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및 지도 

김병운* 

1. 서론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시청각 설비에 의한 교육방법과 

기타 보조 시설에 의한 교육방법 그리고 %년대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국외로부터 들어온 일부 선진적인 교육방법은 중국의 외국어 교육에 활기 

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아직도 전통 

적인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도 마 

찬가지이다. 특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적지 않은 대학들에서 

는 한국어 학과를 증설하였고 언어도 종전의 평$뼈를 기준으료 하던 것 

을 서울말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교과 과정의 설정， 교재와 참고서적의 개 

발， 교사들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 

들을안고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헤 관한 연구 논문들을 살 

*중국 경제무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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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영어권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왜1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 

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사람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왜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다. 

그럼 본고에서는 경제무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상황을 

예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II. 효댁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 

목표설정 :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의 목표는 목표어의 네 가지 기능， 

즉 듣고 쓰고 말하고 원기J)를 농숙히 수행하는 것이라면 중국에서의 한 

국어 교육은 목표어인 한국어의 다섯 가지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 

기， 번역(통역)을 능숙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 

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었다. 

@ 어휘; 재학 4년간의 학습을 통해 기본어휘 5，ffi)개 내지 6，cro개를 

장악하고 쓸 줄 알아야 한다. 

딩 문법; 한국어에 대한 기본문법을 장악히여 일반적인 업말이나 서면 

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번역; 전문성이 강하지 않은 한글을 한어u훨캄)로 시간당 ffi)-tro자， 

한어(灌륨)를 한글로 시간당 2OO-:U)자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에서 

는 일상생활 통역은 물론 일반적인 상담， 무역담판의 통역을 담당승}여 오 

역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읽기; 시간당 전문성이 강하지 않은 소설， 수펼， 기행문 동을 12,cro 
자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상 한국어로 구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발음아 똑똑하고 자 

1) 박경자 동(994) ， W외국어교수학~， 박영^}，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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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사를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고}정설정 : 한국어와 관련된 교과과정은 기초한쾌(11잉시간)，2) 한 

국어 문법(00시간)， 한국문학작품 독해(6때시간) 번역이론과 실천3)(100시 

간)， 신문 잡지 독해(00시간)， 회화{OO시간)， 듣기(00시간)， 시청각(100시간)， 

한반도 개환{4O시간)， 무역실무문 작성(40시간)， 경제문장독해(40시간)， 글 

쓰기 (40.시간) 등이 었다. 

교재 : 자체로 편찬한 것을 위주로 해서 쓰고1 듣기교재， 시청각교재는 

한국에서 구입해 간 동화이야기로부터 교수님들의 특강 녹음， 또는 텔레비 

전 연속극， 영화， 토론 특집 등 학생들의 학협l 유용한 것이라면 모두 이 

용한다. 

m. 교수 방법 및 지도 

외국어 교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교수방법도 있고 새 

로운 교수방법도 있는데 어떤 교수방법이나 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 

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대체로 청취발화법(fries 

ræth띠)과 직접교수법(마m ræth떼)을 접목시킨 방법이라 하겠다.이 그것 

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 시간의 사용 언어 

어떤 언어로서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2) 괄호 안의 숫자는 수강 받는 시간이다. 

3) 여기에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함. 

4) 박경자 둥언어교수학』에 따르면 교수법은 직접교수법， 독서식 교수법， 구조주 

의식 교수법， 청취발화법， 인지적 교수법， 전신반응법 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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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5) 

첫째， 교사는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어(癡흠)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모국 

어 사용을 허용한다. 이것은 주로 저급학년 즉 1학기에서 3학기까지의 학 

생들을 상대로 한다. 저급학년들로 놓고 말하면 처음으로 한국어를 접하거 

나 또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해석하 

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전혀 알아듣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어 

로 해석하면 학생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의 한국어학 

습 의욕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둘째， 한국어와 한어(漢펌) 두 가지 언어로 진행하되 학생들은 가능한 

모쾌를 피뼈 한국어로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언어로 진행 

하는 방법은 주로 4， 5， 6，학기에 적응해 쓰고 있다. 수업시간에 문법이나 

어휘해석에 있어서 한국어로 먼저 해석하고 난 뒤에 이해가 부진한 부분 

을 한어o醫홈)로 다시 보충설명을 한다. 한국어를 1년이나 1년 반을 배우 

고 나면 2천여 개의 어휘와 일반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한 

국어로 진행해도 적잖은 말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듣기와 말하기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학생들의 모￥}인 한어(癡폼)를 피히여 한국 

어로만 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7， 8학기에 적응된다. 이때면 학 

생들이 이미 3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비교적 자유 

롭게 구사하고 일반적인 말에 대한 이해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 

에 이때 한국어로 진행하면 해석의 이해에도 이롭고 중국말 사유에서 벗 

어나 한국어 사유에로 전환하는 데 이롭다. 

5) 김병운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J ，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제2차 한국어 교육 학술토론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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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음교수지도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학협l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발 

음이다. 특히 한어u훨콤)에서는 한국말의 어말받침소리 현상， 장 • 단음현상 

이 없기 때문에 발음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발음교수지도는 대체로 자모음 발음 지도 장 · 단음 발음지도 한자음 

발음 지도 억양 발음 지도 연음 발음 지도、 받침 발음 지도 등으로 나누 

어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몇 부분의 발음 지도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서 진행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중국학생들의 발음 

지도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모음 발음 지도 : 중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한국어 교과서들의 구성을 

보면 자모음과 간단한 어휘의 발음단계가 약 4주 정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어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접 

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어음이론에 의한 정확한 발음은 이해에 어려움 

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단계 즉 발음 단계에서 제일 효과적 

인 방법은 음성기관을 그려놓고 조음법을 설명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처음으혹 자모음과 함께 진행하는 단어의 발음연습인 것인 만큼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의 신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쉬운 것부터 하면서 실 

제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한 단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수도물， 귀속， 허기증 fi\ 

장단음 발음 지도 : 한국어에서의 소리의 장단은 말의 뜻을 분화히는 구 

실을 하는데 대개 모음의 길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배:(倍)와 배(架)， 배(願)， 배(船)， 

눈:(雪)과 눈( 目 ), 

6) 여기서 표기에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 
야 할 합성어의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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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語)과 말(馬)， 말(升)， 

벌:(峰)과 벌(野)， 

부자:(富者)와 부자{父子) 

그러나 한어(漢펌)에서의 동음의 의미의 구별은 4성 즉， 성조에 의해 이 

루어진다. 

mo + 제1성=模 

mo + 제2성=模 

mo + 제3성=i* 

mo + 제4성=默 

그렇기 때문에 중국학생들은 한국말의 소리의 장단 구별을 소리의 고저 

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단이 한 

어(~평뚫콤)의 4성과 구별되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된 연습 

을 통해 한국어 장단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 

한X뻐 발음 지도 :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발왜서 한어(灌폼)음의 영향 

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한지어의 발음이다. 한국어 속의 한자어는 

그 대부분이 한어(魔휩)에서 왔기 때문에 발혐l서 같거나 유사한 점이 많 

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안녕----안닝(安寧)" 

명령--- 밍링(命令) 

자력갱생 - 즈력깅싱( 自 力更生)

명태 •• 밍타이(明太) 

모자- 모오즈 (뼈子) 

이상은 중국학생들이 일부 어휘를 잘못 발음한 예들이다. 그 원인을 분 

7) 오른쪽의 것은 한어음을 발음한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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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보면 한국어 받침 “ 。”을 잘못 발음해서 생기게 된 것도 있지만 주로 

는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어(j義휩)발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렇 

기 때문에 한자어 발음헤서는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한어(灌흠)에서 오는 

영향이다. 

기타 발음 교수 지도: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학생들은 한국어의 받 

침 소리를 잘못 낸다. 예를 들면 

닦다{닥따) -----따다 

웃다{울;따) - 우다 

살다 • --------사다 

밟대밥;따)----- 바다 

둥글다 -------두거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받침 “, "(11, '7， 'λ，2.기)이 “ L , 

0" 앞에서 동화되어 “。”으로 발음되는 경우고 다음은 받침 “2."( r )과 

어중 “ 2. "( 1 )의 발음 구별이다. 예를 들면 

먹는다(멍는다)----- 머는다 

국물(궁불) ----- 구블 

깎는다(깡는다) ----- 까는다 

이상의 현상은 북방계 중국사람에 비해 남방계 중국 사람의 경우 더 심 

하다 그것은 북방계 중국사람은 모국어에서 콧소리를 남방계인틀보다 잘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받침 “ 0" 소리를 잘 못내는 학생의 경우 우선 

한어에서의 콧소리 발음부터 잘 내도록 한 후 밭침 “。”옴을 내도록 하면 

비교적 잘된다. 

그리고 한어o顧폼)에도 “ r 음과 “ 1 "음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얼화” 

(兒뻐RJ음의 영향으로 어중 “ 1 "음을 “ r 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8) 한어(漢語)에서 모음이 권셜음과 결합하여 혀를 마는 모음이 되는데 이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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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사랍 ----- 살랍 

그리고 -•--- 걸리고 

가르다 ------ 갈르다 

자르다 • ••• 잘르다 

이상은 중국학생들이 < 0 . 2.)를 <2. . 2.)로 잘못 발음한 예이다. 이 

런 현상은 비교적 보펀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단어의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하다가 그 다음 음 

절을 이어서 발음하는 방법， 즉 “사:람， 그리교 가:르다， 자르다”로 연습 

을반복하면된다. 

초급 단계의 발음 지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뱀 의한 반복적 

인 연습이다. 이란 모뺑l 의한 발음연습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발음 모텔 

이 되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주 

어 과외 사간에도 모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억양 발음 지도 : 한국어의 억양은 낱말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글 

월이나 글월의 일부분에 얹혀서 문법적인 기능이나 화자의 여러 가지 태 

도를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 가령 한국말의 “그렇지”의 경우 끝을 높여 발 

음하면 의문문이 되고1 끝을 낮추어 발음하면 서술문이 되는데 이것은 순 

전히 억양의 차이로 드러난다.씨 반면에 한어(癡흠)의 억양은 낱말 안에 국 

한될 뿐만 아니라 낱말의 성조를 유지하면서 상승조와 하강조에 의히여 

화자의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낸다 101 예를 들면， 

“꺼:等車 • ?" (상숭조)'" 강를 기다립니까? 

화음”이라 한다. 

9) 한연목{l998)， W언어와 사회~， 한신문화^r， 70면. 
10) 何世達(985)， W現代漢듭싫， 北京大學出版社， 43면 

11) 여기에서 상승조도 <iiF뽑車?>에서의 〈車>에 오고， 하강조도 〈까等車〉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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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等車 • ." (하강조) -- 강블 기다립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한어(~藝콤)발음의 영향으로 상승조나 하강조로써!2) 한 

국어의 억양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려면 발음 

오류 정정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말에 대한 화자의 감정 표달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은 한두 차례의 연습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류를 정정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댐1 대한 정확한 해석과 모방 및 반복된 연습을 

통빼 발음이 원상태로 돌。까는 현상을 극복해야한다. 

3. 문법 교수지도 

한국어문법은 중국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 

분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 중국어 문법은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한국어 문법은 너무 섭세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순이 완전히 틀 

리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법교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한 

다 

첫 번째는， 한국어 교과서에서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해 

놓은 문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문법 해석은 중점을 잘 틀어쥐고 간결하 

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교수하는 것을 원칙A로 삼고 많은 예문을 들어 해 

석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히여금 문법이 말과 글을 Hij우고 이해하 

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지 반대로 문법을 배우면서 문법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문법에 빠져 들어 문법 따지기 

〈車>에 온다 

12) 한어(i휠끔)의 억양(어조)에는 상승조와 하강조가 있는데 문장에서의 억양의 높 
낮이는 주로 강세(훨농)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의문문은 상숭조로 말하 
고， 평서문은 하강조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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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좋아승}는 학생들은 번역은 잘하나 말은 못하고1 문법을 소홀히 하는 학 

생은 번역이나 글을 쓰라고 하면 오류 발생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말은 잘 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경호에 없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은 본문 해석을 돕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체계가 정연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이지 못해서， 별도로 

문법시간을 설정히여 문법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문법만을 따로 교수하면 따분하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 

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예문과 오류 분석을 

통한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법학협l서 형태론적 규칙을 알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와 더불어 문형에 의한 학습과 변형에 의한 학습도 필요하다. 즉， 한 

국어에 나오는 기본 문형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어휘의 대체， 문장의 확 

장， 축소 치환과 같은 단순 변형 연습과 두 문장을 한 문장으혹 결합시키 

는 복합 변형 연습을 통하여 문법을 익히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특히 한어(灌홈)에서의 경어법은 일반적으로 <쌍>과 <듭춤>， <f뿜't> 등 

아주 국한된 몇몇 어휘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경어법 

은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어휘에서도 표현 

되지만 주로 호칭과 문말어미에 의해 많이 표현된다. 중국학생들로 놓고 

말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세분회된 호칭과 경어법을 다 기억하고 익히려 

면 여간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음이나 어휘 기타 문법 

장‘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호칭은 억지로라도 기억하도 

록 하고 경어법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습니다>， <해요> 등 

만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기타의 것은 그 사용법과 의미만 알게 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2.>. <하라>.<반말> 등은 말의 나쁜 습성을 

양성할 우려 때문에 배우는 단계에서는 되도록 자제해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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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 교수지도 

어휘 교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휘의미의 정확한 이해와 어휘확장 

및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깝게 인접 

해 있고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또한 한국어 속의 00% 이상에 
달하는 어휘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국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어휘학습은 

아주 쉬우리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 비하면 

좀 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두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제도， 생활습성 등의 

차이와 특히 근 반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의 상호교류 단절로 말미암아 고 

유어의 의미 이해는 물론이고 한자어의 의미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보통 한국어의 “김치”를 한어u髮폼)로 “泡菜” 또는 “曉菜”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어에서의 “泡菜”라는 말은 “양배추나 무 따위 

를 소금， 술， 후추를 넣고 끓여 식힌 물에 담가서 맛이 시게 절여 먹는 음 

식"l:~ )을 가리키고 “뼈菜”라는 말은 “채소를 절인다 또는 “절인 채소，，14)라 

는 뜻으후 쓰이는 말로서 한국어의 “김치”와 의미상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국어의 “야심(野꾀페란 말은 순수한 한자어로서 한어(處콤)에서 온 

말이다. 한국의 국어대사전을 보면 “야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첫째， 자기분수에 맞지 않게 품은 욕심. 둘째， 남몰래 품은 

크나큰 소망， 패기란 뜻이다. 여기서 보다시피 첫째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 

이고 있지만 둘째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야심작 “야십만만 

한 청년”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대 

답하게 표현한 작품 “패기 있는 청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어(漢 

讀에서의 “야심”은 “영토나 권력， 명예와 이익에 대한 분에 넘치는 욕 

망15)"이란 뜻으로 한국어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 

13) 中國 F現代漢語解典~(1앉)6)， 商務印書館， 954면. 

14) 위의 책， 1444면， 
15) 위의 책， 1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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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사랍 야섬이 많다”라고 하면 나쁜 뜻으로 들린다. 이렇게 한국어 

어휘는 한어에서 의미가 똑같은 어휘와 대응이 되는 것도 있고 유사하거 

나 같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어휘의미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 

를돌려야한다. 

첫째， 한국어에 대응되는 한어(癡흠)어휘를 제시하되 두 어휘 사이에 의 

미 면의 차이점이 있는 가를 확인해 보고 설명을 가해야 한다. 

둘째， 중국학생들이 한국어 어휘의 이해에서 비교적 어렵다고 하는 것 

은 바로 부사， 형용λk 특히 형용사 중에서도 의성-의태어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한어에 비해 부사와 형용사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의를기울여야한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에서 어휘해석에 대응시켜 놓은 어휘， 또 

는 사전에 대응시켜 놓은 어휘는 의미 면에서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것 

들도 많으묘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겨서 쓸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이 

해하도록해야한다. 

다음으로， 한 가지 언어를 한 채의 건물에 비유한다면 어휘란 그 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 하나의 건축재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잘 장악히려면 우선 어휘량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어휘를 확장하 

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휘 확장을 위해서는 어휘 암기와 더불어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진행해야한다. 

@ 단문 짓기; 새로운 어휘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짓게 한다. 여기서는 

서면이나 구두 형식을 다 취할 수 있다. 

Q 동의어 찾기， 반의어 찾기 연습; 어휘를 주어 동의어와 반의어를 찾 

아내도록한다. 

@ 빈칸 채우기; 주어진 문장에 빈칸을 두고 그곳에 가장 적절한 어휘 

를써넣게 한다. 

@ 틀린 곳 찾아 고치기; 어휘를 잘못 쓴 글 한 편을 주어 틀린 어휘를 

찾아내고 고쳐 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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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을 통한 어휘 숙달; 한어o훨콤)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한다. 

사실 구체적인 어휘가 추상적인 어휘보다 쉽게 학습되지만 어떤 어휘를 

막론하고 한번 학습된 어휘도 재학습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연습뼈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번역(통역포함) 교수 지도 

번역은 그 형식에 따라 한어(癡폼)를 한국어로 번역핸 것과 한국어를 

한어(灌콤)로 번역하는 두 가지가 있다. 

번역은 대개 제3학기부터 취급하게 되는데 이 때의 번역내용은 주로 교 

과서 내용을 둘러싸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번역에 대한 질 

적 요구도 그리 높지 않다. 번역의 기본 요령을 장악히여 원문의 기본 뜻 

만나타내면 된다. 

그런데 제5학기부터는 별도로 <번역이론과 실천>이라는 교과과정을 설 

정하여 각종 문체에 따른 번역을 체계적으로 교수하는 한펀， 학생들이 실 

천을 통해 그 요령들을 터득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학기부터 번역고}를 설치 

하게 된 원인은 번역은 종합적인 학문이 뒤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에서 한국어를 한어(灌캄)로 번역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비교 

적 쉬워서 원문의 뜻만 정확히 이해하면 번역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 

지만 반대로 한어(灌첨)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 가운데 중점은 한어(灌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두고 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번역에 관한 서적들을 보면 이론은 별 

로 없고 요령이 대부분이어서 요령 터득을 위해 강의와 결부히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번역이 잘된 모텔 글을 주어 원문과 대조해 보면서 요 

령이 실제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뜰 알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번역이 잘못된 글을 주어 왼문과 대조해 보면서 오류 

를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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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종 문체에 따른 번역거리를 선택해 학생들에게 주어 번역해 오 

도록 한 뒤 오류를 찾아 함께 정정한다. 

넷째， 통역은 주로 강의 시간을 이용히여 연습하면서 그 요령을 터득하 

는데 때로는 전문 부문에서 오랜 통역경험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특강 

을하기도한다. 

강의 시간에 하는 연습은 주로 두 7~지 형식인데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연습할수도 있고 세 학생을 한조로 히여 그 중 두 학생이 대회를 담딩하 

고 한 학생이 통역을 담딩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한다. 

번역 교수 지도는 학생들의 종합지식， 특히 학생들의 어휘확장과 문법 

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크다. 그러므로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학생들에 

게 이롭다. 

6. 시청각 교수지도 

시청각에 의한 교수는 언어실습실에서 진행하게 된다. 시청각교수는 일 

반적으로 제시단계， 설명단계， 반복단계， 전이단계를 통하여 진행한다. 

첫째， 제시단계. 주로 연설， 특강을 시청하는 경우엔 그 배경과 내용의 

줄거리를 제공하고， 영화나 텔레비전 연속극， 대담 둥을 시청할 경우셰는 

대화가 전개되는 상황， 대화에 나오는 인물， 대화의 개략적인 줄거리 등을 

제공한다. 

둘째， 설명단계. 제시단계에 들려 주거나 보여 주었던 내용들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구조의 뜻을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은 내용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듣고 본 뒤 한 단락씩 나누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반복단계. 이 단계의 목적은 학생들이 모국어화자인 한국사람에 

못지 않게 시청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반복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나 해당한 녹음과 화면이 재생되 

고 본보기로 녹음 테이맡} 수시로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녹음을 듣 

거나 화면을 보면서 대화의 상황을 머리 속에 연상하면서 반복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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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해야한다. 

넷째， 전이단계. 학습의 최종 목적은 이것을 바탕으혹 하여 새로운 상황 

에 알맞는 대화를 엮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제시단 

계와 반복단계가 끝나면 이미 들려주었거나 보여준 내용을 자기말로 서술 

하게 하거나 요약하게 한다. 

7. 읽기， 말하기， 쓰기 교수지도 

CD 읽기 교수 지도 
영어교수에서는 별도로 정독과정이나 다독과정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읽기를 지도하고 있지만 한국어학과에서는 이런 과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초단계의 본문이나 또는 문학작품독해에서 겸허여 읽기 교수지도 

를 하고 있다. 읽기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사전에 읽기 내용의 중심사상을 요약하는데 초급단계에서는 한어 

u활홈)로1 고급단계에서는 한국어로 요약한다. 

둘째， 새로운 어휘를 해석한다. 학생들이 주제에 대히여 보다 주의를 기 

울일 수 있도록 읽는 내용물에 대하여 예비 질문을 한다. 

셋째， 학생들의 글읽기를 검사하면서 발음장의 오류를 정정한다. 

넷째，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집에서 여러 번 읽어 오라고 숙제 

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검사한다. 

다섯째， 교사가 모텔이 되어 읽는 시범을 보여 준다. 이 방법은 주로 초 

급단계에 적용된다. 

여섯째，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 내용을 한어(灌흠)로 다시 진술하도 

록 하되 고급단계에 가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 말하기 교수 지도 

외국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말하기를 배우려는 데 있으므로 말하기는 중 

요하다. 말하기 교수는 초급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단일 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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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된 한 마디 한마디 말에서 점차복합문으로된 복잡한말을하도록 한 

다. 한국말은 한어(漢讀)와 어순이 틀려 중국사람들이 배우는 데는 애로가 

적지 않다. 말하기 교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숙달하게 한다. 

첫째， 강의시간에 물음을 제기하여 대답하게 한다. 이런 방법은 초급단 

계로부터 고급단계에까지 일관되게 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주제를 주어 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그런 

데 초급단계에서는 언어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생들 주변에 있는， 

평소에 익숙한 것들을 간단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초급단계에서는 자기가정에 대하여 또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하 

여， 자기 집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 대빼 서술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중급단계부터는 교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에 대한 학생 

들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발생한 오류를 기록해 두었다가 

정정해 준다. 

@ 쓰기 교수 지도 

쓰기 과정은 전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이다. 

쓰기 교수 지도를 하기 전에 우선 학생들에게 문제에 따른 한국의 서식과 

그 언어적 특정들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쓰기를 하되 처음 하는 쓰 

기 연습인 만큼 쓰기는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일기 쓰기， 편지 쓰 

기， 신청서 작성하기 둥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에 기초를 두고 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고굽단계에 들어서서는 점차 경제거래와 무역거래에서 오고가는 

서신， 조사보고1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도록 한다. 쓰기를 잘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기초적인 연습을 진행한다. 

첫째， 먼저 모델 문장을 주어 대치， 변형과 같은 문장형성을 연습하게 

한다. 

둘째， 글을 먼저 한어o製폼)로 작성하게 한 후 그것을 번역하게 한다. 

셋째， 긴 글을 주어 내용을 요약해 쓰도록 하거나 어떤 내용의 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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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살을 붙이도록 한다. 

쓰기 지도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문법과 언어 표현 방 

식이다. 학생들이 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정정해 주되 오류를 고 

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오류발생의 원인을 찾아 준다. 그리고 모든 오류를 

다 교사 혼자 정정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 오 

류를 찾고 정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반세기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 한 

중 수교와 더불어 많은 대학교들에서 한국어학과를 증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학적인 이론의 총화나 외국의 우 

수한 교육방법을 외면하고 낡은 경험과 방법에만 집착송}는 경향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설정， 교재의 개발， 교사의 역할， 시청각설비의 효 

과적인 이용， 참고서적의 개발 및 과외 독물의 선정 등 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N. 결론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경제무역대학교 

에서 진행 중인 것들을 예로 들어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 교수방 

법 및 지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것은 그 어떤 

방법론적 차원의 이론의 탐구라 하기보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법을 몇 개l 측면에서 종합해 본 데 불과하다. 그리 

고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과과정은 교육방법과는 별로 큰 연관이 없지 

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이번이 처 

음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상황의 교류적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은 중국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발음과 문법에 중점을 두고 발햄l서는 주로 

한자어 발음， 밭침 발음， 장 단음 발음 및 억양 발음， 문법에서는 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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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법은 중국어 문법에 비해 너무 섬세하고 복집하며 한어와 전혀 다 

른 어순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외국어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법과 더불어 중국사랍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많은 교육법과 교육이론이 논의되어 왔지만 

외국어 교왜 알맞은 최상의 교육법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을 잘 종합하여 변화하는 교육목표와 학습자의 학 

습에 잘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의 한국어 교육도 단순한 낡은 경험과 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 

운 방법을 수용， 개척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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