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장광군(張光軍r 

1. 배경 자료 소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의논하기 전에 먼저 배경자료를 소개하 

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어 공 

부에서의 중국인의 특성’으로 나누어 쇄하고자 한다. 

1) 중랙l서의 한쾌 교육 현황 

(1) 한국의 국력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한국어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 

되고 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붐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나라로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숫자가 그 어느 나라보다 

도 많을 것아다~ 1쨌년까지는 한국어학과가 셜치된 대학이 4개1)박뼈l 없었 

지만 지금은 æ개소를 넘었으며 1949년부터 l!Æ년까지 배출한 한국어 전 

* 중국낙양외국어대학 
1) 그것은 북경대학， 낙양외국어대학， 연변대학， 그리고 대외경제무역대학이다. 이 

가운데 북경대학이 H뻐년에 가장 일찍 한국어학과를 셀립하였다. 



80 국어교육연구 제7집 

공 학생이 ffi)명도 채 안 되었으나 1~뺑년 12월 현재 재학생이 2，αm명2)에 

달하고 있대김종식， axxn.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긴 바람에 한국어 교사의 준비가 부족하고 

각 대학 한국어학과의 규모도 크지 않은데， 교수진이 7명 미만인 대학이 

ffi%나 된다. 그리고 일선에서 교육을 담딩히는 교수는 1ID명 정도인데， 그 

중 WO/O는 한국인 초빙교수다. 나머지 1fil명의 교수진은 약 ID% 정도가 조 

선족이며， 또한 교수 경력 4년 미만인 사람이 fjJJ/O는 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은 제1한국어도 있지만， 그보다 제2 

한국어가 더 많다. 사람이 언어를 습득할 때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 

고 있는데， 하나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어를 습득 

동}는 것이다. 모쾌는 제1언어이고 외국어는 제2언어이다. 따라서 한국어 

도 제1한국어와 제2한국어의 두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제1한국어’는 모어로 

배우는 한국어이고 ‘제2한국어’는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어다. 이 글에서 말 

하는 ‘한국어’는 제2한국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3) 중국에는 근 때밴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훌륭한 

언어정책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보유하고 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7r/l;1 역사적 조건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조선의 언어 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조선의 영향이 자못 크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도 중국 

현지의 영향을 여러 면으로 많이 받았다. 특히 한국어학과의 중국인 교수 

진의 æo/o 정도가 조선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조선족의 언어가 한 

2) 그 중 우리 낙양외국어대학에서 :n>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는 낙양외국어대학이다 그리하여 세계 

적으로 가장 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가 닥양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다. 여기 

에는 교수 23명이 었으며 10여 명의 중국인이 한국어 전공 대학원생으로 재학중 

이다. 

3) 1900년 중국 제4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인구는 1 ，920，많7명이대전학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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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4) 중국 각 대학 한국어학과의 과목 셜정은 크게는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 능력의 양성을 위한 기초 과목이고， 다른 하나는 

취직에 대비한 한국 관련 전문지식 전수를 위한 기능 과목이다. 학교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 과목은 거의 같교 다른 것은 주로 기능 과목 

에 집중되어 있다.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 

기， 번역하기 등 5가지 기능을 양성하여야 한다. 기초 과목이 바로 이러한 

기능 양성을 위하여 개셜된 것이다. 낙양외국어대학의 기초 과목에는， 종 

합 한국어， 한국어 읽기， 한국어 회화， 한국어 청취， 한국어 문법， 한국어 

습작， 한국 시사작품선， 한국 문학작품선， 한중-중한 번역， 한국 종합지식 

등 107}.지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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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4.4 3.3 4.4 1.1 1.1 2.2 1.1 2.2 1.1 50.1 6.7 43 100 

주 :CD 중국 국가교육부의 규정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의 총 수업시간은 
3，αx) -3，200시간이다. 

@ 한국어 과목과 공통과목의 비중， 그리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중은 모두 다 교육부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 

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 공통과목이란 사회， 정치， 영어， 컴퓨터 등의 과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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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기초 과목은 똑같은 비중을 차지동l는 것。1 아니다. 그 중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 한국어다. 종합 한국어는 한국어 

교수에서 주간으로 되는 과목이며 이전에 정독패構廳果) 혹은 강독{講讀 

이라고도 하였다 .. 2년 내지 3년 동안 총 교수 시간이 912시간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배당된 파목이다. 그러므후 그 교재도 매우 중요하다. 

2) 한국어 공뷔l서의 중국인의 특성 

어떤 언어를 습득히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당 언어의 3대 요소인 어음， 

어휘， 문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중국인은 한국어의 3대 요소를 습득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1) 한국어 어휘에서 한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근 7(JJ/O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한자어의 상당 부분이 그 서사 형태나 의미가 현대 중국어와 비슷 

하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습득할 수 있 

다.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 습득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 

지않는다. 

(2) 그런데 한국어 문법을 배울 때는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중국어와 한 

국어의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고 어순에 

의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한국어는 교칙어이고 어휘 뒤에 

문법 형태4)를 붙임으로써 각 어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고립어를 모어로 

하는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 뒤에 붙는 이 문법 요소가 난점이 

된다. 한국어의 문법 요소는 그 수효가 많고 세분되는 용법이 많으며 유의 

적인 것이 많디는 삼대三多)현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4) 文法的 形態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助詞’와 ‘語尾’로 니누고 조선에서는 -律로 

‘토’라고 부르며 中國語로는 ‘詞尾’라고 부른다. 서술의 편의로 필자는 이 글에서 

‘文法要素’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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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의 어음은 어렵다. 한국어는 21개의 모음과 19개의 자음， 그 

리고 7개의 대표받침이 있다.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3,l927H 음절을 구성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만 해도 1，4{꺼개나 된다!j) 그런데 중국 

어는 22개 -^t음과 쩌개 운모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짧개 음절을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뼈여 개 음절만 구성한다. 

중국 사람은 한국어를 배울 때 특히 받침을 어려워한다. 중국어는 한국 

어의 받침에 해당되는 지음운미(子홉體尾)가 2개덕빼 안 되지만 한국어는 

7개나된다. 

2 교째 개발의 문제점 

중국에서 이미 있는 한국어 교재를 더 잘 다듬고 없는 교재를 새로 개 

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CD 인력의 부족 
교재 편찬을 하려면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ffi% 이상의 

대학은 교수진이 7명 미만인데 수업만 효}는 데도 인력이 모재4는 형편에 

교재 편찬에 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자료의 부족 

중국에 있기 때문에 대량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 중에도 특히 음 

향 자료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만 자의 본문을 션태하려면 

5) 이것은 필자가 원광호(991)의 계산에서 다시 조사 · 분석한 데서 나온 결과다 
현대 한국어의 글자 총수는 다음파 같이 산출할 수 있다.19<자음> x 21<모음〉 
x (14<자음 받침> + 2<쌍자음 받침> + 11<겹자음 받침>H 쨌<받침 없는 
글자> = 11,172. 그런데 현재 쓰이고 있는 글자의 총수는 원광호(991)에 의하면 

1，앓2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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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자료 100만 자를 보。싸 한다는데 각 학교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하 

기가어렵다. 

@ 경험의 부족 

교재를 편찬히려면 풍부한 어학 지식과 이론 수준을 갖춰야 할 뿐 아니 

라 현장에서 가르친 경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어학과 중 역 

사가 짧은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수진의 EQO/o가 경력이 4년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재 편찬의 경험도 부족한 것이다. 

@ 자금의 부족 

중국에서 지금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한국어를 공부하 

는 학생。1 3，(XX)명 이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책을 3，(XX)권 이 

하로 인쇄하면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출판사에서는 한국 

어 교재를 출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학교에서 자 

체로 편찬한 교재가 있어도 정식 출판을 못하고 유인본으로 사용할 수밖 

에 없다. 이리하여 교재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인 

데다가 한국어가 영어나 일어와 달리 ‘비통용 외국어’로 취급되고 있어 경 

제적 지원이 적다. 우리 대학에서 ‘중국 통일얘 종합 한국어 교재’의 편 

찬을 위임받았는데 편찬보조비가 아주 적다. 

@ 인식외 부족 

제1한국어와 제2한국어를 구별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는 그릇된 견해가 교 

재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문의 선택， 문법 요소의 주석， 연습 문 

제의 출제 등을 제1한국어 식으로 하니 학생들이 배우는 데 애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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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재 개발의 해결 방안 

중쾌l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려면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지 

원을 받고 학술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자가 협력하여 같이 

하여야 한다. 이 방법만이 빠르면서도 효과가 좋은 길이다.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같이 쌓여 었다. 이런 문제점을 잡히는 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한 

국어 공부에서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하며 급선무부터 해결하여 

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종합 한국어’ ‘한국어 회화’ ‘한국어 청취’ ‘한 

국 문화’에 관한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외도서’ 시리즈의 개발이 

중요하면서도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교재 가운데 ‘종합 

한국어’는 중국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히는 것이다.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공동기준에 입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교수 목표의 달성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외국어 교수의 목표가 다 그러등}듯이 대학 한국어 교수의 주요 목 

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5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5가지 기능은 한 마디로 말하 

면 좋댄어 어학 실력이다. 물론 어학 지식 외에 그 나라에 관한 정치， 문 

화， 풍속， 사회 등 전반 지식도 가르쳐야 한다고 근래에 와서 많은 학자들 

이 주장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것도 어학 설력 O.}성과 결부시켜 진행하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국어 교재의 편찬은 주로 학생들의 한국 

어 어학 설력 향%베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생들의 교수 조직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재는 교수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선생들이 교수 활동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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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는근거가된다. 

각본이 없으면 감독이 영화를 연출할 수 없는 것처럼， 교재， 특히 좋은 

교재가 없으면 교사가 아무리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수업을 진행하기 어 

렵다. 교사들은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의만 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연습， 질문， 질의응답， 시험 등 교수 절차도 실시한다. 그러므로 교사 

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교수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강의， 연습 퉁 교수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화 배우가 각본이 없으면 연기를 할 수 없듯이 학생들은 교재가 없으 

면 공부를 하지 못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재를 통하여 배운 지식 

이 인상에 깊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정확한 지식을 착실하고 

인상깊게 배울 수 있도록 고째를 잘 편찬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어1서의 한국어 교수는 @고립어 

인 중돼를 모랙로 승}는 학생들에게 교칙어인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2)학생들은 상당한 지식 수준과 이해력을 가진， 어른이 다 된 대 

학생이라는 것이다~ .JV~ 편찬을 할 때 이러한 특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한다. 

다음에 교재별로 필자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종합 한국어〉 교재의 개발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한국어 교해서 가장 중요한 교재는 <종합 한 

국어>이다. 이 고댁은 보통 2년이나 3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배당 

된 시간은 912시간이나 되어 1.앉~시간의 한국어 필수 과목 배당 시간에서 

57.1%나 차지한다. 

<종합 한국어〉에서 언어의 3대 요소인 어음， 어휘， 문법과 함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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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둥 5가지 어학 실력 기능을 전면적으로 양성 

한다. 따라서 이 교재의 개발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대학에서는 중국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중국 통일사용 종합한국 

어 쿄H’를 편찬하여 출뺀1 불였다.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 

과같다. 

<종합 한국어〉 교재를 개밸벼면 준비작업을 착실히 히여 두어야 한다. 

(1) 상용 어음， 어휘， 문법 요소에 대한 조사 작업.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912시간의 종합 한국어 공부를 통하여 상용 어음 

과 모든 어음변화 규칙， 6，(XX)여 개의 단어， 모든 상용 문법 요소를 파악하 

여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 작엽이 없으면 이러한 단어와 문법 요소의 선정 

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이미 이런 조사 작업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성과들을 종합， 분석하고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켜 일부 수정히여야 한다. 

어휘를 선정할 때 이미 조사한 어휘 사용 빈도땐1만 의거하는 것이 아 

니라 중국의 사회 제도와 학교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도 일부 넣어서， 학생 

들이 한국말로 자기들의 일상 생활을 표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허여야 

한다. 

문법 요소를 선정할 때는 한국어 문법의 ‘3다’ 특성을 충분히 고려히여 

문법요소를 그 형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부 용법을 기준으로 하 

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격조사 ‘로/으로’를 다룰 때 그것의 형태를 

단위로 심아 하나의 문법요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도구’ ‘방 

향 ‘자격’ ‘원인’ ‘시간’ 둥 세부 용법을 단위로 하여 여러 문법 요소로 취 

급하여야 한다. 수많은 문법 요소에서 상용 문법 요소를 추출하고 상용 문 

법 요소에서 다시 상용 세부 용법을 추출한다. 그렇게 해야만 계획 시간 

내에 한국어 문법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2) 본문을 정선하여야 한다 

본문은 교과서의 핵심이고 기본이기에 교재 편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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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본문 선택은 우선 그 문자 자료의 어학 지식 함량(含量)(새 문법 요소와 

새 단어의 수， 그리고 그 문법 요소와 단어의 난이도)에 따른다. 그리고 자 

료의 내용， 문체적 특성， 취미성 등도 선택의 기준이 된다. 저급 학년 교재 

의 본문은 직접 쓰거나 한국 출판물의 문자 자료를 고쳐서 사용한다. 고급 

학년의 본문은 한국의 문자 자료를 발훼하여 사용하는데， 어학 지식 함량 

에 따라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고쳐 쓰거나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대체 

하기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합 한국어> 교재 면찬에서 언제나 어학 지식 

함량을 교재 선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명인의 

명문이라고 하여 집어넣거나 어떤 특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억지로 

교재에 싣는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3) 문법과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한다 

본문에 나온 새로운 문법 요소와 문형， 그리고 중점 단어(동의어， 부사 

등을 포함)를 중국어로 해석하고 예문도 들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예 

문을 중국어로 번역히여야 한다. 

여기에샤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 요소에 대한 중국어 해석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한국어의 문법 요소는 ‘3다’의 특성이 있는데， 이 

러한 특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문법 해석은 

주로 의미에 치중히여 해석하였는데 의미 정도의 강약과 뉘앙스의 차이 

등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인에게， 

그리고 고급 학년 학생에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어 공부 초보지에 

게는 아무 효과도 없다. 공부를 갓 시작한 사람이 한국어에 대하여 아무런 

감성 지식도 없는데 정도의 강약이니 뒤앙쇄 차이니 하고 운운한 것 

은하등의 효용도없다. 

중국어는 형태 없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형태 언어다. 이런 특성을 김안 

뼈 필자는 한국어 문볍요소의 구문환경을 밝힘으로써 문법 요소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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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61 그것을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느라고’의 경우， 기존의 문법 해석에서는 

이 어미가 ‘원인’의 뜻을 나타낸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구문 환경을 밝히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앞절이 뒷절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목적으로 된다. 주로 구어체에서 사 
용한다. 

· 주어로는 동일 주어， 그리고 유정명사로 구성된 주어만 사용할 수 있 
다. 

· 접속술어로는 상태 동사， 과정 동샤 순간 동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 

정， 시제 둥올 사용하지 못한다. 

· 종결술어로는 동사와 형용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킴과 의도서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혹자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말만 가르 

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어린애가 

아닌， 어른이 다 된 대학생이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말을 모빙하기만 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래야 하느냐를 꼭 묻게 된다. 그들 자체가 모색하는 것 

보다 우리가 그것을 귀납히여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낫다. 

한국어를 모어로 히는 사람은 머리 속에 다 내재문법(內在文않， mter

빼때 gramrrnr)을 7찌고 있고1 이런 내재문법은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 

는 과정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익혀져서 머리 속에 간직된다. 그들은 특별 

한 생각 없이도 정확한 한국말을 하게 되므로 말의 구문 환경을 몰라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이 그런 내재문법이 

없고 문법 요소의 구문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샤용할 때 종종 틀리게 된 

다. 그리고 특히 중쾌는 형태 없는 고립에므로1 고립어 샤용자가 형태 

있는 교착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는 문법 형태의 구문 환경이 더욱 중요하 

6)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해하려면 펼자의 졸저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 

현론J{장광군， 1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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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종합한국어> 교재 편찬에서 문법 해석을 중요한 자리에 놓고 

문법 해석에서 구문 환경에 대한 셜명을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펼 

자는생각한다. 

(띠 연습 문제를 잘 내야 한다 

본문에 나온 새로운 문법요소， 문형， 중점 단어， 그리고 본문의 내용 동 

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여야 한다. 그 형식들을 보면 문답， 공간 메 

우기， 문장 완성하기， 틀린 데 바로잡기， 문장 고치기， 한중번역， 중한번역， 

문장 짓기， 글짓기 등이 었을 수 있는데 언어의 3대 요소 파악， 어학 실력 

5가지 기능의 양성， 배운 지식의 복습과 검증에 유리한 방식을 더 개발하 

여야 한다. 기존의 교재에서는 연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연습은 교재 편찬에서 본문 선택과 문법 주석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연습은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칠 때 역시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2) (한국어 회화〉와 〈한국어 청취〉 교재의 개발 

한국어 교육， 특히 대학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의 문자 자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회화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고급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었다. 따라서 대학 한국어 교빼서 〈한국어 회화〉와 <한 

국어 청취>도 중요한 과목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한국 영화나 방송 자료에는 회화와 청취 교재로 사용할 

만한 것이 아주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서 난이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헤 

는 한국 원판의 영화가 있지만 4학년 학생이 그것을 여러 번 보고도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언어표현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없S의 방송 자료를 받아쓰고 청취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고 전기잡음까지 있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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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에는 근 $만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조선과 중국의 영향 

을 많이 받은 그들의 언어는 다시 중국의 한국어 교왜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 어휘와 문법 면에도 그렇지만 특히 어음과 억양 변에 주는 영향 

이 자못 크다. 중국의 대학 한국어학과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이 평 

양 말이나 함경도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학 4년 기간에 교과서를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게 되지 

만 어음 억영펙 표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고 빠른 길은 한국에서 ‘회화’와 ‘청취’ 교재 

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영상이 배합된 회화와 챙취 교재는 효과가 더 

좋을것이다. 

중국어l서 영어와 일어를 가르치기 위뼈 여러 가지 회화와 청취 교재 

가 출판되었는데 인기 있고 효과가 좋은 것은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고 영 

상이 배합된 회화와 청취 교재가 반응이 더 좋다. 영어 교재로서는 

<Engli양1 m.l>과 <F여low 뾰>가 있고 일어 교재로서는 〈日캡홈싫ι 

*꺼〉 등이 였다. 이런 교재는 어느 특정한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 

니므로 정성 들여 하나 잘 만들면 어느 냐라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어 세 

계의 한국어 교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교재는 〈종합 한국어> 교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지식성과 체계 

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용성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한국인의 

실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환경을 설정하고 그런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을 사건의 발전에 따라 가르친다. 그러면 표준적인 한국어의 어음 억 

양도 배우고 실생활에서 많이 샤용하는 말들도 배우며 한국인의 생활 상 

황도 알게 된다. 여기에 홍미까지 고려하면 더 좋을 것이다.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 공부를 하면 힘들지 않으면서도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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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문화〉 교재의 개발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부하 

체를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게 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 

야 언어를 잘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어 교휩l서 〈한국 문화>도 중 

요한 과목으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며 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문햄1 대한 간결한 해석(Ii'연세한국어사전.!l， 1!Ð3: 7.얘)은 ‘한 사회의 

예술， 문학， 도덕， 종교 따위의 정신적 활동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이해에는 ‘문화’란 지난날로부터 이어 내려오고 오늘날도 넓은 범위에 계 

속 존재하고 있는 한 사회의 정신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이런 정 

신적 활동의 양식은 비단 옛날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그 

사회 많은 사람들의 현실 생활에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을 ‘문화 유산’이라는 개념과 혼동하는 현샘 많다. 문화 

유산이란 ‘문화 발전을 위해 다음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를 지닌 정신 

적 • 물질적인 문화재나 문화 양식과 같은 전날의 문화’(Ii'연세한국어사전.!l， 

1앉용 : 744)이다. 사실상 ‘문화’에는 2개의 하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 

나는 문화 유산을 위주로 하는 전통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현실 

생활에 나타니는 정신적 활동 양식을 반영하는 현대 문화이다. 

지금 중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일부 한국 사람들이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며 또 중국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 

를 가력는 교재를 편찬하겠다고 큰마음을 먹은 분까지 있다고 한다. 

전통 문화나 현대 문화나 다 한민족의 귀중한 정신적 재산이므로 한국 

어 전공 학생은 다 아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4년밖에 안 되고 4년제 대학 한국어의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총 

수업시간은 1.뼈시간 정도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를 다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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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통 문화 중의 일부는 지금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많고 

한국 학생들에게도 계몽 교육을 하는 단계다. 필자가 학생으로 공부할 때 

한국의 관혼상제의 예를 일부 배웠는데 기억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을 써 

볼 기회도 없었다. 자랑거리로 한국 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모르 

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대단하다는 칭찬도 하였지만 과연 그런가 하고 

의아해 하기도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문화>라는 교재를 편찬하거나 다른 교재를 편찬할 때 

전통 문화보다도 현대 문회를 소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 

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다 적합한 원칙이다. 

4) 한국어 과외도서의 개발 

외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면 원문으로 된 과외도서를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된다. 과외도서를 읽으면 이미 배운 지식을 검증하기도 하고 새로 

운 지식을 배울 수도 있으며 외국어에 대한 홍취를 북돋우게 된다. 지금 

영어나 일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과외도서를 많이 읽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전공 학생에게는 이런 행운이 없다. 적합한 책이 없기 때 

문이다. 우리 학교의 어떤 학생은 좀 쉽다고 생각되는 앓은 한국어 책을 

얻어다가 사전을 뒤져가면서 읽어보았는데 마디마디 새 단어가 가득하고 

하루종일 읽어도 한 페이지를 읽지 못하여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마음씨 좋은 어떤 한국 분이 어린애들이 읽는 책이 쉽다고 생각히여 그 

런 책들을 모아 중국의 한국어학과에 기증하였는데 학생들은 그런 것이 

신문보다 더 읽기 어렵다고 한다， 신문은 그래도 한지어가 많아서 맞추기 

라도 할 수 있지만 동화나 전설을 위주로 하는 어린이 책은 어른이 다 된 

대학생들에게 내용도 재미없거니와 고유어 투성이인 데다가 의성 · 의태어 

까지많이들어있어통알수없다고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외도서의 개발은 어느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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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이 다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 

육 전문가들， 더 나아가 외국인 전문가도 같이 협력하여 정부의 지원올 받 

아가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외도서를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것이 바 

랍직한 일이다. 물론 이런 책들은 말이 쉬우면서도 내용이 풍부하고 일부 

어려운 문법이나 단어에 대하여 간단한 해석까지 달아두는 것이 좋다. 한 

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영어 전공이나 일어 전공 학생들 부럽지 않게 

과외도서를 읽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었다. 최근 멸티미디어 기술의 발탈로 

학습 방법과 수단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교재의 개발은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작업이다. 이런 기초 작업의 

성과를 멸티미디어 기술과 결부시키면 우리의 교재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학습의 효능도 더 제고될 것이다.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얻}헤 대해 미 

숙하나마 펼자 나름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 

기를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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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π1e 맘oblems and A1ternative Plan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in αlina 

Zang Guangjun 

In this stuφT， 1 잉엉mine problems of Korean 따삐C비ng 때따j머s ar띠 

present how to solve them in my own ways. 

1 have consió:뼈 that the difficulties which are h따뼈뼈 때len 

m빼ling 때 devela며ng Ko뼈n 없것C비ng materials in α1Ïna are 때lS어 

by insufficiencies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mate디als， experiences 

about comp퍼ng teaching materials aI1d funds aI1d lack of understaI1ding. 

First of all, 1 arn αmvinced that it is næessary to fOllIllÙate three 

comrmn standards to develop Kov얹n teaching ma않때s. -Te<:빼ng 

ma않rials should be made 1φ to be VI밍T useful in κæhing activity aI1d 

빼eving main 어ucatio떠1 0비ectiv않. M:Jreover, co뼈ltS of theirs have 

to be COITeSJXlnded with 앞U따1tS’ actual conditions. 

In this {)al:ff, 1 뼈1 with the princÏple of COI빼ling ma뼈als 때 the 

main practi떠l 따ticulars， J:πesenting 이fferent kinds of teaching ma뼈메S 

-‘I뾰명ra뼈 Ko뼈n’ ‘Kor얹n ∞illversation’ ‘Iis떠nr땅 to the KoreaI1 

lar핑뻐ge’. ‘Korean culturé’ aI1d a 였뼈 of Ko뼈n 앙ct:racurria피ar books 

for foreigners. 

‘hκ뿜rated Kc:π얹n’ is the Irost ÏInIXlrtaI1t 않aching ma따때. To 

deVI밍op it, firstly it is need to inves디gate matters about pronunciatioπ 

voc때띠mγ aI1d grarmnar pre피ninarily aI1d translate the sect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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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먼ation to grarnrmr and voc삶JlÙ없y into αnnese VI많r we\l. 앉nx닙ly 

the 않xt 양10lÙd be mrle of αm따lts car하버ly 뼈$뼈 αlt of many 

πa따ials. Thirdly, we should t:rγ to make g'αxl Questions for exercise.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make ‘Korean convl얹'Sation’ ‘디S뼈i맹 

to the Korean lar핑뻐ge’ which are combined the rr빼a ar1d with r멍하d 

m 미acticality， 밍엄 æVi러op ‘Korean culture’ in the direction of 

pre웠ltir핑 the culture about ctnTent real life thar1 the cultural 밟뼈ge 

to get leamers to be f;하며lar to Korea and Kor얹n Inac::뼈tion， it is the 

IXJint to be SJXrially considered to ∞IIT뼈le Kor얹n extracur꺼cular bool‘s 

m αXlIff3tion 때m 않:rerts in Korean 어ucation sys뼈Jati떠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