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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와 터키어를 상호 대조하여 언어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 후 이로 인한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를 대조하여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로 인한 학습상에 난점을 예측, 설명하고자 한다. 두 

언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터키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습관을 형성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대조 분석은 실제 언어 교육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조 분석은 두 언어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주목한다 1 . 외국어 학습에서 겪는 

학습자들의 혼란을 외국어와 모국어의 대조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2.  

본 글에서는 통사적으로 두 언어를 대조 분석할 때 어순, 시제, 피동-

사동법 그리고 겹문장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 외의 부정법이나 문장 

                                            
1 박경자(1993: 136)에 따르면 대조 분석은 두 개별언어를 상호 대조하여 그 언어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대조 분석에 대한 가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Fries(1945:9)는 효과적인 교재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대조분석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유능한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 다. 이 후 Lado(1957:7)는 대조 분석을 통해 외국어 

학습의 난점과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외국어 교사는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구조적 차이점을 연구하는 대조 언어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두 언어간의 차이점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라고 주장하 다.(튀르쾨쥬 괵셀(2004)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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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법 그리고 대우법에 대한 오류는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통사론적으로 대조 분석을 한 후 오류분석을 

하기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2 학년과 3 학년의 일기를 분석하 다. 2 학년 

16 편, 3 학년 51 편의 일기로 총 67 편의 작문을 분석한 결과를 

대조분석하면서 다루고자 한다.  

 

2. 어순 

 

터키어와 한국어는 통사적 측면(어순)에서 SOV 언어로서, 모두 기본 

어순으로서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특징을 갖는다. 두 언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와야 하는 등 일부 

어순은 고정되어 있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어순은 고정 어순과 자유 어순의 양면에서 살필 

수 있는데, 고정 어순은 다시 상대적인 고정 어순과 절대적인 고정 

어순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인 고정 어순은 동사가 문장 끝에 오고 

주어는 목적어의 앞에 온다는 것이며, 절대적인 고정 어순은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고 문법 형태소인 어미, 조사는 어휘 형태소의 뒤에 

온다는 것이다. 

터키어에서는 기본 어순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이 서술어 바로 앞에 온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터키어 

형용사는 명사 뒤에 오면 형용사의 기능이 바뀐다. 형용사는 수식어로, 

명사는 피수식어로 쓰인다. 두 언어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뒤에 

조사나 어미를 연결시키는 후치적 언어이다. 

두 언어의 어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수사의 어순을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수사의 어순은 명사, 수사, 분류사의 어순과 분류사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터키어의 

수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한국어와 터키어 수사의 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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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표는 다음 <표 >와 같다. 

 

한국어 수사구의 어순 예 시 터키어 수사구의 어순 예 시 

수사-명사 두 책 수사-명사 
iki kitap

(두 책) 

수사-분류사+의-명사 두 권(의) 책 수사-분류사-명사
iki cilt kitap

(두 권 책) 

명사-수사 책 둘 - - 

명사-수사-분류사 책 두 권 - - 

 

또 수량 표지 형식 명사가 한국어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때 혼동을 일으킨다. 

어순에 대한 오류에는 부사의 어순이나 보조용언의 어순이 틀린 것이 

많았다. 원래 터키 학습자들은 수사의 어순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데 

분석 자료가 일기라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 (1)는 주로 

부사 어순에 대한 오류 문장들이다. (1)ㄹ’는 터키식 표현인데 학습자는 

터키어로 생각하고 문장을 만든 것이다. 특히 ‘많은’과 ‘많이’나‘모두’와 

‘모든’ 같은 형용사와 부사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오류는 

부사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오류 예(1)  

ㄱ. *친구가 한국에 가겠다고 더 많이 시간을 지내요. 

( →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3 학년 

ㄴ. *조금 숙제를 하고는 남편과 제 딸 0 같이 나가왔어요. 

(숙제 조금 하고는… 딸과 같이) 2 학년 

ㄷ.*요즘은 친구의 선생님을 아주 숙제를 주시기 때문에 친구가 

고민이예요. ( → 선생님이 숙제를 아주 많이) 2 학년 

ㄹ. *걸어서 갔을 때 흐리던 날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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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가 흐렸다) 3 학년 

ㅁ. *이야기를 하고 구경하기도 많이 즐거웠어요. 

( → …구경도 많이 해서… ) 3 학년 

 

그 외에 ‘이다’ 동사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는데 학습자들은 ‘이다’와 

‘있다’에 대한 혼동을 겪는다. 그와 관련된 오류는 다음과 같다. (2)ㅁ에 

있는 ‘예쁜 날’이라는 표현은 터키식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어휘 

오류니까 다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오류 예(2) 

ㄱ. *오늘은 토요일 있기 때문에 수업이 없었어요. 

( → 토요일이기 때문에) 3 학년 

ㄴ. *오늘은 일요일 있기 때문에 아주 바빠 보입니다. 

( → 일요일이기 때문에) 3 학년 

ㄷ. *제 친한 친구 있는 Ozge 를 전화했고 이야기 했습니다. 

(→ 친구인 Ozge 에게) 3 학년 

ㄹ. *오늘 아침에 수업이 이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 → 있었으니까) 3 학년 

ㅁ. *예쁜 날있어요.( → 재미있는/→ 좋은 날이었어요.) 2 학년 

ㅂ. * 화를 무서운 화있었어요. 

( → 화가 무서운 화 어요.) 2 학년 

 

3. 시제 

 

한국어에서는 시제가 선어말어미로 나타나지만 터키어의 시제 어미 

다음으로는 인칭어미가 있다.3 따라서 터키어는 한국어의 종결어미와 

                                            
3 연규석(2003:241)은 터키어의 시제를 단순 시제와 복합 시제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시제를 직설법과 희구법으로 나누어 직설법에서는 과거 서술과 과거 선언, 현재, 미래, 

초월을, 희구법에서는 필수, 기원, 가정-조건 그리고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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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터키어에 3 인칭 어미가 없고 나머지 

인칭은 다 어미로 표현이 가능하다. 

<예 1>  

ㄱ. 우리는 사과를 다 먹-었-다. Bütün elmaları ye-di-k. 

ㄴ. 내일 동생이 올 것이다. Yarın kardeşim gel-ecek. 

 

위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는 인칭 어미가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따로 선어말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제 어미가 있지만 

분류형이 따르다. 시제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래 시제에서는 보다 많은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어에는 완료형, 진행형, 예정형의 문형이 터키어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오류분석 결과 완료형, 진행형, 예정형의 문형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한국어의 다양한 시제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용을 꺼리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서 현재 시제에 

대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진행형이나 예정형의 사용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시제 오류로는 미래 시제에 대한 오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외에 안은 문장의 시제에서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행형 그리고 예정형을 다루지 않기로 하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다루기로 한다. 또한 안은 문장의 시제 문제를 

안은 문장을 다룰 때 다루고자 한다.  

이외에 겹문장에서의 시제 오류는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의 시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터키어의 간섭이 

뚜렷하다. 터키어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 시제가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3.1) 현재 시제 

한국어 현재 시제는 {-는-}, {-Ø}으로 이루어지고 터키어 현재 



통사면에서 한국어와 터키어의 대조 분석 및 한국어 일기 자료 오류 분석 

 -12- 

시제는 {-İyor-}, {-İr-}, {-Ø-}으로 이루어진다. 

<예 2>  

ㄱ. 학생들이 지금 책을 읽-는-다. Öğrenciler şimdi kitap oku-yor. 

ㄴ. 선생님은 요즘 매우 바쁘시다. Öğretmen bu günlerde çok meş

gul. 

ㄷ. 저 학생은 우리 반 대표이다. Şu öğrenci sınıf temsilcimiz.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사용에서 혼동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사용에서 혼동이 생기는데 그것은 터키어와 

한국어의 차이 때문이 아닌 학습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로 보기로 한다. 

아래의 문장 (2 ㄱ～ㄷ)은 문법적으로 문맥상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 ㄱ)와 (2 ㄷ)은 일기의 문장이고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제를 써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ㄹ～ㅁ)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형을 써 오류를 범한 

것이다. 

오류 예(3)  

ㄱ. *재미있는 날이지만 좀 피곤했다.( → 날이었지만)2 학년 

ㄴ. *Fatma 를 많이 보고 싶어니까 밤새도록 이야기 해서 잘 수 

없어요.( → 싶었으니까… 잘 수 없었어요)3 학년 

ㄷ. *아직도 피곤했습니다.( → 피곤합니다)3 학년 

ㄹ. *그런데 집안에 할일이 많았고 피곤했어서 가지 못 했어요.( → 

피곤해서)3 학년 

ㅁ. *숙제를 했고 잠을 잤다.( → 하고)2 학년 

ㅂ. *주중에 아침 식사를 안 했으니까 가족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기 

재미있었습니다.( → 안 하니까)3 학년 

ㅅ.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어서 차를 마셨습니다.( → 

먹고)3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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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터키 학생들이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시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터키어의 현재{-는}, 과거 완료{-(으)ㄴ}와 과거 

회상{-던}의 표현은 동일한 관형사형 어미{-Dİ}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빈번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4)과 같이 

많은 문장에서는 시제 문제가 발견되었다.  

오류 예(4)  

ㄱ. *한국에 있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친구 Ayca 가 

왔습니다.( → 보지 못 한)3 학년 

ㄴ. *남자 친구가 필요했는 서류를 받았고, 다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 필요한 서류) 3 학년 

ㄷ. 집에서 헨디폰을 학교에서 잊어버렸는 것을 알아쳈어요.( → 잃은 

것을) 3 학년 

ㅁ. 2 날 전에 여자 친구와 같이 사는 구두 수리공에게 맡기는 구두를 

받아서 여자 친구에서 가져 갔습니다.( → …산/산 후에 수리공에게 맡긴 

구두를 찾아서)3 학년 

ㅂ. *저녁에 음식을 먹었는 후에 퀴타흐야에서 왔는 친구를 대응하러 

갔어요.( → 먹은 후에 … 온 친구를)3 학년 

 

3.2) 과거 시제 

한국어 과거 시제는 {-었-}과 완료형은 {-었었-}으로 터키어 과거 

시제는 {-Dİ-}와 완료형은 {-mİştİ-}로 실현된다. 과거 시제에 대한 

오류는 겹문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전(前)과 후(後)와 관련된 시제 

오류는 가장 많았다.  

<예 3>  

ㄱ. 나는 어제 친구에게 편지 썼다. (Ben) dün arkadaşıma mektup 

yaz-dı-m. 

ㄴ. 나는 젊었을 때 매일 운동-했었-다. (Ben) gençken hergün spor 

yap-mışt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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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겹문장의 과거 시제에 대한 오류  

학습자들은 겹문장의 시제에서 터키어의 향을 많이 받는다. 이 

것을 아래 (5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터키어에서는 

과거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된다. 의존명사 ‘때’는 항상 {-(으)ㄹ}을 지배하며,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었을 때’가 된다(김성주, 2002: 40).  

오류 예(5)  

ㄱ. * 오늘은 수업이 없지만 남자 친구가 있었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 수업이 없었지만… 있어서…) 3 학년 

ㄴ. *잠이 깨을 때 시간이 10 시 됬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갔어요.( → 깼을 때…10 시나 됐으니까) 3 학년 

ㄷ. *저는 달력에 볼 때 친구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 달력을 봤을 

때) 3 학년 

ㄹ. *걸어서 갔을 때 흐리던 날씨가 있었다.( → 걸어 갈 때 날씨가 

흐렸다) 3 학년 

ㅁ. *책이 친구에 줄 때 너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 책을 친구에게 

주었을 때 그는 아주 행복해했어요)3 학년 

 

② 전(前)과 후(後)와 관련된 시제 오류 

김성주(2002: 40)는 한국어의 전( 前 )은 명사형 어미 {-기}를 

지배하고, 후(後)는 항상 {-(으)ㄴ}을 지배한다고 한다. 터키 학습자들은 

전(前)과 후(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류 예(6) 

ㄱ. *집에 왔 후에 저녁식사를 했어요.( → 온 후에) 

ㄴ. *저녁에 5 시에 그는 갔는 후에 밖에 나갔고 친구들과 

만났어요.( → 그가 간 후에) 3 학년 

ㄷ. *아침을 먹었는 후에 설거지 했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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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3 학년 

ㄹ. *잔 전에 남자 친구를 전화를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자기 

전에 친구에게)3 학년 

ㅁ. 7 시에 일어났고 아침을 먹는 후에 학교에 갈기 위해서 준비했는 

후에 밖에 나갔어요.( → 먹은 후에… 준비한 후에)3 학년 

ㅂ. 집에서 아침을 먹는 후에 제 친구의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여행을 

하니까 피곤한데 슀습니다.( → 먹은 후에)3 학년 

ㅅ.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는 후에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 먹은 

후에)3 학년 

ㅇ. *하지만 밖에 나갔는 후에 날씨가 좋아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 나간 후에)3 학년 

  

3.3) 미래 시제 

한국어에서는 습관, 의지와 가능을 나타내는 {-겠-}은 미래 

시제에도 쓰인다. 그리고 {-(으)ㄹ 것}이 있다. 한국어에서 미래는 {-

겠-} 또는 {-(으)ㄹ 것}으로 나타낸다. {-겠-}은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고 {-(으)ㄹ 것}은 단순한 미래, 또는 {-겠-}보다는 약한 

의지를 나타낸다(임호빈, 1997: 137). 터키어 미래 시제 어미는 {-

EcEk-} 뿐이다.  

<예 4>  

ㄱ. 나는 지금 숙제를 하-겠-다. (Ben) şimdi ödev yap-acağ-ı

m.(미래 시제) 

ㄴ. 그 문제는 나도 풀-겠-다. O soruyu ben de çöz-er-im.(현재 

초월 시제) 

ㄷ.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할게. Babamı ben ar-ar-ım.(현재 초월 

시제) 

 

<4 ㄴ>에서처럼 가능성의 의미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는 터키어에서 



통사면에서 한국어와 터키어의 대조 분석 및 한국어 일기 자료 오류 분석 

 -16- 

현재 시제가 사용된다. <4 ㄷ>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학생들이 

{-겠-}과 {-(으)ㄹ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미래 시제에 대한 오류를 {-겠-}과 {-(으)ㄹ 것}의 혼동 현상이나 

겹문장의 시제 사용에서 볼 수 있는데 오류 예는 다음 (7)과 같다. 

 

오류 예(7) 

ㄱ. *일요일 아침 형제는 Sivas 에 갈테니까 그냐를 역까지 

대려갔습니다.( → 가니까)3 학년 

ㄴ. *어머니가 asure 를 만들테니까 같이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 만드려고 해서)3 학년 

ㄷ. *손님들은 오겠으니 준비해야 했어요.( → 오니까)3 학년 

ㄹ. *그들은 멀리 있으면서도 원하는대로 그리움을 달랬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다.( → 좋았습니다)3 학년 

ㅁ. *내일은도 피건 일 날 것 같아요.( →  피곤한 날일 것 

같아요)2 학년 

ㅂ. *Mersin 에서 남자 친구가 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 

오니까)3 학년 

 

4. 사동․피동법  

 

4.1) 사동 

한국어 사동법은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방법의 세 가지로 실현된다. 

터키어의 사동법은 순전히 형태론적 방법으로만(접미사 -DIr) 

실현되므로, 표면적으로 단순 문 구성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의 ‘ㄱ’과 ‘ㄴ’에 있는 사동 동사는 한국어에서 사동 접사 ‘이’로 

실행되지만 ‘ㄷ’과 ‘ㄹ’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게 하다’만이 가능하다. 

<예 1>  

ㄱ. öl-dür-(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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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ye-dir-(먹-이-) 

ㄷ. al-dır-(받-게 하) 

ㄹ. yap-tır-(하-게 하)  

<예 2>  

ㄱ. 아들이 죽었다. Oğlu öl-dü. 

ㄴ. 아버지가 아들을 죽- -다. Baba oğlunu öl-dür-dü. 

 

① 어휘적 방법은 그 어휘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터키어에서는 어휘적 사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3>  

ㄱ. 아버지가 철수를 때렸다. Babası Çolsu’yu döv-dü. 

ㄴ. 철수가 아버지한테 맞았다. Çolsu babası tarafından döv-ül-dü. 

 

② 형태적 방법에 사용되는 사동 접사에는 다음과 같이 ‘-이-, -히-, 

-리-, -기-’의 ‘-이-계’와 ‘-우-, -구-, -추-’의 ‘-우-계’가 있는데 

이는 명시적인 사동의 실현 방법인 통사적 방법에 비해 비생산적이다.  

 

③ 통사적 방법은 통사론적 구성 ‘-게 하-, -게 만들-, -도록 하-, 

도록 만들-’ 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통사적 방법은 새로운 사동주가 

첨가되며, 사동을 이루는 중요한 두 요소, 원인과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 

서술어가 분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예 3>과 

같다. 그리고 한국어 사동의 통사적 방법은 <예 4>와 같이 형태적 

방법에 비해 다양한 피․사동주 격 표지를 가진다. 

<예 4>  

ㄱ. 아이가 잤다. Bebek uyu-du. 

ㄴ. 어머니가 아이를 자게(결과) 하 다(원인). Anne bebeği uyu-t-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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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  

ㄱ. 어머니가 아이(-가, -를, -에게, -로 하여금) 과자를 먹게 한다. 

ㄴ. 어머니가 아이(*-가, ?-를, -에게, *-로 하여금) 과자를 먹인다. 

 

4.2) 피동 

피동은 한국어에서 사동과 같이 접사를 사용하는 형태적인 실현 

방법과 {-어 지-}와 같은 통사적 형식을 사용하는 통사적 실현 방법이 

있고, 터키어에서는 형태적 표지 {-Il-, -(I)n}이 첨가되는 형태적인 

실현 방법만 있다. 터키어에서는 피동사를 자동사 혹은 타동사에 피동형 

접미사를 붙여서 만든다. 피동형접미사는 동사 어간에 {-Il}을 붙여서 

만든다. 단, 모음으로 끝난 동사 어간에는 {-n}을 붙이고, {-l}로 끝난 

동사 어간에는 {-In}을 붙인다. 

 

① 형태적 방법에 사용되는 피동 접미사에는 사동의 경우와는 달리 

‘-이-, -히-, -리-, -기-’만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파생 피동사의 수는 

많지 않다.  

<예 6> 여기서 그의 모자만 보인다. Buradan sadece şapkası gör-ü

n(ül)-üyor. 

 

② 통사적 방법은 통사론적 구성 {-어 지-}에 의해 실현된다.  

<예 7> 이 지우개로 글씨가 잘 지워진다. Bu silgiyle iyi sil-in-iyor. 

한국어에서는 피동접미사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에서, 주어진 능동 

표현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이 없거나 주어진 피동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 표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 8 ㄴ>는 주어진 능동 

표현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다. 

<예 8> ㄱ. 철수가 풀을 뽑았다. Çolsu otları söktü. 

ㄴ. *풀이 철수에게 뽑혔다. Otlar (Çolsu tarafından) sök-ül-dü. 

한국어는 자동사의 어근에 접사 ‘-이, -리, -우’ 등이 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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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어근에 접사 ‘-이, -추, -히’ 등이 붙어 타동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형태의 사동사와 피동사는 일반적으로 

터키인이 쉽게 구별하여 쓰기에는 어려운 동사들이다. 

터키어의 경우 사동법과 피동법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현되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아래의 <예 9>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서 

피동형과 사동형의 분포는 한국어의 경우보다 훨씬 넓다. 또한 한국어는 

능동형으로 표현하지만 터키어는 사동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 9 ㄷ>에서의 ‘머리를 깎다’와 같은 동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예 9>  

ㄱ. 그녀는 학교에서 많이 사랑 받는다. O kız okulda çok seviliyor.  

ㄴ. 애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재웠다. Çocukların karnını doyurup, 

yatırdım.  

ㄷ. 어제 머리를 깎았다. Dün saçımı kestirdim(어제 머리를 깎게 

했다). 

 

① 사동-피동에 대한 오류 

한국어의 타동사와 자동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오류를 자주 범한다. (8)ㄱ,ㄴ’은 자동사인 ‘끝나다’ 앞에 {-를}을 써서 

오류를 범한 문장이다. 이와 같이 동사가 주동사인지, 사동사인지를 

학습자들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터키인 학습자들은 ‘끝나다’와 

‘끝내다’, ‘나다’와 ‘내다’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 

두 동사의 주동․사동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끝나다’와 ‘끝내다’ 그리고 ‘지내다’와 ‘지내다’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 오류를 보면 다음(8)과 같다. 오류 예(9)와 (10)에서는 

여러 형의 피동 오류를 볼 수 있다. 사동-피동 교육이 2 학년 때 

이루어지는데 사동과 피동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중 하나다.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이 터키어의 그것만큼 규칙적이지 않아 이런 많은 

오류가 생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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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예(8) 사동 오류 

ㄱ. *시합을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 시합이)3 학년 

ㄴ. * 화를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 화가)3 학년 

ㄷ. *그 다음에는 남자 친구도 할 일이 끝내고 운전면호증을 

받았다.( → 일이 끝나고)3 학년 

ㄹ.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지만 할 일이 끝냈으니 

아주 행복했습니다.( → 일을)3 학년 

ㅁ. *시간이 즐겁게 지냈어요.( → 시간이 … 지났어요.)3 학년 

ㅅ. *시간이 발리 지냈습니다. (→ 빨리 지났습니다)3 학년 

ㄷ. *재 방이 매우 복잡하고 개끗하지 않아서 화가 냈어요.( → 

제…깨끗하지… 화가 났어요)3 학년 

 

오류 예(9) 피동 오류 

ㄱ. *우리 집에서 모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모여서)3 학년  

ㄴ.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팔리는 가게에 갔습니다.( → 

파는)3 학년  

ㄷ. *국을 끓고 밥을 했어요.( → 끓이고)2 학년  

ㄹ. *Giresun 성에 가고 사진을 찍혔고 구경했습니다.( → 

찍었고)3 학년  

 

오류 예(10) 

ㄱ. * 병원에 들어간 후에 MR 을 촬 되었습니다.( → 

촬 하 습니다.)3 학년  

ㄴ. *저녁을 먹어서 숙제를 시작되었습니다.( →  먹고 숙제를 

시작했습니다)3 학년  

ㄷ. *Kayseri 의 전통적인 음슥을 먹히고 구경했어요.( → 음식을 

먹이고/사 주고) 3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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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차를 마시자마자 저녁 가까와서 시장에 가기를 위해서 곧 집에서 

나갔다.( → 가까워져서…)3 학년  

 

5. 겹문장 구성 

 

5.1)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이 홑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을 ‘절’

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누어진다(문법, 2003: 162). 

 

㉮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은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사형어미 {-음}과 {-기} 또는 의존 

명사 {-것}을 취하여 형성된다.(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명사절을 

안은 문장은 {-(으)ㅁ, -기, -은 것, -는 것, -던 것, -을 것} 등의 

명사절 표지로 끝난 문장이다4. 터키어에서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

mEK}, {-mE}나 {(y)iş}로 이루어진다(연규석, 2003: 198). 

<예 1>  

ㄱ. 웃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Gülmek mutluluk getirir.  

ㄴ. 우리 집에서 학교에 가기 쉽다. Bizim evden okula gitmek kolay. 

오류 분석 결과 터키 학습자들이 의존명사 {-것}을 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명사형어미 {-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긴다. 주로 명사형어미 {-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4 안은 문장의 주어인 경우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만 허용되는데 반해, 

터키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실현된다. 

<예> ㄱ. Ali’nin Kore’ye gittiğini duydum. *나는 Ali 의 한국에 간 것을 들었다.(→ 

나는 Ali 가 한국에 간 것을 들었다). 

ㄴ. Bizim gideceğimiz yer İzmir değil mi？ *우리의 갈 곳은 İzmir 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İzmir 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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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터키어에서 겹문장을 만들 

때 명사형어미가 사용되고 따로 사용되는 의존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는 것’을 사용하는 학생은 아주 드물었다. 명사절을 안은 

문장에 대한 오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류 예(11) 

ㄱ. *저녁에는 멸치가 만들기를 생각해서 어려웠습니다.( → 멸치 

요리를 할까 생각했지만)3 학년 

ㄴ. *맛있게 먹었지만 멸치의 냄새를 맞아서 해산물이 만들기를 좋지 

않습니다.( →해산물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3 학년 

 

또한 ‘기 때문에’와 ‘기 위하여’의 혼동 문제가 크다.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로 만드는 ‘-기 때문에’는 터키어에서 ‘-DIğI için’과 대응되고 ‘-기 

위하여’는 ‘-mEk için ’과 대응된다. 학습자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 예(12) 

ㄱ. *앉다가도 배가 고프기 위해서 kumpir 을 사고 먹었어요.( →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kumpir 를 사서)3 학년 

ㄴ. *밤 한시분에 배웅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  한시반에 

배웅하러/하기 위해)3 학년 

ㄷ. 일어난 후에 아침식사를 하고 Fatma 에 Kayseri 를 소개하니까 

밖에 나갔어요.( → -에게 …를 소개하기/안내하기 위해)3 학년 

ㄹ. 친구는 걱정하지마 기 때문에 내을은 쇼핑을 하고, 구경을 하귀 

위에 계획을 했어요.( → 친구가 걱정하지 않도록)2 학년 

 

이 외에 명사절을 안은 문장의 시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이 것을 

시제 부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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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관형절 표지는 관형사형 어미 {-은, -는, -던, -을}의 4 

가지다. 이들은 모두 시제에 의해 결정된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 -

는, -던, -을}의 경우 터키어에는 미래 시제 외에 과거와 현재 시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 1>과 <예 2>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로 이러한 문장을 만들 때 오류를 일으킨다. 터키어에서는 명사가 

주어냐 비주어냐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이 달라진다. 즉 주어일 

경우에는 {-En}, 비주어일 경우에는 {-Dİğİ}로 실현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는 동사․형용사에 따른 

구분이 있다. 하지만 터키어에는 형용사가 활용되지 않아 그 대신 

‘olmak(되다)’라는 보조 동사로 같이 쓰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예 4>처럼 ‘되다(ol-)’의 뒤에 붙는다.  

<예 2>  

ㄱ. 내가 먹은 사과. Yediğim elma. 

ㄴ. 내가 먹는 사과. Yediğim elma. 

ㄷ. 내가 먹던 사과. Yediğim elma. 

ㄹ. 내가 먹을 사과. Yiyeceğim elma. 

<예 3>  

ㄱ. 가는 사람. Giden adam. (gidiyor olan adam) 

ㄴ. 간 사람. Giden adam. 

ㄷ. 가던 사람. Giden adam. 

ㄹ. 갈 사람. Gidecek adam. 

<예 4> 

ㄱ. 예쁜 여자. güzel (olan) kız. 

ㄴ. 예쁘던 여자. güzel (olan) kız. 

ㄷ. *예쁠 여자. güzel olacak kız. 

관형절을 안은 문장은 형용사의 경우 터키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시제의 변화에 따라 어미가 달라지는 경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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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했다. 관형사형 어미는 형용사의 경우 ‘형용사 어간 + {-

(으)ㄴ, -을} ’ , 동사의 경우 시제에 따라 ‘ 동 사  어간 + {-는, -

(으)ㄴ/(으)ㄹ, -을}’, 그리고 ‘명사 + {-인}’을 쓰는데 오류의 대부분은 

이러한 쓰임을 잘못 적용한 경우 다. 이에 대한 오류를 시제 부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한국어에는 용언간에 결합된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부사절 

표지이다. 터키어에는 아래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사절로 안김이 

접미사 {-cE}와 ‘ ş ekilde ’ 라 는  부사로 이루어진다. 오류 분석한 

학생들의 일기 자료에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 5> 

ㄱ.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Ben de aynı şekilde düşünüyorum. 

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O adam sessiz bir şekilde 

(sessizce) ayrıldı. 

 

㉱ 서술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이다. 그 

중에서 하나는 겹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겹문장에 서술어로 안긴 

서술절의 주어이다. 터키어에는 한 문장에 두 개의 주어가 있는 경우는 

없다. <예 6 ㄱ>에서는 터키어에 경우 {-nun}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고, 

<예 6 ㄴ>에서는 ‘가을’이 주어 대신 목적어로 나타난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 대한 교육이 1 학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 6>  

ㄱ. 철수는 키가 크다. Çolsu’nun boyu uzun. 

ㄴ. 나는 가을이 좋다. Ben sonbaharı seviy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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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절을 안은 문장 

한국어에는 한 문장을 인용절로 바꿀 때에는 문장에 조사 {-고}와 {-

라고}를 결합시킨다. 대체로 {-고}는 간접 인용절에, {-라고}는 직접 

인용절에 결합한다. 터키어에는 이러한 조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인용절에는 ‘ diye ’ 라 는  부사가 사용된다. 아래의 

<예 7 ㄴ>의 {-라고}는 직접 인용의 조사이고, <예 7 ㄷ>의 {-고}는 

간접 인용의 조사이다. 

<예 7>  

ㄱ.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Ben seni seviyorum (diye) dedim. 

ㄴ. 동생은 “이건 내 책이야”라고 소리 쳤다. Kardeşim “Bu benim 

kitabım” diye bağırdı. 

ㄷ. 아버지께서 이리 오라고 하셨다. Babam buraya gel (diye) dedi. 

 

이에 대한 오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류 예(13) 

ㄱ. * 손님들은 국을 많이 좋아하다고 말하고 karniyarik 을 초음 

먹은데도 그도 입이 맞았다.( → 좋아한다고…처음 먹는데도… 입에 

맞았다)3 학년 

ㄴ. *저도 물론이에다고 대답했다.( → 물론이라고)3 학년 

ㄷ. *의사는 스티레스 때문에 미약하는다고 했습니다.( → 

미약하다고)3 학년 

ㄹ. * 어느 학생이 어를 가르치도 싶어하다고 말 안 했어요.( → 

싶어한다고)3 학년 

ㅁ. 다음에 TV.를 좀 보고 밖에 만나다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 

-에서 만나자고)2 학년  

ㅂ. *의사 선생님은 MR 촬 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촬 을 

하라고)3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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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 {-고, -며, -나}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두 

절 사이에 관계는 대등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나뉜다. 아래의 

<예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고}와 {-아/어서}가 터키어에서는 

{-İp}으로 표현된다. 또한 터키어의 연결어미 {-İp}은 동사에만 활용할 

수 있고 <예 8 ㄷ>에서처럼 명사나 형용사 뒤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예 8>  

ㄱ. 서점에 가서 소설책을 샀다. Kitapçıya gidip roman aldım. 

ㄴ. 식사하고 숙제를 했다. Yemek yeyip ödev yaptım. 

ㄷ. 산에는 크고 작은 나무가 많아요. Dağda büyükØ, küçük ağaç 

çok.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뒷 절이 의미상 독립적이고 나열의 

의미를 갖는다. 아래 <예 9 ㄱ>에서처럼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을 

경우 터키어에서는 어미가 사용되지 않거나 ‘ve’란 접속사가 사용된다. 

또한 {-(으)나}, {-지만}과 같은 어미 대신 터키어에는 같은 접속사가 

사용된다. 이 현상을 <예 10>에서 볼 수 있다. 

<예 9>  

ㄱ. 철수는 집에 가고 나는 여기에 왔다. Çolsu eve gitti (ve) ben 

buraya geldim. 

ㄴ. 문을 잘 잠그고 나왔다. Kapıyı iyi kilitleyip çıktım. 

<예 10>  

ㄱ. 그는 집에 갔지만 가방이 여기 있다. O eve gitti ama çantası 

burada. 

ㄴ. 비가 오나 바람은 불지 않아요. Yağmur yağıyor ama rüzgar 

esmi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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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서 연결어미 중 대등적 특징을 가진 {-고}, 

{-아/어서}의 사용에 대한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다. 그 이유는 

터키어에는 한국어 {-고}와 {-아/어서}가 동일한 어미 ({- İ p})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고}와 {-아/어서}의 혼동을 볼 수 있는 오류들은 

다음 (14)와 같다.  

오류 예(14) 

ㄱ. *조금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Zeynep 하고 남자 친구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집에서 떠났습니다.( → 조금 더… -

라고 하고) 3 학년 

ㄴ. *우리 집에서 모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모여서) 3 학년 

ㄷ. * 화가 끝났 후에 배가 고파서 D. 식당에 가고 피자를 

먹었다.( → 가서) 2 학년  

ㄹ. *그 친구와 같이 만나고 시내를 구경했다.( → 만나서) 2 학년  

ㅁ. *다음에 코피셮에 가고 tabu 를 쳤다.( → 가서) 2 학년 

ㅂ. * 방친구들과 같이 식당에 가고 아침 먹을 먹었어요.( → 가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2 학년 

ㅅ. *먼저 이모 집에 가고 차리하기를 돴어요.( → 이모 집에 가서 상 

차리는 것을 도와 드렸어요). 2 학년 

ㅇ. *집에 가고 가방 놓고 바로 나갔어요.( → 가서) 3 학년 

ㅈ. *한 큰 상점에 들어가고 옷들에 보러 시작했어요.( → 들어가서 

옷을 보기) 3 학년 

 

2 학년 학습자들이 복합문을 만들지 못하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연결형 어미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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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절+주절 식으로 {-(으)면}, {-(으)니(까)}, {-는데}, {-(아/어/여)서} 

등의 연결어미와 이루어진다. 아래의 <12 ㄱ>와 <12 ㄴ>에서 한국어 

문장에서 같은 연결어미 {-면}이 사용되지만 터키어에서는 두 개의 

다른 연결어미가 사용된다. 이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유형의 오류를 볼 수 있었다. 

<예 11> 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했다. (Ben) eve gidip temizlik yapt

ım.  

<예 12>  

ㄱ. 봄이 오면 나무에 새싹이 나온다. Bahar gelince a ğ açlar 

tomurcuklanır. 

ㄴ. 그 사람이 오면 이 편지를 전해 줘. O adam gelirse bu mektubu 

ilet.(조건) 

 

(15) 

ㄱ. *집어 볼아오면 아주 피곤해서 책만 읽고 일찍 잤습니다.( → 집에 

돌아왔을 때) 3 학년 

ㄴ. *밖에 나면 뜻밖에 비가 왔습니다.( → 나가니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3 학년 

 

터키어의 경우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고}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아/어/여서}의 구분이 없다. 터키 학생들이 이어진 

문장의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78)과 같이 

학생들은 {-(으)니까}와 {-아/어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이 두 연결어미를 같이 묶어서 차이를 다루는 것이 좋다. 

이외에 겹문장에서 여러 연결어미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는데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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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내에 친구들과 만나고 화를 보다고 극장에 갔다.( → 

만나서… 보려고)2 학년  

ㄴ. *우리는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했다.( → 마시며)2 학년  

ㄷ. 집에 오는 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식사를 먹었어서 저도 그들에 

참여했습니다.( → 집에 왔을 때 … 식사를 하고 계셔서…)3 학년 

ㄹ. 병이 날 겸 가족을 보고 싶을 겸 어제는 제 고향에 왔습니다.( → 

병이 회복될까 봐서 그리고 가족을 보고 싶어서)3 학년 

 

 

6. 결론 

 

이 연구에서 한국어와 터키어를 통사론적으로 대조 분석하고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쓴 일기 자료를 통사 중심으로 분석하 다. 대조 

분석할 때 어순, 시제, 피동-사동 그리고 겹문장만을 다루었다. 오류 

분석 자료에는 서법이나 부정법 그리고 대우법에 대한 오류들도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아 이 세 부분에 대하여 대조분석 및 오류분석을 

하지 않았다.  

터키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피동-사동 사용과 겹문장 그리고 안은 

문장의 시제 부분에서 많은 혼동을 겪는다. 한국어의 시제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학습자들이 특히 안은 문장의 시제에 대해 많은 오류를 

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터키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의 습관을 형성해주는데 있어 

두 언어간의 차이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문법, 어휘, 텍스트 구조 등을 대조하여 두 언어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와 터키어에 대한 

대조 분석 연구는 터키인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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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속담은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민중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의미를 담아 비유적인 기교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한 민족의 의식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속담의 형태와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인간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진실을 담은 속담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후, 지형, 생활 양식, 사고방식 등과 같은 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형태의 속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같은 나라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 사회구조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원래의 뜻이 바뀌거나, 공감도가 낮아져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반어적 의미로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속담은 언어적 형태를 갖추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반 하며 

민족의식과 시대적 변화를 지니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시에 한국 속담을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언어 표현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물론 속담에서 

사용되는 어휘, 문법, 의미의 측면에서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가 

많고,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한국어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조현용, 2007). 하지만 속담을 어휘나 문법으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익히고 그와 관련된 한국 문화와 

속담 유래 등과 연계해서 교육한다면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리아는 지리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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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때는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로 

불가리아학습자들이 한국속담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속담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빈도가 

높은 속담을 불가리아 모국어 속담과 비교 분석하여 설명한다면 교육 

효과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속담과 불가리아 속담을 

비교하여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가리아학습자를 위한 한국속담 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불가리아와 한국 속담 비교 

속담은 불가리아어로 ‘pogovorka (поговорка)’와 ‘poslovitsa 

(пословица)’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된다. 『새 불가리아어 사전』

(1997)에 보면 ‘pogovorka’ 1 는 ‘민중의 지적 창조물로 어떤 현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잘 담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결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poslovitsa’2는 

‘민족의 지혜를 담은 말로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로 그 뜻을 정하고 있다. 한국어와 달리 

불가리아어에서는 속담을 문장 구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속담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즉, 속담은 사람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지혜를 비유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 그 

민족의 생활양식과 사고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속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잘 반 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의 생활과 사회와 가장 접하게 연결되어 자주 거론되는 

주제 중에서 ‘말, 가족’을 선정하여 한국 속담을 분류하고 그와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뜻을 지닌 불가리아 속담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예) От ден до пладне (아주 가끔). 
2 예) Цървули няма, гайда иска (짚신도 없는 주제에 백파이프를 가지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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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말과 관련된 속담 

① 말의 중요성 

한국 속담과 불가리아 속담 모두 말로써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말 잘하고 빰 맞을까. 

2)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내린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2)' Блага дума железни врати отваря (좋은 말이 철문을 연다)/ 

Добра дума – златен ключ (좋은 말은 금 열쇠와 같다)/ Добрата 

дума цена няма (좋은 말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다).3 

 

두 나라 속담 모두 말을 금과 돈에 비유를 하며 좋은 말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② 말조심, 신중한 태도 

두 나라 속담 모두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말의 

어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3)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4)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4)' Казана дума – хвърлен камък (이미 한 말은 던져진 돌과 

                                            
3 같은 의미의 속담은 하나로 묶었고, 한국속담과 불가리아속담 중에서 의미가 같은 것은 

같은 번호를 붙 으며 유사한 두나라 속담을 구분하기 위해 불가리아에는 같은 번호에 

‘'’를 달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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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5)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6) 하고 싶은 말은 내일 하랬다 

6)' Мери си езика (혀를 잘 재라). 

 

예 (7), (7)'에서는 한번 내뱉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할 말만 가려서 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주위에 항상 듣는 사람이 있음을 한국 

속담에서는 '새', '쥐'와 같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냈고, 불가리아 

속담에서는 벽을 의인화하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말이 빠르게 전달됨을 한국속담 (8)과 불가리아 속담 (8)'에서 '발 없는 

말', '참새'나 '말'에 비유하여 언급하고 있다.  

 

7)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7)' И стените имат уши (벽에도 귀가 있다). 

8) 발 없는 말이 천리 길 간다 

8)' Бърз кон стига, бърза дума не може (빨리 달리는 말은 따라 

잡을 수 있지만 인간의 말은 멈출 수가 없다)/ Думата не е врабче, 

ама като я изпуснеш, не се улавя (말은 참새가 아니지만, 말을 

놓치면 잡을 수가 없다). 

 

또한 (9), (10), (10)'에서는 말을 개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두 나라 속담 모두 ‘혀’를 ‘말’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고, ‘말’이나 ‘혀’를 날카로운 칼이나 뼈를 부실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비유하여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충고한다. 불가리아어에서 ‘혀’와 ‘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език’이라는 동음이의어로 번역되는 것으로 말과 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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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9) 들은 귀는 천년이요 한 입은 사흘이다. 

10)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 칼에 찔린 상처는 

쉽게 나아도, 말에 찔린 상처는 낫기 어렵다/ 말로 해치는 것이 칼로 

해치는 것보다 무섭다. 

10)' Езикът кости няма, но кости троши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실 수 있다)/ Езикът по-зле сече от ножа (혀는 칼보다 더 

나쁘게 자른다)/ Остра дума в сърце влиза (날카로운 말은 심장 

속으로 들어간다)/ По-тежък е зъл език от пет турски саби 

(악담은 터키 칼 5 자루보다 더 무섭다)4. 

 

③ 말이 많음을 경계하는 태도 

두 나라 속담에서 모두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말을 적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됨으로 말을 적게 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고 한다. 

 

11)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이 말을 만든다. 

11)' Много приказки – празни приказки (말이 많으면 말 속에 

든 것이 없다)/ Много думи гладуват (말이 많으면 굶는다). 

12)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13)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랬다. 

13)' Повече слушай, по-малко говори: затова имаш две уши, 

а една уста (말은 조금하고 더 많이 들어라. 그래서 귀가 둘이고 입이 

                                            
4 불가리아는 14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옛 식민지 시절에 

대한반감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속담을 더러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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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있는 것이다). 

 

④ 타인의 험담을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행동하며 험담을 하거나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쉽게 하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14)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15)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 

16)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 

17) На чужд гръб и сто тояги са малко (남의 등을 때릴 때는 매 

백대도 적다). 

 

한국속담 (14), (15)에서는 남의 말은 쉽게 하고 남의 험담을 할 때는 

더 적극적인 사람의 속성을 지적하고 있고, 불가리아속담 (17)에서는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더 냉철하고 더 

혹독한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있다. 

 

⑤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수단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써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18) 말하면 백 냥 금이요 입 다물면 천 냥 금이라. 

19) 잠자코 있는 것이 무식을 면한다. 

20)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21) 말로는 사람 속을 모른다. 

22) Човек се по приказката познава (사람은 말로써 평가된다)/ 

Какъвто е човекът, такива му и думите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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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В огледалото се вижда лицето, а в приказките – 

сърцето (거울에는 얼굴이 보이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한국속담 (18),(19)에서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속담 (22)에서는 말을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속담 (21)에서는 말로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으므로 말을 들어서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⑥ 여성 비하 

한국은 예로부터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사회를 지배하 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를 드러내는 여성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 많다. 유교사회에서는 여자의 입과 행동에 족쇄를 채우고 

말 많은 여자를 경시했고 여자들의 말은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하 기 

때문이다. 

 

24) 여자가 말 많으면 과부가 된다. 

25) 여자가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여편네 셋이 모이면 접시 구멍 

뚫는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여자가 셋 모이면 

하나는 저 저 하다 만다5/ 계집 입 싼 것/ 계집의 주둥이는 사기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26) Бъбривата жена никой не милува (수다스러운 여자는 어느 

누구도 곱게 보지 

않는다). 

27) Женски език от турска сабя по-остър (여자의 혀는 터키 

                                            
5  남자에 대한 한국 속담에서 나타난 남자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에서의 위치를 전혀 

다르게나타내고 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남자가 상처하는 것은 과거할 

신수라야 한다’는 남자가 셋이 모이면 무슨 일이든 해 낼 수 있으며, 남자가 상처해서 새 

장가를 드는 것조차도 하나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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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보다 더 날카롭다). 

 

여자와 말과 관련된 한국속담에서는 여자를 수다스러운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하며, '여자'라는 말 대신 '여편네', '계집', '주둥이'처럼 

여자를 낮춰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 속담에서는 한국속담처럼 

여성을 극히 비하하는 표현은 없지만, 여자가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며 

여자의 말이 날카롭고 매서움을 과거 터키 식민지시절 

불가리아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터키 칼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⑦ 거짓말에 대한 태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두 나라 속담 모두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거짓말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거짓말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는 동시, 거짓말이 때로는 득이 될 때도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28) 거짓말이 사흘 안 간다/ 거짓말은 십 리를 못 간다. 

28)' На лъжата краката са къси(거짓말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Лъжата върви по-напред, ама далеч не стига (거짓말은 

더 앞서서 가지만 멀리는 못 간다). 

29) 거짓말은 도둑놈 될 장본 

29)' Който обича да лъже, той обича и да краде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둑질도 좋아한다). 

30) Лъжливият и скъперникът лесно се спогаждат 

(거짓말쟁이와 구두쇠는 쉽게 친해진다). 

31) 거짓말하고 뺨 맞는 것보다 낫다/ 거짓말도 잘 하면 오히려 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31)' Понякога и лъжата си има място (때때로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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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Който излъже един път, сто пъти право да казва, не му 

хващат вяра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백 번을 참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Ако излъжеш един път, не ти вярват 

довека (한번 거짓말을 하면 원히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Лъжливият и право да казва, не му вярват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해도 그를 믿지 않는다). 

 

두나라 속담 모두 거짓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탄로가 난다고 

'거짓말이 멀리 못 간다', '거짓말은 다리가 짧다'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말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고, 불가리아 속담 (32)에서는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며 거짓말을 한번만 해도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한국속담 (31)과 불가리아속담 (31)'에서는 

거짓말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2. 가족과 관련된 속담 

가족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국 속담과 불가리아속담은 

서로 유사한 것이 많다. 두 나라 모두 과거로부터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가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나 그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한 이념들을 초월하여 인간이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속담 속에 나타난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관계와 

감정 및 태도는 상당히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종교적 이념이나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에 따라 가족간의 관계는 각각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국의 도덕적 가치 규범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유교는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했는데, 가장을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다른 가족들을 예속시켰으며 삼종지도, 칠거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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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이부 등 여러 가지 도덕률을 만들어 여성을 가부장적 가치관 속에 

가두어 억압하 다. 이러한 유교적인 이념들은 한국속담에서도 그대로 

반 되고 있어서 여자들을 비하하고 남성우월적인 사고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불가리아도 과거에는 가부장제도가 있어서 가장의 

힘이 중시되었고 가장은 집안을 대표하고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여성은 집안 일을 돌보고 자녀 양육을 하는 존재 다. 그러나 한국처럼 

여러가지 불평등한 규율로 여성의 행동을 구속하거나 비하하지는 

않았다. 2 차 세계대전 후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성인남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고나 남성중심주의 사회는 점차 

남녀평등사회로 바뀌게 되었지만, 현대사회에도 가사노동이나 육아 

책임은 여전히 여자에게만 가중되어 있다. 

 

① 형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속담 

두 나라 속담 (33), (33)' 모두 형제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속담 

(35)에서도 나타나듯 형제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존재로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속담 (34)를 보면 한국에서는 가까운 

혈육인 형제보다는 친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33) 형제는 잘 두면 보배, 못 두면 원수. 

33)' Брат за брата умира, ама и брата убива (자기 형제를 

위해서 죽지만, 자기 형제를 죽이기도 한다). 

34) 형제 없이는 살아도 친구 없이는 못 산다. 

35) Чедо си раждаш, брат не можеш (자식은 낳으면 되지만 

형제는 그럴 수 없다)/ Брат брата не храни, но тежко му който го 

няма (형제 덕에 먹고 살지는 않지만, 형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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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속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속담이나 불가리아 속담 

모두 자식은 똑같이 사랑스럽고,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고슴도치', '개구리', '까마귀' 등의 하찮은 

동물들의 애정과 비교하며 인간의 자식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속담 (38)에서는 잘된 자식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속담 (40), (40)', (41), (41)', (42), (42)', (43), 

(44), (44)'에서는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주는 자식이지만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끝이 없음을 깨우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 속담 

(46)에서는 어머니의 중요성과 자식을 둔 어머니 존재의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36)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다. 

36)' Една майка все едни деца не ражда (어떤 어머니라도 

같은 자식을 낳지 않는다). 

37)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37)' Пет пръста има човек, който да му отрежат – все боли 

(사람이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어떤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도 항상 

아프다). 

38) 곡식도 잘 된 것을 더 만져 보고 싶다. 

39) 부모는 자식이 한 자만하면 두 자로 보이고, 두 자만하면 석 자로 

보인다/ 자식은 내 자식이 커 보이고 벼는 남의 벼가 커 보인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 

39)' Мили са собствената дъщеря и чуждия хляб (자기의 딸과 

남의 빵이 좋아 보인다)/ Жабата на жабчето си хубче му казва 

(개구리도 자기 새끼보고 예쁘다고 한다)/ И гарванът счита своите 

птиченца красиви (까마귀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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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40)' Има Родителска обич, но не и синовна (부모의 사랑은 

있지만 자식의 사랑은 없다). 

41)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자식이다. 

41)' Малки деца – малки ядове (아이가 어리면 속도 덜 상한다). 

42)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42)' Много челяд – много ядове (아이가 많으면 화낼 일도 많다). 

43) 무자식이 상팔자. 

44) 부모는 문서 없는 종이다. 

44)' Бащата и майката се жертвуват за децата с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 

45)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45)' Дете, което не слуша баща си и майка си, хаир няма да 

види (아버지와 어머니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긴다). 

46) Дете без баща е полвин сираче, а без майка цяло 

(아버지가 없으면 반 고아이고 어머니가 없으면 완전 고아다)/ 

Майчино око се не лъже (어머니의 눈은 거짓말을 안 한다). 

 

③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속담 

고부간의 갈등은 두 나라 속담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특히 한국 

속담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평과 박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속담이 유독히 많다. 한편 사위에 대한 장인, 장모의 태도는 아주 

상반적으로 나타난다. 사위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며 아끼는 

존재이지만, 자식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47) 고양이 덕과 며느리 덕은 느끼지 못 한다. 

48) 며느리 잘못 들이면 온 집안 망한다 

49) 며느리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배 썩은 것은 딸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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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 

49)' Всяка свекърва своята снаха мрази (모든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미워한다). 

50)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티 더 한다/ 홀시어머니 며느리 

볶아대듯 달달 볶는다. 

50)' Свекървата забравя, че и тя е била някогао снаха 

(시어머니는 자기도 한때 며느리 음을 잊고 산다)/ Кълне като 

свекърва (시어머니처럼 악담하다). 

51)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52) 시누이는 고추보다 맵다. 

53)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예뻐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뻐드렁니에 애꾸라도 예뻐한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위 사랑은 

장모 

54) 사위는 백 년 손이다. 

54)' Зетят цял живот си остава скъп гост (사위는 인생의 귀한 

손님으로 남는다). 

55) 사위 자식 개자식/ 미운 놈 보려면 딸 많이 낳아라. 

55)' Зет като мед до обед (점심까지만 꿀 같은 사위)/ Зет син 

не става, нито снаха – дъщеря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고 며느리도 

딸이 될 수 없다). 

56) 딸 없는 사위 

56)' Като ми умре дъщерята, защо ми е зетят? (내 딸이 

죽으면 사위가 무슨 소용인가?) 

 

한국 속담 (47), (48), (49), (50)과 불가리아 속담 (49)', (50)'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박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 속담 (48)은 

가족 화합을 위한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집안 흉사를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불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속담 (51), (5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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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시누이사이의 갈등이 드러난 속담도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속담 모두 사위에 대한 태도는 며느리와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 

한국과 불가리아에서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어머니와 아내라는 두 여자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까지 얽혀서 고부간의 

갈등이 더 많았지만, 사위는 딸을 거두어 돌보며 사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위는 ‘백년 손’이나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임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위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는 남이라는 서운한 

감정을 속담 (55), (55)', (56), (56)'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3.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속담 교육 방안 

속담은 문화와 연관성이 깊고, 한 민족의 의식구조가 잘 반 되어 

있다. 그래서 속담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는 물론 사고 방식이나 

행동양식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속담은 대중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상 거리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유사한 속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지리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 가치관, 종교 등의 향을 받아 자기 

민족만의 특징을 지닌 속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속담 교육에 응용한다면 더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가리아 학습자에게 속담을 통한 문화, 언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속담의 의미 설명 

속담은 표면상의 의미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면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속담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어의 

문법이나 문어적인 요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분리하여 어휘, 

문법 및 문장 구조를 따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관용구처럼 하나의 

표현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속담을 한국말로 다시 쉽게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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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것도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를 ‘말은 더 늘어가고 떡은 더 줄어든다’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3.2. 속담이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상황 제시 

어떤 속담을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대화문과 함께 제시하고, 그 속담과 

연관된 과제로 역할극을 함으로써 실제상황을 연출하여 직접 속담을 

활용해보도록 한다. 

 

(예) 속담 ‘내 코가 석자다’ 

수경: 언니,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 

수미: 그래? 

수경: 언니가 좀 도와줘. 

수미: 나도 바빠. 오늘 할 일이 잔뜩 렸어. 

수경: 그래도 좀 도와줘. 

수미: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니? 

자기 처지가 다급하여 남의 처지를 헤아릴만한 여유가 없음을 

설명하는 속담 ‘내 코가 석자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3.3. 속담 속에 담긴 문화 학습 

속담의 유래나 속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 문화를 함께 

학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을 가르칠 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나 ‘떡’에 

대한 시청각자료를 제시하거나 특징 및 조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 

음식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3.4. 속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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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을 주제나 소재 별로 묶어서 두 나라 속담을 비교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문화 간의 차이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 본다. 인간의 오랜 경험과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속담은 

보편적인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속담과 비슷한 불가리아 속담을 

예로 들어 비교 설명하고, 서로 상반된 생각을 담고 있는 속담은 두 

나라간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간의 차이와 연계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3.5. 주제토론 

새로운 속담을 배우고 과제활동 및 자국어의 속담과 비교 분석한 후 

주제토론으로 확장연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의 4 학년 한국어 수업은 토론과 쓰기 위주이기 때문에 속담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도 말하기능력과 사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련 속담 학습 후에 ‘불가리아 사회 속의 

여성의 위치’, ‘현대 불가리아 사회에 아직도 고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가?’, ‘가부장제의 장점과 단점은?’ 등으로 주제를 정하여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쓰고, 그 글을 토대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다. 

 

4. 맺음말  

속담은 한 민족의 문화를 반 하고 민족 의식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 함께 그 나라 문화도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을 잘 활용하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불가리아와 한국속담을 두 가지 주제, 즉 

‘말과 관련된 속담’, ‘가족과 관련된 속담’으로 분류하여 비교하 으며, 

이러한 속담의 비교문화적 분석을 통해 불가리아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외국인을 위한 속담 교육을 위한 교육용 속담을 다양한 주제별로 

세분하여 학습자 자국어의 속담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한국 문화를 흥미롭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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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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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들어 간학문적(間學問的) 통합이 세계적으로 대학들에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다. 간학문적통합이란 어떤 두 개 이상의 학문이 같은 

방식에서 혹은 같은 수준에서 새롭고도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 신개념적 학문을 일컫는다.1  즉 같은 개념이나 방법, 절차 등 둘 

이상의 학문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개념을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지학 등의 

자연과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되어 여러 관점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한 학문으로부터 온 개념 또는 방법이나 절차를 다른 학문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고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실험방법은 사회적 

행동이나 심리적 행동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한국학과의 역사는 짧지만 (1995 년개설) 

교수들이 십오년간 쌓아온 경험을 살려 이 통합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한국 전래 동화 및 민속 

놀이를 통해 한문을 가르치는 방법, 역사와 경제 통합, IT 와 한국 전래 

동화 통합 등으로 한국문화나 역사, 문학을 접할 수 있는 방법 등 그 

소재가 아주 다양하다.  

 

2. 한국역사.한국문학 통합과정 

소피아 대학 한국학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2008 년) 한국현대사를 

                                            
1 http://mybox.happyca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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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 가르친 다음 2009 년 첫 학기에는 문학수업과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한 바 아주 흥미롭고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수업 자체가 단순한 

강의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생각하고 같이 의논할 시간이 많았고 

학습자들 본인의 창조성을 유발시킬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역사와 문학간의 긴 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문학 속에 

나타난 형상이 희미해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도 있기도 한다.  

소피아 대학 한국학과의 한국문학 역사 통합 과정의 교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현대문학사 교사와 한국현대역사 교사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동시기의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 그리고 해당 

문학 작품에서 나온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그 문학 

작품에서 제기된 역사 문제를 찾아 상호 토론한 후 몇 건의 논문도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 과정은 모두 15 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한 주일에 세시간을 가르치고 그 중 한 시간은 역사, 또 다른 한 시간은 

문학사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주어진 과제물에 

대해 토론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15 주동안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 

기간동안 다루는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7 세기 후반부터 19 세기 후반까지의 한국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 경제 모델이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 다. 경제 발전 모델 (macromodel)이란 일반적으로 수식을 

사용해서 경제지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량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매크로모델이란 경제성장율을 중심으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물가, 기업수익 등 경제전반의 지표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 

매크로모델의 사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수입정책의 활용효과, 

                                            
2 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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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의 효과 등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나, 

경제지표상호간의 균형이 취해졌는가 아닌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자유경제모델이 있을 때는 정부가 산업에 직접적인 

역할을 주지 못한다. 이후 경제 대공황 (1929-1933) 때 자유경제모델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요 감소와 장기 경제 침체 

(stagnation)가 있어서 더 이상 긍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 않았다. 

 

16 세기 말의 한국은 임진왜란과 17 세기의 만주침략으로 한국의 

경제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회경제적 충돌이 심한 시기 다. 그때 

중앙 정부가 소외의 정치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런데 봉건제도식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국의 위기가 더 심화되었다. 그때의 

한국은 은자( 隱 者 ) 왕국(중국 이외에는 접촉을 끊었던 1637-

1876 년경의 조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개화기 시대 들어서 문화, 

문학, 정치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 문학은 시대를 반 하는 산물이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문학도 변화한다. 문학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새롭게 변화하 는가는 그 시대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같은 시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국 근대사에서 이른바 개화기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례적인 통치양태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 변천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역사 내용을 전제로 학습자들은 먼저 한 시간동안 각각 

역사와 문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서는 예를 

들어`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시를 읽고 이를 함께 번역한다. 그리고 

이 강의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1) 이 시 속에 서양문화를 무시하는 유형의 내용이 있는가?  

2) 그 시기의 한국의 원수는 서양이었는가?   

3) 유교에 대한 비판을 그 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학습자들이 토론한 학습물로 ‘계몽운동에서 젊은들이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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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주제가 주어진다. 

 

2.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초까지의 한국 

1867-68 년대의 한국에는 중앙정부체제가 생겼다. 정부가 자원을 

모으고 모든 산업들을 통제했다. 그 당시 한국은 실학이 활발했다. 실학 

발생 당시의 사회·경제는 봉건제가 붕괴되고 있으면서 근대사회 성립의 

역사적 전제가 마련되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학자들은 

정통적 성리학자들의 가치계서적인 사농공상관(士農工商觀)을 부정하고, 

상업활동을 윤리적·가치적으로 정당화했다. 상공업에 대한 구래의 

천업관 (賤業觀)· 말업관(末業觀)을 부정하고 상공업 활동의 가치가 농업, 

나아가서는 사(士)와도 동등하다고 강조했다3. 

19 세기말과 20 세기초에 한국 문학 작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인공들의 사고방식과 소설, 시 형태가 달라 고전문학과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 1917 년에 이과수 작가가 ‘무정’이라는 신소설을 써서 그 

내용과 형식에 많은 새로운 경향을 볼 수가 있다. 학습자들이 무정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1) 주인공들의 사고방식이 옛시대와 어떻게 다른가?  

2) 소설속에서 미국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3) 1917 년 일본 식민지 시대때 쓴 소설속에서 일본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3. 1920 년대 제 1 차 공업 시대의 한국  

경제사에서, 공업시대란 산업 혁명 이후 대규모로 공업생산이 

이루어진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4. 처음에 한국에 공업 시대가 시작했을 

때 바로 일본 식민지 시대때 다. 1910-1920 년 사이에 일본이 한국이 

                                            
3 http://100.nate.com/dicsearch. 
4 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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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생산하도록 만들고 일본군대를 위해 많은 양을 이용하 다. 

1920 년 이후에 한국에 식품 산업과 섬유 산업이 시작한 것도 일본 

재벌이 투자 덕분이었다. 1931 년도에 중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일본의 경제발전 덕분에 한국의 경제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한국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일본제국을 위한 

발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 년대의 제일 유명한 시 ‘진달래꽃’이 나타났다. 

‘진달래꽃’은 1925 년 발간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된, 

이별의 슬픔을 한국 고유의 정서로 드러낸 서정시이다. 수미상관의 

형태로 이뤄진 이 시는 4 연 12 행으로 이루어졌고 7·5 조의 음수율과 

3 음보 민요조의 전통적 리듬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진달래꽃’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기도 하 고 

한편 식민지와 그 시대에 한국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 한국인의 한(恨)을 대표로 하는 이 시는 온 민족이 느끼는 한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진달래는 희생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  

학습자들이 토론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그 시에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2)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가? 

3)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과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4. 30 년대의 한국.  케인스 모델. 일본의 중앙 집중체제 모델 끝  

세계적으로 보면 1930 년대에 케인스 모델이 생겼다. 케인스 

(Keynes, John Maynard, 1883-1946) 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국의 경제학자로, ｢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이라는 저서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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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에서 실업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이론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흐름을 보는 

거시경제학의 효시가 됐다. 그의 이론은 1930 년대의 세계 대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루스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이 수립한 

뉴딜정책의 근본 이론으로도 활용되었다.  

1970 년대에 들어서 J. M. 케인스의 재정금융정책에 반대하여 M. 

프리드먼이 제창한 새로운 화폐수량설에 입각한 금융정책이 새로이 

나타났다. 1960 년대 케네디 대통령 당시의 미국경제는 케인스이론에 

지배되었다. 더욱이 이론적으로는 P.A. 새뮤얼슨의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종합이라는 이론과 더불어 이 시기는 

케인스학파의 전성기 다. 신고전파적 종합이란, 고전파의 자유방임주의 

(自由放任主義), 신고전파의 재정금융정책과 미시적문석, 케인스의 

재정정책과 거시적 문석을 종합한 입장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프리드먼은 이론적으로는 신고전파적 종합에 대립하는 

화폐이론과 금융정책을 내세웠다. 그 배경은,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경제는 케인스이론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과 완전고용수준이 불균형상태에 직면하게 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0 년대에 들어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앙 집중 

체제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30 년대에 김 랑 (1903-1950) 시인이 정지용, 박용철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에 가입하여 동지에 여러 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하 다.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이 무렵 쓴 

시이다. 이 시가 쓰여졌을 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고 

(1932)라는 나라를 세웠고 몇 명의 역사학자에 따라 바로 그때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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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시작한 것이다. 다른 식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이에 미국과 소련이 한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다. 

학습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1) 이 시에서 모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 30 년대에 한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 

3) 역사적으로 보면 1930 년 당시는 한국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가? 

 

5. 40 년대의 한국. 태평양 전쟁  

1937 년 일본 제국이 중화민국을 침략한 이후 1941 년에 미국은 

일본 제국에 경제 제재와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 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제국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참전하여 1945 년 8 월 15 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까지 태평양과 아시아의 역에서 

벌어진 전쟁을 태평양 전쟁 (太平洋戰爭, Pacific War,)이라 한다. 

태평양 전쟁 이 전에 1940 년에 일본 제국이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했고 계속해서 일본국민화를 실행했다. 

2 년간의 의무 징집을 실시하고 한국 농민들이 기아에 빠지고 도시의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으로 혹사 당했다. 한국의 모든 생산의 70%가 

일본이 이용했다. 그때 한국에 2 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의 

40%가 여자와 청소년들이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그 시기가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으므로 이를 암흑기라고 한다.  

제 2 차 세계대전 종반에 소련 흑해 연안의 얄타에서 

미국· 국·소련의 수뇌들이 모여 독일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회담(1945. 2. 4~11)은 얄타회담이었다. 그 결정에 따라 

소련이 도쿄에 전쟁을 선포하고 1945 년 8 월에 일본이 항복했다.  

1940 년대는 한국 식민지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으로 암흑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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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당시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음식과 관계가 있는 단어가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백석의 시속에는 150 종류의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30 년대 후반부터 한국민족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백석의 시를 보면서 30 년대 40 년대의 

한국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준다.  

 

6. 분단시기와 한국전쟁. 시장경제추구모델    

한국은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절은 1945 년 

8 월 15 일 제 2 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여 항복하게 되어 

한반도가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광복 이후 곧이어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해 주둔함으로써 군정이 시작되었고, 이 기간에 좌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결국 1948 년에 대한민국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후 정부가 수립되었고, 9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이 

수립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다. 1950 년에는 한국전쟁을 거쳐 

한반도 남한과 북한으로 확실히 나뉘게 되었다. 제 2 차대전 이후에 

일본에 시장경제 추구모델이 생겼다. 일본식 Keiretsu 그룹과 공업이 

활발했다.  

광복절과 한국전쟁 이전에 김동리가 1936 년에 ‘무녀도’ 라는 자신의 

대표작을 썼다. 학습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대답해야 할 유일한 

질문 하나는 ‘그 당시 한국인들은 누구를 원수로 여겼을까?’ 라는 것이다.  

해방 후부터 1950 년대 말까지의 시기를 원조의 시대, 그리고 그 

시기의 경제를 원조경제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우선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해 외형적으로 막대한 양의 원조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고, 이 

원조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물적 기반을 이루면서 한국의 경제를 대외 

종속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후진경제 일반이 경제 내부의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50 년대 한국경제도 



문학을 통해 가르치는 한국 현대역사 

 -56- 

경제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전개되어 왔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일련의 자본주의화 정책, 예컨대 

농지개혁이 있었다.  

한국 전쟁이 각 나라에 미친 향이 있었다. 3 년간의 한국전쟁이 

미친 결과와 향은 실로 엄청났다. 인명피해와 산업시설의 파괴라는 그 

결과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아마도 역사상의 어느 전쟁보다도 

파괴지향적, 살상지향적 전쟁이었을 것이다. 약 400-500 만에 달하는 

인적 피해와 전 산업과 전국토의 대부분을 파괴시킨 물적 피해는 

엄청났다. 인적물적 피해에 있어 남한 대 북한, 유엔군측 대 공산군측의 

비율은 대략 1 대 2-3 의 비율이었다. 그만큼 북한측의 피해가 컸다. 

예컨대 북한의 주요 산업지대 던 원산은 종전 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며 말짱한 건물은 한 채도 없었고 공장들도 땅에 파묻혀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거의 전 도시에서 마찬가지 다.  

전쟁후의 경제 회복도 빠른 편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53 년에서 

1961 년 사이에 한국의 경제발전지수가 3,9%로 아주 낮은 지수 다5.  

 

  7. 한국전쟁후. 카인의 후예   

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을 맞이하 다. 광복 

직후 한반도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등이 치안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혼란한 해방정국 상황을 일시적으로 수습하 으나, 9 월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정책과 포고령으로 불인정 되었고, 곧이어 한반도에는 군정기를 

맞게 된다. 군정기 기간동안 좌∙우익 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좌우합작운동등 추진되었으나 구심점을 잃게되었다. 계속되는 좌, 우익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남북 각각 단독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하 다. 특히, 1950 년 전쟁을 

겪으면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하 고, 분단은 더욱 

                                            
5  http://mybox.happyca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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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되고 기반시설은 대부분 초토화되어 남북한 사이간의 상호 

불신이 더욱 깊어 갔다. 

황순원은 1915 년 평양에서 가까운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제안(齊安)이고 모친은 장찬붕(張贊朋), 

부친은 황찬 (黃贊永)으로 그의 부친은 3.1 운동 때 평양 숭덕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평양 시내에 배포한 일로 

옥살이를 했다. 서울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취임한 황순원은 지속적으로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1953 년에는 장편 작가로서의 그를 인정받게 한 

장편 ‘카인의 후예’를 발표한다.  이 소설의 제목인 '카인의 후예'는 

8·15 전후의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카인은 성서에서 인류 

최초로 형제를 살해한 인물이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카인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 광복과 좌·우익의 싸움과 토지 개혁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카인'은 당시 한국 민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카인의 후예’ 소설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1) 이 소설은 어느 소설의 주제와 비슷한가? 

2) 작가가 이 글을 쓰게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3) 현대 입장에서 주인공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8. 60 년대의 대한민국  

박정희 (1917-1979)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 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의장, 그리고 1963-1979 (1963~ 

1972 까지는 국민투표)까지 대한민국의 제 5, 6, 7, 8, 9 대 대통령을 

역임하 다. 박정희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으로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남한을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특히 

도시화와 다르게 새마을운동은 농촌발전에 대한 성공적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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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존경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선호도와 공적 평가 등에 대해서 1 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1962sus 3 월 17 일 수출진흥법 등 16 개 법령을 공포하여 

수출진흥정책을 수립하 고, 제 2 공화국 정부가 기획 중이었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울산 공업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며 

경제 발전을 모색한다. 

1962 년부터의 제 1 차 경제 개발 계획은 사회, 경제의 반복되는 

빈곤을 벗어나고 자립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 다른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고속도로의 건설, 항구 건설 등의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갖추는 데 주력하 고 1967 년부터의 제 2 차 경제 

개발 계획은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회 지향적인 공업화를 위해 힘쓰고 공업 구조를 근대화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했다6. 

1957 년도에 쓴 김수 의 ‘눈’시는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 시를 

보면 그때부터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시를 번역한 다음 학습자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1) 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2) 시인 즉 지식인이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3) 그 시의 결론은 무엇인가? 

 

9. 70 년대의 한국. 유신 헌법. 산업화 시대 특징 

1972 년 박정희 정권이 제 3 공화국 헌법을 제 4 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유신이라고 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독재라고 부른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 온 제 4 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 분의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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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 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 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를 채택하 다.  

1972 년부터의 제 3 차 경제 개발 계획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농어촌의 경제를 혁신, 수출을 증대하고 중화학 

공업의 건설에 주력하 으며 1977 년부터의 제 4 차 경제 개발 계획은 

투자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고 국제간의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주력하 다.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1972∼1976)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 년 8 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 년 

10 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 다. 같은 1973 년에 POSCO (Pohang 

Iron & Steel Company)의 제 일차 건설이 끝났고 자동차 공장과 조선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제 4 차 경재개발 5 개년계획(1977∼1981)은 성장·형평( 衡

平 )·능률의 기조하에 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 다. 1977 년 100 억 달러 수출달성, 1 인당 국민총생산(GNP) 

944 달러가 되었지만, 1978 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7. 

1979 년 제 2 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 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 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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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1978 년대 작가 조세희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발표해서 

그 소설에 소외된 노동자, 빈민의 삶을, 난쟁이와 연결하여 폭로했다. 

그는 1965 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돛대 없는 장선’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10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는 1975 년 

‘문학사상’에 〈칼날〉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재개하 고, 1978 년에 

그의 연작 소설 ‘뫼비우스의 띠’, ‘우주여행’,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시’ 등을 모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완성하 다. 그는 이 작품으로 1979 년 제 13 회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문학성과 함께 상업성으로도 성공을 이룬 작품으로 오랫동안 

주목 받고 있다. 1970 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품으로서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학습자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난장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2) 70 년대의 산업화가 어떻게 그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가? 

3)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10.80 년대의 한국. 한국의 민주화  

전두환은 한국의 제 11,12 대 대통령으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을 주도했다.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12.12 후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예편 후 정계에 입문하여 1980 년 9 월부터 1988 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 그 외에 민주정의당 초대 총재 등을 

지냈다. 대통령 재직기간에 1988 년 서울 올림픽 준비 등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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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민주정의당 명예총재, 구각원로자문화의 의장 등을 지냈으며, 

1995 년에 김 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 기소되어 1 심에서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 년에 사면되었다.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1982∼1986)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安定)·능률(龍率)·균형(均衡)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 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 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 년부터 3 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投資財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 다.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 (經濟先進化)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 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 1 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所得補償欲求)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 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8.  

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 http://100.nate.com/dic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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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 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 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를 이룩하 다9.  

노태우 정부는 1987 년의 6 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 6 공화국의 

첫번째 정부이다. 제 5 공화국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간만을 

제 6 공화국으로 칭하기도 한다.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는 6 월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선언이 발표하 다. 이를 계기로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제 연합에 남한과 북조선이 함께 가입하 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80 년대에 한국에 민주화 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웅’이라는 소설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소설은 정치, 권력 등의 주제를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1960.4.19 혁명 전후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간 

주인공 한병태는 독재자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한다. 그러나 학급이라는 

집단 속에서 홀로 소외된 한병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저항하는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의외로 엄석대는 한병태에게 특별대우를 해준다. 

그러나 새 담임 선생님의 부임 이후 석대가 그때까지 부정행위로 전교 

1 등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석대의 비행이 속속들이 드러남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석대는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 후 어른이 된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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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는 어느날 경찰에 붙들려 가는 엄석대를 보게 된다. 

그 소설을 읽은 다음에 학습자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1) 민주주의란 무슨 의미인가? 

2) 80 년대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는가? 

3) 지금 완벽하게 민주주의 체제를 실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11. 90 년대의 한국. 지식 기반 경제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1992∼19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 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 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 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키로 

하 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OECD 는 1996 년에 보고서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라는 용어를 정착시켰다. OECD 는 지식기반 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 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는 지식의 유형을 4 가지로 분류하고 '정보'라는 의미에 가까운 

'know-what'과 'know-why'를 넘어서 측정이 어려운 'know-how'와 

'know-who'라는 요소가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요소라고 하 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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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경우 전체 GDP 의 절반이상이 교육, 정보, 통신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산업 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 년대부터 대두한 '지식기반경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 학자인 피터 드러커 (Peter F. Drucker)' 교수가 그 이론화에 

앞장섰다. 그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1993)>라는 저서에서 

2010 년이나 늦어도 2020 년에는 지식이 자본, 노동을 대체하는 

지식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예견하 다.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의 생성·분배·활용 등에 직접적인 기반을 

두고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제를 지식시반경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지식이란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를 

총칭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이와같이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지식 기반경제는 결국 컴퓨터·전자·우주항공 등과 같은 

첨단 고기술 산업과 교육·정보통신 산업과 같이 고부가가치가 추구되는 

즉 지식기반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풍부한 지식의 생성과 신속한 유통 및 손쉬운 활용에 의해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이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이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컴퓨터, 전자, 우주항공 같은 첨단 고기술산업과 

교육 정보 통신사업 같은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한다. 기존의 

제조업도 생산설비보다는 생산기술과 경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어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기술력과 경 능력에서 주로 창출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기업ㆍ조직ㆍ개인ㆍ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지식을 창출ㆍ획득ㆍ전달ㆍ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사용, 축적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는 물리적 기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보다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지식기반 경제'가 '디지털 경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시대에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방식 아니면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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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을 많은 시 속에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선 

시인의 ‘물방울 우주’ 작품을 읽으면 현대 지식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12. 북한.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학설 및 

정치운동을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국의 사회주의자 앤서니 

크로스런드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가 사회기구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가치 또는 열망"이라고 말했듯이 사회주의의 뜻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근대 사회주의 이념의 

싹은 플라톤의 ‘국가’ ,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와 18 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풍부한 유토피아 문학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 야기한 사회·경제 관계와 전통적인 질서의 

붕괴에 반대했던 다양한 작가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야기한 부정·불평등·피해 및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당시의 탐욕스런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그들은 형제적 결속감으로 결합된 새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들은 미래에는 대중이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과 

정부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0 세기에 사회주의자로 자칭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같은 

생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의 특정한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도 있고, 주요 산업의 선택적 

국유화와 상속권자의 사유재산권 통제를 제안한 사회주의자도 있다.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배와 계획경제를 주장한 

반면 그밖의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적 입안자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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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10. 

조선문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 작품은 ‘꽃파는 처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소설 ‘꽃파는 처녀’를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란 소설과 함께 '3 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소설 안에 김일성이 제시한 구체적 무장투쟁노선이 선명히 

드러나 있고, 일제 탄압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조국광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인민들의 정신이 충분히 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란 작품의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보다 다만 

공산주의 사상을 인민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구실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꽃파는 처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 

좁쌀 두 말의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지주의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꽃분이(소설속 주인공) 일가를 비롯한 온 마을 인민들이 

나중에는 혁명투사로서의 꽃분이와 그녀의 오빠를 중심으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주를 응징하는 이야기로, 일본 

식민지 시기 인민 대중들의 착취당하는 생활상과 주인공이 혁명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해석 앞서 말한바와 같이 ‘꽃파는 처녀’는 

일제 강점기 하의 시대 배경과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민중들의 삶을 

꽃분이라는 인물과 그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암울했던 상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항일 투쟁과 민족적 주체성을 찾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의미를 민중들에게 전달함으로서 

행동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지주의 압박 속에서도 꽃분이 어머니와 꽃분이가 지주 집의 종으로 

갈 수 없다는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같은 처지의 이웃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말함으로서 

                                            
10 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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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민중들의 혁명적 

움직임의 시작은 꽃분이의 오빠가 지주로부터의 반항에서 비롯된다. 

학습자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1) 소설 속에 나타난 사회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혁명이란 무엇인가? 

3)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행동 동기는 무엇인가? 

 

3. 결론 

한 학문을 축으로 하고 주위에 다른 학문을 배치하여 축에 있는 

학문과 다른 학문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면 그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습득 방법이 되는 것이다. 같은 

문제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보고 같은 학문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학생들에게 몇 가지의 아주 유익한 

교수법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인식론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런 경험은 학생과 교사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간학문적 단원과 강좌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쉽다. 셋째로 교사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주제나 쟁점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간학문적 단원을 설계할 수 있고 

시간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단원을 설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학문에 기반을 둔 통합교육과정의 의미로서, 지식의 구조나 

지식의 형식을 탐구함으로써 지적 안목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각 학문이 갖는 지식의 의미와 논리적 관련성을 탐구방식에 따라 

분명히 밝히려는 입장으로 논리적, 구조적 접근의 통합방식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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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토의와 토론의 필요성 
 

                                                                미라 자브루토바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mira_pie_bira@yahoo.com 

1. 머리말 

최근에 한국어 교육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려는 학회나 

토론회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언어 경우에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함으로 언어 교육의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몇 년전부터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추세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식 수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습자가 한국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한국학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에 불가리아 대학교 교육제도의 개혁은 학술 토론의 주요 논제가 

된다. 현재 불가리아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불가리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현재 교육제도 변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불가리아에서 유럽 교육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는 

학습자들이 넓은 언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이해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수법 방안 개발 및 언어의 

네 가지 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균형을 이룬 한국어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모든 언어가 문화의 완벽한 수단이라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현대 언어교육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적용하는 교육은 한국학과에서 토의, 토론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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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요즘 불가리아 고등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 말하기 연습을 위한 토의, 토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을 살펴보면 토의, 토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토론의 형식, 절차, 원리, 토론을 하는 방법 교육에는 소홀했었다. 또한 

불가리아 학교에서 토론 교육 프로그램 및 토론 수업이 없었고 토론회가 

열리는 대회나 비슷한 학교 활동이 거의 없었다.  

토론 수업은 학습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토론을 통해서 외국어 숙달도를 높일 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주며 일반 생활에 필요한 사고력 및 올바른 

판단력을 개발할 수 있다. 물론 외국어로 토론을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학습자들이 자료 수집 및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대학교 프로그램에 토의, 

토론 수업을 개설하기 전에 교사들이 토론 교육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론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토의, 토론의 개념과 특징 

“토의”와 “토론”라는 단어의 잘못된 사용은 흔한 일이니만큼 두 

개념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토의는 (discussion) 

여러 참석자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말하기 형태이고 높은 가치 있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토의를 사회자가 

지휘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석자가 제약 없이 충분한 시간 동안에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다. 토론(debate)은 토의와 달리 참가자가 

주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미리 결정한 논의 

형태이다. 토론의 목적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설득하려는 것이다. 

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토론자에게 미리 준비된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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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토론의 과정에서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이 결론적으로 결정된다. 토의와 토론은 여러 사람은 참석할 수 있는 

집단활동이고 토론자가 자기 의견, 생각, 주장을 내세우는 점에서 

비슷하다. 토의나 토론은 외국어 교육 여러 면에서 복합 연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습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1 토의, 토론의 장점 

 

토의, 토론을 통해서 한 면에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계발할 수 

있으며 다른 면에서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2.2. 언어 능력을 계발 

 

1. 새로운 어휘와 문법 사용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주제에 대한 어휘 사용, 토론에 관련된 문법형태 사용). 

2.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료 수집, 분석과정에서). 

3.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발언 발표를 준비 단계에서). 

4. 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2.3. 정신적 능력을 향상 

 

1.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판단력, 중요한 공동문제를 

해결력을 개발하게 한다. 

2.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촉진시킨다. 

3.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사회심과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길러준다. 

4. 다양한 자료 분석, 조사 능력 촉진시킨다. 

5.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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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토론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공개 토론, 대회 토론, 배심 토론, 

교실 토론, 워크숖, 세미나, 심퍼지움, 분과 토론 등) 외국어 교육 목적과 

목표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의 토의 방식 

 

이 년 전에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에 “한국어로 토의, 토론의 

특징”라는 전공선택과목이 개설되었다. 처음으로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말 토론 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현재 토론 수업은 

1 학기 강좌로 주당 2 시간씩이다. 첫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토의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토론 

경우에는 “찬성”, “반대” 입장을 반드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 자유로운 상호 의견 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 토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는 정신적인 제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며 토의 교육의 마지막 목표는 학습자의 어휘, 문법,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화제 선정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자극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토의 수업 준비 단계  

교사는 토의 특징, 원리, 방식, 토의를 하는 규칙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토의 논제를 선정한다. 

 

사회자와 토의 논제를 선정 

 

한 학기 수업 동안에 모든 학생에게 사회자 역할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 토의 주제 선정을 두가지 방식으로 한다. 첫째, 사회자는 

교사가 준비한 리스트에서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한다. 둘째, 사회자가 

스스로 주제를 정한다. 논제를 선정하는 데 주제의 논쟁 가치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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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학습자의 관심을 잘 고려해야 한다. 

 

토의 주제 본보기 

 

1. 세계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2. 정보화 시대에서 현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3. 한국과 불가리아 간 교류 

4. 내가 불가리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5. “빨리, 빨리” 사회에서 양보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 

6. 변화해 가는 사회의 가치관 

7.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8.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9. 세대 차이 

10. 조기 교육 

11.  과소비 

12.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세계온난화 

13.  성형수술의 단점과 장점 

14.  학교 폭력 문제 해결책 무엇인가? 

15.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단계 

 

사회자가 토의 주제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참석자에게 

나누어준다. 자료는 주로 신문 기사나 책,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다. 

학습자의 욕구에 따라서 책토론이나 화토론도 할 수 있다. 사회자의 

역할은 실제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논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모든 측면을 살피는 질문지를 잘 작성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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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가 참가자에게 모르는 어휘와 용어를 설명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다음 단계에서 주제에 대한 기본 어휘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발언 발표 준비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참석자가 

필요하면 부가 자료를 준비하여 발언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발표문을 작성해 놓고 외우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수업 진행단계 

 

 실제 토의에서는 참가자들이 자기 생각, 의견, 주장을 논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언어적 수단을 이용하며 비언어적 표현도 

사용하도록 한다. 토론은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참석자의 태도, 경험, 

감정 소통이다. 참석자가 토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참석자가 주어진 논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2. 참석자가 서로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토론자가 문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한편 토의를 할 때는 사회자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 사회자가 

토론을 잘 지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토론 진행과 결과가 참석자의 

참여정도에 달려 있다.  화자의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기본 요소는 발표 

시 합리적인 논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이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되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4. 불가리아 학습자의 오류와 곤란 

학습자가 외국어로 토의를 할 때 물론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며 많은 

곤란을 겪는다. 가장 어려운 점은 모국어 문법 형태나 어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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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토론 참석자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고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억양은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자주 일어나는 오류 중는 문법상의 오류와 잘못 된 어휘 사용으로 

인한 오류들이다. 학습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어휘 사용으로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대부분 학습자의 오류는 불가리아말에서 한국어로 어색한 

직역을 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언어 장벽 및 화자의 심리적인 곤란은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5. 결론 

최초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교사들이 전통적인 교육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보다 넓은 언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불가리아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어로 된 대화나 

논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프로그램에 토의, 토론 

수업을 개설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론 수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때 먼저 토론 교육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토론 방식과 목표를 정하여 모든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교사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토의 수업을 지도할 기회를 주면 학습자의 언어 의사소통 능력과 지식,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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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문서보관소의 남북한 관련 비 해제문서 
연구방법에 대한 제언 

 

김보국(金保局) 

(헝가리, ELTE 대학교) 

herceg@chol.net 

1. 

헝가리 공문서 보관의 역사는 실로 아르빠드 왕가(Árpád-ház, the 

Árpád Dynasty) 시대의 중세, 12 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헝가리의 중남부 지역이 오스만 터키의 침략과 그 지배하에 있을 당시 

헝가리의 많은 자료들이 손실되고 자료의 체계적인 보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오스만 터키의 침략 이후 헝가리의 북서부 

지역은 합스부르크(Habsburg) 제국의 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1 , 

합스부르크 제국의 중심도시 던 비엔나에는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와 

제국의 서류를 보관하던 관청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합스부르크의 향 아래에 있던 헝가리 왕국에도 이와 유사한 관청이 

존재하고 있었다. 17 세기 말, 터키가 물러가자 헝가리 왕국은 1723 년, 

귀족의회 (rendi orsz á ggyűlés)의 결정으로 당시 헝가리 왕국의 

수도 던 뽀조늬(Pozony, 슬로바키아 명칭으로는 브라티슬라바)에 

공문서들을 보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귀족회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도 꽤 시간이 흐른 1756 년, 현재 헝가리 국립 

문서보관소(이하 문서보관소)의 모태가 되는 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늘어나는 문서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1765 년 결정에 기초하여 1784 년과 1785 년에 걸쳐 부다페스트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헝가리의 독립전쟁(1848 년)을 즈음해서는 잠시 

문서보관소의 기능이 멈추기도 했는데, 당시 보관문서의 양을 보자면 약 

                                            
1 당시 헝가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상협 『헝가리사』 94-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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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즉 

이중왕국의 탄생(1867 년) 이후 1874 년 9 월 19 일에 기존의 

문서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던 문서와 이 기간 중 부다페스트로 옮겨진 

문서들, 그리고 트랜실베니아 공국의 문서들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보관 문서량은 10000 미터에 달하게 되어 

헝가리 국립 문서보관소의 역사에서 보자면 그 이전의 문서보관소 

시대와는 궤를 달리하는 하나의 시점으로 이를 해석한다2. 제 1 차 

세계대전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에 따른 참화는 

문서보관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제 2 차 세계대전과 

1956 년 혁명은 실제 보관중인 문서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문서보관소의 건물이 사용되면서 

전체 보관문서의 16%를 잃게 되는 참화를 겪게 되며, 1956 년 혁명 

당시에는 건물 안으로 던져진 수류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문서보관소는 6 일간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8767.5 미터의 소장문서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참상을 겪게 된다.  

현재 지정학적으로 카르파티아 분지에 있는 국가들의 문서보관소 중 

가장 규모가 큰 헝가리 문서보관소의 보관 문서량은 총연장 73 킬로미터, 

마이크로 필름 자료는 6 천 3 백 5 십만 장 이상이며, 이 외에도 수많은 

중세 이후의 인장(印章), 사진, 지도, 증서(證書) 등을 세 곳의 장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세 곳의 건물 중 특히 본청사는 뻬치 셔무(Pecz 

Samu)의 설계로 1913 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제 1 차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재정난으로 인해 1923 년에 가서야 완공을 보게 되었으며, 

독특한 로만틱 양식과 함께 지붕은 유명한 도자기 회사인 

졸너이(Zsolnay)에서 제작하여 부다성(Buda 城 )의 관문 중 하나인 

비엔나 게이트(Bécsi kapu, Vienna Gate)에 당당히 그 위세를 폼내고 

                                            
2 이후 30 년 가까이 소장으로 역임하며 서유럽의 문서보관소를 견학하고 귀국 후 이를 

토대로 문서보관소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빠울레르 쥴러(Pauler Gyula)가 퇴임하게 된 

1903 년에는 15000 미터의 자료를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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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2. 

헝가리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아마도 20 세기 초 대한제국과 일본의 

식민치하에 있던 조선을 비롯한 여러곳의 여행기를 적은 버이 뻬떼르 

백작(gr. Vay Péter)의 『버이 뻬떼르의 일기(gr. Vay Péter naplói)』

가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자료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펜들레르 까로이(Fendler Károly)에 의해 2001 년 『Korea of 

bygone days』라는 제목으로 일부 역(英譯)되어 소개된 바 있다. 

Vay Péter 백작은 후에 주교로 임명된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다. 그의 

일기들은 서한문, 보고서들은 문서보관소 뿐만 아니라 헝가리 국립 

도서관(Orsz á gos Sz é ch é nyi Könyvt á r, National Sz é ch é nyi 

Library)에도 보관되어 있는데 사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방문했던 당시의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의 식민치하에 

있던 조선을 묘사한 아래의 글들은 특히 흥미롭다.4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며5,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극동의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다.’6 

 

‘그들은 발전의 일반적인 길을 에둘러서 대단한 속도로 근대적인 

업적들을 성취하고 있다.’7 

                                            
3 헝가리 국립 문서보관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역사와 개관은 Lakos 11-55 참조. 그리고 

문서보관소 본청사 건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éza Érszegi 의 『Archivum Regni 

Regnum Archivi』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 “헝가리에서 한국학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참조 
5 Gróf Vay Péter, 1906, 23 
6 Gróf Vay Péter, 1918, 314 
7 Gróf Vay Péter, 19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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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거에 예언한 바와 같이 부산은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그리고 

성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출발한 호화로운 국제열차가 당도하는 대륙의 

최종 지점이 되었다. 부산은 이제 실제로 그 종착역이 된 것이다.’8 

 

‘한국의 군인들이 학살당하고 시가전이 있던 7 월의 그 밤을 잊을 수 

없으리라. 이 순간들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원히 기억되어질 

것이다.’9 

 

‘선량한 일본의 애국자임은 틀림없을지 모르겠으나 통감(역주-이토 

히로부미)은 잔학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결국 그가 한국인들에게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10 

 

‘ 일 본 의  지배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대해 

원한 지배를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요하는 것들은 한국인의 자존심이 전면에 등장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자들보다 우수하다. 일본이 

한국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바를 성취한 후 한국을 식민지배의 

성공적인 예로 만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다시 

주권을 찾을 것이다.’11 

 

‘세상 그 어느 누가 극동아시아의 태동에서 야기되어지는 향력을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의 무대는 더 이상 대서양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 때에는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와 

                                            
8 Gróf Vay Péter, 1918, 314 
9 Gróf Vay Péter, 1909, 935-936 
10 Gróf Vay Péter, 1909 
11 Gróf Vay Péter, 1918,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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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가 그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12 

 

‘나는 한국과 한국민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13 

 

한국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서 문서보관소에는 상기한 자료 이전의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면 1867 년, 헝가리와 

합스부르크의 대타협(Kiegyezés, Compromise)에 의해 탄생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Osztrák-Magyar Monarchia, Austro-

Hungarian Empire)은 실제로는 2 개의 국가(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한 명의 군주를 정점으로 외무, 국방, 재정 

등 핵심적 부처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부처가 업무를 

관할14(이중왕국)하는, 당시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국가 기 때문에 이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존재하던 시절 보관하던 옛날 사료들의 

대부분은 현재 비엔나의 문서보관소에 보관중으로 알려져 있으나 

헝가리어로 된 사본들에 대해서는 헝가리 측에서도 보관했었다는 

증언에 주의를 기울여본다면 이전 사료의 헝가리 문서보관소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1 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즈음하여 이중왕국은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파리강화회의에 이은 트리아농 조약으로 헝가리는 

토의 70%, 국민의 60%를 잃는 등 역사상 전례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이어 공화정과 공산정권, 왕정복고 시도, 반혁명의 

극우정권의 등장, 대공황의 여파와 그리고 이어지는 제 2 차 세계대전 등 

                                            
12 Gróf Vay Péter, 1906, 8 
13 Gróf Vay Péter, 1918, 319 
14 따라서 한국과 헝가리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역사는 실로 19 세기 말 거슬러 올라간다. 

1892 년 6 월 23 일에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오호통상 항해조약에 서명하여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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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인 혼란과 국력의 쇠약에 의해 이전과 같이 거대한 

제국으로서 세계 각지의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필요도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보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서보관소에도 

한국관련 자료들은 그 자취를 찾기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3.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한반도에서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한 민족의 두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헝가리에서는 소련의 개입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헝가리는 이념을 같이 하는 

북한과 1948 년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문서보관소의 입장으로 보자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향후 양 국가 간을 오가는, 또는 양 국가 관련의 공식적인 문서가 

탄생하여 그 최후의 안식처는 문서보관소의 한 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문서들이 문서보관소의 한 켠이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전쟁과 냉전을 거치며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제한하고(또는 교류가 제한되고), 따라서 문서보관소에 보관, 관리되고 

있던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과거 체제에서의 자료들에 대한 국민적 공개요구를 외면할 

정치적인 구실이 없어짐에 따라,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보관에 관한 

헝가리의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서 문서보관소는 과거체제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의 접근을 허용했다.  

현재 문서보관소에 보관중인 한국, 북한 관련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외무, 행정에 관한 남북한 관련 

공식적인 문서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비선조직이라 할 수 있는 

헝가리 정보 담당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주로 헝가리의 해외 공관, 

즉 평양과 서울의 헝가리 대사관에서 정보를 담당하던 외교관들의 

보고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후자의 서류는 기 문서(titkos 

ügykezelés, 축략하여 TÜK 라고 표현하며 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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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업무취급으로 번역 가능)로서 그 자료가 1949 년부터 1989 년까지 

5 만 페이지가 넘는다. 물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일반적인 외무, 

행정에 관한 남북한 관련 공식적인 문서들의 가치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의 서류는 상호연관이 

되어 있으며 서로 큰 물줄기와 지류들을 이루어 외교사, 남북현대사, 

또는 사안에 따라 현대사를 읽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 업무취급으로 분류되었다가 해제된 문서들의 

내용을 대략 간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전체적인 방대한 분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이하는 60 년대 말과 

70 년대 초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일부분이다.  

 

* 북한의 외교동향 보고 (헝가리 관련은 물론 북한과 타국과의 관계 

등. 타국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이라크, 쿠바 

등 북미, 중미, 남미, 아랍국가,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등이 모두 포함됨) 

* 북한과 헝가리의 인적, 물적 교류 

* 북한의 각종행사 

* 북한의 공식행사 

* 북한의 군사동향 

* 당시 북한의 생활상 

* 당시 북한의 정치동향 

* 북한의 경제상황 

* 북한의 문화단신 

* 판문점에서 만난 남한 기자와의 대화 

* 1930 년대 반일 빨치산 활동에 관한 질문 

* 평양에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 

* 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입장 

* 중국과 한국전쟁 (1950) 

* 김일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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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 상황 

* 납치 어선 문제 

* 남한의 내정과 외무. 남한 인사의 여행과 관련된 질의. 남한 군대의 

현대화와 미국-남한-남베트남의 협력관계, 남한의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 

* (이중간첩으로 알려져서 당시 파문을 일으킨) 이수근 탈주 관련 

* 홍수와 그 피해에 대한 보고 

* 한반도 긴장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 (미국) 

* 김일성과 쿠바 대사와의 대화 

* 아랍국가들에 대한 남한의 친선방문단, 일본과 남한의 관계, Il 

Kwong Chung 남한 총리의 워싱턴 방문(군사원조), 침몰한 남한의 

해안경비선과 관련한 현재까지 동향 

* 북한 고위층의 훈장수여 

* 김일성과 폴얀스키와의 대화 

* 김일성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증되는 선전활동 

* 푸에블로호 사건 

* 북한에서 핵 사절단 

* UN 에서 한국문제 

* 북한의 상황과 정치에 대한 소련의 의견 

* 김일성 생일 축하 

* 소련 사절단 앞에서 김일성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표명 

* 까더쉬 동지의 김일성 이임방문 

* 북한 역사에 대한 고찰 

* 남한 상황보고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업무에 관해 

* 헝가리-한국 관련한 베트남의 관심 

* 북한의 베트남 지원 

* (북한의) 선전선동에 반대하는 여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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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관계와 주은래 방북 

* 북한과 베트남 관계 

* 북한 고위급 인사의 교체 

* 북한 조선 노동당 연석회의 

* 헝가리-북한 군사기술 협력 

* 통일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 남한에서 통일혁명당 형성, 남한의 

상황, 반(反)북한 행위, KKTI 의 내부 문건 사용 

* 북한과 남한의 관계 

*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의견 

* 1971 년 10 월 베트남을 방문한 박성철 북한 정부사절단 

* 북한 지도자들의 이력 

* 한반도에서 긴장 

* 북한의 선전활동 

*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5 차 회의 

* 노동신문 1971 년 2 월 4 일자 기사 

* 가라스키 동지의 보고 

* 남한의 대통령과 의회선거, 남한의 긴급조치, 남북한의 관계, 

남한과 레바논 관계, 남한-헝가리의 무역관계, 부다페스트 국제박람회 

UNIDO 관에 남한의 참여 

* 김일성의 신년사와 북한의 외교정책 

* 북한-미국 사이의 협상과 북미관계 

* 북한과 스위스 관계 

* 북일관계, 다나까 수상의 입장 

* 동서독의 기본관계협약과 닉슨 재선에 대한 북한 언론의 동향 

* 북한의 지도자층에서 친인척 관계(러시아 출처 자료 송부) 

* 김일성 동지의 유럽방문 계획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 김일성 동지의 헝가리 방문 가능성 (까다르 동지와 김일성 동지의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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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메모-박정희 남한 대통령의 1 월 11 일 언론사 기자회견, 

닉슨의 베이징 방문과 이와 관련한 ‘한국문제’ 

* 김일성 60 회 생일에 대한 소련의 견해 

* 북한의 내정. 평양에서 점증되는 경계의 수위. 

* 남북한의 새헌법 

* 헝가리-북한 군사관계. 북한으로 정부차원의 군사 사절단 초청 

(북한의 인민군대 창설 40 주년 기념) 

*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 북한-체코슬로바키아 관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북한의 

차관요구. 

* 북한의 중공업, 북한의 경제상황 

*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무역교류 

* 부다페스트 세계박람회의 북한관에서 선전자료 

* 헝가리-북한 보건협력 (김일성 동료의 자녀: 헝가리에서 치료) 

* 북한 오페라 ‘피바다’의 바르샤바 공연 

* 남한-일본 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수립을 위한 남한의 시도, 

남한의 긴급조치. 남한의 내정 (중국-일본 협약), 루터교 세계연맹의 

남한 국적의 총비서 헝가리 방문 부인(否認), 남한 상황에 대한 뜨리즈너 

이슈뜨반 무관의 보고. 판문점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활동, 남한 경제 

상황에 대한 기고, 남한의 상황-군사정치와 겅제적인 정보 

* 북일관계 

* 북한과 서유럽 관계 형성 

* 남북한 사절단의 방문과 관련한 루마니아 외교관의 정보 

* 북한과 제 3 세게 국가들과 관계에서 몇 가지 경험 

* 북한의 휴전협상 

* 북한-소련 관계 

* 북한에서 미국과 남한정치 판단 

* 북한의 통일 협상 (베트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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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년 상반기에 시행된 북한의 외교공세 

* 북한 고위층의 이력 

* 김일성 동지의 헝가리 방문 가능성(유럽 방문) 

* 북한 정부수립 25 주년 행사 

* 북한 내정 (새헌법 추진) 

* 북한 고위급 인사의 교체 

* 일본에서 총련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선인들의 조직에 대한 정보 

*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관계 

*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 (식량산업에 있어 부족) 

* 자본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경제관계 

* 북한의 농업 (북한 농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의) 

* 헝가리-남북한 적십자 관계 

* 남북한 적십자 회담에 대한 북한 김제봉 외무상의 설명 

* 북한에서 헝가리 보건의에 대한 훈장수여 (한국전쟁 종전 20 주년 

기념) 

*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학생들과 관련한 정보들 

* 북한 언론에 대한 보고 (1972 년) 

* 헝가리 언론에서 사용한 “남한”이라는 표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지 

*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북한의 요구 

*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조절위원회의 위기, 헝가리와 경제 관계 

설립을 위한 남한의 시도,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설립을 위한 남한의 

시도. 카라카스에서 남한과 유고슬라비아 파견단 만남(관계 확장을 

위해), 남한의 내정 (유신헌법), 남한 정부의 1973 년 정치 프로그램, 

박정희의 언론 기자회견 

 

남북한의 굵직한 현대사들에 대한 헝가리의 분석과 보고들이 주류를 

이룬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1949 년부터 1965 년까지는 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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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철에 남한과 관련된 자료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지만 1966 년부터 

남한관련 문서를 따로 보관하기 시작하는데, 1969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남한의 문서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는 문서보관소의 행정상, 

혹은 편의상의 구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정보를 관리할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남한에 대한 그 정보의 양은 점차 

늘어나서 남한과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1988 년에 이르러서는 

남한자료가 북한 자료의 80% 선에 이르며 수교를 맺게 되는 1989 년의 

남한 자료는 양에 있어서 북한의 자료를 넘어서게 된다. 

 

4. 

문서보관소의 남북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자료의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의 목록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목록의 제목으로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자료들, 그리고 목록과 그 자료의 내용이 틀린 자료들이 상당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료들이 뒤엉켜 있는 경우 자칫 연관된 자료들의 총체적인 

점검 없이 섣부른 인용으로 이를 기초로 한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일례로 만약 1956 년의 헝가리 혁명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1957 년의 자료 목록 중 „루마니아 대사관에서의 저녁식사와 

답례“ 혹은 같은 해 „김일성과 빌리엄 쉬로끼 동지의 대화“ 자료가 

1956 년 헝가리 혁명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지엽적인 

연구테마를 일례로 든 것이지만, 남북한의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사건의 

연구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사건에 접근하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북한 관련 관심자들이 두는 사건에 대한 

방점과 헝가리 내부자료로서 생성된 문서에서 헝가리 보고자들이 두는 

방점에는 분명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비 해제 된 자료만 5 만장이 넘는 방대한 양인데 그것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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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서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연구자료를 다루는데 있어 어느 특정한 

하나의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도 올바른 연구방법이 아니거니와 

이러한 자료들은 헝가리의 대외문서가 아닌 지극히 헝가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후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가치있는 보조자료“ 이상은 되지 않기에 이러한 보조자료를 

위해 5 만장이 넘는,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외무, 행정에 관한 남북한 

관련 공식적인 문서까지 포함하면 그 양을 짐작할 수 없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과다한 에너지 낭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목록에 기초한 자료수집은 어쩌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를 건너뛰는 연구의 우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같은 자료로서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훌륭한 연구자료로서 문서보관소의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자료의 번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번역’이라는 의미에 

상응하며, 이를 에두를 길이 없어 ’번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상 

문서의 특성상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극히 헝가리적인, 헝가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에 의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문서보관소의 자료들이 비단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인 사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군사, 과학 등 전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1 차 연구가 자료 자체의 분석에 관한 연구라면 학제간의 연구를 

포함한 상기 진술한 분야의 관심자들에 의한 활발한 2 차 연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기초자료에 충실한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한 짜맞추기 연구가 아닌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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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5. 

이상으로 헝가리 국립 문서보관소의 간단한 소개와 문서보관소에 

보관, 관리 중인 한국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아직 한국에 소개되어지지 

않은 자료들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선 자료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해보았다. 문서보관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자료들의 특징들을 

감안하여 자료목록이 아닌 전문인력에 의한 전체 자료의 내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풍부한 기초자료로서, 또는 의미 있는 2 차 

자료로서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활용화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문학, 사회과학을 

포함한 학문의 전 역에서 본 자료와 관련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전체적으로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헝가리 국립 

문서보관소의 남북한 관련 문서들이 그들의 연구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짧은 논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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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 외국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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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글을 쓰지 않는 국가에서 한국 지명이나 한국 사람의 이름, 한국 

회사 이름 등을 그 나라 국민이 읽고 발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쓸 필요가 있다. 한글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고 한국 정부가 출판하는 자료에서 

쓰는 로마자 표기법을 비롯하여 McCune-Reischauer 1 (M-R)이란 

로마자 표기법2, Yale 표기법, 그리고 각 나라에서 쓰는 로마자 표기법과 

위에 언급한 표기법이 아닌 어떤 저자가 좋아하는 것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다른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외국에서 출판하는 한국,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문학 등에 대한 자료와 논문에서 하나의 로마자 표기법만을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는,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쓰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 (세계적인 한글 로마자 표기법) 및 어떤 나라 언어에 

맞게 만든 한글 로마자 표기법 (민족적인 한글 로마자 표기법 – 폴란드 

예를 바탕으로) 이 동시에 존재해야 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 

한글 로마자 표기법 중에 M-R 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로마자 

표기법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M-R 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두 명의 

                                            
1  George McAfee "Mac" McCune (1908.06.16 – 1948.11.5), Edwin Oldfather 

Reischauer (1910.10.5 – 1990.09.01)  
2 사실 88 올림픽을 앞두고 1984 년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은 1939 년의 M-

R 표기법과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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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학자가 만들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이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인 1939 년에 개발한 것임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 비판은 언어학적인, 민족적인, 정치적인 이유와 

판독기호 사용 등이었다.3 그래서 M-R 보다 더 좋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로마자 표기법을 개발하기로 하 다. 그 

결과 2000 년 7 월 7 일에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발표하 다. 

The Revised Romanization of Korean(2000)에 따라 그 전의 표기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1) ‘ㄱ, ㄷ, ㅂ, ㅈ’는 항상 유성소리를 표시하는 ‘g, d, b, j’로 하기로 

하고,  

2) ‘어, 으’는 M-R 에서 ‘o, u’ 위에서 브리브를 표시된 것([ ŏ , 

ŭ])이었고 개정된 표기법에서 ‘eo, eu’로 표기로 하고,  

3) ‘ㅋ, ㅌ, ㅍ, ㅊ’는 ‘k, t, p, ch’로 하기로 하고 (M-R 에서 ‘k, t, p, 

ch)에다 어깨점을 붙인 것[k’, t’, p’, ch’]이었다),  

4) ‘ㅅ’는 항상 ‘s’로 하기로 하 다(M-R 에서는 문맥에 따라 ‘s’ 또는 

‘sh’로 표기하 다). 

개정된 표기법은 외국까지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나오는 

자료, 논문, 표지판은 모두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데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다른 로마자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표기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표기법이 실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글자를 표기하는 것이다. 즉, 

표기법이 아니라 전자법(transliteration)이다. 특히 처음 한글을 

공부하는 인구어 사용자가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외국인 입장에서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점은 초성의 파열음 음가와 모음 사이에 있는 같은 

파열음의 음가가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예: 바보 - M-R : pabo, 개정된 

                                            
3 본 논문에서는 각 표기법의 장단점과 비판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그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많은 논문: 이현복, 이상억, 유만근, 이의재, 

김세환, 정태충, 신창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1, 2010, Sofia 

 -93- 

표기법 : babo]. 그 두 개의 음가를 같은 기호로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현복 (1998)에 따르면 

„보통 한국인은 이러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전문 음성학자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ㅅ’의 표기이다. M-R 에서 ‘이’ 앞에 있는 ‘ㅅ’(즉, ‘시’)은 

[shi]로 표기하고 다른 문맥에서는 [s]로 표기하 다. 개정된 

표기법에서는 항상 ‘s’로 표기하니 외국인이 구개음화가 되지 않는 

‘si’4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폴란드에서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개정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과 M-R 표기법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학생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발음과 

관련된 문제와 의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서야 표기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 대답은 

여러 자료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나 폴란드어로 된 자료와 소설을 읽고 연구한다. 

한국어를 모르는 폴란드인은 개정된 표기법이나 M-R 표기법도 아니라 

폴란드인을 위한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를 3)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도 장점이 있다. 그것은 판독기호가 없다는 

것이다. M-R 표기법에서는 판독기호가 빠질 때 정확하지 않은 표기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M-R 표기법과 개정된 표기법도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국 기관들이 후자를 택하고 쓰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어학자들도 그 경향(선택을)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개정된 표기법이 

                                            
4 어의 „six”에서의 [si]의 발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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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을 만한 

표기법이다) 우리는 그 표기법을 가르치고 쓰고 이용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학술 잡지와 교재에서 개정된 표기법 말고 M-R 이나 

Yale 표기법을 쓴다. 물론 그만한 이유5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표기법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재를 읽는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보자를 위해 집필한 사전들도 

개정된 표기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재와 사전에 다른 표기법이 

있는 것은 학생에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인을 위해 

만든 교재에서 폴란드식 표기법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폴란드식 표기법은 일반 폴란드인을 위해 쓴 기사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폴란드에서 쓰는 한국어 표기법 

물론 폴란드에서만 쓰고 폴란드어의 음운규칙을 따르는 로마자법도 

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거 같으나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표기법이나 M-R 표기법의 규칙대로 쓴 지명이나 

이름은 한국어를 모르는 폴란드인들이 폴란드어의 규칙에 따라 

발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을 ‘samsung’이라고 표기한 것은 

‘삼숭’이라고 발음하고, „현대”를 ‘hyundai’이라고 한 것을 ‘휸다이’라고 

발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많이 언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논문이나 기사에서 폴란드식 표기법을 쓰기로 한다. 그래서 

„김대중”이라는 말은 ‘Kim De Dzung’이라고 표기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반 폴란드인들은 그런 표기를 보고 한국어 발음과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폴란드식 표기법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에서 쓰는 표기법, 외국에서 

                                            
5 음성표기, 음소표기, 형태소표기 :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논문의 목적과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른 표기법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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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표기법 그리고 폴란드 내에서 쓰는 표기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다. 즉, 일반 폴란드인들에게 „Kim De Dzung”은 „Kim 

Dae jung”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맺는 말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연구자들은 아무리 M-R 표기법을 

좋아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개정된 표기법을 쓰는 것이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각 나라에서 일반 자국민을 위해 쓴 기사와 

자료에서 그 나라의 언어에 따른 표기법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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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의 실제와 과제 

 

조항록 

(대한민국, 상명대학교) 

hrcho@smu.ac.kr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training the 

instructors who are to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Foreigners coming into contact with a foreign society are 
confronted with a language barrier and a cultural barrier at the same time.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and to command the Korean language.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society are training instructors who will 
teac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these families. But yet plenty of 
problems are seen in the system and method for training the instructors.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raining the instructors and makes 
some proposals for an effective training system.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families, instructor of 

multicultural society, curriculum 
 
1. 문제의 제기 

 

국내에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 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2007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하여 체류 외국인의 수가 100만을 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는 1,168,477명의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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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그 동안 단일성, 순혈성을 

강조하여 온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언어 사회, 이문화 사회에 살게 되면 두 가지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언어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장벽이다.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은 일부 외국 국적의 동포를 제외한다면 사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거의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한국 사회에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일정 부분 

제약된 생활 환경에 놓인다는 면에서 한국 사회에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고 결혼 이주민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의 기초 단위이자 

핵심 단위인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들이 비록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유익한 존재이다. 이렇게 볼 때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을이 한국 사회에서 평균적인 삶을 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착하고 이주 노동자의 

경우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직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실용적 의미도 갖게 된다. 

이렇듯 큰 의미를 갖는 만큼 한국 정부와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은 점점 활발해지고 체계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규모, 방식, 내용의 면에서 눈에 띄게 진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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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사회통합이수제도가 실시되고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국정의제로 채택되는 등 법, 제도, 정책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이 운 되고 있고 정부 예산의 투입과 함께 민간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문화 교육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이 국내 정착 내지는 거주 

목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제한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한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FL)이나 민족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KHL)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SL)과 

한국 사회 문화 교육적 성격이 강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제한적으로 기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이 대학 

부설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에 

비해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비정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이나 방식 면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국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 내 역할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의 한계가 노출되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결국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은 연구를 통한 체계적 접근 방안의 모색, 교육 담당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제고, 정부의 효율적 정책 개발과 정부 내 

자원의 효율적 투입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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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사회 문화 교육의 실제와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우선 가장 수가 많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은 주로 민간지원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비록 지방자치단체 부설의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주관하기도 하나 이 

역시 실제 운 은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설 기관 및 민간지원기관의 수가 몇 곳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략 500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1주일에 2시간 안팎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주로 민간 

자원봉사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민간 자원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 교육 시설, 교육 시간, 교육 전문성, 교육 자료 등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은 대상 

인원은 이주 노동자보다 훨씬 적으나 중요성은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한국인과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족 내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한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 가사 분담 및 노동 현장 참여 등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큰 만큼 국가 사회적 관심이 높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에는 여러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방식도 

다양하다. 이는 크게 특정 장소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교사가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 교육, 방송을 통한 교육으로 

나뉜다. 집합교육은 정부 예산으로 운 되는 전국 주요 시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교육과 민간 지원단체가 운 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이 대표적이다. 주로 1주일에 1~2회 1회 

2~3시간씩 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문 교육은 

                                            
1 여기에서 제시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의 실제는 조항록(2008a)의 내용에 

힘입은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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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의 교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집에서 1대 1 수업을 

함으로써 학습 시간 대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남편 또는 자녀가 

함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사용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방송을 통한 교육은 국립국어원과 EBS가 협력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데 초급과 중급 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음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정 자녀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은 주로 취학과 관련하여 쟁점화되고 실제로 국내 제도권 내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 교재 

개발 · 보급, 한국어(KSL)반 운 , 방과후 학교 운 , 교사의 한국어 

교육 능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주된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주로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참여와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교육 전문성이나 교육 

책임의 측면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교육기관의 교사 자격 

요건으로서2 다문화 사회 현장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담당자의 자격 

요건을 가늠할 수 있는 예들이다. 

기 관 명 지 원 자 격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2 이들 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부설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교사에 대한 최소한 처우(교통비 지급)가 가능한 곳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교사 자격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외의 대부분의 이주민 지원 기관은 교사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와 사회 문화 교육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어 전문성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실기 교육 능력을 갖춘 자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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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분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3학기 이상인 자 

남양주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한국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언어학 관련 분야

전공자 / 대학의 한국어양성과정 수료자 및

한국어교육 전공자 

동대문 푸른 시민연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1학기 이상인 자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자  

성내사회종합복지관 양성과정 수료자 

동작종합사회복지관 교육 경험이 있는 자 

인천외국노동자센터 한국어 교육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대전YMCA(한밭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인천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과정 수료하신 분 또는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으신 자 / 중급 이상의 외국어( 어, 중국어,

베트남어등) 구사능력을 가지신 분   

하남외국인문화센터 한국어 지도자 및 강사과정 이수자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어 지도자 및 강사과정 이수자 

 

이렇게 요건을 제시하는 곳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운  또한 

체계적이어서 교육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력의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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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격 인증제도(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3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를 

제시하기는커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훈련, 

즉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를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곳도 많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엿보기 

어렵다. 결국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활동보다는 사명과 봉사 

정신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주를 이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교육 담당자의 열정이나 사명감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는 

하나 교육 전문성 확보의 차원에서 전문 인력 부재 현상은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 이 분야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에 비하여 가속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가 사회통합이수제도를 실시하면서 전국 

20개 대학을 ABT 대학으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으로 

운 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의 방문교사들의 유자격화 노력이 그 

예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의 

실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원리에 대한 

논의이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단일성을 유지하여 온 만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론가 집단과 실천가 집단은 빈약하다. 이에 따라 다문화 

                                            
3 우리 정부는 2004 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 년 7 월부터 시행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 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 교원 

자격의 종류를 1 급, 2 급, 3 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어 교육계는 전문성 향상의 계기를 맞고 있다.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의 홈 페이지(www.korean.go.kr)의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국어기본법이 한국어 교육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는 

조항록(200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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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고 

경험적 데이터도 부족하다. 하나의 예로 사회통합이수제도에 따라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 교육을 보면 3개 역에 25개에 

가까운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내용 범주가 매우 넓다. 이에 비하여 

과정의 시수는 40시간으로 자칫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쉽다. 또한 

다문화 사회 교육 전문가들이 주로 이수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대체로 120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짜여 있으나 여기에 다문화 사회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필수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의 체득은 쉽지 않다. 교육 방식의 측면에서도 언어와 문화 

교육의 최근의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교육이 통합적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 

문화를 존중한 상태에서 상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만큼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의 다문화 사회 대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들은 결국 다문화 가족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이 적극 

도입되고 교육 담당자는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육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의 통합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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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즉 한국어 교육 안에서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분리 적용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수년 전에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가칭 ‘한국어 지도사’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 적이 있고 4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 교사에 대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 

노력은 이러한 사회적 보상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다.  

이상에서 논한 현행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현장과 관련한 

교육 전문 인력 논의는 다음에 전개되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위한 교사 양성의 실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사회 문화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은 대부분이 정부 내 부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은 이들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문 인력을 실제로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 전문 인력의 

양성에 참여하는 정부 내 주요 부서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 부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들 부서의 다문화 사회 전문 인력 양성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법무부 

                                            
4 가칭 ‘한국어 지도사’ 제도의 신설은 국립국어원의 연구 과제인 ‘세종학당 교원 수급 

방안’에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현장 요구에 맞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이 때 대상 현장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교육 현장이 

해외의 세종학당과 국내의 다문화 교육 현장이다. ‘한국어 지도사’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송향근(2008), 조현성(2008) 참조. 그러나 이후 한국어 지도사 추진은 진전되지 않았고 

대신에 방문교사의 유자격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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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참여 배경 및 목표 

법무부의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은 2008년 상반기에 진행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지정 및 지원 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흔히 

ABT(Active Brain Tower)로 불리는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지정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인 사회통합이수제도의 선행 단계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법무부가 실시하는 사회통합이수제도와 ABT 지정 사업은 

다문화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한 거시적･ 종합적 연구가 부족하고,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개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5 

법무부의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은 ABT 대학이 개설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008년 5월 

23일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ABT)으로 선정된 곳은 20개로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과 각종 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연구소’와 이민정책 전문대학원 개설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 

  ABT 대학에서는 현재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다문화 전문가를 배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보도자료』, www.moj.go.kr, 2008.5.23.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보도자료』, www.moj.go.kr, 2008.5.23 

참조. 법무부의 ABT 대학 선정 과정은 공모를 통해 전국 58 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외부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20 개 대학을 선정하 는데 주요 선정기준을 보면,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경험, 전담 추진부서 지정의 타당성 및 추진인력과 

자원구성의 적절성, 향후 추진계획 및 특성화 전략의 실현가능성과 독창성, 재정 

집행계획의 합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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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 대학 별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공통적인 교과 내용인 기초교양과 전공소양, 

다문화소양의 3분야를 모두 이수해야 하는데 기초교양에는 한국 

이민정책과 이민관계법, 한국사회 이해 기초 등, 전공소양에는 강의기법 

및 교수법 등, 다문화 소양에는 해외지역사회 이해, 해외한민족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교과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다.  

   

  3.1.2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주요 내용 

법무부에서 지정한 ABT 대학은 서울 4곳을 비롯하여 경기(3), 인천(1), 

부산(2), 대구(1), 경북(1), 경남(1), 광주(1), 전남(1), 전북(1), 대전(1), 충남(1), 

충북(1), 강원(1) 곳이며 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지역명 대학명 전담 기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서울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경기-중부 성결대 평생교육원 

경기-남부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경기-북부 신흥대 평생교육원 

인천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동아대 평생교육원 
부산 

동의대 부산다문화사회통합센터 

대구 계명대 다문화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 

경북 남대 국어생활상담, 연구센터 

경남 진주교육대 다문화연구소 

광주 조선대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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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대 국제교류교육원 

전북 우석대 다문화센타 

대전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타 

충남 건양대 국제교육원 

충북 세명대 한국학센터 

강원 강원대 다문화사회연구센터 

   

각 대학이 정하고 있는 이수 시간은 총 40시간이며, 교과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전체 

명단은 법무부에서 관리할 예정이며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은 크게 기초교양과 전공소양, 다문화소양 세 분야로 

나누어 학교 재량에 따라 이수 시간과 세부 내용을 설정하 는데, 보통 

기초교양은 24~26시간, 전공소양은 6~8시간, 다문화소양은 8시간인 

경우가 많았으며 세부 교과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 학교별로 필요한 과목들을 채택하여 신설하기도 

하 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기초 교양 

오리엔테이션 /  한국 이민정책과 이민관계법 / 이민자를 위한

한국사회 이해 기초 / 다문화 현장전문가 특강 /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행정부 및 지자체 조직 / 한국의 역사와 종교 / 한글의

창제와 변천 · 한국어의 특성,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 다문화사회

이해 : 차이와 공존 · 변화의 방향 / 자녀 교육과 유학안내 / 성공적인

정착의 길라잡이‘법’ / 건강과 의료, 인권과 복지 / 취업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정보, 주거복지와 부동산 정책 / 대중매체와 정보통신, 관광과

여가문화 / 다문화 현장전문가 특강  

전공 소양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 강의기법 및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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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소양 

해외지역사회 이해 / 해외한민족 이해 / 해외지역사회 이해/ 동북 ·

동남아시아 이해 / 중동 ·  아프리카 이해 / 미국·유럽 등 이해 / 

해외한민족 이해 / 해외 한민족 이해 : 해외동포사회의 이해 

 

  3.2 보건복지가족부 

 

  3.2.1 참여 배경 및 목표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지위에 있고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 내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원 활동과 전문가 양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방문 교사 유자격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새터민,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새터민ㆍ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정책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설립되었는데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7 

이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교육연수 및 홍보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 실무자 등 교육 연수 인력 양성 사업 계획이 다문화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다문화 

가족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국제결혼 배우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결혼 

배우자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강사는 다문화사회 이해 전문강사 풀 제도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 

   

                                            
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jc/sjc0113mn.jsp?PAR_MENU_ID= 

06&MENU_ID=0613020306&page=1,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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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무지개청소년센터 -「새터민 ·  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새터민 · 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은 보건복지부 주최, 

무지개청소년센터 주관으로서 입문과 초급, 심화 과정이 있으며 2박3일 

동안 총 21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 입문이나 초급과정의 경우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고 심화 과정의 경우 입문이나 초급을 수료한 자에 해당되며 

모두 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명 입문반 심화반 

교과 

과정 

  - 오리엔테이션 

  - 다문화 사회와 나 

  - 먼저 온 미래Ⅰ- 다문화청소년 

이야기 

  - 이주가정청소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 다문화청소년 눈으로 본 세상 :  

    다문화청소년과의 대화 

  - 행복세라피 - Fun & Smile 

  -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먼저 온 미래Ⅱ- 새터민청소년 

이야기 

  - 새터민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 새터민청소년 눈으로 본 세상 :  

    새터민청소년과의 대화 

  - 이주가정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기조강연> 

 다문화사회, 이주청소년 전문가의

역할 

- <본명선언 감상 및 팀 토론 > 

- <소 통> 마 임  

- 팀 프로젝트1 

- <미니포럼-이주청소년 길찾기에

동행하기 

  진로)> 

-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입방법 

- 새터민청소년 마음 알아가기 

- 다문화역량강화프로그램

(다목적실) 

- 이주청소년역량강화프로그램 

- <팀 프로젝트2-개발>  

- <팀 프로젝트3-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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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새터민청소년 

  -  이주가정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청소년 

  - 설문 및 수료식   

- 수료식 및 설문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국제교육 배우자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국제교육 배우자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1차 교육, 현장 프로그램 참여, 2차 교육 등 3단계로 

구성된다. 2008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1차적으로 

2008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1차 교육이 실시되었고, 2008년 9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11월 7일에 

2차 교육을 실시하 다. 각 단계 별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교육: 다문화사회의 이해 / 프로그램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가족생활교육의 

이해 /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 국제결혼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 결혼이민자관련 법률 / 국제  결혼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기획 / 

대상가정모집 및 센터연계 방안 논의 

  - 프로그램 실시: 예비 배우자 또는 배우자교육 중 택 1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 

  - 2차 교육: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시상 / 수료식 

  

한편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에 

현직 방문교사 유자격화를 위한 교사 교육을 위탁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대상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관련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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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자 한다. 

 

 3.3 여성부 

   

  3.3.1 참여의 배경과 목표 

여성부는 현 정부 이전의 여성가족부에 전신을 두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보건복지기족부에 가족 관련 업무를 이관한 만큼 여성부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활동과 현 정부의 여성부 활동을 나누어 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활동은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다문화강사 시범 양성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2006년 4월 19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대략 8개월 동안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 대구/경상권, 광주/전라권, 강원도권)으로 

나누어 실시한 바 있으며 8 후자의 경우는 2007년에 산하 기관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9 주관이 되어 지역별로 주요 대학을 선정하여 위탁, 

실시한 바 있다.10  다문화 강사 양성 시범 사업의 명칭이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과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한국어) 지도사 양성 교육인 만큼 

여성부의 사업 목표는 주로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하에서의 여성부의 활동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대한YWCA연합회(회장 강교자)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어린이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 여성이 ‘다문화 강사’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2008년 5월부터 전국 27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부는 다문화 교육 강사 

활동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8  국립국어원·대교/교육연구소(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를 참조함. 
9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이 되었음. 
1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 결과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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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강의 경력자,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 교육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3.3.2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주요 내용 

 

  우선 현 정부 이전에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대학이 

실시한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한국어) 지도사 양성과정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어발음교수법 / 한글교육 / 한국어 말하기-듣기교수법 

/ 한국어읽기 교수법 / 한국어쓰기 교수법 / 한국어 어휘교수법 / 한국어 

문법교수법 / 한국어 문화교수법 / 한국어 어문규범 

 

다음으로 지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사전교육 전문가」과정은 총 42시간의 과정으로 

운 되는데 교과과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 관계와 소통기법 / 국제결혼 갈등관리 : 양성평등 

관점에서 / 강의 시연  준비 / 개별 강의 시연 ⅠⅡ / 다문화 사회의 정책 / 토론 

워크샵 :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 토론 

  워크샵 : 관계와 소통기법 / 토론 워크샵 : 국제결혼 갈등관리 / 세계화와 

국제결혼 : 선택과 도전 

  토론 워크샵 / 국제결혼 법률이해 : 한국 및 아시아국가의 법률 / 

결혼이주여성과 남편 사례 / 문화 

  이해 : 아시아 국가 / 강의기법 / 강의안 구성 ABC / 토론 워크샵 / 

분임토의 / 강의안 구성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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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과정 수료 후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사전교육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전문가 

위촉장을 받게 되고 이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 하는 

전문강사 인력 풀에 등록되며,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3.4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3.4.1 참여의 배경과 목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6년 5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 TF’를 운 하여,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보다 본격적인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11월 27일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포함, 총5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 다. 11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주관을 맡겨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2008년 9월 25일부터 

3개월 동안 다문화 교육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 다. 여기에는 

다양한 국외활동 경험을 가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등 해외이주민들도 참여하 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다문화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참가 대상자도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실무자, 초중등 교원, 

다문화 강사 등 다양해지고 심화과정도 개설하 다.12 

이렇게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관광부의 활동 목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과 그 2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편견 없이 그들을 우리 

                                            
11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introCourt/minister/photoDataRoom/minPhotoView.jsp?

pMenuCD=0601060000&pSeq=148, 2007.12.28.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academy/aboutCeta02.jsp.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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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은 이전 정부의 

여성가족부로 위탁받아 결혼여성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 고 곧 이어 총 60시간의 다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과정 및 교사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 다. 특히 교사 교육용 교재는 

2009년 12월에 시중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기도 하 다. 국립국어원의 

최근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지도사 유자격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를 들 수 있다. 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으로 운 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방문교육 지도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2009년 

여름부터 교과과정 및 교육용 교재 개발을 추진하 고 2010년 1월에는 

두 개 반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이 교육은 방문교육 지도사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초기 1주와 

마지막 1주는 집합교육으로, 중간 약 4개월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 개발 수강생 선정 과정 운 □관리  수료생 관리 

 -한국어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발 

 -전담 교수 인력풀 구축 

 

▶ 
 -수강생 선정 

 -수강생 명단 전달 

 

▶ 

 -과정 운 ·학사

관리 

 -전담 교수 인력 관리

▶

 -이수증 발급 

 -지역별 교원 수급

지원·자격 관리 

국어원 복지부 국어원·복지부 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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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주요 내용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다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문화 그리고 마음열기 / 문화와 문화사회 다문화를 말하다 / 학습자 

교수법의 이해 /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해보자 / 교육 실행 & 피드백  

 

  한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다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총 60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 과목명(시간) 

한국어학과 

언어학의 이해 (12) 
한국어학개론(3), 어문규범(3), 대조언어학(3) 

한국어교수법 

(27) 

한글교수법(3), 발음교수법(3), 문법교수법1(3), 

문법교수법2(3), 어휘 교수법(3), 구어교수법(4), 

문어교수법(4), 문화교육론(3), 한국어 교수 학습 설계(3)

한국 사회의 이해(12)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 정책(3), 다문화 사회의

이해(3),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 문화의 이해(3), 

지역어의 이해(3) 

참관과 실습(20) 워크숍(4), 현장 참관 및 실습(6)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문교육 지도사의 유자격화를 위하여 개발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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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필수이수시간) 
확정 과목명(시간) 

한국어학 

(30) 

한국어의특징(3), 한국어학개론(3), 한국어어문규범(4), 

한국어음운론(4), 한국어어휘형태론(2), 한국어문법론(6),

한국어화용론(4), 한국어사(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12) 

대조언어학(4), 외국어습득론(4), 사회언어학/

응용언어학(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6) 

한국어교육개론(2), 한글교수법(2), 한국어발음교수법(4),

한국어문법교수법(4), 한국어어휘교수법(4), 

한국어말하기교수법(4), 한국어듣기교수법(4), 

한국어읽기교수법(4), 한국어쓰기교수법(4), 

한국어교육과정론(4), 한국어교재론(2), 

한국어교재개발실습(2),언어교수이론(4),  

한국어평가론(3), 한국어교수학습 설계1(3), 

한국어교수학습 설계2(2), 한국문화교육론(3) 

한국문화 

(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문화의 이해(4), 

한국다문화사회의이해(2), 

한국문학의이해(4), 한국역사의이해(4) 

한국어교육 실습(20) 강의 참관(8), 모의수업(12) 

평가 종합시험(2) 

합계 34과목 (오프: 18과목/ 온: 16과목 ) 

 

3.5 지자체 기관에서의 다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중앙 부서와는 별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이주민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실시한 몇몇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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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  - 제1기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과정 

  대상 경기 지역 여성 30명 

기본과정 

교과목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문화교육의 기본이해 / 다문화교육 방법 / 

다문화가족의 이해 /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도 및 상담 /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활동 / 다문화사회 정책 / 자원봉사론 / 다문화교육 실습 

심화과정 

교과목 

다문화교육 강사의 역할 / 다문화자녀의 생활지도 방법 / 다문화교육

실무 특강 / 다문화교육 현장사례 특강 / 다문화교육 현장 탐방 / 

다문화교육 교과교육론 / 강의시연 및 평가 

 

  <강릉여성문화연대>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문화유산해설사 심화과정) 

  대상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 교육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다문화ㆍ문화유산의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 글로벌시대 리더를 위한 교육 / 평화를 위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다양성을 품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Ⅰ/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Ⅰ/ 다양성을 품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Ⅱ /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Ⅱ / 

다문화 이해교육 방법론 1, 2 / 워크샵 & 교안 만들기 1, 2 / 

CCAP 프로그램 교안만들기 및 발표 / 워크샵 & 교안 만들기

1, 2 / 현장교육(2회)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축제 / 축제의 조직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총 

17시간)  

  대상 
시·군 여성정책담당 또는 여성회관의 교육담당자나 방문지도사

또는 관심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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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강식 및 교육안내 / 지구화와 이주 / 이주여성의 현황과 인권 / 

다문화가족의 이해 /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 / 상담사례(가정폭력, 

이혼,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 체류 및 국적취득에 대한

법제도, 여성관련 법률 /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동남아시아- /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 한국의 교육제도와 다문화 / 가족 자녀의

적응문제 / 이주여성관련 복지서비스 / 평가 및 수료 

 

<속초평생교육정보관> - 속초양양-다문화가정교육지원 도우미 

양성과정(20시간) 

  대상 다문화가정교육지원 도우미를 희망하는 일반인 

교과과정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 /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과 실태 / 동남아시아 문화의 이해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지도 방법 /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와 학교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가정지원 서비스 현황 / 

속초YWCA결혼이민자센타 운 사례 

 

3.6 교사 직무 연수를 통한 다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여 현직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 형식의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제도권 교육은 현직 교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직 교사의 양성 체계 중에 다문화 전문 교사 양성 체계가 

없는 만큼 기존 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수 과정의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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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과 협력 아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핵심교원 양성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수명 
제1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직무연수 
다문화교육 교사직무연수 

연수일정 2008.1.7~1.9 2008.7.28~8.8 

연수시간 16시간 61시간 

연수대상 경기지역 초· 중등교사 경기지역 초· 중등교사 

기타 

1기 연수 수료시 2기 

직무연수(60시간)에 우선적 

자격부여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 다문화교육 교사 직무 연수 과정별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양/ 교직  

    :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 교원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이해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문화정책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 경기도 다문화정책의 이해 

    한국 다문화가정과 교육문제  

    :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 결혼이민자 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 

새터민 가정 현황과 실태 와 교육문제 

    타문화에 대해 바로알기  

    :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1 /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2 / 결혼이주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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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한국사회 

    문화텍스트와 다문화교육  

    : 미디어를 통해본 다문화교육1 / 미디어를 통해본 다문화교육2 

    다문화교육의 기초  

    : 다문화교육 개론 /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 외국의 다문화교육 / 배움학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과 학교교육  

    :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 다문화교육 교과교육론 / 다문화수업 사례 연구･ 방법론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2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 다문화 현장사례 특강 / 다문화현장 탐방(수행평가) / 다문화교육 추진 

학교 탐방(수행평가) 

 

  3.6.2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다양한 

이유로 교육 역에서 배제 되고 있는 것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자신도 언어, 문화, 민족적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문화, 

다민족 한국 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중앙 단위의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 7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내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를 지정하 다. 2008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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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권 지역 다문화교육 연수  

  대상 수도권 교사 

교과과정 

다문화 현상과 이론 / 비교 다문화정책 / 다문화교육입문 / 

다문화교육과 학교문화 / 문화간 이해교육 / 한국사회의 소수 집단

/ 다문화 한국어 교재 활용법 / 다문화교육 자료 활용법 /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 지도 및 상담 / 다문화교육 현장의

이해(1)- 교사 / 다문화교육 현장의 이해(2)- 센터 

 

  (2) 수도권 외 지역 다문화교육 연수  

  대상 수도권 외 지역 교사 

교과과정 

다문화교육의 이론 역 : 다문화 현상과 교육 / 소수집단과 문화

간 이해교육 

다문화교육의 실제 역 : 다문화교재 활용법I / 다문화교재

활용법II / 다문화 가정 자녀 생활지도 및 상담 / 다문화교육 현장의

이해(교사/센터) 

 

4.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사회 문화 교육 담당 전문 인력의 양성은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성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도 다수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의 급속한 증가에 

발맞추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담당한 전문 인력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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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다문화 사회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 체제의 

확립과 부서 간 협조 체제의 구축 하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문가의 양성은 정부 내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변인에 바탕을 두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와 같은 동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문가의 양성은 부서 간 

중복보다는 공조를 통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투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전문가 양성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문제가 

국정의제로 채택되고 여기에 13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둘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다문화 사회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설정한 후에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 전문가가 현장 

교육만을 담당할 것인지, 자료 개발자·행정가·관리자와 같이 제2언어 

교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역할을13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전문가 

양성의 목표 설정과 교과과정 개발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 차원으로 진행하는 

양성 과정이나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일부 부서의 

노력은 그 수준과 추진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부 내 노력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3 H. D. Brown(1999)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어 또는 제 2 언어 교사의 역할은 교수자, 

자료 개발자, 통제자, 촉진자, 관리자, 행정가, 학습 자원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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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분리하여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연동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통합 접근이 보편화되기도 하나 학습자의 목표 언어의 사회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의 정도 등 수요자 요구에 따라 분리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언어와 분리하여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한 특강을 

메타 언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정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논의와 

함께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14 

넷째,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변인에 맞춘 교육을 전제로 할 때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도 특화되어 차별적 교과과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은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새터민, 이주민 자녀, 

혼혈아,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행히 정부 

내 여러 부서가 참여하면서 이러한 변인 별 특화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수요자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전문 인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무부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1급과 2급으로 위계화하고 2급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초 교양, 전공 소양, 다문화 소양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14 이러한 정책의 초기 단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령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여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메타 언어의 

채택이 쉽지 않아 기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 거주한 지 오래된 이주민을 사회 문화 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신규로 편입되는 동일 언어 사용 이주민에 대한 교육을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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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교과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과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적정 시수는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교과과정의 

하위 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과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수요자 요구조사의 

실시, 교육 목표의 설정, 다양한 주변 환경 요인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ABT 대학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의 교과과정을 

보면 참여 대학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다. 역 내 하위 교과목의 

설정에서 그 기준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수 시간 수의 산정 

등에서도 기준이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좀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 효율적인 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은 많은 연구와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양성, 인증, 임용, 처우라는 일련의 연계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사회적 신분을 공식화하여 국가가 

자격을 인증하고 적정 수준의 사회적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고 보람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향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전문 인력에게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을 갖추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유자격화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요망된다. 우리 

사회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없이 다문화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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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지 못하 다. 대학 내에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공 학과가 극소수인 상태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 인력의 양성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의 틀 안에서 논의되거나 인접 

학문의 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들 전공 역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과 관련한 업적이나 전문 연구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다문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부 대학이 부설 

기관으로 다문화연구소 등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의 제시나 다문화 현장 지원의 성격을 주로 갖는 것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은 부설 기관 차원을 넘어 대학 차원의 전공 하과 신설이나 

국책 연구소의 신설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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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establishment of Korean Hearer-Honorific System 
This paper dealt with the conventional misconceptions on Hearer-honorific 

system and suggested a new perspective. Major poi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 
(1) The speaker's purpose of respect 
By looking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hasio level(하시오체)and hake 

level(하게체), conclusion can be made that the diversion between a speaker and 
a listener isn't what settles an opposing system in the Hearer-honorific system. 
This opposing system is settled by the morphological procedure which realizes 
the purpose of respect and the degree of respect. hasio level(하시오체) and 
hake level(하게체) both represents the respect towards a speaker who is in a 
equivalent position or a lower on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is 
revealed in the degree of respect. 

(2) The characteristics of haera level(해라체) supports the norm that 
opposition of respect is not degrading, but non-respect. 

(3) Informal style has its own realm of usage. First, the inherent realm of hae 
level(해체) is where either haera level(해라체) or hake level(하게체) cannot 
be used. Second, the realm of usage of haejo level(해요체) is where either 
hasipsio level(하십시오체) or hasio level(하시오체) cannot be used. 

There are some cases where hae level(해체) and haejo level(해요체) are not 
differentiated with the honorific. Since hae level(해체) includes haera 
level(해라체) and hake level(하게체), and haejo level(해요체) includes 
hasipsio level(하십시오체) and hasio level(하시오체), this categoriz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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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alid. 
(4) ‘-ne(-네), -kumeon(-구먼), -na(-나), -eunga(-은가), -eulkka(-을까)', 

which were considered as hake level(하게체) ending, are in fact the ending of 
haera level(해라체). The reason why these are used in ‘hake level(하게체)· 
haera level(해라체)· hae level(해체)· hasipsio level (하십시오체)’ and written 
language is because these endings can make up an internal conversation. When 
an internal conversation is used in the talk, the speaker speaks a soliloquy on the 
premise that the listener is listening. The listener, under the premise that the 
speaker is speaking a soliloquy, hears the talk. 

 
Key Words : degree of hearer honorific, respect, degrading, hao degree, 

hake degree, soliloquy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 청자 높임법에 대한 전통적인 네 가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첫째는 ‘높임’과 그 대립항(전통적 견해의 ‘낮춤’)의 대립을 결정하는 

요인이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높임’의 

대립항이 ‘낮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어 격식체 청자 

높임법의 체계를1 ‘아주높힘, 예사높힘, 예사낮훔, 아주낮훔’의 체계로 

기술한 최현배(1937:1079-1096)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문제는 

나머지 두 문제와 달리 서로 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는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보인다. 서정수(1972:87)에서 화자와의 대비적 위상에 따라 청자를 

[+RESPECT]와 [-RESPECT]로 나누고, [-RESPECT]는 단순한 

                                            
1 ‘높임법’이라는 용어보다 ‘대우법’이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더 적절하지만, 이 글에서는 

실용성을 고려하여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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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춤’이 아니라 ‘존대 아님’을 다 포괄한다고 한 것이나, 

서정목(1988:99-100)에서 ‘높임’의 대립항이 ‘높이지 않음’임을 밝힌 

것은 모두 ‘높임’의 대립항에 대한 통찰의 맹아를 보여 준 것이다. 

김종택(1988:114)에서는 청자 높임 화계를 ‘존대’와 ‘평대’로 구분한 

다음, ‘존대’를 ‘수상존대, 수하존대’로 나누었는데, 이는 ‘낮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인 것이다. 

이익섭(1986:141)과 이익섭·이상억·채완(1997:273), 이정복 

(1998:330)에서와 2  같은 나열 방식(해라체＜해체＜하게체＜하오체 

＜해요체＜합쇼체)은 전통적인 분류 방식을 벗어나 Ridel(1881:99)의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권재일(1992:124)에서 ‘[+높임] : 

[-높임]’의 대립 체계를 수립하고, 김태엽(1995:45)에서 ‘높임 : 안 

높임’의 대립 체계를 수립한 것은 모두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과는 

무관한 대립 체계를 수립한 것이다.4 

한국어 청자 높임 체계와 관련한 셋째 오해는 ‘해체(반말체)’의 

역이 ‘해라체·하게체’ 역의 합과 일치하며, ‘해요체’의 역이 

‘하십시오체·하시오체’ 역의 합과 일치한다는 통념이며, 넷째 오해는 

‘-네, -구먼, -나, -은가, -을까’를 ‘하게체’ 종결형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2. 청자 높임 체계의 재정립 

 

2.1. 청자 높임 체계의 귀납적 해석 

 

                                            
2 이정복(1998:330)에서는 각 화계의 ‘높임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 다. 
3  Ridel(1881:99)은 활용형 ‘여라, 라, 게, 소, 오, 시오, 시오, 옵시오, 

　쇼셔, 옵쇼셔’를 나열하 다. 
4 이완응(1926:159)의 체계인 ‘대하(보아라), 대등 또는 하게(보게), 보통(보오/보시오), 

존경(봅시오/보십시오)’에서 보이는 ‘보통’과 ‘존경’은 ‘높임의 정도성’과 유사해 보이나, 

‘대하 ; 대등 또는 대하’의 분류 기준인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관계’와 혼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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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오체·하게체·해라체’의 5  쓰임에 대한 귀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청자 

높임법의 대립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이 

아니라, 화자의 높임 의도 및 높임의 정도성을 실현하는 형태적 

절차라는 사실이며, 둘째는 ‘높임’의 대립항은 ‘낮춤’이 아니라 ‘안 

높임’이라는 것이다. 

 

2.1.1. 화자의 높임 의도 

 

(1) ‘하시오체’의 성격과 높임 의도 

‘하시오체’는 ‘높임’의 화계로 인식되어 왔다. ‘하시오체’가 ‘높임’ 

화계인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분류에서 

‘하시오체’를 ‘높임’ 화계로 본 것은 ‘하시오체’가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그러한 상황적 조건에 따라 

‘하시오체’를 ‘높임’ 화계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떤 종결형식이 쓰이는 화용적 

상황과, 그 종결형식이 어떠한 높임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하시오체’는 결코 ‘화자<청자’의 상황에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시오체’는 ‘화자=청자’ 또는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6 만약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을 ‘높임’과 ‘낮춤’의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시오체’는 ‘대등한 

대우’나 ‘낮춤’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으시오’의 

형태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은 ‘하시오체’의 본질적 

                                            
5  이른바 ‘하오체’ 명령문 종결형식 ‘-으오’는 대개 ‘-으시-‘와 결합하여 ‘-으시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명령 종결형식으로써 명명한다면, ‘하오체’보다는 ‘하시오체’로 불러야 

할 것이다. 
6 이 글에서 ‘화자>청자’는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임을, ‘화자<청자’는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임을 나타내고, ‘화자=청자’는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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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시오체’가 ‘높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하시오체’ 종결형식에 높임 형태소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높임 형태소의 

선택은 화자의 높임 의도에 따른 것이다. 

      

(2) ‘하게체’의 성격과 높임 의도 

‘하게체’는 전통적으로 ‘낮춤’ 화계로 인식되어 왔다.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이 그 근거 다. 그러나 ‘화자>청자’라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하게체’를 ‘낮춤’ 화계로 처리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에 대하여도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7 첫째는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종결형식이 쓰이는 상황과 그 종결형식이 어떠한 

높임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게체’ 형식이 ‘화자>청자’뿐 아니라 ‘화자=청자’의 상황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이 ‘높임’과 ‘낮춤’의 분류 

기준이라면, ‘하게체’는 ‘하시오체’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대우’ 또는 

‘낮춤’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8 그러나 ‘하게체’는 ‘낮춤’이 아니라 

‘높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게체’의 ‘-게(=거+으이), -

세(사+으이)’를 구성하는 종결어미가 높임의 ‘-으이’이기 때문이다.9 

‘하게체’ 종결형식이 ‘화자>청자’뿐 아니라 ‘화자=청자’의 상황에서도 

쓰이며 ‘높임’의 성격을 지니므로, ‘하시오체’와 ‘하게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1) ‘하시오체’와 ‘하게체’의 성격 

   ①상황 : 청자가 화자와 대등하거나 화자보다 하위자인 경우 

                                            
7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관계에 따라 ‘높임’과 ‘높임 아님’을 구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게체’의 성격을 설명한 뒤에 추가하게 될 것이다. 
8 ‘하시오체’와 ‘하게체’는 역이 매우 좁다.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되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약간은 거북하다고도 할 수 있는 상대일 때에 쓰이기 때문이다. 
9 ‘사+으이’로 구성된 ‘-새’가 ‘-세’로 발달한 것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종결형식 ‘-새’가 ‘-네, -게’ 등에 유추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모음 ‘ㅐ’가 

‘ㅅ’의 음운적 특징에 동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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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화자의 의도 : 높임 

 

그렇다면 ‘하게체’를 ‘낮춤’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하시오체’를 

‘낮춤’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시오체’와 ‘하게체’의 차이는 

높임의 정도성이며, 그것은 형태 구조의 차이로 실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을 토대로 본다면, 전통적으로 ‘하시오체’를 

‘높임’ 화계로, ‘하게체’를 ‘낮춤’ 화계로 간주해 온 것은 청자 높임법을 

‘높임(하십시오체, 하시오체) : 낮춤(하게체, 해라체)’의 균형잡힌 체계로 

기술하고자 하는 연역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게체’를 ‘높임’으로 간주할 때 제기되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체(반말)’는 전통적으로 ‘두루 낮춤’으로 불려 왔는데, 이를 ‘안 

높임’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높임’의 ‘하게체’가 쓰일 수 있는 

역에까지 ‘안 높임’의 ‘해체’가 쓰이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인해 ‘해체’가 ‘안 높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안 높임’의 ‘해체’가 ‘높임’의 ‘하게체’의 역에까지 쓰일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은 화계의 선택이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관계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일한 

청자에게 ‘높임’의 ‘하게체’(정중함의 표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높임’(친 감의 표현)의 ‘해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관계가 ‘높임’과 ‘높임 아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2.1.2. 높임과 안 높임의 대립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하시오체’뿐 아니라 ‘하게체’도 ‘높임’ 

등급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높임’의 대립항이 무엇인지는 

‘해라체’의 성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해라체’는 전통적으로 ‘아주 낮춤’으로 이해되어 왔다. ‘해라체’가 

‘낮춤’이라는 것은 ‘해라체’가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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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 것인데, 실은 ‘해라체’는 ‘낮춤’이 아니라 ‘안 높임’ 화계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종결형식이 쓰이는 상황과 그 

종결형식이 어떠한 높임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이다. 

둘째, ‘해라체’의 사용 범위는 결코 ‘화자>청자’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라체’는 ‘화자=청자’의 상황에서도 쓰이며, 심지어는 나이 

차이가 적은 젊은 형제자매와 같은 사이에서는 ‘화자<청자’의 상황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에 따라 ‘해라체’를 

‘낮춤’ 화계로 분류할 수는 없다. 

셋째, ‘해라체’ 종결형식에는 ‘청자 낮춤’의 형태소가 없다. 즉 ‘간다, 

가니, 가거라, 가자’에는 ‘청자 높임’의 형태소가 없을 뿐이지, ‘청자 

낮춤’의 형태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청자 낮춤’ 형태소가 없는데 ‘청자 

낮춤’이 실현될 리가 없다. 

넷째, 간접 인용문에 ‘해라체’ 종결형식이 쓰이는 사실이다. 간접 

인용문은 청자 대우의 태도가 중립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간접 

인용문에 쓰이는 ‘해라체’ 종결형식은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닌 ‘안 

높임’에 속한다.10 

다섯째, ‘해라체’는 높임법 면에서 중립적인 ‘글’에 쓰일 수 있다. 

‘글’에 쓰인 종결형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라체’인데, ‘하라체’와 

‘해라체’는 명령의 ‘-으라 : -어라/아라/여라/거라/너라’에서만 구별될 

뿐,11 나머지 종결형식은 동일하다. ‘해라체’ 형식이 ‘하라체’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해라체’가 ‘안 높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안 

                                            
10 김태엽(1995:33)과 김태엽(2001:244)에서는 ‘해라체’에 높임 형태소가 없다는 사실 

외에, 2·3 인칭 대명사에 낮춤형이 없다는 사실, ‘해라체’ 어미가 간접인용문 어미에 

쓰인다는 사실을 근거로서 제시하 다. 
11 ‘달다’의 명령형에는 ‘달라(하라체), 다오(해라체)’가 있는데, ‘달라’는 하라체 종결어미 

‘-으라’가 쓰인 것이고, ‘다오’는 기원적으로 어간 ‘달-’에 명령 종결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다. 후자는 ‘ㄹ’ 말음 뒤에서 ‘ㄱ’이 약화한 다음, ‘ㄹ’이 탈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일부 방언에서 쓰이는 ‘다고/다구’는 ‘ㄹ’만 탈락한 모습이다. 명령종결어미 ‘-고’가 

존재하므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고려, -고라’의 ‘-려, -라’는 보조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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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은 중립성을 그 본질로서 가지고 있지만, ‘낮춤’ 형식은 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 ‘해라체’는 ‘낮춤’이 아니라 ‘안 높임’이기 때문에 높임법 

면에서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글’에 쓰일 수 있다. 

‘해라체’가 ‘낮춤’이 아니라 ‘안 높임’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국어 청자 높임법의 격식체 화계가 다음 <표-1>과 같은 

‘하십시오체·하시오체·하게체(높임) : 해라체(안 높임)’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높임 : 안 높임’의 대립 체계 

높   임 하십시오체 

높   임 하시오체 

높   임 하게체 

안 높임 해라체 

 

이 체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둔다. 첫째, ‘높임’과 ‘안 

높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화자의 ‘높임’ 의도의 유무이며, 그것은 

형태적으로 실현된다. 둘째, ‘하십시오체 : 하시오체 : 하게체’의 대립을 

결정하는 기준은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이 아니라 ‘높임’의 정도의 

차이이며, 그것은 형태적 구조의 차이로 실현된다. 비록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관계가 ‘하십시오체 : 하시오체 : 하게체’의 대립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는 화자의 높임의 정도성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일 뿐이다. 

 

2.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역 대비 

 

비격식체의 ‘해요체’와 ‘해체’는 각각 ‘하십시오체, 하시오체’, ‘하게체, 

해라체’의 역에 ‘두루’ 쓰인다는 것(서정수 1972:89/1984:39)이 

전통적인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를 근거로 격식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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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격식체의 관계를 다음 <표-2>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표-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관계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시오체 
해요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 

 

그러나 <표-2>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다음 예문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가. 형, 어서 와요. 

 나. *{형/형님}, 어서 오시오. 

(3) 가. 형, 어서 와. 

 나. *형, 어서 오게. 

(4) 가. 형, 어서 와. 

 나. *형, 어서 오너라. 

 

(2가, 나)는 ‘화자<청자’ 상황에서 ‘-어요’는 쓰일 수 있으나 ‘-

으시오’는 쓰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 현상은 다음 사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어요’가 ‘화자>청자 ; 화자=청자 ; 화자<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화자의 ‘높임’ 의도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으시오’는 ‘-게’와 

마찬가지로 ‘화자=청자 ;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화자의 ‘높임’ 의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3가, 나)는 ‘화자<청자’ 상황에서 ‘안 높임’의 ‘-어/아’는 쓰일 수 

있지만 ‘높임’의 ‘-게’는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외견상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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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없다. 즉 ‘-어’가 ‘화자>청자 ; 화자=청자 ; 화자<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화자의 ‘안 높임’ 의도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게’는 

‘화자>청자 ;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화자의 ‘높임’ 의도를 나타내며, 

‘화자<청자’의 상황에서는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4가, 나)는 ‘화자<청자’ 상황에서 ‘-어’는 쓰일 수 있으나 ‘-어라’는 

쓰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 현상은 다음 사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어’가 ‘화자>청자 ; 화자=청자 ; 화자<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화자의 ‘안 높임’ 의도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어라’는 ‘화자>청자 ; 

화자=청자’의 상황에서 화자의 ‘안 높임’ 의도를 나타내며, 

‘화자<청자’의 상황에서는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둔다. 

 

(5) ‘-어요’와 ‘-으시오’의 대비 

  ① ‘-어요’ 

    ㄱ. 상황 : 화자>청자 ; 화자=청자 ; 화자<청자 

    ㄴ. 기능 : 높임 

  ② ‘-으시오’ 

    ㄱ. 상황 : 화자=청자 ; 화자>청자 

    ㄴ. 기능 : 높임 

(6) ‘-어’와 ‘-게’의 대비 

  ① ‘-어’ 

    ㄱ. 상황 : 화자>청자 ; 화자=청자 ; 화자<청자 

    ㄴ. 기능 : 안 높임 

  ② ‘-게’ 

    ㄱ. 상황 : 화자=청자 ; 화자>청자 

    ㄴ. 기능 : 높임 

(7) ‘-어’와 ‘-어라’의 대비 

  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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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상황 : 화자>청자 ; 화자=청자 ; 화자<청자 

    ㄴ. 기능 : 안 높임 

  ② ‘-어라’ 

    ㄱ. 상황 : 화자=청자 ; 화자>청자 

    ㄴ. 기능 : 안 높임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역 대비 

        상황 

    기능 

어미 

화자>청자 화자=청자 화자<청자 

-

으시오 
안 높임 ㅇ ㅇ  

-게 높   임 ㅇ ㅇ  

-어라 높   임 ㅇ ㅇ  

-어요 높   임 ㅇ ㅇ ㅇ 

-어 안 높임 ㅇ ㅇ ㅇ 

 

여기에 제시한 ‘상황’은 전형적인 것이 아니고, 가능한 상황일 뿐이다. 

예컨대 ‘-어’의 상황 중 ‘화자<청자’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어’가 

‘화자<청자’의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청자’의 

상황 중에도 ‘-어’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표-2>를 통해서 우리는 ‘해체’와 ‘해요체’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해라체’도 쓰이기 어렵고 ‘하게체’도 

쓰이지 못하는 역(예컨대 예문 2가)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해체’만이 쓰일 수 있는 고유 역이다. 

둘째, ‘하십시오체’도 어색하고 ‘하시오체’도 쓰기 어려운 역(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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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3나)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해요체’만이 쓰일 수 있는 

고유 역이다. 

‘해체’와 ‘해요체’를 격식체와 구분하지 않고 서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표-2>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해체’가 ‘해라체’와 ‘하게체’의 모든 역을 포괄하며, 

‘해요체’가 ‘하십시오체’와 ‘하시오체’의 모든 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2.3. 하게체 종결형식의 내적 발화 구성 

 

여기서 ‘하게체’ 종결형식으로 알려진 ‘-네, -구먼, -나, -은가, -

을까’(이하에서는 이들을 ‘-을까’류라 부르기로 함.)의 높임 기능에 

대하여 지적해 둔다. ‘-을까’류 종결형식이 ‘하게체’ 상황에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들을 ‘하게체’ 형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이들은 모두 ‘하게체’ 종결형식이 아니고 ‘해라체’ 

종결형식이다.12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종결형식의 구성 요소에는 높임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높임’의 ‘하게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네(=느+으이)’에는 

선어말 형태소 ‘-으　-’의 발달형인 ‘-으이-’로부터 재구조화된 청자 

존대 종결어미 ‘-으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통시적 형성 과정에서 

그러할 뿐, 공시적으로는 ‘-네’에 높임의 ‘-으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13 

둘째, ‘-을까’류 종결형식에는 높임 보조사 ‘-요’가 결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을까’류 종결형식이 ‘높임’의 ‘하게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12  ‘-나’는 기원적으로 ‘느+아’의 구조로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아’는 ‘해체(반말)’ 

어미이다. ‘-나’는 구조적으로는 ‘해체’ 종결형식이지만, 기능 면에서는 ‘해체’로도 쓰이고 

‘해라체’로도 쓰이는 듯하다. ‘-나’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 쓰인다는 

것은 ‘해라체’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13 ‘-네’는 형용사나 ‘N+서술격조사’에도 결합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네’가 기원적 구성 

요소인 ‘-느-’의 형태적 특성과 무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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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현상이다. 보조사 ‘-요’는 ‘안 높임’의 요소 뒤에만 결합한다. ‘-

읍시다요’가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정상적인 한국어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을까’류 종결형식은 청자 대우 면에서 중립적인 ‘글’에도 

쓰인다. ‘높임’ 형식은 중립성을 띨 수 없으나, ‘안 높임’ 형식은 중립성이 

그 본질적 성격이다. 

넷째, ‘-을까’류 종결형식은 ‘하게체’ 상황뿐 아니라 다른 모든 화계의 

상황에서도 두루 쓰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셋째와 넷째 특성에 주목해 보자. ‘-을까’류 종결형식이 

이처럼 모든 화계의 대화 및 ‘글’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내적 

발화(내적 사유 표현)’ 형식이기 때문이다. 내적 발화는 청자가 없는 

상황의 발화이거나, 청자(독자)가 있더라도 화자(필자)가 청자(독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독백투로 하는 발화이다. 청자가 화자 곁에서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의 내적 발화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통의 약속이 성립한다. 즉 화자는 청자의 엿들음을 전제하면서 

독백을 하고, 청자는 화자가 독백함을 전제하고 자신은 엿듣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8) 대화 상황에 쓰인 내적 발화의 화용적 성격 

화자는 청자의 엿들음을 전제하면서 독백을 하고, 청자는 화자가 

독백한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엿듣는 태도를 취한다. 

 

‘-을까’류 종결형식 중 의문 종결형식 ‘-나, -은가, -을까’가 내적 

발화에 쓰이면, 그 문장은 자문문(自問文)이 된다. 이들이 질문문에도 

쓰일 수 있지만, 질문문에 쓰인 ‘-나, -은가, -을까’ 역시 자문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나, -은가, -을까’에 의한 질문은 직접적 

질문이 아니라, 자문을 통한 간접적 질문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은가, -을까’ 구문은 ‘해라체’보다 높은 화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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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을까’류 종결형식이 내적 발화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

을까’류 종결형식이 ‘안 높임’인 ‘해라체’ 종결형식임을 입증한다. 

 

3. 맺음말 

 

이 글에서는 청자 높임법과 관련된 전통적 오해 네 가지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다.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자의 높임 의도 

‘하시오체’와 ‘하게체’의 성격을 통해서, 청자 높임법의 대립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대비적 위상이 아니라, 화자의 높임 의도 

및 높임의 정도성을 실현하는 형태적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시오체, 하게체’는 모두  화자와 대등하거나 하위자인 청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며, 이 둘의 차이는 높임의 정도성이다. 

(2) ‘해라체’의 성격을 통해서, ‘높임’의 대립항은 ‘낮춤’이 아니라 ‘안 

높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비격식체는 그 나름의 고유한 역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라체’도 쓰이지 못하고 ‘하게체’도 쓰이지 못하는 역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해체’만이 쓰일 수 있는 고유 역이다. 둘째, 

‘하십시오체’도 어색하고 ‘하시오체’도 쓰기 어려운 역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해요체’만이 쓰일 수 있는 고유 역이다. 

한편 ‘해체’와 ‘해요체’를 격식체와 구분하지 않고 서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해체’가 ‘해라체’와 ‘하게체’의 

모든 역을 포괄하며, ‘해요체’가 ‘하십시오체’와 ‘하시오체’의 모든 

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4) ‘하게체’ 종결형식으로 간주되어 온 ‘-네, -구먼, -나, -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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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는 ‘해라체’ 종결형식이다. 이들이 ‘하게체·해라체·해체·하십시오체’ 

대화 상황 및 ‘글’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까닭은 이들이 내적 발화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적 발화가 대화에 쓰이면, 화자는 청자의 

엿들음을 전제하면서 독백을 하고, 청자는 화자가 독백한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엿듣는 태도를 취한다. 

 

주제어 : 높임의 정도성, 높임, 낮춤, 안 높임, 하시오체 하게체, 

해라체,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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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utumn of 2008 the first ever Korean-language course was initiated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The course is offered at the 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of Skopje, the oldest and the largest academic institution in the 
country. This paper outlines some of the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at important pioneering project. 

 
1. Context 
 
Korea is little known in the independent Republic of Macedonia today. It 

was little known in the former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its 
predecessor from before the Second World War, the state to which the territory 
of the present-day Republic of Macedonia belonged for the good part of the 
twentieth century. As one Macedonian intellectual jokingly tried to explain it to 
me: Yugoslavia and, after 1991, Macedonia was too “western” to be attractive 
for North Koreans and too “socialist” to be attractive for South Koreans. So 
there was and there is no meaningful Korean presence, North or South, in 
Macedonia. Similarly, to my knowledge, there is no Macedonian presence in 
Korea where the name “Macedonia” is associated mainly with the region in 
northern Greece known to tourists who visit Europe and with the ancient 
kingdom that gave the world Alexander the Great known to history fa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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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interested in the Western world. The name “Macedonia” became 
popular in the newspapers and news programmes on TV and radio in 2001 for 
the military conflict that happened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but did not 
leave a lasting impression on the reading public in Korea who are 
geographically quite distant and who were already tired of repeated and often 
confusing for them reports on ethnic and religious violence in the territories of 
ex-Yugoslavia. I hope that one day a thorough scientific study of the perception 
of “Macedonia” in Korea could be carried ou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Macedonia have no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yet but their 
interactions have been amicable ever since the admission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into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under the provisional referenc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n Macedonia, among the older generations Korea is associated with the 
Korean War and the communist regime of North Korea but it seems that 
younger people do not know much about those. Newspapers report routinely 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with translated pieces from the major international 
information agencies and news websites. The transliteration of the Korean 
names, even of very common ones, like the current political leaders of the two 
Korean states, are often spelt differently in different newspapers, sometimes 
even in the same newspaper, with the Macedonian Cyrillic alphabet and do not 
follow the well established ways of transliterating foreign names into 
Macedonian which shows the lack of knowledge and maybe even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and names among journalists and reporters. International 
observers and commentators do not seem very interested in Korean affairs and 
Korea is practically never mentioned in editorials and commentators’ pieces. 
South Korea is associated mainly with the famous brands: Samsung, LG and 
Daewoo are known for their electronic consumer goods, Samsung especially for 
their mobile phones. Kia and Hyundai are known for cars. No big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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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s directly present in Macedonia, but the Macedonian companies that 
import and sell the goods are actively promoting the Korean brand names. That 
is indicative of the prestige that the Korean names enjoy, although this is 
usually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Asian brands”. Arguably, most young 
Macedonians view China, Japan and Korea as more or less equally advanced 
and developed economically and are not aware of the peculiar histories and 
politics of the three regions. This could be explained with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distance of East Asia from Macedonia as well as the preoccupation of 
Macedonians with the affirmation of their place as a newly independent state 
mainly in European geopolitical context. 

 
2. A Brief History of the Project 
 
The 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of Skopje is the oldest and larges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It was founded in 
1949,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Macedonia as 
one of the constituents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It is in 
Skopje, the country’s capital and largest city. The Blaze Koneski Faculty of 
Philology, one of the faculties of the University, is the largest institution for 
studying foreign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s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It seems that the initiative for opening a Korean Studies-related course at the 
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of Sofia ripened somewhere in the beginning 
of 2007 when intensive contacts and discussions between South Korean and 
Macedonian diplomats and academics crystallized in a plan to apply for 
financial support for starting a Korean-language course with one of the 
programmes offered by the Korea Foundation. Apparently the Consul Ms. Lim 
Hee-soon from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ofia and the Dea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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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of Skopje’s Blaze Koneski Faculty of 
Philology Professor Maksim Karanfilovski were among the most active 
participants in this project. After Ms. Lim left Sofia in February 2008 to assume 
a new post elsewhere, her work was continued by the new Consul Mr. Im 
Hyeon Cheol. Meanwhile, in the summer of 2008, Professor Karanfilovski was 
reelected Dean of the Faculty for a new term, providing continu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About the same time, a new Rector was elected of 
the University, Prof. Velimir Stojkovski, who has a background in biology and 
biochemistry. 

The Korea Foundation programme chosen for the project was “Financial 
Support for Employment of Teaching Staff”. In order to avoid language barriers 
and liquidate preconditions for a beginners’ course, e.g. students to be fluent in 
English in order to attend the course, a Macedonian lecturer of Korean was 
envisioned but apparently such a figure did not exist. At that point a lecturer 
was sought in Bulgaria, due to the linguistic affinity. 

My involvement with the project started in May 2007 when, at the invitation 
of embassy diplomats, I confirmed in principle that I am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is challenging and exciting new project. At a meeting at the 
Embassy in December 2007 with Consul Lim and Professor Karanfilovski some 
of the details of the new course were discussed. I also received some valuable 
encouragement and moral support from Prof. Jaehoon Yeon, my academic 
supervisor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The course was scheduled to start at 
the beginning of the 2008/2009 academic year, i.e. 1 October 2008. Due to 
political factors, in the summer of 2008 early general elections were held, a new 
Government was formed, a new Minister of Education was appointed and a new 
Accreditation Commission with new rules was organized. That slowed down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of the course and the beginning of the course was 
delayed for about two months. It finally started in December 2008 an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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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everal months it was more intensive than four weeks per week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ate start. By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the full 120 hours 
were covered and the third semester for the continuing students started normally 
at the beginning of the 2009/2010 academic year, i.e. 15 September 2009 (the 
beginning of the academic year was shifted half a month for the entire 
univers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9/2010). A new group started Korean 
Language 1 in September 2009 and this year there are two different levels 
taught. 

For the first course which started in 2008, 14 people signed up and the 
classes proceeded smoothly. I have tried to adjust my speech to the standard 
literary norm of Macedonia from the very beginning. I also prepare handouts 
with explanations, grammar charts and wordlists in Standard Literary 
Macedonian. The feedback I get from students is very positive and encouraging. 
They seem to appreciate my efforts and they are enthusiastic about learning 
Korean. They also help organize events like the presentations of Korean culture, 
etc. Their motivation is quite high despite the fact that for all of them it is the 
third language they study at the Faculty and it is not compulsory. The course has 
attracted not only students but a university librarian as well. 

 
 
3. Outline of the Current Programme 
 
Currently a Korean language course is offered for four semesters. It can be 

elected as a third language by students who already study one language and its 
literature as a first (compulsory) language and literature and may also study a 
second language and its literature as and elective group, or module, of subjects 
(not compulsory). 

At the Faculty of Philology students study a selection of compuls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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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ve courses dedicated to their first (major) language and literature, also 
called “A Language/Literature”, in each of the eight semesters of their 
undergraduate programme. The practical language courses are intensive and 
some knowledge of the language is expected from the very beginning. 

Students can also choose a second language and literature (not compulsory), 
also called “B Language/Literature” or Second Studium but if they choose to do 
it they should study practical language courses as well as linguistic and literary 
subjects related to the respective language for six of the eight semesters, usually 
that happen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second year until the end of the 
undergraduate programme. The normal distribution of courses for the second 
language is a practical language course and two other subjects per semester. At 
graduation students could have as many as 18 subjects completed in the field of 
their second language and literature. 

The third language, also called “C Language”, Third Studium, or Free 
Choice, is not compulsory and is just a practical language course for beginners 
for four semesters. It can be taken by students who study only A 
language/literature or by students who study both A and B languages and 
literatures. Students usually start it in the beginning of their second or their 
undergraduate programme but they could also do it from the beginning of their 
first year. According to the Faculty’s policy for foreign language courses 
studied as third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course is divided into four 
subjects called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1, 2, 3 and 4. Each of them 
consists of 60 hours. i.e. 240 hours for the two-year period. The four hours per 
week are organized as two sessions of two hours each. The first subject does not 
presuppose any knowledge of Korean and each of the next courses presupposes 
that the previous course has been completed by the student. That is how all 
languages offered as a third language at the Faculty are taught. 

The syllabus for the course that I developed is as follows (adapt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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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KOREAN LANGUAGE (PRACTICAL COURSE) 
Four Semesters (240 hours) 
 
First Semester 

Subject Korean Language 1 

Code  

Credits  

Timing 2+2 weekly 

60 hours (15 weeks) 

Prerequisites No prior knowledge of Korean is required. 

Realization Teaching and Exercises 

Realized by Korean Language Lecturer as per the Agreement with The Korea 

Foundation 

Aims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aims at introducing the students to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and to enable them 

to use what they have learned. 

Content Phonetics and Grammar: The vowels and consonants of 

Standard Korean. The inventory of phonemes. The syllabic 

structure of Modern Korean. The word order of simple sentences. 

The Korean nominal phrase. Types of sentences. The word classes 

(parts of speech). The most common verbs. The most common 

functional particles (i/ka, ul/lul, un/nun, to, man, ey, eyse, uy). 

Vocabulary: Everyday vocabulary: around 800-1000 lexical 

units. 

Comprehension: 

Listening: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learners can understand 

and use the most familiar everyday expressions and very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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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 aimed at the satisfaction of concrete needs. 

Reading: Students are also familiar with the Korean alphabet, 

know the basic orthography rules, can read words and sentences. 

Expression:  

Speaking: Can introduce themselves and others; can interact in a 

simple way provided the partner talks slowly and clearly and is 

prepared to help. 

Writing: Can write in Korean using the Korean alphabet; can write 

simple paragraphs, e.g. self-introduction, presenting their family, 

their daily activities. 

Evaluation Colloquium 

Literature Main Texts: 

Cho, Lee, Schulz, Sohn and Sohn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Level 1: Text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with 

audio files) 

Schulz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Level 1: Work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Additional Materials: 

King and Yeon 2004 (2000). Elementary Korean. Tuttle 

Publishing Co. (with CD) 

Vincent and Yeon 2003 (1997). Teach Yourself Korean. Hodder 

and Stoughton (with tapes). 

 
Second Semester 

Subject Korean Language 2 

Code  

Credits  

Timing 2+2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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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hours (15 weeks) 

Prerequisites Korean Language First Semester 

Realization Teaching and Exercises 

Realized by Korean Language Lecturer as per the Agreement with The Korea 

Foundation 

Aims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aims at continuing the introduction 

of the students to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and to enable them to use what they have learned. 

Content Phonetics and Grammar: Elements of the phonetic theory and 

practice: discriminating between consonants articulated at the 

same place of articulation but in different ways; discriminating 

between vowels articulated at the same place but differing in 

labialization. The most common groups of irregular verbs (liul, 

piup, tikut). Functional particles and verb suffixes. The basics of 

the honorific system. Familiarity with basic grammatical 

constructions. 

Vocabulary: Accumulating everyday vocabulary: around 1500-

1600 lexical units. 

 

Comprehension: 

Listening: At the end of the second semester learners can 

understand and use a broad range of everyday expressions as well 

as simple dialogues meeting concrete needs. 

Reading: Students can read very simple texts based on the 

colloquial language. 

 

Expression:  

Speaking: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person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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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where they live, people they know and things they have; 

can interact in a range of situations, including when visiting shops, 

post offices, banks, restaurants, etc. 

Writing: Can write in Korean on paper and on a computer; can 

write short texts, simple messages and notes. 

Evaluation Written and oral exam 

Literature Main Texts: 

Cho, Lee, Schulz, Sohn and Sohn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Level 2: Text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with 

audio files) 

Sohn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Level 2: Work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Additional Materials: 

King and Yeon 2004 (2000). Elementary Korean. Tuttle 

Publishing Co. (with CD) 

Vincent and Yeon 2003 (1997). Teach Yourself Korean. Hodder 

and Stoughton (with tapes). 

 
Third Semester 

Subject Korean Language 3 

Code  

Credits  

Timing 2+2 weekly 

60 hours (15 weeks) 

Prerequisites Successfully passed the First Year Korean Language exam 

Realization Teaching and Exercises 

Realized by Korean Language Lecturer as per the Agreement with The Kore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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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The students continue mastering the basics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and to communicate in both spoken and written form in 

essential daily situations. 

Content Phonetics and Grammar: Familiarity with the standard 

pronunciation. Awareness of all groups of irregular verbs. 

Familiarity with the structure of complex sentences. Familiarity 

with almost all functional particles and verbal suffixes. 

Vocabulary: Accumulating everyday vocabulary: around 2300-

2500 lexical units. 

Comprehension: 

Listening: At the end of the third semester learners can understand 

sentences and frequently used expressions related to areas of most 

immediate environment (e.g. personal and family information, 

shopping, local geography, university, employment). 

Reading: Students can read general texts that are not very 

complex and use limited vocabulary. 

Expression:  

Speaking: Can communicate in Korean during the performance of 

routine tasks requiring direct exchange of information on familiar 

and routine matters. 

Writing: Can write different types of compositions on a wide 

variety of topics. 

Evaluation Colloquium 

Literature Main Texts: 

Cho, Lee, Schulz, Sohn and Sohn 2001.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Level 1: Text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with 

audio files) 

Schulz 2001.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Level 1: Work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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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Hawaii Press. 

Additional Materials: 

King and Yeon 2004 (2000). Elementary Korean. Tuttle 

Publishing Co. (with CD) 

King and Yeon 2002. Continuing Korean. Tuttle Publishing Co. 

(with CD) 

Vincent and Yeon 2003 (1997). Teach Yourself Korean. Hodder 

and Stoughton. (with tapes) 

 
Fourth Semester 

Subject Korean Language 4 

Code  

Credits  

Timing 2+2 weekly 

60 hours (15 weeks) 

Prerequisites Korean Language Third Semester 

Realization Teaching and Exercises 

Realized by Korean Language Lecturer as per the Agreement with The 

Korea Foundation 

Aims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should allow the students to 

master the basics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including all 

basic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to communicate in spoken 

and written form in all essential daily situations. 

Content Phonetics and Grammar: Full understanding of the rules of 

the phonetic assimilations and transformations of speech sounds 

of Standard Spoken Korean at normal speed. Familiarity and 

usage of basic Korean grammar. Awareness of the different 

communicative styles (formal, polite, plain, etc.) and lev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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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ification. 

Vocabulary: Accumulating everyday vocabulary: around 3500 

- 3600 lexical units. 

Comprehension: 

Listening: At the end of the course learners can understand the 

main points of clear standard input on familiar matters regularly 

encountered at work, school, leisure, etc. 

Reading: Students can read a wide range of texts in 

contemporary Korean, including adapted short stories, folk tales, 

poems,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Expression:  

Speaking: Can describe aspects of their background, 

environment and needs; can produce simple connected text on 

familiar topics; can participate in almost all everyday 

conversations. 

Writing: Can write different types of texts in contemporary and 

stylistically appropriate Korean, e.g. short essays, letters, 

postcards, emails to Korean friends, etc. 

Evaluation Written and oral exam 

Literature Main Texts: 

Cho, Lee, Schulz, Sohn and Sohn 2001.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Level 2: Text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with 

audio files) 

Hwang and Lee 2001. Integrated Korean: Intermediate Level 2: 

Workbook. University of Hawaii Press. 

Additional Materials: 

King and Yeon 2002. Continuing Korean. Tuttle Publishing Co. 

(with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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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t and Yeon 2003 (1997). Teach Yourself Korean. Hodder 

and Stoughton. (with tapes) 

 
After consulting the Korea Foundation, we decided to organize the 

application of two of the course students for the Fellowship for Korean 
Language Training in Korea. One of them was successful and was invited to 
start a Korean language course at Sogang University in March 2010. Prospects 
are good for the Korean language course (as a third stadium) to continue beyond 
the initial four-year period that has been planned for. 

I am also very grateful to the administrators at the Dean’s office for their 
continuous support and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pioneering work 
undertaken. I am extremely grateful to the administrators at the Korea 
Foundation, including Hwang Ingyu, Kim Jee-On, An Gyu-Eun, Lee Eunjeong, 
for their hard work and tireless efforts to help the University and me in carrying 
out the project. I am also endlessly thankful to the Korean Kang family who live 
in Skopje and who helped enormously in organizing the second presentation of 
Korean culture and bringing to the Faculty the delicious Korean dishes they had 
prepared. Their efforts certainly assisted the event in getting the media coverage 
it deservedly received in the country’s largest-circulation daily newspaper, the 
Spic, in October 2009. 

 
5. Prospects for the Future 
 
At the request of the Dean of the Faculty I have prepared the curriculum and 

the syllabus for the prospective Second Studium Modul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cluding formulations and descriptions of 18 subjects to be included 
in the module. In reality, that means upgrading Korean language to a status that 
not many language enjoy at the university level in Macedonia (jus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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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Hungarian has been offered as a third stadium for years but 
upgrading it to a second stadium has not been planned). The documentation that 
I prepared is in Macedonia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and the language of instruction at the 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of 
Skopje. It has not been decided yet when the Second Studium could be realized. 
The hopes are that maybe in 2011 or 2012 it could be launched but that will not 
be possible if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or some 
other source is not secured. Also, more teachers, including native speakers of 
Korean and visiting professors, will have to be attracted to the programme for it 
to make it. As for upgrading Korean as a First Language and Culture with 
compulsory subjects for a four-year programme, that is not a matter of near 
future. The resources and the priorities of the University make such a 
proposition a bit unrealistic for the next eight or ten years. For example Spanish, 
a major European language, one of the most widely spoken and used languages 
internationally and one of the so-called world languages of the UN, will be 
promoted to First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Faculty of Philology from the 
autumn of 2010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However, a 
solid development of Korean as a Second Studium and its gradual expansion 
with new courses and teacher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including a Korean language library and language laboratory, could eventually 
lead to organizing a Korean major in about ten or twelve year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preliminary curriculum for Korean as a Second language and 
Literature/Culture that I developed is as follows (adaptation in English): 

 
 

Department:  
Stud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1, 2010, Sofia 

 -159-

Group: 
Direction: As a Second Studium 
 
 

FIRST SEMESTER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LECTIVE SUBJECTS: 

Code Subject name 

Lectures

Hrs per 

sem 

Exercises

Hrs per 

sem 

Credits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1 30 30 3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30 0 3 

 Introduction to Korean civilization 1 30  3 

 
 

SECOND SEMESTER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LECTIVE SUBJECTS: 

Code Subject name 

Lectures
Hrs 

per sem

Exercises
Hrs 

per sem 
Credits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2 30 30 3 

 Phonetics and Phonology of the 

Korean language 

30 0 3 

 Introduction to Korean civilization 2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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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EMESTER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LECTIVE SUBJECTS: 

Code Subject name 

Lectures

Hrs per 

sem 

Exercises

Hrs per 

sem 

Credits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3 

30 30 3 

 Lexicology and Morphology 

of the Korean language 1 

30 0 3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1 

30 0 3 

 
 

FOURTH SEMESTER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LECTIVE SUBJECTS: 

Code Subject name 

Lectures

Hrs per 

sem 

Exercises

Hrs per 

sem 

Credits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4 

30 30 3 

 Lexicology and Morphology 

of the Korean language 2 

30 0 3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2 

3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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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SEMESTER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LECTIVE SUBJECTS: 

Code Subject name 

Lectures

Hrs per 

sem 

Exercises

Hrs per 

sem 

Credits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5 

30 30 3 

 Syntax and Semantics of the 

Korean language 1 

30 0 3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1 

30 0 3 

 
 

SIXTH SEMESTER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LECTIVE SUBJECTS: 

Code Subject name 

Lectures

Hrs per 

sem 

Exercises

Hrs per 

sem 

Credits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6 

30 30 3 

 Syntax and Semantics of the 

Korean language 2 

30 0 3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2 

3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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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lso prepared subject descriptions for each of the 18 subjects in 

Macedonia to be approved and accredited by the relevant organs of the 
Universit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My hopes lie with my Macedonian students who are eager to study Korean 
in Korea and lat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their homeland. Meanwhile, the intensific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mutual awareness and establishing a good foundation for future 
academic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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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Korean through translations: 
challenges and rewards 

 
 Diana Yuksel 

(University of Bucharest, Romania) 
         
 I. The role of translation practice in learning Korean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of teaching the language in the institutes 

specialized in teaching Korean to foreigners is generally through substitution 
exercises, method that we also use at the University of Bucharest. The students 
are requested to substitute a new notion they just learned into a given pattern. 
This method is highly productive and it helps the students to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We noticed that when asked to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grammar structures or when asked to use the correct word in a given 
context, students are doing very well, recognizing and being able to use the 
structures they memorized through similar exercises. However, when asked to 
use the same words or grammar patterns in free speech or in writing, the same 
students encounter difficultie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was the lack of 
practice of the language - our school schedule allows for only 4 hours of 
conversation and 2 of grammar structures weekly during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studies and only 2 hours of conversation and grammar during the third 
year of studies. The other reason was that while cementing the theory through 
substitution exercises the students were operating only within one grammatical 
and cultural frame, while when expressing their thoughts or when translating a 
phrase from their mother language (Romanian) into Korean (the target language) 
or the other way round, they were operating with two different linguistic 
patterns profoundly marked by the cultural paradigms they belonged to. We 
noticed thus that the students, although having solid knowledge of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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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ed the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two paradigms. So we decided to offer a 
translation course for the 3rd year students, with the objective of helping them 
to acquire the basic skills for the correct usage of the two languages. The course 
did not focus on the theory of translation, but on the practice of translation. The 
texts selected were from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nd Romanian 
literature, an area where there are very few translations available in the two 
languages. Each text (translated from Korean to Romanian or from Romanian to 
Korean) was discussed and the practical issues were then enclosed into a 
theoretical frame pertaining to the theory of translation. This paper gives an 
account of the main problems we observed during this course,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solid knowledge of the cultural background in learning Korean 
and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practice in learning Korean. 

  
 II. Grammatical challenges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Korean-Romanian or the other way round) raise a great deal of challenges for 
the Romanian students. While some substitution drills may help the students 
familiarize with the grammar structures and the Korean vocabulary, we believe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ricate problems of the language can be 
achieved through translating texts from Korean to Romanian. When translating, 
the students do not only have to understand the language and use it, but are 
faced with comparing it with their own linguistic background. Therefore, we 
would like to first take a look a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derive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Word order 
The fir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the word order. 

While Korean is a SOV language, Romanian, like English, is an SVO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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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SOV 나는(S)  빵을(O)  먹어요(V). (Naneun bangeul meokeoyo.) "I eat 
bread". 

Ro: SVO Eu(S)  mănînc(V)  pâine(O). "I eat bread". 
When dealing with simple sentences, the difference in word order does not 

constitute a big challenge, but when faced with a complex phrase, it can become 
a complex problem. 

The order of constituents is not the only difference in word order. Romanian, 
being a Romance language, expresses possession with a different word order. 
For example, while in Korean "the student's bag" is 학생의 가방  (haksaengeui 
gabang), in Romanian, the same structure becomes geanta elevului 
(geanta=가방 elevului=학생의) . 

 
Plural 
While in Romanian plural is always expressed through specific plural 

markers, in Korean the use of the designated plural marker is more than often 
optional. The general rule of occurrence of the plural marker 들 (deul) allows 
for the marker to be omitted when the meaning is clear from the context of the 
phrase. The only exceptions are the personal/demonstrative pronouns for the 3rd 
person, which request the plural suffix. There are situations when no plural 
value is overtly assigned to a phrase. For instance, a sentence such as 나무가 
크다 (namuga keuda), could be understood either as "The tree is big" or as "The 
trees are big". 

Another difference worth mentioning is the mobility of the plural 
marker 들(deul) within the phrase, which can take various positions, following 
not only nouns, but also verbs, adverbs or particles. In a sentence such as 
천천히들 갑시다. (Cheoncheonhideul gabsida) approx. "Let's go slowly!", the 
plural marker follows an adverb. The plurality is thus an extrapolation from the 
unexpressed subject to the whole sentence. The whole phrase has a pl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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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implying the idea of more than one speaker and one listener. The 
challenge with such a phrase is not to lose the emphasis on the plurality when 
translating it. The mobility of the plural marker is impossible to render into 
Romanian as such, therefore an artifice is needed in order to keep the emphasis 
from Korean. 

 
Gender 
The lack of grammatical gender in Korean is raising a few problems of 

interpretation to Romanian speakers. Except for the pronouns of the third person, 
where at some level of speech the distinction is made between she (geu nyeo) 
and he (geu), we cannot find any marks of gender distinction in Korean. On the 
contrary, Romanian is a language that stresses the grammatical gender and 
where agreement in gender and number between words is a must,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grammatical inflection on the basis of word relations. All 
nouns are classified as having feminine and masculine grammatical gender. The 
adjectives that modify these nouns must reflect their gender, as do the pronouns 
that replace them. A noun such as "prieten" (friend) is classified as masculine, 
but through inflection we can obtain the feminine form "prietenă". In the phrase 
"Prietenele mele vorbesc." (My friends are talking.) the collocation "prietenele 
mele" (my friends) gives us the following information [+feminine, + plural], 
whereas in Korean 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다. (Nae chinguga yiyagi 
hagoitta.) the structure 내 친구가 could be interpreted either as singular or as 
plural, feminine or masculine.  

   
Passive and causativ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ents of the phrase in Korean, the verb, 

also raises a couple of problems for Romanian students. While they can easily 
get used to the lack of inflection in Korean (as opposed to Romanian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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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agrees with its primary argument in person and number), there are areas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creating problems in 
correctly understanding and using the language. One of such problematic areas 
is the expression of causative and passive in Korean. 

The main problem for Romanian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caus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lies in the different methods of expressing causality in 
the two languages. While passive and causative are expressed morphologically 
in Korean, they have only lexical markings in Romanian. For instance, in 
Korean there are specialized derivational morphemes that create the causal 
verbs, which constitute a morphological class of their own. A sencence such as 
철수는 죽었다. (Cheolsuneun jugeota.) – "Cheolsu died." becomes causative 
경찰은  철수를 죽 다.  (Geyongchaleun Cheolsureul jugyeota) – "Cheolsu 
was killed by the police". In the second example, the verb 죽다 (jugda) "to die" 
receives the suffix 이 (yi) becoming the causative verb 죽이다 (jugyida)  "make 
die/ kill". 

In Romanian, there is a specific class of verbs, the verbs of cause, whose 
semantics contains two actions: the stimulating actions (or causal) and the effect 
action (or caused). For instance the verb "a aduce" (to bring) is considered to be 
a causal verb in the context in which it can be read as "cause someone to come". 
"A aduce pe cineva" literally means "to bring someone along" and can be 
interpreted as causal thinking that for the effect of this action someone "was 
made to come". Therefore, in Romanian, the notional category of causality is 
embedded into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causal verbs. Thus any causal verb 
will attract a direct or indirect object which will show that subject makes 
someone or something act or modify itself. As such, the causative verbs in 
Romanian constitute a grammatical and lexical category sui generis and their 
meaning depends quite largely on their lexico-semantic context, determining the 
lexical, but also the syntactic value of the verbs. The differen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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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tical features of the causal constructions in Korean and Romanian creat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using properly the passive and causative 
constructions by Romanian students of Korean, which leads to serious 
difficulties in translating to and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Another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ausative phrases in Korean for Romanian 
learners resides in the ambiguity and the intersecting meanings of the causative 
and pa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A few Korean verbs have identical forms 
for both causative and passive. For instance, 보다 (boda) "to see", by  receiving 
the passive or causative suffix -이 (yi) becomes 보이다 (boyida) which means 
"is seen" or "causes to be seen", as shown in the following examples.  

서락산은 보입니다. (Seoraksaneun boyibnida.) "Mount Seorak becomes 
visible." 

선생님은  학생에게서락산을 보인다. (Seonsengnimeun haksengege 
Seoraksaneul boyinda.) "The teacher is showing Mount Seorak to the student." 

In such cases, the correct meaning of the phrase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careful analysis of the context. A phrase such as 저리는 순자에게 
경희의 일기를 읽혔다. (Yeongjeorineun Sunjaege Kyeongheuiui ilgireul 
ilghyota.)  can be interpreted either as a causative structure "Yeongjeori had 
Sunja read Kyeongheui’s diary." or as a passive one "Kyeonghui’s diary was 
read by Sunja." Althought in Romanian the function of the two phrases is the 
same, there is a big morphological and semantical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is case, the correct interpretation does not depend only to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morphological and lexical restrictions pertaining to the 
category of causatives or passives in Korean, but in the end it resorts to 
understanding a different way of thinking, a cultural background reflected in the 
usage of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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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ultural challenges 
Since translation consists in replacing a message or statement in one 

language by the same message or statement in another language, during this 
process there are a lot of factors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wards a "loss" of 
meaning and will provoke "a continuous tension, a dialectic, an argument based 
on the claims of each language"1. Such a tension arises from the interpretation 
of idioms. During the translation course we noticed that the students had 
difficulties using the expressions and idioms they had previously learned during 
grammar or vocabulary (reading) classes.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a person's 
competence in actively using the idioms of a foreign language does not match 
that of a native speaker, since it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the same sensitivity. 
The challenge is equal when translating from Korean. For instance, the idioms 
with fixed form in Korean (such as 사자성어 sajaseongeo) are difficult to 
identify, and even more difficult to translate. An idiom such as 교우이신 
交友以信 (gyowuyisin) can only be translated by a long phrase explaining its 
meaning (approx. "one can only make friends by being sincere/ trustworthy")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it refers to (one of the five Buddhist 
commandments against murder, theft, adultery, falsehood, and intemperance). 
Given the fact that the four character idioms are not that frequent in Korean, we 
shall not insist on them. There are many other expressions, widely use in 
Korean, with a strong cultural specificity which pose challenges when 
translating, such as mimetic adverbs, proverbs and sayings or other culturally 
specific idioms. When faced with translating such challenging idioms, students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Korean and a sensibility towards 
the language. 

 
 

                                            
1 Peter Newmark, Approaches to Translation,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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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rbs and sayings 
Korean is one of the languages in which proverbs and sayings are widely 

used both in everyday language and in literary writings. The task of the 
translator is not difficult when in the target language (Romanian in our case) 
there is a close equivalent of a proverb from the original language. For example, 
for the Korean proverb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Ganeun mari 
gowaya oneun mari gopda) there is an almost word for word equivalent in the 
Romanian proverb "Vorba dulce mult aduce." The same is true for the Korean 
proverb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Baneul doduki so doduk doenda) "Cine fură 
azi un ou, mâine va fura un bou." 

There are also proverbs which, although not having a close equivalent, have 
a very general, easy to grasp meaning. For example: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Wonsungido namueseo ddeoreojinda) "Even monkeys may fall 
from the trees", the meaning being "There is no one that makes no mistake". In 
such cases, we encourage the students to translate the proverb as such rather 
than resort to a forced adaptation by replacing the Korean proverb with one in 
Romanian. 

The more problematic proverbs are those which carry more specificity, often 
derived from the cultural factors behind the language. For instance, a proverb 
such as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Beonget bule kong guweo meokneunda) is 
very difficult to translate for a Romanian speaker. Literally, it means "to cook 
the beans on the lightning fire", the meaning being "to be very quick at doing 
something". For someone who does not know that Korean beans take long time 
to boil, the proverb does not make any sense. That is why, for this kind of 
proverbs we need to find equivalence above word level. Another relevant 
example is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Bal eobneun mari cheon li ganda). For 
understanding this proverb one must know that the word mal (말) in Korean has 
different meanings: 1) horse, 2) word, language. And that the word li, while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1, 2010, Sofia 

 -171-

being a unit for measuring distance, it's usage in the expression cheon li 
signifies not only a thousand li, but "a long distance". The word play makes the 
translation more complicated: "The legless horse/ words travel far." So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proverb and then find an appropriate translation for it, 
we must first decod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Mimetic adverbs  
Another category that raises difficulties for Romanian students are the 

mimetic adverbs (의태어 euitaeeo or 의성어 euiseongeo).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mimetic structures is doubled by the difficulty of translating 
them or using them in free speech. We shall refer here only to the difficulty of 
translating them from Korean into Romanian, a language which has a very 
limited number of mimetic adverbs. Most of the mimetic adverbs in Romanian 
refer to a manner of motion (Eg. târâş-grăpiş, lipa-lipa, hop-ţop, etc.). And 
even for these, the level of sophistication in Korean is far from being 
represented in Romanian. For instance, there is no distinction in Romanian for 
the way a child walks and the way a grown-up walks, whereas in Korean a 
small child walks 아장아장 (ajang ajang) and an adult walks 어정어정 
(eojeong eojeong). A rabbit runs 깡충깡충 (ggangchung ggangchung), but a 
kangaroo runs 껑충껑충 (ggeongchung ggeongchung). 

Mimetics are essential for enriching colloquial as well as literary expressions 
in both written and spoken Korean. But! Whereas when a mimetic is used in 
Korean for giving a more concrete idea of a manner of something, for a 
Romanian speaker it can have to opposite effect. For somebody not acquainted 
with the language at a deeper level it is very difficult to grasp the difference 
between the 부글부글 (bugeul bugeul) manner of bubbling of simmering 
liquids and the 버글버글 (beogeul beogeul) bubbling of boiling liquids. 
Translation of Korean texts is bringing the students face to fac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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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etic adverbs. Mimetic adverb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culture than standard adverb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pecific class of 
words and expressions can be achieved through translations, wher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two languages 
involved is unavoidable. 

  
Culture specific concepts  
There are a few common words in Korean that express concepts totally 

unknown to Romanian students. We can find many such examples in the words 
used for directly addressing someone, such as social position, job title, position 
in a company, degree of relationship, etc. For example, all the titles such as 
회장 (hwejang) "president"/ "chairman", 이사 (yisa) "director"/ "trustee", 사장 
(sajang)  "director"/ "president of a company", etc. While for a native speaker 
the roles implied by these positions and the usage of the titles is very clear, it is 
very difficult for Romanian students who have not been confronted with these 
realities to find the equivalent of these titles in their own language. The same is 
true for culturally rooted words such as 아주마 (ajuma) "aunt, auntie, lady, 
married woman, woman over a certain age" or 아저씨(ajeosi) "uncle, man over 
a certain age". When confronted with such a word, one can resort to a 
translation by cultural substitution (for example, ajuma could be understood as 
"tanti" in Romanian) or by using the word as a "loan word". The problem with 
loan words in Korean is that not many Korean words were borrowed into other 
languages. One such example is 김치 kimchee2, which nowadays needs no 
translation. There are other words, which do not have equivalents in Romanian, 
and which cannot be used as loan words either. Such is the case of 고추장 
(gochujang) "Korean chilly paste", 된장 (doenjang) "Korean soy-bean paste" or 

                                            
2 Kimchee is the common Romanization for the Korean word, although according to the official 
Korean language Romanization system the spelling should be g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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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 (jangdokdae) "a  terrace  where  soy sauce and Korean spices crocks are 
placed", to name just a few.  

 
IV. Concluding remark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we have only named a few 

in this paper) go beyond the pure grammar structures. They prove that each 
language "articulates or organizes the world differently"3. Since the concepts of 
one language may differ radically from those of another, we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complet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Korean for Romanian 
students is through translations to and from this foreign languag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two languages 
that translation practice forces the students to do helps them not only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Korean, but also to develop a sensibility towards the nuances 
of the language that other type of language practice (conversation, substitution 
drills, etc) may not always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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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may imagine that the Korean garden is similar to the Japanese or 

Chinese garden or that there is a generalized eastern type garden. The Korean 
garden, however, has a combination of features unique to Korea. The culture of 
the three nations including their garden cultures is imbedded more or less in 
three major idea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 country’s garden 
culture depends on natural elements and the people’s spiritual values and beliefs. 
Related to this, Korea has maintained its own distinction throughout its long 
garden-making history dating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57 B.C.–A.D. 
668). This is especially evident in their numerous royal palace gardens. These 
gardens often had ponds and small islands alluding to Taoist sanctuaries. 
Taoism has been a part of the Korean culture so long and has been so influential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say that it was not inherently Korean. Korean 
culture could be defined as a nature worshiping culture in search for the way of 
nature, the unity of humans and nature, which essentially corresponds with 
Taoist beliefs. Korea’s samjae philosophy, the triad made of heaven, earth and 
humans, has been espoused from the time of the nation’s foundation (2333 
B.C.). To understand the aesthetic of the Korean garden one need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Taoist philosophy, a philosophy that follows the principle 
of nature, and understand its influence on the concept of garden designing and 

                                            
1 Youngsuk Park is a visiting Korean professor at the Babes-Bolyai University in Cluj-Napoca 
Romania since 2005 and the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of Cluj. Her work focuses on 
developing the Korean Culture and Civilization program. E-mail: ysukpk200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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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lection. Understanding the Korean garden that contains a unique 
spirituality and scenery among all Asian gardens, one will gain a perspective 
view of the three Eastern Garden styles as well. 

 
1. The Origin and the Concept of Taoism 
Taoism is one of the three major philosophical systems in East Asia and has 

been a part of the basis for eastern thought and culture for millenniums. Each 
eastern nation has adopted Taoist elements for its own cultural formation. This 
adoption depends on each countries unique history, topology and ideology.  

Although Tao is often translated as the Way, Truth, or the Law of Nature, 
the definition of Tao is eternally evasive. Even Lao Tzu (604-531B.C.), 
generally known as the founder of Taoism, expressed the difficulty of defining 
Tao in words. In his book, Tao Te Ching containing 81 verses, he mentioned, 
“there was something formless and perfect before the universe was born. It is 
Serene, Empty, and Eternally present. It is the mother of the universe. For lack 
of a better name, I call it the Tao.”2 Behind the mystical changes of both nature 
and the universe there is Tao, whose activities are not comprehended by anyone. 
Despite this ‘formless’ nature, Taoism evolved into a religion in 5th century 
China and became one of the three great religions of the east. Taoism provided 
answers to life’s problems through inner tranquility and calm observation of the 
outer world. This was offered as an alternative way in the Confucian Chinese 
society. Taoists were concerned with health and vitality through nurturing Ki 
(energy, breath) that was believed given to them in abundance. Taoists cultivate 
the virtue of “three jewels,”3 i.e. simplicity, patience and compassion, as one’s 
task for practical living. “Can you deal with the most vital matters by letting 

                                            
2 Tao Te Ching verse 25 from a translation by S. Mitchell, 1995 
3 Tao Te Ching vers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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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take their course?”4 Lao Tzu asks this question regarding mu wui (wu 
wei) to let nature take its course, as “love of the Tao is in the very nature of 
things.”5 The undefined Tao is considered greater than all other distinctions, and 
the tranquil mu wui is superior to the activities whose premeditated intention 
interferes with the universe and with nature. This leads to the fundamental 
statement that “when nothing is done, nothing is left undone.”6 

A Chinese Taoist, who said, “Once I, Chang Tzu, dreamed I was a butterfly 
and was happy as a butterfly,” expressed Taoist utopia. “I was conscious that I 
was Tzu. Suddenly I awoke and there was I, visiting Tzu. I do not know 
whether it was Tzu dreaming that he was a butterfly or the butterfly dreaming 
that he was Tzu. Between Tzu and the butterfly there must be some distinction 
(but one may be the other).”7 The Taoist aestheticism also has the elements of 
Confucius (551-479 B.C.), whose refined gentleman-scholar understands Tao, 
morality, and virtue and his joyful unity in art. Although liberty is an obtainable 
virtue for a Confucian scholar it is only possible after the completion of 
meticulous scientific study, when art can reach the childlike joy of the inane 
human instinct. Near the end of his life Confucius said, “At seventy finally I act 
freely and not doing anything against the law.”  

Taoism flourished in Korea during the Three Kingdoms and Silla periods 
(57 B.C.-A.D. 935). Korea’s shinseon sasang (immortal ideology) relates to the 
idea of keeping good health. Eternal youth and longevity is not only for its own 
good but reaches up to the final stage of life for Taoists. In this state of old age 
the highest spirituality is that Heaven and Men become one. Therefore it is at 
this stage in life that one reaches the final stage of Taoism. 

                                            
4 Tao Te Ching verse 10 
5 Tao Te Ching verse 51  
6 Tao Te Ching verse 37 
7 This famous episode is in one of the 33 chapters of Chang Tzu (365-286 B.C.). Chang Tzu 
enlarges on  The teachings of Lao Tzu’s in a lively Taoist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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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nfluence of Taoism on Korean Culture  
Although Taoism might be considered an exotic philosophy from China, it is 

in Korea that Taoist elements, such as mu wui ideology, or pung su (feng shui) 
geomancy prevailed throughout Korea’s long history. An oriental researcher 
Wang8 mentions that Taoist elements can be easily noticed while living in 
Korea and therefore he thinks that Taoism has had a great impact on Korean 
culture. Because of the depth and popularity of the Taoist elements in the 
Korean culture, Taoism is considered an inherent culture of Korea. Regarding 
this Wang thinks that Taoism may have been absorbed into the base of the 
Korean culture and Taoist elements has become Korean’s own. Related to this, 
sinseon sasang, the doctrine of immortality, at the core of Taoism, is regarded 
to be in Korean primitive thought. Taoism has been absorbed into the Korean 
vision of the world, in which shamanistic, Confucian, Buddhist, and Taoist 
elements are so intimately intertwined that often one cannot distinguish which is 
which in the Korean culture. 

In discussions on Taoist naturalism, Han Tae Dong9 left important remark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original Shamanism (of ancient 
Korean) and Chinese Taoism. It is believed that in China shamanism was 
digested to become Taoism, and in Korea Taoism is digested to become 
Shamanism.10 

The theory of Wind and Water, pung-su, sourced from Taoism,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towards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668-935 A.D.), 
when the new sect of Seon (Zen) Buddhism was breaking awa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ety and propagating a new set of moral beliefs which 

                                            
8  Wang, Shaofeng: The influence of Taoism on the Korean culture, ORIENTALIA 2004. 
www.orientalia.org  
9 Han Tae Dong, a theologian, his books include the Flow of Thinking: the flow of eastern and 
western thinking.  
10 Jo Heung Yun: The World of Korean Shamanism (Minjoksa, 1997)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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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n amalgamation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pung su principles.11 
According to the Taoist perspective, nature is a world of abundant energy or ki 
that is constantly in motion. In contrast in pung su ideology the wind (pung) 
transports the energy of the sky to the earth, while water (su) transports the 
energy in the earth. Proper setting of mountains and rivers is an important 
means for the pung su practice, for which one submits to the principles of nature. 
The popularity for pung su ideology in Korea is inseparable from Korean’s deep 
attachment for the natural beauty of their land, which is composed with 
countless mountains of right heights and abundant rivers. Korea’s topography is 
best suited to the principles of pung su, as if the concept of pung su was 
produced from Korean soil. This geomantic practice has been more active in 
Korea than in China or Japan.12 

Taoism has influenced Confucianism as well in Korean life. The Joseon 
Confucian scholars serving in the government posts as dutiful officials often 
desired to seek for the meditative living of mu wui in the nature. In the middle 
of the complex world of government and the tranquil world of Taoism, “Joseon 
Confucian scholars paid a great effort to study the Taoist theor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the Confucian and Taoist combination.” 13  The 
scholars studied the yin-yang and o-haeng (five cosmic substance) theory that is 
popularly displayed in the Taegeuk symbol.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symbols of Korean Taoism even appearing on the national flag of Korea. This 
symbol in the divination of red and blue opposite is widely used among the 
Korean people. Taeguk implies the universal living in the dual existence of the 
opposite that represents Taoist thought on the opposed but unified and 
harmonized universe.  

                                            
11 Shin Hyong Sik: A Brief History of Korea (Ewha University Press, 2005) p. 47 
12 Kim Bong-ryol: Natural Perspective Revealed i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Koreana 1999 
Vol.13 No.3) 
13 Keum Jang tae: The study of Changes in the Joseon Confucianism (Yemoonseow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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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ept of the Korean Garden Design 
“Man follows the earth. Earth follows the universe. The universe follows the 

Tao. The Tao follows only itself.”14 In the long tradition of garden making in 
Korea, adding man-made elements to the purest spaces (untouched nature) is 
considered a violation and something to be approached with utmost care and 
reservation.15 Nature is an eternal spiritual essence in the Korean mind, and a 
maternal figure that regenerates and nurtures life. This respect for nature and the 
geomantic thought is ramified into the Korean aesthetic concept, which regards 
the natural surrounding as an integral part of the whole. In the calmness of the 
garden space one achieves inner peace by becoming one with nature and in this 
space conceives the worldview uninterrupted. With this concept in mind, 
Korean gardens are used as an inspirational backdrop for writing poetry or a 
spiritual training ground for meditation. 

Regardless of one’s religious background, the Korean garden becomes the 
space of mu wui for one’s spiritual reflection. For Confucian scholars the garden 
is a metaphor for reality, which needs to be responded to faithfully, and for Zen 
Buddhists it is a reality to be transcended in order to attain enlightenment. “The 
mind of the perfect man is like a mirror. It does not lean forward or backward in 
response to things. It responds to things but conceals nothing of its own. 
Therefore it is able to deal with things without injury to its reality.”16 The 
Korean Buddhist monk, Wonhyo (617-686), was influenced by the Taoist 
philosophy and developed the school of Seon (Zen) Buddhism, which was 
spread throughout Silla and Goryeo Dyansty period (918-1392).  

The unity of heaven and men that the Neo-Confucians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pursued with zeal led them to study Taoism and to seek 

                                            
14 Tao Te Ching verse 25 from a translation by S. Mitchell, 1995 
15 Korean Heritage Series 13, Garden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1995) 
16 This article is in one of the 33 chapters of Chang Tzu (365-286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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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place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where they could admire nature and 
foster people. Thus numerous pavilions, cloisters, and academies were built, 
from which nature was used as a significant medium. These structures were 
made to realize the cosmic harmony and order that is in the unity of heaven and 
men. Their cosmology is concerned not with theories of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but rather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e and reality, and 
especially the problem of values contained therein. The Unity of Heaven and 
Man is not simply knowledge in itself, but the attainment of an intuitive 
communion with nature through realization.17 

Reaching this stage of the Unity was likened to attaining the highest state of 
spiritual freedom that corresponds with Taoism. Humans and human design was 
to blend into the nature. The technical solution to achieve this oneness is 
meticulously performed. For example, the concave curved roof, which seems to 
cradle the sky, is gently lifted up at the edge of its eaves. The subtlety of the 
gentle curve resembles the lines of the Korean mountain edges in harmony. This 
gentle curve of the Korean roof is considered as the ultimate refin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which is functional at the same time. It characterizes 
Korea’s aestheticism of naturalism. The slightly uplifted eaves draw sunlight 
into the house in winter while providing shade in summer, thus helping to keep 
the interior of the house warm in winter and cool in summer and helping one 
live in harmony with nature. 

In observing nature, gentlemen-scholars paid close attention to an object’s 
form in its natural surroundings and tried to find its symbolism and look at 
everything from an ethical standpoint. Planting even the tiniest plant, they tried 
to discover its representation in the universal living. Arising from such 
meticulous study on the natural objects in their symbolic virtues, the scholars 
popularized the “Four Gracious Objects” – water, rock, pine and bamboo that 
                                            
17 Lee Sang-hae’s Seowon: The Architecture of Korea’s Private Academies (Holly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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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found in all traditional gardens.18  The gentlemen-scholars often planted 
plum trees because of its embodiment of the moral values they revered in the 
beauty of pure plum blossoms, as the delicate blossoms are sprouting through 
the snow in early spring, symbolizing the purity and strength of a scholar arising 
from the tribulations of winter. A lotus pond is also often foun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traditional Korean garden from the ancient times. This was because 
lotus flowers were revered by the scholars for their splendid blossoms arising 
out of the muddy water as humans arise from the greed and avarice of human 
existence.  

The beautiful Buyongjong pavilion in the Rear Garden19 in Seoul resembles 
a person dipping one’s feet in a stream. Half of the pavilion is on land and the 
other half is over the lotus pond water. This unique configuration comes from 
the concept of nature held by traditional scholars. The classical scholars 
believed that the correct path for a scholar meant helping to govern the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king’s wishes and returning to a life in the countryside once 
his bureaucratic career ended. A life in seclusion in the countryside was the life 
of a gentlemen-scholar who desired to live away from worldly avarice and 
greed. A pavilion with two columns in the water resembles a gentleman-scholar 
with his feet in a stream, and a pavilion reflected in a pond symbolized the 
scholar and his life. Korea’s classical scholars tried to realize their philosophical 
ideal of moderation by adopting mu wui concept in the design of their garden 
pavilions.  

In traditional Korean designing, nature was not something to be conquered 
or overcome but it was the model, the ideal standard for everything in the 
human world. The concept of ‘untouched nature’ in Taoism means the creation 
of a safe and sound world by following the principles of, and submitting to the 

                                            
18 Yoo Byung-rim Korea's Traditional Concept of Gardens and Water (Koreana 1996 Vol.10. No. 3) 
19 The Rear Garden is a royal palace garden located in the Gyeongbok Palac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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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of, nature. Also, it does not mean unconditional adaptation of nature, but 
on the contrary it means a constant adaptations like the way water flows. 
Despite myriad changes in Korean design, which remained intact from the 
prehistoric age to the Joseon Dynasty, Korean people’s traditional sense of 
aesthetics, a human scale in harmony with nature and all her things created by 
conform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makes up the identity and originality of 
Korean design.20  

 
4. The Pond in the Korean Garden  
Water represent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Taoist philosophy, such 

as, the gentle but inane strength, tranquil reflectiveness and modesty that is to be 
found from the gentleman-scholar’s mind. Water was usually present in the 
form of a pond in the traditional Korean garden with a small island called 
jungdo (island in the center) often placed in the middle of a pond. In traditional 
society, Koreans imagined that the island was or could be inhabited by 
supernatural beings. This thought was based on the shinseon ideology, a Taoist 
ideology in immortals that live in mountains. The Korean garden pond is made 
in a rectangular shape with the round island in the middle, which is based upon 
Taoistic thought of the round Heaven and the rectangular Earth. This thought 
has widely spread throughout East Asia with actual models.  

Considering the particular quality of water as mentioned above, the ponds of 
the Korean gardens are not to be crossed. A person could view the central island 
from the pond’s edge or from a location beside the pond. The pine trees, 
bamboo trees or other landscaping were recreated in abstract and idealistic 
forms. Thus, the observer was allowed to view each natural object poised in 
some distance and to perceive it as an abstract and ideal object often extended 
with its reflection on the calm surface. 
                                            
20 Choi Dae-suk’s Korean Design: Identity and Future (Koreana 1999 Vol.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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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ly water was indispensable to the traditional gentleman-scholar’s 
realm and space, as they sought spiritual tranquility in the still water of a small 
pond or enjoyed  portable flower trays placed in their garden. They also sought 
inspiration near places where they could hear the sound of water, such as a 
waterfall. They used water as a means for cleansing their minds and soothing 
ruffled emotions or for gazing upon their reflections in still water (as in a 
mirror).21  

The landscape of the Rear Garden (the Secret Garden) with a pond called 
Aeryeonji (Love of Lotus) w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Taoist 
concepts, and displays irregularity, asymmetry, curvilinear and undulating 
forms. The Garden was designed without any intention to extend formality of 
building patterns to the surrounding landscape.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harmony between nature and artificial works through the sensitive arrangement 
of architecture within a natural setting. This garden represents the elegant 
features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its best.  

 
5. Oriental Gardens, a Brief Look at Other Gardens 
Although all Oriental gardens are rooted in concepts about nature, the 

gardens of Korea, China, and Japan possess unique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As mentioned above, Koreans’ use of water in the traditional garden is based on 
the Taoist concepts of naturalism and yin yang ideology. This makes 
fundamentally different atmosphere of the Korean garden from that of the 
Chinese or Japanese. This difference 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pe of 
a pond and the island at its center. The Chinese garden has a pavilion on the 
central island, which was thought of as a practical space for people to cross over 
to the opposite side of the pond. The pond needs to be large enough for people 
to float about in small boats. The Chinese like to build a bridge to the island, 
                                            
21 Yoo Byung-rim: Korea's Traditional Concept of Gardens and Water (Koreana 1996 Vol.10.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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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people to walk to it and lean against the railings of the pavilion, 
admiring the surrounding scenery. Japan’s traditional gardens, on the other hand, 
were constructed so as to bring people back to the original point of departure. 
Ponds tended to be natural shapes, unlike Korea’s rectangular ones. The raked 
sand and natural rocks of Karesansui Garden symbolize the vast sea and 
mountains.22 

In China, the scale of designing a garden is so grand, as if it attempted to 
create another universe with huge size man-made rocks, lakes, islands, and 
bridges. The decorations tended to be extremely elaborate, sometimes to the 
extent of superfluity. Japanese decorations are more simple and delightful. The 
Japanese, having long suffered from natural disasters, have depended in their 
survival on overcoming the menacing forces of nature. Japanese gardens feature 
a contrived sense of aesthetics and they were extremely concerned with the 
miniature as found in their bonsai style. The characteristic decorations of 
Korean garden architecture might be found in between the two, maintaining the 
beauty of moderation in the use of color and architectural decoration while 
appearing to be natural and untouched by humans. 23  

 
6. Conclusion 
This paper has only touched the surface of the importance of Taoism in the 

design elements of the Korean garden. It also emphasizes the unique nature of 
Korean gardens relative to other eastern gardens. The fundamental principal 
here is that the nature’s way nourishes balance in the Universe and it embodies 
the harmony of opposites. The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the Korean 
culture have significant influence from Taoism in its development regarding the 
spirit of restraint and modesty in man’s attitude toward all spaces and natural 

                                            
22 Yoo Byung-rim: Korea's Traditional Concept of Gardens and Water (Koreana 1996 Vol.10. No. 3) 
23 Lee Sang-hae’s Seowon: The Architecture of Korea’s Private Academies (Holly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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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With the ideal concepts of mu wui and shin seon the Korean garden 
becomes spiritual ground exhibiting respect for and coexistence with nature. 
Pung su is a highly developed means and value system, which is practiced today. 
In contemporary times the sensitivity of the Taoist ideas in the Korean garden 
remains a valuable asset for Koreans and for others. It is worth pausing to take 
note of the respect for nature of the traditional Korea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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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language teaching must be done with the culture teaching. The 

culture that we have acquired influences our lifestyle and worldview and also 
influences the way we communicate with the other people or the other culture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s crucial to learn the 
foreign culture and language as well.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provides a common basis for the elaboration of language syllabuses, curriculum 
guidelines. It describes in a comprehensive way what language learners have to 
learn to do in order to use a language for communication and what knowledge 
and skills they have to develop so as to be able to act effectively. The 
description also covers the cultural context in which language is set. The 
Framework also defines levels of proficiency which allow learners’ progress to 
be measured at each stage of learning and on a life-long basis. 

Common European Framework can be adapted to Korean langugae teaching 
and can be used for developing new materials for mor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1. Introduction  
Language teaching requires a specialized knowledge base obtained throught 

both academic and practical experience and based on entry requirements and 
standarts. Teaching language does not mean to teach only grammat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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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ules or specific words. Language must be taught with the culture. The 
culture that we have acquired influences our lifestyle and worldview and also 
influences the way we communicate with the other people or the other cultures. 
To be effective in another culture, people must be interested in different cultures, 
be sensitive to notice cultural differences and must be respective and flexible 
those are necessary in that effectiveness. Intercultur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f successful communication with people of other culture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s crucial to learn the foreign culture and 
language as well. “Learn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customs of native speakers of the language they are learning are likely to be 
successful”. (Ellis; 1985:11) 

 
2. What is Common European Framework?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provides a common basis for the 

elaboration of language syllabuses, curriculum guidelines, examinations, 
textbooks, etc. Across Europe. It describes in a comprehensive way what 
language learners have to learn to do in order to use a language for 
communication and what knowledge and skills they have to develop so as to be 
able to act effectively. The description also covers the cultural context in which 
language is set. The Framework also defines levels of proficiency which allow 
learners’ progress to be measured at each stage of learning and on a life-long 
basis.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is intended to overcome the barriers to 
communication among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field of modern languages 
arising from the different educational systems in Europe. It provides the means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course designers, teachers, teacher trainers, 
examining bodies, etc., to reflect on their current practice, with a view to 
situating and co-ordinating their efforts and to ensuring that they meet th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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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of the learners for whom they are responsible. 
In order to fulfil its functions, such a Common European Framework must 

be comprehensive, transparent and coherent. 
By ‘comprehensive’ is meant that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should 

attempt to specify as full a range of language knowledge, skills and use as 
possible (without of course attempting to forecast a priori all possible uses of 
language in all situations – an impossible task), and that all users should be able 
to describe their objectives, etc., by reference to it. CEF should differentiate the 
various dimensions in which language proficiency is described, and provide a 
series of reference points (levels or steps) by which progress in learning can be 
calibrated.  

By ‘transparent’ is meant that information must be clearly formulated and 
explicit, available and readily comprehensible to users. 

By ‘coherent’ is meant that the description is free from internal 
contradictions. With regard to educational systems, coherence requires that 
there is a harmonious relation among their components: 

• the identification of needs; 
• the determination of objectives; 
• the definition of content; 
• the selection or creation of material; 
• the establishment of teaching/learning programmes; 
•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employed; 
• evaluation, testing and assessment.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transparent and coherent framework 

for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does not imply the imposition of one single 
uniform system. On the contrary, the framework should be open and flexible, so 
that it can be applied, with such adaptations as prove necessary, to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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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CEF should be: 
multi-purpose: usable for the full variety of purposes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provision of facilities for language learning 
flexible: adaptable for use in different circumstances 
open: capable of further extension and refinement 
dynamic: in continuous evolution in response to experience in its use 
user-friendly: presented in a form readily understandable and usable by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non-dogmatic: not irrevocably and exclusively attached to any one of a 

number of competing linguistic or educational theories or practices.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is constructed so as to accommodate 

these various forms.In considering the role of a common framework at more 
advanced stages of language learning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changes in the nature of needs of learners and the context in which they live, 
study and work. (www.coe.int/t/dg4/linguistics/Source/Framework_EN.pdf)  

 
3. Language Passport 
Language passport is a part of a European Language Portfolio. Language 

skills are defined in terms of levels of proficiency presented in the document “A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ans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There are six main levels defined like A1, A2, B1, B2, C1, C2 
for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A1 and A2 levels can be defined to 
beginner level, B1 and B2 levels are elemantary level and  C1 and C2 levels are 
advanced level in language teaching. 

This Langugage portfolio can be adapted used for different languages and 
used for developing new teaching materials both for students and teachers. This 
paper is a comparision of  aims of beginner’s level for European Lnaguage 
Portfolio and Korean Languge teaching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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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pherension of The Main Aims of European Language Portfolio 

and Korean Languge Training Methodology For Beginners 
European Language Portfolio is constructed by different criterias for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Also in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has main aims for main language abilities. Here are the main aims 
of European Language Portfolio for the level A1 and A2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for beginners.  

Listening  
A1  
• I can understand questions and instructions when people speak clearly 

with a simple language. 
• I can understand basic greetings and routine phrases (e.g good morning 

good evening) 
• I can understand basic words and phrases about myself and my family 

when people speak slowly and clearly. 
• I can understand the names of most widely used objects at home and in 

the classroom.  
• I can understand phrases about numbers, prices, times, dates. (e.g day 

month year) 
 
A2  
• I can understand simple phrases, directions and commands about my 

basic needs.(e.g at shopping, in a restaurant, in a doctors office etc.) 
• I can understand basic words and expressions related to my personel 

interests. (e.g hobbies, social, life, music, TV, etc) 
• I can understand the essential information in simple recorded messages. 

(e.g. cassettes, CDs, telephone messa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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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identify the main point of TV news items and films when 
supported visually. 

• I can follow simple directions (on foot or by public transport) 
• I can identify the main idea of a discussion around me when people 

speak slowly and clearly. 
 
Korean Language Teaching: 
• I can understand Hangul when I hear the sounds. (Koren alphabet, 

consonats and wovels) 
• I can understand basic sentence structure and phonological changes. 
• I can understand negative meanning sentences. 
• I can understand basic phrases and sentence with conjuctive endings.  
As it shown in the below main aims are nearly the similar for of European 

Language Portfolio for the level A1 and A2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for beginners. But it must be mentioned that Korean Languge 
Training methodoloy has some differences as Korean Language has a different 
alphabet system. Korean Language learners must learn a new alphabet system 
first. To compare the aims, portfolio aims are more detailed and complex than 
Korean Langugae teaching aims. 

 
Reading  
A1 
• I can pick up familiar words and phrases ‘n very short simple texts. 
• I can understand simple phrases used to give basic personal details 

such as films or concert posters, brochures and signs. 
• I can understand short simple messages on greeting cards, postcards, 

and on personal notes (e.g have a nice holiday, I have a meeting etc) 
• I can get an idea of the content of simple informational mater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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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directions especially if there is a pictorial support. (e.g computer 
programme orders, fill-in forms etc.) 

• I can understand a questionnaire (entry permit, hotel registration form 
etc.) to giv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yself such as name, sur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A2 
• I can understand basic everyday language in short, simple texts and 

instructions. 
• I can understand short simple personal letters and invitations. 
• I can understand simple texts dealing with my interests (e.g my job, 

hobbies and my social life, etc.) 
• I can understand standard writing terms used in written forms (e.g. 

faxes, e-mail, etc.) 
• I can grasp necessary information of public notices, brochures and 

menu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 I can identify the key information in newspaper and magazine reports 

such as place, time and people. 
 

Korean Languge Teaching: 
• I can understand compounding of  Korean alphabet and can read the 

words. 
• I can understand basic Korean phonological syllable table. 
• I can make different words by changing the consonats or wovel and 

can read them. 
• I can read the sentences with the punctuation marks correctly. 
• I can read a passage correctly. 
• I can follow the teacher and  can repeat the words, phrases or basic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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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understand the basic reading texts. 
• I can understand  basic short or long simple texts. (e.g including the 

details who, where and when) 
As in listening ability aims, reading aims are similar also. Korean Language 

learners need to learn how to pronounce and read correctly the words first. In 
Korean Language training the main aim is to take a part in social life and 
communicate with native speakers. European Language portfolio targets same 
aims to learn a different language. 

 
Speaking  
(Spoken Interaction) 
A1  
• I can ask and answer simple questions by initiating and responding to 

simple statements on everyday topics. 
• I can use basic expressions about introducing and greetings and leave-

taking expressions. 
• I can ask people for things and respond to people’s requests. 
• I can ask people questions about where they live, people they know, 

things they have, etc. And answer such questions if they are directed slowly and 
clearly. 

• I can indicate numbers, quantities, prices, date and time. 
• I can do the shopping for daily needs, with pointing and gestures to 

support what I say. 
 
A2 
• I can ask and answer simple questions in a conversation. 
• I can make use of simple question structures and answer them when 

necessary in daily life (e.g. at a supermarket, at the post office, in a bank,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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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etc.) 
• I can ask simple questions to people about what they do in their jobs 

and what they do in their leisure time and answer such questions. 
• I can ask for basic information and buy tickets for public transport 

systems about a journey that I will do. 
• I can ask for directions and give directions by means of a map or a city 

plan.  
• I can talk to people about what to do and where to go, and I can 

arrange the place and the time for the meeting. 
• I can order food and beverages. 

 
Spoken Production 
A1 
• I can tell about my daily routines with a very basic language. 
• I can express whether I want to do something or not with a very basic 

language. 
• I can give basic personal information about myself (e.g. name, last 

name, age etc.) 
• I can giv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etc. 
• I can express whether I understand a phrase I hear or not. 
A2  
• I can talk about myself and my family, and I can introduce other 

people. 
• I can talk about my educational background and my most recent 

present jobs. 
• I can talk about my past activities such as the last weekend and my last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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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Training 
In Korean Language Training sistem, speaking is divided to three sections.  
Novice Low:  
• I can understand the words with prefixes and suffixes and frequently 

used words. 
Novice Mid: 
• The main aims are similar to Novice Low aims. 
• I can understand basic words and can use only basic expressions when 

speaking. 
• I can use only a few words when I am talking to other people and have 

a tendency to repeat the words I hear making pauses. 
• I generally have difficulties repeating the basic sentence when I am 

talking. 
Novice High: 
• I can Express my feelings with a very basic language. 
• I can only use the grammar structure or words I learnt. 
• I can give basic personal information about myself (e.g. name, last 

name, age etc.) 
• I can giv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place etc. 
• I make mistakes even repeating the sentences I hear and I can not 

understand the whole sentences I hear.  
European Language Portfolio divided speaking skill in to two main parts 

called spoken interaction and spoken production. Spoken interaction determines 
the aims for speaking to other people and spoken interaction determines the 
aims for speaking ability level.  

In Korean Langugae Training methodolody, The American Council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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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the main criterias is being used for describing 
the aims of speaking ability. There are three main levels for beginners called 
Novice Low, Novice Mid and Novice High. Aims are similar to European 
Language Portfolio aims.  

Writing 
A1 
• I can fill in a simple questionnaire about my job, age, address and 

hobbies. 
• I can write simple phrases and sentences about myself (e.g. where I 

live, what I do). 
• I can write a greeting or a postcard with a simple language (e.g 

birthday card, special day card etc.) 
• I can write a short note to tell somebody where I am or where to meet. 
A2 
• I can write texts about my daily life with simple sentences and 

structures.  
• (e.g. people aroundme, my job, my school, my family, my hobbies etc.) 

I can describe an event in simple sentences indicating where and how it 
happened. (e.g. celebration, an accident, etc.) 

• I can fill in a questionnaire giving an account of my personal 
information, my educational background, my job and my interests. 

• I can write a simple letter to thank somebody, to ask for something or 
invite somebody to somewhere. 

• I can connect my simple sentences with conjuctions such as “and”, 
“but”, and “because”. 

• I can express an event chronologically by using connectors such as 
“first”, “after”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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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Training 
• I can write the words in Korean Language.  
• I can write the wors I hear. 
• I can write simple phrases and sentences.  
In Korean Languge training writing must be taught with speaking reading 

and listen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learners must learn the Korean 
alphabet and sound changes first. Writing must be taught by dictations. As 
mentioned before, Korean Languge learners must learn the alphabet and sound 
changes first and then must write the words, phrases and sentences.  

 Generally the main aims for second language teaching are similar and 
coherent with each other. But also it can not be ignored that learning a different 
alphabet system need more time and effort. As it shown below, Korean 
Language Teaching medhodology aims ar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portfolio. Especially for reading and writing beginner level learners need more 
time and effort. Portfolio’s A1, A2 level aims, especially A2 level is similar to 
intermediate level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targets must be determined clearly and sistematically.   

European Language portfolio has defıned all criterias detailed and clear. 
Defining all the targerts or criterias clearly helps both teachers and students to 
learn more effectively and sistematically.  

 
5. Conclusion  
European Language Portfolio can be well defined and properly adapted to 

Korean Language and can be used for further developing materials. Clearly 
defined levels of proficiency allows learners’ progress to be measured at each 
stage of learning and on a life-long basis.  The most important advantage of this 
portfolio is to develop the most suitable books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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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ntioned before, cultural components can not be ignored in langugae 
teaching or learning. Portfolio gives a big chance to preapare or develop the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the cultural components also.  

The main aims can be adapted to the target culture or the learner’s own 
culture. Learners will be more succesful and teachers will teach more effective 
by using the cultural components and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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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tress that Korean Studies, unlike Chinese or 

Japanese Studies, is still in an initial stage. Korean Studies became an academic 
subject outside of Korea less than 50 years ago, and even today there are only 
few universities which offer a full academic range of courses or have establishes 
chairs in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Sofia is one of them. So, it means that 
there are still too many basic problems and issues which are to be solved by 
Korean Studies Departments and Sections, and design of Korean Studies 
Curriculum at University level is only one of them, for sure, of vital importa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basic approaches in the field of 
Korean Culture which is regarded as quintessence of Korean Studies as a whole. 
I dare say that these outlines might be of some use for my colleagues from other 
Departments, both of Oriental and Occidental Studies. 

I think anyone will agree that thinking and talking about something are not 
identical with the thing itself, so we have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Korean 
Culture as the “real” Korean Culture, i.e. something that exists: a people with a 
common history living in a definable geographic area who behave in certain 
ways, etc., and the so-called “Korean Culture” which we, the observers 
(scholars and students) see as “Korean Culture”, i.e. something we create in our 
minds: images, structures, concepts, explanations, etc. “Korean Culture” is that 
we think, and what we teach in fact. 

On the other hand, the real Korean Culture is never the same, becaus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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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ly changing. Therefore, everything we teach about Korean Culture puts 
something which is in constant change into the static form of an explanation or 
a statement. When we change the statement, the new one again takes on a static 
form until we change the statement, and so on. So, in a way “Korean Culture” is 
always running after Korean Culture, or saying it in other words, the reality will 
always be behind. In addition, Korean Culture and “Korean Culture’ influence 
each other all the time. 

Teaching “Korean Culture” must be carried on three levels which are 
interconnected but must be kept apart, and the weight we give to each must be 
decided upon before planning an actual teaching course: 

*  what: teaching fact about Korean Culture (elements or components of 
“Korean Culture”); 

*  why: teaching the methods which have led to selecting these elements; 
*  to what extent: creating a frame where the selected elements fit in 

(creating a “Korean Culture”). 
Generally speaking, teaching “Korean Culture” must find a balance between 

two different goals. One is spreading “knowledge” about KC, i.e. selecting 
elements of KC which seem to be important. The second goal is 
“understanding” of KC, i.e. creating of some overall picture (“KC”), and the 
student must be told how this overall picture was created in order to be able to 
control the process of how this picture was arrived at, and to agree with you or 
to draw different conclusions. 

In other words, methodologically speaking, teaching “KC” must also find a 
balance between a concentration on facts, on one hand, and a concentration on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of analysis, on the other hand.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his necessary balance between factual knowledge 
and methodological and critical appraisal can only be realized at the end of the 
student’s studies. During everyday teaching in class, facts and methods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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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in an unbalanced way, changing according to how far the student has 
advanced. In the beginning years because the student does not know much about 
Korea and Korean Culture there must be a concentration on facts, and in later 
years when more and more facts are known, concentration can shift to 
methodology. Still, methodology should be the core of Korean Studies at a 
university. 

Creating “KC” can be done based on two different approaches: generalist 
and specialist. Both approaches are necessary and must work together, because 
a specialist in one area of Korean Studies needs some background knowledge in 
as many as possible other areas, and a generalist, researching and teaching 
Korean Studies in the sense of all-round synthetic scholarship in foreign culture 
studies (kulturwissenschaft), needs in-depth knowledge in as many as possible 
special areas. 

Teaching “KC” stars with many seemingly exotic facts, but later the teacher 
introduces enough plausible explanations to make things look absolutely normal, 
albeit, different. These explanations fall into two categories. Either the 
explanations come from within “KC” itself, i.e. something seemingly strange 
can be explained by showing which elements in KC have led to such and such a 
fact or behavior. The other kind of explanation is to show similar elements in 
Bulgarian culture (or students’ own culture) and to point out that they exist in 
both cultures, but are rated differently, or may come out in different cultural 
areas. 

Both kinds of explanations, inherent reasoning and cross-cultural 
comparison, should be given, but they must be kept apart methodically. 

“KC” is always tinted with cultural biases, a “Korean point of view” or a 
“foreigner’s point of view” (not to mention individual tastes and experiences, 
which additionally complicate the matter). In order to teach as objectively as 
possible, any fact or explan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critical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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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unt of biases contained in the description concerned. Therefore, 
anything that is taught must be accompanied by critically examining what the 
“Korean mind” has to say about it, why Koreans see it in that way, and an 
outside view may be different. The result will be that one’s point of view which 
started from a small question is widened to understanding something about KC 
in a much broader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make an aware of 
one’s own cultural biases. 

It has been already mentioned that one of the ways to give explanation in 
teaching “KC” is the comparison of KC with similar elements in Bulgarian 
culture. The problem with these comparisons is that the student has been raised 
within Bulgarian culture, but never looked at it from an outsider’s point of view. 
There will be many elements in Bulgarian culture which are neither understood 
nor known, and the teacher must therefore teach not only Korean Culture but 
Bulgarian Culture as well. The elements lending themselves for comparison 
may be so marginal in Bulgarian Culture that the student may not even know 
exactly what they are or mean. Thing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when the 
teacher works with foreign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our case is 
exactly the same. 

Therefore, teaching “KC” is actually teaching about Bulgarian (or student’s 
own culture) at the same time and teaching about basic human culture in general: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 Learning about own (Bulgarian) Culture - 
Learning about human culture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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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Koreans1 use their own writing system Hangeul2, which was created in 

1443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writing system is a truly phonetic alphabet just like the Latin 
and Cyrillic letters, which are universally acclaimed for its scientific superiority 
and beautiful simplicity. 

As we will see later in this paper, Hangeul is unique in several aspects; as far 
as I know, it is the only script in the world that was wholly invented and 
therefore traceable to its exact origins, and also the only script that comes with 
lengthy explanations on its formative principles and usag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riting system Hangeul, Koreans used some 
simplified and modified Chinese letters or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But 
these were not able to record accurately the native speech. Hangeul was 
designed to be easy to learn specifically so that the illiterate masses could be 

                                            
1 It has been widely maintained that the Korean language belongs to the Ural-Altaic group, which 
includes Mongolian, Hungarian and Finnish. But like the Korean people, the exact origins of the 
Korean language are unknown. There are various theories and opinions liking Korean with Chinese, 
Japanese and Tibetan, while most modern scholars of languages place emphasis on the ti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nd Altaic languages. 
2 The original name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is Hunminjeongeum, or the ‘Correct Sounds to 
Instruct the People’. The term Hangeul for it is a relatively modern term, coined in the early 1900s 
by Ju Si-Gyeong, a famous Hangeul scholar. It appeared at a time when the usage of the Korean 
language was bann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first used in print in the title of a 
language textbook in 1913. Since then, the name Hangeul spread through Korea and the world, 
becoming the official name of the Korean alpha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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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ly transformed into a literate people. It was indeed embraced by the people, 
though it did meet with some resistance from conservative aristocrats and 
scholars. Thanks to Hangeul, Korean has one of the highest literacy rates in the 
world today. 

 
2. The history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Before Hangeul was invented, Koreans used the Chinese characters (The 

Korean call them ‘hanja’.) to communicate. As Latin was used throughout 
Europe in the Middle Ages, the Chinese letters have been widely used as a 
common langue in East Asia.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eech (oral 
language) and the alphabets (written language) was disparate. This was because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grammar of the written language were very 
difficult to master, as they were far from the daily-used oral Korean. There were 
some attempts to make the Chinese characters accessible to normal Koreans, 
which ended in a partial and limited success. For example, Seoulchong (a 
scholar born in around 654~660 - unknown date of death) from Silla Kingdom3 
arranged Idu writing system, a way of transcrib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style, but the lack of basic understanding in the Chinese characters hindered the 
people to use the system in their daily life. 

To be brief, at the time when Hangeul was created, the only writing system 
in use in Korea was classical Chinese, but its knowledge was confined to the 
literati and learned classes.4 This meant that the common people had no written 
script to express their own language. 

King Sejong (r.1418-1450) of the Joseon Dynasty, pitying the plight of his 

                                            
3 This is one of the ancient kingdoms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57 BC to 935. 
4 Knoweldge was power in those days, meaning literacy was connected directly to social vested 
rights. The hard lexicon system consitituted of Chinese characters determined and fixed the social 
status.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Chinese writings were the suitable means for the noble to 
keep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wealth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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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was motivated to create a native script that would give the commoners 
the tools for education and literacy and thus enable them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controlling their own lives. King Sejong therefore instructed scholars 
from Jiphyeonjeon, the Hall of Worthies5 (or the Royal Academy of Sciences) 
to devise a system that would be easy for the people to learn. There was 
opposition inside the Hall of Worthies to the idea of originating a Korean 
writing system but King Sejong ignored it. According to the Annals of King 
Sejong (Sejong Sillok)6, the new script was completed in the 12th lunar month of 
1443. The new writing system were tested over the next few years and it was 
promulgated in 1446 under the title (name) of Huminjeongeum7, or the “Correct 
Sounds to Instruct the People”. 

After the creation of Hangeul, the king published a book about the purpose 
of the invention and about how to read the new writing system. The text of the 
book is a mixture of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s since Chinese characters 
were needed to tell people what the new letters mean and how they are 
pronounced. We can see that King Sejong was a passionate scholar and 
benevolent ruler with a genuine wish to liberate his subjects from ignorance. His 

                                            
5 The Hall of Worthies was established by King Sejong as a place where he assembled outstanding 
scholar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study the ancient statutes and institutions of China as the basis 
of which he would reorganize the political structure of Joseon. 
6 This is a part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an official record of the 472-years 
reigns of the kings (from the first king to the 25th king). The Annals of King Sejong was compiled in 
1954 after the king’s death. 
7 Huminjeogeum refers to the original name of the Korean script (which is now usually called 
Hangeul) and the book explaining the new script. This book was written by prominent scholars of 
Jiphyeonjeon (Academy of Worthies) such as Jeong Inji, by the behest of King Sejong in the 28th 
year of his reign in 1446. It has a total of 33 chapters divided into 3 parts. The first part has 4 
chapters and 7 units and each unit has 7 lines with 11 letters each, explaining the main text of 
Hunminjeongeum (Korean alphabet). The second part has a total of 26 chapters, 51 units and 3 lines 
and each unit has 8 lines with 13 letters each, featuring explanatory examples of Hunminjeongeum. 
Finally the third part has a preface written by Jeong Inji, a total of 3 chapters and 6 units, which 
ends with a statement that it was written in 1446. This book is supplementing the new alphabets 
with the preface and explanatory examples written by Jeong Inji,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how 
Hangeul was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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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for creating a new native script are clearly stated in the preface of the 
book. (See the picture 2.) 

“The language of this country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so 
that it is impossible (for us 
Koreans) to communicate by 
means of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among the unlearned 
people, there have been many who, 
having something to put into words, 
have in the end been unable to 
express themselves. Feeling sorry 
for this, I have newly made 28 
letters only because I wish them to 

be easy for everyone to learn and 
convenient to use in daily life.”8 

The new writing system is 
simple and systematic. The postscript written in Hunminjeongeum, or the 
expounder, says that “the wise can learn it in one morning and even the fool can 
learn it within ten days.” Soon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new script, King 
Sejong established an office especially for the publication of works in Hangeul. 
The major works to come out of the office were Yongbieocheonga, or Songs of 
Flying Dragon9, and Weorincheongangjigok, or Songs of the Moon reflected in 

                                            
8 This text is translated by Shin Sangsoon, professor emeritu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9 It is a vast work published in 1447, comprising 248 poems eulogizing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and other royal ancestors. 

<Pict. 1> The book Hunminjeoneum stating 
the purpose of creating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and it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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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of rivers10. 
Since the invention of Hangeul it has been used simultaneously with 

Chinese characters. In the beginning, aristocrats and scholars in particular were 
reluctant to use Hangeul. They still considered classical Chinese, which 
required a great deal of study to master, to be superior. The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and its usage set apart the educated elite from the common 
people. 

As King Sejong had intended, the new script was easily picked up by the 
common people and also came to be used extensively by he women of the court 
and elite familie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imple and systematic Hangeul 
has contributed greatly to put an end to illiteracy. 11 Thanks to Hangeul, Korea 
today has one of the highest literacy rates in the world.12 

The invention of Hangeul acted to protect Korea from the cultural and 
linguistic hegemony of China at a time when Chinese was the only written 
script us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Japanese were too well aware of the 
power of language in sustaining the cultural pride when they banned the use of 
all spoken and written Korean with their annexation of Korea to Japan in 1910. 
In resistance to this ban, scholarly efforts to standardize spelling and usage of 
Hangeul continued throughout the colonial rule as a way to uphold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and pride. These activities were obviously seen as threatening 
gto the Japanese colonizers. In 1942, 33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were thrown into jail for compiling a Hangeul dictionary. 

With liberation in 1945, the use of Korean was fully restored and such is the 

                                            
10 It is a book of chants written in the newly invented Korean script. King Sejong himself composed 
these chants in 1449, praising the charitable deeds of Buddha. 
11 In appreciation of the effect of Hangeul made for the increase of literacy in Korea, UNESCO has 
established King Sejong Literacy Prize, which is rewarded, since 1990, to people or organizations 
that strives to improve literacy over the world. 
12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eport 2005, South Korea has a 
literacy rate of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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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Hangeul to the Korean psyche, that Hangeul Day is celebrated on 
October 9 every year. 

 
In modern times, the scholars have been the ones to take the lead in 

spreading of the Korean vernacular.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the 
Joseon Dynasty was drawing to a close, important new efforts were made to 
systemize spelling and usage of Korean, and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07 for this purpose. One of the scholars involved in this effort 
was Ju Si-gyeong (1876 ~1914), the man who coined the term ‘Hangeul’ 
meaning ‘Great Letters’ and authored one of the earliest modern Korean 
grammar texts. Later his students forme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nd 
embarked on the compilation of a Korean dictionary. 

Movements to make Hangeul the exclusive writing system in Korea were 
carried out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rule. Ironically it was during this 
time of suppression on Korean that some of the most active and important work 
in the study of Hangeul took place, serving as an indirect but very strong form 
of resistance to the Japanese cultural assimilation.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scholars, Hangeul was official adopted as the country’s national script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oday, however,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is till necessary as they 
continue to be used, though not as frequently as in the past. Newspapers and 
academic documents sometimes use them in headlines and for key words. In 
addition, due to the long-time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close cultural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many Korean words (about 70 % of the Korean 
lexicon) are based on Chinese ones. So even today schools in Korea require 
students to learn a minimum of 1,800 Chinese characters, which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et to be taught and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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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achronic changes of the ways of writings in Korea 

ways of writings written examples explanations 

1. Classical Chinese text 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13 

a text written only in 

classical Chinese 

옛날에 桓因의  庶者

인 桓雄이  天下에  자주 

뜻을 두고 人間  世上을 

貪내어 求하 다. 

a Korean vernacular 

written in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 

rarely used today. 

2. mixed text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 庶 者 )인 환웅( 桓

雄 )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 다. 

a Korean vernacular 

written in Hangeul, but 

Chinese characters given in 

parentheses for clearance of 

word meaning.  

Sometimes used today. 

3. pure Hangeul text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 다.

a Korean vernacular 

written only in Hangeul. 

Most common in Korea 

today. 

 
3. Formation of Hangeul 
 
3.1.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Foundations 
Hangeul is unique in many ways, not least because it is the only script in the 

world whose creator, exact date of creation and principles of creation are known. 
Thanks to the book Hunminjeongeum, it is know exactly what King Sejong and 

                                            
13 This is the first passage out the Dangun myth, a story on the origin of the Koreans. “In the past 
Hwanung, the youngest son of Hwanin, ruler of the heaven, had a strong desire to go down to the 
earth and an ambition to govern the huma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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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olars in the Hall of Worthies were thinking when they were working out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is a phonetic writing system composed of vowels and consonants 
that are combined to form an innumerable number of syllables. Though there 
were 28 letters in the original system, only 24 are used today14: 10 for the 
vowels and 14 for the consonants. The philosophy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letters is the neo-Confucian view of the universe where all things come 
under th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forces, yin and yang, and the five 
basic elements, i.e.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Human speech also was 
considered a phenomenon that was controlled by these forces. 

There are three basic vowel symbols, the dot ‘ · ’, the horizontal line ‘ㅡ’ 
and the vertical line ‘ㅣ’. The roundness of  ‘ · ’ represents heaven, the flatness 
of ‘ㅡ’ represents the Earth, and the uprightness of  ‘ㅣ’ represents mankind. 
The remaining vowels are a combination of these three basic elements. 

 
<Table 2> The Korean letters for the vowels 
(1) 10 basic vowel letters: 

Korean letters pronunciations principles of formation 

ㅏ a man + heaven 

ㅑ ya man + 2 heavens 

ㅓ ŏ heaven + man 

ㅕ yŏ 2 heavens + man 

ㅗ o heaven + earth 

ㅛ yo 2 heavens + earth 

ㅜ u earth + heaven 

ㅠ yu earth + 2 heavens 

                                            
14 4 letters became unnecessary, as the sound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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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ŭ earth 

ㅣ i man 

 
(2) 11 derived vowel letters: 

basic vowel letters  derived vowel letters 

ㅏ → 
a 

→ㅐ  →ㅒ 
æ    yæ 

ㅓ → 
ŏ 

→ㅔ  →ㅖ 
e     ye 

ㅗ → 
o 

→ㅚ  →ㅘ   →ㅙ 
we     wa     wæ 

ㅜ → 
u 

→ㅟ  →ㅝ   →ㅞ 
wi     wŏ      we 

ㅡ → 
ŭ 

→ㅢ 
ŭy 

 
The five basic consonants ‘ㄱ, ㄴ, ㅁ, ㅅ, ㅇ’ were derived from the shape 

of the vocal organs articulating the sounds. Th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nds and the symbols is one of the outstanding scientific features of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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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g/15                                    ㄴ/n/                                              ㅇ/ŋ/ 

<pict. 2> Korean consonant letters depicting the shape of the vocal 
organs 

 
The five basic consonants stand for the five primary elements –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 produced by the interplay of the forces of yin and yang. 
The rest of the consonants are made by adding strokes to the five basic shapes. 
The consonants are thus divided into molar (wood), lingual (fire), 16  labial 
(earth), dental (metal) and glottal (water) sounds. 

 
<table 3> The Korean letters for the consonants 

Basic 
consonants 

Type Schematic basis Consonant 
variations 

doubled letters 
for the tensed 
consonants 

ㄱ /g/ molar 
(wood) 

depicts the root of 
the tongue 
blocking the throat 

ㅋ/k/ ㄲ/k’/ 

ㄴ /n/ lingual 
(fire) 

depicts the outline 
of the tongue 

ㄷ /d/ 
ㅌ /t/ 

ㄸ/t’/ 
 

                                            
15 The letter ㄱ/g/ depicts the root of the tongue blocking the throat and touching the velum. The 
letter ㄴ/n/ depicts the outline of the tongue touching the upper palate. And the letter ㅇ/ŋ/ depicts 
the outline of the throat. 
16 Molar corresponds to velar and lingual to alveolar. The two terms ‘molar’ and ‘lingual’ represents 
more closely the original concept used by the Hangeul inve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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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ing the upper 
palate 

ㄹ /r, l/ 

ㅁ /m/ labial 
(earth) 

depicts the outline 
of the mouth 

ㅂ /b/ 
ㅍ /p/ 

ㅃ/p’/ 

ㅅ /s/ dental 
(metal) 

depicts the outline 
of the incisor 

ㅈ /j/ 
ㅊ /c/ 

ㅉ/c’/ 

ㅇ /ŋ/ glottal 
(water) 

depicts the outline 
of the throat 

ㅎ /h/ 

 
As Sampson (1985:123) says, Hangeul is also seen as a featural system: 

adding strokes changes pronunciation in a regular way (See the table 4). As to 
the letters for the consonants, an extra line shows aspiration, and doubling the 
symbol indicates a tense unaspirated sound.17 The signs have systematic internal 
structure correlated with the phonetic feature composition of the phonemes. 

 
<table 4>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onsonant letters 

ㄱ/g/ → ㄲ/k’/ 
     ↘ ㅋ/k/ 

ㄴ/n/ → ㄷ/d/ → ㄹ/r, l/ 
       ↙↘ 
      ㅌ   ㄸ 
      /t/    /t’/ 

ㅁ/m/ → ㅂ/b/ → ㅃ/p’/ 
             ↘ ㅍ/p/ 

ㅅ/s/       → ㅆ/s’/ 

                                            
17 On the phonemic basis, Korean consonants have a tripartite correlation, that is, lax consonants (ㄱ, 
ㄷ, ㅂ, ㅅ)-aspirated consonants(ㅋ, ㅌ, ㅍ, ㅊ)-tense consonants(ㄲ, ㄸ, ㅃ,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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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j/ → ㅉ/c’/ 
         ↘ ㅊ/c/ 

ㅇ/ŋ/ → ㅎ/h/ 

 
Th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nds and the symbols is one of the 

outstanding scientific features of Hangeul, as the basic consonants and the 
consonants represented by the derived consonant letters share the same places of 
articulation. 

The syllables are produced in a consonant-
vowel-consonant pattern, where the consonants are 
optional. The Hunminjeongeum explains that 
Hangeul comprises initial (consonant), medial 
(vowel) and final (consonant) sounds, which are 
combined in endless variations to make syllables. 
Here we can see one more distinctive feature of 
Hangeul, that is, the scripts are phonetic alphabets, 
but they are written on a syllable basis. The letters 
in a syllable is put together in a block, i.e., in a 
shape of a square. (See the picture 4.). This means 

that Hangeul follows the bound-writing character system. On these bases, the 
Korean words are represented by the Korean script as follows. (See the picture 
5.) The pictures 5-1 and 5-2 represent monosyllabic words ‘달/dal/ moon and 
‘돈/don/ money’ respectively. And the picture 5-3 represents the word for 
‘문/mun/ door’. 

 
 
 
 

<pict. 3> The Writing Form 
of a Korean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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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dal/                                      돈/don/                           문/mun/ 
moon                                      money                             door 

<pict. 4-1>                           <pict. 4-2>                     <pict. 4-3> 

<pict. 4>  Written Forms of Korean words 
 
4. Hangeul today 
Currently we, all over the world, are living in a IT era. Hangeu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IT-oriented era. In IT era, rapid and exact data-processing 
is important. The Korean writing system 
ideally corresponds to this. The systematic 
and simple system theory of Hangeul is 
applied much more usefully in the digital 
age. When Hangeul is used on a computer, 
its efficiency is incomparable to other 
languages. When we type letters, 
consonant(s) and vowel(s) are entered 
alternately, displaying rhythmical sense and 

boosting its efficiency. Furthermore, differentiated from Chinese characters and 
Japanese Kana which deal with data with the help of other characters like 
Roman alphabets, Hangeul is faster in processing information since it directly 
deals with data with only 24 alphabets. The representative Hangeul entering 

<pict. 5> A mobile phone keyboard
with Korean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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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heonjiin18, can manage all vowels only with 3 vowel keys (·, ㅡ, ㅣ) 
and the stroke-adding principle of Hangeul, that makes ‘ㄲ, ㅋ’ on a basis of 
‘ㄱ’, enables 3 consonants to be entered by using only one key.19 

 
We are now living in the era where design has become crucial. Hangeul 

follows a bound-writing character system like Chinese characters, but unbound-
writing system can also be applied like Japanese Kana and alphabets (Roman or 
Cyrillic writing systems) in the West. Moreover, it can be written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ways, offering abundant ideas to design the beauty of 

Hangeul. So the value of Hangeul is gaining 
recognition for its beauty beyond its amazing 
linguistic functions. Designers and artists in 
various fields are continuously studying and 
experimenting the potentialities of Hangeul in 
culture and art scene. 

At the Pret-A-Porter fashion show in Paris, 
February 2006, a famous Korean designer Yi 
Sangbong laid out his works on Hangeul motif 

and attracted attention in the fashion scene. The 
designer thought Hangeul as the Korean beauty 
and applied it to his works’ motif. Though this 

was not the first time Hangeul became a theme in culture and art, Hangeul 
started to lure more attention in these areas as the value of Hangeul as a design 
commenced to shine its idiosyncrasy. The advent of calligraphy and typography 

                                            
18 This name represents ‘heaven, earth and man’ and is taken from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the Hangeul creation. This system is used in the mobile phones made by Samsung Electronics. 
19 This Hangeul entering system is about 35% faster in entering one letter, compared to entering one 
English letter. 

<pict. 5> Ms. Linsay Lohan, a 
movie star and singer wearing 
a T-shirt designed by Yi
Sangbong, using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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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penetrated into our lives, offering us opportunities to become familiar with 
the language we use today. Calligraphy refers to the beautiful font, which 
conveys the beauty of Hangeul to the general public the most intimately through 
movie titles, posters, music albums, book covers and advertisement designs. 
Typology, the printing type design, as well as calligraphy are the means to 
express the beauty of Hangeul in printing. 

 

     
 
 
 

 
 
 
 

<pict. 6> A traditional Korean        <pict. 7> Signboards showing the beauty of

painting using Hangeul.                      Hangeul at a tourist site  

in Insa-dong, Seoul. 

 
On every Hangeul Day (9th October, National Day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a Hangeul t-shirt design competition is held and beautiful 
garments with Hangeul prints are introduced. Design corporations that have 
been producing quality fashion accessories with Hangeul patterns such as 
neckties, scarves and belts have gained a space in famous domestic department 
stores and are competing with the world famous brand products. Hangeul is also 
expressed in dancing, used as a motif in modern dance performances, praised at 
home and abroad. It is expressed in other art fields like installations, ceram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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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ures, Western-style paintings and prints. 
 

<Towels designed in Hangeul>                 <A coffee set desinged by using a  
                                                                      Korean poem> 
<pict. 8> Products using Hangeul for their design 

 
A Korean dance troupe, Milmul Modern Dance Company 

(www.milmul.com), which was established in 1984, started to use Hangeul as a 

<A presentaion of the consonant                < A representation of the principle of 
‘ㅎ/h/’>                                                     Hangeul formation –heaven, earth and man>
 
<pict. 9> A modern dance performance representing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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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f in their performances at 1990. Since then the troupe has been putting on 
the stage dancing performances with new Hangeul motifs at home and abroad 
every year and has called forth good response in the audience. 

On August 7, 2009 the Koreans got to know that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would be used for the first time and officially by a non-Korean tribe. A 
Indonesian minority tribe, Cia-Cia tribe, with a population of about 60,000, 
living in the city of Baubau in Bouton island, Southeast Sulawesi, Indonesia, 
has chosen Hangeul as the official alphabet to transcribe its aboriginal language, 
which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as it lacked a proper writing system. The 
Baubau city counsel decided to adopt Hangeul as the official alphabet in July, 

2008. Work soon began and the textbooks 
were completed on July 16, 2009. Then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begun learning their spoken language through 
the Hanguel writing system. 

The textbooks were completed with the 
help of the Hunminjeongeum Society of 
Korea and the authors are a team of Koreans 
and a native Cia-Cia speaker, who knows 
Korean. The textbooks, entirely written in the 
Korean script, comprise writing, speaking 
and reading sections. They also explain the 
tribe’s history, language and culture and 

include a Korean fairy tale. The Indonesian local city government plans to use 
Hangeul on the signposts across the city and to set up a Korean center soon and 
work on spreading the Korean alphabet by training Korean language teachers. 

Korean linguists express hope that the case will become a stepping stone to 
spreading and promoting the Korean alphabet overseas. It is believed that the 

<pict. 10> A Cia-Cia textbook 
written in the Korean script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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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s a realization of the philosophy incorporated in the creation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5. Conclusion 
In the mid-1990s, as Korean television soap operas were exported to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Asians started to show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culture. The term ‘Hallyu’ or the Korean Wave was first used 
when Chinese reporters depicted it as an enthusiasm for the Korean pop culture 
in China. And now foreigners’ preference of Korean culture is penetrating into 
other sectors such as Korean products and the Korean language. The popularity 
of learning Korean star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Korean movies and 
TV dramas and to sing along the Korean pop songs has now become a cultural 
icon for the Asians trying to make a foray into Korean companies and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The Korean script and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chosen by the Koran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as one of the five brands20 which are to 
be supported so that it should be part of daily life, part of business industry and  
should be internationalized.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various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activities which make popular use of 
Hangeul.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eul was originated for the Koreans, that is, 
for the domestic us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chieved its aim successfully, as 
the system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daily life of the Koreans. But now 
it is making its way abroad, as many foreigners are learning Hangeul and the 

                                            
20 These five brands are called as Han(Korea)-Brand. These are ‘the Korean script Hangeul and the 
Korean Language, traditional Korean costume, traditional Korean food,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ultimate goal of this policy is to raise up the international image 
of Korea.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official site http://www.han-brand.com. The site is run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and is served in Korea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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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and various forms of cultural activities and industrial products 
are made by using the Korean script as their motif. So Hangeul has made great 
contribution not only to the life of the Koreans, but also to the benefit of the 
mankind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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