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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An analysis of the uses of two past 
markers, -ess and -essess, in a 
written corpus of intermediate 
learners of Korean.

• Instructional treatments for more 
appropriate uses of the past markers.



Functions of double past

• An event that occurred prior to the 
event in the preceding sentence in 
narratives (Lee, 2007).

• The result state of an event no 
longer obtains at the speech time in 
non-narratives (Oh, 2003).



Example of flashback

(1) 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잘 했어. 언니 덕분에.” 다희는 아버지 제사가
있기 이틀 전에 영숙을 만나 제사를 넉넉히
치르고도 남을 돈을 주었었다.
“For the first time, a faint smile spread 
over Yeongswuk’s face. “Thanks to you, 
sister, it went well.” (Yeongswuk said.) 
Tahee had met Yeongswuk two days 
before their father’s memorial service 
and had given her enough money to 
carry it out.”



Example of ceasing

(2) 힘들면 막 충혈되면서 그래서 약을 딱 느면
났었거든. 그런데 요번 주가 되니까 갑자기 너무
심해지면서 그 약을 넣어도…
“When I felt tired, my eyes became 
bloodshot. So I dropped some eye lotion 
into my eyes, and then they got well. But, 
with the beginning of this week, suddenly 
they got worse, and even though I put the 
eye lotion into my eyes (they didn’t get 
well)…”



Temporal relations in 
narratives

• Narratives: the speaker relates a 
series of real or fictive even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took place.

• Foreground: move the time forward.
• Background: elaborate on or 

evaluate the events in the 
foreground.



Discourse Hypothesis

•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tense and aspect marking is 
determined by narrative structure. 
(Bardovi-Harlig, 1992, 1995)

• Learners show greater use of the 
simple past in the foreground than in 
background.



Research Questions

• Will learners use the past -ess to 
mark foreground?

• Will learners use the present -nun/∅
to mark background?

• Will learners use the double past -
essess to refer to an event located 
prior to the narrated event for 
background information?



Data

• Eighty-one journal entries written by 
nine American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intermediate level Korean 
language class.

• Mostly heritage students.



Coding

• Tense Choices
DPST: double past -essess
PST: past -ess
PR: present -nun/∅

• Temporal Relations
FOR: forward (S1 precedes S2)
OVER: overlap (S1 and S2 overlap)
BACK: backward (S2 precedes S1)



Example of coding

(3)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갔다. 한시까지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PST-
FOR). 제 어머니에 대해 기도했더니 뭐를
깨달았다 (PST-OVER). 가끔 나는
엄마한테 나쁘게 대했었다 (DPST-BACK).

(From Student #3, Essay #5)



The double past -essess
context

• BACK (PST): backward from past
(c.f. BACK (PR): backward from  
present & BACK (FUT): backward 
from future)

• FOR (EX-PST): forward in extended 
flashback from past

• OVER (EX-PST): overlap in extended 
flashback from past



Example of extended 
flashbacks

(4) 지난 5월 16일이 내 생일이었다. 동생
민경이도 똑같은 날에 태어나서 민경이는
sweet 16이었다. 잠을 저절로 깰 때까지
잘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잠을 깨웠다. 
옛날에는 민경이랑 같이 생일을 지내서
노래하고 초 부는 것을 두 번 했다 (BACK). 
어떤 땐 케익 하나만 있었으면 먼저 민경이한테
노래를 불러 주고서 초를 3개 더 놓구서 내
차례였다 (OVER(EX-PST)). 생일 선물도 아주
비슷한 옷이든지 장난감이든지 항상 똑같은
물건을 받았다 (FOR(EX-PST)). 
(From Student #7, Essay #4)



Result

• The past form: foreground, narrative 
progression

• The present form: background, 
overlapping situation, i.e., elaboration and 
explanation

(5) 목요일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봤습니다. 이
남자는 내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다른 기숙사로
이사갔습니다. 바깥에서 만나서 같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모르는데
같이 친구입니다. (From Student #1, Essay 
#1)



Result

Table 1: Temporal relations expressed by past and 
present (n=9) 

 Past Present 

Forward 522 

(55%) 

65 

(14%) 

Overlap 326 

(34%) 

391 

(85%) 

Backward 106 

(11%) 

6 

(1%) 

Total 954 

(100%) 

462 

(100%) 

 



Result 

• Five students never used -essess.
• Four students used it infrequently and 

inappropriately. 
(6) 지난 주말은 재미있었다. 금요일 아침 아홉시

경에 일어났었다. 바깥에는 눈이 조금 왔었다. 
학교 끝나고 룸메이트하고 같이 눈사람을
만들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
친구가 찾아왔었다. 우리는 오웬 집에 갔었다. 
오웬은 핀란드에서 일년동안 공부했었다. 
(From Student #2, Essay #1)



Result 
• Underuse of -essess in flashback
(7)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눈 오는 거

봤다. 대학교 오기 전에 아틀란타에 살아서 눈을
많이 안 봤다. (From Student #1, Essay #1)

(8) 지난 주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지난 학기에 공
부를 못 했서 평점 (성적) 정말 나쁘다. (From 
Student #6, Essay #2)

(9) 지끔까지 골프와 학교 공부를 두가지로 하고
나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두가지를 잘 했
다. (From Student #8, Essay #6)



Result 
Table 2: Tense choices in double past context (n=9)

 Backward  
from past 

Overlap  
in extended 
flashback 

Forward  
in extended 
flashback 

Double 
Past 

3 

(5.4%) 

1 

(4.8%) 

0 

 

Past 50 

(89.3%) 

19 

(90.5%) 

11 

(78.6%) 

Present 3 

(5.4%) 

1 

(4.8%) 

3 

(21.4%) 

Total 
 

56 

(100%) 

21 

(100%) 

14 

(100%) 

 



Need for instruction

• The student data point to:
–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of 

double past
– Lack of use of double past to mark temporal 

shift in narrative

• Existing course books 
– Many do not treat the double past at all 
– If at all, focus on double past in non-narrative 

context for cessation of result state
– No systematic coverage of the use of double 

past in narrative for flashback 



Instructional treatment 
through structured input

1. Form-meaning association
– Contrast of simple past and double past in 

narration 
– Presentation of same situations in different 

sequence: chronological vs. flashback

2. Processing of tense forms to comprehend 
temporal relations   

3. Guided production 



1. Form-meaning association:
-Contrast of simple past and double past in narration

엄마 말을 안 들었다/들었었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안 들었다.
뭐든지 반대로만 했다

엄마가 돌아 가시고 나서 후회했다. ⇒

청개구리는 엄마가 돌아 가시고 나서 후회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었다. 뭐든지 반대로만 했었다.
⇐



1. Form-meaning association:
-Presentation of same situations in different sequence,

i.e.  chronological vs. flashback

귀양을 갔다/갔었다?

문익점은 공민왕을 몰아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중국의 ‘윈난’이라는 곳으로

귀양을 갔다.
‘윈난’에서 고려에서는 보지 못했던 목화를 보았다.

⇒

⇐

문익점은 중국의 ‘윈난’에서 처음으로 목화를 보고 목화를 고려에 들여 왔다.
문익점은 공민왕을 몰아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윈난’으로 귀양을 갔었다.



2. Processing of tense forms to comprehend temporal 
relations

바보는 품삯으로 받은 돼지 고기를 끈으로 매어 끌고 왔다.
품삯으로 받은 고양이를 놓쳤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었다. “고양이는 끈으로
목을 매어 끌고 와야지.”

⇒ ?⇐ ?

문익점은 고향에 가서 장인과 함께 목화씨를 심어 키우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딱 하나가 싹이 텄다.

⇒ ?

Students read/listen and decide “Forward or backward narration?”

⇐ ?



3. Guided production 

Past or double past?

한석봉의 집은 가난했다. 떡장수를 하는 어머니는 석봉에게 종이를 사 주기도
어려웠다.  
석봉은 종이가 없어서 나뭇잎에 글씨를 ____ (쓰다).

어머니는 열심히 글씨 공부하라고 한석봉을 절로 보냈다. 
한석봉은 혼자서 글씨연습을 _____(하다).

⇒

⇐



Instructional treatment
4. Error detection task  

1)엄마와 아빠에게서 빨리 생일 선물을 받고 싶었다. 나는 선물이
뭔지 벌써 알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오래동안 나에게 약속을 했
다.

2)  어머니와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 아
침에 오클랜드에 계시는 할머니를 찾아 뵈었다.

3)  동생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다. 동생이 고별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이 다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
다. 모두 마음이 들떠서 동생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걱
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 전날 동생은 고별사를 쓰느라고 잠을 1분
도 못 잤다. 나는 도와 주지는 않고 왜 이렇게 늦게 쓰느냐고 타박
만 했다. 연단에 앉아 있는 동생을 보니까 걱정되고 미안했다.



Further instructional 
treatment

• Comprehension tasks using authentic 
input
– Identify flashback
– Compare order of mention vs. chronological 

sequence 

• Open-ended production tasks 
manipulating narrative sequence 
– Retell or rewrite a narrative 
– Construct a narrative with visual c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