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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중급 문법 제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ation of Intermediate Level Grammar in Korean Learning Mobil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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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급 문법의 학습 내용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별 구성 및 교수-학습 내용 문제점
1. 구성 부분에서 문법 내용 구성이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

5. 유사 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2.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 항목의 수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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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법의 설명은 대부분 영어로 서술되고 있었다.
7.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문장 예문만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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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한 문법의 의미와 형태·통사 정보가
표현되지 않았다.

총 항목
개수

4. 문법 설명에서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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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습이나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3.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 설명을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의 중급 문법 개선 방안
다섯 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중복되는 빈도가 높은 중급 문법 목표인 ‘-느라고’와 ‘-아/어지다’를 대표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아/어지다’ 개선 방안

‘-느라고’ 개선 방안
1.‘-느라고’의 의미와 용법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1.‘-아/어지다’의 의미와 용법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2.각 목표 문법마다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2.담화 예문을 제시해야 하고 담화 상황을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예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담화 상황을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3.예문은 제시한 설명을 모두 나타내야 한다.

3.예문은 문법 설명 부분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두 나타내도록
제시해야 한다.

4.유사문법과 유사문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예문을 제시해야
한다.

4.유사문법을 제공해야 하며 유사문법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예문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느낄 수 있게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5.연습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6.연습과 활동의 오답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5.연습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6.연습과 활동에서 오답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의의 및 한계점
의의: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문법 교육 연구에서는 초급 문법을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급 문법의 제시 부분을
연구하였다. →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중급 학습자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애플
리케이션에서는 이 점을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한계점: 실제로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행하지 않았고 분석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적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