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정노* 

1. 서론 

필자가 19i)년대 초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겨 

우 고 Lukoff 선생의 S뼈en KOTiαm뱀1 없을 정도였는데， 요즈음 이십 

여 종의 교재가 국내외에서 만들어졌고 또 정부 치원에서까지 교W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흐름 

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1~년을 전후뼈 국내외 한국어 교육 연구자 

들의 교재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더욱 고 

무적이대황인교 1앉용). 

미국에서는 “완벽한 교과서는 없다”라는 말을 혼히 듣는데 이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초보자용의 교재를 한번 개 

발해 본 적이 있는데 lan맹.age tex따앙‘을， 그것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교수법이나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교수하면서 얻는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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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문제점(αtf，머1s)의 인식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노 

력을 해도 어느 교과서나 다 장단점이 있71 마련。l다. “μke other 없얹n 

1ar땅펴ge textl:xxlks on the rnarket, this 않xtl:xxlk has its st뻐핑ths 대띠 

W빠messes"(King 뼈 Y뼈， 앙x))라는 말은 참으로 요점을 찌르는 말이 

아닐수없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이 여러 

해 동안 공을 들여 개발한 교재를 불과 몇 시간에 걸쳐 평을 한마는 것은 

어렵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어 교수에 대한 교재는 원칙 

적으로 세상에 내놓기 전에 field test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란드시 한 

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면밀한 reVlew.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교재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 자연히 제2외국어 습득의 이론적 • 

교육적(뼈agO밍뎌1). 조직적인 면， 목표 언어의 학습자 문화 배경， 담화의 

진정성/자연성 퉁 논의할 문제 역시 많이 생기게 된다. 백봉재1땐)， 리혜 

민 · 우인혜(1앉J.3)， 황인교(1'앉용)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비생산적인 접근과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생산적 

접근을 실례를 들어서 명확히 비교하고 논의하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의 조사{이효상)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째는 하와이 대학에서 출간한 KI.EAR(Korean La맹떠ge 많ucation 때 

Res얹rch)의 Integrated Korem이고 이외에 연세대학교 교재， 고려대학교 

교재， 않"ke1ey 대학 교재 등을 쓰는 소수의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 본고 

에서는 주로 Integrated Korem과 고려대학교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금년에 출간된 King and Y，∞n의 Elemer뼈y Kor，짧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11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에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이에 대한 의견 

1) 논의되는 모든 예는 이 교재들에 실린 실례이지만 저자나 교과서 이륨은 밝히 

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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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악 평가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한 두 학자들의 견해 인용 
3.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입과 교수 목표 담화의 부자연스러운 

반복， 담화와 문화의 상치 및 번역 문제， 문법 교육과 관련된 문제， 용 

어， 어휘， 용법， 교재 구성， 문형 연습과 활용 과제， 시청각 자료 복습 

제시의 117t지 법주를 중심으로 히여:!) 

4. 과제 지향적 교수에 있어서의 “과제”의 제약. 

2. 의사소통 교수 

H)llreS(1972) 등 사회언어학자가 Chomsky의 이론을 언어 능력oi맹비stic 

~tence)에만 치중하는 일방적인 이론이라고 평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 

려진 사실이다. 1뻐g뼈ge 뼈lls에는 언어적/문법적Oi맹버sticl:밍arm빼뎌l 

COITJP2떠1Ce) 능력은 물론 반드시 의사소통{comrrrunicative co~) 능 

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언어학자 • 외국어 교육자 모두가 인정하 

는 사실이다. 따라서 요즈음에는 comrrrunicative 1뻐맹age 않빼ng， Çff

forrnanæ-ba뼈 l뻐밍age teac비ng 같은 용어가 제2외국어 학협1 있어서 

하나의 유행<:1 (buzz WIαù)처럼 흔히 쓰이고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의 기저 

원리는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주는 활동 중심， 과제 중심， 뜻과 진정 언어 중 

심이대Ri때rds 때 R여gers， 1쨌). 펼자도 이러한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 

고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재를 선택하거나 평가히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7~? 

H빼ey(JX)l : 6때)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토 

대로 해서 부록에 첨부한 교재 평가 지침을 만들어 보았다{부록 A 참조) : 

(a) 실제로 목표 언어 문회를 접할 수 있는 맥락 중심의 연습과 활동 

(activity)이 충분한가? 

2) 미국에서의 교재 개발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영어 사용이 불가 
피한데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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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창의적인 활동올 격려하는개 

(c) 분단이나 쌍을 통해서 상호 작용올 격려하는7t? 

(d) 담화， 독해， 연습 문제 동에 제시되는 (목표)언어가 진정하고 자연스러 

운가? 시각 기자재(visual aids)Y. 실물 교재(realias)가 제시되었는가? 

(e) 문법 설명이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7t? 

(f) 본푼이나 읽올거리(r없이ngs)가 학습자의 요구나 취미에 알맞은개 

또한 &맹gerOffi) : 61 -(2)가 제시한 요소 역시 중요하다 : 

(a) 어휘가 다양한가? 
(b) 이미 소개된 어휘른 재순환(recycIe)시켜 주는가? 

(c) 교재에 제시된 의사소통 상황이 실제 접할 수 있는 표현과 가까운가? 

앞서 언급된 기존 교재의 문제점은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논의될 

것이다. 

3. 기존 교재의 제 문제 

3. l. 도업과 교수 목표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 계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 

문으로 들어7까 전에 한국어를 소개하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업이 

나 개요(s빼)SÎS)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입이나 개와 학습째게 큰 도 

움이 된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보고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 

응을 통해서도 확언할 수 었다. Integrαed Korean에 제시된 도엽이 그 좋 

은 예인데， 조금 더 간략했으면 하는 반응도 있었다. 필자가 제시한 한국어 

에 대한 정보도 또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대부록 B 참조). 

여러 교재들을 보면 거의 교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실 교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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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대학의 학기제(영rester)는 대체로 14주 내지 

1륜이고 일주일에 4-5일， 각 밍분 수업으로 진행되며， 밍arter제는 한 학 

기가 약 10주쯤 된다. 그러므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한 

학기에 몇 과 정도끝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한국말을 할수 있겠나 하 

는 ‘기대 결과(잉얄f때 때따JIre)’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King 뼈 Yeon의 ElemeJ뼈y K01i짧은 교수 목표뿐 

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여러 다른 정보도 자세히 제시된 교재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 Main Obj때ve ;Ba외c l\1e야1α101，야rf ; About the Dial맹ues , 

Theræs ar엄 SituatiαlS ; About Te<놨llng the Kor없n Script; About 

Cootact Ihrrs ; About Vocabulmy. 

3.2. 담화의 부자연스러운 반복 

(a) A: 미국 대사관 알아요? 

B: 네， 알아요 

A: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b) A: 앤디 씨 여기 있어요? 
B: 아니요 없어요 

A: 그럽， 앤디 씨가 어디에 있어요? 

B: 식당에 있어요 

위와 같이 여러 번 반뭔‘미국 대사관’ ‘앤디 씨가 어디에 ... ’)하는 자연스 

럽지 못한 대화는 피해야 할 것이다. 

3.3. 담화와 문화의 상치 및 번역 문제 

한국어 담화형(c!i았뻐똥 pa따ns)과 영어권(특히 미국) 한국어 학습자 

의 사고 방식(뼈양lt pa따n)이 상치되는 점이 너무 많은데， 바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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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를 틀어보지{졸고 

axX)aJ 

3.3.1. 학습자에거| 문화적으로 상치되어 부자연스러운 담화 

(a) A: 커피 하시겠어요? 

B: 커피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A: 왜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데 “왜요.1"하고 반문한다는 것은 미국인에게 

는 실례가 될 뿐 아니라 아주 어색하다. 

(b) A: 안녕하세요 수지씨? 
뭐 하세요? 

B: 어， 마이크씨， 아침 먹어요. 
앉으세요 

이 대화는 전화가 아니고 직접 서강} 만나면서 하는 대화이다. 그럼 지 

금 화자 B가 아침을 먹고 있는 A를 보면서 “뭐하세요.?"라고 묻는다는 것 

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c) A: 누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B: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A: 언제 어머니한테 답장을 하시겠어요? 

화자들이 가족이거나 친척이 아닌 맥락에서 “언제 어머니한테 답장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큰 실례이다. 

(d) A: ... 다 결혼했어요? 

B: 네， 다 결혼하고 저 혼자만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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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씨는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 

“ ... 씨는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1"와 같은 ‘대화’는 농담이 아닌 이상 

미국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다. 

(e) A: 미스 김 어디 갔다 왔어요? 

B: 옷 가게에요 옷 좀 샀어요 
A: 좀 보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좀 보여 주세요”하는 것은 너무 단도직입적이다. 

(f) A: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B: 저는 안나예요 

서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름이 뭐예요1" 한다는 것은 미국인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화이다. 외국인이 만든 교재에는 이런 대화를 볼 

수 없다. 문화적으로 상치되는 어색한 대화를 피하면 얼마든지 더 실제에 

가까운 담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thenticity"에 대해서 않j외 

와m(1體 : aJ)이 “째len stu빼ts leam a for려gnl뻐밍mge， 따y 

unconsciously 따1d to mx빼 it 011 what is ‘authentic’ intl뻐r native 

l뻐밍ages"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어 교육자들이 유의해야 할 명언 

인것같다. 

3.32. 문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뜻의 차이 

(a) 선생념 : 오늘은 이만 하겠어요. 질문이 있어요? 
학 생 : 오늘 숙제 있어요? 
선생님 : 네， 오늘 숙제는 ... 내일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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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국인에게는 “오늘 숙제”는 “오늘 해야 할 내일을 위한 숙제” 

를 말하는데 미국인에게는 “내일 숙제”가 된대lli we have any horæ

worl‘ fcπ tormrrow?).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셜명도 없고 영어 번역 

까지 “@뼈y’s 뼈rewl에‘”라고 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점은 반드시 설명 

이 필요한사항이다. 

3.3.3. 번역의 문제점 

한국어 대화에는 ‘그런데’ ‘참’ ‘저’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맥락에 

따라 뜻을 정확히 파악해 주지 못하면 아주 어색한 영어가 되어 버려 미 

국인에게는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들린다. 

(a) A: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들어요 

그런데， 제니씨 어디 가세요? 

영어로 이 맥락에서 “그런데”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키려면 “00"가 되어 

야 하는데 “by the way"라는 하나의 뜻으혹 번역을 하니 여간 어색하지가 

않다. 이와 같이 “by the way"라는 뜻으로 어느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제시한다: 

(b) 그런데 by the way 

밥과 반찬이 었습니 다 There are boiled rice and side dishes.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By the way, what is not here? 

내 동생은 예뽑니다. 

그런데 키가 좀 작습니다. 

비가용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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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문 중에 위에 주어진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3 .4. 문법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의사소통 중심 교수와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는 공식적 문법 교육의 유 

효성 문제이다. 자연스럽고 비교과서적인 언어형태를 제시하는 것과 공식 

적인 문법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캐 의사소통 중심 교수를 향상 

시키기 위해 문법과 문장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최소화해 

야 하는개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의 이론적 입장은， 사춘기 이후 청소년과 성인틀은 대상 언어의 문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쪽의 제2언어 연구에 동조한다. 공 

식적인 문법 교육에 없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국어로부터의 

부정적인 전환， 단순화， 잘못된 규칙 형성 등의 학습 문제를 반영하는 불 

완전한 중간 언어(interlangt펴ge)를 형성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Eleanor 

Jorænol “역겨운 유창성(뼈minable fluency)"이라고 이름 붙인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즉， 대상 언어를 구축하는 데 펼요한 모든 형태적， 기본적 

기초를 다 가르쳐야 한다~ Higgs 없띠 Oifford(1앓)， EIlis(1뽑)와 같은 학 

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문법 수업을 들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 

다 훨씬 복잡한 구문을 만들 수 있으며 공식적인 문법 교육이 학습자로 

히여금 더 높은 유창성을 획득하도록 한다고 한다. 한국어 교화II 경우껴l 

도 문법의 기초카 없거나 불충분한 학습자는 상급에 올라갈수록 쓰기나 

독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역겨운 유창성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볼수있다. 

3.4.1. 문법 제시에 대해서 

요즘 미국 학생들의 분법 실력은 아주 약하다. 뿐만 아니라 운법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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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루해한다. 그랜로 간략하고 교육적인 셜명과 자연스럽고 생산적 

인 예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어 교재 중 

에 Jorden의 JG[X1I1eSe : The s]α-Jæn ÚJJ쟁때e가 학습자들의 인기를 끌었 

는데， 설명이 너무 걸고 복잡하다는 불명을 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읽지 

못 하겠다”는 학생이 많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법을 기술하거나 제시할 때에 원칙적으로 일 

관성과 정확성을 그 기반으로 해야 하겠지만 언어 구조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학습자가 범할 가능성이 있는 실수나 오류를 미리 예측하는 “안목” 

도 배려해야 할 것이대졸교 댔뼈). 

3.4.2. 단축형(∞ntraction)의 문제 

자연스러운 담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이게’ ‘뭐’ ‘ ... 거예요’와 

같은 단축형을 제시하는 교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희습자의 질문 

때문에 결국 기저형을 설명하게 된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딩연히 ‘이것이’ 

‘무엇이’ ‘무엇을’ ‘…것이에요’가 먼저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3. 과거형 

과거형이 나중에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앞서서 삽H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난이도를 지적하는 저자들도 있겠지만 과거형을 

제1과에 소개한다고 해도 학습자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과거형을 빨리 배움으로써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 

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어느 교재에서는 “어제”라는 단어는 제시했는 

데 과거형이 없으니 쓸모 없는 단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3.4.4. 조사의 생략 

조사 생략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체계적으로 가트;치기도 힘든 문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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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이다. 그렇지만 담화의 자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무 설명 

없이 조사를 생략한 대화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사가 쓰여야 하는 위치 

에 왜 안써야 하는지， 왜 안 써도 좋은지 어느 경우헤 다시 써야 히는지 

와 같은 최소한의 설명이나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용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미국 학생들 중에서 영어 문법 용어를 제대 

로 아는 학생이 극히 드물다. 타동새없n잉tive verb), 자동사ürr없nsitive 

verb), 목적어(object)， 접속새m미unction) 등 혼히 잘 쓰인다고 생각되는 

문법 용어도 모르는 학생들이 허다하다.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면 구개음 

화<rrua때ization)， 비음해na잃lizatiorÜ ， 파열(찌osive)， 마찰(fricative)， 폐쇄 

(s뼈)와 같은 전문 용어가 닦나오는데， 기능한 한 전문 용어나 문법 용어 

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용어 없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이런 용어를 않고는 명확한 설명이나 기술을 할 수 없는 경우헤는 

그 용어에 대한 쉬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6. 어휘 

많은 교재에서 이미 배운 어휘를 다음 과의 담빼서 다시 수록{재순환) 

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금새 어휘를 잊어버리게 되고 학습상의 연계 

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과제별로 특정적인 담화를 구성하는 문제 때 

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재순환시키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면， 읽을거 

리에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학습자들의 일상 생활 활햄l 필요한 어휘가 소개되어야 할 것야고1 한국 

대학 생활과 대조적인 표현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재들을 

보면 ‘인새 ‘소개’ ‘학교’ ‘공부’ ‘식당 ‘음식’ 같은 것에 관한 일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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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어휘들도 많이 제시되는데， ‘컴퓨터 게임’ ‘아파트와 기숙사 생 

활’ ‘아르바이트’ ‘학교 행사{cluh， rree뼈g， SIX>I월， dating, ... )’와 같은 활 

동에 관한 어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비록 

간단한 것이기는 하지만i “돈을 내다， 톤올 별다， 늦잠 자다"， stay up la없 

writea {ß야!f， ~뼈ltation， offiæ 따rrs， rr때‘ean 따~ntm:nt， keep 뻐 

따p:>intm:nt， canæl an 따p:>intm:nt，dE빼ine， stl뼈lt ass띠ation" 같은 

표현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일관성과 교육정의 측변인데， 예를 들면 어느 교재에서는 ‘아 

침’ ‘점심’ ‘저녁’이 모두 다른 괴{제2과， 제5과 제8과)에서 삽H된다. ‘오전’ 

‘오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때 영어의 뜻을 

‘E려d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단어까 ‘sté넙imf에 해당하는 말인지 아니 

면 한국말로 ‘st때um’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세수하다’라는 단어보다는 한국말로 ‘t하re a shower’ ‘t삶re a bath’ 

를 뭐라고 하는지를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백봉지{!않웠)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때 좀더 요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어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7. 용법 

문법 기술도 어렵지만 용법은 화용론(α행na따)이나 언어샘{1m핑때ge 

U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셜명이 더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서는 아래 예문에 주어 

진 것과 같이 ‘좀’ ‘저어’ ‘그렴’ ‘그런데’ ‘참’ ‘원’ ‘뭘요’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 

는데 뜻이 정확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a) 좀 많아요 스무 명이에요 

이런 맥락에서는 ‘좀’의 영어에 해당되는 정확한 뜻이 무엇이며 왜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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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그럼， ‘좀 비싸요’ 할 때의 ‘좀’하고 어떻게 다른가? 셜명이 잘 안 되 

어 있다. 

(b) 참， 지금 몇 시예요 ... 참， 인사하세요 

이런 경우헤 ‘참’을 모두 ‘by the way’로 번역을 했는데 미국인에게는 

아주 부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참’의 용법올 잘 모르게 된다. 

(c) 저어，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영어로 뜻을 ‘w허1!’로 표시했는데 역시 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들다. 

(d) 고마워 요 번번이 신세만 지네요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e) 영회가 공부를 잘 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뭘요 별로 잘 하지도 못해요 

3.7.1. 감사， 사과， 칭찬 

교재들을 보면 그저 모두 ‘전형적인’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 또는 연령(age)이나 성(ger빼)별로 쩨가 나 

는 표현과 같은 것이 었다면 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재미있고 유용할 것 

이라생각한다. 

3.72. 화용론(p~맹natics)에 관련된 오류 

식사 먹었어요? 

선생님은 참 똑똑하시군요 

선생님 참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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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이 오셔서 행복하시지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다보면 위와 같은 재미있고 창의적인 오류가 많 

이 생기는데， 교재를 개발하기 천에 어떤 설명과 접근이 필요하l 또 어 

떤 과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즉 이런 용법에 대한 기술과 설명 또 사회언어학적인 차이를 강조 

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왕혜숙(1!m)이나 이제션(었x)) 

의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연구 

이라고생각한다. 

3.8. 교재 구성 

필자는 I順짧빼 Korean 정도의 교재 구성이면 좋은 모텔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 교재 앉횡nning2에 제시된 제8과를 한 예로 들겠다. 

제8과 연구실에서(At a Professors 야fice) 

OBjECTIVES : 

TASK/FUNCπON 

1. Visiting a professors office : how to start a conversation 

2. Describing ones bi맹raphical infonnation 

3. M왜ing an apol(용yand 밍ving reasons 

4. Asking for an opinion 

GRAMMAR 

G8.1 Clausal connective -(으)1-데/는데 (background infonna디on) 

G8.2 Sentence en며ng -(으)1-데$는데요 

G8.3 Expressing desire : V.S. -고 싶다/싶어하다 

G8.4 Asking someone’s opi띠on: -(으)2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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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11 Vwe? 2) Do you think? 

G8.5 Noun-m때ifying fonn : V.S. -는 

G8.6 Claus왜 connective 어서/아서 (cause) 

G8.7 Conjunction 그렇지 만 

CONVERSATION 1 
(Mark introduces himself to Professor Park and makes arrangements 

to take the Korean placement test.) 

마크 : 저어， 여기가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박 교수님 :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마크 : 저는 마크 스미스입니다.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박 교수남 : 아 그래요? 앉으세요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어요? 

마크 : 시드니 대학교에서 일 년 배웠습니다. 

박 교수님 : 뭐 공부하세요? 

마크 : 지금은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 그래요? 그럽， 내일 아침에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마크: 몇 시에 올까요? 

박 교수님 : 아홉 시에 여기로 오세요 

마크 : 그럼 내일 법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ONVERSATION 2 
(M하k is late for the Korean placement test.) 

(똑똑) 

박교수님 :들어오세요 

마크 :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박 교수님 :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요? 뭐 타고 왔어요? 

마크 : 여기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박 교수님 :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이 빠르고 편해요 

마크 : 여기 오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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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님 :2호선이에요 

(두 시간 후) 

마크 : 교수님， 다 했습니다. 

박 교수님 : 시험이 어쨌어요? 

마크 :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 

[품사별로의 어휘 제시] 

NARRATION 

저는 호주 사랍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률 배우고 싶어서 한 달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일 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호주에 한국 

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서 동양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한국어 수 

업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어 시험을 보러 박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혀서 10분 늦었습니다. 서울은 교통이 무척 

복잡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저는 다음 주에 학교 기숙사로 이사합니다. 

특히 각과마다 “N뻐RATION'’이라는 ræding 탱ssage를 포함한 것은 

아주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narratiαl을 이용해서 독해， 번 

역 연습뿐만 아니라 듣기와 대해문답을 통해서) 연습도 할 수 있다. 단 

하나 다른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런 rrñni -story를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필 

요에 따라 새 어휘도 포함시킬 수 았을 것이다. 아래에 주어진 맹S잃ge가 

그구체적인 예이다. 

보조 N뻐RATION-l 

위? 수학이 종다고?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즉 수학과 

그다지 친하지 않은 포브[=중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수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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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모인 친구들이 있다. 바로 경성중학교의 수학동아리 ‘셈이 바른 아이 

들’. 어떻게 수학이 좋을 수 있지? 하는 질문에 김지훈(경성중 3)은 이렇게 

말한다. “딴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린 단지 수학올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지훈이가 조금은 신기해 보이기도 히는 

더1] ••• (POVteen, No 17, August, 2000, p.46). 

[사진 첨부] 

보조 NARRATION-2 

*양굽는 선생‘d 

해물 스파게티， 비프 스테이크， 크랩 슈제트… 옴식들이 범상치 않다. 이 

것들이 바로 일류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요리들인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총 주방장 양한 

재 선생님은 학교 밖으로 명성여중의 호텔조리연구반올 떠들썩하게 일련 장 

본인이다. 쉐라톤워커힐의 조리장올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호텔요리를 접하 

게 하고 았다. 간도 크지， 선생님의 유일한 무기인 제과제빵사 자격증 하나 

만 믿고 이렇게 큰 일(?)을 벌이고 있다니. Obid, p.48) 

3.9. 문형 연습과 활용 과제 

위 3.8에 소개한 les였1과 같은 내용쩌1 척절한 연습과 활용 과제로는 아 

래에 주어진 예와 같은 언어 활동이 필요하대Ræ， 었:0). 

3.9.1. 요소벌 분리 테스트J접근(Discret<앙point appræctll 

K-l For ea대 of the following 뼈ltences ， circle the correct form : 

(a) 버스가 안 (왔어서) (와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b) 한국어를 배우고 (싶는데)(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c) 시드니 (대학에)(대학에서) 일 년 한국어를 배웠어요 

(d)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학교에 (늦어요)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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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파티에 (늦어요7) (늦었어요7) [Are we late for the 맹rty7] 

(e) 샌디는 서울에 가고 (싶어요)(싶어해요). 

(f) 이미지써예요7 (아니는데요) (아닌데요). 

(g) [짧er 2 hours] 교수님 시험 다 (해요)(했어요). 

(h) 두 시간 (후에) (다음에) 오세요 

(j) Spl :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Sp2: (그런데) (그렇지만) 왜 택시를 타요? 

K - 2 Ch(X)se t he one best ans wer (and translate the sentence). 

어제 샌디한테 전화 - 집에 없었어요 

a.했는데 b.하는데 c.한다는데 d.했었다는데 

K - 3 Circle the correct fonn and state your reason for the choice 

[돼nt : Both fonns are grammatical, but the correct choice has to do with 

rneaningJ 

어제 샌디한테 전화 (했는데) (했지만) 다챙히 집에 있었어요 

3.9.2. 종합적 기 술/과제 지 향적 기 술Ontegrative 8써11의ta8k-oriented 8에118) 

K -4. OraVwritten pr떠uction 

(a)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ex~ted response: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봤어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 ] 

(b) 어제 친구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집에 없었어요 ... ] 

(c) 지 하철이 더 빨라요 안 타요 (How come7) 

(d) 저 사람은 한국 사랍이에요 김치를 안 먹어요 (1 dont know why, 
but ... ). 

(e) 동양학올 전공해요 한국 문화는 공부 안 해요 (I wonder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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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5. Combine the following sentences into one complex sentence 

showing a relative clause : 

다섯 시에 버상} 와요 그 버스는 우리 대학교 앞에서 안 서요 

K -6. lnt:roduce yourself (who you are, what you are doing in Korea, 

etc.l, utilizing relative-clausc ωnsLructions. 

K -7. Group translation competition 

(a) 보석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알라모아나 퍼시픽 쥬얼러를 찾습니다. 

얄라모아나 퍼시픽 쥬얼러 = Ala Moana Pacific Jeweler 

(b) 마크 카와타 법률 사무소 

믿고 찾는 마크카와타 

그는 강력하고 정직합니다. 

마크 카와타= Mark Kawata 

(c) 신라왼 

최고의 맛과 품격을 고집하는 식당! 

그러나 가격은 너무너무 싼 우리 모두의 식당!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K -8. Combine the following sentences into one coherent, connected 

discourse [rf잃n 없d m와‘.e use of 따)!)rop미ate connectives you have 

learned in this lesson] : 

지난 토요일에는 좀 시간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영화 구경 가기로 했어 

요 친구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못 갔어요 (or 할 수 없이 혼자 

서 영화를 봤어요). 

K -9. Listening task [with instructor’s 어iting and aid] 

주인 : 이쁘지? 싸게 나왔는데 몇 장 가져가 봐. 

영은: 얼만데요? 

주인 : 소매로는 한 장에 만 오천 원 받는데 만 원에 가져가 몇 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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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 엄마한테 전화해 보구요 

주인 : 엄마 취향 내가 잘 알어. 가져가 오늘 중으로 다 팔릴 거야. 없어 

못팔어. 

영은 : 정말요? 정말 없어서 못 팔아요? 

주인 : 오늘 새벽만 열 두 장 나갔어. 지금 안 사면 없어. 

영은 : 진짜요? 지금 안 사변 정말 없을까요? 

K -10. Perfonnance task 

Your name is Sue Jones/Mike Jones. You have come to Korea to 

study Korean and Korean culture. Since it is expensive to call your 

parent(s) in America, you have decided to write. Since your mother is 

Korean, you feel it is only right for you to try writing letters in 

Korean. Also, who knows? You might impress her enough to get more 

spending money than you have bargain어 for. This is roughly what you 

wish to π~rt in yOlπ first letter. Goo:l luck! 

Y ou want to tell your mother sαnething about your trip to Korea, 
your first inψressiα1 q Søαd， food, αwmmαiatiαlS， etc. Y ou t.πed to 

cnl1 Pnfessor Sα19 at _University, but she/he was not in, so you 

went to see herγhim the following day. You could not see her카1Ím ri방t 

away because she/she was teaching a class. You ww to the α(eteria 

and !rJd a cup q 0얘ee. You met sαne students who are sn때ling 

English You were delighted to meet them πteY uxmted to keep 

cfutting with you in Eηg!ish， but you !rJd to get to the prqessor cffice. 

She/he was π You introduced yourself and asked her/him questions 

about wmt you should do. Y ou were told to show up for a test at a 

certain time. Ur(ortunately, you got lψ late, αtd you !rJd to 따ke a 따xi. 

You were about ten minutes 따te. πle prqessor was a nice persα1， and 

she/he was waiting ψ'r you She!he sJ.χke Korean slowly, and you ωere 

lnppy to understand eve7)따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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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시청각 자료 

백봉재1뾰)도 강조했지만 대체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는 

‘eye-catc비맹1a(.lHl뼈g’하는 시각 기자재(찌잉al 려c!s)나 실물úælias)들이 

없거나 부족하다. 예를 들면 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담화가 나오는 과에 한 

국 대학교 도서관， 학생회관 동의 사진도 첨부하고 또 학생들이 잘 가는 

떠fe나 ‘오락실’ 같은 것도 보여 주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로서 어느 스페인어 교재에서 뽑은 사진을 이 논문 맨 

뒤에 첨부했다. 

3.1 1. 복습 제시 

대부분의 교재들이 중간 중간에 review les였1s 없이 자꾸 앞으로만 나 

7}는 경향이 있다'. King 뼈 Yeon의 Elemer따y KorerJfl 같이 반드시 복 

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review lesson을 네 과나 다섯 과 마다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4. 맺는말 

학습자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보통 

작업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개인의 학습 스타일(Iean뻐g style)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적인 교재가 개발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우리 한국어 교육자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성공적인 언어 

습득 및 교수는 교재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사에 달렸다는 점 

이다. 아무라 좋은 교재를 써도 쓸 줄을 모르면 별 표과가 없을 것이고1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교재라도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교사라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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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의사소통 접근을 잘 반영시켜 주는 교재가 있다면 언어 습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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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SUGGESTED CRITERIA FOR TEXTBαx 티'ALUATIC뻐 

VOCABULARY STRONG< -->WEAK 

1. Current 5 4 3 2 1 0 

2. U잃ge (syntætic, 영rnn디c， 없밍1뻐c) 5 4 3 2 1 0 

3. FUJrtional (뼈ity， pr떠ucti찌ty) 543 2 1 0 

4. Ræycled throughout tex 5 4 3 2 1 0 

없AMMAR PRESENTATION 

1. Oear and æcurate 543 2 1 0 

2. In맹3뼈 with t.herres of tæ ch따er 

in which 딩ralIIIJar [X>Ïnts intr뼈@최 5 4 3 2 1 0 

3. <Xgarúzation (systematic, struc따머 

떼atiα파ùp caαured) 543 2 1 0 

4. Exarr때.es 피ustratir멍 gramrrnr points : 

(a) au갑tentic (떠뼈머) 543 2 1 0 

(b) accurocy of rer앉nng rreanir땅 into 티1밍ish 543 2 1 0 

WHOLE LAN:표JAGE 

1. I뻐맹.IeS : 

(a) task재1e따d 5 4 3 2 1 0 

(b) 빠뼈 빼 C야없ve 5 4 3 2 1 0 

(c) 1，없망h (rænagea버ity， oca흉뼈lity) 5 4 3 2 1 0 

(d) 였1SÍti끼ty (ger양~， cu1tural rOrIlE디벼ity) 5 4 3 2 1 0 

(e) n뻐-esentative of Kor없n 예scour똥 5 4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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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웠ltati ve of star엄arddi외ect (vari얹y) 5 4 321 ‘0 

2. Reading πB따i머 : 

(a) integra때 with the therre in each C뻐pter 5 4 3 2 1 0 

(b) rmve from 혀I때e to coll1l1앉 (ræycIing of vocab) 5 4 3 2 1 0 

(C) how challenging (COl따냉1eI1sible i찌.x.Jt， i+ l) 543 2 1 0 

<d) org뼈zation arrl ∞hesion 5 4 3 2 1 0 

3. αnt:exb.꽤i썽 a마xuach ω writi맥 5 4 3 2 1 0 

4. Integration of cuIture and/or cuIturaI infonnation 543 2 1 0 

EXERCISES AND ACTIVlTIES 

1. αnsistent with each chapter 5 4 3 2 1 0 

2. ÜI핑anized to rmve from structur벼 맹밟n 

α-actiæ to orm뀐앉:rl acti、1Îties 5 4 3 2 1 0 

3. Stt뼈lts askffi to do task-벼뼈 acti찌ties 5 4 3 2 1 0 

4. Contexts for aαj、1Îties v;없ied 5 4 3 2 1 0 

5. Lis어피19 COl따냥leIlsion with questions 5 4 3 2 1 0 

6. Reading COllll'하leIlsion with questions 5 4 3 2 1 0 

ORGANIZATION 

1. αlITlX)nents of grammar, v'α:abul뼈T arrl 

cuIture well in團3뼈 543 2 1 0 

2. The text organized around lar핑U맹:e functions 5 4 3 2 1 0 

3. The t얹t ræets statOO 。이ectives 5 4 3 2 1 0 

4. R:펴ag앵cal (presentation, cIarity, 0명anization 5 4 3 2 1 0 

5. 11뼈res are varied arrl r에evant to students’ 

interests and m최S 54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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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F KOREAN SOUNDS AND HANGUL 

1. Accuracy of inforrna디on 5 4 3 2 1 0 

2. order of presentation (k힘i떠1， 뼈ag앵icall 5 4 3 2 1 0 

3. org뻐zation of exercis얹 (뼈ag맹ically 었뼈) 5 4 3 2 1 0 

4. Treabrent of problems of ortl탱raphic syllable 

m닙 pronunciation (“liaison" αoblern) 5 4 3 2 1 0 

B. 
A Brief Intr여uction 1:0 Korean 

o. 당19lish and Korean are 00th geneti때y 때 structur머ly Q1버tea뼈rt from 

each other. It is 110야rl that this syno며s will 밍ve the reader with no 

knowl어ge of Koπllil sorre idea of what Korean is 파<e， and how it differs from 

암19lish. By no ImillS will a complete 밍밍nmar of Korean 아 att없꾀〕뼈， but 

o며y one of the f，얹Itures that are in marked contrast with the corresponding 

features in English will be presented. S야rifically， the following will be 

discus때 word order, PI말nsition vs. \XlS따:>Sition， subject vs. tx뼈c， deletion of 

m때:TStood subject, \Xlsition vs. u뚱 of particles to show gramrrntical roles, and 

sJ)ô'ech levl리s 

1. Sl/O vs. s:JV 

If we c1assify 때핑떠ges acror며ng to the relative order in which subject, 

object, 때 verb are 띠aced in a declarative (non一question) 않lteoce， then we 

have six (J(땅때lIy) ]X>ssible 0πIers : S(u비ect) V(erb) ()(bject), SOV, VSO, VCδ， 

α3V， 외1d OVS. 

English follows 뼈 first [XIttern while Koπllil favors the order in which the 

verb is 미aced at the 때 of a 였ltence. αns여uently， Kor없n is comrmnly 

reti얹벼 to as an SOV or a verb-fmal lar핑U쟁e. Let us I∞k at sorre Kor얹n 

앉와Iψ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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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zy-nun hankukmù-ull hayyo 

Tqjc Korean OJj. ~-JX)lite 

[하빼띠g of] S때， she] 없ks 없æn. 

Not.iæ that unlike Engli양1 the verb follows the object noun 까피s Ißt따n is 

not 뼈때 to just the transitive verb 1x.tt IÐ피sts throug따lt the 1뼈uage， as 

양lOWTl in 

2. JI에n-un kong찌땐l-eyse ~-ass-eyo 

따k aνm 

Jo미1 plaYI어 in the 따k 

3. MaIy-nun 태ey 

yester. retum 

MaIY r없m뼈 yesterday. 

4. MaIy-nun 뼈따{)To-eyse 

scOOol a이n 

Marγ rret Jo1m at the s하1001 

2.PJ;랴얹tioo vs. Postpc6itioo 

play past-JX)lite 

tolawa-ss-seyo 

J뼈l~내 rrnnna-ss-seyo 

ræet: 

Words such as in, at, 뻐th are caU어 α당X)Siti，에S 다~use they 때e 미aml 

before the accorIlEI1ying nouns. In Korean, however, the words that are 

따rtior때1y 쩍uivalent to Er뼈ish rreJXlSitions follow the acc‘ofllXU1yir땅 oouns 

arrl hence are call어 p뼈XlSitions. sen따'X:eS like the followir핑 바leI1 are 

tmaea뻐:able in Korean. 

5‘ *MaIy-nun 앙se ko명wen nolla-ss-앙O 

All pos따:>sitions are suffi없1， i.e., tl뼈r are attached to nouns, 와xl they are 

00Und fonrn (ænnot staOO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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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ition 엽. use of 머rtides 

In Ð때i패 thegrarπmtical ro1e (fi.JætiαÙ a noun 때ays in a sen뻐1ce is 

약lOWI1 by 뾰 IX>Sitiα1 that it αx;upes. In 따ler words, in Alice 파æs Fr벼， for 

얹arr때.e， the αlly deviæ that S{짧ates the actor frαn the victim is the word 

α밟. In Kor않1， however. grarπrntical ro1es are ir뼈cat:OO by PJS따>SitiαlS. so 
inthe 않ntence 

6. Alice-mm F:π~H띠1 

TqJic 얘. 

joha-hayyo 

like 

the aCtI:π (su비ect noun) is rnarl뼈 bythe (X)S따>Sition mm 뼈 상t φ~ect 

뼈m by 1따 Here are 따remre 앉arr뼈.es : 

7. Fnrl-mm st였.ù-ey 

m 

Fred went to Sooul. 

8. Aliα←nun hankw바<-eyse 

l‘a-ss-eyo 

go past-IX>lite 

yenge-l비 뼈1UC:뻐yo 

Korea in 당핑 teæh 

Aliæ is teæhing 당19lish in Koπa 

4. SLqect vs. Tqjc 

Consiær the follo에ng 앉nten:e : 

9. Caro1 is my friend. 

It may not be irrIrediately clear, oot tlús stnten:e 뻐S Gα 뼈st two rreanings. 

If the stnten:e is said stres혀I핑 I엽，ther C뻐11 oor frieni, the 알Jæker 왜1뼈y 

idffitifies C하ul as her friend. What constitutes æw inforrrntiα1 in this case is 

thepr뼈ca없 e.g. C없l 벼ngthe 와Jækers friend. If the sen뻐1ce is uttered 

sσg파19 Carol, however. the m웰1ing is 았r밟lÎr핑 Jike It is Carol, not,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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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I빼， who is my frierrl Notiæ that in this 였1se SOrraJne 벼ngthe s):없keJ깅 

friend is 머rff때r known. 따mt pro띠des new infonmtiα1 is the su비a:t Carol. 

ηle 였1따1ce with this inter다-etation defini따y α~ a questiαl 파‘e 

who is your frier념? or Who did you say ylαlI' friend is? con영밟 외so 바s 

잉<arr뼈e: 

10. (a) 1뻐s[1DPIC] is a problem 

(b) This[SUBjECT] is the problem 

1be rr없lÏr핑 of (Hb) is sÏrr뼈e identification w밟얹s U뻐 is clearly 

presu파뼈따1al in that the problern was 빼뼈 하XJUt 바1"ore w해le the subja:t 

this provides rεw infonmtion 

Unlike 담19li하1， Korean e앵-esses these two 뻐'erent rr없뼈s by way of 

rørticles. lf the smter1Ce rreans no rmre 뼈1 identity, then the rørticle nurβ 1S 

U앉rl lf it presu다:x>ses a question 파‘:e who is your friend? or if it corrects 

the hearers misur짧'Sta뼈ng G.e., No, not 1밟， 얄팍}} is my frier념 ), the 

따ticle is 때~4. }없 뼈 뻐1， ~tively， are kno째1 as the TI때C 와1<1 Su비a:t 

rnarker'S in Korean grammar. Obseπe 뾰 foll뻐ing: 

11. (a) Carol-un nay chinkwu-eyyo 

my frier피 

(b) Carol-i nay c비띠(WU-eyyo 

(It is) ι웰며 (who) is my friend. 

1be TI때c 때ticle is 퍼sou때 in contrastÏrlg two or rmre iterns. (I) saw 

Mary, but (I) didnt see Fìπrl is such a sm따1ce that involves the kind of 

contrast urxler discussion π1Ïs smter1Ce in Kor얹nw피 then be (I) Marγnun 

saw-but Fn최-Il\JIl didnt see, 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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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ary-nun IX>-ass-jimm Fr어-nun rms IX>-잃s-eyo 

앙~ not 

As a 며α뼈ve rea.a ræy have ob였V어， 此 T뼈c nun r빼æes the Cl>j~t 

따1ide o. in this case. 

π1ere is rrruch rmre to the differerre 밟ween I엉 뼈 rrun, arrl 1，않rning to 

use thern comrlly ìs αle of the rmst ch외1en밍nga와JErlS of Koræn 밍CIIlIITBr. 

They are d퍼nitely 1eamab1e. 

5. 며etion d Urderstood Sltljoct 

CXIe outs때x:lir핑 charac따istic of Engli하1 is that slÌ비때.ess 엎1따1CeS are 

very uocomrmn. Witæss: Its raining. Its two oc1ock, 와업 SO on 'The it is 

옆때ltically vacuαIS， but every sen따1ce must have a subj~ alth때gh such 

truocated forrns as see you, 1α:Jks like lIe is in 뼈in， 앉L. do occur 

infonmlly. In contrast, Koræn does not 앉press the subj~t noun which is 

contextually or dear or ur빼-stoOO by previous ræntion, rxuticular1y in a 예ræt 

diSCOlπ뚱. Are you Arrerican? in the typical Koræn discαrrse sty1e is Are 

Aræri떠n? as shown in 

13. Mil애매‘ 잃뼈n-i-와ryo? 

Arrerican 며양1 is 

It sour닙s very 밟1때 or eVen unnatural to 썼ain the sUbj~ whose reftre1t 

is dear to the interlocutor. 

6. spe없1 LE쩌S 

Another feature which is alien to the ~ of 당19li당1 is the coocept of 

levels of spæch, which are not s피때y different styles of s야~h. In Arr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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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따-e， everyone is 맹l머， at 뼈st 파핑비Sti，떠피7 뚱어미19. πJere are no sp:rial 

verb or 뼈m fonns to be u뼈 for cer염inca탱ories of 야'ü{)le， such as 

err뼈oyers， CEOs, 1:ff퍼terS， 뼈mts， and 얘1erS 피‘e them who are either 여der or 

hi화Jer in social s대tus than the 야없ær. 1be fonn you as in lli you 뻐e 

Kor얹nfoo:'η can be m빼 no matter 애lat 뼈 status of the a뼈-essee 띠양lt be. 

You w피 firXI Kor얹nso 따terly 1.l1'rlmxratic in this r맹ard. 1bere are mmy 

corr빼exsαa;h fonns---빼뼈ific (ex외t떠)， formal, hurr빼19， informal--~따lOSe 

choiα~are ò:꿨minf었 by sever허 social factors. one factor that figures rmst 

Rαninently is the social r퍼atiα1양lÏp 밟W없1 the SIX경Iker ar념 the hearer. 

SÏrrlJly statro, the lower 앙le ~ is to the hearer in social status, the more 

formal and p:>lite the s야화ærs 야Jeff:h bæomes, and viæ Versa. W벼t this 

IIfiUlS is that one nust use a fonn that conveys a 였lse of humbleness 

(뼈ereoce) 와성 p:>li따leSS W빼lhel양le!;!:짧s to a social superiσ.S따뼈ly， a 

rmre 띠forr때， f;와미liar style is \.1st최 in a뼈$혀~an 떠l려 or a social inferior. 

1be following exar빼emi양lt be 피ustr밟ve of these differences : 

14. (a) 돼ey 벼파N빼-ey 뼈-쩍r-yo? [01，따， 앉lIHÌor] 

W벼1 Korea to go SF Q 

[SF=땅niforma1 ; Q=question ending] 

(b) Fnjey hanIkwuk-ey 뼈 띠? [close frier닙， child] 

(c) 뼈ey 따likwuk-ey ka? [y'ωI핑g 야~n] 

1be 하없x:e of tl뚱 p:>lite er뼈ng sey (l4a) in a뼈-essing a str뼈:er or an 

olò:경r 며"SOIl， much rmre than a gramrrntical 윈ror or mi알JIOOunciatiα1， w피 

n빼ethe 옆l뻐1æ intolerable rude 뼈 un-Kor없n αltheO야ah뼈， theu뚱 

of such a formal to a close frierrl will be Quite ina따며:lriate. Tangsiπ 많， jartey, 

영lsayr핑미nl， tayk all rr없n you How co따USlI핑! 

What 1 have presented in this brief introduction CIOeS no rmre 뼈n scratch 

야le 밍rfare 1bere is rruch rmre. Needless to say, leaming to I，∞k at 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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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빠화띠ly， 따p-æia않 ano감\er culture with어lt any v;외ue J뼈grænt will be the 

바'St s뼈 to ac때liring such culture-어뼈 ∞m없s as levels of s야n:h. 

lVb"eover, grarπnar 따nts c하1 æst be lean빼 머ldur빼S따:xl in cultural 

contexts. 

ENDNOTES 

1. A number of 며ticles have two v;하iants， oæ α:cur꺼ng after a w어ù that 

a피s in a vowel, and the 0남ter that is u때 after the word eI피s m a 

con었뻐II .Here 1띠 after a vowel, and 버 따tera α)I1sm딩nl 

2.The as따lsk (*) indicates that the fonn 잉 rmrked is 찌m‘.T ungr와nrmti뎌l 

or αkl. 

3. Nun 삶ter a vowel, and un 따따 a consonanl 

4. 없 삶암 a vowel, 뼈 i a敏 a consonanl 

1) 따 gi피ng 0'"'없II intrOOuct:ion 

2) unnatun꾀ly π~ Iinase 
3) cultur퍼ly un젝P어:lriate discourses 

4) incorrect translation 

5) flaws in explaining grarπnar 

6) αU\'l뼈맹 voc삶l1.Ù와y， ch퍼 와닙 exercise α)[lÌext fra깅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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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πle Problems and A1ternative 1깐ans in the 

[농~velopment of Korean Tea，떼ng Materials in U.s.A. 

Ree, Jung-no 

In this pc￥ler， 1 exarrñne probI얹E 때lÍch Kor않1 11짧피19 materia1s 

currently used in U.S.A have and at따npt to :find the way to solve 

them Basi때y， the teaching ma뼈머s should be devel야mur앉~ the 

consideration of the sh냥:nts’ comnunicative ~따1Ce. 

At this 없'Spætive， it is ar핑led the probl없1s of the e잉S마19 teachir땅 

ma따1a1S. They are as follows. - There is Imlch to be desired in r녕ation 

to each introductions arnong con따lts and main 0비때ve， the unna따<ll 

~ted phrasing, discourse not fitted for leamers in culture and 

translation into 담19li양1 in teachir핑 ma따1a1S. In addition, there 따e 

many problerns about explaining grarπnar， 따ms and the parts 

connec뼈 with pragmatics and lar땅뻐ge use, using vocab내aries， 

construαing contents involving review lessons, and develo띠ng 

audio-visua1 aids. 

I α-esent sαre ways of deVI머때ng 않해ching ma따ia1s based on 

aoove-rren따뼈 matters. Alx>ve all, the teac비I1g ma때머s sho버dbe 

develoçed which include diSCOUI'Ses fitted for stu따lt in culture, 

contents corres{X)nded with n얹1 life, everyday lar핑뻐ges， and v때ous 

와피 pl얹tiful 양pressions. To 얹plain 밍arnmar and 따ms flexibly a1so 

have to be conside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