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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중국에서는 이후 예전부터 해 왔던 과 함께 새롭게改革開放 朝鮮語敎育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육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을 것이라 추,

측되지만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이나 새롭게 생겨난 제도에 대한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후 중국의 을 분석하고 평가하는改革開放 韓國語敎育 政策

것을 통해 한국어 교육 정책의 기본적인 을 밝히는 데에 이 있다.特徵 目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답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혁개방 이후 시행되었던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 및 대상 한국어 교육朝鮮族 을 살펴보

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 정책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 및,學科 開設 敎育課程

에 대해 살펴보았다.敎材 使用 狀況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는 조선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중국 내에 조선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시행

된 조선어 교육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이라는 용어는 수. ‘ ’ 韓中

교 이후부터 에서 점차 인정을 받은 것이었고 개혁개방 이후 여 년30學界

의 역사를 거쳐 개혁개방 이전의 조선어 교육 에서 한국어 교육 으‘ ’ ‘ ’

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개혁개방 시기부터 한 중 수교 시기까지와 한 중 수교 시기부터 현재까· ·

지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한 중 수교 이전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 ·

갖고 있었고 모두 도구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시기에, .

존재한 조선어학과는 모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



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뚜렷한 제도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한국어 교.

육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수교부터 현재까지는 조선어 교육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반면·韓 中

에 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크게 활발해졌다 여러 분야의 교류가2 .

날로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고 정부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가 설치된 대학은 처음에 불과 몇 곳에韓國語學科

서 현재는 여 개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170 .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는 와 를 병행하여 교육하고朝鮮語 韓國語

있고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수준이다 그렇.

지만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간의 교류도 활

발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시

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기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 , ,中國 外國語敎育 敎育政策 朝鮮語 韓國語

학 번: 2010-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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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현대 중국의 외국어 교육 중 하나인 은 중국의( )韓國語 朝鮮語 敎育 建國

시기 개혁개방, 1)시기 그리고 수교시기 등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중국韓中

의 외국어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년 월. 1992 8 24

일 수교 이후 한 중 양국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 , ,韓中 經濟 貿易 文化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한, ,敎育 政治 外交

국어의 이 크게 향상되었다.位相

우선 알아둘 것은 중국에서의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韓國語敎育 朝鮮族

한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이나 기타 민족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漢族

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후대들에게 자기 민족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韓民族

발전하도록 하는 데 그 이 있다 그리고 후자는 한족이나 기타 민.繼承 目的․
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한 중 두 나라간의· ·經濟 文化

교류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중.

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일단 전국 범위에서 조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말한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향상으로 여러 나라에서地位 韓國語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국어.

를 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약 만 명 정도7,800母國語

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의 언어 중 위에 해당한다 이에 발맞춰, 13 .

년에 한국에서는 한국어세계화재단2001 “ 2) 을 설립하여 국가의 명성을”

1)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에서 년 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기 중, 1978 12 11
앙위원회 제 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3 ,
책을 말한다.

2) 국어진흥 및 한국어 세계화 진흥보급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2001 1 13․



높이고 한국인의 을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한국어를 세계화하, 愛國精神

려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일단 지리적으로 한국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고대부터 이미 한

국어 교육을 실시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한 중 양국 수교 후부터. ·

뿐만 아니라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 , ,經濟 社會 政治 藝術 敎育

짐에 따라 교류 수단인 언어는 양국의 교류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

다 특히 년대에 중국으로 들어온 로 인해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2000 韓流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빠른 속도

로 증가하였으며 및 한국어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이나 다韓國語學科

른 교육기관이 급격히 늘어났다 통계에 의하면 년까지 중국 내에서. 2010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여개가 넘고 공부하고 있170 ,

는 학생의 수는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중국에는 이 약 만 명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국어200朝鮮族

교육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의 명.

칭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 문제는 한국의 상황과 연관, 南北分斷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학교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는 수. ·韓國語敎育 韓 中

교 이후로부터 학계에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4)

중국에서의 은 사실상 한 중 수교를 계기로 본격적으로·韓國語敎育 政策

실시하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수교 이후로부터 한국어가 전.

례 없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어 교육도 전례 없는 을 이루었다 수.大盛況

교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교 이전에 중국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었던 대학은.

개뿐이었는데5 5) 현재는 개 이상의 대학에서 를 개설하여 그50 韓國語學科

규모가 년 만에 배나 늘어났다20 10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갖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外國語

가운데 의 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 기敎育 政策 韓國語敎育 政策 變化過程

의 재단법인이다.
3) 김병운 에서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국립대로서 본과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는 도합(2007)

개에 달하였다고 하였다55 .
4) 김영옥 중국에서의 한국어 조선어 교육에 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집(2003), ( ) , 26 , p. 89.『 』
5) 북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낙양외국어대학 중앙민족대학 연변대학, , , , .



본적인 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特徵

선행연구 검토2.

중국의 의 하나로서의 에 대한 연구1) 外國語敎育 政策 韓國語敎育 政策

조항록 은 당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하여 총체적으(2000)

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교육과 보급의 상호보완적 추진 한국어 교육 관련. ,

부서 관련 기관의 업무 통합 및 조정 한국어 학습자의 활용 방안 수립, , ,

한글학교 이수자에 대한 과목 인정 추진 수요자 집단 파악 및 적극적 접,

근 한국어 교육 모델의 개발 차원의 교육과 연구 지원 등 한국어, , 民間

교육의 효과적인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6)

김중섭 은 국제 교류가 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도 세계적인 추(2004) 擴大

세에 발맞추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세기 한국어 교육의. 21

연구 방향을 한국어 교육 방법 교재 교사 양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

보았다.7)

조항록 은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차원의 발(2005b) 政府

전 노력과 차원의 노력의 양 측면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육 발전 대안民間

을 모색하려고 하였다.8)

은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2005) .孫皓民

예컨대 해외 대학에 의 를 하게 도입하고“ 上級 最上級 韓國語 廣範圍ㆍ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통하여 으로부터 까지 한국어 교육을初級 最上級ㆍ ㆍ ㆍ

6) 조항록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정책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제 차 국제학술대(2000), . 10「 」 『
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7) 김중섭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2004), , .「 」
8) 조항록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발달사적 접근과 미래 대안의 제시(2005b), - .「 」

한국어 국외 보급을 위한 대토론회 기초 발제문 한국어세계화재단. .『 』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즉 한국어 교육으로 시작한 이 중. , 早期 平生敎育

요하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한국어 습득 목적을. ➁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다양화한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文化敎育➂
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해외 대학에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學士➃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어 한국, , ,碩士 博士 敎師資格證 一線 敎師 學者ㆍ ㆍ ㆍ

어 교육 학자를 지속적으로 육성배출시킨다 모든 한국인 를 한국. 後世․ ➄
어 거주 국어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 으로 육성하고 시민- ,二重 二重 文化人

과 민족의 이중적 을 배양한다 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正體性 9)

에서의 의 와2) ( )中國 韓國語敎育 實態 現況 問題

현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 처음 나온 것은 성광수

의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주(1995) .

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컨대 중국 에 있는. “ 全國➀
에서 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선정 교육시킬 수 있도록 중,各級 學校 外國語

국에서 여러 층면에서 외교적 문화적 노력이 필요 한국어를 배우고자· ➁
하는 중국 내 의 증가를 고려하여 와 의 올바른 언,漢族 韓國語 中國語 二重

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어린이용 한국어 외. 特定地域 敎科書➂
에 와 관련된 책이나 한국어판 놀이 설명서 등의 제작 보급도 고韓國文化

려해야 한다 한국 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 , 韓國文化院➃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 ➄
요하며 연구의 활용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10)

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1999)朴宗今 現況

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개선 과제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했다 예.敎育環境

컨대 한국어 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어 의 자질을“ .敎科書 敎授陣① ②

향상시켜야 된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술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③

9) 손호민 세계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편 한국어 교(2005), - ,「 」 『
육론 한국문화사1 , .』

10) 성광수 해외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1995) , 12 .「 」 『 』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것 등등이④

다.11)

조항록 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2004d)

하여 당시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연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특징을.

분석한 후 종합적인 발전 대안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 “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들이 에너지를 결집하여 발전 저해 요인을 극복하

고 대내외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爭點➁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들 간의 진지한 논의가.爭點化 ➂

필요하다 는 것이다.” .12)

조항록 은 연구의 기초부터 한국어 교육 관련 거시지표를 기준으(2005b)

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분석하였

다 즉 한국어 관련 발전 지표 국가 사회적 기능 과정과 수준 내. , , , ,制度化

적 역량의 구축 고유 발전 모델의 개발 등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에, 5

서의 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과 에서의 한국어 교육의外國語 現況 中國 現況

양 의 대조를 통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分野

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내적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한 이전 연.

구 와 비슷하게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2004) , , ,課程 敎師 敎材

한국어 교육 통합 등 여섯 가지를 고려하, , -敎授法 評價 韓國語 韓國文化

였다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 의 측면에서 네 가지 을 제시하였. 政策 方案

다 그것은 한국 내 한국어 교육 산학협력 모델의. “ , ,韓國 政府 專門家➀
개발을 통하여 최근에 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어 집단을 위한大規模 學習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 ➁
발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각 교육 기관의 내적 역량. 强化➂
가 필요하다 한국어 의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 ”供給 能力 擴大➃
이다.13)

11)박종금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과제 제 회 한국어 교육 과제와(1999). , 3「 」 『
발전방향 연토회 발표논문집 연변대학과학기술학원.』

12)조항록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과제 와 전망 중국에서의 한국어 한국문화국제(2004d). ,「 」 『
한국언어문화학회 중국중앙민족대학 공동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조항록 국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발달사적 접근과 미래 대안의 제시(2005b), - .「 」



김경선 은 우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을 시기별로(2004) 發展過程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커리큘럼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 敎材

의 상황 한국어 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중국에서의 한국어,編纂 硏究 現況

교육의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現況 14)

김병운 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2007) 實態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의 을 살려 다양한 분야의. “ 大學校 特性 最①

능력의 인재양성 지향 새롭고 체계성과 과학성을 겸비한 다양한上級 ②

지향 다양한 개발 지향 들의 지향敎材 開發 參考書 敎授 資質 向上③ ④

한국어 교육 연구의 수준향상 지향 등이 그것이다” .⑤ 15)

선행연구들은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것보다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직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팽창되는.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도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이 시기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데

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한국어 국외 보급을 위한 대토론회기초발제문 한국어세계화재단. .『 』
14)김경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국민대학교(2004), ,「 」 『 』

어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김병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년연례학술발표대회 중국한(2007), , 2007「 」 『 』

국어 교육연구학회.



연구문제3.

본 연구에서는 이후 에서의 과 한국어 교改革開放 中國 韓國語敎育 政策

육의 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을 밝히는 데變化過程 特徵 目

이 있다.的 이에 본 연구는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

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개혁개방 이후 한국어 교.

육과 관련된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 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1. ?現代中國 韓國語敎育 政策 變化

의 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은 무엇인2. 現代中國 韓國語敎育 政策 特徵

가?

연구의 방법 및 자료4.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종 관련 연구에서 개혁개방 이후.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서술은 전체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한국어 교육.

의 팽창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서술하지만 정작 그 후에 어떻게 되

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특정 외국어에 대한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전반적인 외국어 교육 정

책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이 서로 聯關

이 되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의 외국어 교육 정책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등의 측면에. ,敎育 目標 敎育 指針

서 중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서 정책의 변천의 주요 요인을 밝히고 개혁개방 이후의 한국어 교육 정책

을 두 시기로 나눠 정책을 분석하고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의 실제에서 한국어학과의 학과설립 교육과정 교재, ,

사용상황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개혁개방 이후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고 그 을 밝히고자 한다.特徵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교육부의 「외국어

교육 년 계획 강요7 ( ) ,外語敎育七年規劃綱要 」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 과( )加强外語敎育的幾點意見 」 같은 정부문서를 검토한

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중국교육부교육연감. ( ) ,中國敎育部年鑑「 」

한중무역협정 을 비롯한 기본적인 문서도 함께 살펴본( )韓中貿易協定「 」

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해석을 시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시행과정을 드

러내고 설명하면서 그 과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내II. 中國 外國語敎育 政策

의 은 오랜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中國 外國語敎育 歷史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이후 등 의 불안정한 정치적인 요소는 외국어 교육에文化大革命 國內

좋지 않은 을 미쳤다 그러한 들로 인해 외국어 교육 정책을 실시.影響 事件

하다가 중단시키고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다가 다시 중단되곤 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 시기에 나왔던 중요한 정책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여기에서 우선 의 과 의 을現代中國 外國語敎育 韓國語敎育 政策 變化過程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도 외국어 교육의 으로 볼 수 있으므一環

로 중국의 외국어 교육 발전과정과 그것이, 한국어 교육에 미친 등에影響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내 의 변천2.1 中國 外國語敎育 政策

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세계 의 과학기술 및 경험을 배우1960 先進國家

고자 하였으므로 많은 외국어 인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는 년 월에 외국어 교육 년 계획 강요1964 10 7 ( 外 育七年《 语教 规划纲
이하 강요 라고 약칭함 를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要》 《 》

강요 에서는 우선 후 년간 을 회고하면서 대학에서14建國 外國語敎育《 》

배출된 외국어 전공학생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및國家建設 外交

에 있어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기초 외국어 교육은 측면에,業務 國家需要

있어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당시 중국의 외국어 교육은 주로 러시아어 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러敎育

시아어 이외의 전반적인 외국어 교육의 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중.水準



국 정부는 년부터 영어교육의 을 높이고 을 다시1957 比重 中學校 英語敎育

실시하게 되었다 에서도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을 점차 늘려. 大學敎育 其他

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이 여전히 대다수였다. .

이런 에 대해서 강요 에서는 러시아어와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학狀況 《 》

생의 를 조절하는 동시에 외국어 교육의 를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比例 規模

하였다.

강요 에서는 을 발전시키는 가지 을 명시하였다4 .外國語敎育 方針《 》

및 을 함께 실시하고 외국어학교 및1. 專攻外國語敎育 共通外國語敎育

대학 외국어학과를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어 교학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

다.

학교 외국어 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의 외국어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2. ,

등 교육매체를 발전시켜야 한다.放送大學

학교에서 영어를 제 외국어로 선정하고 대학 및 중학교 고등학교에3. 1 ,

서 외국어 수업을 조정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어 독일어를 공부하, , , ,

는 학생을 늘려야 한다.

교학의 적인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4. .質

강요 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러시사어 중심의 외국어 정책이었다면 이.

제는 영어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요 에서 의 에 대해서 가지 를 명시하4外國語敎育 發展 指標《 》

였다.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일반 중학교 외국어수업에서는 영어1. .中學校

와 러시아어 두 개 을 개설한다 일반 고등학교 외국어수업에서는 영.科目

어와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를 대 로 조절해야 한다1 1 .

대학에서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수2. , , , , 共通外國語

업으로 하며 영어는 제 외국어로 선정한다1 .



를 추진한다 외국어학교는 년의 개에서 년의3. . 1964 14 1970外國語學校

개까지 증설한다 재학생수는 만 명으로 하며 고학년 학생은 제 외국42 . 3 2

어를 배워야 한다.

새로운 언어종류를 증설한다 년의 개 언어에서 년에는4. . 1964 39 1970

개까지 늘어나야 한다49 .

년에서 년까지 에서는 평균 매년 명씩 총1964 1970 11,700外國語學科

명 학생을 모집하고 년간에 명 학생이 졸업할 예정이었다82,000 , 7 54,000 .

그런데 년부터 년까지 진행된1966 1976 “ ”文化大革命 16) 때문에 綱《

를 실행한 지 채 년 만에 바로 그 시행이 중단되고 말았다2 .要》

를 실행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아시아언어에 대한 을 중요綱要 敎育《 》

시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수교하지 않았던 상태이.

어서 아시아언어에 능통한 에 대한 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人材 要求

년까지는 중국의 아시아언어 이 어느 정도 발전해오고 있었다1956 .敎育

당시 중국은 년 과학기술발전원경규획1956-1967 ( 1956 1967年科「 《 —
을 반포하였고 이 규획에서는 러시아어를 계속) ,學技術發展遠景規劃》 」

발전시키는 동시에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교육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고 하였다 아시아언어 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각 아시아언어 교. 敎育

육 규모를 키우고 에서는 아시아언어학부를 설립하여 조선어, ,北京大學校

일본어 몽고어 아랍어 베트남어 인도어 등 개 의 전공을 두었다, , , , 10 .以上

처음에는 각 전공에서 모집한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년 월1952 10 ,

에서 개최한 아시아 및 년 월 인도네시아 반둥, 1955 4 ,北京 太平洋平和會義

에서 개최한 아시아아프리카회의 등이 개최되면서 중국이 주변 나라와의

교류가 날수록 확대되었고 외국어 인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이들,

전공의 신입생 모집도 증가하였다.

이 끝난 뒤인 년대는 의 라 할“ ” 1980文化大革命 中國大學敎育 恢復期

16) 년부터 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정치적 격동으로 공식 명칭은 프1966 1976 , ,
롤레타리아 계급 문화 대혁명 무산 계급 문화 대혁명 약칭으로 문혁 이 운동은 이 기간 동안 전( , .
국적인 혁명의 기운과 혼돈 및 경제적 침체를 일으켰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지식과 인재를 존중하는 다시 수립되고 지식인. 氣風

들의 와 학문의 자유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名譽

외국어 교육도 다시 새롭게 전개되었다.

년 월에 중국 에서 개막된1978 12 北京 十一 三中全「 届 会17) 기 중(11 3

전회 전에 열린 전국 외국어 교육좌담회 에서 기 중 전회 의) “ ” 11 3」 「 」

에 따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方針 加强外 育的《 语教
이 나왔다 이 의견에서는 개의 현대화 건설) . “4 ( )点意 四化》几 见 18)를 달

성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공부한다 는 목표를 세웠다” .

그리고 전국외국어 교육좌담회의 결과로 년 말까지 한국어를 포함1984

하여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스페인어 등 총 개의 언, , , , , 34

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년에 중국 에서 반포한1998 大學校外國語專攻敎學指導委員會 于外《关 语
외국어 전공이 세기에 향해21 ( 21面向 世 本科 育改革的若干意 》专业 纪 教 见

학부교육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아래부터 의견 이라고 약칭함( )意見 《 》

은 세기 외국어전공 및 외국어전공 인재양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에21 .

따라 대학의 외국어전공에서 일어난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의 根本方向

을 제시하였다.

의견 에서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 힘을 기울여야“1.《 》

하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외국어 교육. 2.

에 있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전공 지식이 뿐만 아니라 다른 외複合型

교 무역 금용 등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였고, , ” ,應用型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기초능력 인재는 전공실력 폭 넓은 지“3. , ,

식의 습득 언어응용 능력 교양 있는 인간 등 가지 목표를 요구 하였다, , 5 ” .

세부적인 언어의 경우는 영어 한국어 같이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17)중국공산당 기 중는 문화대학명 시기의 좌경노선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11 3
지도 방침을 세우고 개혁개방의 길로 다가셨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18) 년 제 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은래 총리가 공업 현대화 농업 현대화1964 3 “ ”, “ ”,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 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 “ ” .



경우 해당 언어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자료가 많으나 외국어 교육 정책

은 총체적인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중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연구 자료로 의해서 얻은 바는 건국 이.

후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온 일반 외국어 교육 정책은 많지만 공식적

으로는 강요 와 의견 두 개의 만 나왔다.公文《 》 《 》 19)

또한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처음에

는 러시아어 교육만 실시하다가 에 따라서 영어를 비롯한 기타 외國際環境

국어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은 양국 수교 전 시기는 주로

이라는 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는 작은. ( )朝鮮語敎育 名稱 韓國語 朝鮮語

언어이다 보니까 개혁 개방 초기에는 이에 대한 교육은 중요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정상회의 등을 거쳐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점차로 교육이 확대되었다.

내 의 특징2.2 中國 外國語敎育 政策

중국의 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外國語敎育

년 건국부터 년까지 외국어 교육을 다시 새롭게 실시한 시기였1949 1965

다 두 번째 시기는 년 년 일어난 때문에 외국. 1966 ~1977 “ ”文化大革命

어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시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년. 1978 改革開放

부터 현재까지 외국어 교육이 다시 시작되고 일정한 교육수준을 갖추게 된

시기이다.20)

중국 개혁개방 이후 국제 정세에 따라 사회 변혁에 있어서 영어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바람에 러시아어 교육보다 영어교육이 더 활발해졌

다 전국 여 개 대학중 영어 수업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없었으며. 1000 ,

영어과가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보였다는 것이다.

호문증은 중국 외국어 교육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정책의 장기적인

이 부족하다고 말했다.企劃 21) 정부 차원에서 각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 지

19)이전송 허보발 중국근대외국어 교육 상해외어교육출판사, (2006), . p. 34.『 』
20)호문중 신 중국 년 외어교육의 성취와 결사 외어교육어연구 년 월(2009), 60 , 2009 5 . p. 45「 」『 』
21)호문중 상게서(2009), p. 22.



침은 있었지만 장기적인 외국어 교육 기획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

정책은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요소가, , , , ,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지만 정부에서는 언어 정책을 전담하여 연구하는 기,

구나 기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국가 외국어 교육에 있어 각 언어의 교육

의 수준과 발전이 되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不均衡

교육의 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를 중국의 많은 인구로 인,不均衡

하여 가중되었다 우선 교육의 수준과 발전은 교육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외국어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이론도,

부족하고 교육이론 연구도 빈약한 편이다.22) 나아가 독립적인 연구 성과

가 적기 때문에 중국의 외국어 교육이 수준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와 같은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는 규모 면에서는 외국어 교육,

성과의 동력이 되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범위가 넓을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중국 국내에는 외국어대학만 개소. 10 23)가 있는데 이,

는 세계에서 외국어대학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 외에 거.

의 모든 대학에서 외국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년 기준으로. 2010

전국 일반대학 외국어 관련 전공의 학부 졸업생은 명이고 총 졸업324,724

생 수의 에 차지한다 외국어전공 재학생수는 명이며 교사6.1% . 1,236,460 ,

는 명으로 숫자로만 보면 인문계열에서 위에 차지한다122,646 1 .24)

외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많고 여기에 재학하는 학생이 많다,

는 것에서 외국어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열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

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어 이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잠재적인熱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으로 실시한2.3 朝鮮族 朝鮮語敎育

중국 내에서 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주로 중2

22) (2007), : , (1), p. 103.錢冠連 以學派意識看外語 究學派問題上的心理障 中國外語「 」『 』研 礙
23) , , , , ,北京外國語大學 上海外國語大學 廣東外語外貿大學 大連外國語學院 西安外國語大學 四川外語學

, , , ,院 北京語言大學 天津外國語大學 北京第二外國語學院 解放軍洛陽外國語學院
24)중국교육통계연감(2010), p. 98.



국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것은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民族區域

과 은 조선어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自治政策 民族言語政策

고 조선어교육은 주로 중국에서 조선족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延邊朝

鮮族自治州25)에서 실시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및 한 중 수교 이후 조선어 한국어 교육의 중심은 조· ( )

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선어교육 에서 점차 중국 내 조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으로 옮겨가2 ’‛
기 시작했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조선어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년 월 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었고 인민정부 조직조1952 9 3 <

례 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연변 자치주 인민정부는 조선어를 을 행> . ‘ 職權

사하는 주요한 도구로 하며 동시에 통용하는 한문으로 채용한다 고 규정’

하였다 조선어가 처음으로 연변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

조선족의 학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년 중등학교 년 고등학교 년6 , 3 , 3 ,

대학 년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 조선어와 중국어는 모두 초등학교 학년4 . 1

부터 함께 학습하며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똑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교육의 목적은 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를, ,社會主義 實踐 智 德 體‛
갖춘 있는 인간을 양성하며 국가 발전에 유용한 인간을 길러 낸다’均衡

라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조선족 초등학교 교수요강. 義務全日制〈

(1995)〉26)에서는 초등학교 조선어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조선어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초 과목으로서義務敎育 道具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을 갖고 있는 학과목이다 그러므로 조선어를 잘 가르치는.性 思想性

것은 학생들이 기타 학과목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함에 있어서나 나라의 교육방침,

을 관철하고 학생들이 지 덕 체 등 여러 면에서 주동적으로 생기발랄하게 발전하여 이상· ·

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문화가 있고 규율성이 있는 사회 공민으로 자라나게 함에 있어서,

또한 민족의 자질을 높임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5)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에서 조선 민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다.
26) (1995). p. 24.全日制朝鮮族小學敎學綱要『 』



조선족중 고등학교 조선어 교수요강< · >( , 1993)義務敎育全日制 試用 27)

에서는 조선어 교수는 반드시 맑스주의를 지도로 삼고 교육방침을 관철‘

하여야 하며 현대화를 염두에 두고 세계를 염두에 두며 미래를 염두에 두,

어야 하며 반드시 교수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교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

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

그리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와 고등학교의 교수목표,

는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의 토대에서 조선어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읽기 글쓰기 듣, ,

기 말하기의 기본능력을 높여주며 조선어를 학습하는 훌륭한 습관을 길러준다 교수에서, .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지능을 발전시켜주며 조선어를 사랑하는 감정과 자기 민족문화

를 사랑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바지할 뜻을 품게 하며 건전하고 고상한 미학적 정취

를 길러주며 사회주의 사상도덕품성과 애국 애족 정신을 길러준다, , .28)

중학교 토대에서 조선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수준을 높여준다 학생들에게 효과.

적인 조선어 훈련을 진행하고 과목과 필요한 조선어 지식을 잘 배우도록 지도하여 학생들,

로 하여금 실제요구에 적응하는 읽기능력 쓰기능력과 듣기 말하기 능력을 갖게 하고 초보, ,

적인 문학감상 능력과 민족고전 작품을 읽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며 기본적인 학습방법을,

장악하고 조선어를 자습하고 사용하는 양호한 습관을 기르게 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교수과정에 학생들을 지도하며 시야를 넓혀주고 지식을 늘.

여주며 정조를 도야하고 감정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감정을 길러주고

건전하고 고상한 미학적 정취와 심미능력을 길러주며 사회주의 사상도덕과 애국주의 정신

을 길러준다.29)

위의 교육목표로부터 중국의 조선어 교육에서 초등학교는 언어능력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에서는 문학 교육에 을 두고 있음을· 重點

27) (1993) p. 22.全日制朝鮮族中學敎學綱要『 』
28) 상게서, p. 40.
29) 상게서, p. 55.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내 조선어 교육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

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특징이다1. .二重 言語

조선족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조선어와 글로 가르치고 조선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한다 에는 조선어를 배정하고 교수 학습 시간을. -敎育課程

보장하여 조선어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교육과.

비교하면 조선어 교육은 비교적 앞서가고 있다 민족 언어와 문자에 대한.

보편적인 사용 민족 언어 교육 시스템의 민족 언어 교육 역사의, ,完璧性

안정성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중국어 교수 학습을 민족. -

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어 교수 학습의 수준을. -

높이는 것을 전반 민족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육 과정과 내용

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중국어 과목은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조선어와 중국어는 조선민족 문화와 문화의 중요한 구성부. 中華民族

분이며 또한 민족문화의 상징과 표현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 언, .

어 환경에서 조선어 교육은 조선족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어 교과서를 로 편집하고 출판하고 발행한다2. .自體

조선어 교과서의 편집 출판 발행은 주로 조선민족 교육출판사에서 맡, ,

고 있다 이 출판사는 조선족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조선어 중국어 외국. , ,

어 음악 체육 미술 무용 등 교과서를 자체로 편집하여 정치 역사 지리, , , , , , ,

화학 수학 생물 등 교과서는 전국통용교과서를 번역하여 출판한다 또한, , .

조선족 사범학교 유치원과 직업기술학교의 부분적 교과서를 편집 번역하, ,



여 출판한다 그 외에 등 교과서와 교. , ,民族理論 常識 民族歷史 鄕土地理

수참고서 사전류 학생과외도서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다 자체의 출판사, , .

외에도 조선어문교과서협의기구 조선어문교과서심사기구 등을 갖고 있다, .

조선어 교육은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초 중등학교 교사3. , ,

는 주로 조선족 사범교육과 민족 교원 연수 에 의해 양성되고 있다.系統

조선족 교육은 기초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까지 일반교육으로부터 전문,

기술 교육까지 학교 교육으로부터 과외 교육까지 비교적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교육에 대한 행정 관리도 비교적 완벽한 체계를 이루,

고 있다 예를 들어 연변대학과 조선족 중등사범학교에서 주로. , 民族文化

을 소유한 초등학교 유치원 포함 와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 , 3資質 東北 省

교육학원 민족교육 와 연변교육학원 및 의 에,硏究部 縣 市 級 敎員硏修學校

서 조선족교원들의 재직 연구를 맡고 있다.

학교 의 즉 학교의 분포지역이 중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4. ,分布 分散性

어진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조선족 학교 분포의 분산성은 를 위주로 하고,雜居 集居30), 雜居31), 散

居32)가 결합되어 있는 조선족의 거주특징과 연결된다 분포지역이 중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조선족이 주로 중국 동북쪽의 변두리에 위

치한 동복 성에 분포되어 있는 특징과 연결된다3 .

그 외의 특징은 조선어 교육은 을 지니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한.國際性

국 북한 및 세계 각지에 있는 동포들과 혈연적 문화적 가 있으며 이, , ,連繫

로 인하여 중국의 조선어 교육도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정책에 따른 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소惠澤

수민족들은 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살아가려면 조선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해야 하는 현실에

30) 집거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삶: .

31) 잡거 여러 사람이 섞여 삶: .

32) 산거 흩어져 살다: .



놓여 있기 때문에 민족 언어에 대하여 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偏見

있다 특히 한중 수교의 역사 흐름을 따라 최근에 중국에는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조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선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적어지는 주요한 이기도 하다.原因

제 외국어로서의2.4 2 ( )朝鮮語 韓國語 敎育

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한국어 학습 수요는1990

년대 들어 급속한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크게 다2000 ,

르지 않다 중국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

층 다양화 된 학습자들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절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韓國語

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과의 을 살펴보고자 한다, .敎育機關 敎育課程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는 여러 가지 유형

이 있다 종합해보면 이나 에서 설치한 년제 한국어 학. 4國立大學 私立大學

과 이나 에서 설치한 년제 한국어학과 이나, 3 ,私立大學 專門大學 職業大學

에서 설치한 년제 한국어 학과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제 외2 , 2職業高等學校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단기 코스 등이 있다, .

각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크게 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學問

교육과 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두 가지가 있다.就職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는 국가 교육위원회 소속대학이나

성 교육위원회 소속대학 등 의 한국어학과 등을 들 수 있다 물론.定規大學

이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취직의 유리함이 그 목적에서 완

전히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학문적,

목적이 보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여겨진다 이 학교들은 국내.

혹은 해외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 학습자의 상당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정규 대학의 교과과정은 실무지식보다는 이론,



지식 전수에 더 비중이 많이 둔다고 하겠다.

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보면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 그리,

고 직업고등학교 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이런, 2 .

대학들에서는 우선 취업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취직에 직

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

대학은 기초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공과목과 선수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어 교육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서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몇 개 대학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로.

한 중 수교 전 설립된 대학인· , ,北京大學 對外經濟貿易大學 北京第二外國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대학별 한국어 학과 개, .語大學 延邊大學

설 년도와 개설 과정은 표 과 같다1 .

표 대학 별 한국어학과 개설년도 및 개설과정1. 33)

년 이전에 석사과정을 모집한 것은 북경대학과 대외경제무역대학에1999

서만 뿐이었지만 년도에 들어와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 석2000

33)담결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2010), ,『 』
논문, p. 59.

34) 과정은 일종의 학점 인정 제도이다2+2, 3+1 .

대학명
대학 대학원( )

개설년도

년4

제

석

사

박

사

특성화과정
비고

교환 2+2

북경대 1946(1979) ○ ○ ○ ○
복수전공제

도
대외경제무

역대
1962(1999) ○ ○ ○ ○

동시통역대

학원
북경제 외대2 1972(2008) ○ ○ ○

연변대 1972(2002) ○ ○ ○ ○
과3 + 1

정34)



사과정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에 따르면 향후. ,

석 박사 과정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한국 대학과 자매.

교류 관계를 맺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학과의 하위 전공 형식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한국어 관련 학과들은

최근 들어 독립된 하나의 학과로 변하였다 이는 그간의 발전을 거치면서.

한국어 학과의 지위가 대학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어 학과가 대학에서 독립학과로 일.

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필수 선수 과목들은 표 과 같다, · 2, 3 .

표 대표 대학 한국어 학과 공통 필수 과목2. 35)

표 대표 대학 한국어학과 공통 선택 과목3. 36)

35)이나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교과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2012), ,『 』
문. p. 38.

필수 과목 학습 목표

기초 한국어 1
한국어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 수 있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기초 한국어 2
기본적인 문법과 관용어를 활용할 수 있고

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다1000-1500 .
고급 한국어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듣기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여 한국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한국어회화 초 중 고( , , )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어 시청설
나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TV

있다.
한국어 문법 한국어 문법을 익힐 수 있다.



중국의 외국어 교육은 주로 즉 듣기 말하기 쓰기, , , , , , , ,聽 說 寫 讀 譯

읽기 번역 및 통역의 다섯 가지를 그 학습목표로 삼는다 외국어로서의, .

한국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각 분야별로 일정한 기초를 터득하게 하,

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분이 차지하는 교수시간이 교육과정에 있

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 과정의 순서를 보면 먼저 기초 한국어 고급 한국어 등 필수 교1, 2

과목을 통하여 기본적인 한국어에 대해 학습하고 그 이후에는 학습자들의,

목적에 따라 번역 통역 비즈니스 관광 등의 분야에 필요한 실무적 기능, , ,

배양을 중점으로 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거의 모.

든 대학에서는 등의‘ ’, ‘ ’, ‘ ’貿易韓國語 觀光韓國語 韓國 現代文化

전문적인 과목의 시수보다 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수업의 시수가精讀敎材

더 많았으며 다양한 실제적 기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들은 개설되,

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 학교의 가 실제 의사소통 능. 敎育目標

력 개발이라기보다는 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文法 形態 學習

한 한국어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은 간단한 정도의 통역을 행하

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스스로의 관점이나 사실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발표,

36)이나 상게서(2012), p. 40.

선택 과목 학습목표
한국 개황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어휘 범위를 넓힌다.

한국어 읽기
배운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

다.

한국어 신문
신문을 통하여 한국어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경영 한국어
일반적인 국제경영지식을 알고 경영에 관한 글쓰기나 번

역을 할 수 있다.
한국문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중국문화
한국어로 중국 문화를 습득하여 한국어로 중국을 소개할

수 있다.

한국문화
한국문학사를 알고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다.
한국어 쓰기 한국어를 사용하여 글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한중 번역 번역 이론 및 원리를 알고 번역할 수 있다.



하는 등의 말하기 구사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할 수 있

다.

또한 교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재의 사용 현황을 살펴

보면 각 대학에서는 초급 단계의 듣기 회화 읽기 교재부터 고급 단계의, , ,

문법 번역 통역 문학 비즈니스 교재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 , , ,

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은 중국에서 개발된 교재도 다양하게 출판되기.

시작하여 교재 선정의 폭이 넓어지고 학습 자료도 이전에 비해 풍부해지기

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적당한 교재가 없어서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

는 교과목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는 적절한 교재의 편찬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또한 한국 전반에 대한,

지식을 구비한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의 수요에 따라 한국 경제 과학 한국,

어 신문 방송 한국 문화 등과 관련된 한국어 교재들도 개발될 필요가 있, ,

을 것이다.

기본적 회화 교재들은 아직까지 문법을 번역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의 역시 위주. 統合敎材 本文 讀解

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연습 및 활동도 어휘 문법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더불어 실제적 과제와 활동이,

반영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特殊目的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교사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현황. 中國 韓國語敎育Ⅲ

내 의 실태3.1 中國 韓國語敎育 政策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 중 수교 전에는 전국적으로 개 대학에서· 5

만 개설이 되었지만 한 중 수교를 계기로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전국적으·

로 거의 여개에 달하는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개설을 하고 있다 사회170 .

적인 수요나 졸업생들의 취직이 보장되는 전제조건 하에 그리고 한국어교,

육조건을 구비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과열로 인해 한국어교육을 구비하지 못한.

교육기관에서 단순히 눈앞의 이익과 일시적인 사회적 수요를 위하여 한국

어교육 관련 과목을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혼란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시장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교육정책 제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결정에 참고가

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 한국어교육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실태의 검토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학과설립년도 강좌개설년도 교수진 재학생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 , , ,

교과과정 교사와 학생 비례 강의 시간 배정 및 학점 등 구체적인 내용들, ,

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내용의 신빙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는 인터넷이나 메일

을 통한 방법도 일부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전화를 통하

여 조사 자료들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중국대학 지역별 한국어학과 통계4. 37)



이상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년까지 현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가2012

장 많이 개설된 지역은 산동지역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으로는 강소지역,

길림지역 흑룡강지역 상해 절강지역 화남지역 북경지역 화북지역 서, , · , , , ,

남지역이다 이상의 순서는 국 공립대를 포함한 순서이고 국립대의 경우. · ,

는 산동지역 강소지역 흑룡강지역 길림지역 북경지역 상해 절강지역, , , , , · ,

화북지역 화남지역 서남지역 이런 순서이다, , .

이상에서 한국어학과가 많이 개설된 지역은 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

깝거나 한국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집중된 곳으로서 한국어학과의 개설은

37)중국교육부 교육통계 재정리2011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200/list.html

38) 중국에 본과대학이란 년제 대학을 말한다4 .
39) 중국에 전과대학이란 년제나 년제 대학을 말한다2 3 .
40) 중국 남부 지역으로 광동 성 광서 성 해남 홍콩 마카오 지역( ) · ( ) · ( )· ( )· ( )西 海南 香港 澳广东 广 门

을 포함함
41) 중국 서남 지역으로 사천 운남 귀주 티베트 종경 등 성 자( )· ( )· ( )· ( )· ( ) ·四川 云南 州 西藏 重贵 庆

치구 직할시를 포함함·

국립대

본과( )38)
사립대

본과( )

국립대

전과( )39)
사랍대

전과( )
합계

지역北京 개8 개1 9

지역黑龍江 개6 개4 개6 개2 18

지역吉林 개10 개7 개1 18

지역遼寧 개4 개3 개4 11

지역華北 개8 개1 9

지역山東 개18 개11 개21 50

지역江蘇 개9 개2 개7 개10 28

지역上海浙江 개6 개4 개4 개2 16

지역華南 40) 개3 개8 11

지역西南 41) 개3 3

합계 개75 개37 개43 개18 173



사회적인 수요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학과의 개설시기를 검토한다 검토에 활용하는 자.

료 중 하나는 주로 국 공립대학의 연도별 한국어학과 개설현황에 대한 통·

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따른 한국어학과 통계이다, .

우선 지역에 따른 연도별 한국어학과 개설년도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최초로 년 남경외국어전문대에 있던 한국어강좌가 있었1946

다 남경외국어전문대의 한국어강좌는 해방이 되면서 북경대학으로 통합.

되었다.42) 그후 년대초 그 당시 정세의 수요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대학50

과 낙양외국어대학에 각각 한국어학과가 개설이 되었다 이어서 년대. 1970

들어서 연변대학 북경 제 외국어대학에도 한국어학과가 개설이 되었다, 2 .

표 중국대학 지역별 한국어학과 개설 통계5. 43)

위 표에서 보다시피 중국에서 한국어학과는 발전 확대되어 오면서 두·

차례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전성기는 년대 중반기로부터. 1990

년도까지로서 전국적으로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증설이 되었고2000 18 ,

42) 담결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2010), ,『 』
위논문, p. 66.

43) 중국교육부 교육통계 재정리2011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200/list.html

1945~

년1999

1991~

년1995

1996~

년2000

2001~

년2005

현20 06~

재
지역北京 3 2 3 1

지역黑龍江 1 5 12
지역吉林 1 2 7 8
지역遼寧 4 1 5 1
지역華北 2 5 3
지역山東 7 5 22 16
지역江蘇 14 14

지역·上海 浙江 2 3 2 6
지역華南 7 4
지역西南 1 2

합계 4 19 10 73 67



두 번째 전성기는 년도에 들어서부터 현제까지로서 개 대학에 한2001 173

국어학과가 증설이 되었다 특히 제 전성기에 한국어학과가 가장 많이 증. 2

설된 지역은 산동 강소 화남 지역인데 이를 통해 한국어학과 증설도, , ,

한 중 경제교류의 형세에 따라 긴밀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년도 이전에 개설된 한국어학과들은 계획경제시기에 개설된 학과들1990

로서 학과들마다 특성화가 잘 되어 있었다 북경대학의 경우는 주로 그 당.

시의 북한과의 외교 및 문화 교류를 위하여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경우는,

주로 북한과의 경제지원 및 무역 거래를 위하여 낙양외대는 주로 북한과,

의 군사적인 교류를 위하여 그리고 북경제 외대는 주로 그 당시 외사사업, 2

과 관광을 위하여 연변대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 대 정부의 외사사업,

을 위하여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44)

한국어학과 개설은 특히 년에 양국 간의 국교수립이 이루어지면서1992

여기에서 힘을 얻어 처음으로 학과증설 붐이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년5

사이에 전국적으로 무려 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증설되었다 이 시기18 .

한국어학과가 가장 많이 증설된 지역은 산동지역이었고 그 다음은 강소지,

역이었다 이렇게 한국어학과가 급속도로 증설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는 외자유치와 선진기술도입의 붐이 서서히 일기 시

작하였다 바로 이 때 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이 중국인들. 88

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위상이 중국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

었다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의 증설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

의 확대 특히 한국기업의 유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한 중 수교 이전 양국의 교역량은 연간 억불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64

수교를 계기로 급상승하었다.45)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수도 수

교전에는 전무하였으나 양국 간의 국교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늘어나기 시

44) 년 한국과 국교가 이루어 지기 전에는 한국어학과들이 모두 조선어 학과로 되어 있었다1992 .
지금도 교육부 학과등록목록에는 여전히 조선어로 되어 있지만 학교마다 한국어학과 혹은 한국어
조선어 학과로 자체로 지정되고 있다/ .

45) 황동섭 한류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경제사회연구회(2005), , , p.101.『 』



작하였다 년 경에는 제 차 피크기가 형성되었는데 한국 기업이 진출. 1995 1

한 지역은 주로 천진 산동 등 발해만 연해지역과 요녕 길림 흑룡강 등, , ,

동북 성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가깝거나 비슷한3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년 말부터 불어닥친 아시아지역 금융위기로 인하여 약간1996

주춤을 하면서 하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 년도부터2001

금융위기가 해소되고 대 중국 투자와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제 차 피, 2

크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투자확대는 동북지역과 발해만연해지역으로부.

터 점차 상해 강소 절강 등 장강 삼각주 지역과 광주 심천 동관등 주강, , , ,

삼각주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갔다 이로 말미암아 교류에 필요한 인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들이 줄줄이 늘어나게 되었

다.

아래의 표 은 학교유형에 따른 연도별 한국어학과 개설년도 통계이다< 6> .

표 중국대학 연도별한국어학과증설 상황 조사 통계6. 46)

여기서 보면 각급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년부1991

터였으며 년도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 .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과과정은.

혹은 교육과정은 교육을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부분이다 교과과정은 전공에 따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 ,

들의 모국어상황이나 학습환경 조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다만 동일.

46) 중국교육부 교육통계 재정리2011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6200/list.html

1945~

년1990

1991~

년1995

1996~

년2000

2001~

년2005

2006~

년2009
합계

국립본과대학 4 15 2 22 31 74
국립전과대학 1 6 18 21 46
사립본과대학 1 1 21 13 36
사립전과대학 1 1 10 6 18

합계 4 18 10 71 67 173



한 전공의 경우 기초과정에 있어서는 같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과정이란.

교재의 유무와 교사의 유무에 따라서도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년제 국립대학 년제 국립대학 년제 사립대학 년제 사립4 , 3 , 4 , 3

대학으로 순서대로 주로 교과과정 설정 교과과정의 체계성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어학과 개설된 국립 년제 대학은 모두 개이다 이들 국립4 74 .

년제대학의 학습은 주로 학문활동에 목적에 두고 있으며 여타 다른 대학4

들에 비해 교과목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었다.

표 한국어학과 국립 년제 본과 학과목 종류와 과정7. 4 47)

학과목종류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어1.

초급한국어 중급한국어 고, ,

급한국어 무역한국어 회화, ,

한국어 한국어정독,

관광한국어 비즈니스한국,

어 호텔한국어 직장한국, ,

어 시사한국어 교제한국, ,

어 사무한국어 상무한국어, ,

한국어듣기2.
기초한국어듣기 중급한국어,

듣기 고급한국어듣기,

한국어회화3.

초급한국어회화 중급한국어,

회화 고급한국어회화 상무, ,

한국어회화 한국어회화,

번역4.

번역이론 및 실기 필기번,

역 뉴스번역 상무번역 명, , ,

작번역 시사번역,

과학기술번역 뉴스듣기번,

역 한국고전번역,

통역5.
한국어통역 동시통역 상무, ,

통역 비즈니스통역,
시청6. 한국어시청 종합한국어시청,

한국문화7.

한국문화 한국국정문화 한, ,

국역사문화 한국민속문화, ,

한국문화와 예의 한국사회,

학개론 한국역사,

한국민속 한국기업문화 한, ,

국사회문화 한국현대문화, ,

한국예절 조선민족풍습 민, ,

속개론 한국철학,

강독8.

한국문학작품강독 상무문장,

강독 신문강독 한국문학강, ,

독

한국고전문학명작강독



이들 국립 년제 대학 한국어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은 대체로4

필수 과목 선택과목 등으로 나누고 있다 우선 각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 .

과정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은 일반적으로 학교당 개에서 개 정도였고 선4 6 ,

택과목에는 개에서 많게는 개까지 포함되어 있다5 15 .

년제 국립대 한국어학과에서 개설한 한국 특히 한국어 관련 교과목 종4 ,

류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교과목을 특성에 따라 크게

47) 이나 상게서 재정리(2012), p. 44

한국문학9.

한국문학사 한국문학개론, ,

한중비교문학 한국문학 한, ,

국문학강습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

학 한국영화 한국작가강, ,

습 한국대중문학 문학작품, ,

의 이해 한국고대작가 및,

작품 한국현대작가 및 작품,

한국언어학10.

한국어언어 한국언어학개,

론 한국언어학 한국어문자, ,

처리 한국어교제문법 한국, ,

어수사학

한중무역용어비교 한국어한,

자교육론 한국언어학사 한, ,

문독음 교제언어학 한중문, ,

법비교 한국어수사학 한국, ,

어발전사

쓰기11.

한국무역용어응용 기초쓰,

기 중급쓰기 고급쓰기 응, , ,

용쓰기 무역한국어쓰기 한, ,

국어쓰기지도

한국어논문쓰기

한국어 말하기12.

한국어말하기 한국어교제말,

하기 말하기의 실기 한국, ,

어 말하기의 실습

상무말하기

한국경제13.
한국경제개론 한국기업경영,

관리

한국개황14.
한국개론 한국지리 한국사, ,

회학개론
한반도연구

읽기15.
한국어뉴스읽기 한국어읽기,

실습 한국어 읽기 및 번역,

기타16.
한국어능력시험지도 한중관,

계연구 한국어타자,

한국어능력평가 한국어타자,

평가 대외한국어교육 한국, ,

기업소개 한반도통일문제,



개 부분으로 분류한 다음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집계를 하였다 집계16 .

에 따르면 한국어학과 년제 국립대의 경우 필수과정에는 개 교과목이4 76

포함되어 있었고 선택과정에는 개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필수 과, 86 .

목과 선택 과목의 교과목종류를 합치면 그 수가 도합 개에 달하고 있162

다.

과목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기초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고급 한< >, < >, <

국어 한국어 듣기 한국어 회화 는 모든 대학들에서 공동으로 개설>, < >, < >

한 교과목이고 번역 한중번역 중한번역 도 거의 에 달하는 학교들, < ( , )> 90%

에서 개설한 교과목이다 그것은 이러한 교과목이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기.

초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외에 많은 학교들에서 공동으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순위별로 정

하면 작문 시청각 경제무역한국어 한국어 문화 한국문학작< >, < >, < >, < >, <

품 강독 통역 등이다 선택과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광한국>, < > . <

어 상무한국어 호텔한국어 직장한국어 등 많은 종류의 한국어>, < >, < >, < >

외에도 한국문화 한국언어학 및 한국어 관련 기타 교과목의 개설이< >, < >

다 이것은 중국의 한국어교육이 단순히 언어교육이라는 기초적인 틀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관련 지식을 좀더 많이 가

르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국립 년제 대학은 모두 개이다 국립 년제 대3 42 . 3

학이 비교적 많이 집중된 지역은 산동지역이다 국립 년제 대학은 년제. 3 4

본과와는 달리 주로 기능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년제 국립대학 한국어학과에서 개설한 한국어나 한국어 관련 교과목3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개 부분으로15

분류한 다음 다시 세부적으로 집계를 하였다.

표 한국어학과 국립 년제 전과 학과목 종류와 과정8. 3 48)

48) 이나 상게서 재정리(2012), p. 50.



학과목종류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어1.

초급한국어 중급한국어 고, ,

급한국어 종합한국어 무역, ,

한국어 회화한국어 실용한, ,

국어 초급한국어정독 중급, ,

한국어정독 고급한국어정독,

한국어듣기2.

한국어듣기 기초한국어듣기, ,

중급한국어듣기 고급한국어,

듣기 상무한국어듣기,

한국어회화3.

한국어회화 중급한국어회화, ,

고급한국어회화 상무한국어,

회화 한국어회화실기,

번역4.
한국어번역 필기번역 뉴스, ,

번역 상무번역 실용번역, ,
전자문서번역

통역5.
한국어통역 동시통역 상무, ,

통역 비즈니스통역,

시청6.
한국어시청 한국어시청 및,

말하기

한국문화7.
한국문화와 예의 한국관광,

지리 한국역사,

한국사회 및 민속 한국전통,

문화 조선약사 한국현대문, ,

화 한국예절 조선민족풍습, , ,

민속개론 한국철학,

강독8. 한국뉴스강독 상무문장강독,
한국문학명작강독 한국문학,

강독
한국문학9. 한국문학사 한국문학개론, , 한국문학
한국언어학10. 한국어언어개론 한국어문법,

쓰기11.
한국무역용어응용 기초쓰기, ,

상무쓰기 상무용어쓰기,

한국어 말하기12.
한국어말하기 한국어교제말,

하기 상무말하기,
한국개황13. 한반도개황 한국개황,

읽기14.
한국어뉴스읽기 상무한국어,

읽기

기타15.
한국어강화훈련 컴퓨터응용, ,

한국어타자 한국무역실무,
사무한국어 한국어타자,



국립 년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필수과목은 모두 개로서 년제3 62 4

본과 대학보다 그 수가 다소 적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모두 개로서 년. 17 4

제 본과 대학보다 그 수가 여개나 차이가 난다 특히 교과목 종류를 자60 .

세히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년제 대학 비해 경제관련 과목을 거4

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과보다 선택과목의 교과목 종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제 본과 과정과 같이 한국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중급 고급4 , ,

한국어도 있지만 그 외 년제 본과 과정에서는 선택과에 들어있던 여러4

가지 종류의 한국어 과목 예컨대 한국어회화 한국어번역 등 과목이< >, < >

여기에서는 필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본과보다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번역과 통역 한,

국문학과 한국 언어학 관련 교과목들의 비중이 훨씬 적은 것에 반해 기능

적인 내용 즉 한국어타자 한국어능력시험지도 등과 같은 교과목이 필, < >, < >

수과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서는 선택과목을 아예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을

했다하더라도 너무 적게 개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

습자들이 교과과정선택에서 여지가 없거나 여지가 너무 적게 되므로 능동,

적인 학습을 통해 자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불리하기 때문에 바람직

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사립대학은 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보니80 .

일반적으로 국립대보다 운영 경험도 적고 교사진의 학술 능력 및 강의수,

준도 떨어지거니와 학과개설경험도 국립대학들에 비해 뒤지고 있다.

사립 년제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4

국립대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교과목을 특성에 따라 크게 개 부분으로16

분류한 다음 다시 세부적으로 집계를 하였다.

표 한국어학과 사립 년제 본과 학과목종류와 과정9. 4 49)



49) 이나 상게서 재정리(2012), p. 55 .

학과목종류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어1.

한국어정독 상무한국어 초급, ,

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 ,

어 무역한국어 회화한국어, , ,

호텔한국어

상무한국어 사무한국어, ,

기업한국어

한국어듣기2.

한국어듣기 초중급한국어듣,

기 고급한국어듣기 듣기와, ,

말하기

한국어회화3.

한국어회화 초급한국어회화, ,

중급한국어회화 고급한국어회,

화 상무한국어회화 한국어회, ,

화

번역4.
한중번역 중한번역 뉴스번역, , ,

상무번역 명작번역 시사번역, ,
문서번역 번역의 실기,

통역5. 한국어통역 통역과 듣기,
시청6. 한국어시청 고급한국어시청,

한국문화7. 한국문화와 예의

한국사회문화 한국기업,

문화 한국현대문화 한국, ,

예절 조선민족풍습 민속, ,

개론,

강독8. 상무문장강독
한국뉴스강독 한국문학,

강독

한국문학9.
문학개론 한국조선문학,

한국현대문학 비교문학,

한국언어학10. 한국어문법 한국어언어,
언어학개론 한자독음 한, ,

국어수사학

쓰기11.
한국무역용어응용 쓰기와 수,

사 상무용어쓰기,
한국어 말하기12. 상무말하기 말하기실기,
한국경제13. 한국경제개론 한국당대경제

한국개황14.
한국개론 한국지리 한국사회, ,

학개론
당대한국

읽기15. 한국어일기 조선어읽기,

기타16.
한국어강화 한국어타자 한국, ,

어가이드

한국어교학법 한국어종,

합능력훈련



포함된 사립 본과 대학은 모두 개이다 사립 본과 대학에서 한국어학37 .

과가 비교적 많이 개설된 지역은 산동지역 화남지역 길림지역이다 사립, , .

년제 대학에서 개설한 필수교과목 수는 모두 개 종류이고 선택 교과4 52 ,

목은 개 종류로서 국립대보다 교과목 수가 적은 편이다34 .

특히 교과목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교과목에서 상무한국어 관< >, <

광한국어 등 기능위주의 한국어 가 국립 년제 대학과 달리 필수교과목> < > 4

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국립대학보다 문화관련 내용,

과 한국문학 한국어언어학 관련 내용 그리고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교과, ,

목의 종류가 국립대학 보다 다소 적은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과가 설치된 사립 년제 대학은 모두 개이다3 17 .

전체 국립 년제 대학 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사립 년제 대학은3 . 3

주로 흑룡강 강소 요녕 상해절강 화남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사립, , , , .

년제 대학은 국립 년제 대학과 같이 기능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3 3

강의 시간배정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 수도 년제 대학에 비해 훨씬4

적은 편이다.

표 한국어 학과 사립 년제 전과 학과목종류와 과정10. 3 50)

50) 이나 상게서 재정리(2012), p. 61

학과목종류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어1.

한국어정독 중급한국어 고, ,

급한국어 무역한국어 회화, ,

한국어 실용한국어,
한국어듣기2. 한국어듣기 상무한국어듣기,
한국어회화3. 한국어회화

번역4.

한중번역 중한번역 뉴스번, ,

역 상무번역 명작번역 시, , ,

사번역
시청5. 한국어시청 상무한국어시청,
한국문화6. 한국문화 한국사회문화, 한국예의 태권도,
강독7. 상무문장강독 뉴스강독, 한국문학강독



사립 년제 대학 한국어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기본적인 성격이 국3

립 년제 대학 교과목과 거의 비슷하다고 알 수 있다 다만 필수과목이 모3 .

두 개고 선택과목이 모두 개로서 국립 년제 대학보다 그 수가 훨씬38 , 4 3

적을 뿐이다 특히 교과목 종류를 살펴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필수 교과목.

의 종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학습에 꼭 필요한 듣기 말하기< >, < >,

쓰기 읽기 등의 교과과정이 골고루 개설되지 않고 가장 기초적이라< >, < > ,

할 수 있는 몇몇 교과과정만 개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들.

에서 선택교과과정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날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에서 교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교재가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년대 들어서 정식으로 출판이 된 교재로서는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1990

출판한 기초조선어 강신도 이다“ ( , 1~4)” .51) 하지만 이 교재는 수교 전에

개발한 교재로서 책과 책은 이북식 언어로 되어 있고 책과 책은 한1 2 , 3 4

국식 언어로 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 표준 서울말 한국어교재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개발된 교재 수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

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완전 표준서울말 한국어교재로는 년경에 대우재단에서 지원을 하고1995

국내 개 대학이 참여하여 개발한 표준 한국어 상 하 였다25 “ ( , )” .52) 그

51) 김영옥 중국에서의 한국어 조선어 교육에 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집(2003), ( ) , 26 , p. 122.『 』

한국문학8. 한국문학
한국언어학9. 한국어문법

쓰기10.

한국무역용어응용 응용쓰,

기 무역한국어쓰기 한국어, ,

쓰기지도

한국어 말하기11.
한국어말하기 한국어교제말,

하기 상무말하기,
협상말하기

한국개황12. 한국개황
읽기13. 한국어읽기 상무조선어강독,
기타14. 한국어타자 한국어능력평가,



이후로 한국어 교육이 점차 붐을 이루면서 많은 출판사들에서 한국에서 개

발한 한국어교재출판권을 사서 국내에서 재출판을 하여 시중에 내 놓았고,

일부 대학들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교재를 직접 가져다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교재의 선택의 폭이 예전보다는 훨씬 넓어졌다.

표 은 한국어학과 교재사용 종류에 대한 통계이다 교과과정에 따라11 .

개 종류로 분류하였다14 .

표 한국어학과 교재사용 종류 통계11. 53)

52) 김영옥 상게서(2003), p. 125.
53) 이나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교과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배재대학교석사학위 논(2012), 『 』

문 재정리. p. 71

학과목종류 필수과목교재 선택과목교재

한국어1.

초급 중급 고급( , , )

한어정독 인민교육출판사1-4( )

한국어정독 세도출판사1-5( )

기초한국어 흑룡강조선민족출판(

사)

한국어 민족출판사1-4( )

초급한국어상 하 요녕민족출판, (

사)

중급한국어상 하 요녕민족출판, (

사)

한국어 한국연세대출판사5-6( )

한국어 흑룡강조선민족출1-2(

판사)

신표준한국어초급상 하 대련출, (

판사)

신표준한국어중급상 하 대련출, (

판사)

신표준한국어고급상 하 대련출, (

판사)

고급한국어 민족출판사1-4( )

실전상무한국어교정 상(

해교대출판사)

직장한국어 외연사( )

관광한국어 북경대출판(

사)



표준한국어상 하 북경대출판사, ( )

대학한국어 외국어연구(1-6)(

출판사)

경무한국어 경무대학출판사( )

신편초급한국어 상 하 요녕민( , )(

족출판사)

신편중급한국어 상 하 요녕민( , )(

족출판사)

신편고급한국어 상 하 요녕민( , )(

족출판사)

한국어 연습집 서울대학출판1, (

사)

한국어 연습집 서울대학출판2, (

사)

한국어 연습집 서울대학출판3, (

사)

한국어 연습집 서울대학출판4, (

사)

한국어 초급 경희대학출판사, ( )

한국어 중급 경희대학출판사, ( )

한국어 고급 경희대학출판사, ( )

시간한국어 세도출판사100 ( )

경제무역한국어 중국해양대학출(

판사)

실용한국어 외연사( )

호텔한국어 관광교육출판사( )

상무한어 연세대학출판사( )

상무교제한국어 북경대출판사( )

경무한국어 연변대학출판사( )

상무한국어 세도출판사( )

신편관광한국어 북경대출판사( )

호텔한국어 대련이공대출판사( )

가이드한국어 외연사( )

초 중급한국어상 하 연변대학출, , (



판사)

해피한국어 한국어교육문화원( )

한중교류표준한국어 인민교육출(

판사)

실용한국어초급상 하 대련이공, (

출판사)

실용한국어중급상 하 대련이공, (

출판사)

실용한국어고급 대련이공출판(

사)

쉬운한국어초급 북경대출판1,2(

사)

쉬운한국어중급 북경대출판1,2(

사)

쉬운한국어고급 북경대출판1,2(

사)

상무한국어 중국우항출판사( )

한국어듣기2.

초급 중급 고급( , , )

한국어듣기상 하 흑룡강조선민, (

족출판사)

초급한국어듣기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중급한국어듣기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한국어듣기 외연사1-5( )

구어청력 대련이공출판사( )

한국어회화3.

초급 중급 고급( , , )

초급한국어회화 연변대출판사( )

한국어회화 대련이공대출1-2(

판사)

한국어초급회화 남개대학출판(

사)

기초한국어회화 요녕민족출판(

사)

한국어회화 상해교육출판1-5(

사)



한국어회화 서울대학교출1-5(

판사)

한어구어표현교정 세도출판사( )

번역4.

중한 한중번역( , )

중한번역교정 북경대출판사( )

한한번역교정 북경대출판사( )

한조번역이론및기교 중앙민족대(

학출판사)

한국어번역실기 북경대출판사( )

과학기술한국한국어번역 외연(

사)

한한번역교정 대련이공대출판(

사)

한조조한번역기초 연변대학출판(

사)

통역5.

한국어통역교정 대련이공대출판(

사)

한국어통역 인민교육출판사( )

경무한국어통역 세도출판사( )

중한한중동시통역 대련이공대출(

판사)

협상통역 상해교대출판사( )

한국어표현교정 세도출판사( )

조선어동시통역 대련이(

공대출판사)

한국어6. 視聽

한국어시청 흑룡강조선민족1,2(

출판사)

한국어시청초중급 연변대학출판(

사)

한국어시청 세도출판사( )

한국어청력 외연사( )

고급한국어청력 연변대학출판(

사)

한국예의 태권도,

한국문학7.

한국전통문화 민속출판사1,2( )

한국역사 집학당출판사( )

한국어교육론 도서출판사( )

한국사회및문화 중국해양대학출(

판사)

한국역사문화 세도출판(

사)



한국어강독8.

한국문학작품선독 상해교대출판(

사)

한국신문선독 연변대학출판사( )

한국어뉴스선독 경무대출판사( )

한국신문선독 상해교대출판사( )

한국문학사및문학선독 상해교대(

출판사)

한국문학9.

한국문학사 북경대출판사( )

한국현대문학해독 민족출판사( )

한국문학개론 형설출판사( )

중한비교문학 민음출판사1,2( )

현대시강독 휴머니스트출판사( )

현대시학 신관광출판사( )

한국대중문학 평민출판사( )

한국문학사 상해교대출판사( )

한국문학 외연사( )

조선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

한국언어학10.

한국어언어학 연변대학출판사( )

한국어언어학 중앙방송대출판(

사)

한국한자교육론 전통문화연구회(

출판사)

중한언어비교 중국백과출판사( )

한국어개론 북경대출판사( )

대외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한국언어사 형설출판사( )

한국어어휘강독 북경대출판사( )

한국어문법 외연사( )

한국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

판사)

한국어어휘학 대련이공대출판(

사)

한국어어휘학 북경대출판사( )

중한문법비교 연변대출판사( )

현대한국어문법 북경대출판사( )

조선어문법이론및수사

세도출판사( )

천자문 예림출판사( )



대외한국어문법 세도출판사( )

중한언음비교 흑룡강조선문출판(

사)

쓰기11.

한국어쓰기 연변대학출판사1,2( )

한국어작문 요녕민족출판사1,3( )

한국어쓰기 북경대출판사( )

한국어응용문쓰기 요녕민족출판(

사)

한국어쓰기 세도출판사( )

한국어기초쓰기 한국전남대학출(

판사)

한국어응용문쓰기 연변대학출판(

사)

중급한국어쓰기 연세대학출판(

사)

한국어쓰기교정 상해교대출판(

사)

한국어응용문쓰기 연세대학출판(

사)

협상말하기

한국개황12.

한국개황 연변대학출판사( )

한국조선개황 연변대출판사( )

한반도개황 중국해양대학출판(

사)

조선한국국가개황 대련이공대출(

판사)

중한 중조관계사 흑룡강, (

조선민족출판사)

읽기13.

한국어읽기 연세대학어학당( )

한국어읽기교정 외연사( )

경무한국어읽기 세도출판사( )

조선어고급읽기 연세대학1-5(

출판사)

한국어읽기독본 연변대학출판(

사)

한국어읽기교정 고등교육출판(

사)

조선어고급읽기 세도출판사( )



위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자체로 개발한 교재도 있고 한국에서 개발한,

것을 가져다 번역한 교재도 있으며 한국의 교재를 직접 가져다 쓴 것도,

있다 한두 권에 의존해야 했던 여 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 20

는 교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지 수가 훨씬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내 의 변천3.2 中國 韓國語敎育 政策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시기의 중국에서의 정책을 주韓國語敎育

요 연구과제로 한다 때문에 전근대시기의 중국보다는 주로 현대 중국이.

건국된 년부터 시기를 세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1949 .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를 갖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처음으로 실

시한 대학은 년 에 설립된 이다1946 .南京 國立東方言語專門大學 54) 이 학

교는 중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졸업생을 모집하여 주로 아시아 국가의 여

러 언어를 전공하는 인재를 배출하던 전문대학이다 바로 이 학교에서 중.

국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과가 설치되었다 년 뒤 이 학교는. 3 ,

54)조선어전공 제 회 졸업생인 양통방 전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교수 주임 교1 ( , 1924~, , )楊通方
수가 년 월부터 에서 조선어를 학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학교의 운영준비단1946 2 重慶
계를 고려할 때 마땅히 년을 설립 시간으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북경대학 동방언, 1945 .
어학부조선어전공 소개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한국어읽기 어계출판사( )

한국어읽기 인하대학출판1-3(

사)

기타14.

한국어능력평가 외연사( )

한국어가이드 관광교육출판사( )

한국경제개론 한국두남출판사( )

한국어능력시험문제집 외연사( )

한국어능력시험문제및해석 세도(

출판사)

국제상무한국어등급시험 연변대(

학출판사)



년 월에 중국의 명문대학인 북경대학에 합병되면서 전공 명칭이 조1949 9

선어학과로 개칭되었으며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처음부터 새로이 조,

선어를 공부하도록 결정되었다 중국에서 에서 으로서의. 本科大學 正規敎育

조선어 한/ 국어 교육은 이렇게 처음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의 시기를 구분하는 여러 학자의 논의들을 참조 개혁 개방 시기 이후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시기별로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시기 구분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 이미 적지 않

다 여기서는 주로 중국 건국시기 이후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한. .

국어 교육의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석기 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2005)

이 실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년대부터 크게 단계로 구분하였다1940 4 .

제 기 년 년 대학기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조선어 학과1 (1946 - 1971 ): ( )

가 설립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던 준비기

제 기 년 년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던 도2 (1972 - 1991 ):

약기

제 기 년 년 한 중 수교를 계기로 많은 한국어학과가3 (1992 - 1999 ): ·

설립되던 발전기

제 기 년 현재 새 천년 및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4 (2000 - ):

이 더욱 성장하던 성장기

김경선 은 이 설립되면서 를 설치 한 시(2005) 中華人民共和國 朝鮮語學科

기와 한 중 수교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시기를 구분하ㆍ

였다.

단계 조선어 교육의 시기 년 년 남경의1 ( : 1944 - 1992 ): 國立南京東方

조선어 학과 개설 년 조선어 학과 설치(1944 ),語文專門大學 北京大學

년 한국어 학과 창설 년(1946 ), (1951 ),對外經濟貿易大學 洛陽外國語大學

설립 년 설립 년(1956 ), 2 (1972 ).北京第 外國語大學

단계 한국어 교육의 시기 년 지금까지 년 한 중 수교2 ( : 1993 - ): 1992 ,ㆍ



년 이후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증설1993

그 다음 조항록 은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 실제의, (2005a)

변화를 기준으로 단계로 시대구분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의3 .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과 점진적 고대 년대 초반 나라 시대1 ( : - 1970 ):胎動 發展期 元 高

교과서 개발 기록으로 보아 한국어 교육이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음을麗語

알 수 있음 명나라는 조선어 통역원을 양성함 년 북경대학 년, , 1946 , 1952

대외경제무역대학 년 낙양외국어대학 년까지 연변대학 북경, 1953 , 1972 ,

제 외국어대학 등 개 대학에 조선어학과 설치2 5 .

단계 년 중반부터 년 초반 년 한 중 수2 ( : 1970 - 1990 ): 1992跳躍期 ㆍ

교 년까지 개 대학으로 늘어남 학과 명칭은 한국어학과를 사용, 1994 25 .

단계 년 중반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과 중국 유학생3 ( : 1990 - ):轉換期

의 한국 유입 한류 열풍으로 급속하게 발전함, .

민현식 은 한국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교재 개발사 등 기(2005) ,國內外

준으로 단계를 제시하였다 매 단계에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주요3 .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계 전통 고대 년대 명나라 시대 역학 기관 설립 청1 ( : -1860 ): ,敎育期

나라도 회동사역관 에서 역관들을 배출했다' ' .

단계 근대 교육기 년대 년 한국 광복 전 단동에서 한글2 ( : 1870 - 1945 ):

을 펴내고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이 민족교육으로 이,飜譯聖經 在中

루어졌다.

단계 현대 년 광복 후 현재3 ( : 1945 - ):敎育期

준비기 년 광복 후 년대 말 중국 북경대학 년(1) (1945 - 1970 ): (1946 ),

대외경제무역대학 낙양외국어대학 년 연변대학 년 에(1952), (1953 ), (1972 )

각각 조선어학과를 설치했다.

발전기 년대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국(2) (1980 - 1989 ):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였지만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변



화는 별로 없었다.

성장기 년대 현재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한 중 양국의 수교(3) (1990 - ): ㆍ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이 급증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과 수가 여개에50

이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피는

것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발달 과정을 몇 단계의 시기로 구분한 시

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을 분석할 때.

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과 교재 교수법 교육 제도 등 여러 교육· · , ,

내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정책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시도한다 즉 개혁 개방 시기부. , ➀
터 한 중 수교 시기까지 한 중 수교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두 시기로· ·➁
구분하여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리 분·

석하고 그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한중 수교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양국이 수교로 인해 기존의 조선어민족

교육 외에 새로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

이고 또 하나는 학과가 많이 설립되고 학과팽창의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

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변천의 주요 요인3.3 中國 韓國語敎育 政策

한 외국어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특정 언어 학습의 인기가 급증하고 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인이 한국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 사이에 급증 추세를 보여,

온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지 그 원인을 國

차원 정치적 경제적 차원 한류 유학 등의 요인으로 분석할 것이( , ), ( , )家 民間



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년대 말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중국은 경제 발1970 ,

전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가 시작되었다 중국 경제의 현대화 과정은.現代化

의 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韓半島 平和 安定

개혁 개방 이후 외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중국에 걸쳐

서 외국어를 학습 이 일어났다 적으로 외국어대학이나 외국어관.熱風 全國

련 학과가 많이 설치되고 그 재학생수도 매우 많았다.

제 차 세계대전 끝난 뒤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되어 영어가 세계 공용 언2

어가 되었다 앞에서 제시했듯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영어교육을 심화하.

였으며 영어는 학교에서 필수수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년대에 들어, . 60

서 아시아 국가들도 점차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55)을 일컫는 일본에 이어 에 성공하고 경近代化

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아시아 네 나라는 하나의 동아시아시스템 을“ ”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중국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예부터 상호 교류가 많았으며 지리적으. ,

로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년대 이후 점차 냉전 체제가 완화되어가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중1970 ,

국 대륙은 미국 일본과 여타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립적이었던 관·

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년 이후에. 1978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과정을 추진하던 중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주목한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수출 발전 전략에 관한. , 主導型

부분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시하고 한국이 경제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는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한 몫 했다 년 월 일에 에서. 1983 5 5 沈陽 上海

로 운항하던 의 호가 하이재킹296中國民航 56)을 당해 한국까지 이동한 사

55)아시아의 네 마리 용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근대화에 성공하,
고 제 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네 국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싱, 2 ,
가포르 중화민국 대만 홍콩 홍콩은 현재는 중국의 일국양제에 의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자, ( ), (
치 행정구역이다 을 일컫는 말이다.) .

56) 년 월 일 중국민항 소속 여객기 대가 명의 중공인 무장 승객에 의해 납치되어1983 5 5 (CAAC) 1 6



건을 한국 정부가 매끄럽게 처리하고 년의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6

년의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눈에1988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매.

우 존중하였으며 따라서 양국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수립을 희망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년 월 일 중국과 한국은. 1992 8 24 ,

서로 정식 외교 관계를 성립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의 국교 수립 이래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는 많

은 진전이 있었다 년 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 1998 11 ,

식 방문을 하였는데 여기서 양국은 한중의 형사 사법 협력 조약 등의, 《 》

을 체결하였다 년 월 중국의 주룽지 가 한국을. 2000 10 , ( )條約 總理 朱 基镕
방문하여 양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인도 조약 을 체결하, 《 》

였다 이후 년 월 노무현 대통령 역시 중국을 공식방문했다 양국은. 2003 7 , .

세기에 한 중 간 전면적으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 발전시키는21 ·

것에 대해 합의하였고 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의 문제를, 6 非核武裝化

해결하려 노력하는 등 양 국간 협력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도 대화와 교류 연구 등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하여 교류와 협

력을 다각화하며 확대하는 것 역시 강조되었다 여기에는 동북아연합 유. ,

엔 세계 무역 기구 아세안 아세안 등의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 , , +3, APEC

도 포함된다 년 월 이명박 대통령 역시 중국 공식 방문을 실시하여. 2008 5

한 중의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

양국의 국교 수립 이후 지도자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과主席

대통령 기타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 역시 적지 않았다 양국 정부 내 상급, .

관리자들의 상호 방문은 지금도 빈번하며 많은 국제 회담 자리도 마련되고

있다.

중국은 년부터 한국과 경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년대 이후1975 , 1980

양국의 무역은 점점 증가하여 각종 경제 교류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도

춘천부근 중부전선 공군기지에 불시작하였다 이 여객기는 승객 명 납치범 제외 승무원 명. 96 ( ), 9
을 태우고 월 일 오전 시 한국시간 심양공항을 이륙하여 상해로 가던 중 납치범들이 기수5 5 11 ( )
를 한국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승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총격을 가하여 승무원 명에게 부2
상을 입힌 채 불시작한 것이었다.



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년 양 국 사이의 국교 수립을. 1992大規模

시작으로 양국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상호 방문은 년에서. 1992 2010

년 사이에 만 명에서 만 명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양국 간13 480 .

의 무역액수는 억 달러에서 억 달러까지 상승했다 국제적으로50.3 1343.1 .

보았을 때 한국은 중국의 제 의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의4 ,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대상국 제 의 수입 으로 자리매김하고, , 2 原産國

있다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억 달러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445.3 ,

수입액은 억 달러이다897.8 .

그 동안 이루어진 양국 간의 협정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12 .57)

표 한중무역협정 통계12.

57) (2008), 4 . p. 49.中 文化 易 展的比 分析 外 易 期『 』赵书华 韩 贸 发 较 对 贸 实务

협정 이름 시간

한중 정부 무역의 협정《 》

년 월 일에 서1992 9 30

명 년 월 일에1992 10 30

발효

한중 정부 문화 협력 협정《 》

년 월 일에 서1994 3 28

명 년 월 일에 발1994 4 28

효
한중 형사 사법 협력 조약《 》 년 월에 서명1998 11
한중 비자 수속 간략화 관해서 몇번《

비자 협정을 공포》
년 월에 서명1998 11

한중 양국 정부 청년 교류 합의서《 》 년 월에 서명1998 11
중국 철도부 한국 건설 교통성 철도《

교류 협력 협정》
년 월에 서명1998 1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인도 조《

약》
년 월에 서명2000 10

한중의 어업의 협정《 》
년 월 일에 서명2000 8 3

년 월 일에 발효2001 6 30
한중의 인민 상사의 사법 협력 조약《 》 년 월에 서명2003 7
한중 표준화 합격 평정 협력 준비 배《 년 월에 서명2003 7



년대 초까지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1990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제

한적이었다 년경에도 한국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지 못했고 중국에. 1985

투자하는 대부분 기업은 홍콩과 일본을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형태를 띠

고 있었다 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하. 1988

였다 년 한국의 중국 투자는 억 달러였으며 년 이후부터. 1992 1.19 1993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 액수와 빈도가 증가해왔다 년까지 한국은. 1998

중국 대륙에 개 항목에 투자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억 달러11,177 148.4 ,

실제로 실행한 금액은 억 달러였다 년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누72.9 . 2006

계 액수는 억 달러로 대우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한169.8 , , , LG,

국의 유명기업이 중국에서 생산과 마케팅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측면에서 보면 한중 수교 이후 가장 주목 받을 만한, 民間交流

사건 중 하나는 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되어 유행하고 있는 이1997 “ ”韓流

다 한류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 내지 외국어 교육 정책에게 큰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보인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에서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년1997

중국 에서 매주 방영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부터 시CCTV-1 TV < >

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는 외국드라마 사상 최. < >

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대중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58)

한류 라는 말은 중국의 북경청년보 에서 년 월“ ” ( ) 1999 11北京靑年報

일에 가장 먼저 쓴 것으로 보인다19 .59) 한풍 이 지나간 후 라는" ( ) “韓風

58) 황동섭 한류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경제사회연구회(2005), p.62.『 』

정》
한중 양국 공사원 공사 과학기술 협력《

합의서》
년 월에 서명2003 7

중한 투자 보호 협정《 》 년 월 일에 수정2008 5 28



사설을 거재한 인민일보는 한풍이 한조 한류로도 불린다고 설명하( ),韓潮

였고 한류라는 용어는 이제 한풍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다, .60) 한류라는

용어는 년 월 일 의 북경 공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2000 2 1 H.O.T

하나의 보통명사로 굳어졌다 이후 한국문화를 동경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급증하자 중국 언론들은 이들을 하한주 라고 부르고 이들 중, ‘ ( )’哈 族韩
특히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한류 마니아 란 뜻으로 한미‘ ’ ‘ (韩

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인기스타에)’ .迷

대해 열광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한국어 음식 패션 화장품 공연 전통문, , , , , ,

화 역사물 등 한국의 문화요소 전반으로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다, .

한류가 중국에서 전개된 과정은 다음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3 .61)

표 중국에서 한류 전개과정13.

59) 북경청년보 도 할 때가 있다(1999), , p. 2.東風 東漸「 」
60) 인민일보(2001), , p. 4.仲言 韓風 刮過之後「 」『 』
61) 강철근 한류 이야기 도서출판이채(2006), , . p. 122.「 」

태동기

년1997

중국 등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따른 한국과

한국 연예인에 대한 과심이 싹트기 시작
년대 조용필의 친구여 는 중국에서 유행1980 ‘ ’
년 드라마 질투 여명의 눈동자 등 중국1993 ‘ ’, ‘ ’

방영
년 사랑이 뭐 길래 방영 중국 내 외국1997 ‘ ’ CCTV (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 기록)
중국 지역에 한국음악을 소개하는 서울음악실 통‘ ’

해 한국 가요 전파

발전기

년1998 ~2000

년

년 드라마 별을 내 가슴에 안재욱 해바1998 ‘ ’( ), ‘

라기 김희선 안녕 내 사랑 등 중국에서 히트’( ), ‘ ’
홍콩의 음악전문 체널 에서 한국 음악프로소개‘V ’
드라마 보고 또 보고 에드버킷 의가형‘ ’, ‘ ’, ‘

제 장동건 등 방영’( )
탤런트 안재욱 포에버 노래로 가수데뷔 인기 급‘ ’ -

상승



이처럼 중국 내부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상응하여 한국

어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높아졌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국어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또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상에게 팬레터를 쓰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한국 의 한국어 강좌 에는 모집정원보다 활씬 많은 지원. ‘ ’文化院

자가 몰렸으며 한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북경 내 한국어과가 개

설된 대학들에서는 한국 관련 학과는 평균 경쟁률이 대 을 상회하며 영5 1

문과 일본어과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62)

한류 현상의 형성 과정과 그 를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와 음악,波及效果

들을 통해 형성된 한국 의 유행은 중국인들의 한국 상품 선호와大衆文化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전파를,

넘어서 중국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류현상은 중국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가· ·

62) 대한매일 중국대륙 한국배우기 열풍(2000), p. 19.『 』 「 」

년 한 중 수교 이래 최초로 그룹 코리아니 의1999 ‘ ’

북경 공연 토마토 미스터 웨팅드레스 등‘ ’, ‘ Q', ' ’

의 한국 트렌드 드라마 방영 댄스 그룹 클론 의. ‘ ’

진출
한국 가요 번안콕 히트 쿵따리사라라 및 한국 대‘ ’

중문화에 대한 관신집중

확장기

년 현2000 ~

재

년 북경에서 콘서트 이번 공연을 계기로2000 H.O.T .

안재욱 베이비복스 신화 등이 지속적으, NRG, SES, ,

로 중국 시장 진출 드라마 가을동화 송승헌 송, , ‘ ’( ,

혜교 원빈 겨울연가 배용준 최지우 영화 엽, ), ‘ ’( , ), ‘

기적인 그녀 전지현 차태현 등으로 심화된 한류열’( , )

풍을 이어감
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적 개최가 한류 확산에2002

기여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김기덕2004 ( )



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류라는 단어는 초기에는 한국드라마 영화 가요 게임 등 단순 대중, , ,

문화적 코드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한류를 교육의 측면으로도

확산시켰다 그러므로 한류는 한국어 교육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으로 중국과 한국은 더 많은 국제적 교류를 필요經濟成長

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중국 학생들의 수 역

시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하는 목적은 개.

인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 중 가장 주요한 목적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넓히.

기 위한 실력향상이라고 생각된다 주로 취업을 위한 목적과 앞서가는 여.

러 첨단 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것도 있다 이들은 향후 한국과 중국 사.

이에서 큰 교량적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 진술했듯 한류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 있어 간접적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주로 젊은 층.

으로 이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의 선택 등 여,

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유학하여 공부하거나 한,

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년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집계2010 , ·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학생 수가 년에는 명, 2004 16,832 ,

년에는 명 년에는 명 년에는 명2005 22,526 , 2006 32,557 , 2007 49,270 ,

년에는 명 년에는 명 년에는 명으2008 63,952 2009 75,850 , 2010 87,294

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최근 년 사이에 무려 배, 7 5

가까이 증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

학생은 아시아권의 유학생이 전체의 이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90%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의 비중을 차지, 80%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요인은 중국에서의 요인과 한국에서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중국에 몰아친 한류 의 영향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 ' ,

어 능력이 취업에 유리한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요인으로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를 향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라고世界化

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년부터 년까. 2004 2010

지 시행중인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사업을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 ' (

부 이 사업은 교육서비스 와 국내 교육기관의 국제 경쟁,2004). 赤字解消

력 향상과 세계화 그리고 각 대학에서의 국내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빈자,

리를 충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까지 한중 양국이 수교 이후로부터 국가차원에서 민간차원까지의 교

류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많은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중 양국은.

서로의 교류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로 언.

어인재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수교 후부터 한국어학과의.

팽창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이후 의 특징改革開放 韓國語敎育 政策

년 중국 수립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중국 대학교육은 문화대혁1949 “新

명 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등 여러 면에서 붕괴되었다” , , .

년부터 개혁 개방과 더불어 중국의 대학교육은 등소평 등 지도자들에1978

의해 를 맞이하여 파멸되었던 대학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恢復期

전개하였다.63)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많은 나라와 수교함에 따라 더

많은 언어 인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이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어 교육은 점차 확대되었다.

4.1 개혁개방 한 중 수교 시기~ ·

한 중 수교 이전의 중국에서는 주로 조선어 교육만 실시하였다· . 1981

년부터 중국정부 국가차원에서 북한 유학을 통한 朝鮮語64) 프로그人材養成

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모집 대상은 각 지방 고등학교의 우수한 졸업.

생들이었다 학생 모집 범위는 주로 북경 산동 동북 성. , , 3 65)을 중심으로

선발하다가 전국 여러 지방에서 선발하였다 이런 인재양성프로그램은.

한 중 수교 이후 년에 이르러 중지되었다· 1994 .

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한 중국유학생 상황14. 66)

63)리이리쉬 중국 대학교육의 형성 변화 개혁 한국학술정보(2005), , . p. 56.『 』
64) 여기서 말하는 조선어는 북한말을 의미한다.
65)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일으킨다, , .
66)김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및 그 미래 한중인문학연구제 집(2008), , 24 , p.『 』

78.

순번 시간 지역 유학생수 명( ) 수용대학

1 년1981 북경지역 40
김일성 종합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이러한 유학생파견프로그램의 추진은 중국에서의 조선어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시기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한국어 교. /

육이 개혁 개방이라는 새로운 변혁 속에서 전략적 조절기를 맞게 된 단계

다 이 시기에도 조선어 한국어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포화상. / 태에 있

었다.67) 어떤 대학일 경우는 신입생 모집을 줄이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년 중국 국가교육부에서 수정 반포한 일반고등학교 사회과학본과1987 <

전공목록 에서 외국어언어문학류에 조선어 조선언어문학 는 개별학교에만> ( )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 개별학교들이란 바로 북경대학 대외경제무. ,

67)김철 상게서(2008), , p. 154.

2 년1982 북경지역 28

김책 공업대학

평양 경공대학

평양 건축대학

평양 예술대학

사리원 농업대학

등

3 년1983 산동성 40

4 년1984 산동성 40

5 년1985 요녕성 40

6 년1986 흑룡강성 40

7 년1987 사천성 40

8 년1988 길림성 40

9 년1989 이해부터 상기

한 과 를省 市

포함한 기타

성과 시에서

해마다 1-2

명씩 선발하여

파견했음 매.

회 전체 역시

명임40 .

40

10 년1990 40

11 년1991 40

12 년1992 40

13 년1993 40

14 년1994 40

계 14 508 7



역대학 연변대학 등 몇 개 조선어학과를 설치하는 대학이었다 요컨대, . 92

년 전까지 여 년간 중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대학들은 소수에40

불과하였고 졸업생의 수도 많지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당시 중국과 북한.

의 교류가 경제무역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교류가 대부분이어서 조선어에,

능통한 인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모집 학생 인원이 소규모였고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씩 모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대학 차원의 조선어학과를 설립한 교육기관은 개만 존재5

하였다 당시 대학의 신입생 선발은 대체로 먼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고. ,

이에 맞춰 모집규모를 결정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곧 한중 수교 이전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교육 공급과 교육 수요라

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 공급이 교육 수요를 정하는 매우 폐쇄적인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대학 한국어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한 중 수교 이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15. · 68)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중 수교 이전 시기를 보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기관이 몇 개밖에.

없었고 물론 졸업생 역시 많지는 않았다.

이 시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교 및 교육 기관 설립 과정이나 실

68)조항록 상게서(2005b), , p. 67.

기관명 설립일 주설립 목표 목적/
1 북경대학 조선어학과 년1946

국가가 필요로 인재를

양성하여 학과를 설립

2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어 학과 년1952
3 낙양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 년1955
4 북경제 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2 년1972

5 연변대학 조선어학과 년1972

중국 소수민족 우대정책

을 펴서 특수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제 교육의 진행 과정 모두에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북경대학. ,

대외경제무역대학 등 같은 경우 대학 내 조선어학과는 모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존재였으며 연변대학의 한국어학과는 당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

당시의 교육기관의 설립 과정이나 실제 교육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시기의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이 갖는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은 모· ·

두 로서의 기능이었다 북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의 대학 내에. ,道具

있던 조선어학과는 모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변대학의 한국어학과는 중국 내 에 따라 설립少數民族 優待政策

되었다 당시 중국 대학 교육기관이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개설하고 정규 과정에 다수의 조선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이 민족교육적인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발달 과정에서 뚜렷한 의 노력은 찾아制度化

보기 어렵다 앞에서 서술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내 한국. ,

어 교육은 몇 개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앞의 국가적 사회적 기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한국어 교육·

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학과의

개설 학습자 수의 결정 졸업 후의 사회 활동 지원까지도 국가에서 주도, ,

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느 해에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당시 중국은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 목표 수립 학과의 신,

설 학습자의 증가 등의 활동을 그다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중국,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개 대학 상호 간 협력의 예를 찾기5

어렵고 따라서 개별 교육기관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

다 개별 교육기관만으로는 국가적 사회적 기능을 적으로 시행하기. · 效率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 간의 협력을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

이 다양한 층위의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국가의 역할을 언급한 예를 찾을 수도 없고 대학 간의 상호



협력 예도 찾을 수 없다 모두 각각의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특징.

은 중국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뚜렷한 제도화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재 교수법 교사 교육과정 평가 등의 면, , , ,

에서 보면 이 시기 교재의 개발은 정식 출판물이 아닌 타자기로 직접 타, ,

자한 유인물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정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쓰는,

교재를 기타 대학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개설된 교과목은 독.

해 회화 문법 조역한 한역조 번역 문학 강독 등이었, , , ( ), ( ) ,朝譯漢 漢譯朝

다.

한국어 교수법은 년대 이전까지는 독해 능력을 위한 과70 解讀法 飜譯法

이 위주였다 년대부터 언어 활용 능력을 위한 가 주된 교수법. 70 統合原理

으로 등장하면서 듣기와 말하기가 특별히 권장되지 시작하였다.

교사는 대개 직접 북한에서 온 교수 혹은 북한교포가 담당하였는데 교사

진의 전공 학위 등을 볼 때 그 자격에 있어서 뚜렷한 객관적 기준을 찾기,

어렵다 교육과정은 문헌기록으로 북경대학 북경제 외국어대학 등이 년. , 2 3

제로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경우는 년에 기생을1953 1

모집하여 년에 졸업시켜서 년제 학생을 모집하였다 교육 평가에 대하55 2 .

여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표준화된 평가에 대한 논의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4.2 한 중 수교 시기 현재· ~

년 월 일 중국 건국 이후 년 한 중 수교 전까지 여 년1949 10 1 1992 · 40

동안 중국에서는 을 포함한 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5單科大學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한국어학과는 과의 관계에 의하여 혹은 그때그때. 北韓

의 필요에 따라 개설되거나 증설 혹은 취소를 반복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

같은 상황은 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변화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 중 수교 이후의 한국어학과 개설 현황은 표 과 같다· 16, 17, 18 .

표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과 개설 대학 본과 의 지역별 분포16. ( ) 69)

69)김병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2004), ,「 」 『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재정리, . p. 135. .』 Ⅴ

지역 개수 학교 명칭

화북지역 곳12

북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북경외대 북경언어대학, , , ,

북경제 외국어대학 중앙민족대학 천진사범대학 북경2 , , ,

공업대학 하북대학 천진외국어대학 천진외국어학원, , ,

빈해외사학원 천진사범대학진고학원,

화동지역 곳39

산동대학 산동대학위해본교 청도대학 중국해양대학, , , ,

산동사범대학 청도과학기술대학 곡부사범대학 청도, , ,

농업대학 청도이공대학 제남대학 남경대학 남경사범, , , ,

대학 소주대학 복단대학 상해외국어대학 염성사범대, , , ,

학 회해공학원 양주대학 상해해양대학 요성대학 산, , , , ,

동공상학원 산동이공대학 유방학원 연태대학 로동대, , , ,

학 서주공정학원 상숙이공학원 청도빈해학원 제남대, , , ,

학천성학원 유방과기학원 연태남산학원 중국해양대, , ,

학청도학원 청도농업대학해도학원 곡부사범대학싱탄, ,

학원 산동사범대학리산학원 요성대학동창학원 양주, , ,

대학광릉학원 상해외국어대학현달경제인문학원 연태, ,

대학문경학원

동북 성3 곳30

연변대학 길림대학 흑룡강대학 요녕대학 요동대학, , , , ,

대련외국어대학 치치하얼대학 장춘대학광화학원 장, , ,

춘이공대학 길림사범대학 북화대학 대련민족학원 장, , , ,

춘공업대학 장춘사범학원 통화사범학원 길림화교외, , ,

국어학원 길림재경대학 자무쓰대학 하얼빈이공대학, , , ,

목단강사범대학 흑룡강동방학원 길림동업과기학원, , ,

하얼빈사범대학 길림농업대학발전학원 길림사범대학, ,

박달학원 동북사범대학인문학원 장춘대학관광학원, , ,

하얼빈이공대학원동학원 흑룡강대학검교학원,
화남지역 곳7 중산대학 광동외어외무대학 광서사범대학 광동백운, , ,



표17.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개설 대학 석 박사 과정 의 분포( )∙ 70)

표 한중 수교 이후 한국어연구센터의 분포18. 71)

70)담결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2010), 『 』
논문. p. 120.

71)이나 상게서(2012), p. 97.

학원 길림대학주해학원 하얼빈공업대학위해분교 광, , ,

동외어외무대학남국상학원

화중지역 곳6
호남사범대학 호남이공학원 중남임업과기대학 화중, , ,

사범대학 정주경공업학원 호남섭외경제학원, ,

서남지역 곳5
사천외어학원 서만민족대학 합비학원 운남사범대학, , ,

문이학원 사천외어학원성도학원,
서북지역 곳2 위남사범학원 서안외국어대학,

학교 명칭 학과 전공-
석사 박사 학위 수여 현/

황
난징대학 역사학 중한 관계사- 석 박사 학위 수여∙

연변대학

석사 한국어 한국문학( , )

박사 아시아 아프리카어( -

문학)

석 박사 학위 수여∙

대외경제무역대학 어문학 석사 학위 수여
북경대학 어문학 석사 학위 수여
중앙민족대학 어문학 석사 학위 수여
요녕대학 어문학 석사 학위 수여
길림대학 석사 박사/ 석 박사 학위 수여∙
중국해양대학

석사 언어학 문학 비교( , ,

문화)
석사 학위 수여

1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소
2 대외경제무역대한 한국학연구소
3 대련외국어대학 한국학연구소
4 절강대학 한국연구센터



우선 대학 한국어학과 설립연도별 분포를 보면 한 중 수교 이후에 그, ㆍ

설립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에서의. ․
한국어 교육의 전망이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학과를 설립한.

대학들의 대부분은 한국 투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 등의 이나, , , , , , ,北京 山東省 上海 天津 黑龍江省 江蘇省 遼寧省 省

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경제가 발.都市

달한 대도시 와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沿海地區

이런 도시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입한 지구로 경제발전과 교역증대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전공한 인재가 많이 필요한 도시이다.

수교 현재 시기에 한중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적- ,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도약적으로 급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

치 경제 분야 교류의 확대 때문에 이 단기간 내에 많은 한국어 통역 및,

번역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대학들에서도 한국어 학과를 많이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 교육을 성장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국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

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중국 현지 를 살펴보면 한 중 수교 이전까지 중국·言論 報道

의 인민일보72)에 보도된 한국 관련기사는 모두 건으로 대부분 국제관65 ,

72) 인민일보 는 년 월 일 허베이 성에서 창간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문 중( ) 1948 6 15人民日報《 》
하나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다 년 월에는 본사를 북경으로 이전했다, . 1949 3 . 1949
년 월에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기관지가 된다 년 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8 . 1985 7 , , , ,

5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6 산동대학 한국연구센터
7 요녕대학 한국연구센터
8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어연구소
9 중국사회과학원 조선연구소
10 중국길림사회과학원 조선연구소
11 화동사범대학 한국연구소
12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연구소
13 산동사범대학 한국연구소
14 청도대학 한국연구소



계 정치 상황 스포츠와 관련된 형식적인 보도였다 그러나 한 중 수교, , . ·

이후 한국 관련기사는 급격히 증가해 만 해도 건에 달했으며2292人民日報

기사의 내용도 이전과 달리 한국사회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수교전후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기사 건수는 표 과. 11

같다.

표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기사 건수 및 분야 단위 건19. ( : )73)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년 이전에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문화와1995

관련된 내용이 년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년에 들어서는 한1995 , 2000

국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년 서울올림픽을 로 한국어 학습 교육 열기가 중국에서 뜨겁1988 契機 ㆍ

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여 년 한 중 수교를 거치면서 없는1992 前例 黃金ㆍ

를 맞았다 수교 이후 한 중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 , ,期 ㆍ

의 교류가 날로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

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

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개 언어로 해외에 있는 구독자를 겨냥한 신문도 발행하고 있다 중국, , 7 .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이나 사상을 선전하는 기관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73) 인민일보(2008), p. 4.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문화
스 포

츠
과학 합계

수교

이전

년1991 - 10 1 18 - 4 - 33

년1992 - 6 3 22 - 1 - 32

수교

이후

년1993 1 5 9 12 1 5 1 34

년1994 1 3 6 23 - 4 - 37

1995~

년1999
218 238 161 238 60 266 - 1181

2000~

년2005
127 298 65 302 105 143 - 1040



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어학과를 설립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2 .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중국에

살고 있는 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민족 언어교육과 한족을 비56

롯한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조선족의 민족 언어교육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자치제도의 일환.

으로 주로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위치한 연변대학에서 맡고 있다 이러한 배.

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정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학습 교80 1988 ㆍ

육열기가 중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여 년 한 중 수교를 거1992 ㆍ

치면서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았다 수교 이후 한 중 양국 간의 정치 경. ,ㆍ

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가 날로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짧은 몇 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민족 교육2

의 차원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선어 교육이 있었

지만 양국이 수교함으로써 조선어 교육의 위상이 떨어지는 반면에 한국어

교육은 크게 활발해졌다 이는 한국어가 중국에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전 조선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는 완전한 한국어 교육은 아니며 조선어와 한국어를 병존하여 교육

하고 학과의 명칭이 아직은 통일되지 않았다.

한 중 수교 이전까지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뚜렷한 제도화의 노력을ㆍ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은 국가 통제가 강하였으므로 학과의 개설 학습자. ,

수의 결정 등을 국가가 주도하여 결정하였다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 이후.

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한국어학과가 폭발적으로 개설되

었다.74)



수교 이후에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시사한국어 무역. ,

한국어 관광한국어 등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실용성이 강, ,

하게 부각되는 교과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붐이 일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 대학 간의 상호교류도 많아졌다 각 대학의 협력 활.

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되었다.

현재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도화가 급속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의 지역적 분포는 초기의 북경 연변,

중심에서 점차 한국과 가까운 연해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어

학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서부 내륙 지방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74) 이것은 중국 대학의 체계하고도 연관이 있다 옛날에는 국가가 대학 졸업생의 직업을 분배했다. .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때 마침 국가가 학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자율화시킨 것이다.



Ⅴ 및. 要約 結論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의 변천과정과

이 시기 한국어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는 한국어 교육 및 에 대해 살펴보았,學科 開設 敎育課程 敎材 使用 狀況

다.

근대 이후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년 남경의1946 國立東方語文

한국어과가 설치된 뒤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본격專門大學

적으로 그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년 한중 수교가 계기가 되었1992

다 한중 수교 이후 년 동안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처음에 몇. 20

개 안 되었으나 현재는 여 개까지 급속히 증가하였고 한국어를 공부하170

고 있는 학생 수로 보면 한국어는 이미 영어와 일본어 다음으로 중국 대학

생이 많이 배우는 외국어이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비약적으.

로 발전한 것은 중국 대학의 역사에서도 그 전례 없는 현상으로 온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중 수교 이전의 중국에서는 주로 조선어 교육만 실시하였다 당시· .

중국에서 대학 차원의 조선어 학과를 설립한 교육기관은 개만 존재하였5

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있었고 대체로 먼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한 것이었다 이 시기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학교 설.

립이나 실제 교육의 진행 과정은 모두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국.

가 통제가 강하였으므로 한국어 교육 발달 과정에서 뚜렷한 제도화의 노력

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한 시기는 년 한중 수교 이후부1992

터이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

년 월 한중 수교 이후로부터 양국 간의 교류는 증진하고 있다 특히1992 8 .

의 한 분야로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文化交流

있다 현재 여 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있으며 또한 여. 170 , 30

개의 한국어연구소가 관련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봄.

이 일어남에 따라 각 대학 간의 상호교류도 많아지고 각 대학의 협력 활동



도 활발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환경은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

직까지도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수준이다 앞으.

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발전의 규모가 작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방면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

진다고 볼 수 있다.

여 년의 긴 세월을 경과하면서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어60

느 시기보다 되었다 최근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에서 외국어.活性化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2

중요한 과목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어는 여전히 작은 언어에 속하며 영

어나 일본어에 비해 비중이 작은 언어이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및 정책 연구도 더욱 증가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리.

고 한중 경제협력이 중국 연해지역으로부터 내륙으로 확장됨에 따라 내륙

의 대학들에서도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추세는 향후 계속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어학과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한국.

어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향후 학생

모집을 더 크게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한국어 교육.

현상이 안고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過熱‛
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학과의 교육수준 높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탄탄한

학문적인 연구능력이 뒷받침되는 교육체계 및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만들면

더 좋으나 그러한 교육 과정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한국어 교.

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향후 더 착실하게 풀어나가고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나와야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야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더욱 성숙되고 차원이.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학과의 증설은 한 중 수교를 한 후에 양 국가 사이에 이룩한 정ㆍ



치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의 급성장과 정비례한다 수교된 지 불과 년, , . 5

사이에 중국은 한국의 제 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 대 무역 파트3 , 4

너가 되었다 일취월장하는 경제교류에 따른 정치 문화의 교류 확대는 짧. ,

은 시간 내에 대량의 한국어 통역 번역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대학들은 한국어 학과를 설치하게 되었

다 또한 앞으로의 양국 관계를 생각해보면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은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다.

특히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어 교육이

발전의 도정에 있음을 쉽게 느끼도록 한다 현재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하여 한국 관련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에 유학을 오기도 한다 특히 한.

국과 중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인에게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습자가 늘어남으로써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이 갖는

세계시민 교육적 측면은 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주로 교육팽창 부분을 드러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다

는 점이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정책 교육의 현황 및 과제 등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교육 정책을 어떻게 발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특징만 밝혔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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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中國韓國語敎育政策硏究

- -改革開放以後時期爲中心

孟繁霆

敎育學科 敎育學專攻

首爾大學校 大學院

本 究論文通過分析總結中國改革開放以來韓國語 育政策的歷程來試圖對研 教
這段 育歷史做出一定的評價和探究 從而對日後的韓國語 育發展進行進一，教 教

.步的展望和思考 此本論文通過分析中國改革開放之後外國語 育政策 韓，為 教
,國語 育政策及韓國語 育發展史 對改革開放以來中國的韓國語 育政策進教 教 教

行 究研 。

自古以來朝鮮語 育在中國歷史悠久 而韓國語 育一詞則是從中韓建交之，教 教
.後逐漸被學術界所認同 隨著中國的改革開放 現代中國的外國語 育已有近， 教

30年的歷史 作 現代中國外國語 育之一的韓國語 育 正意義上來說應該， 為 教 教 真
.是從中韓建交后逐漸開始 作 多小語種之一的韓國語隨著中韓建交 中韓，為眾

兩國經濟文化交流逐漸成 中國外國語 育中的一支奇 有著其他小語種不，為 教 葩
.可比擬的價 和意義 且由於中韓兩國自古以來一衣帶水的歷史淵源 把現，值 並

代中國的韓國語 育的歷程作 一項課題來 究 對於韓國語 育的未來及其，教 為 研 教
影響有著重大的歷史價 和意義值 。

本論文共分三方面對改革開放之後中國的韓國語 育政策進行分析總結 提教 并



出建設性建議。

1.首先對現代中國的外國語 育政策和韓國語 育政策的發展歷程及部 文教 教 份
.件進行系統性的 括和總結 對於現代中國外國語 育中的韓國語 育特點進概 教 教

.行進一步的考察及探究 然後通過對於改革開放以來各時期的韓國語 育的歷教
史進行考察 探究其發展歷程 總結這一時期的韓國語 育歷史。 ， 教 。

2.比較詳細的檢視了中國外國語的 育歷程 以及作 中國少數民族語言，教 為 教
育一環的朝鮮語的發展過程及其特徵 然後對於中國的韓國語 育的發展歷程， 教
做出了總結及通過各方面的數據的分析對其特性做出了總結。

3.通過總結以上兩方面的分析與總結 在這裡對改革開放后的中國韓國語， 教
育政策的特徵做出總結以及今後的韓國語 育所面臨的課題提出建設性意見教 。

在本 究最後對上述內容進行全面性的總結研 。

: , , , ,關鍵詞 中國 外國語敎育 敎育政策 朝鮮語 韓國語

: 2010-22867學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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