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핵}써의 국찌l 영어 쐐 양성 젤핵확 

1:J~뺨작한.:ii!..사자쩔 

이동째* 

O. 셔문 

이 발표.1l는 크게 3뺨로 구성된다. 제 1부는 미국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실태흘 다룬다. 대체로 이렌 프로그램윷 1ESQL(TI웠뼈ng 앉19lish 

for Sκ빼rers of other 따聊.æges)2l이라고 한다. 하와이 대학교에서는 

ESUEr때i양lasa 앉없xl 따맹뼈ge)이라고 칭하'.ï!.. 있다. 이 많L윷 중심으 

로 미국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성 실태를 간확하게 소개한다. 제 2부에 

서는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언급환다. 주최자 측에서는 교사의 자질 속에 

* 하와이대학교 한국어파 교수 
1) 이 발표에서 이미 학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전문용어는 그때로 원어활 사용한다. 

새로운 용어는 처옴 인용될 때딴 번역올 붙이고 그 이후에논 웬어블 쓰기로 환다，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도 원어로 적는다 〔따:hJi뼈e(표어) 같은 것도 원 
어로표시한다， 

2) TESOL은 π<:5L이라고도 하는 데 이것윤 Teochir앵 of English as a StnXXI 떠때뻐ge 
의 두문자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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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어권별로 양 언어 차이로 씬한 (강조눈 밸표자'7} 환가하였음) 한 

국어 발옴， 어휘， 문법， 담화， 푼화 교육 지도 시 주의할 사황， 해당 언어권 

한국어 학습자 특성， 분야별로 학습자플이 가장 어려워히는 사항틀， 교사 

학생간 문화 갈둥 유형 풍 교사가 알고 준비해야 활 구체적 사항”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그 사항률 중에서 문법3) 사항만을 다룬다. 

우선 외국어 교육이나 제2 언어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법 교육의 필 

요성 여부를 알아본다. 그에 기반올 두고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차이로 

인한 문법 교육이 훨요한71를 생각해본다. 펼요하다면 교육자 입장에서 

우선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히여 자르쳐야 활 문법 사항윷 선정하고 깨우 

쳐야 송}는 것이 급선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교사의 다른 자 

질 즉 교수법， 수업 설계， 학습자 특성4)에 대한 고려 능력보다 앞서야 하 

는 것이다. 끝으로 제 3부에서 어떤 문법올 가르철 것인가룰 논의하는 것 

으로결론을맺겠다. 

1. 미국씌 π없과쟁과 한국어교써청 

하와이대학교에는 마뼈tIrent of sæond 뼈때뻐ge Stu顧라는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는 박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있다. 이 발표에 

서는 이번 힘탤회의의 대상이 석사학위 학생에 해당하므로 석사학위 과 

정과 ESL만 소개한다. 주최자의 요청은 “미국에서의 국제 영어 교사 양 

성 실태”이나 대상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한국어 교사 지망자 

이기 때문에 발표자가 X뼈하고 있눈 하와이 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사 

3) 여기서 문법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문볍올 지칭하며 이는 발음， 어휘， 구푼， 화용법 
까지 포함한다. 

4) 이 세 가지도 주최자 측의 요청에 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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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더욱0] 하외여대학씌 이 뚜 파쟁의 졸업생똘 

이 미국의 여러 대혹L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기5) 때문에 이 두 

과정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6). 

이 ESL 과정의 안내서는 “이 석사과정은 1001년에 설랩 되었따. 이 과 

정은 미국 대학 중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현재 제일 큰 것이다 이 과정 

은 그 교수의 다양한 전문성파 학숨 활동， 교과 파정의 넓이와 깊이， 또 

출판환 연구 엽적의 질과 양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제일의 우위룹 차지하 

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석사과정은 다옴의 다섯 개의 목표7)을 가 

지고있다. 

1) 짧입 확표 

(1) ESL수업에 필요한 지식기반(00얘뼈ge 밟se)의 근본적 개념의 여해 

(2) 최첨단의 SLS 문헌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 
지 연구를 이용 또 자타의 교수활동올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반을 조 

칙적으로 연구 (3) 효과적인 학급 교사가 되는 것 (4) 제2언어 교수 프로그 

램을 셜계， 훈명， 또 평가활 수 있는 교과 과챔 능력(cuniculum 빼lls) (5) 자 

성능력(ref!octive practice)의 연마 그래서 교사로서 계속 향상올 지속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가치관올 소유하고 ESL환야에 적극 참여하여 ESL에 기 

여할수 있눈 지도자양성 

석사과정 목표.o.\1A pr맹am α>als， 첨부 #1 참짜리는 안내서는 이 다섯 

5) 물론 그률은 대부분 박사학위 취득자이다， 
6) 발표자도 하와이 대학의 T앉;oL과정 제 l회 졸엽생으로서 l짧년에 석사확위룰 받 
았다. 

7) 여기 그 목표를 변역해 본다. 그러나 번역은 어디까지나 번역에 지나지 않능다. 따라 
서 ht따ν'www.haw려í.뼈상sln:a.JI맹뼈뼈없뼈'e.html에셔 원문을 창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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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항목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가서는 그 중에 제l 훔표만 

올소개한다. 

2) 많씌 짧훌훌 l 

ESL수업에 필요한 지식기반: 우리 졸업생률운 다옴과 같은 지식기반의 

근본적 개념올 이해해야 한다. 즉 ESL, 언어학적 환석， 영어옴운론과 구문 

론， 제2 언어 습득론，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어용론， 그리고 언어교수법. 

졸업생틀은 또 ESL이 더 광법위한 교육적 사회 정치 적 환경과의 연판성을 

이해해야한다. 

여기 다섯 개의 목표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듯이 하와여대학교의 

ESL에서는 철저한 실험적(없뼈h대}) 연구결과8)에 근거룹 두고 있는 제2 

언어 습득(Second 띠g뻐ge A띠띠뼈(11) 이론에 7]반윷 두고 모든 교과과 

정이 짜여져 있다. 이것은 종전에 시행하던 접근법과눈 전혀 다르다. 하 

외여대학교의 ESL은 이러한 교육 철학 하에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로 자 

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으로 제1의 우위”를 차지히는 ESL과정으로 자리 

잡고있다. 

교사 지망생들은 상기 다섯 가지의 자질과 능력을 가추는 데 총력쓸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와이대학교의 ESL의 목표가 이번 화술회의가 지 

향흩}는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 개선 방안”의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ht따νWww.haw머i.빼sls/m뼈맹때빼ochure.html에 있는 하외여대학교 

8) 아래에 (딩에서 언급하는 Jarres Læ와 댐II V;때pa!敏1(1쨌)이 주창하는 ‘Rα웠sing

Orien뼈 GrdTllll1af Inslnlc뼈1’ 올 뒷 바청하는 중거도 이와 같은 설험 연구{에엔rical 
R없ùü에 기초률 두고 있는 것이다 &뼈i얘m며1y에 포함한 하와에대학에서 개발 

한 Korean 대19U앵e P1acarent Test도 실험 연구의 하나로 ÎllJ).lt proctice가 αJ1put 

JrOCtiæ.!t다 더 중요하다는 가쟁올 실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의 하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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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SL의 석사파정 소개서와 이 발표문에 첨부된 한국어석사과정 소개 

(첨부 #2)를 참조하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담당자률이 한국의 현 

실에 맞게 휘사 선택하기를 바란다. 

다만 한가지 바랍직환 것은 셔옳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 한국어교육 

과정을 설립혀여 학생들이 견학， 실습， 실험， 연구도 할 수 있게 해야 활 

것이다;9) 이것은 하외에대학교의 없L온 f훨뼈iÐ빼양1 밟g찌ge Pr많뻐n 

(HELP)이라는 산하 영어 교육기관을 두고 있고 한국어 MA과정도 한국 

어과의 한국어 교육 시설이 있어 학생률의 견학， 실습1 실험， 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있눈 것율 닮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2. 바랍작한 ￡사의 X댐: 지식기반훌 구쭉한 교샤 

다옴에는 상기 하와이대학교 ESL학생툴예게 요구하고 있는 다섯 가지 

목표 중 첫째인 지식기반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 중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눈데， 그 중외 일뿌는 본 학술회의의 주최자 측 

에서 강조하는 “해당 언어권별로 양 언어 쩌1로 인한 한국어 발옴， 어휘， 

문법， 담화 ... , .. " 둥과 일치한다. 이것이 교사에게 필요한 중요환 지식기 

반 중의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ESL에서는 이 

수 과목으로 영어구문론과 영어음성화올 요구하고 있고 한국어석사과정 

에서도 한국어구조론(Structure of Kor얹})에서 발음과 어휘， 구문울 교수 

하고 또 한국옴훈론 및 형태론(없없n Fmr뼈맹y & Morphol맹y)과 한국어 

구문론과 의미론(l(o뼈n Syntax & 않때ltiCS)의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는 

9) 서울대학교의 어학교육원의 시셜올 적극 이용할 수도 있융 것이다. 후에 들은 바로 

는 내학년도 즉 없E학년도뿌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한국어교육학 박사와 석사파 
정이 설치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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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0]다 

이와 같은 양 언어 ~to]로 띤한 문법 지식기반이 외국어를 교수하는 

데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륜 발옴과 구문교육에서 예시하고자 한 

다. 그러나 그 전에 문법교육의 자리 매겁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사 지망 

생틀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고 또 어떠한 소선올 갖고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돕기 위하여 문볍 교육에 대한 학계의 최끈 의견을 종휩L해 본 

다. 

[빼d Nunan(1~: 9)은 @πrrunìcative 벼핑뻐ge Teac뻐19(CLT)을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인문주의와 갱험적 학습(hurnanism and experienti떠 

l없따19)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CLT에서는 대체적으로 문법연습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예 

로 최근에 있었던 멕그로-힐 출판사까 주최한 제5차 제2언어습득에 관한 

위성원거리회의(Fifth Annu외 M뻐'Rw-Hill 없te피te Tel쨌1ference on 

T뼈cs in secαld 뼈때uage Acquisition)에서 “교육파 습득: 의사소통언어 

교실에서의 문법의 역할 제2뷔Instruction 없xl Ac때ui빼on: The Role of 

Grammar in the Conmmicative 때맹뼈ge Clas않없n， p~없tm에 대한 토론” 

올 소개해 본다. 그 토론에서 Diar몽 I\1usumri눈 “규범 문법10)의 의식적인 

지식은 언어 습묵에서 대단히 정은 역할올 하는 것 같다 는 것을 우리는 

안다. 특히 초기에는"라고 하였다. 즉 l뻐밍age s뻐l--using댄，}O] 중요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αT에서는 언어학습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포함한 

활동을 흉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 활동은 실세계의 task륜 

완성하고 또 유의미(me없i탱ful)하고 authentic한 언어사용을 말한다 

(Richards & Rodgers 1蘭: 72), 

따라서 언어학습 이론가와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언어사용율 연습 

10) 이것은 언어학적 문법(Jj때버stic Grammar)이랴고 볼 수 있대제 m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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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또 학혐의 문햄l서 다륜 셔휩룹과 살。}7}는데 필요활 것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에서 역할어나 없양를 실행하는 연습올 합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α뼈짧io f빼ey， axn: 91). 언어 

학습은 언어콜 씀으로서 이루어친다윤 표현은 이 접근볍외 적절한 요약 

이며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접근법에서는 skill-usir핑 쪽 ou따K 짜α:es밟19 

에 주력하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반대의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Jaræs Lee와 
B피 Var뼈뼈l(L&V， l'聽)은 체계적 뼈1t01훤st:ructun:rl 빼1t: 때1t 

mα$왜19이라고도 한다)올 제창하고 input룹 in빠rel1)로 만툴기 위한 집 

중적 연습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L&V는 CLT에서의 천통적 (문법 )12)연 

습을 (3)과 같이 나타낸다: 

(3) Ir삐1t • Intake • I농V허뼈r핑 Sys떠n • CÀl따1t 

집중점 연습<focu뼈 α뼈ce) 

L&V는 ‘DeVI어opir필 sys뼈1’이란 ‘학습자가 시간어 걸려서 딴활어 가는 

내적 체계(i順nal systffi1)’ 또는 ‘학습자가 배운 언어외 체쳐1’라고 규정한 

다-13) (p.94). 이 도식은 깐단히 말해서 푼볍융 셜명하고14) 곧 학생들에게 

문법올 사용하게(빼피해핑하제)하는 교수방볍올 말한다'.L&V눈 “언어습 

득은 순간적으로(ins떠ntar없1영y)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11) Input는 구어에서는 귀로 들어오는 묘든 것이고 in때f는 그 중에서 청자가 헤아려 
배워서 머리에 정리 간직홉}는 것이다. 

12) l.&V는 아래 (3)파 같은 학습은 전흉적 CLT반외 학습이라고 칭하고 있다 
13) Toh왜ω(1됐)는 “dev，밍때ng system"융 α뼈뼈\yü쨌)의 LAD라고 칭한다. 이것은 

뼈때뼈ge A띠.usitiαlIÆ찌ce의 약지이다. 
14) 문법 설명이 전혀 없올 수도 있대Musumri， l'쨌 참조). 이혈 때눈 “문법의 제시 

(α-esen때tion)"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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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찌). L&V는 이 전통적인 CLT의 문법교육윷 다·읍파 같이 i쩡하고 있다 

(p.!E). 

(4) 간단히 말해서 deVi잉뼈ng syst없1에 변화를 주려눈 전똥척인 문법은 

언어습특에 있어서 멜뼈se) 앞에 수례흘 다는 것파 같다. 학습자는 

deVI머뼈19 sys때1이 뼈lt 자료에 기초히여 3 쳐l채훌 세옳 기회가 아직 

없었는데 pr여uction을 요구 당하는 것과 감다. 

L&V는 자기들의 문법교수 접근법윷 ‘proc얹없19-Orien때 Grammar 

Instruction.’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proces떼핑’이란 ‘k뻐π mα$없19’을 말 

하는 것이며 이눈 input에 주어진 언어자료로 언어체계률 구축하기 위하 

여 'fonn-rr뼈띠ng 때mectiα1S'15)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 

틀의 Processing--ürient없 문법교육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한다 

(p.OO): 

(5) In{l.lt • In때‘e • ~VI하뼈Jg Sys따n • Oùtput 

αα$왜Jg rnrl뼈lÍsms 

집중적연습 

여기서 집중적 연습이라는 것은 체계적 뼈lt 활동띠다 이것이 i聊t블 

inl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 언어체계(irr敏181 syst뼈)의 구 

축이란 i뼈t에 의존한다는 것이며 좋은 뼈t를 받아서 잘 처리해야 이 

체계가 잘 구축된다는 것이다. 즉 s뼈J-using 전에 뼈ll-gl밟ing의 한 단계 

로 중요하디는 것이다 마치 옴식올 먼저 잘 씹는 것이 그 영양섭취에 기 

15) L&V는 ‘따mec뼈’은 “‘때뼈뼈1SÌα1’과 다륜 것이고 ‘connection’이란 input에 있는 
정보내용으로부터 뜻을 추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쇄서외 국제 영어 과} 양생 실태와 바람직한 교사 자젤 • 이동채 1양 

본이 되는 것과 같다. 영양섭취가 씹지 않아도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보 

장은없다. 

그련데 이 (5)의 체계적 k뼈lt 훨똥이 전기 (3)과 같운 CLT외 전홍적 문 

법교육 접근법보따 우수하다는 중거논 무엇인7t? L&V는 여러 개의 실험 

연귀많뻐rical r웠짧"Ch) 결파률 보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것윤 L&V의 

져서(1됐)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문법 교육이란 어느 외국어학습 상뺑l서나 중요 

한 것이라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와 학습 대상 

언어 동에 따라서 그 중요생의 ~t이가 있다고 본다:C농h-Murcia(C녕않 

l\1llrcia, 1001: 뼈)가 이 점을 잘 정리해 놓았다. 그러나 〔생ce-l\1í.뼈a는 학 

습자변수만을 고려에 넣고 있으나 발표자는 학습목표와 모국어와의 언어 

차이를 각각 학습목표 변수와 언어적 변수로 첨가하여 아래 도표 (6)에 

진한 글(OOld font)로 표시하였다. 

(6) 문법교육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변수16) 

16) 여기서 Group 1, GrαlP 4 한 것온 미국의 외교판훈련웬(F앉)의 흉계애 외한 것인데 
한국어롤 제 4군으로 제열 어려용 학협로 환류하고 영어와 비슷한 서반。에 동 

은 제 1군에 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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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에 의하면 성인이 된 C갱어화자어l제 그둡씌 또국어와 전혀 다른 

한국어를 가르철 때는 문법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렬 수 있다. 

그러면 자르치는 것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개 전기 하외..01 대학의 ESL 

이나 한국어 석사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지식기밴뼈，wl어ge ba않)의 

하나인 문법 지식을 구축흩뼈야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목표어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 얄아야 효과적인 학급 교사가 될 수 있다. 

다음에 한국어 발옴과 구문 교습에서 쓸 수 있눈 실례릅 틀어본다. 

우선 발음으로뿌터 시작한다. 교사지망생틀이 영어를 알기 때문에 한 

국어화자가 영어를 배올 때의 문제 하나와 영어화자가 한국어를 배올 때 

의 문제를 예로 틀어본다. 우선 한국사람이 영어의 z음이나 3음을 배우 

기가 매우 어렵다. 즉 한국사람은 Sue는 잘 발융하냐 zoo를 정확하게 발 

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쥬라고 발음하기 일수이다. 이것은 영어에 

는 z음이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참읍(fricati ve)인 z 

대신 폐쇄음{s때)이나 파찰림빼때lte)이라고 불리는 χ를 전용(없nSD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간섭Grr없짧1Ce) 현상이따 3 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II없sure룹 발옵할 때 구개읍화 한 파찰융 3 률 쓰지 못하고 또 X 

를 전용하기 일쑤이다. 즉 한국어에는 人나 쉬눈 있으나 zy. 3 는 없다. 

그 반면 영어에서는 S와 z가 최소대어(또는 최소쌍)(mi따nal 뼈ir)를 이루 

고 J 와 3 가 최소대어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최소대어의 짜l눈 전자는 

각각 무성읍{voic머얹S)이고 후자는 둘 다 유성음{voi뼈)이다. 한국어에도 

유성읍이 여렷이 있다. 대표척인 것윤 口 L， 0 동이다. 이 소리틀을 발 

읍할 때 목청이 진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모옵윤 유성음이어서 

목청 떨렴올 통반한다. 여기서 유의할 젓은 영어화자플이 튿지 못하는 한 

국 모읍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으-모음이다. 대부분의 옴성학자 

틀은 영어 모융 사각도에 으-모음을 포함시커지 않는다. 이젓을 한국사람 

틀이 z나 3 발음에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즉 무성음 人(S)을 길게 발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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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거기에 유성쪼옴 으-훌 첨부하면 z가 되고 순에 으-룹 부가하면 3 

를 발옴활 수 있는 것이다. 죽 한국어와 영어의 발융옳 비교하여 발옵을 

가르치는 데 이용하지논 제안이다. 따라서 읍성학 흑히 조옴음성학 

(articu뻐Y 며뼈뼈cs)올 공부활 펼요가 있디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이번에는 영어화자한테 한국어의 폐쇄융의 

명음(î ， C, 닝， 지， 격융(구 E， 표， *)과 경용<11 ， π， Ill:l, ;>;A)을 가르치 

는 데 발림조융)음성학의 역할율 살펴본다. 우선 한국어의 폐쇄옴은 이 

셰 가지가 대치되는 데 비해 영어의 폐쇄읍과 폐찰음은 유성음{g， d, b, j) 

과 무성옴 (k, t, p, ch)으로 양분된다. 여기에 한국사람틀이 영어의 유성음 

올 배우는 데 또 미국사람둡이 한국어의 평옴， 격읍， 그리고 경음을 배우 

는 데 어려움올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격옴과 경읍윤 영어에서도 있 

다. 다만 이틀은 한국어에서는 세 개의 옴소(뼈n廳)로 존재한다 즉 î

줄은 /î기7)， /격끼 /11/으로 나타나고 c-줄은 /c지 /E/, /cr../, 닝-줄은 

/님/， /고지 /Illl/으로， 또 7'-줄은 /7'끼 /*끼 /7;ψ으호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경음과 격음은 같은 음소의 이음(a!lαphone)으로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무 

성음 /kI, IÍν" /pI, /ch!는 강세 (s뾰ss)를 받는 음절의 첫 음으로 나올 때는 

[격]， [E], [피， [*]으로 소리나고 S 다옴에 나올 때눈 [끼]， [띠， [Ill:l], [;>;A] 

으로 발음된다. 예를 틀면 (7)과 같다. 

(7) 영어 무성 폐쇄옴의 이옴 

갚생 §二단율 

Aν kill 녕rill 

/ν tick stick 

/PI llI1 업n 

/벼/ chin ??18l 

17) / / 부호는 옴소를 나타내는 반연 [ ]은 실제 옴윷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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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b/는 영어에서는 S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Please 밍t 

J여m 같은 문장에서 삶의 t를 발합하끼 위홉}여 날숨 모은 것율 파열 

(rel않않)시키지 않고 다옴 용절에 있는 j툴 발음하면 모았던 날숨 때문에 

j 소리가 경음이 되니 이것을 이용하띤 경옴 /χν흘 발옴합 수 있다. 

평음 기 C， 님^ 은 영어에는 없다. 제일 비슷한 영어의 옴은 /k, t, 

p, cb/이다 이 웅들은 전기한 S 다음에 쓰이지 않율 때는 한국어의 격음과 

같다. 그래서 이 소리틀은 한국어에 이미 격， 띤， 표:J:::로 쓰여지고 있다. 

띠라서 i명옴을 /k, t, p, cb/로 대치하라고 할 수는 없다. 캉여지책으로 학 

생틀에게 1 , C , 닝7: 대신 영어의 k, t, p, ch틀 쓰되 이 소리뜰에서 τ 

와 같은 기음{as밟ation)을 약화하거나，19) 제거하라고 활 수는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주문이다. 다행히 한국어의 /1 , ζ， 님， χ/는 다움과 같은 두 

개의 이음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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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어 평음의 이옴 

효성쏘보l 

[g] 

[배 

[b] 

OJ 

/,/ 

/c/ 
/닝/ 

/7:/ 

따라서 파긴는 [뼈i]로 단도는 [없00]로 뾰훌는 [뼈00]로 죄준는 [ch며u] 

로 틀린다. 이것이 한어의 로마자화 system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McCune-Reischauer sys뼈i에서 각 소리는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또한 

18) 영어에 S 다옴에 ch가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래 본문 설명울 보기 바람， 
19) 한국어의 i영옴은 유성옴 사이에 나지 않을 때는 약간의 기원as며at:ionl율 동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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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없mtion떠 Phonetic A1찌1a밟(IPA)에서도 이 렇게 표기하고 있다.20) 

즉 /1 , C , 님， ^-/은 유성음 사어에서 [g, d, b, j]의 이음으로 발음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음성학작으로 이용이라눈 것은 모국어민의 뇌리 

(psychol앵ical 뼈lity)에는 없는 것이다. 즉 한국사람은 /1 , C , 님， ^-/롤 

[g, d, b, j]로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고 영어화자 

가 [g, d, b, j]로 발음해도 /1 , 다， 1::1, χ/로 듣게 마련언 젓이다. 이 음성 

학적 사실을 이용하여 즉 한국어에서도 /1 , C , 님， ^-/를 [g, d, b, j]로 발 

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히여 영어의 유정읍 /g, d, b, j/를 한국어의 

평음 대신 쓰도록 권장히는 것이 좋겠다2IJ. 

이와 같이 언어학이， 이 경우에는 옴성학이， 영어화자에게 어려훈 한국 

어 폐쇄옴의 평음， 격음， 경옴의 구별을 영어에 있는 읍소 또는 이옴으로 

있는 것을 그뜰에게 깨우치게 해서 한국어음을 배우는 데 이용활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법을 가르치는 데는 어떠한가!? (6)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협가 문법적으로 쩨가 많융수록 문법교육은 중 

요한 것이다. 한국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인 반면 영어는 분석적 언어로 여 

러 개념이 분리된 단어로 표시된다. 이껏도 영어 화자에게 한국어가 제일 

어려훈 학습어 중 하나가 되게 웅}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어 언어학에서 

이루어 놓은 이에 대한 연구 결파를 이용해야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 

다는 것을 예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상황 문미(허tuation외 얹뼈ng) “ 는/ 

(으)L-데”는 상당히 빈도가 높은 문미로서 학습지틀이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데 소위 수식접새mxlifier 왜짧x) “-는!(으)L"의 선택이 복잡하다. 따 

라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 수식캡사의 선정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20) 손호민(1쨌)， p.2 참조 
21) 이것은 국립국어연구원얘셔 제정한 때xl년도 한달 로마자화 수정안어}셔도 채택되 

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논고의 주장과 공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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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과서는 3권에서 “」 데다까’있)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예 

문에는 “-는”과 “(으)L"의 둘이 다 주어져 았다. 물론 그 분포에 대한 설 

명은 없다. 그 환포룹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상 

황 문미는 수 없이 쓰이는데 그 중 예룹 들어본다. 

(9) 상황 문미(Situatioo머 g뼈I땅) -는!(으)L-대 

1. 먹-는 17. 높았-는 

2. 높은 18. 먹-겠-는 

3. 이 」 19. 높-겠*는 

4. 있-는 æ. 먹-어-야-하→눈 
5. 없-는 21. 높-어-야송:]-는 

6. 먹-이-는 22. 먹-고-싶-은 

7. 놓아는 23. 예쁘-고-싶-은 

8. 없-애-는 24. 억-지-않-는 

9 먹-더-L 25. 놓지 않-은 
10. 높이-더-L 26. 먹-지-못 하-는 
11. 있-더-L Z7. 높지 못하은 

12. 먹-으시-는 28. 억-고 있-는 

13. 놓으시-L 2}. 살-아-있-는 

14. 있-으시-는 

15. 있-으시-L 

16. 먹-었 는 

상황 문미 “-는!(으)L 데”는 (9)에서와 같이 무수한 어간， 접01샤 접미 

사구 다옴에 쓰이는데 그 분포룹 어떻게 학생물에제 가르철 것인가 발표 

22) “」 데다개’는 “」데”와 “에다가”가 이어 져서 행생흰 젓이다 따라서 여기서 예시 

하그찌 하는 “-는!(으)L"의 본포문채툴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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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통사접미사와 접미사구의 분류<Classifi때on of \T!얹bS댐xes ar없 

S뼈x Thra앉~， 1團)라는 논문에서 어간， 접미샤 접미서구를 (1이과 같이 

분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껑) 

(10) 어간， 접미사， 접미사구의 분휴.24) 

어캔s뼈15) 접미새S뼈xes) 접미시구뼈퍼X 따-ases) 

동사적 먹- -이애 -어야하 

(VI양밟1) 

형용사적 높/이- -더 -고싶 

(A예ectiv외) 

투명적 -하 -(으씨 -지 않j-지 못하 

( transrment) 

혼성적 있-/없- -w-았 -고 w-어 있 

(hy벼d) 

이 어간， 접미새 컵미사구들이 상기 (9)의 어느 예문에서 쓰여지고 있 

냐하는 것은 (11)에서 숫자로 표시한다. 

(11) 어간， 접미샤 접미사구의 예 

어간(s따ns) 접미시{suffi없) 접미사구(SuffIX 따-ases) 

똥사적 먹- -이애 -어야하 

예 6, 7/ 8 a>, 21 

형용사적 높/이- -더 -고싶 

예 2 3 9, 높던25) 22, 23 

23) 구체적인 이론척 근거는 그 논문올 창조하기 바람. 
24) 여기서는 어간， 접미λk 접미사구 전반의 본류를 시도하지 않고 상기 (9)에서 쓰여 

진 것만을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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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적 -하 -(으씨 -지 않! -지 못하 

(tran일:ment) 12, 13 24, 정 æ,'lJ 

예 건강/공부 

혼성적 있-/없- -썼-았 -고 'V)-어 있 

(hybrid) -겠 m :æ 
예 4, 5 16, 17/18, 19 

이렇게 분류하고 보연 상기의 어깐， 접미샤 접띠사구의 훈포룹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규정할 수 았다'，26) 

(12) 상황 문미상황 문미(혀tuation외 g뼈I앵) “-는!(으)L-데”는 상당히 빈 

도가높은문미로서 

「‘ “-(으)L"은 형용사적 요소(el없61t)(어간， 접미샤 접미사구) 다음 

에온다. 

L , “-는”은 그 외의 요소앙) 다옴에 온다~ (그 외의 경우에 쓰인다J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 발옴을 가르첼 때와 구문을 가르철 때에 필요 

한 문법의 지식기반 (J\IlO뼈어ge 밟se)을 예시해 보았다. 

25) 상기 (9)에 없는 것은 이 도표에 직접 적어 넣는다. 

26) 투명적 요소는 자기자신의 상횡푼미(더 정확히 말해서 형용접사 -는1-(으)L)를 요 

구하지 않고 그 앞에 요소의 분류률 그대로 투시하게 (지나가께) 한다. 자새한 것은 
발표재1쨌)를참조 

'2:/) 이젓이 영어의 소위 “else때Jere"라고 표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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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폼 

그렇다면 하외여 대학의 ESL이나 한국어 석사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 

는 지식기밴뼈떼어ge 벼se)의 중요 부분인 문법은 어떠한 문법이라야 

할 것인가 문법은 대별해서 언어학적 문법(피JgUÌstic 않mnmar， LG)과 외 

국어 교육 문법(F생agl맹떠1 Grammar, ffi)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D. 

Nunan(1~; 312)은 외국어 교육 문법은 “교육을 위한 문법Gn따때최 for 

따￡뻐19 αlJlX)Se)"이라고 정의하고 M αke-Murcia와 n 따없}-F쨌따1 

(1~: 5)은 “언어학적 문법은 내부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반면 외국어 교 

육 문법은 취사선택하는 절충적 문법(W밟얹s Ii맹띠stic 맑따lI11aI'S strive 

for internal cαlSÌS없1CY， 뼈agQ탱cal 망없lI11aI'S .. , are edoc따.)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저자의 의견은 다읍파 같다. 

(13) 교육적 문법(ffi) 

i, Cootrastive AI뻐y싫s Hy때1eSÌs(C뻐없)에 의해서 간섭(in뼈f짧1Ce)을 

일으키지 않는 규칙은 Iβ에서 그 빈도 순위가 이무리 높아도 제외해야 한 

다; 

ü. CAH에 의해서 m뼈fffel1Ce를 일으키는 규칙은 LG에 없어도 %에 넣 

어야한다; 그리고 

피. 교육적으로 효율적이변 내적 일관성율 희생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어 

야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발표자는 용법까지 겸하는 문법이라야 ffi라고 

생각한다. 예를 블어 상기 상황 문미(영tuation외 g뼈ng)를 가르치는 문법 

은 (12)와 같어 규정해야 할 것이다. 

28) LaOO( l004)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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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미를 가지고 언어학적 문법과 교육학 문법올 다시 분별해 보면 

다음과같이 된다 

(14) 상황 문미의 분포 

나JgUistic Gtαnrnar 는1-(으)L 데 

뻐ag앵i때1 Granmn-

형용사적 요소 -(으)L 데 

기타 -는 데 

어느 언어에서나 많은 푼법사행 아직도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이 연구된 사항도 교과서에서 외국어로서의 교육에 이용되지 뭇하고 있 

다. 한국어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한국어틀 교휩}는 선생틀은 

한국어와 그 대상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더욱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며 

그리하여 문법 지식 기반올 확고히 구축해야 효과적인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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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뿌 #1; p.1 

MA PR<X쩌AM α)AlS (~. of Sæond 띠19U짧e Studies, Univ. of Hawaii) 

Knowl어ge base for ESL te때뼈. our gr없uates should ur做'Stand the 

m떠arrental 때없~ts of 앙:te kno때어ge base 밟때i때19 to ESL (없X:I to vari얹ies of 

English such as Haw밍i α-eole English): li때uistic 뻐aly잉s， English 뼈noI앵7 뼈 

syn때x， secαldlar핑뻐ge acq띠sitiα1， psycho!i때버stics， sociolin밍llStiCS， pragmatics, 

빼 l뻐guage 뼈ag맹y. They 에lould also ur뼈'Stand how ESL relates to the 

larger 어ucational 때 앉riOjxJ!i뼈I con뼈L 

Utilization of re웠I낭1. our 밍삶uates 양뻐.ùd æ able to ur따~tand arX:I αitically 

ev;때.la않 the current li뼈3따-e of ESL (arX:I of r허없:ed v;없ieties of 앙19lish) 없X:I 

없gage in systematic inVI없:igation of the kno떼edge base to infonn their own or 

아뼈'S tea빼19 practi，α~. 

디assroom 破비I핑. our 밍뼈.lates 뼈n 뼈 competent classroom teachers. This 

meatlS that they sl뻐.ùd æ a버eto 뼈an 없x:l mar딩ge an ESL cIass effectively and 

æ able to ev외uate 하X:I s어ectively a뼈y a ratlge of 따lChing strategies as 

聊뼈iate to tl뻐r sh빼lts’ l1f빼sar띠 charac뼈1S따s. For fuis purjX)se, they will 

need to æ able to assess CIifi없X 따￡비ng situatic찌S 뼈 아leC뼈맹ing 따x:litions 

in a ClasSl뼈n， soastos허ect 따뼈뼈iate 없lC뼈19 [1'α빼뾰s ar띠 때쩌:lt to 

teac.빼19 stu뼈lts wi야1 이fferir핑 I얹rning styles 뼈 cul따'al 다t敏m띠s. 

Curric띠lU1l αrrgr뼈l없:es 때U 뼈.ve the 뼈l1s needOO. to ck정때10m뼈얹Blt 뼈 

evaluate a 앉없x:l l없聊ge 않lChir땅 α맹뼈n This rr없lS tl갱It tl뼈r 뻐11 æ able to 

@때.IC1: an 없외ysis of s따뼈lts l1f빼s; 웠 cour딩e goa1s 없띠 φ~ectives; design 뼈 

æ띠se tests; s허ect， 때없 뼈 αætema뼈i해s; 뼈 evaluate the α맹ram over배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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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lassroom level. 

Profes잉onalism our 맑없uates 하100뼈 have a concem for 한lective practice, so 

as to contin많 to ìrr때'Ove as t댔뼈E 파sn없ns they 뼈.ùd be able to e뻐mine 

d뼈rown 않achìr땅 αactices critica1ly and use a따m뼈iate stra따낀es for in뼈uving 

d삐r ìnstruction. To 뼈s er띠， they will be able to engage in systl얹1atic 

ìnvestigation of tl뼈r own and 뼈ers teachìng and the kno때어ge 벼se 뼈 themγ 

necessarγ to su야xnt 뻐d improve lan밍뼈ge teac바19 practices 뼈 JXllicies. 

첨부 #1; p.2 

1n addition, απ 망없Jates s뼈.ùd a<빼re v:빼않s so as to act in accordance with 

빼때1 s때띠ards 뼈 {l"Ofessionalism 없UJgst coll짧ues， and to con디nue 

αufl얹siα1al deVI리oprænt for the duration of 따1r career, 않냈<ing in<πf었sed 

knowl어ge of thetnselves as stt.앉~ts 때1i1e ren뻐띠I맹 fle.엄ble 없1d 어)eIl to change. 

We e짜m our gr때Jates to ir떠1뼈JCe the 싫d， guide its 빼-ection， 뼈 

eventuaily take on la:빼ers비p roles in ESL. 꺼1eY IT1aY e짜Ject to be involved in 

없i따19 뼈 supen뼈I핑 other ESL 때검iCtiÜαlers. To do thìs, t뼈y will ru:뼈 the 

하tills to cαnmunicate 뼈 in:없-oct effectively with 뼈ir coI1짧U얹， in order to 

orient rεw teacl뼈'S， to s뼈xnt teachers in the cl없앙oom， 뼈 to evaluate the 

斷hìng of others 빼e givir맹 effl뼈ve fet뼈ck. 1n additiα1， they should be 

COtr1!)etent ìn {l"OfessiαJal comrnunication. ot.π 망aduates 때U 뼈 able to 

때nmunicate ski뻐illy the res띠ts of tl뼈r instructional successes 뼈 failures, ar펴 

of tl뻐r other systen1atic investigations cα없nir맹 ESL through the full 때Ige of 

{l"Ofes앙이1외 conm.mìcatioo, 뼈1 때ly (e.g., at work or {l"Ofessional ræe뼈s) and 

in writir쟁 (e.g., through in-house r학αts 때 뼈cles in {l"Ofessional news1안따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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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jαm!ls). 

첨뿌 #2; p.l 

πle 빼ster of Arts Degree in 없st As뻐n μ팽뼈짧 때d literatures 

at the U띠versity of Hawaii at 服I없 

KOREAN LANGUAGE 

Prα뻐m scooe 댐ldC뼈ecti아영S 

The MA in 없st A외an 벼핑U맹esandU따lltures is offered with 뼈'ee areas 

of concentr뼈α1: αnneselar핑UE앵e and li않빠ure， J.따웰1ese lar용U쩡e and li뼈llture， 

뼈 Kor없1 lar땅띠ge 뼈 U뼈ature. 꺼1e pt뺑am is 없않I1f었 m αn에de stu없1‘s 

삐th 싫V없없었 profes없1려 없i때19 in 않 histOIγ 뼈 struc따'e of the c뼈en 

l없핑뼈ge and 뼈 li뼈llture of that 때땅뻐ge. wi따따1 eacb area of 때없1σatiαI， the 

stl뼈~t may choose to en때la영zeei암κd없핑뻐ge or li따1iture. The pt맹rarn is also 

in뼈양최 m αuvide pro뼈sional tr때ning 뼈 prnctical 따뼈ng exp:rience fcπ 

fu삐'e teachers of α1inese. J:없g없， ar때 Kor없l 까1eÍ;없ùty 뼈 做lities in the 

area of 따￡뻐19 않t AsiaI1 lar핑U쩔es 없'e n\.ll'æl"OUs 빼 di때·똥 뼈 

없이Jrag없1eIlt is 밍ven to those in따-ested in llJfSUÏng 따lC비ng 떠I없'5. 

Amssion R없JI뼈ænts 

In ac뼈tioo to 따뼈ηiVal of 뼈nis외α1 by the Gr빼Jate Divisioo, sn뼈1ts must 

have sati雄뼈아RE scores (1αRsc뼈s， mi따num of æ:>, aI'e 1핵빠'00 of 

때뺑1 stl뼈1ts) 때 lα따'5 of reconπær띠ati얘1， 뼈 rreet the 따웰trrents 

star빼rdsof 따~뼈x;e in Krn없1. Advancerr뻐1t to 때1때dacy 허so assuræ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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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때벼ge of the struc뻐-e of the language (Xjuivalent to KOR 451 뼈 452. 

Course Reau뼈T휩11:s 

Ami따num of 3) cr어its is req버red for the MA, as 삐10뼈: 

1. EALL 001 뼈 E따1.， 003K, a total of 6 α떠íts， 빼ch all MA stu짧lts rrrust 

때æ in 뼈ir first year of residenæ. 

2. αm똥s r며따ro f，야 theca떠ída않s concentration, 따alír핑 18 cr뼈ts 

3. E!ectiv，얹 to때I휩 at 1얹st 6 crel펴ts. 

At 1않st 18 α벼its (12 σ뼈ts for P1an A) of cor뼈ltratiα1 뼈 eclectic 때lJ'SeS 

rrrust be in courses nurr뼈'00 ffi) or hi따1eJ'， inclu며ng a 700-1evel 였ni때， 뼈 

excluding 뼈IV. However, aÐV may be 따뼈i어 in individual cases when it has 

been a따'Ovoo in advance as a substitute fcπ a course numbered ffi) or higher. 

G휩)9ffi\ 당amir떼iαt 

During 따 바'St 업rester， the stu뼈lt 뼈11 talæ a general e없mination to 

detennine the qt때ity of pr뼈ration tì아 밍없uate work at the masters levl밍 in the 

cho엎1 concentration Only afκT pas피ng this 얹am ar띠 d않ir핑 any other 

deficiencies may the stu뼈lt be 때vanc엉d to candidacy. 

The sb.때ent may s머ect either Plan A (t}없s) or PI떼n B (non-thesis). 

R짧..A. Students 이lOOsing PI없1 A rrrust 뻐ke the 잃rrec때rses as those 

choosing PI녀n B, exæpt that 6 α얹i않 of EALL 700V wil1 be substitutffi for 0야1eJ' 

cour쨌 in consultation with the 싫껴sor. η1eJ'e wil1 be a fina1 0때 없mination on 

the thesis. 

휩뿌 #2; p.2 

g짧 B. Sb.뼈lts 따XlSÌ맹 밟1 B wil1 잉ect 때lJ'SeS for the re:j빠ro 3) cr뼈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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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ose list어 for 뼈r area of cor뼈ltratiα1. In the final 엎rest6'， ttξ 51:1.뼈It 

will 빼e a wri뼈1 짧nir빼α1 in hislher 1聊wi앵e 없-ea 뼈 disd벼ne (e.g: 

αj뼈elita없Jre， 

J없:anese 빼.listics， etc.l, v에，tl! 얹뼈없is on hi았κr 뼈 of SI:Xri빼zatiα1 (e.g. 

rnxlern liú얹'CIture， scd빼핑띠stics， etcJ 끼ùs 삐11 æ followed by a final oral 

않amir갱tion， which may .also CQver other a말a;ts of the st1.뼈:nts 때"qUaIU 

The MA in KOI없 is a m:짧lÌZt었 wlα-ffi 뺑ior뼈 g뼈late Il'맹rarn 

R겠dents of A1aska. Ari때la Co1α<ldo， I1뼈10， Montana, Nevada, .New Mexico. 

M섬1 뻐kota， Oregon, so뼈1 뻐kαaU밟L Wa뼈맹ton， 뼈 찌φm뼈g 없-e eli생ble， 

l뼈l 때nissiα1， to enroll at 뼈i따lt t1..lition rntes. 

course Re뼈'ements: Korean μ팽l짧e 

Bwui뼈:(12 α뼈ts) 

EAlL 001 Metho:i of Teachir핑 F.ast Asian 따핑뻐g얹 (3) [Pre: 451] 

E따L 003K Bi비iogr빼ly ar떠 R없쐐'Ch lV뼈xxiol맹y: Korea (3) 따-e: 402] 

KOR 뼈 Structure of KOI얹n (3) [바: :lY2] 

KOR 7?J) Re않U'Ch Seminars in KOI않l La맹뼈ge (3) 

9 α'I'rlitç; frαn: 

KOR 470 La때때ge and Culture of Korea (3) [많: 402] 

KOR 631 His뼈γ &Di.머ects of tI몽 m않1 뼈때uage (3) [많: 451 & 짚] 

KOR 632 Ko뼈n H1αtO.I맹y & Mor뼈맹y (3) [Pre: 451 & 짧] 

KOR κB 없'ean Syntax & S엔mtics (3) [Pre: 482] 

KOR 없4 KDIC!n Socio삐맹istics (3) [많: 401, 뼈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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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α벼its from: 

KOR 4æ Intt여uction to Traditional 없쨌1 Li않a따-e (3) [많: 뼈] 

KOR 613(A!{ila) Korean Verse (3) [Pre: 4t퍼 for 1'; 464 for 1\때 

KOR 614(A!{ila) Kor없1 Narrative (3) [Pre: 4õ3 for 1'; 464 for ~찌 

KOR 615(A!며la) Kor없1 Drama (3) [많. 뼈 for 1'; 464 for M] 

KOR 6때 니뼈my Translation of Kor없n (3) [Pre: 4õ3 & 뼈4] 

6 n범it<; 하rn 와unvffl α뻐'SeS.inc빼ina 삼le follo뻐I따~ (P1an B) 

Art l34 Art of Koræ (3) [Pre: 100] 

Hist 앓7， 328 His뼈γ of Koræ (3, 3) 

어ler a짜:rovffl courses 

깐leSÍs (6 α떠i잉1 (P1an A ooly) 

EAlL 700V 

F매1 l!E7 

Rev.7!OO 

까leSÏs re'짧-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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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없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U Teacher Training in 

the US and Reflective Teaching 

L앓， 따1Q-뻐e 

1 IJI'OlX>Se that 야f 때ni띠stra때"5 of 뼈 MA 빼 Ph.D. 따맹'lII11S in T eaching 

없없1 as a SrOJr뻐@생gn 따맹l짧e 앞uti띠zethe 앉표 m념 없없1 떠g뻐ge 

R맹ram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UH) 뼈 esta바ishl빼setl뼈rpr뺑'lII11S， as 

is 따1e at the UH, on the 뼈sis of err뼈h떠lre않m:h res버ts in 었:undlan맹age 

때띠빼on so that tl뼈r stt뼈1ts may be 없ÌI뼈 in reflætive 짧hir핑1). 허so 

mαXlse to 뼈 stt앉nts that they pr합xu-e thernselves to bocαæ reflætive teac뼈"5. 

Armng the many rff}Uirerænts for such a teacher, along 뻐thtl없γ of sooα떠 

l뻐g없ge 때.úsition， mastery of the grammars of the students’ native I때gu짧e 

뼈 때-get lar땅uage is α1e of the forermst and il뼈S없1sable α월mations， 

때1icularly 빼1ffi the two languages involved are distinctively different in 

grammar. The grammar with 빼ch they have to f，빼l때ize thernselves is not a 

뼈띠stic 밍<1Illl1ar but a 뼈ag앵i떠1 Q않. 

1)j.c. 뻐C뼈ùs& C. 1따따t의 뼈ective TeI빼Ìl맹 in socooo 밟맹Ja뿔 Clas앙lJOO1S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