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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어떤 외국어를 공밤}든지 간에 聽取， 會話， 읽기， 쓰기， 觸譯하기 둥 

5가지 어학실력 기능을 양성하여야 한다. 한국어 공부도 例外가 아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 5가지 기능의 $썽을 목표로 히여 여러 가지 과목을 

설치하였고 그에 맞는 연습도 많이 시켰다. 그런데 敎授過程에서 우리 

는 학생의 5가지 기능이 投入된 시간， 精力과 같은 비울로 향상되는 것 

이 아니며 많은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청취와 

읽기 기능 양성에서 투입과 塵出이 완전히 대조적이다. 한국인도 이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글은 줄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 

히는 반면， 한국인이 쉽다고 생각히는 청취 자료는 꽁꽁거리면서 제대로 

받이쓰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잘 把握하지도 못하는 일이 종종 었다. 

우리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 학생을 상대로 5가지 기능 %랜의 難

易度에 대히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국은 난이도에 따라 회화， 청취，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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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번역하기， 읽기 願의 결파가 나왔다. 

회화와 쓰기는 外國語로 제 뜻을 표현하는 말 만들기이므로 외국어를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학생으로서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런데 청취와 읽 

기는 외국어로 이미 만들어진 言語資料를 이해하는 것인데 왜 難易度 조 

사에서 聽、取는 두 번째로 어렵고 읽기는 가장 쉬운 것이 된 것인가? 

대학 한국어 교육은 고급 한국어 人才 養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5 

가지 기능을 짧備하여야 하는데 4년 동안 배워 가지고 ‘벙어리 韓國語’나 

‘귀머거리 韓國語’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학생의 한국어 聽取難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分析하 

고자한다. 

2. 구체적 분석 

중국 학생의 한국어 청취를 분석히려면 먼저 한국어를 배울 때의 중국 

학생의 特性을 알。}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자신만의 獨特

한특색을가지고었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어는 孤立語이고 

語順에 의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한국어는 路훌語이고 어 

휘 뒤에 문법적 요소l}를 붙임으로써 각 어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고립 

어를 母語로 하는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 뒤에 붙는 이 문법 

요소가難點이 된다. 

1) 한국어의 문법적 행태에 대혀여 한국에서는 ‘조샤와 ‘어미’로 나누고 조선에서는 일 

률적으로 ‘토’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얼률적으로 ‘사미(詞尾)’라고 부른다. 서술상 

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열단 ‘문법적 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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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比率은 00.앓%나 된다고 한다，.2) 

이러한 한자어의 相當한 부분은 그 書寫形態나 의미가 현대 중국어와 비 

슷하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면 쉽게 習得할 수 

있고， 특히 글을 읽을 때는 모르는 한지어라도 글의 全體 흐름에서 그 의 

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어휘 습 

득이 別로 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어가 교빽이며 어휘 구성에 한째가 많다는 特性은 日本語와 

같다. 그리하여 중국 각 대학 韓國語學科에서 5가지 기능의 成績指標를 

대체로 일본어와 같게 한다. 우리 대학 한국어 청취 과목의 성적지표는 1 

분 동안의 외국방송주로 뼈S 뉴스방송)을 때분 동안 받이쓰고 그 錯誤

率이 100/0를 超過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일본어와 같은 것 

이다. 그런데 일본어 전공 학생들이 이런 성적지표에 거의 다 到達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어 전공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싱어 왜 나타났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생들도 우리 선 

생들도 이 문쩨로 쪼랫동안 苦問하였다.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해결 방법을 

얻어낼 수 있다. 

중국 학생의 한국어 聽取難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틀을 크게는 言폼的 原因과 非言語的 原因으로 나눌 수 있 

다. 

1) 언어적 원민 

언어적 원인이란 한국어 自體의 언어적 특성에 의빼 조성된 원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어는 외국어로서 중국어와 서로 다른 一連의 특성 

2) 이희숭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에 의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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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이들이 중국 학생의 聽取難에 원인이 될 수 있다. 

(1) 歸홉에 의하여 조성된 것 

@ 한국어의 音素와 音節이 많다. 

한국어는 음소문자다. 현대 한국어는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 그리 

고 강개의 받침(자음 받침 147M, 雙子音 받침 2개， 겹자옴 받침은 11개)이 

있다. 한국어의 音節數는 代表 받침을 7개('， L , C , 근， 디， 님， 0)로 잡 

으면 理論的으로 3，193개 음절3)을 塵出할 수 었다. 중국어는 22개 子音과 

æ개 題母가 있지만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쨌개 음절을 構成할 수 있고 

實際的으로 뼈여 개 음절만 사용한다. 일본어는 이론적으로도 짧개4) 음 

절밖에 안된다. 

한， 중， 일 언어의 음절수를 對照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짧園語， 中園語， 日;협쯤의 音節IX 對照

3) 한국어 음절의 수효는 다음과 같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 19(자옴의 수)X21(모 

음의 수)X7(대표받침의 수)+엎}받침 없는 음절의 수)=3，193. 
4) 일본어는 음절이 112개라는 설이 있지만 실제 발옴 음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청옴{濟音)은 447". 탑웅灣音)파 반탁옴은 23개， 요옴{柳音)은 II개， 그리고 
매개 옴절은 다 장단옴(長短音)이 었고 그 외에는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허는 촉음 
(끊音)과 발원撥音)은 하나씩 았다， 그리히여 [(44 <청음>+23 <탁옴과 반틱융>+ 
ll<요음>)x2 <촉음과 발음>+97 <촉옴과 발옴이 없는 음절>lX2 <장음과 단음〉 

= 5IQ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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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소와 옵절이 많은 경우에 音聲을 정확히 判斷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한충어렵다. 

@ 한국어의 받침이 많다. 

한국어가 閒音節 언어5)이고 일본어가 開音節 언어라는 것은 이미 定

說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폐음절과 개음절이라는 것은 다만 이름이 다 

른 것이 아니라 청취와 회화에 많은 影響올 준다. 

한국어에는 'l7개 받침이 있는데 이런 받침들이 言語行罵에서 많이 변 

회된다. 連音도 있고 脫落도 있으며 同化도 있고 절음 변화도 있다. 그런 

데 일본어에는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것이 2개밖에 없는데 연음， 탈 

락， 절음 變化 둥이 전혀 없다 

받침은 회화에 영향을 준다. 같은 2학년 학생의 경우 일본어 전공 학생 

은 流陽하게 본문을 읽을 수 있으나 한국어 전공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받침은 청취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뒤에서 다시 論述하겠지만 받침 

에 의한 어옴의 변화가 청취에서의 의미 판뺀1 隨路가 된다. 

(2) 歸音훌化에 의홈|여 조성된 것 

@ 한국어에는 同音異總 현상어 많다. 

동음이철이란 발음이 같지만 書寫標記가 다른 것을 두고 하는 딸이다. 

이런 현상은 읽기나 쓰기에 별로 지장어 없지만 청취와 회화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학생들은 주로 교과서， 그것도 주로 書面을 통하여 말을 배우 

며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먼저 한국어를 접한다. 따라서 

5) 자음으로 끝난 음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는 폐옴절 언어이고 그것과 상반 
되는 것은 개읍절 언어다 최윤갑 • 이세횡1뺑:142)의 홍계에 의하면 한국어의 펴l 

음절은 총 음절에서 약 3)"/0나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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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한 형태와 들은 음성이 다를 때 庸裡하게 된다 한국어에는 동음이철 

현상이 많아서 그것은 聽取難의 원인이 된다. 

한국어의 동음이철 현상은 靜적인 것과 動적인 것의 두 가지로 니뉘어 

지게된다. 

정적인 동음이철 현상은 한국어의 음절과 글자의 수의 불일치에서 생 

긴것이다 

한국어의 음절 구성은 37t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1. 단일모음으로 구 

성된 것. 2. 자음+모음으로 구성된 것.3. 자음+모음+자음으로 구성된 

것 둥이다. 따라서 주3의 방법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3，193개 음절을 산출 

하게된다. 

한국어를 쓸 때 그 자모를 라틴 자모처럼 線的 상태로 냐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모를 네모난 한자처럼 하나하나의 글자로 모아쓴다. 글자 

의 구성은 4가지 상횡어 있는데 1. 자음부호 ‘。’+모음부호가 구성된 것. 

(‘。’이 발음되지 않는다J 2. 지음부호+모음부호로 구성된 것.3. 자음부 

호+모음부호+자음부호로 구성된 것.4. 자음부호+모음부호+2개 자음 

부호로 구성된 것 등이다. 

한국어 음절 구성과 글자 구성을 대조하여 보면 1， 2， 3온 같은데 다른 

것은 글자 구성 상황의 4인 경우에 2개 자음부호가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 

는 것이다. 이리하여 음절과 글자의 불일치가 조성되었다. 현대 한국어의 

글자 總數는 이론적으로 11，172개로 산출할 수 있다.6) 이렇게 많은 글자 

가 3，193개 읍절과 대웅하니 同音異觸이 많다는 상횡을 알 수 있다. 물론 

現在 쓰이고 있는 글자의 총수는 1，짧^r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 

절은 1，뼈개7)인데 그래도 1.3 : 1의 比率로 짧자가 동음이철로 된다. 

6)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19(자음)X21(모음)x [l4(자음 받침)+2(쌍 

지-음 받첨)+ll(겹자음 받침)]+했(받침 없는 글재=11，172. 
7) 이것은 펼자가 원광호의 계산에서 다시 조사 • 분석한 데서 나온 결과다. 현재 쓰이 



중국 학생의 한국어 聽取難에 대한 분석 • 장광군 31 

動적인 통옴에철 현상은 어음홍협에서의 옴소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구체적 실례는 다옴의 (2)，@에서 보기로 한다. 

@ 한지어의 연음이나 語音變格이 많다. 

중국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으로부터 치용한 한째가 이로운 

것이 된다. 한자의 讀音규칙을 파O괜맨， 배우지 못한 한자어도 한차로 

還元하기만 하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단어 기억 

과 課解에 도옵이 되지만 회화와 청취에서 난점이 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음소문자이지만 쓸 때 한자와 비슷한 네 

모 글자를 구성한다. 중국 학생이 중국어 단어를 기억할 때 音素單位가 

아니라 音節單位， 더 정확히 말하면 글자단위로 기억하는 버릇이 었다. 

그리하여 이와 비슷한 음절단위로 쓰는 한국어를 배울 때 역시 같은 방법 

으로 한다. 가령 ‘불합리(不合理)’라는 단어를 배울 때 ‘불’， ‘합’， ‘리’ 퉁 3 

개 글자로 나누고 ‘不’， ‘合’， ‘理‘ 등 3개 한자와 결부시켜 이해한다. 이런 

경우에 기억하기도 그 뜻을 이해하기도 쉽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음성으로 

接할 때 연음과 어음변격의 영향 때문에 그것이 ‘부람니’로 되는데 形態

대로 기억한 글자와 完全히 다르게 되어 그 뭇도 얼른 判斷하기 어렵게 

된다. 

固有語도 연음이나 어음변격 현상이 있지만 적어도 單一語에서는 이 

런 현상이 없다. 그러나 한지어는 한자를 단위로 하여 音節을 구성하기 

때문에 단일어에서도 이런 현십에 이주 많다. 이를테면 

연음 현상 : 거며기 • 검역의(檢홉醫) 가머니셜 • 감언이설(it言利說) 

사미루 • 삼일우(三 B 雨) 구가그막 • 국악옴왜國樂音樂) 

자가콰 • 직경팩(헝藥花) 화노자각 • 환호잭뷰歡呼옳醒) 

고 있는 글자의 총수는 원광호(19.)1)에 의하면 1，1짧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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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한X뻐흘 발옴대로 쓰면 뭐가 뭔지 통 알 수 없게 된다. 

어음 변격 : 영명 • 익명(置名) 

삼목 • 삽목(揮木) 

살략←산램冊u略) 

이상의 한자어도 原型 그대로 쓰면 금방 그 뭇을 알 수 있지반 발음대 

로 쓰면 판단하기 어렵다. 

@ 고유어에서 語音蠻格이 많다. 

한자어에서 연움이나 어음변격이 많지만 고팎}에서 歷史的 원인으로 

조성된 어읍변격이 또한 많다. 이런 어음변화가 청취에 影響을 준다. 이 

를태면 

근변격 

칼을갈다-

。 할아버지가 가니 손자도 갈려고 한다. 

O 이것은 간것이요 

O 조굽해하지 마시오， 지금 갑니다. 
。 할아버지가 지금 가십니다. 

O 누가가오? 

칼을가니 

간칼. 

칼을갑니다 

칼을가십니다. 

칼을가오 

이상의 例에서 앞의 것만 들으면 正確히 이해하기 어렵다. 

고유어에는 용언語幹변척이 9가지나 있는데 이들 규칙을 잘 파악하지 

못한 학생이 청취에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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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때 의히쩌 造成된 것 

한국어 단어의 옴절이 적다. 

李熙、昇이 편찬한 『民覆국어사전』에 대한통계(朱英月， 었)):64)에 의하 

면 한자어는 옴절수에 따라 다음파 같이 분포되어 있다. 

4옴절어 

5용쩔어 | 3짧 3.5 

도합 101,617 100 

민중 圍짧뺨典 한X뻐 옵절 織f훌 

이상의 圖表를 통허여 한자어 2음절 以下의 단어가 ffi7<>Aí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어 어휘에 대한 구체적 統計가 없지만 한자 

어가 한국어 어휘에서 00.앓%나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한국어 단어의 음절 

이 적다는 것을 立證하고도 남음셔 있다. 

단어가 짧으면 같은 시간 동안의 音聲資料에는 그만큼 단어가 많으며 

띠라서 情報훌이 많고 변화가 많다. 그렬 경우에 청취에도 난도가 높아진 

다. 

(4) 문법에 의하여 조성된 것 

@ 한국어는 문법형태가 많다. 

앞에서도 서술되었지만 한국어는 樓훌語이고 어휘 뒤에 문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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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임으로써 각 어휘간의 關係를 나타낸다. 그런데 한국어는 같은 교착 

어인 일본어보다 문법적 요소의 數증가 더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의 

문법적 요소가 변이형태까'À] 포함하면 1，372개나 된다고 한다-，8) 그리고 

非但 총 수효가 많을 뿔만 아니라 그것틀의 細分용법도 많고 의미가 近

似한 것틀도 많다. 이렇게 많은- 문법적 요소가 필요에 띠라 언어자료에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뜰의 어음， 형태， 의미， 配合關係 동을 판단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한국어는 8IJV형 즉 述語後置型의 언어다， 

중국어는 SVO형의 언어이지만 한국어는 8IJV형의 언어다. 술어가 문 

장 全體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뼈 證明되었 

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언어교제에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판단할 때 술어 

에 많이 의거한다. 그런데 중국어의 述語는 딸의 앞부분에 있는데， 이에 

익숙해진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들을 때 문정에 술어가 나타나기 전에 

는 문장 전체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O 我看中國四大古典名著之一《紅樓夢》
(나는 중국 4대 고전명작의 하나인 『홍루봉』을 읽는다J 

이 두 말은 같은 뭇이다. 그런데 중국어를 들을 때 두 번째 음절인 ‘看

(보다)’자까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말이 눈의 동작과 관련된 대^d-이라는 

것을 據測할 수 있다. 그런데 혼f국어를 틀을 때 ‘홍루몽을’까지 즉 18번째 

음절이 나와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지 보려고 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빌리 

8) 문볍척 형태의 확립기준이 다름에 따라 통계 숫자도 서로 다르다. 이 글에서 시용 
한 숫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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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지 判斷하지 못한다. 한국인이면 그런 思推方式에 익숙해져서 

앞의 말올 들어 두었다가 뒤늦게 나온 용언과 쩔부시켜 의미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生願한 중국 학생이 오래 기디려도 숨어가 나오지 않 

으면당황하게된다. 

한국어 술어의 位置도 청함에 장애가 된다. 

(5) 말의 速度에 의하여 조성된 것 

현대 한국어의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우물에서 숭늄 찾는다는 洛談이 보여주듯이 한국인이 性味가 급한 것 

으로 소문이 났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 말을 느릿느릿 할 리 없다. 게다가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인의 생활 템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빼랜}쳤는 

데 이런 生活모습이 언어에 반영되어 한국어의 말히는 속도도 많이 빨라 

졌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하는데 1분 동안 웠개 음절올 발읍한다고 한다. 그련데 뼈S방송 뉴스프 

로그램에 대한 필자의 調흉에 의하면 여성 아나운서가 늘 1분 동안 370-

$개 읍절을 발음하였다. 日氣據報를 할 때는 더 빠르다. 이렇게 H웹 

하는 말은 비단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알아듣기 어려울 뿔 아니 

라 중국에 사는 母語 使用者도 어렵다고틀 한다. 

훨f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하여 분석히여야 한다， 2， 3학년 때 학 

생의 水準에 맞게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자료를 선택히여야 한다. 너 

무 빨라 알이듣지 못허면 학생이 興趣를 앓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리하여 

선생들이 폭별히 神經을 써서 쉬운 것으로 골라서 청취 교재로 사용히여 

야 한다. 배운 지식이 많아점에 띠라 漸次적으로 난도를 높이변 된다. 

이상에서 여러 測面으로 분석하였듯이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은 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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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우리가 청취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요소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올 打開하는 방법은 한국어의 이런 실 

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對策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테면 음절이 많은 

현실에 대뼈 실제로 사용히는 음절，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음절을 조사 

하여 연습시켜야 한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로 

발음하는 음절은 1，뼈개다 그려하여 학생들에게 발음 연습을 시킬 때， 

組合할 가능성이 있는 3，lffi개 읍절을 一律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1，뼈개 

음절만 연습시키고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重點적으로 연습시켜 

야 한다. 그리고 청취가 어렵다고 해서 청취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發

音 연습도 많이 하고 회화 연습도 하여야 한다 어옴을 정확히 발음하여 

야 머리에 정확한 印象이 남게 되고 새 情報를 접할 때 정확히 들어맞게 

된다. 

2) 비언어적 원인 

비언어적 원인이란 한국어 자체의 特性 외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조성 

된 원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1) 효댁의 문호}훌 찰 모론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東方國家이고 문화와 풍습도 비슷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문해써 동서방의 ~}Öl보다 그 재1점이 훨씬 적다. 그렇지만 

畢竟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므로 문화에 있어서 같은 것보다 역시 

다른 것이 많다. 음성자료에 반영된 이런 문화적 치이는 청취에서 어려운 

것이 된다. 

이를테면 ‘언제 국수를 먹겠는7y라는 말을 듣고 ‘結婚式을 올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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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層의미를 모르면 전체 문장， 심지어 한 段짧의 말을 정획히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히여 청취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어의 디른 授業에서 어학지 

식과 철부시켜 한국의 현대문화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2) 효택어|서 얼어나고 있는 훌件율 잘 모른다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중국의 一般A보다 한국의 事情을 잘 얄고 잘 

이해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의 제약으로 하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 

는 많은 사건을 잘 모를 수 있다. 언어는 사회적 발전을 민감하게 반영하 

는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파 關聯히여 새로운 말들도 많이 생긴 

다. 이런 사건과 새 말을 모르는 학생들은 청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은當然한일이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 

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중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이 나왔다. 음절 조성 規

則을 보면 분명히 한째인데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件을 잘 모르는 데서 생 

긴것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마치 컴퓨터가 하드디스크에서 정보 

를 檢索히는 것처럼 머려에서 舊情報를 檢索한다. 이미 가지고 있던 구 

정보에 틀어맞으면 새 정보를 웰리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 

한다. 

한국에서 일어나고있는사건을요해하는것은마치 머리 속의 하드디스 

크에 새 정보를 저챙}는 것과 같은데 청취에서 머리의 하드따크에 이미 

있는 정보를 듣게 되면 빨리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틀로 하여급 한 

국신문을 많이 보고 한국에 관한 지식을 많이 요해하도록 히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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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댁어의 어옴， 억g뼈| 잘 適應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근 때만9)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保

有하고 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 조건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조선의 言語規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조선의 영향이 지못 크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 

에 언어는 중국 現地의 영향도 여러 면으로 많이 받았다. 한국어학과의 

중국인 敎授陣에서 000/0 정도가 조선족(김종식 :ID))이리는 것을 敵案할 

때 중국 조선족의 언어가 한국어 교육에 影響올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진 풍의 漢族 선생틀도 대부분이 조선에서 공 

부를 하고 平壞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선생들의 어음과 柳場이 한국의 그것과 어 

느 정도 치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음과 억양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한국의 음성자료를 접할 때 生願感을 느낄 수 있고 당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히는 가장 좋은 길은 한국 放送을 많이 듣는 것이다. 많 

이 들어야 귀에 익게 되고 적웅하게 된다. 그리고 틀으면서 意識的으로 

모범녕배야 한다 한국어의 어음， 억양을 비슷하게 발음할 때 그 어음， 억 

양도 자연히 귀에 適應하게 된다. 

때 방송률 통한 청취는 對話짧境이 없다 

방송을 통한 청취는 영상화면이 없기 때운에 聽覺 기능만 동원하고 視

覺 기능을 방치하게 된다. 영상배경이 없는 條件에서 청취의 난도가 높아 

진다. 

9) 19.1l년 중국 제4치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언구는 1，9J)많7명이대전학석， 없: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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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話者가 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 문법에 맞 

는 것이 아니며， 聽者블을 조사해 보면 한 글자도 삐점없이 1000/0 알아듣 

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省略도 많이 한다. 그런데도 의사 소통율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에 판한 배경이 있고 言語環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히여 보았는데 한국 텔레비전에서 鍵홉한 것을 2개 조의 학 

생들에게 듣게 하였다. 제1조는 화변도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었지만， 

제2조는 소리만 들려주었다. 그런데 제1조는 00%를 얄아들었고 제2조는 

ffi%를 얄아들었다는 差異가 나왔다. 그만큼 언어환경이 重要한 것이다. 

(딩 청취 方法이 정확하지 않다 

일부 학생은 청취자료를 단어나 어며， 조써1 의뼈 有織인으로 구성 

된 統一體로 보지 않고 하나 하나의 孤立的 언어단위로 본다. 그리하여 

청취에서 옴성자료외 全體 흐름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단순히 音聲學的 방법으로 소리를 辦別하고 받이쓴다. 이럴 

경우에 話者 어음씌 個人的 치어， 라디오나 錄音機 둥의 기계 소음 동은 

청취의 정확도를 低 F시킨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디렉토 

리를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範圍에서 검색하게 되고 빨리 찾아내게 

된다. 청취자료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청취자료를 하나 

의 통일체로 보고 먼저 한 번 들으면， 마치 디렉토리를 지정히는 것과 같 

이 머리가 자동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이와 상관된 정보를 동원시켜 a뱀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취를 할 때 音聲資料를 접하자마자 서둘러 한 마디 한 마 

디 들으면서 받아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틀어야 

한다. 그래야 이 자호킹} 大體로 어떤 일을 둘러싸고 서술하는 것인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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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게 되고 자기 머리 속에 디렉토리를 指定하게 된다. 그러면 검색 속 

도도빨라진다. 

그리고 어떤 말이 자료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 

지만 뒤 부분에서는 알아튿게 필 수 있다. 그러면 뒤의 것에 根據하여 앞 

의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히 선생의 교수밥법율 강구하여야 한다 

선생이 청취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敎授法을 적절히 조절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청취자료가 아주 어려울 때 먼저 答案을 학생틀에 

게 내주고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읽고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 들으면 

容易하게 알아튿는다. 그리고 자료가 比較的 어려울 때 답안을 먼저 학 

생틀에게 내주고 들으면서 모를 것이 있으면 답안과 對照하게 할 수 있 

다. 자료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때 다 들은 다음 답안을 내주는 것이 좋 

다 이상의 방삭을 한 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것은 읽고 튿기， 中等 난도는 

읽으면서 듣기， 쉬운 것은 듣고 읽기， 이렇게 디양한 방식으호 練習시키 

면 학생의 청취난도 풀리게 될 것이다. 

3. 맺는말 

이상에서 한국어의 청취에 대하여 언어척 원인과 비언어척 원인의 2개 

測面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청취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청력이 문체되는 것이 아니고 청취만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위에 

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다. 大體로 

한국어의 디른 과목을 잘 하는 학생은 聽取成績도 좋고 그렇지 못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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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청취성적도 나쁘다. 청취는 한국어 실력 전반의 總合的 반영이다. 

청취 문제를 圖漸히 해결하려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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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對中園學生轉圍짧聽力難易度之分析 

張光軍

學習外語要掌樓廳， 說， 讀， 篇， 譯五項技能. 學習韓語的中國學生옳提高這 

些技能投入的時間和精力與其效果不成正比.韓國人認薦容易的聽力材料，中

國學生往往感到恨難.

中國學生韓語聽力難的原因， 分廳語言類原因和非語言類原因兩大類，

語言類原因包括語音， 音蠻， 詞醒， 語法， 語速等5↑方面.

韓語音素%1J音節的數훌훌多子樓語和 日 語. 音素和音節多， 依훌훌聽力判斷時難 

度就大.

韓語同音異續現象多.中國學生主要通過書本學習韓語，首先接觸文字而不

是聲音. 聽到的語音與記憶、的書寫形態不一致時， 就會感到莊然. 漢字詞的連

音和音變多. 마1國學生記憶漢語單詞， 以字薦記憶單位， 井已形成思維定勢.

在記憶與漢字相似的以字節薦單位書寫的韓語詞睡時，也솟用同類方法.而漢 

字詞在語音材料中，往往與按照혈寫形態記憶的音節不同， 因此難以快速堆

確判斷其意義. 固有詞謂詞詞千的音變達 9種之多，未能正確掌握這些規律的

學生， tf聽、力中難免失誤.

韓語單詞的音節少，因此相同聲音資料中容納的單詞就多.單詞多，信息量

大， 變化多， 聽力的難度相應提高.

韓語語法形態數훌훌多， 要영j斷E們的語音， 形態， 語義， 組合關系等， 不是一

件容易的事. 韓語是sov型--謂語팀置型語言. 不熟意這一思維方式的中國

學生， 在語言交際마1運違不見謂語出現時， 難免感到心里沒底.

現代韓語的語速快，不僅學習韓語的漢族學生難以聽慣，就連在中國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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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朝蘇族有時也感到困難.

非語言훌原因包括不熟愚韓國文化， 不7解韓國發生的事情， 不適應韓語的

語音語調， 聽廣播沒有語言環境， 聽妙方法不正確等方面.

中韓是不同國家不同民族，文化上存在許多差異.反映在語言資料中的文化

成罵聽力難펴. 

語言快速敏感地反映社會發展. 與每日發生的事件相關， 不斷麗生新詞語.

不了解這些事件和新詞語的學生， 在聽力中會感到困難.

中國各大學韓語專業敎師中， 朝解族남5000/0左右， 其他漢族學者大部分也曾

在朝蘇學習，許多敎師的語音語調與韓國有一定差別.熟意此類語音語調的學

生在接觸韓國人的韓語時， 會感到緊張和不適廳.

聽廣播沒有影像훌面， 僅f壘행動聽覺機能而沒有調動視覺機能. 在沒有影像

背景的情況下， 聽力的難度提高.

有的學生將聽力資料視寫孤立的語言單位， 單純從語音學的角度辦別聲音.

這時說話A↑人的語音差異 收音機和錄音機的機械雜音等都影響聽力的堆確

度.

韓語聽力難是不爭的事實，'t;不f훌僅與聽力相關， 還受到多種因素的影響.

聽力水平是學生韓語整體實力的縣合反映.

要圓滿解決韓語聽力難題， 需要做的事還恨多恨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