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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현황
산동대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한국어전공의 문제점
‘지역․국가별 전문형’ 한국어 인재의 양성 방안
결론

[국문초록]
한중수교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이래로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크
게 늘었다. 이를 지역으로 나눠 보면 북경권, 동북권, 산동권, 장강 삼각주권 등 네 지역이
한국어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학교가 점
점 많아지고 졸업생들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졸업 후의 진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동대학교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를 전공한 졸업생
들의 문제점들이 다음의 몇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대부분의 한국어전공 졸업생은 한국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언어 영역 중에서 회화 능력에서 뒤처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인문학 지식도 부족하다. 셋째, 교과과정 측면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을 개선하여야 한
다. 이를 통해 한국어 인재 양성과 국가 전략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즉, 한국어학과의 주요한 개선방향을 ‘외국어+전공’이라는 융합
형 인재 양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을 다양화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구축해야 한다. 본고에서 도출한 혁신방안은 교과과정을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나눈 6
가지 트랙으로 구성하였다. 1~2학년에는 어학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3-4학년에는
경제무역, 어학․문학,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심화시키는 체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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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을 융합적인 지식 구조를 갖추
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각 부문에서의 소중한 인재로 양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조선어, 한국학, 현황과 과제, 양성 방안, 커리큘럼, 교과과정

1. 서론
1992년 한중수교이래, 중국의 한국어전공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1) 그동

안 100여 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전공을 추가로 개설했다. 현행의 양성체계
하에서 학부과정 강의는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능력을 키
우는데 치중하였고, 교과과정은 주로 언어능력과 문학 지식으로 되어 있다.
기존 교육체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견실한 외국어 기초 실력을 갖추게 할 수
있고, 어휘와 문법 분야에서도 비교적 뛰어나기에 진학 및 각종 시험에서 일
정한 우세를 갖게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배경하에 중국의 ‘지역․
국가별 전문형(區域國別型)’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한국학전공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어전공 졸업
생의 지식 구조가 국가와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현행 양성 방안
을 바탕으로 한 교과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등 문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이미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연구도
있었다. 1990년대에 우림걸은 이미 1996년 이전의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발
전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한국어전공의 교수진, 자료 및 학술연구의 부족
을 지적하면서, 인재 양성에 있어서 언어를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1) 중국의 뺷일반대학학부전공목록뺸에 의하면 한국어전공은 ‘조선어전공’으로 불리고 있다. 뺷일반대학
고등직업교육(전문학교)전공목록뺸에서는 ‘응용한국어전공’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다수의 학교에서
는 ‘한국어전공’으로 칭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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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 2000년 이후 신향화와 노금송은
각기 산동과 북경을 중심으로 2009년 이전의 한국어전공 상황을 교수진, 학
생, 교재 등 측면에서 소개함과 동시에 외부 환경에 따라 한국어전공의 교과
목도 3~5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3) 최근, 윤해연이 2016년
이전의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발전사를 정리하면서 북경대학교, 연변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산동대학교, 복단대학교와 남경대학교의 한국어전공 상황
에 대해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어전공의 교과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인문한국학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 채미화는 2006~2016년 한
국어전공의 학과 현황, 현 단계에서의 국가 전략과 학과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했으며, 또한 한국어전공의 인재 양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문화
의 경계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인재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5)
이로써 중국 내 한국학에서는 본 과제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 년간에 중국
내 한국어전공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국내외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 성과는 현재의 학과 발전에 대한 도움이 제한되어 있다.
최신 연구 결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논술되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은 부족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개선 방안도 제안되지 않았다.
본고는 상술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현황과 문제
점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동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상
황 분석을 통해 현행 양성 방안과 사회수요 간의 적합성을 고찰하고, 주요
문제점을 밝혀냄으로써 구체적인 교과과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학생들의 지식 구조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수요에 맞는
2) 우림걸,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문제점｣, 뺷국어교육뺸 53,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143~
152쪽.
3) 신향화, ｢산동반도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현황과 전망｣, 뺷한국(조선어)연구뺸 5, 중국한국(조선)어교
육연구학회, 2007, 189~200쪽; 노금송, ｢중국 북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뺷국어교육연
구뺸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33~59쪽.
4) 윤해연, ｢중국에서 한국학 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뺷동방학지뺸 17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399~426쪽.
5) 채미화, ｢현 단계 중국 조선-한국문학연구의 과제와 발전방향｣,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6회 전국차세대한국어교육자포럼, 2017, 4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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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2.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현황
중국 내에서 한국어전공의 전문용어는 ‘조선어’이고, ‘외국언어문학’이라는
대분류에 속하는데 학부를 졸업하면 ‘문학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4,000~4,500명의 한국어전공 학부졸업생이 있으며,
규모는 영어(100,000명 이상), 일본어(26,000~28,000명), 러시아어(5,000~
6,000명)와 불어(4,500~5,000명)에 맞닿으며, 독일어(3,500~4,000명), 스페인

어(2,500~3,000명)와 아랍어(900~1,000명) 등 언어들을 능가했다.6)
교육부의 학과 구분을 살펴보면 한국어전공은 여전히 ‘비통용어’에 속한다
(‘작은 언어’라고도 한다). 한국어전공이 중국 내 ‘비통용어 학과’로 구분된

것은 10년 전 한국어학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했고, 장기적인 발전 계
획의 부족과 함께 교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
다.7) 하지만 현재 학과의 규모에서 볼 때, 이미 ‘작은 언어’ 중의 ‘큰 언어’
또는 ‘비통용어’중의 ‘통용어’로 되었다. 현재 중국 내에서 한국어전공을 개
설한 대학은 124개에 달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중국에서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4년제 대학

구분

지역

학교수

학교

북경권

북경

7

*북경대학교，*북경외국어대학교，북경제이외국어학원，*북경어언대
학교，중국전매대학교，*대외경제무역대학교，중앙민족대학교

16

*길림대학교，*연변대학교，장춘리공대학교，북화대학교，통화사범
학원，길림사범대학교，장춘사범대학교，길림제경대학교，길림화교외
국어학원，길림농업과기학원，길림원경학원，장춘광화학원，장춘과기
학원，길림사범대학교박달학원，장춘대학교려유학원，동북사범대학교
인문학원

동북권

길림

6) ‘陽光高考—教育部高校招生陽光工程指定平臺’, http://gaokao.chsi.com.cn/.
7) 장광군, ｢중국의 비통용어 교육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뺷한국(조선)어교육연구뺸 7, 중국한국(조선)
어교육연구학회, 2010, 232~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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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산동권

장강삼각
주권

기타지역

137

*흑룡강대학교，하얼빈리공대학교，*가목사대학교，하얼빈사범대학
교，치치하얼대학교，모단강사범학원，흑룡강동방학원，흑룡강외국어
학원，하얼빈원동리공학원，하얼빈검교학원

흑룡강

10

요녕

4

요녕대학교，*대련외국어대학교，요동학원，대련민족대학교

산동

27

*산동대학교，*산동대학교(위해)，*중국해양대학교，하얼빈공업대학
교(위해)，산동과기대학교，청도과기대학교，제남대학교，청도리공대
학교，제로공업대학교，산동리공대학교，청도농업대학교，산동사범대
학교，곡부사범대학교，요성대학교，노동대학교，임기대학교，청도빈
해학원，청도대학교，*연대대학교，위방학원，산동공상학원，연대남
산학원，연대대학교문경학원，청도공학원，청도농업대학교해도학원，
제로리공학원，요성대학교동창학원，

상해

6

*부단대학교，*상해외국어대학교，상해해양대학교，상해상학원，상
해외국어대학교현달경제인문학원, 상해삼달학원

강소

11

남경대학교，*남경사범대학교，소주대학교，염성사범학원，상숙리공
학원，서주공정학원，양주대학교，회해공학원，중국전매대학교남광학
원，소주대학교응용기술학원，양주대학교광릉학원

광동

6

중산대학교，광동백운학원，광동외어외무대학교，중산대학남방학원,
광동외어외무대학교남국상학원，길림대학교주해학원

천진

4

천진사범대학교，*천진외국어대학교，천진외국어대학교빈해외사학
원，천진사범대학교진고학원

섬서

6

*서안외국어대학교，위남사범학원，서북정법대학교，서안배화학원，
서안외사학원，서안번역학원

절강

4

항주사범대학교，절강수인학원，절강월수외국어학원，절강외국어학원

중경

2

사천외국어대학교，사천외국어대학교중경남방번역학원

사천

2

서남민족대학교，사천외국어대학교성도학원

호북

3

화중사범대학교，중남민족대학교，장강대학교문리학원

호남

4

중남림업과기대학교，*호남사범대학교，호남리공학원，호남섭외경제
학원

안휘

2

합비학원，안휘외국어학원

강서

1

강서사범대학교

하남

1

정주경공업학원

하북

4

하북대학교，하북경무대학교，하북외국어학원，하북대학교공상학원

운남

2

운남사범대학교상학원，운남사범대학교문리학원

광서

1

광서사범대학교

해남

1

해구경제학원

데이터 출처: ‘陽光高考—教育部高校招生陽光工程指定平臺’데이터(2018년8월)에 근거하여 작성함.
비고: *로 표시된 대학교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학’ 석사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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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2018년 8월까지 중국 내 124 의 4년제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을 개설했으며, 22개의 성(省)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학교들은 주로 북경, 동북, 산동, 장강 삼각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
며, 이 지역에는 명문대들이 다수 모여 있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어의 4개
교육 중심지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북경권, 산동권, 동북권과 장강 삼각주권
이다. 지역별 한국어전공의 발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문대가 집중되어 있는 북경권은 북경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중앙민족대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내에
서 최초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지역이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가장 집중
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경 지역의 연로 교육자들이 정년퇴직하면서
북경권의 한국어 교육은 날로 학술적 리더가 부족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리적 우세를 갖고 있는 동북권은 길림, 요녕과 흑룡강의 대학
교들로 구성되었는데, 중국 내 또 하나의 전통적인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거
점이다. 이 중심을 연변대학교, 길림대학교, 요녕대학교와 대련외국어대학교
등 대학들이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 지역의 대학
교에서는 심각한 인재 유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동북권의 한국어 교육
우세도 약화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 연변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중국 내
‘쌍일류건설(雙一流建設)’에서 ‘외국언어문학 일류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는

동북권 한국어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동권은 산동대학교와 중국해양대학교 등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중수교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 내에
서 한국어전공을 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되었다. 산동권은
한국에 대한 일정한 지리적 우세를 갖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고, 싱크탱크 건설 등
면에서도 지리적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강 삼각주권은 상해외국어대학교, 복단대학교와 남경대학
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발달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새로운
한국어 교육중심지로 부상했다. 장강 삼각주권의 대학교는 북경권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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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어전공은 명문대의 교육자원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상황
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연로 교육자들이 퇴직하면서 교수진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최근 20여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 내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대학교
들에서는 ‘4개 중심’의 집중분포 구도를 형성했고, 학과 발전성과도 현저하
다. 그러나 학과가 급속히 발전한 가운데, 한국어전공 졸업생들의 취업문제
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주의를 충분히 끌지 못했다.
<표 2> 중국 한국어전공 학생만족도 조사

종합만족도

교육조건만족도

교수만족도

취업만족도

중국 평균

4.3(4,861명)

4.1(4,812명)

4.2(4,792명)

3.8(4,661명)

북경언어대학교

4.6(23명)

4.6(23명)

4.4(23명)

4.3(22명)

길림대학교

4.6(44명)

4.5(45명)

4.5(44명)

4.1(42명)

연변대학교

4.6(112명)

4.5(110명)

4.5(110명)

4.2(106명)

흑룡강대학교

4.2(126명)

4.2(123명)

4.3(123명)

3.7(118명)

대련외국어대학교

3.7(59명)

4.0(57명)

3.8(59명)

3.1(53명)

산동대학교

4.1(115명)

4.3(112명)

4.4(108명)

3.8(105명)

산동대학교(위해)

4.3(114명)

4.4(110명)

4.5(110명)

3.5(108명)

중국해양대학교

4.0(85명)

3.7(83명)

3.8(83명)

3.1(82명)

청도대학교

3.9(119명)

3.8(115명)

3.9(113명)

3.5(116명)

복단대학교

4.6(11명)

4.9(11명)

4.7(11명)

4.6(11명)

상해해양대학교

3.8(37명)

3.8(38명)

3.7(37명)

2.8(35명)

광동외어외무대학교

4.1(83명)

4.2(83명)

4.3(82명)

3.5(83명)

사천외국어대학교

4.3(56명)

4.2(56명)

4.1(55명)

4.0(51명)

서안외국어대학교

4.2(70명)

4.0(71명)

4.4(70명)

3.6(65명)

데이터 출처: ‘陽光高考—教育部高校招生陽光工程指定平臺’(http://gaokao.chsi.com.cn). 본교 학생 실
명 투표 전공 만족도, 괄호안의 숫자는 조사에 참여한 인수이다. 데이터 마감일은 2018
년 5월, 만점은 5.0점이다.

교육부는 전문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조건,
교육의 질, 취업상황 및 전반 상황에 대해 실명 투표한 것을 통해 ‘전공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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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현재까지 모두 638만 명의 학생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8)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중국 내 5,000여명이 한국어전공에 대한 설문 조
사에 참여했다. 한국어전공의 중국 평균 종합만족도는 4.3이고, 교육조건만
족도와 교수만족도의 점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취업만족도는 3.8점밖에 안되
며, 각종 조사 중 가장 낮다. 개별 대학교 학생들의 투표가 적기에 교육부에
서는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모든 대학교들의 데이터를 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졸업생들이 취업상황에 대해 보편적으로 만족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한국어전공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교수진
혹은 외부환경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취
업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하다. 취업은 졸업생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전공의 발전을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 이처
럼 취업은 한국어전공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어전공 졸업생의 취업 딜레마가 국내외 경제 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기대치가 높은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는 취업 만족도가 낮은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결정적인
요인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립한 지식 구조일 것이다. 취업문제는 학교
에서 양성한 졸업생이 사회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과 사회수요 간의 모순도 말해주고 있다.

3. 산동대학교 졸업생을 통해 본 한국어전공의 문제점
이처럼 한국어전공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낮은 이유를 탐

8) 陽光高考网：http://gaokao.chsi.com.cn/zyk/pub/myd/specAppraisalTop.action.

중국 내 한국어 인재 양성 현황 및 교과과정 개선방안

141

구하기 위해 중국 내 대표성을 띤 대학교를 선정하여 교과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산동은 중국 내 4대 한국어 교육중심지의 하나이다. 산
동성에는 65개의 대학교(대학)에 한국어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내의
25%를 차지한다. 산동은 한국어학과가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 중

의 하나이며, 산동성 대학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보다 대표성을 띤다.
또한, 산동대학교는 산동성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211공정’, ‘985공
정’ 그리고 ‘쌍일류’ 대학이기도 하다.9) 중국의 종합 대학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통계한 한국어전공 평가에서도 앞
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동대학교의 한국어전공을 중심으로 분석
하는 것이 대표성을 지니게 되며, 중국의 다른 대학의 교과과정 구축에 있어
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산동대학교의 제남 캠퍼스와 위해 캠퍼스는 모두 한국어전공을 설치했으
며, 그 중 위해 캠퍼스의 동북아대학이 보다 대표적이다. 우선, 동북아대학은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완벽한 인재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졸업생 규모
가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대학 기간(2003~2017년)만 해도 2,000여명의 학부
생과 100명 가까이의 대학원생을 양성해냈다. 졸업생들은 한중양국의 여러
기관, 사업단위 및 국내외의 유명 대학에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대
학 교수들의 연구 분야가 다양하다. 2017년까지 대학에는 재직 교사가 21명
이었으며, 그 중 6명의 교수와 8명의 부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방향은
한국문학, 한국어학, 한국역사, 한국철학, 한국정치외교 등 여러 영역을 다루
고 있으며 연구 성과도 풍부하다. 최근에는 10개 이상의 국가급 과제를 따냈
으며, 선후로 핵심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반도에 관한
9) “211공정”은 1995년부터 21세기를 대비해 100개 대학을 세계 일류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정계획이다. “985공정”은 “211공정”에서 몇 개의 대학을 다시 선정해 1998부터 집중적으로 명문
대학 육성하는 사업이다. “쌍일류(雙一流)”는 211공정과 985공정에 이은 2017년부터 실시하는 ‘세
계 최고의 학교와 세계 최고의 학과’를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즉, “211공정”으로 선정된 대학은
중국의 명문대학이고, “985공정”으로 다시 선정한 대학은 중점 명문대학이다. “쌍일류”는 새로운
기준으로 선정된 중국 명문대학이다. 위의 3가지 공정으로 모두 선정된 대학은 중국의 명문대학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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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편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동대학교는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전형적인 대표로서 학과 발전에서 선
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어전공 졸업생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
라 한국문제를 깊게 연구하여 한중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교육의 주체로서, 학과 현황과 취업상황에 대해 만족할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산동대학교 위해 캠퍼스 한국어전공의 종합만

족도는 4.3점으로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종합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학
교 운영 조건과 교수 만족도 면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0.3점 높다. 이것
은 산동대학교가 수년간 ‘한국특색’을 추진해 왔고, 동북아대학에 대한 투자
와 교수진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만족
도 면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0.3점 낮다. 이것은 학생들이 취업 면에서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교수 및 과학연구 측면에서
산동대학교의 우세는 취업 측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표 3> 산동대학교 ‘한국어전공’ 2017년 졸업생 취업률

졸업
인원수

계약
인원수

계약률
（%）

진학
인원수

진학률
（%）

출국
인원수

출국률
（%）

취업률
（%）

75

46

61.3

12

16.0

9

12.0

89.3

데이터 출처: 산동대학교(위해), 뺷2017년 졸업생 취업 보고뺸, 48쪽.
비고: 계약률=계약 인원수/졸업 총 인원수*100%, 계약자 수는 직접 취업자 수로 볼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산동대학교 2017년 한국어전공 졸업생의 진로는 대체적으
로 취업과 진학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취업이 가장 많았고, 약 60%를
차지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지식 구조는 가장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식 구조는 취업에 대한 지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즉, 학생들의 지식 구조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의 지식 구조는 교과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현행 교과과정이 사회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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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4-2017년에 진학이 아닌 취업한 산동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견된 주요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1) 한국어를 사용할 확률이 낮으며, 배운 지식이 일자리에 도움이
제한되어 있다.
부록 중의, ‘문제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배웠던
전공이 전혀 관련되지 않는 비율이 48%를 넘으며, 관련성이 높은 것이 25%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어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놓고 볼 때, 한국어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40%를
넘는다. 이는 적지 않은 한국어 졸업생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
거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부과정에 주로 한국
어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지식 구조를 구축해 준다. 때문에 26%의
학생은 학부 교육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타 분야의 한국어 지식을 더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후, 다수의 졸업생은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

는 업무에 종사한다. 다시 말해,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구축한 지식체계를 통
해 한국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어렵다. 이것은 전공 지식과
사회수요가 탈리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졸업생이 전공
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지만, 현행
양성 방안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을 위해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구조
를 구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과정의 최적화와 조정은 반
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講授)’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교수법의 단점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이는 강의에 있어서 개인의
종합능력과 자기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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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인재에 대한 사회 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실에서의 학
습은 일자리의 수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 능력의
배양은 교육자들의 충분한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회화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하다.
졸업생은 직장에서의 실천을 거친 후, 일자리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
해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질문 4’에서 알 수 있듯이, 81%의 졸업생은 한국
어 회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학부 졸업 시에는 한국어로 능숙
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회화 능력은 외국어 능력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며, 업무 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말하기를 피할 수
없기에 구술 능력의 연습도 중요시해야 한다. 현행 교과과정에서 한국어 회
화와 같은 말하기 훈련 수업이 있지만 졸업생들의 피드백에서 보면, 기존의
교과목은 여전히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한국어 회화 수업의
내용과 형식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는 도구일 뿐이며 이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해야 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질문 4’에서 알 수 있듯이, 64%의 졸
업생들은 스스로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즉 정치외교, 경제무역,
신문방송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숙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53%의
학생들이 졸업생으로서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졸업생은 학부 단계에 특정 영역에 대
한 전문 지식을 익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양성 방
안의 약점이기도 하다. 여러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이유로, 다수의 학생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리고 그 지식체계 속에서 전문 지식을 구축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일임을 느
낄 수 있다.

중국 내 한국어 인재 양성 현황 및 교과과정 개선방안

145

3) 교과목을 둘러싼 ‘공급과 수요 사이의 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는 ‘정독’과 같은 언어학류 교과목의 중
요성을 알고 있지만, 종종 한국과 동북아와 관련된 인문학과 정치경제학과
같은 교과목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업무를 경험해 본 후, 복합형지식 구조
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된다. ‘문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 중에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65%에 달한
다. 그리고 40%의 졸업생은 한국문화와 관련된 과목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
각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기업에서 일하거나 경제무역에 관한 한
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진의 구조
와 교육이념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현행 교과과정에는 관련된 교과목이 부
족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오랫동안 확립된 교과목이 존재의 필요성이 있을까? ‘질문 6’은 기존 선택
과목에 대한 설문이다. 그 중에 한중번역이 62.5%로 가장 인기를 누렸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통역이 54%에 이르렀다. 한글컴퓨터사용, 한국어쓰기와 한
국개론 등 일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용적인 과목들이 학생들의 호
평을 받았다. 그러나 중한문학교류사, 한국문학사, 한국문학작품선독, 한국어
발달사, 한국어언어학개론, 중한언어비교 등 문학과 언어와 관련된 과목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문학과 언어학
지식을 상당히 습득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어학․문학류 과목을 필
수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각 대학의 한국어 교수들
도 이 분야에 대한 학술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문학과 언어학
지식은 상대적으로 학술성이 강하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통해, 중국 내 한
국어 인재 양성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교수가 유용하게 여기는 지식이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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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면에 학생들이 원하는 각 분야의 지식을 교수들은 전수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전공 졸업생의 지식 구조가 일자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졸업생들이 그들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
하고 있다. 그들이 배운 전공에 종사하더라도 졸업생들은 한국에 대한 포괄
적인 이해가 부족하며, 경제무역, 언론 및 법률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졸업생들의 지식 구조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성 목표를 수정하고 교수 이념을 변경함으로써 교과과정의 최적화
로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4. ‘지역․국가별 전문형’ 한국어 인재의 양성 방안
한국어전공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인재의 양성 목표와 ‘지역․국가별 전문형’ 인재의 결합을 우선시로 해야 한
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시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대학 외국
어 인재 양성 모델도 시대의 발전과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2016년에 외교부, 교육부, 상하이사회과학원 그리고 전국 15개 외국어 대

학에서 공동으로 ‘상하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외국어 인재의 양성은 지
역․국가별 인재 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혔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국가의 정책을 잘 알고 중국의 국정을 이해하며,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외국어에 능통하며, 국제 규칙에 능통하고, 국제 협상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
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 내 한국어전공의 학생들은 탄탄한 언어기초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지식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어로 ‘중국 이야기’
를 한국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술한 인재 양성 목표에 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이념을 바꿈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한국어+전공지식’의 복합형 지식 구조를 구축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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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외국어는 도구일 뿐이고 전공 지식이야말로 외국어의 영혼이다. 그리
하여 외국어 지식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어느 영역에서 능숙
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어전공 학생들이 기타 전문지식을 습
득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복수전공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복수전공
이 기타 단과대학에서 개설되고 한국어전공의 교과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있지 않기에 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학생들은 석사과정에 진학
하여 전문 지식을 배우지만 현재 졸업생의 진로로 보면 대부분 졸업생은 취
업을 선택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복합형 지식 구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과과정은 ‘한국어+전공’이란 복합형 지식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과학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기 위해 사회적 수요를 가이드로 하고 내용이 풍부
하며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어야 한다. 기본적인 언어과정 외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전문 지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러 대
학의 한국어전공에서는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전공 교차 수강을 강화하고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어 교과목에 기반하여 한국과 동북아지역학을 중
심으로 관련 경제무역, 법률, 사회, 국제관계 등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학교 간 학점 인정이 이뤄져야 하며 인터넷 수강 학점 인정 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술한 방침의 지도 및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결합하여 졸업생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한 전제하에 필자는 한국어전공의 교과과정 개선 방안을 작성
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의 지식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역․국가별 전문형’ 한
국어 인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본 방안의 핵심 마인드는 ‘외국어+전공’의 ‘지역․국가별 전문형’ 한국어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1-2학년은 주로 한국어 기초능력을 다지고, 3-4학년
은 단순한 언어학습이 아니라 선택과목을 배우는 동시에 언어 수준을 높인
다.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은 종류가 다양하여 학생들이 개인 수요에 따라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방향성이 있는 지식 구조를 맞춤형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과과정 설정 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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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어전공 교과과정 설정 방안

모듈유형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과목

언어기초

종합한국어①②③④, 한국어회화③④, 한국어발음훈련①, 한국어문법④, 중한
번역⑤, 한중번역⑥, 동시통역⑦

플랫폼 기초

조선․한국 개황①, 동북아역사와 문화②, 동북아 경제와 무역③, 동북아 정치
와 외교④, 한문정보 검색 및 처리③, 전공영어⑤⑥

언어

한국어시청, 한국어어휘, 한국어관용어, 한국어응용문쓰기, 한국어능력시험분
석, 한국언어학개론, 한국어발달사, 한국방언 및 변체, 한국어웅변 및 변론, 경
제무역한국어, 과학기술한국어, 여행한국어, 소셜 미디어 한국어, 신문방송 한
국어, 의료 한국어, 중국문제 한국어

문학

동아시아문학비교, 한국고전문학, 한국근대문학, 한국신화와전설, 한국문학명
저길잡이, 한국문학사, 한국현대시가

문화

한국학개론, 한국역사, 중한관계사,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동아시아유학경전강
독, 한국철학과종교, 현대한국사회, 한국과학기술과 교육, 한국예의문화, 한류
와 문화전파, 중한인문교류와 실천

정치경제

남북관계, 현대중한관계, 한국법률, 한국경제, 한국기업문화, 한국정치, 일대일
로와 신북방정책특강, 한중FTA특강, 중한무역실무, 중한상무협상

비고: 숫자 표시는 교과목이 개설하기 적절한 학기를 의미하며, 다수의 숫자가 있는 과목은 연이어 개
설하기에 적절하며, 숫자가 없는 전공선택 과목은 3학년 및 그 이상 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적절
하다.

최적화된 한국어전공의 교과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이란 2대 시스
템으로 나뉜다. 그 중 ‘전공필수’는 ‘언어기초’와 ‘플랫폼기초’ 등 2대 모듈을
포함하고 ‘전공선택’은 언어, 문학, 문화와 정치경제 4개의 모듈로 나뉜다. 2
대 시스템의 6대 모듈은 서로 어우러져 한국어전공의 교과목 체계를 이룬다.
언어기초 모듈은 필수과목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
고 회화와 번역 방향에 치중한다. 그 중 중요한 과목은 종합한국어와 한국어
회화이다. 종합한국어는 전통적인 정독 수업으로 1-4학기에서 연속적으로
개설하기를 추천하며, 한국어회화는 3-4학기에 연속 개설하기를 추천한다.
한국어발음훈련과 한국어문법은 전공강화 수업으로 학생의 발음 장벽을 허
물고 체계적인 문법 체계를 구축하기를 위한 것이다. 번역류 과정은 번역과
통역 두 가지로 나뉘고, 5-7학기에 연속 개설하기를 제안한다. 학생들은 5학
기부터 주로 전공선택 수업을 수강하고 이 시기에 번역 수업을 추가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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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초 모듈은 언어 과목은 아니지만, 여전히 필수 과목이다. 이 수업
은 학생들의 복합형 지식 구조를 위해 기반을 다져준다. 첫 학기에 조선․한
국 현황을 개설하고 2-4학기에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무역, 정치와
외교 3가지 분류의 심화 수업을 각각 개설하여 학생들의 지식을 한층 더 넓
혀 후속 전공 지식의 학습을 위해 기반을 다져준다. 한문정보검색수업은 주
로 Hancom Office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정보 검색 능력을 훈련시키며, 따라
서 3학기에 개설하기를 추천한다. 사회에서 ‘한국어+영어’ 인재에 대한 수요
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대학 영어 수강을 마친 5-6학기에 전공 영어 수업을
개설하여 한국학과 동북아 지역학과 관련된 영어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
전공선택 수업시스템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학생은 5-8학기에 흥미가
있는 선택 수업을 자신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다. 이 수업들은 개방형 수업이
기에 행정반 및 학년의 제한이 없고 3학년 이상의 학생은 모두 자유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 선택 모듈은 주로 4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언어 모듈의 목적은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한층 더 높이
고 한국어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듈은 시청, 어휘
및 쓰기 등 전통적인 언어 필수과목이다. 또한, 경제무역, 여행, 과학기술, 의
료, 웅변, 현대 중국문제 등 전문 영역 한국어에 대한 집중훈련을 하고 언어
학의 전문 교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문학 모듈이다. 이 모듈의
목적은 학생들의 한국 문학지식을 풍부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제한적이기에 선택과목으로 개설한다. 그 다음은 한국
문화 모듈이다. 이 수업은 한국역사, 한중관계사, 민속과 문화 등 전통 측면
의 수업을 포함하고 한류 및 문화 전파를 포함하여 한국 국정을 더 깊이 있
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 모듈이다. 그 중 한국정치․경제
상황과 연관된 이론 수업이 있고 무역실무․협상 등 실용수업도 있다. 이 외
에 한중FTA와 ‘일대일로’ 등 현실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을 다룬다. 이 모듈
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향후 업무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 대학원 과정의 학습을 위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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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안은 한국어전공 교과과정 혁신의 모색이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교
교수진과 학과 현황 등 문제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상
술한 방안은 학생들의 지식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고 교수 모집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교수에 대해 비교적 높은 요구가 있다. 이는 현재 중국
내 한국어전공 교육 개혁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한국어전공은 한국어 원
어민교수를 초빙할 때 학술적 배경과 연구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언
어기초 수업을 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개의 전공선택 수업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학기가 있는 대학교에서는 일부 선택 수업을 ‘계절
학기’에 개설하여 외부 교수진을 초빙하여 본 학교 교수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무커(MOOC)’ 등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일부 대학의 특
정 영역 인재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5. 결론
한중수교 26년 이래, 특히 최근 10년간 중국 내 한국어전공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점차적으로 북경, 동북, 산동, 장강
삼각주에 4 개의 교육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날로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학과 건설 중의 취약한 부분으로 작
용하고 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산동대학교 졸업생들의 설문 조사를 분석
해 보면, 전통적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양성 방안
은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교과과정에 대한 혁신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교육목표를 조정하고, 교육이념을 바꿔야
하며, 과학적인 교과과정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된 혁신방안은 두 가지 시스템의 여섯 가지 주요 모듈을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1-2학년에서는 주로 언어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3-4학
년은 특정한 전공지향 학습을 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외국어+전공’이란
복합형 지식구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중 경제무역에
필요한 ‘지역․국가별 전문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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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ies on Current Situation of Korean Talents’
Cultivation in China
and the Curriculum-reform Scheme
Liu Chang

After China and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the Korean majors
develops rapidly in China, especially when entering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four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s of Korean -Beijing, the Northeast
China, Shandong, Yangtze River Delta- gradually formed, and their discipline
constructions have had outstanding rewards. Graduates have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with Korean majors other than employment. By the questionnaire
survey of Shandong University, this study finds that graduates’ knowledge
cannot meet the needs of the society is the major obstacle for employment.
Therefore, the curriculum reform of Korean majors in China is extremely
urgent. We need to cultivate Korean talent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y.
The mode of “X+ foreign language” will become an important direction for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major in China. As for the curriculum reform,
we claim that the freshmen and sophomores should focus more on basic
knowledge of language while the juniors and senio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rofessional knowledge, such as the knowledge of economic and trade,
linguistics, literature, and cultures, on the basis of six modules of required
courses and optional courses. Only by this way, can we reserve high-quality
talent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China-Korea business trade.
Key words : Korean, Korean studies, current situation and curriculum,
cultivation scheme, curricul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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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산동대학교 한국학대학 학부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일부내용)>
문제1：배운 전공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단항선택]

선택

소계

비율

관련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16

25%

관련된다. 하지만 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

17

26.56%

관련이 없다

31

48.44%

본 문항에 답한 유효 인원수

64

문제2：현재 직장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단항선택]

선택

소계

비율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17

26.56%

빈도가 보통이다

12

18.75%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9

14.06%

사용하지 않는다

26

40.63%

본 문항에 답한 유효 인원수

64

문제3：학부 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직장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단항선택]

선택

소계

비율

11

17.19%

36

56.25%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

26.56%

본 문항에 답한 유효 인원수

64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업무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 입사 후, 배우지
못한 한국어 지식을 많이 접했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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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다항선택]
선택

소계

한국어로 능숙하게 한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비율

52

81.25%

30

46.88%

34

53.13%

41

64.06%

기타

3

4.69%

본 문항에 답한 유효 인원수

64

있는 것
한국어 신문을 빠르고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한국어 방송을 이해하는 것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
전문 분야(외교, 국제 경제 무역, 신문 출판,
교육 연구 등)에 대한 한국어 지식을 숙달하는
것

문제5：학부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다항선택]
선택

소계

비율

한국문화

26

40.63%

한국정치

20

31.25%

한국역사

14

21.88%

한국경제

42

65.63%

기타

8

12.5%

본 문항에 답한 유효 인원수

64

문제6：학습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음의 교과목 중에서 개설할 필요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세요.
[다항선택]
선택

소계

비율

한국개론

22

34.38%

한글 컴퓨터 사용

30

46.88%

한국 경제문화 총론

17

26.56%

한국어 쓰기 응용

26

40.63%

한국어 발달사

3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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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작품 선독

4

6.25%

한국문학사

3

4.69%

중한문학교류사

2

3.13%

한국어 언어학개론

4

6.25%

중한 언어비교

8

12.5%

한국어 통역

35

54.69%

중한 번역/한중 번역

40

62.5%

한국 신문 선독

12

18.75%

중한 관계사

8

12.5%

본 문항에 답한 유효 인원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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