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태집중을 활용한 경어볍 교육 연구 

l 서론 

중국인 한국어 억습'1톨 대상으로 

< ~ '" > 
I 서용 
n 이혼씩 애정 잊 신예연구 갱토 
m 갱어앵 사용 오쉬 앤식 

sm Unru 김 영 주 

W 엉대잉웅융 안용힌 경어언 "육 효'1 싹석 
v 경혼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릭 헝M{.융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문엉 

놓펙이 요구원다 。|는 한국어 능역이 향상쉴수록 한국어의 다영펜 문엉 

적 요소를 액ζ에서 격절하게 요현안 풀 알。싸 항을 의미한다 유교 사 

상을 깊게 가지고 있는 한국어에서 액학적인 언어 사용융 가장 두드러지 

게 보여 주는 문엉 현상이 경어멍이다 한국어 정어업에는 한국인툴얀의 

특복한 언어 예절 및 대인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올바은 경어법 구사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애 뀔수적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경어엠은 습득하기에 륙'1 어려용 부운이 

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지을 대상으로 경어법 안달융 살펴본 연구 

• 껴회에학g 대억앤 악셰한국언어웅화학과{주저지l 

u 껑희대학교 한국학까 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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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얘우 드울고 그 영위 또한 한정적이다 경어엉의 교육방엉올 고안하여 

교육한후그효과를분석한연구는 거의 찾아울수었다 따라서 본연 

구는 언저 중국인 학습자툴의 경어영 일얄 %땅올 살펴보기 위혜 에스트 

롤 단계별로 실시하여 실제 나타나는 오류의 분포플 갱토함으효써 발달 

양상융 살펴보고 이어서 유의이한 발딸이 없는 학습자 그룹에 대해 형태 

집중 교육을 실시해서 형태집중 교육의 효과를 검중혜 보는 것융 욕적으 

로한다 

1I . 0]흔적 배경 및 선앵연구 검토 

온장얘서는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어 경어엉 쿄육과 

앵태집중에 판한 이론융 겁토하고 관린 선행연구동융 살펴보갱다 

l 흔댁어 경어법 교육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육에서 경어엉 교육에 관한 논의는 1!!l1년대부 

터 。1루어져왔다 허붕재IillJI는 경어엉 오유 분석융 용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툴의 경어엉 오류가 모핵의 간성과 문화의 *1에 기인한다고 

설영하여 tμ습.'f틀의 학년이 융라갈수록 경어엉 사용 오류율이 낮아진다 

고 히}었다 승학성(:m!1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어법 체계흘 대조하고 중 

국인 학습자의 경어엉 오듀 원인을 다융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川 한국어 경어법에 대한 지식 및 사용에 대한 의식이 희믿L하고 121 경어 

멍에서 높여야 힐 대상의 파악뻐 미숙하며， 131 학생들의 한국어에서 경어 
엉과 낮충알얘 대한 인지도가 낮고 141 존대 요소를의 호쟁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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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지석하였다 이어서 경어법에 대한 교육 $엔으효 칙성 교수엉의 

원리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반융 제시하였다 

션팡횡'JJJII은 학습자가 경어엉을 보다 쉽게 파악한 수 있도록 중국어 

경어엽을 한국어 경어엽과 같이 주셰경어엉， 객셰경어엉1 상대경어엉으호 

분류하였다 그리고 재학 중인 lα)영의 중국 유학생올 대상으로 주제 객 

셰， 상대 경어엉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집하여 그 %냉을 얄달 단계적 

요류와 모국어의 영향에 대한 오유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교수l:Iol-oJ옐 제 

시하였다 선앵연구플은 한국어와 중국어 경어엉 셰계월 대조하고 학융 

자의 경어빙 발달 00"앙올 보기 위해 오퓨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교육 밍앤 

은 제시만 하였을 뿐 싣제 교육하여 효파의 유무릅 검증하지 않았다 

2 형태집중연구 

김영주{찌l): ffil는 형태집중융 셔112언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활동융 

하연서 본인이 이해하지 옷하는 부분이 생기연 순간적으로 형태에 집중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형태징중 교육기엉은 의사소용의 $빼 정도에 따 

라 〈표 1>과 같이 다양한 기법으로 구성왼다 

〈표 1> 영대잉웅 교육기엉 1"""'" • 써 JaJ'TlS. 1900 2561 

앙해없ξH의사소용에) 망혜 있용 

입역쇄도 x 
과제에싱언어 x 
입력강화 x 
의이협상 x 
l치양하'1 x 
출허강'f x 
상호작용강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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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토풍중스 x 
의식고양와'. x 
입력처리 x 
정원깅따라가기 x 

본 연구에서는 형태집중의 교육기엉으호 잉역강화와 총력강화 그리고 

의식고Oj-올 환용하고자 하며 본 설에서는 이에 대해서안 고챙}고자 한 

다 

11 잉력강화기엉 

에잉1CIl(!!ffi)은 학습자의 언어 습득융 위혜서 가능한 많이 이혜 가능 

한 언어 잉역에 자연스협게 노출되어야 한다고 하며， 잉력이 언어 습득의 

원천이고 사람들이 요효"1 충용한 잉픽으로안 언어훌 애올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학습χ}에게 주어진 입력은 원래의 수춘보다 조금 놓융 

경우{ ‘l‘ l’)에 언어 숭득이 이투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입력 강화는 이러 

한 이폰에 바탕올 두고 옥표로 하는 운형에 굵은 글자체나 혹은 밍줄 퉁 

을 활용빼 목표 문형이 더욕 눈에 띄게 하는 망엉으로 엽력을 강회하는 

것이다 

엽력강화 연구툴온 크게 그 결파에 따라 영력강화가 제Q언어 습득에 

효과적이4는 연구와 그렇지 않}는 연구틀로 냐누어진다 언저 엽력강 

화가 효과적이라는 연구흩 보연‘ 정동빈 앙선유，3X6)는 업력강화 기엉이 

이해 학습에 긍정적인 영~을 준다는 컬과툴 보여주었다 노선매3X6)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의 실헝에서 잉역강화률 이용한 영어의 기본 절 

교육이 학생들의 문장구성 능력에 도용올 주었고 박수이(ml)는 문자임 

력강화융 용한 ‘，n-의문문 지도가 학생틀의 오류훌 강소시키는 긍정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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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진。K:mJ1는 학승자 개인에 따라 선호하 

는 교수방엽이 달장으나 대셰걱으로 잉릭강화 활동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생툴도 호의직인 만용융 보였다고 하였다 

안연애 잉력강화가 뺑언어 학슴에 긍정적인 영‘뿔 이치지 않았거나 

잉역강화안으로 충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선잉(:!XXl1은 영시 

적인 교수와 시각적 입역강화 중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어 서 시각적 입펙강화집안이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끄 하었으며 양혜순강나연(:!XXl1은 잉력강화 활동융 용한 운법 교 

수애서 실험징단 간 용계적으로 유~I이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 

장하였다 

a 출력강회기업 

S뻐미læil는 언어을 습득할 때 언어에 노출되는 71회뿐만 아니라 언 

어를 표현하는 기회도 반드시 필요하여 산출 기회를 용해서 언어 습득이 

더육 촉진왼다고 하며 이해가능한 충역 가섣을 받표하였다 충력강화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이푸어셨거나 국내애서는 영어 

표육얘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안선영(때71이 일하기 

와 쓰기 출역 시 학습자가 어떤 부분{의미， 형태 풍)에 더 의식적으로 초 

점을 두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샤전시헝 정수와 시후시힘 정수 사이의 

호i상도를 "1교한 컬과， 딸f71를 한 후의 향상도가 운엉보다 어휘에서 더 

높게 냐타났으며 쓰기을 한 후의 헝%‘도는 어휘보다 운영얘서 더 높게 나 

타났다 조혜진(었lJl은 영어 알하기 수업에서 출허환동이 언어 표현력올 

%νJ시켰고또한학습자의 학습태도 자신강풍도실힘 집단이 모두긍정 

걱으호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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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식고앙기엄 

깅은히K:mll은 의식고양 기법이 학습자가 유의이한 영상 과정을 통해 

서 저 2외국어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엉으로 이 

러 한 발견학습 파정융 흉하여 학습자들은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감도 갖게 왼다고 하였다 이처럽 의식고양 기엉은 

학습자가 그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거나 다른 학습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유도하는 활동으호 김영주!aX!l1는 의식고양 기엽이 앙욱적 지식 

과 영시적 지식 습득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정은진 

l:mll은 시각적 입력강화와 의식고양 과제를 사용하여 한국어 고급 학승 

자틀에게 주정얘F는 글쓰기에 사용되는 당화 표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 

식고양 집단이 시각석 입역강화 정단보다 i"상을 보였다 이진애때!ll는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독해와 언어 형식 학승에 의식고양 기법과 잉력강 

화가 이치는 효.it~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을 통해 스 

스로 문범 규칙을 찾도록 하는 의식고양 기엉으로 교육을 받있는데 정의 

적 영역 측연에서 상위와 중위인 집안 학생틀은 훨동에 대해 칩뼈 의지툴 

보이며 과제를 해결해 나간 반연 하위 학생들은 수업 힐동에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의식고양 기엉이 입력강화 기법보다 효과적이 

진 옷했지만 영어 독해와 언어 형식 학습에 정의적으로 상위와 중위 집단 

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중영하였다 

m 경어업의 사용 오류 분석 

본 장은 형태징중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옥표 문엉 사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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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일날 양상율 과익~~는 데 목표를 둔다 중국 D대학에서 한국어를 선 

공t}-E 서로 다은 학습기간의 학습자를 선정해서 한국어 경어업 각 체계 

의 오류 분포를 파의f하고 학습 기ι째 따룬 경어엉 발달 양상을 용석하였 

다 

실험 대상자는 D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틀이다 학습 기 

간이 1년 엔(그홉0， 2년 앤그잠2). 3년 반{그릉3)의 한국어 학습자 중 

3>12년 l웰 학기알시험 생적이 가장높은%대 이상과가장낮은 ro대 이 

하의 학습>~를 제외하고 각 그한 II영씩 흥 %영올 선정하였다 

실엉 절차는 다용과 짙다 언져 오류용석융 위한 '1스트로 당화안영 얘 

스트와 번역테스트 그라고 오류수정테스트한 개말하였다11 테스트는 총 

3>개 운항으로 한국어 경어엉의 쩌계애 !아라 !l'i개 운재로 구성되며 주체 

경어법， 객셰정어엉‘ 상대경어업‘ 호칭대영A}에 관한 샤용을 골고푸 배치 

하였다 그리고 D대학교 한랙학과 2학년.3학년.4학년 각 2영씩 학생율 

선헥*애 실험 소요 시ζ낼 계산하고 측정하였다 이어서 학습자 %영을 

모징하고 대스트훌 진앵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재료블 분석하고 오류의 

분포와 발달 양AJ'융 분석하였으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아지막으로 

흉계 훈석 도구 잉'SSSta뼈i<:s 3>.(}을 이용혜서 l-tesl흉 실시하였다 

II 얀화 양생 '.스트 엔역 '.스트 오lt 수정 EJ"":트 동은 n대아.ii!~l .îl찌와 요육진도 
충에 갱어엉에 대한 내용에 따라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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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 흥Il idilh 흥" 정. " 갱 • • 

iI. l ( * 4.0 웹， •• 

- ’、‘ ".깡쩌 . 훌딴훌Mi;Jf; 'f li7 >) 션생녕헤쳐 너를 사후상흥 

. , .λl해 ".안"' . -
〈충학)μ z’ “아버져ι어머니께서 왔어“ 

(충약〉‘ 

1. •• t‘ - 4 )~Mi Uft$: l!Ii\îI . ( m<il없，. {충얀)‘ 

Q .... ~Mii'I Ht 4:.? ( lU!ur 
어1 

9) 여어나에서 힐어나룰 앵월에 

,>" .11l-.tMi‘ 철.ôJJ ). 5) l~Ø↑햄견'"선JiU\I~III!! . (i!'t 에밍， 월어요1 “ 

Q: .... :t.했빼;f (li 7ft z. ? (idM lHtillJ. “ 
‘여， 

' 01 어머니ι 강훌 었였어1.， 

^' ‘ U ,M!. tl:Øl . 행~. ~ 
를. ,, ) ~ 

전체 실험 대상자의 경어엽 오류융은 4O.IJi"/o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중 

얀] 학습자틀이 한국어 경어엽 사용에 %땅한 어려용올 겪고 있옴을 보 

여준다 〈그림 1>을 보연 학습기간이 다른 각 그낌의 체계별 오류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그룹에서 객체경어엉의 오류율이 7，장 높게 나타났고 이 

어서 호칭대명사와 주제경어법 그리고 상대경어법의 오류율이 낮게 나타 

냥을확인할수있었다 

〈그링 1> 각 그융 대상지 재계열 오류을 

..... ‘ -

... .. ‘ 
>6. ,“ 63. 33 '101 

<41. 00'lI 

4O. 00"At " .... 
20. 00‘ 

1n !γ“ 
21. 50'11 

m 
0. " ‘ 

후셰깡어 업 짜셰 갱어벌 상‘l 갱여앵 호칭예명샤 

학습기간에 따은 경어엄 오유 분포융 살펴보연 대체로 학습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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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점에 따라 주체경어엉， 객세경어엉， 상대갱어엉 그리고 호칭대영사의 

오류빈도가 감소왼 것올 알 수 있었다 다옹은 학융자의 경어엉 얄날 양 

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학습 기간이 걸어지연 학습자의 경어엽 사 

용 오류빈도애 유의미한 연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다 

〈요 3>의 결과를 보연 그용l과 그당2의 한국어 경어엉 오류 분석 결과 

는 그용2의 학습자가 그룹l의 학숭자보다는 오류 평균 수치가 떨어셨는 

데 상대경어엉융 제외하고 주써경어엉， 객셰갱어법과 호칭대영사에 있어 

서 모두 유의이한 차이ψ<.0;1가 없었다 즉， 그응2 학융자틀이 그륨l 학슴 

지에 비하여 상대경어엉 。l외얘 다륜 째계에서 모두 유의01한 발달융 보 

이지 않았다 

<11 3> 그톨1괴 그112의 암당 잉싱 흥찌g괴 

그용 N 영i! 요준인자 t 유의 확!f 

주세경어엉 
그상l g Z.l.70 4.700 2%3 

그흉2 
πg 

I 19.00 4αE 2.~ 

그앙l I l~'" 2αE 3.976 
에셰징어영 αn 

그 ~.2 I 10m 2<58 1m 

상예정어엄 
그상l m &:Jl 5.440 1711 

219 
그흉2 :Jl &10 2Æ7 1711 
그흩l I 2.l.l π" 1‘"'1 

호갱대영사 624 
그융2 :Jl 2.00 1.114 I.Xll 

lκ(J5 

그ti-2와 그융3의 경어엉 일날 상양융 보연 그52보다는 그음3 의 오류 

평균 수치가 낮아셨고 주쩨경어엉 객세경어엠파 호칭대영사에 있어서 모 

두 유의미하였다(D<(ljl 그삼3은 그펀애 ul하여 상대경어엉 이외에 주째 

갱어입， 객셰경어업 잊 호칭대영사에서 오투 유의 nl한 안날을 보였다 



66 국어교욕연구 세29집 

<H 4) 그훌2와 그룹3의 양딜 앙상 용계 곁괴 

그용 N 평균 표준연차 t 유의 확흉 

그용2 I 19,00 4잊강 5.(64 
주재정어엉 

그용3 10.482 
015 

m &3) 5.(64 

그용2 3) 10.60 2.458 4.043 
객예정어업 001 

그용3 I 6.10 5~19 4.043 

그용2 3) 8.10 2.l!57 5.lm 
상대경어엄 .243 

그용3 m 2.40 5여3 5lm 

그용2 m 2.00 1.I14 3.203 
호갱대명사 002 

그용3 3) 1.10 l α~ 3.203 
p<(]j 

〈표5>에서 그룹1과 그응3의 발달 양상 용계 분석을 보연 그룹l보다는 

그릅3은 경어엉 각 체계의 오류 평균 수치가 많이 강소하였다 상대경어 

엉융 제외하고 나며지 주채경어염， 객셰경어엉， 호칭대영사에 있어서 모 

두 유의미한 발틸(p<ÆJ 을 보였으며 이는 학습 기간이 3년 반이 원 학습 

자을에게서 경어법 사용의 오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나 상대경어영어 서 

안응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 ~ 그IiII괴 그를3의 일딜 잉상 용깨 정과 

1융 N 명균 요운연자 t 유~I ~관 

주에경어엉 
x 22.70 4.7æ 

6666$%33l%644 
011 

;j-3 x &3) 
l25Og5478692 

객애경어엉 
x 1120 

α~ x fi lO 

상대경어엉 
그껴 x κ'lO 5.440 

444 g ll99i996 
142 

::l-;;}3 x 2.40 5.4때 

호갱대영사 
그용 3) 2.:1} 재4 

α~ 
1.10 l αE 4 잊j5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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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석으로 왔을 때에 경어볍 중에 객제경어법에서 오듀융이 가장 높 

았고 그 다옹에 호칭대영사와 주셰경어엉 그리고 상대경어엉의 순으로 

나타났다 객채경어엉에서 학습자을이 얀복하는 오류는 끼'"하 관계와 수 

명 관계를 잘 인식하지 옷뼈 상황에 맞는 존대 표현을 하지 옷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세분화왼 경어업 셰계가 없는데 반해 한 

국어에서는 높잉 특수 어휘가 많고 누가 객체이여 어영게 높여야 하는지 

에 대한 정확한 문엉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른 경어엽 사용이 가능해1 

때문이다 

그룹 간 비교를 보연 그룹2가 그즙I에 비해 긴 학습 기간에도 울구하 

고 한국어 경어법에 있어서 상대경어엄을 제외하고 주셰경어법， 객체경 

어엉 호칭대명사에서 유의이한 발달을 보이지 않은 것옹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 기ζ}이 2년 반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형태집중 교육을 실시 

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W 행태집중융 활용한 갱어엉 교육 효과 분석 

온 장은 형태집중 교육기업 중 업릭강화와 출력강화 그리고 의식고양 

이 한국어 경어법 학습에 효과적인시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를 알아보는 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경어법 학습에 유의"1한 발전이 없 

었던 D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학습 기간이 2년 9!이 왼 학숨자플 〈실험 2> 

&써자로선정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각 절차의 시간을 더 정확하게 마익L하기 위하여 

〈싱헝 2>에11 t~져하지 않은 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핀요한 시간올 학인하 

였다 사전시혐의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4f영의 %여"f을을 우작위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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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안) 영역강화집단 출역강화집단 빛 의식고양집단으로 각 10영씩 나 

누어 배치하였다 〈실험2> 옹혜자툴의 집단 간 동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앤배치받안분석을 실시한 걸파 동짚성Ip~.%>'(6)이 보장되었다 그리 

고 분산분석의 결과를 용해 징안간과 집양내의 동질성w.!!)I>.I6) 역시 

아보외었다 

형태정중 교육기엉으로 수엉융 실시한 후에 모두 즉시사후시엉율 실시 

하였고 l주 후에 지연사후시엉융 실시하였다 사션과 사후시험지는 모두 

당화완성대스트 번역대스트와 오유수정대스트인 애 가지 대스트로 문재 

는 다르나 통일한 유형으효 출제되었다 사전과 사후시험지의 동질성올 

최대한 보정얘f71 위해서 각 핵스트 내에 제제의 배치툴 동일하게 하였다 

~，‘”영에스E 
Q응 ,.. 응’‘.= 이” 
• t!1f'써.a(il~.IiI. 

“영‘’ .2HI• 

(흥약ι 

l. lJ R-l‘ 

Q t: tl ’‘ .. “ι ， 찌‘g 
ib ' 
A : .ct!Nκ i이) 

Q: *"‘% 깨 it lft~ ’ "’‘ ‘ ., 
A ‘ *μ‘ I(fl."’‘ t 
호g느 

〈그림 ，>'\시셔* 시험지 

잉엌 이스트 

다를. 안을어호 !!!lJt.씨a 

‘~" l'ftt.aiI‘ • ., ‘. 2nh . 
‘’ 小!l!1II.• “”’‘’ 07 q, 

호를주톨]즈흐， 

'"' 릉경‘ •• ‘톨"" 
‘ .... ~‘ ........ ‘우” ••. ’ ，. ‘”ν 
1) iil .q. .. "서 너. <셔e 

으I 기시예 “_t'd) .. 

'" 이애써 이 •• ‘".이 (충약). ， 
1 이씨 • • 여 l ’ ‘ 

‘ ) \!Ij!\ ilft~uJ!'i. (~ t:lI:ilIι 
(흩"ι 

’ ) .피。4‘ IIl fU'lla~m~. (H I ,) 어이니 잉. 억잉여? 

“ .> 
>0) 어어니 은 이”찌 g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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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휩 3> '1연샤후 시험쩌 

g혔한영때스트 | 언역 빼스효 요.‘ .. 
다용 그갱~ 용제톨 불교 에와 다용훌 싼국어로 '!!!t t써요‘ 다용 흥짱에 톨틴 .훌훌 ~ 

t흩I톨下껴 .... ，hκ’‘톨〉 ‘융 쳐 ￥셰 .. ‘iIIaI下힘‘’듀F’에 

"창) , w,‘- ’ “ ... 갱) . 
"、유. 훌톨했.，흩IEli71찍 ?‘ " 와강닝껴셔 야. 사*힐 

~ 요시해 (후.언에 ， • 

(률~> 
2l 아져빼.오늘 •• 니에 안 

3’ Jei2tnl!’;f!ififi~ .‘ •• ’ 
니” 

(충약〉‘ ~it)ι 

l 좋.~， ‘훌. ). 

Q 훌i훌훌l'H fH t ( i1 tUI 
‘Rii-l*·litXigeg11;1. (31·*ii i .i 9) ‘여.지， 같 갔'OI.B. 1. 

. ) 

^' ‘-'￥μ<， .읍). 
Q: * QII빼껴1ft 7ft1i.? (였. 110) 톨생 훌아뻐처 했 . 

'äiR‘ ".휩 • .tt1f* 7 . 
^'훌>>1:1. 3; ß1. 
~天， ，￥ I!l J. 

수업과 싣험은 집안별로 각 l시간씩 진앵하였다 수엽은 네 집단에 차 

이가 없이 갇은 경어법 기본 문엉 내용:1 1으로 하였고 실험은 집단별로 다 

른 영태집중 교육기업으로 진앵하였다 용제집단은 교육기업의 사용 없 

이 평소의 수엽을 진앵하였고 엽력강화집단은 텍스트에 가르치고자하는 

운엉 항목에 밍줄올 긋고 글자 색깔에 변화등 주어 옥표 운엉 형태플 두 

드러지게 .~는 방엉으로 학슴자를융 주옥하게 하였다 짤픽강화집안옹 

학습자에게 경어엉올 포항한 자료를 제공하고 읽고 나서 배역을 정해 역 

할극올 하게 하였고 의식고양정단은 @업자가 학습 자료쉰 용해 스스로 

경어엉 규혀융 찾아내도옥 하는 앙엉으호 수업용 진행하였냐 구'11적인 

교안 내용은 아래 〈요 6>과 짙다 

21 수엉 내용온 Dr .. f1요 한국어학적 현째 쓰고 있는 한굿어 1’찌 〈앙킥어낀〉에 F거 

호 갱리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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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6> 잉혁강회 훌역강회 잊 의식고앙을 밑용힌 징틴영 수엉교인 

엉얘집웅 쿄흘 앙안 

용새집안 1I역강화잉안 
종력강아집 

의식고양징인 "1 
안 끄 

N !o !o !o !o 

강 
정어언 장의 수업용 '{'! 3ß g 
수엽은 주얘깅어범 객에경어영 상대정어엉 '1 호칭대영사에 대 

으l 
해 이 4개 깅안에 동일얻 쿄용S 시킨다 

분 

춘"1원 갱어 
준비원 정어 

준비왼 경어엉 시각잭으흐 잉 법에 완힌 대 

얘 깐한대화문 역강화71 왼 회 문장(2개 
엉에 깐한 대 

장(2개썩)용 학 갱어엄 대화 써)융 히생틀 
화 운장(27~ 

생을얘 채시한 운장융 채용한 에 제시한다 
썩)융 학생툴 

실 다 다 다읽고 나서 
얘 째시한다 æ 

영 다었고나서 긍 다 얽고 나서 역할극g 진 
짝영호 강이 

용 
융 이해었는지 긍융 이해었는 앵한다 

읽고 대화에 

항 에크하기 위 지륜 채ξl하 '1 (읽으연서 에 
나오는 경어 

혜서 잉재 맺 개 '1빼서 문새 s'.월 해5ξ 원 
엉용 장야서 

용 푼다 몇 개용푼다 다고 채시환 
용엉에 대해 

다.J 
정려한다 

풍"1된 얽 7) "'t 푼"1 동1 시각적 
준비왼 대화 

li흉 채공한다 으오 잉허강화 
자료환 제공 

흩자 있도측 한 가원 대화 자 준비원 대화 

다 료S 재공한나 자E원 찌용 
한다 대화자 

다얽1!. q서 대 혼자 염도흔 힌다 대화 
료 내용용용 

화 자료와 잔연 한다 대화 자 자료는 용에 
'.집안파 언 

연 치하나 

습 
이해 운찌§ 용 료 내용온 용 잉단과 엔지 

팅영로 토종 
도확 한다 야해 쩨집단과 인치 하다 !o 

잊 
운찌는 아래 g 하다 혼자 얽도흑 

인아 
용 g 

아강다 다 얽고 나서 하고 OJI오혜 
ot ~l 딱으중 

용 
이해운재 대화와 판련 '" 원q고 01 

학생등j응 하 

l 대화에 누가 이해 문쩌5 리 얘기한다 
여긍 대화얘 

나와Jl.? 융도착 한다 역인극웅 진 
나오는 경어 

2 언니논 동생 이해 운찌는 쟁한마 
엉응 찾아서 

에깨 우슨 얘기 아래 표아 갇 
용엽에 대해 

했어요? 다 
정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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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 언니가 흥 이해 푼제는 
영에 훌어 !IJI 용셰집안파 강 

일라고 었어요? 다 

륙 

시 
<<l용 

사 

L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우I.~져 사전시힘. 즉시사후시험， 지연사후시엄 

의 결과롤 용해 t-tes(를 실시하였다 

〈표 7>융 보연 즉시사후시험용 사전시험에 비해서 모든 셰계의 오류 

가 확싱히 감소왼 현상융 보였다 지연사후시험의 오휴올이 즉시사+'-1 

엄의 오류율에 비해서 주체경어엽， 객폐경어영 상대경어엽에서 모두 중 

가왼 현상올 보였으나 사전시영에 "1해서 여전히 강소원 OJ: Ĵ‘이고 형태 

집중 교육의 효파가 지속되고 있논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의 경어엉 사 

용 오듀 순위는 사전 시험에서는 객세정어엉 호칭대영샤 주셰경어법， 상 

대경어업의 순이고 즉시사후시힘파 지연사후시엉의 결과에서는 모두 호 

칭대영샤 객째경어영‘ 주재정어앙 상대정어영의 순이다 

(j' 7> 샤전시엄 즉시시*시엄 지연시*시업의 오류훌 비교 

시험 주셰경어언 객애정어 ItJ 상대갱어앤 호갱대영사 

사전시험(%) 46.45 54강 39.76 4&75 

홉시사후시힘(%) )&25 25. )2 )6.3>l 39없 

지연사후시엉(%) 19.<56 29.3; 16.~ 38.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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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킴 ‘> 시전시엉 욕시시*사얻^연사후시엉의 오휴톨 비교 

" ‘ 。o“ ‘i !. t.'!、
50.00“ 1(; . l 1i. 111 .• !J 、

" ‘ "‘ 1 듀-샤션시 
~'J . ~‘i、

30.00、
" • U 

20 .00、
~i;; . l~‘ 

10. 00‘ ' ,r" 

0‘ "‘ 
~.， δ{ ’% 앙.껑어 법 

형태징중을 교육한 후얘 즉시샤후시험과 지연사후시험의 집한내 징 

만간 경어업의 습득 효과 및 지속 효과흘 t-test로 용석한 결과는 다옹과 

강다 

언저 즉시사후시엉과 지연A냐시험의 집안내 결과를 보겠다31 입력강 

화집단의 징얀내 컬과는 아래 〈요 8>. <표 9>과 같이 모두 유의미한 향 
상율 보였다 지연사후시험의 결과툴 용해 효과의 지속올 보연 정수가 하 

락하였지안 모두 사션시험 결과에 비혜 유의이한 수치가 나타났다 따라 

서 입력강화 기엽으로 교육이 정어엉 '1연애 긍정적인 효과가 있옹융 확 

인항 수 있었고 지속 효과도 있용융 중영하였다 

<R 8> 잉혁깅회십딩의 사전시엉괴 육시사후시엉 g피 툰껴 

'1 엉 N 영균 표춘언차 F 
유으1 

'H, 
주셰경어엉 

샤전 tO 1a50 SZi6 
12.797 αg 

각 '1싸후 10 6.00 1.2l!7 

엑셰갱어영 
사전 10 11 .10 ~7fiI 7.819 ‘ 012 

츄"'IA~후 10 2m .7f1I 

상대경어엉 
사젠 10 8.10 2.951 

13.001 .002 
홉시사후 10 13l 1.lll3 

호갱대영사 
사진 10 2.00 1.156 

5.002 αg 
짝시사후 10 1.10 316 

11<.(),') 

31 용제갱안의 경우능 즉샤사후시엉까 지연샤후사영의 네 에계에 오우 유의이한 향상 
이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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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9> 잉획강회g단의 A전시힘>1 지연시후시엄 영괴 툰석 

시엉 N 명 it 요운 앤 'f F 
유의 

와흘 

주세경어앵 
사선 10 1&50 ~Z76 

지연 
11 ‘앉혔 001 

10 6.7t1 1.337 

껴에경어엉 
사선 10 11 .10 2.7õ1 

지연 
4.675 044 

10 3.111 1.ll5 

상대경어엉 
사선 10 &10 2.!J:i1 

17.(61 001 
지연 10 1.7t1 g깅 

호갱대영사 
사건 10 2.00 1.155 
지연 

5.e02 029 
10 1.10 316 

p< .03 

출력강화집단의 정우 즉시사후시업과 지연사후시영 결파를 샤전시험 

과 비교해 보연 평균 오류율이 강소<1었으나 상대경어엉얘서안 유의이하 

였다 나머지 주세경어엉↑ 객치l경어엉과 호칭대영사에서는 유의미한 향상 

이 없었다 즉1 출역강화 교육은 업역강화 교육에 비해서 한국어 경어영 

학습에 대한 효파가 재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1.지악으로 의식고앙 정단의 즉시사후시험과 "1연샤후시험 경파를 사 

전시힘 결과와 비교해 보연 주체경어엉과 상대경어앵에서안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즉 의식고양 교육온 엽역강화 교육의 효과보다 옷하지만 

출역강화 교육의 효과보다 더육 긍성적잉융 알 수 있었다 

""φ 의식고앙정딘 사진AI \!j괴 흑시사후시엉 길괴 톨석 

시험 N 앵균 요준인사 F 
유의 

.t깐 

주쩨경어엉 
사전 10 16.50 5긴6 

14.m 001 
혹시사후 10 210 876 

4세징어엉 사건 10 12‘ 10 2.767 3<MO .fJ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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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사샤후 10 5.~ l 갱4 

상대경어업 
샤선 10 8. 10 2.951 

2:"196 이P 
뜩시샤후 10 a ι~ 

호칭대냉사 
샤전 10 2.00 l.lffi w 잉~ 

즙샤사후 10 70 675 
p<JJj 

〈요 • 1> 의식고앙집딘 A씬시험과 X 연시엉 곁괴 운석 

사업 N 영균 표춘 앤차 F 유의 확용 

주셰경어엉 
사전 10 16.~ 5.276 

10.354 αE 
1차 10 6.!)) 1 .52껴 

객에경어엉 
사션 10 12.10 27õl 

3;ø) (ffi 
l차 10 600 i ‘414 

싱대경어엉 
사전 10 8 10 2.951 

16.647 001 
l차 10 2.40 .!l43 

호칭대영사 
사전 10 2 ‘% 949 3.91 1 αs 
l차 10 1.3) 481 

P((Jj 

다음에는 각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의 즉시사후시험과 지연사후시협의 결과를 용석하였다 

연저 통계집단과 다은 세 집단의 결과 분석을 보겠마 즉시사후 시엄에 

서 통제집단과 입력강화집단의 집얀간 통계 결과는 주셰경어엉1 객체경 

어업1 상대경어법파 호칭대영사 모두에서 유의이한 수치가 냐왔다 입력 

강화 교육이 그랭지 않은 교육보다 경어법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옹 

융 업중한 것이다 지연사후시험에서는 주체경어법1 상대정어법과 호칭대 

영사에서얀 유의미한 차이가 나다났고 객셰경어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즉1 주체경어업1 상대경어엉과 호칭대영사 습득에 긍정적인 지 

속 효파가 있지만 객쳐경어영 학습에는 지속 효과가 없융올 알 수 있다 

이는 객체정이법이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경어엄 세계로 지 

속적인 교육을 용해 바른 사용을 교육해야 하는 셰계잉율 보여주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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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흑시시후시g의 용셰정딘괴 잉핵강와정딘의 잉딘-긴 irI"I 운석 

시엉 N 영균 II춘 언차 F 유의 >tll 

주에깅어엉 
용쩌 10 9.8) 3.!ll4 

6.520 α，。
잉역강화 10 6.!XJ 1.2Il7 

찌셰깅어엉 
용제 10 63l l.i67 

7.684 013 
엽역강화 10 2.SO ïffI 

상대갱어언 
용제 10 7.70 1.>Nl 

7쟁4 .014 
잉력강아 10 1.00 l αg 

호갱대냉사 
홍재 10 1$ 정7 

16αm 001 
잉력강아 10 1.10 316 

p<.lJj 

<R 13> 지연사후시힘의 g새징단']1 잉혹깅>1.잉딩의 징당 긴 g괴 운석 

시엉 N ilJit g춘연차 F 유획용'1 

주셰경어엉 
용 l6Om40 4 얘2 어9 

잉 t'f 

껴에정어업 
입 t'f 

83t5IE Lli:D w. 

상대갱어엉 
업 t>f 

2g염깅7 ~249 따4 

호갱대영사 
.>l76 

11 .450 αn 
잉 f'f 10 10 316 

p<a 

홍재집단과 줄역강화집단의 집단 잔 한석을 보연 즉시사후시험과 지 

연사후시힘의 결과 모두에서 유의이한 차이가 엉었다 록 출역강화 교육 

은 경어엉 학해 긍정적인 효과를 01치지 않았음올 알 수 있다 용채집 

단파 의식고앙집단의 집얀간 통계 컬과흘 보연 즉시시후시험애서는 상 

대경어엽과 호칭대영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올 보였지얀 주셰경어법과 객 

쳐1경어업에서는 유의 "1한 향양1 없었다 지연사후시힘 결과는 상대갱어 

입에서안 유의"1한 >1<> 1가 나타났고 즉시사후사업 입안 간의 결과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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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E뻐 보연 지속 효과가 감소하였용흉 알 수 있다 집단 간 결과 분석융 

용해 의식고양 교용이 어느 정도 껑어엉 학해 효과가 있옴올 확인하였 

다 

<11. 14> 혹시시*시g의 통제징단"1 의식고잉징단의 잉단-긴 영괴 운석 

‘l엄 N 냉균 g훈앤차 F 유으l 획용 

주새정어엉 
용씨잉단 10 9æ 3.æ4 

2!al 1m 
-1 씩고양 10 ,,90 1.663 

찌셰갱어엠 
용'.깅안 10 6、，。 fHJ 

l αIII :m 
'1 식표양 10 ,,50 45:‘ 

상대경어언 
용 .... HI안 10 7.7Q 1.>*1 

14.400 001 
의식고양 10 2.00 ~16 

호칭대영샤 ‘’찌잉단 10 1.'50 오7 
5α11 fJ51 

-1식고양 10 1.00 471 
P<(Jj 

<.H. 15> Ã엔A애시엉의 를세g딩꾀 의식고잉잉딩의 g단-간 g괴 운석 

사언 N 명균 요준 앤 '1 F 유의 확흩 

주에정어엉 
용찌깅얀 10 10쩌 2앉‘9 

:i293 
외삭:il양 

(ffi 
10 690 l징4 

객에경어법 
용찌잉단 10 >ISl l ‘ 716 

의식고양 
400 fm 

10 6.00 1.414 

상대경어엄 
용얘잉안 10 7.40 2π7 

의식고양 
5α，。 fJ51 

10 2.40 00 

호갱대앵사 
흉피깅안 10 210 1!76 

의식l양 
3.947 α11 

10 1.~ 4 ‘3 

P((Jj 

입력강화집단파 출력강화집단의 징얀간의 걸고}흘 보연 호칭대영λ에 

서만 유의이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새경어엉1 객채정어엉， 상대경어엉에서 

는 유의이한 차이가 보이지 않안다 잉역강화집단과 의식고양집단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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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을 보연 즉시사후시험에서는 유의미한 *1가 없는 반연‘ 지연샤후시 

힘에서는 호칭대영사에서 유의이한 치이가 나타났다 아시악으로 출역강 

화집단과 의식고앙집단을 비교해 보연 즉시 및 지연사:f-^I협 모두에서 

유의이한 ')이가 없었다 

학습자 집단에게 입역강~. 출역강화‘ 그리고 의식고양 각각의 형태집 

중 교육을 설시한 결과를 집단 내와 집단 산으로 니누어 표로 정리하연 

아래 〈표 16>. <표 17>과 같다 

〈요 떠〉 사전시엉 즉시사후시힘 지연사후시힘 징딘 -대 결괴 

용제징단 잉력강화 종역강'1 의삭고양 

사전-뚝시 사후 향상 x 향상 o 상대 (이 주쩌상대 (이 

사전 지연 사후 향상 x 향상 U 상때 (0) 주셰상대 (이 

즉시사후? 
향상 x 향상 o 상대 (이 주세상대 (이 

지연사후 

<.R 17> }.씬시업 즉시사후시엉 지연시후시힘 집딘-간 곁괴 

사선 
짝^)샤후샤협 지연샤후시헝 

시힘 

업력강화〉용셰정안 
입력강성〉흥셰정안 

홍재잉안 잉역강아 
향상 o 

주에‘상대‘호갱 (0) 
책채 (x) 

용제집단 출역강화 양상 x 향상 x 
의식고?용제정안 의식고양홍세정안 

용세잉안 의식고양 11 단 쌍디1.호‘생 (‘ ,) 상대(이 

n 쭈채.쩍체 (x) 주쩌 껴써호칭 (x) 

사이 입력강화〉출릭강화 엽력강화〉출력강화 

잉역강'1 응펙강아 없응 호칭 (0) 호청 (0) 

주셰객세상대 (xJ 주재껴채상대 (xl 

입력강화〉의식고양 
잉력강화〉의식고양 

입허강화 의식요양 
양상 x 

호칭 (0) 

주~ 껴써 상대 (x) 

총녁강화 으1 식고양 양상 x \1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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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컬론및한계정 

본 연구는 중극인 한해 학융자찰 대상으로 경어법의 오듀 분포와 발 

달 양상융 보고 형태집중 교육인 잉릭강화와 출력강화 그리고 의식고양 

의 효과를 살펴보는 ，~에 옥석융 두었다 학습기간이 다른{2년.3년.4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툴융 대상으효 정어엉 사용훌 고행}었고 발당올 

보이지 않온 학습자 즉 학습기ζ}이 2년 만이 원 학습자애게 형태집중 교 

육융 싱시하였다 즉시사후시험융 용해서 형태집중 교육 효과플 알아보 

았고 지연사후시험을 용해서 지속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을의 경어엽의 오유 분포와 발달 OJ:^o"융 보연 경 

어엉 오류율이 때.!!i%로 높게 나타난 것으호 학습챔이 한국어 경어엉 

사용에 어허융올 엮고 있는 것융 획엔하였다 학습자을의 정어엉 오류 분 

포 순위는 객에경어엉‘ 호칭대영샤 주얘경어엽， 상대정어엉의 순으로 않 

은오류가 나타났다 

형태집중 교육융 실시한 후 진안내와 징만간의 컬파는 아래와 같다 

사전시험， 즉시사후시염， 지연사후시험 집얀내 결과률 왔융 때 용셰집단 

은 모두 유의이한 향상이 보이지 않는 만연 잉녁강화집단은 모두 유의미 

한 향상융 보였다 출력강화집도연 상대경어엉에서안 유의미한 형냉을 

보였고 의식고양집단은 주찌경어법과 상대경어엉얘서안 유의미한 향상 

용보였다 

집얀간의 결과를 보연 즉시사후시험에서는 잉역강화집단에서안 오두 

유의이한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용제집단과 줄픽강~~집단 그리고 의식고 

양집단은 유의미한 헝!'^J이 었거나 충분하지 ?없다 지연사후시험의 징 

'<l-간의 철과를 왔을 때 네 집단의 지속 효과가 정정 떨어지는 경헝F이 있 

었지안 다픈 기엉보다 잉력강화집단이 여전히 더 좋은 교육 효과가 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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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외F긴하였다 

온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 경어엉 채져! 중 객채 

경어법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용 셰계이며 객셰정어업의 바든 

사용응 유도하기 위혜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유의미한 연습이 필요함올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경어엉 교육의 효과블 왔을 때 본 연구에서 시도 

한 세 가지의 형태집중 교육71엉 중에 입펙강화 기엉아 가장 효파적이고 

지속 효과도 뛰어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틀의 한국어 정어i겁 사용 오류 O.}-앙을 검토하 

고 。}울러 경어엉에 대한 입력강화와 출릭강화 그리고 의식고양의 교육 

효마닫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용제왼 태 

스트를 이용해서 측정원 것으로 학습X틀의 섣생황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또한 싣험 대상자가 한 표육 기판에안 한정 

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경과률 모든 중국인 학습자로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용 성이 었다 또한 시간 쩨약으로 인혜 l차 지연사후시헝안 실시하여 

서 그 이상의 기간에서의 지속효과흘 획엔하지 옷 한 접은 아쉽다 향후 

실엉 대상올 다양한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로 확상해서 학습자의 구어까 

지 수집하여 분석하논 연구가 진앵왼다연 더욕 정확한 진단과 교육 효과 

용석올 기대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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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갱충융 활용한 갱어엉 교육 연구 

-중국인 E댁어 악습X메 이상으료 

SLn Urru 김영주 

용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여융자용 대상으호 에스트용 실시하여 정어엉 오유 

융 운석한 후 앵예깅중흩 t용하여 효'1적으로 경어업용 가르에는 쿄육 앙안융 

재시하는 것용 옥표로 상았c~. 온 연구는 당아인성에스트， 앤역떼스트， 오츄수갱 

에스트용 7.잉히여 경어엉 사용 오유셜 상이보와고 앵얘집중 요용 기영 중 잉역 

강화‘ 융렉강화‘ 그라고 의식고양융 션갱하여 요안융 재영하여 쿄육용 실시하였 

다 경어엉 오휴용이 401Ji%il. 높아 학습자흩야 한국어 갱어엄 사용에 어허용융 

겪고 있는 것융 확인하였다 학융자융의 오휴 용포는 객셰경어엉， 호칭대영사1 

주재정어엉， 상대경어영의 순으효 나타났다 영대겁풍으로 쿄육언 후에 엑습지 

의 경어앵 사용 오휴가 낮아졌고 그 중에 잉핵강화 기엉으로 제공원 ji!육이 다 

돈 기엉보다 한국어 경어엉 이습에 더욱 긍정석인 효각가 있용융 확인하었다 

지연사후시엉의 견과용 'Il、g 때 측시사후시험효다는 요H.-&이 높았지안 사전시 

엉보다 여전히 낮응용 보였다 에 깅단 중에 잉핵강화 겁단외 지용 효과가 가장 

좋셰 나타낭다 따라서 잉핵강화 기엉이 한굿어 껑어엉 악습에 궁갱석인 효과가 

있고 지용 효과도 있옹용 중영하였다 

{주셰어l 껑어엉교욕 영예집중꼬육'1 엉‘ 잉허강화‘ 충혁강'1 의식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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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X3IJa::t 

A SIIIlY 00 tre Kcrean Ir:mr퍼C 뼈DI1ioo f<r 0llÆSe i.ærnf!s 

based on form- focused instruction 

si.n Urru'Kim Yruv-jOO 

This study 띠med at figuring ωt thc asαrts of errors lfl Korean hooorific 

systcm by l1ùnese learners 띠피 investigating the effect 이 fOllll-focused 

instructiω To ""키 thcgæl‘ the study dev잉여생 thrce tests such as crror 

can:rtioo test, discourse COfπJietiα1 test. ard trans1atiOll test By analyz:ing 

the test re잉Jts. the study found oot lhat error α::cuning rnte is 4빠m æ녕 

the rrost difficuJt system is (씨ect honorific systern 까le group 2 with two 

and a 띠lf ycar 5t때Iying Korean showcd no rreanir밍ful "，끼Q:ress; thus, they 

‘떠-ecb:idt'd ω be treated by fonn-f，α끄sed instruction. 41 앙UCÈnts in groop 

2 wcre SeIeCt띠 and dividt.tI by four groul:& ÎflJXJt eriliaocemenl groop, ou삐Jt 

πm.1t'lCt'ff1.'t'1t group α)IlsOwsness-raising groop, and controlled groJP 

Through the tests, this experirænt drcw a coo:lusion thaι those 때men; 

tre'dtt'd by fonn-focused insψια)Il made Iess error than cootrolled grαm 

l이lile u잉 ng horxxiflC flαm On tφ of thal the iOlAlt enhaocer'ænt rÆthO::t has 

eXtrcrrl!ly α)Sj tive effect tιmthc ‘.lI.her m.'thc잉S. Nα αùy 뼈t the inPll씨 

er뼈rromtt ræthod 약”“.'e(\ best result for leaming Korean 여lOrifiι Iαm 

001 a1so 야‘wed continued l'fÍl'Ct 

IKcy ια'dsJ Korcan hOrlI.찌 fic 에lι ion. fonn-focu없 mstrucbon‘ milUι 

enhanruπ~t OUII'JI enJ냉야"""ι ConSCI여JSJlCSS-raJs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