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아 학습~l를 위한 한국애 쓰71 교육 방법론 

타마라 YU 카플료댄 

I 서론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론을 논의하기 전에 러시아의 대학교육 체계가 

최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5년제 대학 교육 기간이 근죠떨 이 

루었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대학교들은 4년제 학사 학위와 6년 

제 석사학위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5년제， 이른바 전문가 학위를 병행하고 

있다. 국립 극동대학교 한국학 대학에도 2년 전에 4년제 학사 학위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학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전체 졸업생 107명 중에 20명만 4년제 학사 학위 제도로 졸엽했는데， 20 

명의 졸업생 전부는 5년제 전문가 학위를 받을 수 있게 계속 학업을 했다. 

석사과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직 없고， 3년의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논문 심시를 통파하면 박사학위를 주는 대학원 제도가 있는데， 이는 변화 

하는 교육 제도와 함께 대학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 러시아 국립극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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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을말한다. 

3년 전까지 만해도 졸엽 성적표에 한국어 과목 수가 1개로만 되어 있 

었지만(총 강의 시간은 과거 1.916시간이었고 현재는 이전보다 148시간 줄 

여서 1，768시간이다) 한국어 과목의 수가 세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학점 

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년 별 과목과 수엽 시간은 아래와 같다. 

-1학년 · 

1. 기초문법과 한글(총 340시간 : 주 10시간) 

2. 기초발음과 기초회화(총 136시간 주 4시간) 

-2학년: 

1. 기초 실기 문볍과 어휘 벚 쓰기(총 102시간 주 6시간) 

2. 실기 문법과 어휘(총 102시간: 주 6시간) 

3. 일반 회화(총 때4시간. 주 6시간) 

4. 듣기 연습(총 68시간: 주 2시간) 

3학년: 

1. 기초 번역(총 68시간 주 4시간) 

2 번역(총 68시간 주 4시간) 

3 일반 회화 및 시청각 실습(총 136시간: 주 4시간) 

4. 듣기 연습(총 68시간: 주 2시간) 

4학년: 

1. 번역의 이론과 실습(총 34시간: 주 2시간) 

2. 번역과 개괄적 서술(총 68시간: 주 4시간) 

3. 본문의 분석적 독해(총 34시간: 주 2시간) 

4. 일반 회화 및 시청각 실습(총 170시간1 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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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 본문의 종합적 독해와 개괄적 서술(총 102시간: 주 6시간) 

2 고급 회화(총 68시간: 주 4시간) 

이와 같은 과목의 세분화가 3년 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과목별 교 

육 방법론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학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 

는 교원들이 대부분 한국어 지도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의 젊은 강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육 방법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묘 본롬 

1. 러사아 외국어 교육 발빙론 약사 

한국학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볍론에 대해 섣명하자면， 러시아의 외 

국어 교육법에 의거승벼 교육한다. 

러시아 외국어 교육- 방법론 발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러시아 교수법의 이념 토대는 18세기 중엽에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전 

에 러시아의 위대한 꽉자이며 교육 계몽자인 미하일 로모노서브가 외국 

습득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즉 그는 모든 외국어에 있어서 유 

열하게 문법을 우선시 하는 이른바 문법적 해석 방법론을 비판했다. 또한 

본문의 읽기와 번역， 회화와 발음， 문볍의 체계적인 학습과 같은 외국어 

습득 목적을 세밀하게 세웠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를 러시아의 교육자인 우쉰스카와 작가이며 비평 

가인 벨린스키， 도브홀류보브， 체르니쉐브스키， 삐사레브 등이 더욱더 발 

전시켰다. 외국의 교육 방법론자와 달리 우쉰스키는 외국어를 공부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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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와 비교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모국어와 외 

국어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기의 모국어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주장했다. 

그의 논문인 「모국어 교육론」에는 외국어 교육 목적과 방법에 관한 재 

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 자체는 그것을 습득하 

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학습자가 외국어 문학을 읽기 위해 

외국어를 배울 경우에는 작가의 작품을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 

외국어를 실용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능력， 

정확한 발음， 문법의 정확성， 언어의 세련된 쓰임새이다. 그의 견해의 기 

본 내용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때 기초를 두는 “왜쑤R파정 

방법”은 로모노소브와 우쉰스키가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방법의 언 

어학적인 설명을 러시아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세르바가 그의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언어와 언어수행， 문법과 어휘의 상호 관계， 언어 구 

성 요소와 구조의 관계， 단어의 뜻과 의미의 해석， 능동적 문법과 수동적 

문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킹'4- 1112적 방합’의 기본 내용은 계속적인 반복의 역학적 방법과 습 

관적 반응은 직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언어 행위를 통해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장비E적 성l뽑은 외국어 교육 방법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시대적 요구로 인해 이러한 방법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돼ζ우질질정 방밥’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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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어 교육으| 목적 수단， 고떼와 내용 요소 

실용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히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원문을 

토대로 한 서적과 언어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즉， 교육 프로그램 범위 내의 정치적， 학술적， 과학적 서 

적을 자R롭게 읽을 수 있고 언어 매체 전달을 이해하며 외극어로 의사 

통용이 되어야한다. 

이상의 언급된 과제의 해결책은 디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행위는 상호 수평적 관계로 가르치지 

만 또한 동시에 차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언어 행위의 보충적인 수단 

인 통역과 번역은 얻은 언어 지식， 언어숙련， 언어능력의 평가를 위해 

이용하고， 2개 국어 연습 문제에도 이것을 과제로 쓰고 외국어 대학교 

에서 특별한 과목으로 교육시키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학 대학교에서 

는 3학년 2학기부터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나. 언어수행 언어숙련의 발전을 위한 기본은 발음， 어휘， 문법， 언어숙련으 

로형성하는것이다. 

다 언어 수단의 습득과 수행 방법은 화법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음성， 

문자， 형태소， 단어결합， 문장으로 완결된다. 이 조건은 언어와 언어수행 

의 연습 문제를 통하여 이뤄진다 

교육의 목적에 대해 말하자면， 현대의 교수법에는 실용적 교육， 전반적 

교육， 인성 교육에 있다 첫 번째 실용적 교육의 목적은 전달 수단으로서 

의 언어 습득을 의미하며， 이 광범위한 개념은 언어 교육에 구체적인 조 

건에 따른다. 그러므로 언어 교육에 일정한 단계에 따라 중간 목적과 궁 



172 국어교육연구 제18집 

극적 목적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책이나 사전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단어를 기억하여 필요 

시 그 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은 이 실용적 과제의 한 부분이 

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달성해야 

한다. 

가 의사소통적인 과제.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대화와 흔잣말하 

기， 소리 내어 읽기와 묵독으로 사전 없이 본문 이해하기， 작문하기， 교 

정하기， 본문의 개요 정리， 분문의 정확한 러-한， 한 러 번역과 해석. 

나. 전문적인 과제· 미래의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능력과 기능의 배양 

다. 대상언어 국가의 지식 습득 과제: 한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의 전반적 지식의 습득. 

두 번째 전반적 교육의 목적은 학생틀이 여러 가지 언어에 존재히는 

생각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욱 탄력성 있게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학생들의 화법 재능을 발달시키며 언어의 수단을 풍부하게 

한다. 

학생들은 한국과 북한의 문화， 역샤 현재의 상황 등을 언어의 수단을 

이용해 지식의 수준을 높인다 

세 번째 인성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개인의 인성을 형성 시키고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관계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인내심 

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학생틀이 외국어 수업을 하는 동안 습득해야 할 언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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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언어 숙련， 언어 능력이다 

교육내용의 요소. 

가. 언어의 수단. 실용적 언어 습득은 정해진 양의 음성， 어휘， 문법을 수용 

하여야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업 시간과 언어 숙련， 언어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양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나 언어 수행의 수단은 의사소통적인 상황에서 써야 할 관용구 및 숙어， 

본문으로수행한다 

다 언어의 지식 언어 수행 수단의 사용 규칙을 알。싸 하고， 지식의 내용 

은 교육의 목적과 설용적 요구에 따르다. 

라 언어 숙련. 외국어 습득의 최종 목표는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수 

행의 숙련과 언어 수행의 능력을 형성히는 데 었다. 언어 수행의 숙련 

은 의식적인 언어 수행의 지동적인 요소이며， 그 기본 특정은 올바른 

실행과 바른 속도， 무의식적 자동적 실행의 탄력성에 있다. 언어 숙련은 

언어 수행 숙련(음성， 어휘， 문법)과동적 수행 숙련(쓸 때 손의 움직임， 

말 할 때 발음 기관의 움직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언어 숙련은 연 

습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마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은 얻은 지식과 형성된 언어 숙련을 여러 가지 의 

사소통적인 상황에서 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언어 능력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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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닥어 교맑11 있어서 언어와 언어 수행의 분야 

언어 분야는 음성， 어휘， 문법 3가지로 분류되며 언어 수행의 분야는 듣 

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된다. 교원은 자기가 강의얀 

과목에 대히여 잘 알아야 하고 자신도 항상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과목틀을 배우면서 학생틀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점들에 대하여 연구를 승펴야 한다 

교원은 한국어의 음성학적 구조， 음운적 구조 역양에 대하여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한국어 문법의 이론적 지식도 겸비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어를 여러 단계의 언어현상들(음성학론， 문법， 어휘)로 나누어 강의하는 

경우에 매개 언어현상들은 개별적으로 취급된다 다시 말하여 개별적인 

강의에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되 이와 같은 언어현상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음성언어(말)와 관련된 실기가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기본 원칙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언어수행 

에는 언어처럼 여러 가지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단계의 모든 단위 

들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말을 분류하면 개별적으로 매개 분류를 취급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다시 말하며 모든 단계 

의 모든 단위들에 대한 교육이 그틀의 자연발생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동 

시에 진행된다) 

학생틀이 어휘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논 데 필수 

적인 어휘의 최소량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량은 

기초적인 어휘만을 의미히는 것은 아니다. 초기단계를 벗어난 단계에서 

의 최소량도 있으며 신문을 읽고 이해하눈 데 필요한 어휘의 최소량도 있 

다. 한국어를 교육하는 전 과정에 어휘수의 최소량에 대한 최종적 및 과 

도적 요구는 서로 다르다. 

한국학대학에서 공부하는 5년 동안 학생들은 얘U개 정도의 어휘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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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된다. 한국어를 배우는 초기단계에서는 어휘의 최소량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교수자는 강의하는 도중에 규정된 최 

소량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0봐 하고， 초기단계에서는 한쾌를 어휘와 문법과의 긴밀한 연계 속 

에서 교육하여야 하며， 단어갤합과 문장은 단어를 바탕으로 히여 교육하 

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어떤 어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법의 

기본 목적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단어가 가지고 있 

는 모든 의미를 다 교육할 펄요는 없다. 이 시기에는 학생에게 보다 절실 

하게 필요한 한 가지 의미를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에게 단어의 의미를 동의어를 통하여 설명허눈 것은 금지되 

는 반면 반의어를 통한 설명은 적극 이용된다. 어휘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본문들과 연습문제들에서 계속적으 

로반복한다 

단어암기는 능동적 성격을 띠는데 초기단계에서 취급되는 어휘는 대 

부분이 능동적 어휘이며 수동적 어휘는 거의 없다. 이것은 앞으로 학생이 

가지게 될 어휘의 기초를 이룬다. 능동적 어휘와 수동적 어휘의 최소량으 

로 구별하여야 한다， 능동적 어휘는 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 

여 이용하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수동적 어휘는 학생이 외국어로 듣고 읽 

는 경우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포함된다. 

초기 단계를 벗어난 단계에서는 어휘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하 

여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 규칙에 어긋나게 단어를 결합하기， 동의 

어를 잘못 선택하는 것과 같은 어휘와 관련된 오류틀이 발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중성체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체 어휘들도 교육되며， 각기 

다른 기준에 기초하여 어휘를 분류하는 어휘의 체계화도 이루어진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단위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 결합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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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은 이 단어 결합을 전체로 암기하였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 

속에서 꺼내어 해당한 문법적 구조에 맞춘 후에 문장에 삽입할 수 있다 

초기단계를 벗어난 단계와 보다 높은 단계는 동의어를 통한 교육이 널 

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사용”이라는 낱말을 “이용” “응용 “쓰임”으 

로， “습관”이라는 낱말을 “습성 “버릇 “관습 “풍습”으로 설명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법은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어교육에서 문법이 하는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상이하게 논의되었다. 문뿜랜역식 교육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문법을 떠나서는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 

다고 하였고， 칭짧E육합을 외국어교육의 기본으로 보던 사람들은 언어 

는 실천 속에서만 습득된다고 하였다 

언어의 문법적 구조는， 만약 문법규칙을 모른다고 해도 습득될 수 있으 

나， 문법 규칙을 알고 있읍으로 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보다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외국어교육에서 문법은 응용적 성격을 띤다. 

문법은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외국어를 정확 

하게 구성하며 다음으로는 외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필요 

한 경우에 따라 의식적으로 진술의 구조와 필요한(흑은 보다 적합한) 문 

법적 형태들과 구조들을 조정 및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언어수행은 음성언어(말)와 문자언어(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언어 

행위도 역시 생산적 형태와 수동적 형태 두 가지로 니누어진다. 

따라서 언어행위는 4가지로 분류된다. 

형태 

음성언어(말) 

문자언어(글) 

수동적 형태 

읽기 뺑
 
-
웹
 

-
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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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및 수동적 언어행위 외에도 재생산적 언어행위(예를 들어 이미 

전에 감수한 본문의 재생 또는 펼기)와 생산-수동적 언어행위(강이 한 종 

류의 번역， 청취를 통한 발취 등)가 있다. 

4 언어행위 종른로서와 션기， 음성언어(밀)의 심리한적 및 언어학 

쩍특성 

음성언어(말)는 각개의 정보를 글로 적기 위한 언어행위의 종류이다. 

한편 쓰기는 교육의 목적인 것과 동시에 수단이기도 하다. 교육의 수단 

으로서의 쓰기는 각이한 연습문제들과 과제틀을 서면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쓰기는 음성언어(말) 교육과 사고를 글로 

적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읽기와 음성언어(말) 쓰기 법(규범)에 기초하고 연관되어 있다. 쓰기의 

조건은 얼마나 글을 잘 쓰는개 다시 말하여 얼마나 소리와 표기법을 정 

확하게 일치시키는가 "Õ"}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섬리학적 및 언어심리 

학적 과정이다. 

가 의삭기관(의미적 연계의 설정) 첫 단계에서 의식 기관의 활동은 개념들 

사이에 의미적 연계의 설정 속에서 나타난다. 다음 단계에서 의식기관 

의 활동은 묘사되는 사건들의 논리적 구조와 단어들 사이의 연계형태 

로 규정되는 문장성분들의 연계 속에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주제부와 

설명부의 관계 속에서 표출된다. 

나. 의식 예측 합성적 기관 이것으로 하여금 글을 쓰는 사람은 필요한 모 

든 조건과 역양 구성을 갖추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모든 것을 속으로 

읽어본다 하나의 단어를 말한 디음에는 다음에 오게 되는 단어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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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 있게 될 연계형태에 대하여 예측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상상한 

다 

다. 기억기관. 주 기억은 문자언어(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문장이나 본문을 글로 옮기는 경우에 서술의 대상은 항상 기억 속에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 기억은 서숨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료 

의 기억을 위하여 펼요하다 

구상을 현실로 옮기는 음성언어(말)와 마찬가지로 문자언어(글)도 음성 

언어(말)와 꼭 같은 단계와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구상은 두 가지 측면 

문장과 디음에 오게 되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면， 이때 

필요한 단어들을 선택해야 하며 문법적으로 구성하여 글로 옮겨야 한다. 

우리는 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문자 

언어(글)에서는 구상과 그의 현실화 사어에 시간적 여백이 있다. 왜냐하 

면 팔의 움직임은 근육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지만 의식은 번개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쓰기보다 매우 빨리 반응한다. 

5. 생산적 쓰기 교육과 재생산적 쓰기 교육 

문자언어(글)는 실질적 문자언어(글)(듣고 읽은 것을 서술하기， 논문， 

강의발취 등)과 생산적 언어 (묘샤 서술， 쓰기， 논문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학대학에 공부를 시작하논 거의 모든 학생틀이 한국어 공부를 백 

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발음과 동시에 한글을 쓰는 방법을 가 

르친다. 한글을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의 첫 단계는 표기법과 기호체계， 

표기음절구성을 교육히는 것이다. 

대부분 학생틀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주일 만이면 (28시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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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익힌다 그러나 과， 퀴， 괴， 내와 같은 이중모음의 습득은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나서며 1학년 말기에 가서도 제대로 이중모음을 구 

별 못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 한 가지 다론 문제는 문자들로 하나의 음 

절을 만틀어 적지 못하며 모음에서 시작되는 음절에 “ 0" 쓰는 것을 잊어 

버린다 

우리는 읽는 법과 동시에 자y， 음절， 단어들을 쓰는 방법에 대해 동시 

에 가르친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 학생은 글 쓰는 방법， 다시 말히여 소리 

를 해당한 표기와 상응시키는 법을 체득 해야 하며， 초기에 학생들에겐 

많은연습을요구한다. 

강의설에서는 글보다 말이 현저하게 많이 이용되며 학생들에게 숙제는 

글로 적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때에는 회화 선행법칙이 적용된다 

(처음에는 말해보고 글로 적고 다시 듣거나 읽고 그 다음에 글로 적는 

다.) 

교육의 가장 높은 단계는 본문이다. 글을 쓸 줄 아는 법은 본문과 연관 

되어 있고， 본문은 3-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양적， 내용적으로 학습 범위를 늘린다. 

우리는 재생산적 언어 수행과 생산적 언어수행을 동시에 교육하고 있 

지만， 재생산적 언어 수행은 생산적 언어수행에 비해 늦게 교육한다. 이 

것은 재생산적 언어 수행의 교육을 위해서는 함축하거나 축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필요하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본문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지 않는다. 

초기 단계의 학생들 이므로 극히 제한된 어휘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 

한 단계에서의 과제는 디음과 같이 쓰기 교육을 하고 있다. 

예) 읽은 본문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글을 적으세요. 

(“수업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배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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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년별쓰기교육내용 

가 

1학년 문법， 읽기교재는 극동국립대학교에서 출판된 벨홀략와 카폴란 

의 교과서들을 사용하며 회화 듣기 쓰기교재로는 이화대학에서 출판된 

“말의 트이는 한국어 1"를 사용한다. 한국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1년 

동안 한국어 표기법과 현대 한국어 철자볍의 규칙에 기초한 음성언어(말) 

를 이용하는 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중 ·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 

생들은 자기의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작문하는 법 

을 배웠기 때문에 글로 적혀진 모든 이야기들이 엘정한 안 구체적으로 

말히여， 머리말， 기본 부분，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의 과제는 학생들이 음성언어(말)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의 언어 

적 수단틀을 주는 것이다. 

1학년에서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자신의 소개， 나의 하루， 나의 가정， 

날씨， 주말， 여행， 상품 사기， 취미， 내 끔속의 집， 극동국립대학교， 나의 도 

시 블라디보스톡， 친구에게 쓰는 편지 (축하)， 생일에 초대하기， 작문쓰기 

외에 받아쓰기가 있고， 이 받아쓰기에는 단어 받아쓰기， 문장 받아쓰기， 

본문 받아쓰기와 같은 활동을 한다. 

처음부터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데 갚은 주의를 해야 승운 01유판 한 

국어의 철자법 원칙이 음성학이 아니라 형태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2학년 문법， 읽기교재로는 극동국립대학교에서 출판된 벨홀략， 갈끼나， 

꼬제마꼬의 교과서가 듣기 회화 쓰기 교재는 이화대학에서 출판된 “말 

의 트이는 한국어 II"가 이용된다. 작문의 주제로써는 한국의 산， 러시아 

요리 만들기， 김치 만들기， 위인전， 나의 한국친구， 기행문-모스크바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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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왔어， 비교의 글←블라디보스톡과 부산， 한국의 풍석과 예절이 있다 

다 

3학년 말기에 학생틀은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들었거나 읽은 별로 

어렵지 않은 새 본문을 정확하게 서술할 줄 알아야 한다. 수준이 섬화됨 

에 따라 전문주제의 본문들도 교육의 대상이 된다. 특히 사회정치를 주제 

로 한 본문틀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데 교육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국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부 내각， 대한민국행정부， 대한민국 선거제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등이 있고 또한 선문 집에서 발취한 본 

문들을 축소하여 서술하는 수업 내용으로는 한국 영토와 국민， 한국기후， 

한국민족과 인구， 한국영토， 한국의 상정， 무궁화， 태극기， 한국 전통문화， 

의복， 음식， 명절과 기념일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서술하는 법을 배워주는 

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술되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확한 한 

국어 문장에 맞추는 정보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학생 

틀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게 할 목적 하에 받아쓰기를 한다. 학생틀은 서 

술과정얘 기본정보를 강조하면서 서술되는 문장을 축소하고， 본문에 대 

한 여러 가지 얀틀을 만든다. 

라 

4학년 2학기에 학생틀은 한국어로 편지 및 간단한 엽무 내용을 쓸 줄 

알아야 하며，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글짓기 및 서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자료로는 신문본문이나 극동국립대학교에서 출판된 카플란과 정은 

상이 쓴 학습참고자료 “시사한국어”가 이용된다. 이 교재의 본문을 기초 

하여 학생들이 다읍과 같은 제목으로 작문해야 한다. 

에) “컴퓨터가 현대 생활에 있어 가져다주는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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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문제” 

“한국에서 3，4월이 왜 이사철이라고 생각 합니까” 

“세계 스포츠 용품 시장의 현 추세” 

“휴대폰의 필요성과 편리성” 

“한반도의 정치 상황” 

“러시아와 한국의 교통수단의 비교” 

“러시아의 저명한 인물” 

“블라디보스톡의 명승지” 

“한국의 좋은 것과 놀라운 것” 

교과서를 통한 교육에서 언어활동의 기본은 읽기이다 다른 분류들인 

말하기， 듣기， 쓰기도 중요하지만 이는 모두 읽기과정에서 파생된 분야이 

다. 왜냐하면 읽기 과정은 생산적， 수동적 언어활동을 다 포괄하기 때문 

이다 

마 

5학년에는 학생들이 한 학기만 수엽을 하며 한국어 국가시험 준비와 

졸업 논문 작성하기 위한 수엽 비중을 따로 할당한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의 지도 하에 15종류의 주제로 주제별 20~25가지의 문장으로 작문을 

하고， 시험 시에는 구두로 발표한다. 

주요 제목은 다음과 같다. 

예) “한국의 지리학J’， “한국의 명절 “시내구경 “한국 음식 “한국의 경제 

발전 “현재 은행 서비스 “환경오염 문제 “현재 통신 수단 “한}러 

정치 관계 “한국 예절 “한글과 세종 대왕!! “남북 관계 “한국， 북한， 

러시아 교육 체계 “내가 한국학자가 된 이유”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론 183 

III. 결론 

2005년에 러시아 연해주 한국교수협의회가 섣시한 한국어교육 설문조 

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과목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은 듣기이 

며(응답자의 44%), 그 다음에 말하기(응답자의 22%), 문법(응답자의 12%), 

쓰기와 읽기의 과목을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수개각각 11%)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어민 교수의 의견으로 의하면 쓰기에 어려움을 느 

끼는 이유는 적절한 조사의 사용과 떼어 쓰기 철자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국어에는 없는 경어가 익숙지 않으며 러시아어에는 없는 모 

음 “어， 여， 애， 에， 예”와 모음 “ 0 , l:ll:l, 1::1::, ll" 등 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한다. 

이런 부분은 쓰기 교육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다 

음과 같은 예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예) 조사 사용의 오류: 그늘 〈간>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 그간 i흐 거기 

간 이유눈<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멘겐 

선 좋은 냄새가 난다 • 그멘겐 좋은 냄새가 난다. 

경어 사용의 오류: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는 시장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어머 

니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극년늪 시장에 Z넓단프 

말했어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이 더 나온 방법론으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 

하며 젤살한 당변 과제이다. 외국어 교육 문제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광 

범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1975년 여름 헬싱키에서 진행된 

유럽에서의 안전과 협력에 관한 회의의 최종보고서에 “외국어와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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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과 같은 제안들이 중요 과제로 오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게 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외 

국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며 이 글을 마친다 

[주제어] 교수법， 의식-비교적 방법， 의식 실질적 방법， 외국어 교육 방법， 재 

생산적 쓰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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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 Abstract 

τeach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Writing for RussÍan 

learners 

Kaplan, T amara 

The paper contains a short review of the history of lar핑uage 않aching methocls 

in Russia, s떠rting from the 18th century, as well as som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cientious comparative methocl of teaching a foreign language on which 

bases the teaching of the Korean language. It describes 0비ectives， tasks and tools 

oftea띠띠g a foreign language. 

맘le main body of the paper shows the contents of the Korean 디맹뻐ge 

Writing course from 1st y'많r through 5th year, lists the instruction material used 

at the Writing lessons, as well as skills, which are to be acquired by students at 

every step of their study. 

111e p때er ends with specifying a number of typi，떠1 diffic비디es encountered by 

Russian-spe뼈ng students and their errors when undergoing the Korean Language 

Writing course 

[Key WordsJ t않C비ng methocls, conscientious comparative meth때 o비ectiv，않， 

tasks and tools of teaching a foreign language, lar핍uage s에l1s， 

msσuction material, typical difficulties and err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