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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he college Korean intensive reading course and cam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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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Korean language knowledge, Korean language skills on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translating, Korea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ability, Understanding of varieties of Korean culture, 
Korean Studies’ research ability. Secondly, this paper divided college 
Korean intensive reading course into pronunciation course and dia-
logue-text course, mainly adopting Language-Based Culture Teaching 
approach, combined with many other teaching approaches to build a 
new college Korean intensive reading course’s teaching model in China.

Keywords: college Korean intensive reading course’s teaching model, 
definition, Language-Based Culture Teaching approach, 
pronunciation course, dialogue-text course, Korean Language 
major of four-year undergraduate college in China.

 * ‘한국어 강독 수업’은 중국 내 여러 명칭이 있는데 흔히 ‘韓國語精讀’이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初級
/中級/高級 韓國語’ 혹은 ‘綜合 韓國語’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 쓴 용어인 ‘한국어 강독 
수업’은 이에 한 번역어다.

** 이 논문은 중국 Yancheng Teachers University 교내 연구비(鹽師院敎[2011]26號)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으며, 2014년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99회 전국 학술 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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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한국어 교육 기구인 북경 학교 조선어학과의 전신인 

國立東方語文專科學校 한국어학과가 설립된 1945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은 

중국 내 7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중⋅한 수교 이래 한국어학과를 증설한 

학교 수뿐만 아니라 학습자 수도 크게 신속히 늘어났다. 2014년 중국 학입시 

모집요강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국 내 총 268개의 학(그중에서 4년제 

학은 116개이며 3년제 학은 152개다)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빠른 성장에 따라 중국 내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도 많이 

거두었는데 주로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전망, 과정, 교사, 교재, 교수법, 평가 등의 

방면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강독 과목’은 한국어 교육 과정의 핵심 일환으로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교재와 교수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어 강독 과목’의 정체성 및 수업 모형에 한 연구가 별로 없다. 본고는 

중국 내 4년제 학교를 中心으로 ‘한국어 강독 과목’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도입하여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업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주로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방법 및 논문 구성을 

밝히고, 2장에서는 이전의 학자들이 정의했던 한국어 강독 과목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내 4년제 학교에서 한국어 강독 과목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어 강독 과목의 수업을 발음 교수 수업과 지문 강독 수업을 나눠 

각각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위주로 다양한 교수법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어 강독 수업 모형을 구축하는 시도를 해 봤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였다. 

2. 중국 내 ‘한국어 강독 과목’의 정체성

‘한국어 강독 과목’의 정체가 도 체 무엇인지 이에 해 정의 내리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장광군(2000), 이성도(2002), 김순녀(2003), 엄녀(2007) 등에서 

‘한국어 강독 과목’에 해 나름 로 정의해 봤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우박(2011ㄱ: 160, 2011ㄴ: 26)에 이르러서 이전 학자들의 ‘한국어 

강독’에 한 정의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한국어 강독 과목’은 읽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수업으로서, 한국어 지식이 

전무한 상태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음운, 어휘, 문법 등 기본적인 언어적 지식을 

가르치고, 읽기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기능까지 양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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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다. 이 과목은 전 학년에 걸쳐 개설되며, 학습자들이 다른 과목 학습에 효과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어 학과 교과 과정 중의 핵심적인 과목이다. 

이 정의는 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언어적 지식과 언어 기능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한국어 강독 과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다른 학과와의 관계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교육부에서 세운 인재 양성 목표에 비춰 볼 

때 이 정의는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된다. 2009년에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 학교 

외국어 비통용언어(Minor Languages) 학과 규정(高等學校本科外語非通用語種

類專業規範)>에서 아래와 같은 인재 양성 목표를 세웠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 기능을 장악하

도록 양성해야 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고, 전공 외국어의 국가에 관한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분야의 지식을 파악하도록 양성해야 하며, 다문화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외교, 국제 문화 교류, 기업 관리, 신문 출판과 외국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튼튼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본 

전공 분야나 상관 학과에서 계속 연구하는 인재로 양성하도록 한다.’ (교우박 2011ㄴ: 

18, 강은국(2010)에서 재인용). 

말하자면 한국어학과에서 양성한 인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 즉, 

기초적인 언어적 지식 및 언어 기능 능력,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의 이해 능력,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한국학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런 

인재 양성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중국 내 각 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해당 교수 

요목(syllabus), 교육 과정(curriculum) 등을 적절하게 개설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 왔다. 그중에서 ‘한국어 강독’을 비롯한 8개 과목은 2012년에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일반 학 학부 전공 목록과 전공 소개(2012) (普通高等學校本科專業目錄

和專業介紹 (2012))>에 따라 핵심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3년 한국어학과의 

신입생을 상으로 교과목 설정 시 필수과목으로 배정하라고 요구되어 있다. 

때문에 각 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강독 과목’에 한 시간량 투자, 교수진 

배정, 교재 선정이나 편찬, 평가심사 등의 방면이 많이 중요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한국어 강독 수업시수는 북경 외경제무역 학교에서 1120시간(총 수업 수의 43% 

정도 차지함) (김병운 1999: 91), 연변 학교에서 1-6학기 주당 6시간, 총 860시간

(총 수업 수의 36% 정도 차지함), 산동 학교 1-4학기 주당 10시간, 5-6학기 주당 

6시간, 총 936시간(총 수업 수의 30% 정도 차지함) (강은국 2003: 103-104), 

鹽城사범 학교 1-4학기 주당 8시간, 5-6학기 주당 4시간, 총 640시간(총 수업 

수의 28% 정도 차지함) 등이다.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2009년도 연례학술

회의 통계자료(교우박 2011ㄴ: 38)에 따르면, 지금 중국 각 학교 한국어 학과에

서 개설된 전공과목의 학기 주당 시간은 보통 2-4시간인데, 한국어 강독 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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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업 시간은 적어도 4시간 이상이다. 특히 저학년 때 수업 시간이 가장 많다. 

보통 1학년 때 8-12시간이고, 2학년 때 6-8시간이며, 3학년 때 4-6시간인데, 4학년 

때는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일부 학교에서는 계속 적어도 주당 4시간 내외로 

한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졸업 때까지 한국어 강독 과목을 개설하고 일부 학교는 

4학년 1학기까지 한국어 강독 과목을 개설한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어 강독 수업’은 만약 그냥 전통적으로 

‘언어적 지식과 언어 기능’에만 치중하는 강의식으로 진행된다면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한국어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년제나 3년제 전문 나 

학원에서 양성된 한국어 전문 인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조은숙(2009: 

373)에 의하면, 중국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특징은 한국어 습득만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 이외에 다른 학문 영역과 통합하여 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강독 수업’은 한국어과의 핵심 과정으로서 물론 기초

적인 한국어 지식 및 언어 기능 능력 양성,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양성이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의 이해 능력 양성, 

한국학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양성 같은 역할도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한국어 강독 과목은 어떤 位相을 가져야 되는가? 강은국(2003: 

106-107)에서 4년제 학교 한국어 과정을 기초한국어, 전공한국어, 실용한국어 

세 가지로 나뉘었다. 기초한국어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언어기초를 닦음을 그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로서 여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과 관련된 학과목들

이 망라된다. 전공한국어란 한국언어문학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학과목과 

번역이론과 관련된 학과목들이 망라된다. 실용한국어란 학습자들이 졸업 후 취직하게 

될 각 업종들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한국어와 관련된 학과목들이 망라된다. 이런 

주장에서 볼 때 한국어 강독 과목은 기초한국어 과정의 핵심이 되고 기초한국어 

과정이 전공한국어, 실용한국어 과정의 핵심이 되며, 기초한국어, 전공한국어, 실용한

국어 과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세운 인재 양성 목표에 맞게 우수한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어 강독 과목은 핵심 과정의 핵심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강독 과목에 해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다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 강독 과목’은 읽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수업으로서, 한국어 지식이 

전무한 상태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음운, 어휘, 문법 등 기본적인 언어적 지식,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번역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의 이해 능력,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는 초보적 전문 

능력까지 양성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종합 과목이다. 이 과목은 기초한국어, 

전공한국어, 실용한국어 과정의 핵심으로서 전 학년에 걸쳐 개설되며,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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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 학습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이수해야 할 한국어 학과 교육 

과정 중의 핵심적인 과목이다.

3. 한국어 강독 수업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연구

중국 내 한국어 강독 과목의 정체성과 위상을 감안하면 문화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혜(2004: 147)에서 언어 교육과의 상관성에 따라 문화를 다섯 

유형으로 나눴는데 언어에 함축된 문화1), 언어 사용 문화,2)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 

현상3), 언어로 다루는 문화적인 내용4), 언어 사회5)다. 그중에서 중국 내 한국어 

강독 과목이 담당하고 있는 언어적 지식과 언어 기능 교수 역할은 ‘언어 사용 문화’로, 

의사소통능력 교수 역할은 ‘언어에 함축된 문화’로, 문화이해능력 교수 역할은 ‘언어

로 다루는 문화적인 내용’으로, 초보적 연구능력 교수 역할은 ‘언어 사회’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화 교육은 이미혜(2004: 150)에 의하면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과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 강독 과목은 중국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학습하는 기초적이고 핵심적

인 과정이라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이론은 한국어 강독 수업에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본고에서 주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이론을 중국 내 한국어 강독 

과목의 수업 모형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3.1.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이론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문화교육 이론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혜(2004: 150-151)에 의하면, 한국어 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육은 어떠한 형태로든 언어와 문화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과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 교육은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 교육을 목표로 하여 언어 교육의 범주 안에서 실시되는 다른 

교육들은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교육의 

1) 언어에 함축된 문화란 언어의 제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로서, 어휘에 함축된 문화적
인 정보, 문법이나 표현의 문화적인 맥락에 한 정보, 관용표현, 속담의 의미 등 어휘, 문장, 담화 
단위까지에 해당하는 넓은 개념이다.

2) 언어 사용 문화란 언어 사용 예절, 언어 사용 상황, 언어 사용 방법 등이 해당된다.
3)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은 영화, 인터넷자료 등 중매체를 통한 문화와 문학 등이 포함된다.
4) 언어로 다룰 수 있는 문화 내용은 모든 문화 영역에 걸쳐 있다. 
5) 언어 사회 문화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전반에 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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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 언어와 문화의 통합 유형에 따른 문화 교육의 특성

항목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교육의 중심 언어 문화

문화 교육 목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 역할 이문화에의 적응⋅동화, 문화 충격 
완화, 이문화 학습

문화 교육 방법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 적용 강의, 관찰, 체험 등

문화 교육 내용 언어 사용 맥락,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 언어에 함축된 문화, 
언어 자료로 학습하는 문화적인 내용
(전통, 예술, 사회 등)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
한 내용들, 개인적인 관심(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짐

교사 언어 교육 전문가 문화 교사 또는 언어 교사와 문화 
교사가 협력

평가 언어 숙달도 평가 문화 인지도 평가

말하자면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은 언어 교육을 일차 목표로 하고, 문화 교육을 

병행하는 구조이다. 언어 교육을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에서 문화 요소는 언어 이해를 

돕고, 언어 사용을 돕는 수단이므로 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은 언어 교육에 의존한다. 

문화 교육은 언어 이해와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단계별로 선별되고, 언어 수업의 

한 부분으로 구조화된다. 또한 획득한 문화 정보는 언어와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언어 능력 향상을 꾀하는 활동으로 표출된다. 이 구조에서 문화 교육의 목표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일상생활 문화에서부터 언어에 함축된 문화 내용까지를 학습하

며, 언어를 통해 학습하는 문화적인 내용에 해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다. 이미혜(2004)에 앞서 강보유(2002: 6)에서 주장했던 문화 투영 

교수법은 바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의 일종으로서 언어구조 속에 투영된 

문화적인 특징들을 발굴해 내어 외국어교수에 접목시키는 교수방법이라고 하며 목표

어가 모국어와 무엇이 다르다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다른가 하는 것을 

문화투영을 통해 밝혀줌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모국어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한다. 

본고는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다른 교수법(예를 들면, 

문법번역식 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 통합교수법, 의사소통식 교수법, 인지주의 

교수법 등)을 결합해 중국 내 한국어 강독 과목의 수업 모형 구축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중국 내 한국어 강독 수업을 보통 발음 교수 수업과 지문(회화/텍스트) 강독 

수업 두 가지로 나뉜다. 다음으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각각 발음 교수 

수업과 지문 강독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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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3.2.1. 발음 교수 수업과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한국어 발음 교수 수업은 중국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정 중의 하나다. 학습자

들이 더 쉽게 강의를 받기 위해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발음원리, 특히 삼재 

원리와 상형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발음 

요령과 음운변동규칙을 정리하고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으로 발음기관 그림, 

입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를 결합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주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에 해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한국어 발음을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중국 내 한국어 발음 교수 수업은 보통 모음 

교수 수업(단모음교수수업/이중모음교수수업), 자음 교수 수업(초성자음교수수업/

홑받침교수수업/겹받침교수수업), 음운변동 교수 수업(음운변동교수수업/연습수

업) 세 가지로 나뉘는데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발음원리 도입은 특히 모음 교수 

수업과 자음 교수 수업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3.2.1.1.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발음원리 도입

① 자음의 제자원리

훈민정음해례⋅제자해에 의하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음을 다음 기

록에서 명시하고 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 唇音ㅁ象口形. 齒音ㅅ象齒形. 喉音ㅇ象喉形. 

姜信沆 (2007: 131)

즉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ㅁ’은 

입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각각 본뜬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개 자음은 ‘기본자’라고 한다. 

훈민정음 제자의 다른 한 원리는 ‘가획’의 원리다. 즉, 다섯 개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 가는 방식으로 다른 子音字를 취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 ㅋ

ㄴ → ㄷ → ㅌ(ㄷ→ㄹ)

ㅁ → ㅂ →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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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 ㅈ → ㅊ(ㅅ → ㅿ)

ㅇ → ㆆ → ㅎ(ㅇ → ㆁ)                

이익섭(2007: 232)  

유의할 점은 획을 더하면서 소리가 더 거세게 된 것이다. 즉, ‘ㅋ’은 ‘ㄱ’보다 거센 

소리며, ‘ㅂ’은 ‘ㅁ’보다, ‘ㅍ’은 ‘ㅂ’보다 소리가 거세고 이 거센 특성을 획을 더함으

로써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ㄹ’, ‘ㅿ’, ‘ㆁ’은 그러한 근거 없이 획을 

더한 예외적인 글자라고 하였다. 이 셋을 ‘이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은 병서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현  한국어 표준어에서 

‘ㅿ’, ‘ㆁ’ ‘ㆆ’ 이 셋이 쓰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현  한국어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구성된다. 가획, 이변, 병서 원리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표준어 

자음 표를 만들 수 있다.

표 2. 

기본자 제자원리 가획 거센소리(가획) 병서(된소리) 이변

ㄱ 象舌附上腭之形 ㅋ ㄲ
ㄴ 象口形 ㄷ ㅌ ㄸ ㄹ

ㅁ 象舌根閉喉之形 ㅂ ㅍ ㅃ
ㅅ 象齒形 ㅈ ㅊ ㅆ/ㅉ
ㅇ 象喉形 ㅎ

이와 같은 자음의 제자원리를 이용해 조음 위치, 조음방식, 발성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자음분류표와 발음기관 그림과 함께 학습자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준다면 

자음의 제자원리에 의해 그 자음이 만들어지는 조음위치, 형태를 체계적으로 쉽게 

잘 파악할 수 있다. 

② 모음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해례⋅제자해에 의하면, 모음은 하늘⋅땅⋅사람의 모양을 본떴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中聲凡十一字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也 ㅡ舌小縮而聲
不深不淺 地闢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ㅣ舌不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
立 象乎人也

姜信沆(200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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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자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었고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며, ‘ㅡ’자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았고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며, ‘ㅣ’자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았고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와 

같은 모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단모음 교수는 혀의 높이,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 개구도에 의해 만들어진 ‘모음 사각도’와 ‘단모음 분류표’를 결합하여 진행하며, 

이중모음 교수는 발음 계열과 발음 방식 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3.  

구분 내용

기본자 ⋅, ㅣ,ㅡ
제자원리  天圓/地平/人立
조음원리 舌縮而聲深/舌小縮而聲不深不淺/舌不縮而聲淺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이중모음
ㅣ계 후향이중모음(ㅣ+x): ㅑ, ㅕ, ㅛ, ㅠ, ㅒ, ㅖ, 
ㅜ계 후향이중모음(ㅜ+x): ㅘ, ㅙ, ㅝ, ㅞ, 
ㅡ계 전향이중모음(으+x): ㅢ

 

③ 받침의 제자원리

훈민정음해례⋅예의편/종성해에서 종성에 해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終聲復用初聲...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終聲在初中之下.如君
(군)字ㄴ在구下. 業(업)字ㅂ在어下之類.

姜信沆(2007: 127, 158, 162)

즉, “종성 표기에는 다시 초성 글자를 쓰라... 종성에 있어 ㄱㆁㄷㄴㅂㅁㅅㄹ 여덟 

자만으로 쓰기에 족하다... 종성은 초⋅중성 아래에 쓰니 예를 들면, ‘군(君)’자의 

‘ㄴ’은 ‘구’의 아래에 있고, ‘업(業)’자의 ‘ㅂ’은 ‘ㅓ’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한다.

이러한 받침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받침 발음 분류표’를 

결합하여 학습자에게 가르쳐 준다면 학습자들은 쉽게 받침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발음을 익힌다. ‘받침 발음 분류표’를 만들 때 먼저 받침의 7가지 표음(‘ㆁ’을 

‘ㅇ’자로 통합시켰음)을 표기해 놓고 그 다음으로 이 표음을 기준으로 홑받침과 

겹받침을 분류해 본다. 겹받침의 경우 앞⋅뒷자음 둘 중 어느 것이 발음되는지에 



234 양해승

하여 명확히 표기해야 된다. 홑받침과 겹받침을 표음가 로 분류하고 나서 예시

로 해석해야 된다.  

표 4. 받침 발음 분류표

표음

홑받침

겹받침

예시
받침 발음

앞자음
발음

뒷자음
발음

앞 혹은 
뒷자음 발음

ㄱ [k] ㄱ, ㄲ, ㅋ ㄳ ㄺ 국[국], 밖[박], 부엌[부억], 
몫[목], 닭[닥]

ㄴ [n] ㄴ ㄵ, ㄶ 손[손], 앉다[안따], 많다[만타]

ㄷ [t]
ㄷ,ㅌ,ㅅ, 
ㅆ, ㅈ, 
ㅊ, ㅎ

곧[곧], 낫[낟], 낮[낟], 낯[낟],
끝[끋], 있다[읻따], 좋다[조타]

ㄹ [l] ㄹ ㄽ, ㄾ, 
ㅀ

ㄺ
ㄼ

달[달], 곬[골], 핥다[할따], 싫다
[실타], 넓다[널따], 읽기[일끼]

ㅁ [m] ㅁ ㄻ 감[감], 젊다[점]

ㅂ [p] ㅂ, ㅍ ㅄ, ㄿ ㄼ 집[집], 앞[압], 없다[업따], 
밟다[밥따], 읊다[읍따]

ㅇ [η] ㅇ 강[강]

 

3.2.1.2. 한국어 발음 교수 수업 모형 구축

앞에서 다루었던 훈민정음과 관련된 문화를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으로 

발음을 배우는 데 적용시켜 한국어 발음 교수 수업 모형을 구축한다면 아래와 같다. 

강독 유형: 한국어 발음 교수 수업

수업 시간: 한 과/두 교시(1교시=50분), 총 소요 시간: 28교시

교수 주제: 모음 교수 수업(단모음교수수업/이중모음교수수업)

자음 교수 수업(초성자음교수수업/홑받침교수수업/겹받침교수수업)

음운변동 교수 수업(음운변동교수수업/연습수업)

언어 과제: 발음(모음, 자음, 음운변동. 내용의 순서: 1과 한글 소개 → 2과 모

음 및 단모음(1)ㅏ, ㅓ, ㅗ, ㅜ, ㅣ, ㅡ → 3과 자음 및 입술소리 

ㅁ, ㅂ, ㅃ, ㅍ → 4과 단모음(2)ㅐ, ㅔ, ㅚ, ㅟ → 5과 혀끝소리 

ㄴ, ㄷ, ㄸ, ㅌ, ㄹ → 6과 이중모음(1) ㅑ, ㅕ, ㅛ, ㅠ, ㅒ, ㅖ → 
7과 혀끝소리 ㅅ, ㅆ과 경구개음 ㅈ, ㅉ, ㅊ → 8과 이중모음(2) 

ㅘ, ㅙ, ㅝ, ㅞ; ㅢ → 9과 연구개음 ㄱ, ㄲ, ㅋ, ㅇ 및 목청소리 

ㅎ → 10과 홑받침(1) 표음 ㅁ, ㅂ, ㄴ, ㄷ, ㄹ, ㄱ, ㅇ → 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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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받침(2) ㅍ; ㅅ, ㅆ, ㅈ, ㅊ, ㅌ, ㅎ; ㄲ, ㅋ → 12과 겹받침(1)

ㄳ, ㄵ, ㄼ, ㄽ, ㄾ, ㅄ; ㄶ, ㅀ → 13과 겹받침 (2) ㄺ, ㄻ, ㄿ→
14과 음운변동)

문화 과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발음원리

교 수 법: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중심으로 다른 교수법 활용

강의 절차: 

1교시: 발음 관련 문화적 내용 도입 → 그림/사진/영상 결합해 해당 자모 발음 

요령 교수 → 해당 자모 적용된 단어 연습 → 혼동하기 쉬운 발음 확인 

연습 → 음운변동규칙학습 → 한글 쓰기 연습 → 새 단어 배우기 → 정리

2교시: 선수지식복습 → 연습(읽기연습(반절본문읽기 → 비교와 조 읽기 → 
단어 읽기 → 말꼬기 연습 → 화 읽기와 역할극하기 → 문장읽기) → 
쓰기 연습(자모쓰기 → 단어쓰기 → 발음쓰기) → 받아쓰기) → 일상용

어학습 → 보충단어학습 → 경험담 → 한국문화배우기 → 정리

도입: 훈민정음의 창제역사, 제자원리와 상형설, 한자와의 관련 및 차이점을 이

야기하며 한국어 발음 원리로 접근  

문화 전달 및 이해 활동: 발음기관 그림, 모음 사각도, 자음/모음 분류표, 한글 

박물관 관련 자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등 감

상, 이런 활동을 통해 한글 역사, 제자원리, 발음요령, 

음운변동, 그리고 편리성, 과학성 그리고 취미성 습득

활용: 반절본문 읽기, 한글쓰기, 발음 빈칸 채우기, 듣고 그림 카드로 단어 고르

기, 문장/ 화 역할극하기, 말꼬기 연습

보충 학습: 배운 자모에 연계한 간단한 일상용어(인사말, 이름 묻기, 도움 요청, 

전화하기 등), 한국어 학습 경험담(한국어 발음 학습 경험, 발음의 

어려움 극복 방법 등), 재미있고 실용적인 한국 문화(인사, 식사예

절, 음주문화, 한국어 능력 시험 소개 등)

정리: 수업 진도에 따라 학습자의 모음, 자음, 음운 변동에 한 평가, 지도, 그

리고 조언

이상에서 훈민정음 관련된 문화를 고찰하면서 언어 중심의 문화 교수법으로 한국어 

발음 교수 수업 모형 구축하는데 적용해 봤다. 다음으로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에 

언어 중심의 문화 교수법으로 적용해 보는 것을 살펴보자.

    

3.2.2.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과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을 잘 진행하려면 단순히 어느 한 가지의 교수법에 집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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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수업의 각 절차에 알맞은 교수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문법 교수에 있어 매우 알맞은 방법은 인지주의 교수법6)이고 본문의 지문을 교수하는 

데 절충식 읽기 교수법7)과 상호작용 읽기 교수법8)이 더 적절하며 뒤에서 보충 

읽을거리를 하향식 읽기 교수법9)으로 교수하면 효율적이다. 말하자면 언어 중심의 

문화 교수법을 위주로 다른 교수법과 적절하게 결합하여 교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반적 언어 지식 능력과 언어적 기능 능력은 

물론이고 높은 의사소통능력, 깊은 문화적 소양 및 한국학에 관련된 초보적 전문연구

능력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에서 어휘교육, 

문법교육, 읽기교육에 적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3.2.2.1. 어휘교육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 어휘 교수는 해당 단어의 품사 명시, 외래어 및 한자어 

같은 경우 옆에 해당 영어 및 한자 달아 해석하기, 의미 밝히기, 해당 단어로 문장 

만들기 등이 기본적이다.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위주로 단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체로 네 가지가 있는데 즉, 어휘와 문화 직결 학습, 어휘에 함축된 한⋅중 

양국 간의 상호 문화 학습, 해당 어휘 중심으로 확장된 어휘장과 문화 결합 학습, 

어휘 중심으로의 체계적인 해당 문화 학습 등이다. 다음에서 이 네 가지 방법에 

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어휘와 문화 직결 학습이란 해당 어휘가 한국 문화와 직결되어 있어서 그 어휘를 

가르치는 동시에 해당 문화를 같이 교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팥죽’하면 바로 

한국 ‘동지’ 문화와 연결해야 된다. 팥죽은 한국인들이 보통 동지에 먹는 음식이고 

그 이유는 팥죽의 붉은 색이 귀신을 쫓을 수 있어서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팥죽을 교수하는 동시에 ‘새알심’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인들이 팥죽을 만들 때 보통 새알심을 넣어 만들기 때문이다. ‘김치, 한복, 나전칠기, 

상모돌리기, 무당, 찜질방’ 등 같은 어휘들은 이런 교수법에 의해 가르쳐야 된다. 

6) 남성우(2011:66)에 의하면, 인지주의적 교수법은 언어 학습을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칙의 내재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구체적인 언어 교수 방법에서 언어의 문법 규칙은 물론 의미까지
도 고려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규칙을 설명할 때 연역적으로 제시한다. 

7) 백봉자(2013ㄱ:133)에서 절충식 읽기 접근법은 도입단계에서 상향식 접근법으로 다루다가 하향식 
접근법으로 이동하거나,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다가 상향식 접근법을 따르면서 절충하는 거란다. 

8) 백봉자(2013ㄱ:127)에 의하면, 상호작용 읽기 접근법은 하향식 읽기 지도법의 발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구성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인식하기 → 해석하기 → 이해하기’로 나눈다. 

9) 백봉자(2013ㄱ:127)에 의하면, 하향식 읽기 접근법은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하며 언어적 세부 사항
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휘 해석은 어휘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 본문을 간단
히 훑어보고 예측하기, 미완성 글 완성하기,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해석하기 등 전략 중심으로 접근하
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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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에 함축된 한⋅중 양국 간의 상호 문화 학습이란, 어떤 한국어 어휘들은 

겉으로 보면 중국어의 의미나 한자의 형태와 같은데 실제로 한⋅중 사회에서 담겨 

있는 문화적 의미가 너무 다른데, 이런 어휘들을 교수할 때 분명히 그 차이점을 

지적하여 교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親舊)’라는 단어를 배울 때 한국인들의 

‘친구’개념과 중국인들의 ‘친구’개념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 즉, 한국인들이 ‘친구’하면 일단 나이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가깝게 사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면 서로 간에 

‘친구’가 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중심으로 자기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고 친한 사람을 보고 ‘선배’나 ‘형/누나’ 같은 친척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 때로는 ‘친구’라는 말은 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 예를 들면, ‘이 친구 많이 취했군.’이라는 말에서 ‘이 친구’는 ‘이 사람’이라

는 뜻으로 이해해도 된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친구’ 개념은 많이 다른데 나이, 성별, 

그리고 직위 등을 떠나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친구’라고 말한다. 이런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분명히 교수해 줘야만 앞으로 한국인과 교류하거나 한국사회에서 생활

하거나 할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빨간색, 선생님, 애인, 여자친구, 신문, 타다(乘/

騎/坐/上), 입다, 학원, 과외, 로비, 미팅’ 등도 이런 부류에 속한 것들이다. 

해당 어휘 중심으로 확장된 어휘장과 문화 결합 학습이란 어떤 어휘를 가르칠 

때 해당 어휘장으로 확장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확장으로 얻은 어휘들을 해당 문화와 

결합해 교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apartment)’라는 단어를 교수할 

때 특별한 문화의미가 없지만 한국 주거 문화에 관련된 어휘장으로 확장하게 되면 

‘기숙사(寄宿舍), 고시원(考試院), 자취방(自炊房), 하숙집(下宿-), 사글세(--貰), 월

세방(月貰房), 전셋집(全貰-), 오피스텔(office hotel), 민박(民泊), 한옥(韓屋), 여

관(旅館), 모텔(motel), 호텔(hotel)’ 등을 얻을 수 있다. 중국에 없는 ‘고시원, 하숙

집, 민박, 한옥, 모텔’ 등 같은 주거문화 형태, 그리고 중국에 있지만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는 ‘월세방, 전셋집’과 관련된 문화를 학습자들에게 강의해 주면 한국어 습득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휘 중심으로의 체계적인 해당 문화 학습이란 지문 주제에 맞는 어휘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결혼’을 주제로 

하는 지문에서 ‘전통혼례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 전통혼례식이 어떻게 진행되

는지, 그 자세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백년해로, 함, 폐백’ 같은 확장 

어휘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좋다.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어휘 교육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어휘를 중심으로 너무 많이 확장시키고 문화적 의미를 붙이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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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수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며 강의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 둘째, 

해당 단원에서 배울 모든 단어에 다 문화적 의미를 부여시킬 필요가 없고 한국 문화가 

잘 반영된 어휘를 선별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확장으로 교수하는 어휘와 문화는 

가능하면 지문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넷째, 일방적으로 교수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어휘 강의 끝날 때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문화에 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교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반한’이나 ‘혐한’ 정서가 절 로 있으면 안 된다. 강의한 문화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3.2.2.2. 문법교육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문법교육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강독 교재도 그렇고 강독 수업에서도 그렇고 문법교육에 있어서 

주로 인지주의 교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지주의 교수법으로 문법을 교수하는 

데 장점이 많이 있으나 만약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과 결합하여 학습자들에게 

강의해 준다면 한국어와 중국어가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 하는 것을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풀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문법 교육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자.

중국 학습자는 한국어의 ‘-아/어 주다’ 관련 간접인용표현인 ‘-아/어 달라고 하다’

와 ‘-아/어 주라고 하다’에 해 혼동하기가 쉽다. 그 주된 이유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다른 표현은 중국어에서 같은 표현(某人1讓某人2給/為某人3做某事)으로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에서　화자(某人1)가　누구인지　

청자(某人2)가　누구인지　객체(某人3)가　누구인지를　잘　구별하여　학습자들에게　

강의해　주면　습득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표로　간략하게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5. 　

직접 인용 
표현

구분 간접　인용 표현 중국어의 뜻

－어 주세요

1. 화자와 객체가 같을 경우 1. －어 달라고 하다 話者讓聽者
給/為自己

做某事철수: “책을 좀 사 주세요.” 철수는 책을 사 달라고 한다.

2. 화자와 객체가 다를 경우 2. －어 주라고 하다 話者讓聽者
給/為別人

做某事철수: “영희에게 책을 사 주세
요.”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사 주라
고 한다. 

　

위와 같은 표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학습자들이 ‘-아/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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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에 관련된 간접인용표현을 제 로 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어로부터 일으

키는 모어간섭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보유(2004: 9)에서 중국어는 

주체중심의 언어 혹은 자기중심의 언어라 하고 한국어는 객체중심의 언어 혹은 상

방 중심의 언어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중국 학습자들이 ‘-아/어/여 주다’에 

관련된 간접인용표현을 제 로 배우는 데도 적용 가능한데 중국어는 주체중심의 

언어라서 화자(주체)가 이야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아/어/여 주다’에 관련된 

간접인용표현에서 객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화자가 똑같아서 중국어로 표현할 때 

똑같이 ‘某人1(화자)讓某人2給/為某人3做某事’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한국어는 객체 중심의 언어라서 상 적으로 객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어/여 주다’에 관련된 간접인용표현에서 객체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즉, 화자와 객체가 같을 경우는 간접인용표현인 ‘-어 달라고 

하다’를 써야 되고 주체와 객체가 다를 경우는 간접 인용 표현인 ‘-어 주라고 하다’를 

써야 된다. 

그리고 요즘 들어 한국인들이 유난히 애용하는 관용 표현인 ‘-것 같-’도 이렇게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일단 인지주의 교수법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규칙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문법 항목: ‘-것 같-’

문법 의미: ‘-로 짐작된다, -과 비슷하다’는 추측의 뜻,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好像，貌似’ 등의 뜻에 해당

통사적 구조(표 6): 

선행용언 과거 사실 추측 현재 사실 추측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사실 추측

동사 -았/었을 것 같다
-(으)ㄴ 것 같다

-는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형용사 -았/었을 것 같다 -(으)ㄴ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명사+이다 -이었/였을 것 같다 -인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유민애(2012:60)

(예시 및 활용 지면상 생략)

위와 같이 강의하고 나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관용 표현인 ‘-것 같-’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것 같-’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 문화 의미를 밝혀 주지 않으면 

중국어 해당 용법과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원어민처럼 원활하게 쓰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강보유(2002)에서 주장했듯이 한국어가 객체중심의 언어 혹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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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중심의 언어라서 관용표현인 ‘-것 같-’은 ‘추측’ 의미 외에 청자에게 덜 부담스럽게 

배려해 주는 ‘완곡 기능’도 함께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2시 55분인데 

1시에 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가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언하지 않고 추측 

표현으로 완곡 기능을 사용해 단정적인 발화로 인해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

고 이를 통해 청자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여 자신의 발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양상은 아래와 같은 각 상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표 7.

상황구분 예시

진술 상황 가: 아우, 의미론 너무 어려워.
나: 응. 
가: 작년에 했던 수업이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거절 상황 가: 아 하긴 나는 토요일 날 만나는 거 좋아하지. 시간은 괜찮은데... 
나: 나 주말엔 안 될 것 같은데. 

제안 상황 그 발상의 전환이 가만히 보면, 어~기분 전환과도 이어지지만, 경제적인 문제하
고도, 굉장히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게 한 번 재미가 들리면, 자꾸하게 되더라구
요. 고런 습관도, 한 번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청 상황 가: 이 공문은 뭐 좀 보충해서,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수정해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 네.  

반  상황 가: 나 어때?
나: 글쎄요... 잘...
가: 왜? 이상해?
나: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주체중심의 언어라서 관용표현인 ‘-것 같-’에 해당하는 ‘好像, 貌似’

는 보통 주체의 추측 의미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완곡 기능이 잘 안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문법 교육하는 데 적용하는 양상을 

살펴봤다. 그러나 유의할 점도 있는데 즉, 문법과 문형의 형태, 의미, 통사구조, 

공기 관계, 그리고 제약을 밝힌 다음에 심층 차원에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문법 교수할 때 다른 교수법과 잘 어울려서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3. 지문 읽기 교육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지문 읽기 교수는 읽기 전 단계, 읽기 활동 중 단계, 읽기 후 단계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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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각 단계에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양상이 다음과 같이 

좀 다르다. 

가. 읽기 전 관련 한국 문화 배경 지식 도입

지문 읽기 전의 도입 단계에서 강의 주제뿐만 아니라 관련 한국 문화 배경 지식(스

키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10) 이래야만 지문에 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적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기 전에 ‘사랑과 고민’ 주제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내리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부부사랑, 참사랑, 거짓사랑, 첫사랑, 짝사

랑, 연상/연하연애, 계약 연애’ 등을 배경 지식으로 활용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문화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있어 한국 문화 책, 문학 

작품,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쓸 만하다. 그런데 읽기 전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며, 내용 상 지문 주제에 관련된 짧고 재미있는 것을 잘 골라야 된다.  

 

나. 읽기 활동 중 지문 주제 및 내용에 따른 한국 문화의 적용  

김중섭(2002: 60)에 의하면, 읽기 활동을 일반적으로 강 읽기(skimming read-

ing),11) 훑어읽기(scanning reading),12) 뜯어읽기(intensive reading),13) 확인하

기14) 네 단계로 나눈다. 강읽기, 훑어읽기 과정에서 문화교수법을 적용하지 않고 

뜯어읽기 과정, 즉 강독 과정에만 적용시킨다. 이럴 때 주로 지문 주제 및 내용에 

따라 해당 한국 문화를 적용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 너무 많이 문화를 

강의시키면 학습자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이다. 더 심화된 문화의 

적용은 읽기 후의 단계에서 교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읽기의 흥미성도 유발하

고 읽기의 내용성도 채워 주며, 학습자들이 지문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변화하는 쇼핑 문화’라는 본문에서 ‘용산 전자상가’, ‘테크노마트’, ‘가락시

장’, ‘노량진시장’, ‘경동시장’, ‘양재꽃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냥 ‘용산 전자

상가는 주로 전자상품을 판매하는 상가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럴 때 

10) Hudson (1982)에서 스키마 이론은 읽기 교육에서 Pre-reading 단 활동과 전략 훈련으로 언어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를 극복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사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충분
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텍스트 이해를 위한 최소
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김중섭, 2002:51, Hudson (1982)에서 재인용).

11) 요지를 찾아 빠른 속도로 읽는 유형이다.
12) 특정 정보를 찾아 빠른 속도로 읽는 유형이다.
13) 기호를 해독하며 텍스트를 차근차근 읽는 유형이다.
14) 빈칸 채우기, 일치하는 문장 고르기, 참⋅거짓 가리기, 주제문 고르기, 순서 로 글 나열하기 등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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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 역사가 어떤지, 간략한 판매 목록이 무엇인지 등을 

사진이나 영상을 결합해 학습자에게 강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읽기 후 심화된 관련 한국 문화 강의

지문 읽기가 끝난 후에 그와 관련해 심화된 한국 문화를 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화 강의를 통해 앞에서 배운 지식을 재확인할 수 있고 해당 문화에 해 

더 깊이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는 수업에서 읽기 후의 단계에 ‘춘향전’ 이야기를 심화 문화 

내용으로 강의해 본다. 심화된 문화 강의 내용은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에서는 정보문

화15)와 행동문화16) 교수에 치중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정보문화와 성취문화17)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문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지문 읽기 교수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의 적용 양상을 살펴봤다. 

사실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에서 다룬 것만큼 강독 수업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뜯어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문 강독 끝난 후에 큰 소리로 낭독 및 발음 훈련(청각구두 

교수법)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는 강독 수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소통식 교수법으로 일관되었는데 집중 연습 시간은 주로 수업 전에 짧은 주제 

말하기 시간, 본문 주제 및 배경 지식 도입 시간, 어휘⋅문법 강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교류 및 짝활동 연습시간, 읽기 후 학습자 간에 토론, 역할극 시간 등이다. 

쓰기연습은 일주일에 일기 두 편과 발췌문 세 편, 그리고 매 과의 학습 끝난 후에 

관련 주제로 지문 모방 쓰기(과정-산출적 교수법: Process-product Approach)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쓴 글 중에서 좋은 글을 뽑아 함께 감상하고 내용이 

괜찮은데 오류가 좀 많은 글을 수정해서 PPT로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과마다 배운 지문과 단어에 해 암기 학습(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실행하고 다음 수업에서 암기하기와 받아쓰기를 검사한다.

3.2.2.4.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 모형 구축

앞에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으로 어휘 교육, 문법 교육, 읽기 교육 등에 

적용하는 양상을 다루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 내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 모형을 

15) 한재영(2007:516)에 의하면, 정보문화란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모국어 화자들이 그들의 사회, 
지리, 역사, 영웅 등에 해서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의미한다.

16) 한재영(2007:516)에 의하면, 행동 문화는 일상생활의 총칭을 지칭한다. 한 사회 속에 한 민족이 
행동하는 양식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환경과 전통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행동문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행동 양식이 아니라 전형적인 행동양식이다. 

17) 한재영(2007:516)에 의하면, 성취문화란 목표어 문화의 성취업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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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구축하고자 한다. 

강독 유형: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

수업 시간: 한 과/세 교시(1교시=50분), 총 소요 시간은 교수 요목(syllabus)

에 따라 다름

교수 주제: 주제별 회화나 텍스트 교수 수업 

언어 과제: 언어적 지식 능력(어휘, 발음, 문법 및 문형)

언어 기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번역)

문화 과제: 의사소통 능력(내용 해석하고 전달하며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능력)

문화 이해 능력(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

한국학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초보적 능력        

교 수 법: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중심으로 다른 교수법 활용

강의 절차: 

1교시: 수업 전 5분 말하기 → 선수 단어 받아쓰기와 선수 본문 암기 검사(문

법번역식 교수법 결합) → 선수 내용 복습 → 관련 주제와 문화적 배경 

도입 → 새 단어 배우기 → 문법과 문형 배우기(인지주의 교수법 결합) 

→ 정리

2교시: 수업 전 5분 말하기 → 단어 받아쓰기(문법번역식 교수법 결합) → 선

수 내용 복습 → 관련 주제와 문화적 배경 도입 → 강읽기 → 훑어읽

기 → 뜯어읽기(절충식 읽기 교수법과 상호작용 읽기 교수법 결합) → 
지문 낭독(암기) → 문화심화특강 → 토론/역할극/연습문제풀기(의사소

통식 교수법 결합) → 정리

3교시: 수업 전 5분 말하기 → 단어 받아쓰기 및 본문 암기 검사 → 선수 내용 

복습 → 관련 주제와 문화적 배경 도입 → 토론/역할극/연습문제풀기

(의사소통식 교수법 결합) → 보충읽기 학습(하향식 읽기 교수법 결합) 

→ 정리

도입: 단원별 주제 관련 문화적 배경 지식(한국 문화 책, 문학 작품, 영화, 영화 

예고편, 드라마, 만화 등도 읽기 전의 배경 지식 자료로 활용)

문화 전달 및 이해 활동: 어휘, 문법, 문형, 표현에 함축된 문화, 지문이 반영된 

문화적 내용, 모국어와의 비교 및 조, 심화된 문화 

특강(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

활용: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중심으로 다른 교수법 활용. 의사소통 중 

심의 토론/웅변, 역할극, 짝활동, 그룹 활동 등;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현장답사, 맞춤형 교재 개발, 한국어 코너, 말하기 회, 지문에 나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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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화 학습 후 개인 발표, 소감 말하기, 중국 문화와의 비교 조 등; 

과제 중 심의 활동: 실용적 사전 편찬하기, 한국 뉴스 편집, 더빙쇼, 드라

마 소개 등; 과정 중심의 한국어 임무 수행 및 발표(한국인 인터뷰, 한국

기업인턴보고서) 등; 일기 및 발췌문 쓰기, 지문 모방 쓰기 연습 및 주제

별 연습 쓰기(과정-산출교수법), 백일장 등

정리: 강의 진도에 따라 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각 언어적 지식, 언어기능, 문

화 이해 능력, 연구 능력 양성 등 여러 방면에 해 평가, 지도, 그리고 

조언

3.3.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위주로 도입하는 한국어 강독 수업 모형에 

한 평가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위주로 다른 교수법을 결합하여 구축된 한국어 

강독 수업 모형에 해 학습자들의 반응을 비롯한 수업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이 강독 수업 모형으로 학습해 왔던 12명 학습자(총 25명 중의 12명)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다. 이 12명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 능력에 있어 표성과 

보편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언어 중심의 문화통합 교수법을 도입하는 한국어 발음 강독 수업에 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의 문화 배경 도입이 한국어 발음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 비중은 100%에 달했다. 두 교시로 

발음 한 과를 공부하는 것은 긴장되느냐는 물음에 해 25%의 학습자는 긴장을 

느꼈다고 하는 반면 75%의 학습자는 별로 긴장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 과를 두 교시로 학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피조사학습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훈민정음과 자음/모음표, 발음기관도, 음운변동규칙을 결합해 한국

어 발음 원리 및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해 모든 학습자는 이런 

교수법 덕분에 체계적으로 한국어 발음을 배웠고 뒤의 지문을 배우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다져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교수법이 재미있다는 학습자 비중은 

92%가 되고 암기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학습자 비중은 92%가 되며, 한국어 발음 

학습 및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학습자 비중은 100%가 된다. 이런 교수법은 다른 

한국어 발음 강독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법보다 어떠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훈민정음을 결합하여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문화교수법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더 빠르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다.   

다음으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도입하는 지문 강독 수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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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위주로 도입하는 한국어 

지문 강독 수업에서 한국어의 기본적 지식, 한국어의 언어 기능, 한국어의 의사소통능

력, 한국 문화 이해능력, 그리고 한국학을 깊이 연구하는 능력 등 다섯 분야에서 

모두 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다 긍정적으로 답했

다. 한 과를 3교시로 강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83%의 학습자는 별 긴장을 

느끼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강독 수업에서 해당 문화를 도입하는 것은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문화교수법은 앞과 

같은 다섯 기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 당시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 배운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2%의 학습자들은 도움이 된다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학습자 비중은 8%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강독 수업 전체에 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강독 수업은 앞과 같은 다섯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 

비중은 100%이다. 한국어 강독 수업은 모든 한국어 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이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은 동의했다.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 학습자들을 

한국어의 기본적 언어적 지식, 언어 기능, 의사소통능력 이외의 문화이해능력, 한국학

을 연구하는 능력도 갖춰야 될 복합형 인재로 만들어 주느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

은 동의했다.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위주로 다른 

교수법을 결합하여 한국어를 강독하는 것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어 강독 

수업에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교수법 위주로 다른 교수법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해 모든 학습자들은 이로써 수업의 흥미성을 높였고 의사소통할 

때 내용성을 내실화했으며 한국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켰고 한국에 한 시야를 넓혔

다고 했다. 그리고 92%의 학습자들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83%의 학습자들은 취직할 때 경쟁력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 위주로 

다른 교수법을 결합하여 구축된 한국어 강독 수업 모형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

이 높다. 이런 모형으로 한국어 강독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수업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매우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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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최고의 교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듯이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도 

최고의 교수법은 아니다. 앞으로 중국 내 한국어 강독 수업 모형을 연구⋅구축하는 

데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수법을 중심으로 여러 교수법의 장점이 보완된 체계적인 

절충식 종합 교수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내 한국어 강독 수업은 4년제 

한국어학과의 기초이자 핵심적인 과목으로서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본격

적인 연구와 탐색은 겨우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어 강독 수업 모형에 

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은 연구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에 해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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