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환어훨 한국어 표‘사씌 깨환쪼전 

노마 흉|데키(野閒秀樹r 

1. 들어가지 

본고는 일본어권 한국어교사가 알아 두어야 활 기환적인 조건올 정리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일본어권 한국어 화}의 교육기판별 유행 

일본어권에서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운 다읍파 같어 분 

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률이 활약하고 있다: 

1) 대학파대학월 

현재 일본의 대학운 소위 대확 개혁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때학파 대 

* 도쿄(東京) 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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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연구 Äl향이냐 .il양 지향01냐 하는 훨F짧7} 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어학어나 한국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 

고있다. 

일본의 국립대힘써1는 한국어학 전임교수가 12명으로 공립， 사립대학까 

지 합해도 'z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으로 대학얘서 이루어지 

는 한국어 수엽의 대부분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생이다 

(1) 연구자 g썽 지향 대학， 대학원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구 지향 대뻗l란 한국어를 전휩}는 

학부와 대학원을 섣치한 대학으로， 연구자 양성과 교사 양성， 그리고 한 

국어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예를 틀변 도쿄외국어대학 

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국 학회지인 “조선학 

보”의 과거 12년간의 한국어학 관련 논문의 집필자를 출신 대학원밸로 살 

펴보았을 때， 그 중 무려 43%가 도쿄외국어대힘엠을 알 수 있는데， 일본 

에서의 한국어 연구는 이만큼 도꿇외국어대화얘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다. “조선학보”에 발표된 논문 수를 보면 1) 도쿄외국어대학" 2) 한국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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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학 3) 교토대학.， 4) 오사카외국어대학， .•... 의 순이다. 도쿄외국어대 

학은 요 10년 동안에 7명의 전임교수를 배출하고 있다. 

학부에 한국어 전공이 었으며 홍시에 한국어학으로 봐사화쟁훌 두고 

있는 대확은 도꿇외국어때학과 오사카외국어대학밖에 없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에서 학부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갖출 펼요가 있다)) 

(잉 전공 고}목으로서의 효택어 교쭉 

전공과목으로서 한국어과를 쩔치한 대학에는 국렵대학으로는 도뀔외 

국어대학， 오사카외국어대학， 도야:p}(富山)대화， 사립대학으로는 간다{神 

田)외어대학 니쇼(二松)학사대학， 덴려(天理)대학， 구마모토(熊本)학원대 

학， 후쿠오카{福間)대후L이 있다. 

주로 위에 든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왈 담당하고 있다. 

2년제 단기대학은 현립니이가타{新鴻)여자대웹헤 있다. 

1) 도쿄외국어대학에서는 한열대조언어빡율 연구대상으후 하는 대학원 대조언어정보 
강좌가 3112년도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학 전임교수 3명이 증원되어 도합 6 
명(그 중 1명온 객원교수)의 한국어학 전공 전임교수진윷 지닌 해외 최대의 한국어 

연구교육기관이 한생한다. 푼학이나 역사 풍올 포함한 천체 한국학 교수는 10명이 

나 되며 이 역시 해외 최대인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햄혼고캠퍼스) 대학원에는 조 
선한국문화전공이 3112년도부터 셜치되나 한국어화 전공 전임교수는:' 1명뽕으로 역 
사학을 비롯한 문화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융옳 얄 수 었다. 도쿄대학 고마바캠퍼스 

에서도 “일한 언어 에활로지”라는 강좌가 생기는떼 여기서도 증원되는 교수는 사 
회화 둥 한국어학 이외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혐재 한국어학 전풍 j[.수는 1명뿔 

이다. 도쿄대 학뿌에는 한국어 전공은 없다， 오사카외대에눈 한국어학 전공 교수가 

2명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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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 과묵으로서의 효R국어 교훌 

여기서 휩}는 교양 과목이란 대화에서외 소위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 

로서 한국어 교육을 딸한다. 도꿇대화， 오차노ul즈여자대학 동 국립때학，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조치대학 동 사립대학융 비훗한 수도권씌 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한국어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국풍렵 m 대 
학， 사렵 154 대학으로 총 215깨 대화얘 한국어 파쪽이 개셜되어 있 

다~2) 또한 도뼈l(東海)대학을 비훗ξ애 수강생수가 수백명에서 1，αU명 

윷 넘는 대학도 있다. 국제적인 정세， 사회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교양 

파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하는 대학파 수강생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 

로 예상되며 전임교수의 중원 둥 보다 충설한 한국어교육이 요양된다. 

2) 고훌함교뼈서21 혼백어 교홉 

고둥학교에서의 한국어 교화n 때휩싸1는 국제문화포럽(까rJ;웰:m Forum) 

의 디음 WEB λ에트가 도옵이 된다: 

ht따Ilwww.때f.or.jpljpljj/jjl빠없rt뼈n 

이 보고에 따르면 일본 천국 1ffi개 .3l풍학교빼셔 한국어 교육이 질 

2) 일본 푼뿌과학성 흉계에 따르면， 일홉의 대학윤 현재 4년제 국립대화이 00개로 재 
학생수가 약 없4만 명이며， 4년제 사협대회이 깎8개로 약 때1.9만 명， 4년제 공립대 

학은 72개로 10.7만 명이다. 일본의 총 대학 수는 649개이며， 총 학생수는 약 274만명 
이다. 그 중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은 346깨아다~2년제 단기대학운 총 5727ij로 총 학 

생수는 약 32.8만 명이다. 
h때//www.rr없tgo.jplbJrel1Ul빼빼t없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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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다고 한따. 쟁규IL사씌 5!.61혈로 보면， 한국어 ro,O%, 일본어 

41.1%, 바이링궐(이중모어) 8.4%여며， 시간강사의 모어별로는 한국어 63%, 

일본어 'l1.f!J/o, tll어링궐(이중모어) 9.3%로 보고 되어 있다. 

없g년 1훨부터 대확입시생터시험 화확에 빵국에7} !i업펴었다. 이 

것은 영어 대신 완전히 한국어로 대학 입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제2외 

국어가 아니라 제1외국어라는 점에서 한국의 수놓시험에 있어서의 일본 

어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크며 일본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획기 

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ßl 시험문제 내용도 일본 한국어학파 한국어교육 

의 정수를 담은 수준 높윤 문제라 할 수 있윷 것이다. 국제적인 한국어 교 

육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내용 검토가 기다려진다. 전반적인 정세와 함께 

센터시험의 영향도 있어， 앞으로 고둥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더욱 활 

발해지리라본다. 

다만， 고풍학교의 교육 내용의 난이도 수춘용 아직 매우 낮다. 센터시 

험의 난이도 수준까지 고동학교 교육 내용의 짤성도활 끌어 올리려면 현 

재보다 상당한 수업 시간수가 펼요활 것이다. 그러한 총본한 시간수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단계의 고통합교 커리률렴이다. 그런 제도적인 

어려옵 속에서 교육 현장의 교사촬이 교육 전반에 걸친 돌파구를 모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그런 의미에서도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가 고풍학 

3) 대학입시센터 발표에 의하면 :ro2년 1훨에 실시된 때l년도 처용 실시된 한국어 센 
터시혐의 수험자수는 총 !lI명이었다. 묶얼어 1앙명， 활어 100명인데 앞으로 독일어， 
불어보다 한국어의 수험자수가 많Q~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천해이다. 중국어 

는 뼈명， 다른 외국어에 비해 압도척으로 수험자가 많은 영어는 54만 없4명인데， 
중요한 것온 앞으로 이 영어 대신 한국어로도 수험이 가놓해 진다는 점이다. 한국 

어의 최고득점자는 때점 만챔에 :m점， 최저득점은 II점， 명균욕캠은 1없<Ï)점이었 

다. 디룬 과목의 평균점은 각각 영어 lOO.æ점， 톡임어 1α2.14챔， 불어 141.aì점， 중국 

어 lEll.31점이었다. 

h빼:j/www.따.ac.jpl 

4) 국제문화포럽(πJeJ;따뼈I F01UI1'Ù의 오구리 아키라{小要훌)씨가 중심척으로 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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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에까지 큰 피굽 효과률 지니지 못하고 있눈 생이다， 각 교육71관 

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기관간의 보다 깐밀한 접촉도 요구된다， 

3) 확원， 사민짧뻐|서의 !1팩oi 꼬육 

학원이나 시민강좌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흉계화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민간 학원에서 한국 

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강습흘 실시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학원얘서의 이러환 활동윤 한국어 교육을 저변얘셔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대학의 시민강좌도 최근에는 각지에서 개 

최된다:6) 

는 고퉁학교 한국조선어 교육 네트워크는 고뚱학교 교사뜰의 네트워크로서 귀중한 
시도이다. 교사들은 이 네트워크률 롱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연수 모임올 가 

지기도 하며 고퉁학생 률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 서 

일본 브로크에서는 독자적인 교과서 작성에도 척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엘본의 대 

학 연구자돌아 미처 작성하지 못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고둥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 연구자틀의 역량부족과 교육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질 

타하는 것으로 대학 연구자틀의 반성이 요청훤다. 
5) 예를 들면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P후 교실올 개강하고 있는 “히로바 어학원”은 

-보기 드붉게 한국어만을 대상뜨료 하는 어학 학원이다. 1맑7년 개설 이래 %명을 

넘는 회원틀이 있으며 현재 7개 교설에서 한 달에 약 웠) 레슨이 운영되고 있다. 

ht따//www，바비l:l-net.co.jpl 

“슈린(秀林)外語專門學校”는 한국어와 중국어륜 가르친다， 같은 학교법인이 일본 

어학교도 경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다른 언어의 강좌도 같이 개설되는 것이 일 

반적야다. 

h뼈:j /www.shurinoc.jplg밍gQlÍndeκhtm 

“간다{神田)外語學院”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와 함께 환국어의 코스가 설 

치되어 있는 규모가 큰 천문학교이다. 갈은 재단이 4년제 대학교인 “깐다{神田)外 
語대학n을 경영하고 있다. 

h따//www，뼈.oc.jpl 

6) 예를 틀면 사회인강좌인 조치(上智)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영어 동 다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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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학원에서의 교육용 ‘함꿇농혀검갱셔협”이나 ‘한국어놓혁시험’ 

의 발전에도 나타나 있다. 한글농력검정시험운 때1년도의 출원자는 총 

6，144명이었다}l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그 개요흘 

알수있다: 

h뼈:/1빼W.때lkoku.gr.j띠p/:삶nnnhtm 

4) 임용 형태 

대학에서는 소위 새로 1il.수를 임용하쩍고 할 때， 전임교수의 경우에눈 

공개 포집8)이 엘반척이다. 대학의 시깐강사냐 고흉한교의 교사의 경우에 

는 확교간의 소개 등으로 정보룰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눈 것이 

보흉이다. 

3. 한국어 쐐씌 기뽑쪼건 

일본에서의 이상과 같은 한국어교육 사정윷 염두에 물 때， 한국어 교사 

와 함께 한 해에 봄， 가을， 3월 집중'， 9훨 집중의 코스가 4번 열련다. 각 코스마다 

2-5 가지 정도의 강좌가 있다. 
h따!!www.빼lÌa.oc.jpf 

7) 최고급인 l급에서 5급까지 6 단계로 나뀐다. 연령별로 보면 총 출원자 6，144영 중 aJ 
때가 가장 많고 쩌.2"Aí， 10대가 28"Aí, 1)대 16.6"Aí, -t)대 8.2"Aí, E()때 6.짧 00대 2.59ií, 70 
대 이상 0.8%로 되어 있다. 대화생이 약 ffJ'Aí블 차지한다. 한글능력시험은 준1굽의 
신설， 문제 내용의 정비， 기준 어휘리스트의 공개 동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중이다 

8) 일본 각 대학 연구기판에서의 공모 상황은 다옴 “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있다. 

h빼:!!j빼njst.go.j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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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정려하면 다웅과 갈다: 

1) 인성 

2) 학문적인 업적과 능력 

3) 교육적인 능력 

4) 실무적인 능력 

1) 인성 

제일 먼져 인성올 든 데에 주목하자 교육 기판에서눈 일반적으로 교사 

한 명이 아니라 교사 여러 명의 됩워크가 요구되71 때문에 이 인성이라는 

조건이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쪼 예외일 수눈 없다. 

팀워크는 두 명 이상이 활동히는 데에서는 어디서든지 요구된다. 교사깐 

의 팀꿔크를 훨활히 수행활 수 있는 인간정인 자질이 푸엇보다 중요 

한 것이다. 실제 교육기관에서는 교실 밖에서 요구되는 일도 많으므로 그 

러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눈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얼 

본이라는 사회에서의 인간판채애도 유의홉F져야 한다 손윗사함을 받들 

고 아랫사람을 돌봐 주는 관계， 남의 몸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 

양식， 정치적 •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 성(gen따)에 관한 한 

일 양 사회간의 쩌l 둥， 아주 사소한 것돌아 인간 판계에 있어 마찰을 일 

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와 실제 

문제가 얼어났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눈 사고방식의 유연성이다 

한일간의 여러 문화적 차이는 교사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 

과 교사 λ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말하자변 교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그렇지 않은 일본의 상황올 고려할 때， 교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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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도 세심한 배려가 펼요하다. 

2) 확훈쩍인 업적파 능뼈 

(1) 학문쩍인 업적의 평가 

학문쩍인 업적은 연구 지향 대학의 경우에눈 특허 중요사된다. 소위 학 

술논문이 몇 편 있는가가 섬사시 가장 중요한 I헝가 요소가 된다. 그것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전국적인 학회지에 논문이 몇 훤 게재되었는7까 중 

요하다. 논문의 철파 양이 합째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연 

구 지향 대혹L에서는 박사 학위도 당연히 요구될 것어다. 그러나 교양 지 

향 대학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는 활 수 없다 일 

본의 인문계에서는 박사 학위자 없는 교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구두발표는 많을수록 좋으나 일반척으로 구두발표는 논문으로 취급 

되지눈않는다. 

대학에서는 전임， 시간강사를 막혼하고 씩사 확위는 훨수조건이다. 

고동학교에서는 석사학위가 필수는 아니나 석사학위자를 더 선호한다. 

학원에서도 적어도 석사 재학 중인 교사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여다. 

(2)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전끓 분야 

대학이 훨요로 하는 연구 분야로는 각 대핵마다 약깐 차이는 있으나， 

연구 지향 대확에서는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의 순서가 훨 것이다. 교양 

지향 대학에서는 한국어학，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역사 둥 다 

른 환야를 웬하눈 경우도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의 경우에는 일본어학 전 

공자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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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연구 지향 대학이 필요로 홉l는 연구 내용에 대해 월자의 소션을 간략 

하게 말해 보기로 한다. 연구띄 절푼 무쪼컨 높아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한국어교육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한국어함 그 자체얘 대환 연구 

가 바랍칙하다. 후지헤서 전자로 연구의 중심윷 옮길 수는 있으나， 그 반 

대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일대조 연구는 아직 출발 단계 

라고 볼 수 있는데， 수준 높은 고도의 한얼대조 언어학 역시 앞으로는 크 

게 기대된다. 

연구는 어디까지나 언어사실을 세멸하저l 살펴본 연구01어야 한다. 단 

순히 머리 속에서만 짜낸 연구에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구 

에 있어서도 발전 가놓성이 적올 뿐더러 교육웅뻐l서도 그러한 연구는 전 

혀 쓸모가 없다. 한국어 연구자 언어사실파의 대철띤 이쌍으로 한국어 

교육 역시 언어사설파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의 폭이 넓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음훈론만; 문법 

론 중의 너무 좁은 과제만， 한국어 교육외 방법론만 jR재jR구론만 연구 

하는 동， 너무 좁은 분야밖에 다루지 않는 연구자눈 폭넓은 연구흉 하는 

연구자를 %탱해 낼 수 없다. 논문으로 쓰지 않더라도 폭넓게 여러 환야 

에 대혜 최소한의 판심은 늘 지녀야 한다. 도쿄외국어대학의 경우， 한국 

어 전공과 한일대조 전공의 대학원생뜰의 연구 테마는 설로 다양하다. 설 

험읍성학으로부터 담회낸촌석에 이르기까지， 중세한국어 악센트론에서 현 

대어 문법까지 - 그러한 다양한 확생훌의 환집을 지포 교수의 좁은 판 

집 안얘 가두지 말Jl， 폭넓온 분야에 있어 가놓성을 치춰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심도 깊은 고유 연구 본야와 더불어， 새로훈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는 유연하고 폭넓은 학문적 관심올 지니는 것， 그것이야말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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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연구자뜰에게는 폭넓온 관섬온 불가결 

한것이다. 

3) 교육쩍인 뜰확 

교육적인 능력으로서 기대되는 것은 너l 가，，;1 축띤에서 살펴볼 수 있올 

것이다: 

(1) 교사의 개성 

(2) 언어 그 자체에 대환 지식 

(3) 문빼 대한 지식파 판섭 

(4) 교수법 

(1) 교사의 개성 

교사의 인격적인 측면은 중요하다. 휴먼 .!l.웰링이리는 사고방식을 둘 

필요도 없이， 학습자윷얘제는 ii.，사는 일종의 훌람표라 합 수 있다. 교사흘 

목표로 히어， 회습자 자신이 그러한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딸을 히는 스타일， 시선， 몸짓， 윷옵， 미소 유머 

둥 그 모든 것올 학습지들윤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한국어 모어화자가 

과봐면 그 대부분의 경우， 교사는 확습자가 딴냐눈 귀한 한국인인 것 

이다. 확습자는 생섬껏 가르쳐 주는 교.At홉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얀에서 한국인윷 보고 느낀다. 함국어 교사는 지식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며 바로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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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얻어에 대한 지식파 농렵 

교사는 무엇보다도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 

때 언어란， 하나는 학습자의 학습언어인 한국어， 또 하나는 학습자의 모 

어인 일본어의 두 개 언어를 가리컨다. 한국어 교사는 서울 방언 이외의 

화자라 하더라도 한국어의 표출어룹 자떤스렵체 구사활 수 았어야 한 

다. 이런 놓력 여부는 특히 음성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한국어 모어화자의 교양떤으로서의 지식과 능력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일상적인 회화체(말체)뿐 

만 아니라 문장체(글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문장체 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풍한 문어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문장력이 요구됨은 물 

론이다. 또한 해방전의 정서법으로 쓰인 문장에 대해서도 익혀 두는 것이 

좋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어 모어화짜로서의 jZ양 지식이 펼요한 것 

이다. 

@비모어로서의 한국어 

그 다읍에 비모어화자에제 가르철 수 있을 만큼의 한국어의 지식이 요 

구된다. 즉 단순히 한국말을 잘 활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엘본어화자 

에게 조려 있제 가르칠 수 있게 한국어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정확하게 말하면 “비포어로서의 

한국어”라눈 시점이 훨요한 것이다， 

@ 학습자의 모어를 알。l야 한다 

“비모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시점은 단지 한국어흘 비모어화자에게 가 

르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학습자의 모어률 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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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올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윷톰 학슐짜의 포t에률 깊이 알면 

얄수륙 좋다. 물론 문재 홉히 환짜확 한웰 양 앤어의 한짜옴에 대한 지 

식은 불가철하다. 모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 

피파한다. 

(3) 문화 전브뻐| 대한 지식과 관심 

근래에 뜰어 문화교육에 판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교사는 학습 

언어의 문화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폭넓은 관심파 함께 충분한 지식올 갖 

추어야한다. 

여) 교수법 

교수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수법 그 자체롤 자71목적화의 수 

단으로 이용히는 경향은 유감스렵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문제눈 다루지 

않기로 하고 학습자와 관련된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 학습자의 이름올 외옳 것 

학습자의 이흉용 외우는 것은 기환객씬 예의이다， 몇 백 개， 몇 천 개 

의 단어를 남에게 외우게 하려는 교사가 왜 학습자의 이륨윷 외우지 않는 

것인가? 수엽의 첫컬옴은 사랍파 사함의 이러함 만남에서 시작된다. 

@학습자차드 

학습자와의 만남을 뜻이 있눈 것으로 만률기 위해서 필자란 대학의 첫 

번째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담은 많판 카드룹 작성하게 하여 수 

업에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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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환자와 히라가나로 외국언온 로마자도 표기) 

2) 학과， 전공， 학년 

3) 생년월일 (양력으로)과 현재의 만 연령 

4) 출신 고둥학교 대학 졸업자눈 대학명과 전공면， 중퇴/졸업， 

직장생활을 한 사랍은 직종과 회사명， 근푸년수 

5) 출신지 

6) 모어 (학교에서 학습한 언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습득한언어) 

예: 오사카에서 8년， 미국 뉴욕에서 5년， 아버지논 집에서 

일본어를 사용， 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영어 

7) 학습한 언어 

예: 영어 중학교 때부터 6년， 영어 검정 2급， TOEIC 710, 

그리이스어 독학 2주， 불어 라디오 강좌 반년 

8) 전화번호Y휴대폰!FAX번호 

9) E-때U 주소 

10) 왜 이 수업을 택했는가? 

11) 학점은 필요한가? 

a) 좋업 필수 학점으로서 b) 교양 학점으로서 필요 c) 불필요 

12) 교사의 홈페이지를 보았는가? 갑상은? 

13) 취미와 뜩기 

14) 수업에 대한 희망사항 

15) 학습자의 사진 

이 카드는 출석 확인은 뿔론 교실에서 학습자를 지명해서 시철 때에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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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숍~~와 포어훌 알아야 활 협，.Q)생 

1) 월懶확I뻐|게늪 루옛이 어려문가 

몇 7rÃ ] 예촬 들어 링.r. 

모르는 단어는 사전울 사용해도 된다눈 조건으효? 다옵 세 가'Ã] 일본어 

문정흘 한국어로 번역시켰올 때 일환어화자툴0] 가장 어려워하는 문장은 

어느 것일까? 

al -t:, J: --:> ε 、 ~깐다;行。τ 、 寶話Lτ來흥f。 

(잠깐 저기 가서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J 

비 日本語σ)起源1:: -::>~、τli古來多〈 σ)學說iJf~Q.

(일본어의 기훨에 대해서는 고래 많은 학설률여 었다J 

c) t L t L 、 s .ftL~、 q 좋 TiJ~、 끼r -t:，t:， t:: ;j; f、先生 iJ f~ 、 ι 。 L~t.: t:，、 ~ 

n--:> τL、 t.: t.;tt 옳 TiJ‘。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거기 봐 선생님 계시면 좀 바꿔 주세요) 

일본어화자뜰에게 한국어흘 가르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a)가 가장 

어렵다는 것올 알 수 있올 것이다: a)에 비한다면 b)나 c)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일본어와 한국어 양쪽을 다 알고 한국어 교사로서의 경험도 

풍부한 사렴。l라면 일본어화X에게 있어서 왜 a)가 어려운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가서”의 경우에는 “가고 “가다7}"， “갔다가’， “가며” 둥의 오류 

가 나타나고 “하고”의 겸우에는 “해" “해서 “하다가’， “했다까’ 동의 오 

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아서”와 “-고”의 구별이， 일본어 화자에게 있 

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하 “하다”를 붙인 형태를 “해서”와 “하 

고”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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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고”와 “해서”는 양쭉 다 일환어에서돕 “ Lτ[없té]"라한 i형태가 

환다. 일본어의 “ Lτ[sité]’행은 함국어에셔는 “빼셔" “하고" “혜" 

‘하며’， “하다가” 둥 다쌍한 행EI!i. 냐타나7} 때푼얘 일환에화짜틀얘 

게는 까장 어려용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초급 시험에 이 “해서”와 “하고펙 구볍을 물는 문제 

가 자주 출제되어 왔는데， 이는 비쪼어화^}둡에게 무엣이 어려훈7까 전 

혀 고려되지 않은 출제라 하지 않올 수 없다. 모어화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일본어화자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한 

국어교육계 전체가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밖에 모르면 한국어 

시험도 제대로 출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 종사혀는 사함윤 적어도 학습'-'4씩 모어얘 대혜 그 기 

초 정도는 배웹 두어야 함다. 확습.;q..의 모어흘 모르면 빼 그러한 오류 

가 생기는지， 학습자가 과연 무엇흉， 왜 어려휘하논'Àl흘· 천핵 알 수 없 

기 때푼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적인 통사구조가 유사하가 때문에 어휘와 문 

법얘 웹한 오류는 거의 전부가 깐섭(ÍI뼈f짧I엉) 내지는 천이(transfer) 

얘서 그 원인올 찾을 수 있다. 교사가 학습자의 모어를 P→르면 교육 효 

과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 

을잊어서는딴된다. 

2) 어휘와 문볍에 판한 모縣| 뮤혈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휘와 문법에 판한 오류에는 크 

게 다음 1) -8)의 8가지 유형으로 나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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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밟읍과 정서법때 판현된 오휴 

@ 어휘형태상의 완전한 오류 

“진구"(친구)， “어모니"(어머니) 

초보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소위 slip내지눈 l따:se(과실)로는 중급 이상 

의 학습자에게도 간혹 보인다. 이 오류에서는 병확환 오휴와 웰시적인 

파질융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히 초보자는 “어모니”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오류라고 의식조차 못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음에 기인되는오류 

“이 빵， 먹어도 되요，?" “안녕하새요.1" 

주로 “꺼”와 “ H"의 혼동에서 많이 나타난다. 

@정서법상의 오류 

“있읍니다” “가십시오” 

모어화자 사이에도 가끔 보이는 오류이다. 

a 어휘 사용에 판한오휴 

@어휘 사용에 관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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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사랍들에게 애교를 떠눈 활방미인이다 

같은 한자어이나 그 뜻이 전혀 다르게 쓰이는 청우에 많이 나타난다. 

“머리를 씻었어요"(감았어요) 

“바지를 씻었어요"(빨았어요) 

고유어에서는 초급-고급올 막롬하고 많이 나타난다. 

위의 예는 일본어의 “洗 -J [arau]"라는 동λ까 한국어에서눈 “씻따" “빨 

다?' “갑다”로 분화되는 데에서 가인하는 오류이다. 

씻다 

洗-) [arau] 빨다 

갑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타니 외(1쨌)가 도환1 된다. 

떼 문법적인 오휴 

@ 형태론적인 완전한 오류 

“책이가 있습니다 “이홈답윤 고향’ 

중급 이~에서는 slip 이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통사론적인 완전한 오류 



일본어권 한국어 교사의 기본초천 ·노마 혀빼키 57 

“저기 가고 장깐 전화 좀 해 오겠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쩌l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 , 고급에서도 많이 나타 

난다. 

@ 흉사롬적으로 부자연스러훈 오류 

“저 사람 좋은 목소리를 하고 있네 

“멋진 메일을 고마워요” 

돗흩 흉하나 후짜연스려훌 것으꿇 양 헨어씌 u)묘함 ;t}Ol에셔 거언 

하는 것률어다. 이련 유형의 오휴들은 단어결협f딴어)9)에 대한 인식을 새 

롭게 할 필요가 있옴올 시사해 준다. 위에 툰 예는 부자연스러옴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툴인데， 한국어에서는 “날씨 좋다1"라고 표현하는 

것을 일본어에서는 “좋은 날씨다”와 같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양상의 치이 역시 확실한 오류와 구별올 짓기 어려훈 만큼 간파되기 

쉬운 문제이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기다려지는 중요한 과제이다'，10) 

이런 예들은 고급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부자연스럽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환이다. 또한 교사도 이툴 간과하기 쉽 

다. 

@화용론적인오류 

(때는 사햄l게) “안녕히 계세요” 

9) 단어결합(연어)에 대해셔는 노11}U됐 1}j-137). 趙義成(1없7) 창조 
10) 林八龍O!Ri)은 이러한 표현향상의 *]-01에 주목한 귀짱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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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 자체는 완전한 문장언데 표현이 사용되눈 상짧n 맞지 않는 것으 

로 이와 같은 화용론적인 오류는 표혐에 따라서는 고굽에서도 나타난다. 

3) 밟團에 판한 오짧| 뮤형 

일본어화자들의 발읍 중 조옴에 광한 오휴에는 다옴파 같은 껏틀이 눈 

에띈다: 

@모옴 

“..L"와 “ .，"의 구별， “1-"와 “의 구별. 

@지옴 

I영옴， 격옴， 농옴의 구별， 

“동”의 g빡. 유성의 “," (일붐어 버확용{u]용 7t져는 화빼l서 많이 나 

타남). 

종생 “디 “L ”, “ 。”의 구별. 

종성 “ 0"+모옴의 발옴 (일본어 비확옴비]융 가져지 짧논 화짜II서 많 

이 보임). 

종성의 내파. 종성 “2.", 

@프로소디 

피치 때턴과 띤토네이션. 

피치 패턴에 판해서는 연구 그 자체가 아직 초보 단계임. 

인토네이션은 거의 교수 내용 자해가 미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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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화자들의 발읍 중 청취에 관한 오류눈 위에 둔 대부환이 역시 

문제가 되는데， 톡히 모음의 구별， 종성 “」”， “。”의 구별에 판해서는 거 

의 철망적이다. 

발옵에 판한 오류는 뜻이 흉하기만 하면 교사도 고치지 않고 그냥 넘 

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는 한 초보 단체에서 철저히 고치도록 지 

도하는 것이 좋다. 피치와 인토네이션에 관해서는 륙히 처옴에 잘못 습득 

하면 그대로 고정되어 버렬 위험성이 꾀 때문이다 .ìl^똘 서쫓말의 

피치 빼턴을 파악하여 핵좁자얘깨 의식척으풍 훈련시켜야 된다. 인토 

네이션 중 “혜요”체씌 푼장에 판뼈셔는 챙저한 연습이 펼요하다. 예를 

들어 “있으세요”와 “있으세요.?" 같은 구별은 특히 초보 단계에서는 어렵 

다. 또한 펑서문과 의문문， 명령문의 구별에 대해 주의릅 환기시킬 필요 

가있다 

5. 마무리 

이상 살펴보았듯이， 일본어권 한국어 교사의 기봉 쪼건으로서는 무엿 

보다도 교사 자신의 인성이 중요하고 학습언어인 한국어쁜만 아니라 대 

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핵습자의 모어인 일본어도 알。싸 하는 것이다. 

일본어권의 한국어 교육은 일대 새로훈 전환기흘 맞고 었다. 

일본어권은 전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3)-4()O/ÍÍ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 

한 일본어권의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껏이 과연 무엇인가률 다시 한 번 

학계 전체가 진지하게 확인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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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秉根 • 徐泰龍 • 李南淳編， “園語學講座1 文法( 1 )", 셔옳: 太學社， 1001. 

李翊燮， ‘關語敬語法의 體系化問題’， “國語學" 2, 國語學會훤， 서울: 關語學會，

1974. 

임홍빈 • 장소원， “園語文法짧 I ”, 서옳: 한국방송홍신대학교출판뿌， 1잃 

최용갑 • 리세룡 편저， “조선어학사전 연변: 연변인민출판샤 l앓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샤 1없 1971. 

黃燦觸 외， “韓日협照分析 서올: 明志出版社， 1쨌. 

후지모토[顧本幸夫]， ‘일본에이껴 한국어 연구 현황! 저뻐회 국채 한국어 학술 

대회 발표요지， 서울: 한글학회， 1없 

(.2) 잃롤어로 쓰인 용헌 

가도와키[門關誠一l ‘日本語&朝蘇語σ〕語훌’， “ H 本諸數尊"48， 東京: 日本語

敎育學會， 1앓. 

깐놔管野格몸]， “朝鷹語η入門" 東혔: 白水社， 1001. 

, “基鍵/、 ν7"}ι” 第l卷 1-12號， 第2卷 1-12號 東京: 三修社，

1쨌-'ifl. 

籃修， 朝蘇語짧究會， “朝蘇語창學않f ”， 東京: 三條社， 1æ7.

’ ‘文法漸說’ 간놔聲野格닮] 외(1뼈)에 수록. 1앉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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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노[좁野格닮] 외[早川嘉春 • 志部昭平 • 없田*if策 • 松原孝俊 • 野間秀樹 • 

뿔田今 日子 · 伊廳英人共編， 金周源 • 徐尙模 • 끊之上幸 1짧力]， “ 그 

Â.-1::久朝和離典 東京; 白*社， 1앉였 

고놔河野;、郞]， “河野六郞著作集” 第1-3卷， 東京: 平凡社， l!m-oo. 
權在淑， ‘現代朝離語α)用릅(1)接續形-니까~:--=>μτ’， “μ때lja” 第3號 東京: 上

智大學 一般外園語， 1002a 

“現代朝蘇語α)用홉σ)接續形m (-이j-어) I:--=>\> 、τ’， “다때ua" 第5號，

東京: 上智太學 一般外國語， l OO4a 

‘現代朝蘇語σ)接續形m-서~:끼、τ’， “朝離學報” 第1없輯， 天理: 朝蘇

學會， 1없4b. 

---기 “ :'h1J'(;, σ)朝蘇語 東京: 三檢社， 1앉E 

金恩愛， “日本語 ε 轉國語(1)表現樣相!:--=>\>、τ 東京: 東京外關語大學 :ID1 

年度후業論文， :ro2, 

노.uH野間秀樹l “길 朝解語~σ)道” 東京: 有明學術出版社， 1뺑~. 

, ‘朝蘇語σ)名詞分類-語尊論 • 文法論σ)t: ðI')!: ’， “朝蘇學報” 第

1￡輯， 天理: 朝蘇學報， 1웠)1). 

, ‘朝解語σ)꺼• J?r 셔 - 擬聲擬態語σ)境界훌II定， 音 k 形式， 音

ε意味I:--=>~ 、τ’， “學習院大學혐語#同짧究所紀要” 第13號， 東京: 學

習院大學 言語共同짧究所， 1없):;， 

, ‘朝解語σ) 거- J?j、삭 -- 擬聲擬態語k派生 • 單語結合 .~ν 

젓‘! :J ^ . T :J Â. r I:--=>~ 、τ’， “學習院大學言語共同맑所紀要” 第14

號， 東京: 學習院太學 言語共同몫{究所， 1001. 

, ‘現代朝蘇語σ)對格&動詞(1)統辦論’， “름語합{究m" 東京: 東京

外國語大學 語學함{究所， 1없3a 

, ‘現代朝解語σ)語훌分類σ)方法’， “言語隔究1\'''， 東京: 東京外

國語大學， 1뺑b. 

, “朝蘇語分類基魔語藥集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語學數育lff

究協議會， 1쨌i 

, “至福σ)朝蘇語 東京: 朝 日 出版社，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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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才 J '7~ 작ξ音象徵， “름語” 第$껴홉 觀號， 東京: 大修館寶

店， ID>1b. 

시팎志部昭平l. ‘日本 1:쉰，t~朝蘇語짧究 1945-1001’, “千葉大學人文짧究” 

第:21號， 千葉: 千葉大學 文學部， 1앉겼 

쓰카모토[像本勳1] ， “朝解語入門 東京: 岩波書店， 1!Rl. 

쓰카모토[爆本秀樹]， ‘ 日朝對照級究 & 日 本語數育’， “ 日 本諸數育” 第72號， 東

京: 日 本語敎育學옳， 1앉n 

우메다{梅田博之]， “韓國語 1 . II", 東京: 東京三中흉， 1976. 

, “NHK,I,;"- .lJ'Jι入門 東京: 日本放送出版協屬， 1웠 

, “X 갖 ν ~'-}-t，l 、 ν ?’/ν講座 東京: 大條館書店， 1댔1-91. 

, ‘朝蘇語’ 가메이[훨井孝] • [河野六훌며 • 지놔千野榮--] 編

所收 1!Hl, 

유타니[油삼幸*버， ‘朝蘇語σ)同形異語!:"'?μτ’， “朝蘇學報” 第l잃輯， 天理: 朝

蘇學會， 1앉웠 

유타니[油삽幸쩨 • 가도와키[門關誠一] • 마쓰와松尾勇] • 다카시pH高島淑郞] 

編， 小學館， 金星出版社共同編策 “朝蘇語鷹典 東京: 小學館， 19.n 

林八龍， ‘日本語&韓國語1: 쉰，t~表現構遭σ)對照考察’， “宮地格 • 軟子先生古

m記융:論集 東京: 明治書院， læ5. 

任￡뼈格 • 洪瓚杓 • 張淑仁， ’‘外國人σ)t::.~η韓國語文法" ') η1ι: 延世大學校

出版部， 1~였 

하세가왜長삼川由起子]， ‘일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옴 져도법-입문 단계 

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g’. 

하야카왜早)11讓春] • 사에구'ÀH三技훌購] • 유타니[油감幸利] 외， ‘'N 빠ν、ν 

7‘lν講座 日 本放送出版協會， 1쨌{없 

후지이[藏井幸之助]， ‘ 日本語母語話者σ)t::.~σ)朝蘇語學習用數材 • 關連텀緣’， 

“版南論棄” 第젊卷 第1號， 松原: 限南大學學짧， 1廳，

(3) 충국어로 쓰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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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大學東語系朝睡語專藥 • 延迎大學朝語系朝蘇諸專業 合編， “朝蘇語實用

語法 北京: 商務티]書館， 1976. 

(예 영어， 옳어， 톡잃어로 쓰인 문헌 

μ.ùroff， F. 짜1 Intrcx:il짜쩌， OJW칭e in K01따~ Bc뼈 1-3, soo띠 Yon랩 

Univer허ty Press, 1앉경. 

뼈떠n， S. E. S~h Le\li잉s in J.많JaI1 뼈 M없， Lα쟁I앵~ in αd따'e αJd 

soci’찌" 뼈nres. D. (e:!), 뼈WYI때: 밟짧 & Row, 1$1. 

없ms때~ G. J A Korean GrarrrrrIr, (=MSFα1 82), 1빼따ci: S뻐뼈l밍s

Ugrilai였1 없뼈， 1쨌. 

없m， Ho-rnin Kon쨌1， 1α1don: 뻐.rtle:뺑 l없. 

(5) 러시아어로 쓰인 문헌 

)(om ,llOBHtI. A.A. ()qepl< r뼈빼‘!lTHI<H 1<01용RCl<oro Jl31>11<a. ‘ ÐCl<Ba: H3lUl TeJIbCTBO 1lH 

TepaπP>I Ha HHOCTp빼없 찌31>11<ax. l ffi4. 

(6) IM:B 

문부파학성(文部科學省): ht따ιwww.rr없t.go.jp/ 

대학입시센터: 빼//빼w.따.ac.jp/ 

도쿄(東京)외국어대학 htφ1:1/빼w.tufs.ac.jp/'mdex-j .htm1 

오사캐大版)외국어대학 h때:llwww.os싫없-g하d머.ac.jp/ 

칸디{神田)외어대학:h빠Ilwww.뻐ís.ac.뼈 

니쇼학새二松學舍)대화 http://www.빼X쟁짜U뼈-uac.jp/ 

도。þP}(富山)대학 ht따Ilwww.toyama-uac.jα 

멘리(天理)대학 h빼따:/，써/째www.뼈u피i-uac.j 

히로시n매k廣島)껴여자대학학~ h때:η/νïwww.바U며jψo-u.ac.j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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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熊本)학원대학 h빼:/ /www.kI.nrng밟uac.jp/ 

縣立 니가태新鴻)여자단가대학: http://www.띠coJ.ac.jp/ 

조선어연구회 개요: 

h때://www.tufs.ac.jp/W]없'SOI1aI/noo빼밟빼societJ에l.h1m(한국어) 

ht따//www따s.ac.jp/tsl~noo빼없따뼈jr뼈{，htmI(일본어) 

조선어연구회의 기힘1쨌년 제1회 - 없R년 1쩔 제1없회): 

ht따/ /WWW.tufs.ac.jp/tsll없sα1al/때빼빼삐ι밟L비S뼈l.htmI (한국어) 

한글능력검정시험: 한달능력검정협회: http://www.뼈빼.or.jα 

한국어능력시험:도쿄한국종합교육원:h때://www.빼rokugr.jp/jp/삶ltmh1m 

국제문화포렴fThe JaJ:α1 Fì없jffi): 일본의 고둥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h때:!/빼W.디f.or.뼈띠j/jjl에'e(X)π.h1m 

일본어교육학회: 빼:/ /WWW.SOC.nii.ac.jç뼈g/ 

국립국어연구소(일본): http://www.k，빼때.go.jpl 

일본국내 언어학 관련기관 www 리스트 (고토[後顧] 작성): 

http://www.saJ.뼈뼈ru.ac.jpr-ga뼈아amren.htmI 

노마히데키 연구실 

http://www.tufs.ac.jp/tsI없-sonal/뼈빼없떼따뼈áll.shtmI (한국어) 

h뼈:/ /www.tufs.ac.jp/ts/없'SOna뼈æhi빼/Ìr뼈.x.shtmI (일본어) 

h빼:! /www.aurora.dti.ne.jκnoIml 



66 국어교육연구 제9집 

·日文提要

日本鋼σ)훌훌園짧離mσ灌本蘭추 

野閒秀樹

;本鎬';J:， 日本t::쉰 tt ô敎育機關別a韓國語敎師창類型化 L ， 韓國語敎師iJ I

備 .z. ô<< 혼基;本的경r條{牛 t: ιJ~ 、τ述<<t:. tσn\h ô . ε t) htt學習者η母訊

강知ô-: ε σ))휠要，性강說L 、 t:.. 

터 本 (:ì-3 tt ô韓國話敎育따， 땀{究者養成σ)t:. (/)σ)大學院t: 쉰 tt ô韓國語，

大學σ)專攻科目 j한韓國語敎師養成科덤 ε Lτo’)轉國語， 大學σ)敎養科Fl èL

τσ)韓國語， 高等學校t: ì-3 ttô韓國짧， 民間σ)語學學校t: ì-3 {tô 韓國語1j: c‘

t:分類수 ô -: è iJI"(: 혼 ô. 太學σ)敎養科目l."냐， 國公피:61大學， 私v:154太學，

計215大學칸韓國語η科텀 iJl'開設켠 nτμô. 高校τ따165校칸韓國語iJ、敎 i 

ι n -C~、 ô. 民rl'l1σ)語學學校강· ε t: ì-3 tt ô韓國語敎育 & 重要강:r뚱떻l 창 果 t:. L 
τμÔ. -:nGt:要請융nô韓國語敎帥像';J:깐n .f'n~↓、 LT"'J異강 /)τL 、 ô. 

강·쉰， ID2年1 月 J: t) , 太學入試k ν 갖-試驗t:韓國짧科目 f導λ연 tu:.. 民

f힘σ)/ 、 ν ;;";ι能力檢定試驗τ*따年I없IDX)名以J:σ)志願者‘창數&τL 、 ô. 

빠究志向σ)大學-t:'太學院 t:쉰(t ô韓國語敎師σ)基本;條件따 , 人格， 學問的

갑業續￡能力， 敎育的강r能力， 寶獨的강r能力 bη t:.點‘:集혐r-r ô-:è iJ ‘l." 

혼， .f n.f'tu: "'J~ 、τ述ζt:.. σ) -j t?, 敎育的앙能力t:關 Lτ';J:， 敎師σ)個

性， 즙語 .f n自體 t: "'J l 、 τσ)쩌1識， 文化t: "'J ~、 τσ)知識& 關心， 敎授法 ε L 、

-;1:.觀點j、 ι 考.z. ô -: è iJ Iτe혼 ô. 

學習者η母;홈창知 ô-: ε σ)重要性 ε ~d觀點iJ' ι' ;J:， 日本語母語話者{: ε 

。 τf可껴、難 Ll 、 σ) iJ' 창웠lô必要性창具體的 t:述식， 語활 èXi去， .f Lτ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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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音，:關-tJ.>課讓σ)類型化창試l-J. t::.. 많存σ)닮究칸';1 1>좋 1) 取 n 上lf C:. h

τ::.. i;t 1P -:;1::. , 表現樣相σ)違μ1:ιJ I，、τ따 è I)Nt注닙 L 강:lth↓￡강rι 칭:v 、; 

ε 창彈調 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