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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19명이 2019년 3월 3

1일부터 4월 5일까지 러시아연방 따따르스

탄공화국카잔시소재카잔연방대학교에서

최초로한국어실습경험을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한국어 교육실습의

목적에 따르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수적 교과목으로서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이와 더불

어 한국어 교육현장 실습을 통해 한국어

교수 능력뿐만 아니라 교실 운영 및 교육

행정 등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기 위해 국외 한국어교육 실

습을하게된것이다.

■ 강의시연

한국어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국외 실습

기관은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실습 교

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실습생을 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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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s.ru/w_jakup/z_eco_match.txt

▲ 지난달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러시아연방 따따르스탄공화국 카잔연방대학교에서 최초로 한국어실습 경험을 한 19명의 고려사

이버대 실습생들.

▲ 참관수업후▲강의시연



관리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보유

하고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현장실습지

도자"가 있어야 실습대상 대학이 될 수 있

다.

■ 참관수업후

카잔연방대학교와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1

7년 10월 30일 교류협약을 통해 카잔연방

대에서의 한국어 실습이 가능하게 되어 3

학년이상학생들중 희망자를모집하여이

번 실습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번 실습단

구성원대부분이한국의대학을졸업한후

다양한직업에종사하고있으며,특히 한국

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거

나, 현직 공무원, 은행원, IT기업 임원 등

다양한직업을 갖고있었다.

주경야독으로 한국어교원을 목적으로 학

업을이수하고있는 학생들은해외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총 450시간의 한국어교육 참

관수업및 한국어 강의실습을이수하였다.

특히 강의 참관은 한국어 학습자 수준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반을 골고루 참관하

였다.

■ 참관수업

이번실습의현장지도자인카잔연방대학교

고영철 교수는"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에서국외실습경험은실질적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참관 및 강의 시연을

통해외국인에게어떻게가르쳐야할것인

가에 대해 스스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학생들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함에

미래 한국어 교육 발전에 대한 희망을 보

았다" 라고 했다.

이 실습단은오전에는한국문화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한국관련 전공학생들에게많

은 호응을 얻었다. 그 동안 카잔연방대학

교 학생들은 한국문화를직접접할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국차문화 시연, 보자

기공예, K-pop, 한국전통부채춤의 교육을

받았고, 한복입기와 한국전통놀이인 투호

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경험하게 되

었다.

■ 한국다도시연

아울러실습단은고려사이버대학교가증정

한 한국의 문학 작품집과, 학생들이 준비

한 한복 10벌, 붓 20개, 부채 20개, 투호놀

이 기구, 윷놀이기구들을카잔연방대학교

한국어및문화교육을위해기증하였다.

한편 카잔 문화탐방 시간에 카잔의 크레

믈린과 정교회 관련 시설, 관광지 등을 방

문하면서, 현지 학생들에게 1:1 한국어회

화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카잔연방대학교

학생들에게큰 호응을얻었다.

■ 카잔농림부

이번 참관단의 백혜진교사는 "38년 동안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였고,퇴직 후

다문화 가족들에게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지도와 더불어전문성있는한국어교

사될목적으로이번에 참가하게되었는데,

현지 한국어 교수들의 강의능력이훌륭

했고학생들도학구열이대단했으며, 특

별히고급반 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이대

부분 5-6급으로서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

치는 내용과 방법을 터득했고, 아울러

교육목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자극을

받고가게되었다"라고 했다.

카잔연방대학교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

로 오래된 대학교로서, 1804년 러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카잔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톨스토이와 레닌

이수학했으며학생수는 44,000명이다.

카잔연방대학교는 푸틴 러시아연방 대

통령이'2016 년 12월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과학 기술 발전 전략에 관한 법

령'에 서명한 러시아연방의러시아대학

교 5개가 세계대학순위TOP 100을 목표로

하는"5-100 프로젝트"에 속하여, 연구

및 교육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 향상

등의발전역량을집중하고있다.

특히 한국어관련 전공이한국어,한국어

문학, 한국역사, 한국경제, 국제관계,

지역학등으로세분화되어학사,석사,박

사과정에 러시아연방에서 가장 많은 320

명의 학생이재학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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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입기▲한국다도시연

▲제기차기▲보자기공예 ▲ K-p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