ‘어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중국인 성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조사는 단어

로, 어미는 문법적 형태로 서로 달리 처리하는 것을 납득키 어려워한다.

이와 같은 제 사실들은 문법적 범주에 대한 교육도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른 범주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그 과업을 훌륭히 완수할 수 없음을 시사

해 준다. 

그 다음으로 중국어의 다른 한 특성으로 어순의 특성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앞에서 우리는 중국어에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가 주

로 어순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데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중국어의 어순은 이렇게 문법적 관계의 주요 표현수법으로 될 뿐만 아

6) 중국어의 수 범주가 지금은 일부 특수한 문체에서 사람과 관련된 명사나 인칭대명

사 외에 기타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에도 간혹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특수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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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규칙에 있어서도 한국어와는 다른 일련의 자체의 특성을 갖고 있

다. 특히 한 문장에 여러 개의 부사어가 동시에 출현되거나 부사어가 목

적어와 동시에 출현될 경우 그 배열순서가 한국어의 배열순서와 다른 경

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국인 학습자들의 언어사용에서 

흔히 보이는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많이 더운물을 마셔야 한다.”와 같은 

오류는 중국어의 어순규칙의 간섭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런 오류는 수량

구조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 근 쇠고기를 샀다.”, “한 잔 커

피를 마셨다”와 같은 오류가 중국어의 수량구조 표현의 영향으로부터 기

인된 것들이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의 특성은 외

국어 문법교육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중국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수

요목의 선정, 교수방법과 절차 등에서 다른 특정 언어권의 한국어 문법교

육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성격을 규

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인의 하나가 학습자의 모국

어, 즉 중국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특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다른 한 주요 요인은 교육행정에서 제정한 교육목표이다. 

교육목표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절

차 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되는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언어권과는 별로 

큰 관계가 없다. 부동한 지역, 부동한 언어권의 경우에도 제정된 교육목

표가 일치하다면 교육 내용이나 방법 및 절차에서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동일한 지역, 동일한 언어권의 경우라도 제정한 교육목표

가 서로 다르다면 그 교육 내용이나 방법 및 절차 등도 커다란 차이를 보

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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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2011년 9월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영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이른바 통용어종

의 외국어 교육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교육부에서 통일적으로 교육목표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교들에서 자체의 학생 양성목표에 따라 자율

적으로 제정했는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

역 등 다섯 개 영역의 언어능력 신장, 즉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그 최종 

목표로 정했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개별적인 문법 

항목이나 문법 현상에 대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학문으로서의 ‘문법

론’에 대한 교육은 극히 개별적인 몇몇 대학교들에서만 전공교육 과정으

로 개설되었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이렇게 60여 년 동안 각 대학교들에서 

제정한 부동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법 및 절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어 왔기에 영어나 일본어 등 통용어종의 외국어 

교육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한국어 등 비통용 어종 학과 외국어 교육에서 존재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외국어 교육의 질을 진일보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9월, 중국 교육부 외국어 교육 지도위원회 비통용 어종 분위원회

에서 위탁하여 “普通高等學校外語非通用語種本科專業介紹”제정했는데 

이 ‘비통용 어종 학과 소개’에서는 우리 한국어 전공 학과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본 학과는 탄탄한 조선어(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기

본 언어능력을 갖추고, 대상 국가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

교, 사회 등 관련 지식을 장악한 외교, 대외무역, 문화교류, 신문출판, 교

육, 과학 연구 등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덕을 겸비하고 국제적 시야를 

갖춘 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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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전공교육으로서 외국어 교육에서 제기

되는 언어능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다섯 개 영역의 능력

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지식, 즉 언어지식, 문학지식, 대상국가의 사회와 

문화지식 등 세 개 영역의 지식까지 동시에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이 앞으로는 의사소

통 능력 신장을 최종 목표로 진행되었던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어 문법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즉 학문으로

서의 ‘문법론’ 교육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에서의 문법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 즉 중국어

의 제 특성과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육목표에 의해 다른 특정 언어권에서

의 한국어 문법교육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 살펴보

았다.

Ⅲ.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

법교육, 즉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과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

법교육, 즉 학문으로서의 ‘문법론’ 교육으로 나뉘게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문법교육이 중국 각 

대학들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존재하는 주되는 문제점은 무엇인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작업의 필요성은 다음에 토론하게 될 문법교

육의 과업을 제정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의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 현황을 반성해 보면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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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중요

시되고 있지만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론’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홀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서 한국어 학과를 설치한 대학

이 사립대학교까지를 포함하면 207개나 되며 국립 4년제 본과대학만 해

도 100개를 훨씬 넘는 상황인데 ‘한국어문법(론)’을 학과목으로 개설한 대

학교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보유(2012: 581-582)에 따르면 23개소의 중점대학교 중 ‘한국어문법

(론)’을 필수 전공으로 지정한 대학교는 8개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대학교

들은 2학점의 선택 전공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점대학교의 경우가 이러하

니 일반대학교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거의 절대다수의 

대학교들의 커리큘럼에서는 ‘한국어(조선어)문법’이란 학과목 명칭을 찾

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통일

된 외국어 교육목표를 제정하지 않았기에 각 대학교들에서 자체로 제정

한 교육목표에 따라 학과목을 설치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많은 지방대하교, 특히는 사립대학교들에서 본 지역에

서 수요로 하는 한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언어능력, 즉 의사소통능력 신장만을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고 모든 교과과정이 이를 둘러싸고 조직되어 있기에 학문으로

서의 ‘문법론’은 교과과정에서 자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많은 대학들에서 ‘한국어문법(론)’ 강의를 담당할 

교수진이 없어 이런 교과목 개설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김병운(2012)의 

“학회 연혁보고”에 따르면 지금 전국 207 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



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특성과 과업   213

는 교수가 1,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7.4% 밖에 안 된다.7) 더 문제시되는 것은 이들 박사학위 소지자들 중 언

어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가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절반이 훨씬 넘는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는 한국 언어학 전공 박사학위 소

지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학문으로서의 ‘한국어문법론’을 접

해보지도 못한 교수가 어떻게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한국어문법’ 교재가 개발되

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목전의 상황에서는 중국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훌륭한 문법교재만 있어도 석사학위를 소지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수 총 수의 51%를 차지한다.) 교수들 중 일정한 교

수경험을 쌓은 교수들도 어느 정도 이 임무를 감당해 낼 수도 있을 것이

지만 지금은 이런 교재조차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 상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초교육 과

정에서의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 교육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에서는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시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문법론’ 교육을 상대로 한 지적이지 효율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 교육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문

법 요소나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이 교수들의 연구 성과 또는 관심도에 

따라 일부 몇몇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편중되면서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자가 자기 자신이 잘 알

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사나 어미에 대한 교육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7) 이 통계는 2009년에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학회에서 진행한 “전국 한국(조선)

어 학과 실태조사보고”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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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전개하지만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조사나 어미에 대해서는 교재

의 설명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예컨대 

고홍희(2012: 168)에 의하면 중국에서 발표된 조사와 관련된 연구가 14편

인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조사 ‘가/이’와 ‘는/은’의 사용과 관련된 논문이 

5편이나 된다. 그 밖에 논의된 조사들로는 ‘에, 에서, 로, 의, 께’, ‘까지, 마

저, 조차, 처럼’ 등이 있을 뿐이다.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총 17편인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원인을 나타

내는 연결어미 ‘-아서/어서, -니까, -느라고’에 대한 연구가 7편이나 되며 

시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 -아서/어서’에 대한 연구가 3편이나 된다. 

그 외의 논문들은 연결어미 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로 되어 있는 것들

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교수들의 한국어 문법지식의 빈곤으로 문법 

요소나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에서 과학성이 결여된 해석, 심지어 착오적

인 해석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조사 ‘가/이’와 ‘는/은’의 사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인 것처

럼 적지 않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우리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이것을 구별해 쓰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

지만 우리의 적지 않은 교수들이 일부 한국어 교재에서 격조사 ‘가/이’를 

설명할 때도 주어로 됨을 나타낸다고 하고 보조사 ‘는/은’을 설명할 때도 

주어로 됨을 나타낸다고 한 착오적인 견해를 분별없이 그대로 옮겨놓는 

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의 적지 않은 교수들이 한국어 문법

을 체계적으로 장악하지 못했기에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이 일정한 체계 

속에서 종합적인 지식으로 전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 문법 형태는 모두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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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집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수들은 각 교과목 교재에 산

재해 있는 이런 문법적 형태를 흩어진 그대로 다룰 뿐 일정 단계에서 일

정한 체계로 묶어서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어 격조사에 어떤 것들

이 몇 개나 있는지조차 모르고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

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교수들의 자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아낼 수 있

다. 아마 이것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각 영역에서 공통으로 제기되

는 문제일 것이다. 

Ⅳ.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과업

여기서는 중국 교육부에서 새롭게 제정한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양성목

표와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

어 문법교육의 과업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

법교육과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으로 나뉘게 된다는 데 대해 지

적한바 있다. 여기서도 이런 이분법에 따라 토론을 전개하기로 한다.

1.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의 과업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초교육 과정이란 중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

육목표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다섯 개 영역의 언어능력 

신장을 주목표로 한 교육 과정을 가리키는데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

교육은 별도의 학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정독(精讀), 범독(泛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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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시청각, 작문, 번역 등 교과목의 수업에서 언어지식 교육의 한 부

분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은 한국어 문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

한 교과목 교재들에 산재해 있는 조사, 어미, 관용형 등 문법적 형태를 중

심으로 품사, 어순, 어조, 통사구조 등에 대한 문법지식 전수와 용례분석

을 통해 한국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럼 아래 이

상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에서는 조사, 어미, 관용형 등 문법

적 형태에 대한 교육이 중심으로 되는데 2012년 6월부터 실시된 “전국 대

학 조선어(한국어) 전공 4급.8급 시험 요강”(2012. 3)에 따르면 학생들이 

장악해야 할 문법적 형태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전공 4급 시험에서는 문법적 형태를 200 개 좌우로 정했는데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38 개, 연결어미 38 개, 종결어미 30개8), 시제 및 

기타 어미 10개, 관용형 86 개로 총 202 개이다.

한국어 전공 8급 시험에서는 문법적 형태를 260 개 좌우로 정했는데 조

사에서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고 어미와 관용형에서 일정 항목들이 증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초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장악해야 할 문법적 형태는 

총 260 여개이다. 이러한 목표 제정이 어느 정도의 과학성,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진일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에서는 이상의 문법적 형태에 대

한 교육과 함께 한국어 품사에 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전수해야 한다. 그

것은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쓸 때 흔히 범하는 문법적 오류가 단순히 조사

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형태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품사지식과도 관

8)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결어미에는 ‘-ㄴ-/-는’, ‘-ㅂ-/-습-’등과 같은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ㄴ가/-는가’나 ‘-ㅂ니다/-습니다’ 등을 하나의 종결

어미로 처리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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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의 글에서 흔히 나타나는 목적격조사 사용에서

의 오류는 이들이 목적격 조사 ‘를/을’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서만이 아

니라 많은 경우에는 뒤에 놓이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

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현

재시칭 사용에서의 오류를 보면 이들이 현재시칭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

사와 형용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품사에 대한 지식을 ‘문법론’ 강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휘교육과 결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에서는 어순과 어조 등 통사와 관

련된 교육도 절대 홀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어순에 대한 교육이 더

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보면 1학년과 2학년 첫 학기에 사용되

는 교재들은 절반 이상이 대화체 문장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의 특징은 어순이 전도된 문장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인구문

이나 조건구문의 경우에는 원인구나 조건구가 뒤에 놓이는 것이 한국어 

대화체 문장구조의 특성인데 이런 문장구조를 가르칠 경우에는 어순교체

의 수법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 특히 어순에 의해 모든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 학생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육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구’나 ‘절’ 등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전수해야 할 것이다. 그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고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보다 긴 문장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런 긴 문장에 대한 이해력은 짧은 문장에 대한 이해력에 비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긴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

기 위해서는 문장을 여러 개의 성분 단위로 끊어서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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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를 보면 길게 확대된 성분을 가진 문장구조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이는 ‘구’나 ‘절’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넷째, ‘문법’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전제하에서는 기초교육 과

정에서의 문법교육에서는 “한글맞춤법”에서 규정한 ‘발음법’, ‘맞춤법’, ‘띄

어쓰기’ 등에 대한 교육도 절대 홀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된다. 이는 학생

들의 언어 사용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

도 없다.

2.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의 과업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공교육 과정이란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육목표

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장악해야 할 대상국가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

제, 문화, 종교, 사회 등 인문사회과학 지식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언어지식, 문학지식, 사회와 문화 지식 등 세 개의 교과목

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인문사회과학 지식과 관련된 교육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대학교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일부 대학교

들의 교육과정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

면 ‘문법론’이 언어지식 전부를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언어지식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한국어문법론”만 

보일뿐이다. 기타 인문사회과학 지식 교육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사정

이다. 문학지식 교육과정에서는 “한국문학사”만 보일뿐이고 사회와 문화 

지식 교육과정에서는 “한국개황”만 보일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학회에서는 2012년 

8월 북경대학교에서 개최된 연례학술대회에서 이 세 분야의 교육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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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을 둘러싸고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어 언어지식 교육 부분에서는 반복적인 토론을 거쳐 중국에서의 

한국어 언어지식 교육의 목표와 교수요목에 대해서는 강보유(2012)의 “한

국어통론”이란 학과목 명칭 하에 설정한 교육목표와 교수요목이 교육부

에서 제정한 양성목표에도 부합되고 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정

도 비교적 잘 반영했기에 이것을 진일보 수정 보완하자는 데로 의견이 모

아졌다. 

필자도 이에 공감하며, 그리고 또 한국어문법론은 한국어 언어지식 교

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될 따름이라는 입장에서 강보유(2012)의 ‘한국어통

론’에서 설계한 교수요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의 과업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강보유(2012)의 ‘한국어통론’의 교수요목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제1장 서론

1.1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

1.2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

1.3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신 그리고 문화

1.4 한국인의 문자 생활

1.5 한글의 창제와 한글의 우수성

제2장 한국어 음운론

2.1 음성과 음운

2.2 분절음과 초분절음

2.3 음운체계

2.4 음절

2.5 음운규칙

제3장 한국어 문법론

3.1 문법과 문법론의 연구 영역

3.2 형태소(정의, 분석, 유형)

3.3 단어(정의, 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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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품사(분류의 기준과 실제)

3.5 곡용과 활용(조사와 어미)

3.6 문법적 범주

3.7 문장의 구성(문장성분, 내포와 접속)

3.8 어순과 전환

3.9 생략(유표성과 무표성)

제4장 한국어 의미론

4.1 의미와 의미론의 연구 영역

4.2 어휘 의미론

4.2.1 단어장과 성분 분석

4.2.2 어휘 의미의 계열관계(동의, 상하, 대립)

4.2.3 어휘 의미의 복합관계(다의, 동음)

4.2.4 어휘 의미변화

4.2.5 관용구와 속담

4.3 문장 의미론

4.3.1 문장의 정보

4.3.2 문장의 동의성

4.3.3 문장의 중의성과 모호성

4.4 화용 의미론

4.4.1 직시

4.4.2 발화행위

4.4.3 함축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한국어통론’은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

법론’, ‘한국어 의미론’ 세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체계에 있어서는 박

영순(1998: 85)의 ‘문법교육론의 체계’와 비슷하다. 이는 ‘한국어통론’의 교

수요목 설계가 한국어 언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비교적 전면

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통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른바 ‘음운론’, ‘문법론’

(혹은 ‘형태론’과 ‘통사론’), ‘의미론’을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라 언어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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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독자적인 분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박영순(1998)에서처

럼 ‘문법론’의 하위 분과로 다루어야 하는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만약 박영순(1998)의 견해처럼 ‘문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나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문법’이란 말과 ‘언어’라는 말이 서로 

같은 개념어로 착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어통론’에서 설계한 교수요목이 언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비교적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에 어느 분야의 언어지식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취급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통론’에서 설계한 ‘한국어문법론’의 교수요목을 살

펴보면 한국어 통사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장의 구조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마땅히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한국어 ‘문법론’에 대한 교육은‘문법론’그 자체가 

독자적인 한 교과목으로 개설되든 ‘한국어통론’의 한 분과로 개설되든 언

어지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언어학의 독자적인 분과

로 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지식 교육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체계적으

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대

신하려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문법교육은 모국어 교육에서의 문법교육

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법교육으로 대별되는데 이에 따라 문법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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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도 달리 규정된다. 

외국어 교육의 경우, 특정 언어권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성격은 학습자

의 모국어의 특성과 교육행정에서 제정한 양성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양

상을 보이게 되는데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특성과 중국 교육부에서 새롭게 제정한 

양성목표에 따라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과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으로 나뉘게 된다.

둘째,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과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

은 그 목표가 다르며 따라서 수행하게 되는 과업도 서로 다르다. 기초교

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은 언어능력 신장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목 교재

들에 산재해 있는 조사, 어미, 관용형 등 문법적 형태를 중심으로 품사, 

어순, 어조 및 통사구조 등에 대한 문법지식 전수와 용례분석을 통해 한

국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전공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은 학문으로서의 ‘문법론’ 교육을 

가리키는데 한국어 문법체계에 대한 계통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어 언어

지식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양자는 서로 분리되면서

도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문법교육에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

법교육의 목표 제정과 이에 따른 교수요목 설계가 아닐까 생각한다.*9)

* 이 논문은 2012. 10. 31. 투고되었으며, 2012.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2 12. 6.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2.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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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특성과 과업

강은국

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60여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한 

과학 인 연구는 20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실천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아직 이론 으로 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실천이 이론의 지도를 받지 못

하고 있기에 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 히 해결하고 한국어 문법교육을 질 으로 제고시키기 해 본고

에서는 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60여년의 역사를 참답게 총화하고 지

까지의 연구 성과들에 한 분석 연구를 통하여 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은 

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의 제 특성과 국 교육행정에서 제정한 교육목표에 

의해 한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이나 다른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를 상 로 한 

한국어 문법교육과는 달리 기 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과 공교육 과정에서

의 문법교육으로 별되는 이 의 성격을 띤 문법교육으로 특징지어지며, 기

교육 과정에서의 문법교육은 문법  형태를 심으로 문법지식 수와 용례 분

석을 통해 한국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목 으로 진행되고, 공교육 과정에

서의 문법교육은 한국어 문법이론에 한 체계 인 수를 통해 한국어 언어지

식 습득을 목 으로 진행되는데 이 양자는 서로 분리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하

나의 통일된 유기체를 이루어야 한다.

[주제어] 국, 한국어, 문법교육, 특성,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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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atures and Tasks of Korean Grammar 

Teaching in China

Jiang Yinguo

Korean grammar teaching in Chinahas been undertaken for sixty-odd 

years, during which it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merely less than 20 

years. Many problems remain to be summed up and solved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is long-term practice. This paper aims 

to provide solutions to problems thereof in order to upgrade this undertaking. 

Based on a summary of the cause and an analysis of the research findings, it 

concludes that Korean grammar teaching in China, which is guided by the 

features of the learners’native language and the directive objective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differs from the case in South 

Koreaand other non-Korean-speaking countries and regions. Korean 

grammar teaching in China is featured with two stages, namely, the 

rudimentary education stage and the specialty education stage. During the 

rudimentary stage, language proficiency is the objective, mainly achieved by 

the teaching and use of grammatical forms and other grammatical knowledge. 

During the specialty education stage, linguistic knowledge impartment is the 

major goal, achieved mainly by teaching Korean grammatical theories. 

[Key words] China, Korean, grammar teaching, features, tas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