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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와 많은 대학들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한국어학과 학과목 가운데의 말하기 과목은
학습자들에게 한국말로의 의사소통 기능을 양성시키기 위해 개설한 기초
학과목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과목 교수-수업이 다른 학과목에 비해 부진한 상태에 처
해 있다. 그 구체적 표현으로 첫째, 학생들이 입을 잘 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수업시간에 교수와의 호응이 잘 되지 않아 수업 분위기가 활발하
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한국어로의 교제 능력이 높지 못하다.
* 본 연구는 한국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AKS-2010-R43
** 연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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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에 대
한 소견을 피력하려 한다.

Ⅱ. 말하기 교수-학습에서 나타난 문제와 요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는
다른 학과목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진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말하기의 본질은 사람들이 외계의 자극을 받은 다음 그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욕망이 대뇌의 사고
를 거쳐 어느 한 언어의 기호로 기호화되고 그것이 다시 발음기관을 거쳐
유성언어로 외계에 전파되는 과정이다.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란 바로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을 한국어로 기호화하고 그것을 유성언어로 표현하
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듣기 능력, 획득한 단어, 문법지식, 사고
능력, 언어의 표현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양성은 학습
자의 자질, 교수의 수업 능력, 수업 환경 등과도 관계된다. 그러므로 중국
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들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대체로 보면 아래
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학생들의 소질 요인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대입시험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학
생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소질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중국의 대
학은 크게 국립 중점대학, 국립 일반대학, 사립대학 세 가지의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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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대학 입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중점대학에 가고, 그 다음
으로 일반대학에 가게 되고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가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각 학교의 수업의 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
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에서는 학생들의 생체 요소, 인지 요소, 감정 요소
등이 작용하게 되는데 생체 요소에는 성별과 연령의 차이가 작용하고, 인
지 요소에는 이해능력, 기억능력, 귀납능력 등의 차이가 작용하며 감정
요소에는 학습 동기 ‧ 태도 ‧ 성격 특성 등이 작용하게 된다(刘珣, 2002:
27). 그리고 학생의 학습 자각성 여하가 학습의 적극성과 노력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어 교수-학습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문제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배우려는 목적어 사이의 차이이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계통이 다른 언어
로 언어의 어음, 형태, 구조에서 차이가 많다. 어음의 경우 두 언어의 음
절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두 언어에서 쓰이는 음절수는 차이가 많
다. 중국어에는 400여개의 음절(성조를 제외함)이 있으나 한국어에는 2000
여개의 음절이 있고 이로 하여 나타나는 어음변화도 다양하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음절 발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중국어 음절 종류에 없는 한국어 음절의 발음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
한국어 음절 “운”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없으므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운동”, “운전”을 “원둥”, “원전”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중국어는 방언 차

이가 심하여 한국어 어음을 습득하는 능력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
방 방언을 쓰는 학생들이 북방 방언을 쓰는 학생보다 한국어 어음을 쉽게
습득한다. 이는 중국 남방 방언에 중국어 고대의 언어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남방 방언에 한국어처럼 여러 가지 자음으로 끝나는
중국어 고대어 음절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문장구조도 한국어
는 “주어-목적어-술어”로 되어 있으나 중국어는 “주어-술어-목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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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특히 한국어의 다양한 문
법 형태가 고립어를 모국어로 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더 해 주
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의 하나가 모국어 지식
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모국어를 잘 습득한 학생이 한국어를 더 빨리
더 잘 이해한다. 이는 다른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서 공통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여하에 따라 학과목 설정에서도 차이가
있어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모국어인 현대중국어를 학과목으로 정하
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과목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소질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2. 학생들의 지식 요인
말하기 수업은 학생들이 일정한 양의 단어와 문형을 획득할 것을 요구
한다. 이러한 지식은 기초 정독수업을 통하여 전수받게 되는데 일부 학생
들은 정독(精讀)수업의 학습 목표를 완성하지 못하여 말하기 수업에서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교
과서에 나오는 문구를 똑같이 중복하여 말할 수 있을 뿐 해당 구절을 벗
어나면 아예 입을 열지 못하거나 말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목적어의 일정한 지식을 기초
로 하게 된다. 외국어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개개의 등급 수준의 객관적인 요구를 제시하게 된다. 즉 각 등급
에서 수업해야 할 단어의 양, 문법 항목이 제시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
과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의 요구가 제기된다. 각 등급의 구체적인 요구사
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에 대한 소견

111

초급단계:
초급단계는 2000개 내외의 상용어휘를 획득한 기초 위에서 느린 속도
로 하는 일상생활 용어를 60% 이상 알아들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회
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용어로 된 짧은 글을 읽고 60%
이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500자 내외의 간단한 편지, 일기 등의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중급단계:
중급단계는 5000개 내외의 어휘를 획득한 기초 위에서 목적어 사용자
들의 일상생활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신문방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과 대
중소설을 읽고 70% 좌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1000자 좌우의 글을 지
을 수 있어야 한다.
고급단계:
고급단계는 10000개 내외의 어휘를 획득한 기초 위에서 목적어 나라 사
람들이 표준어로 하는 대화내용과 방송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물전기와 소설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언어가 기본적
으로 정확하게 각종 장르의 글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최희수, 2005).
위의 요구는 중국의 외국어교육에서 제기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어휘를
통계해 보았는데 초급에서 2천 여 개, 중급에서 6천 여 개, 고급에서 만 2
천 여 개의 어휘가 나왔다. 이는 한국어 등급시험의 요구가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에서는 지금까지 각 등급에서 습득해야
할 구체적인 어휘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학하고 있는 어휘의 양과 필요로 하는 언
어문화지식의 획득이 불균형적이다. 이 같은 불균형성은 아래의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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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첫째는 학교와 학교 사이의 불균형이다. 학교와 학교 사이에서 나타나
는 불균형의 원인은 아래의 세 가지에 있다. 그 하나는 대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차이이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국의 대학들은 국립 중
점대학, 국립 일반대학, 사립대학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학교와 학교 사
이의 불균형성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입시 성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입시 성적
의 차이가 학생들의 소질의 차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각 학
교에서 선택하여 쓰는 교과서의 차이가 불균형성을 초래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서 어느 교과
서를 선택하는 가는 학교가 자결권을 갖고 있기에 선택한 교과서에 따라
어휘의 양이 다르고 내포된 언어문화지식도 다르다. 이로 하여 어떤 교과
서를 선택하는 가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즉 합
리적인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의 학생들의 능력이 합리적이지 못한 교과
서를 선택한 학교의 학생보다 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교 사
이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차이가 불균형을 초래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젊은 교수들이 많이 채용되었는데 어떤 학
교에는 유능한 교수들이 많고 어떤 학교에는 유능한 교수들이 적다. 이로
인하여 학교와 학교 사이의 강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교육의 경쟁도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재의 경쟁인 것만큼 지금 학교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불균형이다. 학생과 학생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나 주요한 사항은 학생 소질의 차이와 노력
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상술한 원인으로 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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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준이 요구하는 어휘의 수량과 언어문화지식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
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 등급의 어휘 및 언어문화지식 요구에 도달하게
하려면 여러 개의 학과목들이 협력해야지 어느 한 개별 학과목에만 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 학생들의 심리 요인
학생들의 심리소질과 학습효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와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외국어 공부, 특히
는 말하기 공부에서 거두는 성과는 차이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향적 성격
의 소유자가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보다 더 대담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화
를 하기에 얻는 성과가 많다. 사람들의 심리 소질은 지역 문화와도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시아 사람들의 성격이 유럽 사람들의 성격보다
더 내성적이다.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인 학생들도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학생들에 비해 활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묻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의 심리 소질에서 존재하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의 몇 가지이
다.
첫째, 긴장성이다. 긴장성의 구체적 표현은 조심성, 초조감,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언어행위에서의 구체 표현은 말을 그릇되게, 잘 못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학생들의 모국어보다 존댓말이 발달하여 있
으므로 자기가 존댓말을 잘못 쓰면 상대방이 노여워할까 두려워 한국어
로 말하기 싫어한다. 우리가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밥을 먹었습니까?”라는 인사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 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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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존심이다. 중국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하지 않기에
수업시간에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대담하게 질문하는 학생이 매우 적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담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왜 모르는 것을 과감히 묻
지 않느냐고 물으면 다른 학생들이 자기를 비웃을까봐 두려워 묻지 않는
다는 대답이 많았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의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
해서라고 하였다. 특히 말하기 수업에서 잘못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겨 말하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많고 이로 하여 말하기 기능 제고가 영향
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심리상태가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주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한다. 그 결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주동적
으로 입을 열지 않고 담당교수가 이름을 불러야 겨우 일어나서 교수의 질
문에 대충 대답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기 기능 제고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4. 담당교수들의 요인
말하기 교수-학습에서 주체자인 담당교수가 주도적 작용을 해야 함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특히 실천성이 강한 말하기 수업에서 담당교수
의 주도적 작용이 수업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말하기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부진한 상태의 주요 책임이 담당교수에게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말하기 수업의 질을 제고시키려면 여기에 종사하는 담당교수들의 자질
을 제고시켜 그들로 하여금 말하기 수업의 성격, 임무를 잘 알고 교수내
용과 교수방법 개선에 노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어 교수에
게는 아래의 몇 가지 지식과 기능 및 소양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
어교수는 현대 한국어지식, 언어학지식, 한국문화지식 등의 전문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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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학, 교수-학습 방법론, 심리학 등의 교육이
론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한국어 교수 팀에는 상술한
지식들을 잘 갖춘 교수가 많지 않다. 특히 적지 않은 교수들이 한국어 교
육에 소요되는 교육이론과 교수-학습 방법론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정확한 이론의 지도가 없는 행동이 맹동으로 되기
쉬운 법이다. 교실에서의 수업 실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어 수업을 잘
하려면 교육이론과 교수법에 관한 이론을 잘 배워야 하고 실천 가운데서
이론의 지도 밑에 교수들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담당교수가 교과서나 수업에 관
계되는 자료와 특정된 방법으로 수업을 하여 수업목표에 도달하는 능력
이다(傅小平, 2007). 그러므로 교수는 마땅히 수업내용의 취사선택, 수업
내용의 배치, 수업임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연습문제와 시험문제의
작성 등의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 등의 현대기술을 수업에 활
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그 대상인 학생, 교수
주체인 자신 및 수업 환경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술한 수업
능력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 가운데서 반
복적으로 탐구해야 이뤄진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급속한
발전이 젊은 교수들을 급증하게 하였다. 젊은 교수의 급증이 한 편으로는
한국어 교수 팀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나 여러 방면의 원인으로 하여 자기
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업 임무 외의 여러 가지 일들
로 하여 매일 직면하게 되는 수업 임무에 바삐 보내기에 실제 수업 과정
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착실하게 연구할 여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담당교
수는 건전한 정감(情感), 심리, 인격 등의 소양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느끼건대 우수한 교수는 그의 수업 연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학생을 가르쳤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수
년간의 고찰에서 우리는 글만 가르치고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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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교수들을 일만 시키고 그들의 자질 향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도 있음을 많이 발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양
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5. 언어 환경의 요인
인간 교제의 도구인 언어를 획득하는 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
는 어느 한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인간의 선천적인 기능으로 사용되
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습득한 언어를 기초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모국어라 하고
후자를 외국어라고 한다. 모국어의 획득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모방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를 “언어 습득”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교육을
통하여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언어 학습”이라고 한다.
“언어 습득”은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기초로 하기에 언어 환경이

없으면 배울 수 없다. “언어 학습”은 목적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서의
학습과 목적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이 없는 조건에서의 학습으로 나뉜
다. 목적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의 언어 학습이 그러한 환경이
없는 조건에서의 언어 학습보다 효과적이고 배우는 속도가 빨라짐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목적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서의 언어 실
천이 목적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하여 많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목적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 중국
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리고 개별적인 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중국조선민족이 집거해 있는
연변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도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로의 교류 환경이 없는 조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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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어 교육, 특히 말하기 수업에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가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Ⅲ. 말하기 교수-학습의 내용과 절차
여숙상(呂叔湘)은 “교학은 일종의 과학이면서 예술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다(呂叔湘, 1963: 67). 수업에서의 과학성과 예술성은 변증법적 통일
체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게 된다. 이른바 “학교 수업에는 법(法)이 있
으나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한 말이 교학의 과학성과 예술성의 변증관계를
의미한다. “학교 수업에는 법이 있다”고 함은 수업은 과학적이고 법칙적
인 행위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수업
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함은 수업이 예술성, 가변성, 창조성을 갖고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천성이 강한 외국어 수업에서의 과학성과 예술성
의 유기적인 결합은 수업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여 여러 가지의 과목 가운데서 외국어 교수법이
제일 변화가 많았고 형식이 다양하였던 것 같다.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어 교수법은 다른 어느 학과목 영
역의 교수법보다 변화가 많았고 형식도 다양하였다. 초기의 언어교육에
서는 직접교수법, 듣고 말하기 교수법에서 구두어로의 의사소통 기능 양
성 훈련을 중시하였고, 20세기 70년대에 기능교수법이 나온 이후에 언어
의 실제 응용을 더 중시하였다(盛炎, 1990). 그 이후에는 외국어 교수에서
직접교수법, 상황제시교수법, 교제법, 기능법 등의 교수법들을 종합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118

국어교육연구 제27집

지금까지 언어 교육에서 학과목에 따르는 교수법, 수업 내용에 따르는
교수법들이 언어에 따라,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부단히 연구되고 나
오기는 하였으나 이 세상에 만능의 교수법은 없음이 언어교육 역사에 의
해 증명되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교수법은 모두가 그 자체의 장
점과 단점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언어 수업에서는 매 시간
수업의 실제로부터 다양한 교수법들을 영활하게 활용하여 수업의 수준을
높이어야 한다.
말하기는 머릿속에 기억된 단어와 문법 규칙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
하는 언어실천이다. 그러므로 말하기 교수-학습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
금 숙지한 단어로 문법에 맞게 말을 엮어내는 기능을 양성하는 것이다.
말하기 기능의 양성 방법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된다. 목적어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의 언어 습득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모방하면서 단
어와 문법을 습득하게 되고, 목적어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
서의 언어 학습은 단어와 문법을 배우고 그것을 모방하여 말을 하면서 단
어와 문법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적어로의 교류 환경이 있는 조건
에서의 외국어 수업은 학습과 습득을 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나 목적
어로의 교류 환경이 없는 조건에서의 외국어 수업은 학습을 위주로 하게
된다.
지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교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하기
수업도 다른 학과목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이용하게 되는데 수업
내용은 새로운 단어 학습, 기본 문형 학습, 종합연습이다.

1. 새 단어 학습
새 단어 학습에서 다루게 되는 대상은 교과서에 새로 나온 단어나 학
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단어나 구절이다. 새 단어 학습과정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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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발음 지도와 단어의 의미 해석 두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발음교육이
초급단계에서 완성된다고 하지만 한국어의 발음교육은 4년간 지속적으로
하여도 발음을 틀리게 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그 주요 원인은 한국어 음
절 구조가 복잡하고 종류가 많고 어음변화가 너무나 복잡하여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지도는 한국어 말하기 수업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학과목에
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단어나 구절의 의미해석은 그것이 나
타내는 어휘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의 해석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절 해석에서의 문화적 의미의 해석은 깊이 다뤄야 할 부분이다.

2. 문형 학습
말하기에서 학습할 문형은 거의 정독과목에서 배운 것이나 그것을 구
두어의 특성에 맞게 다루게 된다. 때문에 구두어에서 잘 쓰이는 조사나
어미의 특성을 밝혀주고 구체적인 용례를 모방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용
법을 습득하게 하는데 설정된 언어 환경에 맞는 말을 엮는 연습을 위주로
한다.

3. 종합연습
종합연습에서는 새로 배운 단어를 이용한 단문 짓기, 문형을 이용한 말
마디 만들기, 언어 환경 요구에 따르는 대화 연습 등이 포괄된다. 종합연
습에서의 대화연습이 사실 상에서는 앞에서 진행한 모든 수업내용의 종
합응용으로 새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의 하
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의 몇 가지 절차에서의 공부가 착실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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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지막 단계의 대화연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종합연습은
주요한 언어실천 활동이다. 특히 한국어로의 교류 기회가 전혀 없는 언어
환경에서 종합연습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양성의 기본이다.
그런데 교실수업 실제에서는 학생의 요소, 담당교수의 요소가 다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업형식과 방법을 고치지
않고 기성의 방법으로 하면 예상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사실 위에서
말하기 수업 과정은 기계적으로 외운 단어나 문형을 원활하게 응용하게
하는 과정으로 수학에서 먼저 수학공식을 외우고 그것을 운산과정에 이
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 수업의 기본 절차가 중국에서 전
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어문 수업의 기본 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역사적
으로 중국에서의 어문 수업의 기본 절차는 “글자→단어→구절→문장→단
락→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습득하
는 기본 절차로 인간의 인식법칙에도 부합되므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
고 외국어 교육에서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실제로 이
러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다만 글자 단계에서 중국어와 한국어가 치중
하는 측면이 다를 뿐이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표의문자인 한자(漢字)를
가르치게 되는데 개개의 한자는 “형(形), 음(音), 의(義)”의 통일체이다.
“형”은 글자의 모양이오, “음”은 글자의 발음이오, “의”는 글자의 뜻이다.

한자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쓸 수 없기에 글자 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한국어를 기록하는 한글은 음을 기록하는 표음문자이면서도 표음
자모를 좌우상하로 조합하여 음절 글자를 만들어 쓰는 독특한 문자로 구
조가 복잡하고 발음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때문에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도 글자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 수업에서의 글자는 해당 글자
가 단어의 구조 속에서의 정확한 발음지도를 위주로 하게 된다. 예를 들
어 “낯익다”의 경우 글자대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 왜서 “난닉따”로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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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어 단어는 형태가 같으나
발음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법(加法)”과 “가법(家法)”의
경우, 앞의 것은 “가뻡”으로 읽고 뒤의 것은 “가법”으로 읽어야 함을 가르
쳐줘야 한다. 상술한 절차가 인간의 인식법칙에 부합되고 교수 실천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꼭 같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 절차가 기초 정독과목에서 기본으로 쓰이고 다른 과목에서는 과목의
성격, 목적, 임무에 따라 치중하는 측면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독해에서
는 문장, 단락, 글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게 되고 말하기 과목에서는 단
락과 글이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언어 수업에서 기존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려면 언어의 학습과 활용
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기본 기능에는 듣
고 말하기, 읽고 쓰기, 번역하기가 있다. 여기에서 듣고 말하기와 읽고 쓰
기는 변증법적 통일관계를 갖고 있다. 말하기 수업에서는 듣기를 전제로
하고 독해에서의 쓰기는 읽기를 전제로 하는 기능훈련이다. 듣기와 읽기
는 정보의 입력과 같고, 말하기와 쓰기는 정보의 수출과 같다. 언어습득
에서는 입력과 수출 사이에 정보의 누적과 가공이라는 단계가 있게 된다.
수입이 목적어를 배우는 과정이고, 누적이 배운 지식을 기억하는 과정이
며, 가공이 누적된 지식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사유의 과정이고, 수출이
목적어를 응용하는 과정이다. 번역은 A언어로 접수한 정보를 B언어로 수
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누적된 A, B 두 언어의 정보를
이용하여 A를 B로 가공하게 된다. 목적어의 수입과 수출, 또는 목적어와
모국어의 상호 전환 과정에서의 “누적”과 “가공”의 작용이 언어기능 향상
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 즉 기억과 사고의 과정이 잘 되지 않으
면 언어기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양자 가운데서 사고가 매우 중
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외국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진행하는 목적어로
의 교제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새로 배운 목적어 두 가지 언어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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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즉 목적어로 자기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먼저 모
국어로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어로 번역한 다음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단
계의 사고에는 모국어와 외국어가 다 같이 쓰이면서 말이 유창하지 못하
고 더듬게 된다. 목적어를 응용하는 능력의 제고 과정이 바로 목적어로의
사고능력의 제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또한 목적어 지식 증가의 과정이며
목적어 문법구조의 특성을 잘 습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학습자
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목적어로의 사고능력 향상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실제 교수-학습 실천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기본어순과 한국어 문장 구조의 특성을 습득시키고 한국어로의
사고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특히 조사와
어미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들
이 형태가 없는 언어인 중국어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은 한국어 지식의 누적과 반복적인 실천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의 한국어로의 사고능력 양성은 여
러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로 다양한 형식의 실험과 연구가 기대된
다.
상기의 절차에서 단어와 문형의 학습은 언어정보의 입력과 누적이고
종합연습은 기지의 언어정보에 대한 가공과 수출이다. 한국어정보의 수
입과 수출, 누적과 가공의 반복이 바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응용하는 과정
이며 한국어의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Ⅳ. 종합연습의 목적과 임무
학교교육의 주요 형식은 교실 수업이다. 교실수업은 지식을 전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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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양성하며 개성을 조소(彫塑)하는 과정이며(姜麗萍, 2008: 33) 학교
의 배양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국어 교수-학습은 학생들에게 한국
어의 지식을 전수하고 한국어의 응용기능을 습득시키는 과정이다. 언어
의 응용기능은 오직 반복적인 연습을 거쳐야만 키워낼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 교실 수업에서의 말하기 연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어실천
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주요한 문제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도 말하기 능력 양성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
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말하기 연습을 잘해야 한다. 특히 한국
어로의 교류 환경이 없는 여건에서 말하기 연습을 잘 하지 않으면 학생들
의 말하기 기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말하기
수업에서 연습을 잘 계획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갖고 있으나 매
시간의 연습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둘러싸고 두 가지 견
해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기성 교재를 중심으로 연습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교재를 벗어나서 교사가 임의로 화제를 정
하고 연습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 견해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수업은 배양목적의 실
현을 위해 진행되는 계획적인 활동인 것만큼 상대적으로 고정된 교재를
중심으로 하면서 적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통해 연습을 계획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말하기 연습은 사회생활에서 가
장 많이 쓰이는 일상생활 대화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복잡한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의 화제를 다 교재에 넣을 수는 없기에 교재에서는 거기
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그것을 배우면 다른 환경에서의 교제도 할 수 있
는 것을 선택하기에 교재를 중심으로 하면서 임의의 내용을 적당히 보충
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진다.

124

국어교육연구 제27집

1. 종합연습의 목적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의 종합연습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
로 자기의 사상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구체적
이지 않는 추상적인 통설이다. 왜냐하면 언어능력은 등급에 따르는 구체
적인 목표가 제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영어나 일본어
및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태로 아직까지 등
급 표준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마다 자기의 실정에 따라
구체적 목표를 제정하거나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선택한 교재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대체로 초급에서는 일상생활 회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급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고급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를 둘러싸고 이야
기를 나눌 수 있고 쟁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데 실제 상황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다.
한국어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등급표준의 제정이
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각 등급에서 습득해야할 단어, 문법항목 및 기능
의 구체 요구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재의 편집, 수업요강의
작성 및 교수-학습실천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한국어는 아직 이
러한 등급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한국어 등급표준의
제정은 한국어교육의 주체인 한국에서 하루 속히 만들어 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의 한국어 능력시험의 요구를 참조하여 교
수-학습 목표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등급시험이 듣기, 어휘문법, 읽기, 쓰
기 네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말하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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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연습의 임무
한국어 말하기 기능은 아래의 세 가지 능력의 복합체로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아니 된다. 그러므로 아래의 세 가지 능력 양성이 종합연습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1) 한국어 정보의 접수 능력

한국어 정보의 접수 능력이란 상대편이 한국어로 한 말의 내용이 무엇
이며 어떠한 대답이나 요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인지(認知)하는 능력으로
이른바 듣기 능력이다. 한국어 정보의 접수 능력의 전제조건은 일정한 양
의 단어와 문법 지식의 누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
연습을 통하여 될수록 많은 양의 단어와 문법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습득한 단어의 양과 교제의 범위는 정비례 관계를 갖게 되므로 가장 기본
적인 문법지식을 획득한 다음에는 단어 양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게 해
야 한다.
2) 한국어로의 사고능력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급단계의 말하기는 학생의 모국어와 목적어
인 한국어 두 가지 언어로의 사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즉 자기가 말하고
자 하는 내용을 먼저 모국어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한
국어로 표현한다. 모국어로 생각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한국
어 지식의 부족으로 오류가 생기고 두 언어의 요소가 뒤섞인 “중간언어”
가 생기는데 이는 누구나 다 불가피하게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종합연습
에서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누적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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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식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사고하는 습관을 양성하게 해야 한다. 사고
능력은 다시 아래의 세 가지 능력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말하려는 내용을
확정하는 능력, 둘째는 말하려는 내용의 표현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 셋째는 적당한 표현형식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
세 가지 능력은 사실상 사고의 세 가지 단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으로 한국
어를 구사하는 과정이다. 한국어로의 사고능력 양성은 종합연습이 감당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임무이다.
3) 한국어로의 표현능력

한국어로의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성으로의 표현이고 다
른 하나는 문자로의 표현이다. 말하기에서의 표현은 음성으로의 표현이
다. 음성으로의 표현에서 발음이 틀리면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므
로 발음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
생들이 4년간 한국어를 배워도 보편적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 종합
연습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발음 지도도 옳게 해야 한다. 음성 표현 연
습에서는 한국어표준발음법에 맞게 말하게 하고 유창하게 말하게 해야
한다.

3. 종합연습의 원칙
종합연습도 다른 수업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
다. 그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주요한 원칙이 교제원칙이다. 이
른바 교제의 원칙이란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말
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말하기 수업에
서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제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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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하여 거두는 성과는 다
르다.
교제의 원칙은 말하기 수업 전 과정에서 다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즉 초급, 중급, 고급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원
칙이다. 특히 한국어로의 교제 환경이 없는 여건에서의 말하기 연습은 수
업시간을 학생들이 교제를 진행하는 장소로 되게 하고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한국어로 말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는 매 시간의 수업
을 잘 계획해야 하는데 선택된 화제는 실용성과 취미성이 있어야 학생들
의 관심과 말하기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설계한 언어 환경
은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제공하는 단어와 문
장구조는 상용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지금 중국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교
재에서는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런데 한국문화와
중국문화의 차이로 하여 일부분 언어 환경은 중국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학생들이 익숙한 중국의 환경으로 바꾸
게 된다.
학생들의 교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동일한 화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환경을 설정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물건사기를 화제로 하는 경우에는 사려는 물건에 따라 여러 가
지의 환경이 설정될 수 있고 물건을 사는 경우와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에 따르는 대화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담당교수가 제시한 환경이 구체
적일 수록 학생들이 모방하기에 편리하다.
종합연습에서 마땅히 주의를 돌려야 할 부분이 모방과 창조의 유기적
인 결합이다. 말하기 연습은 모방으로부터 창조에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모방을 기초로
한다. 말하기의 창조란 기지의 단어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으로 모방
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언어의 습득이나 학습에서 꼭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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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객관적인 법칙이다. 그러므로 종합연습에서는 모방으로부터 창
조에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상황을 잘 제시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Ⅴ. 수업예술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대부분이 교실 수업을 통하여 진행한다. 그런데
교수마다 교실 수업 조직이 다르고 수업 예술이 다르다. 특히 젊은 교수
들의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 발견되는데 아래의 몇 가지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1. 강의 시간
강의 시간이란 배당된 수업 시간에 담당교수가 지식전수를 위한 강의
에 할애하게 되는 시간을 말한다. 담당교수가 말로 강의하는 것이 교실
수업의 기본적인 형식이기에 담당교수의 강의 시간이 바로 그 교수가 학
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강의에는 교수와 학생 사
이의 대화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담당교수의 강
의시간이 2/3를 차지한다. 즉 45분간의 강의에서 담당교수가 30분간을 강
의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전수를 위주로 하는 교과에서는 담당
교수의 강의시간이 차지하는 비례가 높게 된다. 그런데 외국어 수업에서
는 지식전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언
어기능을 양성하게 되므로 지식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처럼 담당교
수의 강의가 많으면 안 된다. 물론 언어수업에서도 교과목에 따라 강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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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독과 말하기 수업을 비교할 때 전자의 강
의시간이 후자의 강의시간보다 더 많아야 한다. 지금 중국 교육계에서의
주장은 대체로 수업에서 강의와 연습의 비례를 3:7로 하는 것이 합리하다
고 보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말하기와 같이 학생들의 언어기능 양성
을 위주로 해야 하는 교과목들에서는 이 비례로 강의를 조절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2. 강의 원칙
강의는 마땅히 “학생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될수록 적게 가르치고 알
맹이를 가르치며, 옅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들어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새 단어 해석이나 추상적인 문법 지식 전수에서는 될수록 정의성적
인 해석을 피하고 문법용어를 적게 쓰면서 학생의 실제 수준과 교과서의
실제에 맞게 강의해야 한다. 특히 교과서의 실제와 교제의 실제를 이탈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질문 방법
질문은 학생의 사고를 계발하고 이해력과 기지의 지식을 검사하는 주
요한 방법이며 학생들의 학습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질문을
할 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되는 대로 물을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의
중점과 난점을 틀어쥐고 다양한 형식으로 해야 한다. 특히 질문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야지 한마디 말로 대답할 수 있는 단순질
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

130

국어교육연구 제27집

4. 판서 형식
판서는 수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조 수단이다. 담당교수의 판서가 학
생들의 이해, 기억, 배운 지식귀납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교수의
글씨는 반드시 정연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수들의 글씨는
세련되지 못하고 마음대로 흘려 쓰며 판서에서 계획이 없이 여기저기에
마구 써 놓는다. 이러한 현상이 젊은 교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 판서의 형식과 강의내용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사전에 판서계획과 형식이 결정되어
야 한다.

Ⅵ. 맺는 말
말하기는 학생들의 교제기능 양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과목이다. 학
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기 수업이 부단히 개진되
어야 한다.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단순한 말하기 기능 훈련이 아니라 학
생들의 한국어 종합능력 양성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주지의 사실이지
만 말하기 능력은 어음, 어휘, 문법, 문화, 화용 등의 지식을 기초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종합능력 향상
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지식의 누적과 응용에 노력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그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
에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보다 이론연구에 있어서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많은 학교들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계되
는 한국어 등급표준 제정, 수업의 규범화 등에 대한 참다운 연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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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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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소견
김순녀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에 대한 소견을 피
력하였다. 말하기는 학생들의 교제기능양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과목이다. 학
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함기교수가 부단히 개전되어야 한다.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단순한 말하기 기능훈련이 아니라 학생들의 종합능력 양
성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말하기 능력은 어음, 어휘, 문법,
문화, 화용 등의 지식을 기초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말하기 교수에서는
학생들의 종합능력 제고를 위해 그들로 하여금 지식의 누적과 응용에 노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국어 말하기 교수의 실태와 그 원인을 밝히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말하기 교
수의 주요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 말하기 교수의 핵
심인 종합연습의 목적과 임무에 대해 서술하면서 학생들의 한국어로의 사고능
력 양성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을 밝히었다. 마지
막 부분에서는 수업예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제어] 중국인, 한국어, 말하기, 문화, 종합연습, 수업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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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How to Teach Chinese People Spoken Korean
Jin, Shunnv
This paper explores how to teach Chinese people spoken Korean. Speaking
teaching is one of the necessary subjects for better communication as well as
for the training of the overall abilities of the students. Speaking skills are
based on the knowledge of phonetics, vocabulary, grammar, culture and
pragmatics. Therefore speaking teaching should b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overall abilities of the students.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reasons, the second part explains the
content and procedures of speaking teaching, the third part illustrates the
purposes and tasks of the comprehensive exercise, which is the core of
speaking teaching, and the roles of the ways of thinking in speaking skills,
and the last part is about the art of teaching speaking.
[Key words] Chinese people, spoken Korean, culture, comprehensive exercise,
art of tea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