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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어의 효율적인 교수ㆍ학습을 위한 

문화 어휘 목록 수립 연구

- B 수준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

의사소통 접근법과 함께 등장한 의사소통 능력(compétence communicative)은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대변하는 핵심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능력에 문화 능력이 더해질 때 그 완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의사소통 능력은 이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현될 때 

그 향상을 보이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 능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는데, 그것은 의사소통 접근법이 대두하면서 D. H. Hymes를 위시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문화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능력이 갖추

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수ㆍ학습의 방안과 수단을 탐구하고 천착할 때, 언어와 문화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어와 문화의 연계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는 오히려 미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필수적인 문화 능력과 언어 능력의 동시적 

향상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문화 어휘

(lexique culturel)를 도입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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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휘는 본래 언어와 문화는 공생 관계(commensalisme)에 있다고 본 

R. Galisson이 유럽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시한 어휘문화(lexiculture)와 그

것을 운반하는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 이하 

mots à C.C.P.)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

습자를 대상으로 그 개념 및 범위를 재정의 및 재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유럽공통참조기준』(2001:25)(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이하 CECR)에 명시된 언어 

능력 수준에 의거하여 대상 학습자의 수준을 B 수준으로 정하고, 그 수준

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 어휘 목록을 수립하였다. 

한편 프랑스어의 효율적인 교수ㆍ학습 구상을 위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교수ㆍ학습되어야 할 주요 문화 어휘를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

위화하여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빈도수ㆍ문화 어휘 성격ㆍ문

화요소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문화 어휘는 그 자체로 언어와 문화가 긴밀히 연

계된 상태여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필수적인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을 

동시에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데 이상적인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정립한 문화 어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수립한 문화 어휘 목록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 유익한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 및 방안 마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의사소통 능력

   문화 어휘

   문화 어휘 목록

   어휘문화

   공유문화 적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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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접근법(approche communicative)1)에 근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과거 문법적 지식에 기초한 

언어의 ‘정확성’보다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춘 언어의 

‘유창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기인한 의사소통 능력은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대변하는 핵심어(mot-clé)로 부상하여 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두루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M. Canale et M. Swain(1980:28-31), S. Moirand(1982:20), H. Boyer 

(1990:46-51)와 같은 교육학자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대변되는 언어적 능력과 사회문화적ㆍ민족-사회 문화

적 능력 등으로 표명되는 문화적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외국어로의 

의사소통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 곧 듣기(compréhension de l’oral), 읽기

(compréhension des écrits)의 이해 능력과 말하기(expression orale), 쓰기

(expression écrite)의 표현 능력, 그리고 최근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문화 능

력까지 총 다섯 가지 능력의 조화로운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

서 의사소통 접근법의 관점에서 외국어 능력의 이상적인 발달은 이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 능력의 발달에 국한되지 않고 이 다섯 가지 능력이 고르게 

조화를 이루고, 각 능력이 순환적 비계2) 역할을 할 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라는 언어의 네 가

지 기능과 문화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렵다.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각 기능이 담당하는 중요도에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고르게 발달

시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법의 

1) 의사소통 접근법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청화식 교수법(méthode audio-orale)의 등

장 이후, 언어 구조의 정확성보다는 의미 전달의 성사 여부를 강조하며 1970년대 후반 등장한 교

수법이다. 
2) Vigotsy의 인지 발달 중 근접 발달 영역을 설명하는데 사용된 용어로, 잠재적 능력으로부터 실제적 

능력으로 학습자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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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현실적인 상황에 보다 초점을 맞춰 외국어 교육이 실행되는 것이 의

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문어와 구어로 대별되는 두 가지 측면 중 구어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에 보다 집중하기로 한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접근법의 관점과 교통수단의 발달 및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외국인과의 소

통이 잦아진 오늘날 보다 중시되는 것은 문어보다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이

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이루기란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이 이상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네 가지 언어 능력과 대등한 중요성

을 갖는 문화 능력은 의사소통 접근법 등장 이전까지는 다른 네 가지 언어

적 능력에 비해 그 중요성이 다소 경시되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접근법 등

장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의사소통 접근법에 이르러 언어

적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문화 능력의 

부재에 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D. H. Hymes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언어적 능력 이외에 사회ㆍ문화적 능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하였

으며, 문화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능

력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같은 시대적 변화가 더

해지면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능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인

식되었다. 상이한 문화를 소유한 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다문화 

시대는 조화로운 사회 운영과 유지를 위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문화 능력을 이전보다 더 중시하는 이

유이다. 요컨대 문화 능력은,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 전에 없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언어 능력과 더

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또 다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언어와 문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는 사실이 많은 교육학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에도, 언어와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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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졌다. 일례로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언어

와 문화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도록 제시되었고, 두 영역 간의 연계

를 어렵게 만드는 이질적인 주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3)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언어와 문화, 이 두 요소가 합일을 이룬 실제

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및 수단에 대한 논의는 미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문화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를 도입하여 논의할 것이다. 문화 어휘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문화 어휘의 선별과 그 교수·학습 방

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언어적 요소 중에서도 왜 어휘를 통해서 일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본 논의에 자주 등장하여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정

립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용어, ‘mot’, ‘lexique’, ‘vocabulaire’에 대해 살펴

보자. 

먼저, ‘mot’는 R. Galisson et D. Coste(1976:360)에 따르면 ‘lexique’를 구성

하는 의미를 갖는 기본 단위이다.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lexique’와 ‘vocabulaire’가 있다. 이들은 모두 ‘어휘’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

로 사용된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두 개념 사이의 명확한 의미 구분을 강

조한다. ‘lexique’는 F. De Saussure가 대립시킨 ‘langue’와 ‘parole’, G. Guillaume이 

대립시킨 ‘langue’와 ‘discours’ 중 ‘langue’에 해당하고 ‘lexèmes’이라는 잠재적 

단위로 구성되는 반면, ‘vocabulaire’는 ‘discours’에 해당하고, ‘lexèmes’이 담

화 속에서 현동화될 때 형성되는 ‘vocables’의 총체이다. ‘vocabulaire’는 구

영역 및 해당 내용

언어 문화

communication grammaire lexique civilisation
 Parler de ses goûts et 

préférences
        ...
  Chanson d'auteur

   Temps du passé
        ...

  Activités de loisirs et 
sportives

        ...

La population française
...

3) 의사소통 접근법에 기초하여 제작된 Tout va bien, Alors, ICI, LATITUDES 등의 교재에서 언어와 

문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었으며, 두 영역은 이질적인 주제

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 Tout va bien 3. unit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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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든 문어이든 반드시 주제와 연결되는 반면, ‘lexique’는 주제와 상관없이 

한 명 혹은 여럿의 화자와 관련되는 것이다. 한 주제와 관련되는 

‘vocabulaire’는 ‘lexique’의 존재를 가정한다. 따라서 ‘lexique’는 ‘vocabulaire’

의 부분집합이 된다.4) M.-C. Tréville과 L. Duquette(1996:12)은 ‘lexique’와 

‘vocabulaire’에 대한 연구가 견고하게 세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lexique’는 언어 체계 내의 단어들(mots dans le système de la langue)과 온

전한 의미를 싣는 단어들(mots à charge sémantique entière)로 구성되는 것이

며, ‘vocabulaire’는 단어의 담화적 기능(fonctionnement discursif des mots)과 

관련되며, 기술·과학적 분야의 특수한 단어들(mots spécifiques aux milieux 

scientifiques et techniques)로부터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휘’를 지칭하는 용어로 ‘lexique’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잠재적 단위로 구성되는 ‘lexique’는 주제 단위로 

형성되는 ‘vocabulaire’에 비해 문화 내용이 스며들기 쉽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한편 ‘어휘(lexique)’를 경우에 따라 ‘단어(mot)’와 혼용하여 사용하

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어휘’는 ‘단어’의 총체라는 점에서 ‘단어’를 포괄

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단어’와 더불어 의미를 갖는 기본이 되

는 언어 단위(R. Galisson et D. Coste. 1976:317)이자, 개별적으로 온전한 의미

를 형성하는 언어 단위(M.-C. Tréville & L. Duquette. 1996:12)라는 점에서 그

것과 혼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R. Galisson(1991:118-119)에 따르면, 언어는 모든 문화의 매개 수단이면

서, 생산물이자 생산자이므로 문화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단어는 구성해야 할 발화와 관련하여 이미 만들어진 그

릇과 같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써, 어떤 문화적 내용들이 스며들기

에 알맞은 특권이 부여된 장소이다.5) 또한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4) Galisson et Coste(1976:317)

 
    mot

lexique

vocabulaire
vocabulaire > lexique > mot =>

본 연구에서의 구별

vocabulaire > lexique ≧ mot

5) Les mots, en tant que réceptacles préconstruits, donc stables et économiques d'emploi par rapport aux énoncés 
à construire, sont des lieux de pénétration privilégiés pour certains contenus de culture qui s'y dépo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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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념화하는 방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언어 요소이고, 어휘는 다

른 문화들과의 접촉을 가장 확실히 반영하는 것 중 하나6)라고 H. 

Wise(1997:1)는 언급하였다. 그리고 언어 사용자들이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이며, 어휘를 부

분적으로 제도화되기도 하고, 사회적 총체를 생생히 느끼게 하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한 C. Metz(1967:49-50)의 견해7)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이

를 수 있는 방법으로써 오늘날 가장 고무적으로 보이는 실마리는 어휘와 

문화의 합일이며, 단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를 통해 또한 목표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 J.-P. 

Cuq & I. Gruca(2003:369)의 주장8)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 볼 

때, ‘어휘(lexique)’는 사회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고 또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언어적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알맞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R. Galisson을 비롯한 R. Lado(1957), C. Lévis-Strauss(1958), J.-L. 

Descamps(1995), M. De Carlo(1995), N. Celotti(2002), M.-T. Claes(2003)와 같

은 많은 학자들은 어휘를 문화가 발현되는 최적의 장소로써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옹호하며, 그리고 어휘 중에서도 문화 어휘를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의 동시적 향상을 꾀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간주한 R. Galisson(1983, 1987, 1988, 1989, 

1991, 1992, 1994, 1995, 1999)을 위시한 J.-C. André(1998), 심봉섭(1999), J. 

6) Words are the elements of languag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ay we conceptualise the world 
we live in.

   The lexis of a language is also one of the surest reflections of contact with other cultures.
7) «...il est d'observation courante que les usagers d'une langue n'arrivent à se comprendre que s'ils sont 

d'accord sur les mots, et non point seulement sur les phrases ; leur accord sur les phrases est d'ailleurs 
incapable de recevoir une réalisation proprement dite, puisque les phrases sont en nombre infini, et il ne 
peut donc se réaliser qu'indirectement, à travers l'accord sur les mots. C'est ce qui explique que le 
lexique d'une langue soit (autant et plus que l'impensable liste-des-énoncés de cette langue) un fait 
social, et même partiellement institutionnalisé, dont l'existence à titre d'objet défini est vivement ressentie 
par l'ensemble du corp social (dictionnaires, définitions, querelles de mots, rappel à l'ordre et à la 
norme, etc.).  

8) C'est le rapprochement entre lexique et culture qui paraît être aujourd'hui la piste la plus prometteuse. 
De même en effet qu'on entre spontanément dans une langue étrangère par les mots, on peut aussi 
entrer par eux dans sa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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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vost(2003), C. Guilléan Díaz(2003), J.-P. Cuq & I. Gruca(2003) 등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며, 문화 어휘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수단으로써 제시한다. 

이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 ‘문화 어휘’를 선택한 이유

를 좀 더 상세히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어휘는 언어와 문화는 공생 관계(commensalisme)에 있다고 본 

R. Galisson(1987:128, 1990:109, 1991:119)이 제시한 어휘문화(lexiculture)와 그것을 

운반하는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 이하 mots à 

C.C.P.)에 기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이 중, 1987년 R. Galisson에 의해 처

음 사용된 어휘문화는 그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 교육을 강조9)하며, 교수·학습 대상으로써 제시한 여러 문

화10) 중 하나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결속시키고, 단어를 통해 문화에 

접근11)하기 위해 탄생된 개념이다. R. Galisson(1995:6)에 따르면, 어휘문화

란 « 학습의 목적이 문화 그 자체가 아닌 모든 담화에 사용된 단어 안에서 

혹은 단어를 통해 동원되어 구현된 문화...»12)이다. 이에 대해 C. Guillén 

Díaz(2003:37)는 R. Galisson의 어휘문화는 언어·문화 둘 모두가 외국어 교

수·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오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동시적 교

수·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도구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었던 아쉬

움을 해소시키는 언어·문화 교수/학습에 구체적 개입 도구로써, 교수법 발

전에 기여한 영원한 혁명(«révolution permanente») 이라고 평가한다.  

어휘문화(lexiculture)가 ‘문화’의 한 종류로써 ‘문화’라는 의미에 집중된 

9) Galisson은 문화는 학습(apprentissage)을 통해 습득(acquisition)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의사소통 능

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Mon hypothèse consiste à faire comme si cette 
culture acquise par les natifs (à l'extérieur de l'école) pouvait être apprise par les étrangers (à l'intérieur 
de l'école,...) (Galisson, 1991:118)

10) Galisson외 H. Besse, A. Reboullet, L. Porcher, J. Courtillons 등의 학자들이 서로 상이하게 문화를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정의 내렸다. 이 중 Galisson은 일찍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수·학습 대상의 문화로서 지식문화, 공유문화, 습득문화, 학습문화 

그리고 어휘문화 등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3.3.1절 ‘문화의 범주’ 참조.) 
11) L'ambition pédagogique est ici d'entrer dans la culture par les mots, afin de solidariser, d'intégrer 

langue et culture dans un même enseignement/apprentissage....(Galisson. 1999:479)
12) La «lexiculture» peut alors se définir comme...la culture mobilisée et actualisée dans et par les mots de 

tous les discours dont le but n'est pas l'étude de la culture pour elle-même. (Galisson. 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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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그것을 운반하는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는 ‘공유문화를 

적재(C.C.P)한 단어’로써 ‘단어’에 더 집중된 개념이다. 이때 ‘공유문화’는 

의사소통 능력의 주요 요소(Galisson. 1987:131)이자, 원어민과 비원어민 사

이의 비대칭적 의사소통에서 주된 장애물(Galisson. 1995:5)이며, 의사소통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부분(Galisson. 1991:116) 

이다. 또한 R. Galisson(1988:328. 1991:118)에 따르면, 공유문화는 말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루하루 세월이 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동하고 세상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

속 집단 내 구성원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암묵적이며, 어디

에서든 습득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유문화는 어떤 공동체의 행태

적 기층(niveau-seuil comportemental)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일상문화(culture 

quotidienne transversale)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학력, 직업, 나이 등

에 관계없이 상호 합의 관계, 집단 정체성(identité collective)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공통된 지식이다. 그리고 원어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Galisson. 1988:83-87)이며, 더 나아가 원어민들이 따르는 태도, 행동, 표

상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Galisson. 1988:32

8)13)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유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가 특히 습득하기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문화로써, 의사소통에서 

유발되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별도의 교수·학습이 반드시 요구되는 문화이다. 외국

어 교육에서 공유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문화 어휘는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구성요소인 ‘문화’와 ‘어휘’의 

응집체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의 문화 어휘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두 요소가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떠한가?

13) Cette culture[= la culture partagée〕 gouverne de leurs[= natifs] attitudes, de leurs comportements, de 
leurs représentations, et des coutumes auxquelles ils obéi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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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화’는 전술한 바 있듯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함

께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 요소이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일찍이 D. 

H. Hymes와 같은 사회언어학자들은 N. Chomsky가 이상화되고 비현실적인 

언어 화자를 가정함으로써 언어의 ‘정제된 측면(conception épurée)’만을 고

려하고 있을 뿐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언어 사용의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그 후, 그들은 N. Chomsky가 제시한 ‘언어 능력’14) 개념에 

사회ㆍ문화적 측면을 포함시켜 보다 넓은 의미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사회ㆍ문화적 측면에 해당하는 문화 능력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은 사실상 불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여러 교육학

자들이 문화를 빠짐없이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15)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어휘’는 ‘문화’와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의 또 다른 필수 구성

요소16)로써, 의사소통 접근법의 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재조명된 언어요

소이다.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교육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가령,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 담화 차원에서 의미를 가

지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가 어휘라는 J. Courtillon(1989: 

147)의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단어를 중심으로 모든 음성학, 형태론, 통사

론, 수사적 정보들이 조직되기 때문에, 단어가 다른 여러 언어적 자료들이 

살이 되어 붙을 수 있는 기본 뼈대와 같은 역할, 곧 언어적 측면에서 주축

이 되는 기본 요소이며 담화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M.-C. 

14) N. Chomsky의 변형-생성 문법에서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Chomsky fait la distinction 
entre ‘compétence’ et ‘performance’, la ‘compétence’ linguistique étant definie comme la capacité innée 
que posséderait un ‘locuteur-auditeur idéal’ de produire des énoncés nouveaux, jamais  entendus 
auparavant. (Germain.1993:201)

15) M. Canale et M. Swain(1980:28-31)은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S. Moirand 
(1982:20)는 사회 문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socioculturelle), 그리고 H. Boyer(1990:46-51)는 민족-
사회 문화적 능력(compétence socioculturelle)을 그들이 제시하는 기타 다른 구성요소들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에 포함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3.1.2.절 참조)
16) 어휘 사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능력은 M. Canale et M. Swain(1980:28-31)의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S. Moirand(1982:20)의 언어적 구성요소(composante linguistique), H. 
Boyer(1990:46-51)의 기호 언어적 능력(compétence sémiolinguistique)에 속하는 능력이다. (자세한 내

용은 2.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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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éville과 L. Duquette(1996:11)17)의 주장 등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어휘가 언어 교육, 언어 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을 잘 대변하는 것이다. 완전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

어 학습 초기 단계에 단순히 어휘를 조각조각 언급하면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 사용 시 어휘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과 

맛있나요?’ 라는 발화 의도를 가지고 ‘Cette pomme, c'est bon?’ 이라고 말해

야 할 것을 ‘pomme, bon?’ 이라고 발화해도 화자가 의도했던 의미는 대화 

상대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이처럼, 어휘는 의사소통 성립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동일한 견지에서 논의한 학자들이 많은데, 정확한 어휘를 아는 것

만으로 의사소통이 성립 된다고 본 D. A. Wilkins(1972:111), 어휘란 성공적

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재료라고 한 심봉섭(1997:582), 

어휘 문제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사람들이 정확하거나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었

다고 밝힌 V. F. Allen(1983:5)의 논의를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성립에 있어 어휘의 중요성을 문법과의 비교를 통해 밝힌 

다수의 학자들이 있었으며, 그 중 D. A. Wilkins(1972:109-112)는 그의 저서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의 ‘문법과 어휘, 우선의 문제(Grammar and 

vocabulary: a matter of priorities)’라는 장에서 의사소통에서 ‘문법’을 모르면 

의사소통이 성립될 확률이 낮아질 뿐이지만, ‘어휘’를 모를 경우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Wilkins. 1972:111-112)고 말한 바 있다. S. Blum-Kulka 

& E. A. Levenston(1987) 역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어휘의 쓰임을 알지 못

할 경우 의사소통이 성립되지 않거나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하며, 어휘가 의사소통 성립에 있어 문법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H. G. Widdowson(1978)은 원어민 화자는 문법적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도 정확한 어휘를 사용했을 때, 그 반대의 경우인 문법적 표

17) La recherche semble, aujourd'hui, admettre que les mots sont les pivots de la langue autour desquels 
s'organisent toutes les données(phonétiques, morphologiques, syntaxiques, sémantiques, rhétoriques) qui 
conditionnent leur insertion dans le disc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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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정확하나 부정확한 어휘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고 역설하였다.18) 

하지만 이처럼 ‘어휘’가 의사소통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휘’는 R. Galisson(1991:3), P. Bogaards(1994:6), V. F. Allen(1983:3), C. 

Germain(1993:142)19)에 따르면, 언어 교육에서 다른 언어 능력에 도움을 주

는 부차적인 요소로써 여겨지며 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다소 경시되고, 

교수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학습자 스스로 습득해야 할 학습 대

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이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70년대 

후반 의사소통 접근법20)이 등장하면서 부터인데, M. Rivers(1983:43)가 의사

소통 접근법에 이르러 형태(forme)보다 의미(sens)를, 정확성(précision)보다 

유창성(aisance)을 중시하게 되었음에 주목하며 어휘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21)한 것은 의사소통 접근법에 이르러 한층 높아진 어휘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구성요소인 ‘문화’와 ‘어휘’가 의사소통

에서 차지했던 막중한 입지는 그것의 결합물인 ‘문화 어휘’가 의사소통에

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문화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일반 어휘가 포함된 그것과 비교하여 살

18) Native speakers can better understand ungrammatical utterances with accurate vocabulary than those 
with accurate grammar and inaccurate vocabulary. 

19) · Le mot était relégué au second plan : enseignants et apprenants se sont de nouveau rendu compte 
que pour se servir réellement de la langue, des connaissances lexicales étendues sont nécessaires. 
(Bogaards. 1994:6)

· On s'est rendu compte que les mots qui constituent le lexique ne peuvent guère être enseigné en 
classe et que c'était aux élèves de les acquérir eux-mêmes. (Allen. 1983:3)

· Le vocabulaire occupe une seconde place par rapport aux structures syntaxiques. (Germain. 1993:142)
20) 의사소통 접근법의 원리 (Les principes retenus dans l'approche communicative)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친다 (Enseigner la compétence de communicaion).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교육한다 (Travailler les différentes composantes de la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담화 중심의 교육을 한다 (Travailler sur le discours).
   -의미에 더 중점을 둔다 (Privilégier le sens).
21) One failure in the past has been in our satisfaction with students who performed well in 

pseudo-communication. We have tended to assume that there would then be automatic transfer to 
performance in interaction(both in the reception and expression of message). (M. Rivers. 19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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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Quelle est la cuisine la plus connue en Corée ?

B : La cuisine ?

A : Oui, le plat le plus connu comme fois gras en France.22)

A : C'est aujourd'hui ! Qu'est-ce que tu as préparé en tant      

que marraine d'Axelle ?

B : Regarde. ce sont de belles dragées rouges !24)

펴보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문화 어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다 명

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 어휘’와 ‘문화 어휘’가 활용된 예

문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 어휘’에 해당하는 ‘cuisine’이 활용된 예문을 살펴보자. 

      

여기서 ‘요리’를 뜻하는 ‘cuisine’은 ‘recette’, ‘plat’와 같은 동의어가 있고 

‘foie gras’ ‘escargot’ 등과 같은 환언관계에 있는 어휘 및 더 나아가 대기 

어휘(vocabulaire disponible)23)가 존재한다. 따라서 ‘cuisine’은 그 의미를 모

른다 할지라도 의미 유추 및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의사소통에서 장

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은 어휘이다.

다음으로, ‘문화 어휘’에 해당하는 ‘dragée’가 활용된 예문을 살펴보자. 

이 경우, ‘dragée’는 세례식 날 주고받는 사탕으로, 세례를 받는 신생아의

성별에 따라, 여아이면 붉은색 사탕을, 남아이면 파란색 사탕을, 남녀 성별

을 구분하지 하지 않을 때는 흰색 사탕을 선물한다는 프랑스 가톨릭 문화

가 함의(Galisson. 1991:122)된 ‘문화 어휘’로, 동의어 및 대체 가능한 어휘

가 존재하지 않아 의미 파악이 특히 어려우므로,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일

으킬 가능성이 높은 어휘이다.

22) 제시된 예문은 연구자에 의해 작문되었음을 밝힌다.
23) 대기 어휘란 기초 프랑스어(Français Fondamental) 작업 중에 사용된 용어로, 발화자가 늘 기억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사용가능한 필수적인 단어이지만, 실제 활용 빈도수는 낮은 단어이다. 
(J.-P. Cuq. 2003:74)

24) 제시된 예문은 연구자에 의해 작문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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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반 어휘’의 경우, 설령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고 있는 

어휘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유의어 혹은 동의어를 통해 대화가 성립되

고 유지될 수 있다. 반면에 ‘문화 어휘’의 경우, 그 어휘에 함의된 문화 내

용과 동일한 문화적 함의의 어휘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의사소통에서 의미 파악의 어려움으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의 성립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문화 어휘’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교수ㆍ학습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ㆍ학습의 대상이 

되는 주요 문화 어휘 목록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효율적인 교수ㆍ학습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어휘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어휘가 미치는 영향을 언어 

외적ㆍ언어 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역할에 대해 고찰해본다. 

또한 오랫동안 어휘가 외국어 교육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던 점에 

주목하며, 현대적인 교수법이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교

수법 상에서 어휘에 대한 인식과 위상의 변화 양상을 시대별, 교수법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의 문화 어휘를 정의하며, 그 유형을 제시한다. 

문화 어휘의 기원이 된 R. Galisson의 어휘문화(lexiculture)와 그것을 운반하

는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라는 두 개념은 어디까지나 유럽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언어적ㆍ문화적 상이

성이 큰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협소한 개념이었다. 이

에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언어 형태 및 문화 내용을 허용

하는 개념에 대해 ‘문화 어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재 정의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특별히 문화 어휘 

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언어적ㆍ문화적ㆍ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본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정의한 문화 어휘의 개념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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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고, 이를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화하여 목록화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연구 내용을 다룬다.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정하고, 문

화 어휘 목록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를 수집하며, 순위화를 위해 확

인되어야 할 각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을 세우는 

것은 본 장의 핵심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문화 어휘 목록의 효율적인 

구상을 위해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고려되어야 해서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B 수준으로 정하였다. B 수준은『유럽공통참조기준』(2001:25)(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이하 CECR)에 따르면25) 

자립적 사용자(utilisateur indépendant)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급ㆍ중급

ㆍ고급이라는 고전적 분류로는 중급에 해당한다.26) 그리고 문화 어휘는 일

상대화, 길거리 간판, 대중매체 및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라는 총 4종의 교재를 통해 수집하였다. 빈도수ㆍ문화 어휘 성

격ㆍ문화요소는 수집된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기준인데, 이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원어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문화 어

휘를 알아보는 것이었으므로, 빈도수는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된다. 일찍이 P. Bogaards(1994:111-121), C. Germain(1993:158), CECR(2001:115), 

J. Binon, S. Verlinde, T. Selva(2001-1:43-44), J. Coady & T. Huckin(1997:14) 

등이 효율적인 어휘 목록을 작성하고자 할 때 어휘 선별을 위해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빈도수를 들었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문화 어휘의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 프랑스

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그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설문은 30명을 대상으로, 817

25) CECR에서는 언어 수준을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A 수준(기초 사용자, utilisateur élémentaire), B 수준(자립적 사용자, utilisateur indépendant), C 수준  

 (숙달된 사용자, utilisateur expérimenté)
26) 언어 수준을 B 수준으로 설정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4.1.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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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화 어휘에 대한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빈도수 1에서 5까

지 ― 1: 거의 쓰이지 않는다, 2: 가끔 쓰인다, 3: 종종 쓰인다, 4: 자주 쓰인

다 그리고 5: 매우 자주 쓰인다 ― 중 3이상이 나온 296개의 문화 어휘만이 

2차 설문의 대상이 되었다. 2차 설문의 정보제공자는 1차 때 보다 25명 많

은 55명이었다. 

그 다음, 문화 어휘는 각기 상이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특징에 

따라 문화 어휘의 성격을 ‘안정성 대 유동성’, ‘암시성 대 명시성’ 그리고 

‘의사소통 상황 의존성 대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성’과 같은 대립 관계에 

놓인 6가지로 규명하며, 그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문화 어휘 간에 존재하는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수준을 CECR(2001:25)에서 구분하고 있는 A 수준, B 수준, C 수준

이라는 세 가지 언어 수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고, 본 연구의 목표 학습자 

수준에 해당하는 B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문화 어휘에 함의된 문화요소는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가늠

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프랑스어 보급 연구 기관(1959-1996, Centre de Recherches et d'Études pour 

la Diffusion du Français, 이하 CREDIF),  및 프랑스어 학자 J.-P. 

Fichou(1979), L. Porcher(1982) 그리고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 2001)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비교 및 분석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기준 문화요소를 

세우고,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문화요소를 그 중요도에 따

라 순위화하였다. 이때 R. Richterich(1985:6-8)이 제시한 ‘교수·학습 상황’, 

‘특수 문화’ 그리고 ‘학습자의 문화 지식 상태, 필요 및 흥미’라는 세 가지 

기준을 수용하여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판가름하는 세부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빈도수, 문화 어휘 성격, 문화요소’ 라는 세 가지 기준 제시의 궁

극적 목표가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문화 어휘를 우선 순위화하

는데 있으므로, 각 기준에 특정 점수를 부여한 ‘B 수준의 문화 어휘 순위

화 도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B 수준의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을 

통해 도출된 점수에 기초하여 순위화된 문화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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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교수·학습 방안은 우리의 궁

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염두에 두어, 상호문화 접근법에 이

론적 기반을 둔 대화문을 활용하여 구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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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휘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관계

  이 장에서 우리는 어휘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다. 무엇보다 어휘가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는 점에 주

목하여, 의사소통에서 어휘가 갖는 역할과 어휘 학습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어 외적ㆍ언어 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명한다. 또한 70, 80년대

를 중심으로 시대별 어휘의 위상과 외국어 교수법에서의 어휘의 위상을 살

펴본다.

  2.1.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요인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 Canale et M. Swain(1980:28-31), S. 

Moirand(1982:20), H. Boyer(1990:46-51)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라는 언어적, 사회문화적ㆍ담화ㆍ전략적ㆍ민족-사

회 문화적 능력 등으로, 이를 크게 보면 언어적ㆍ문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두 가지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

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 요소이자,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가

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이 두 가지 측면의 능력

을 고르게 갖출수록 안정적이고 완전하며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완전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자가 이 두 가지 능력을 고르게 발전시켜 완전한 의

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거의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

자들이 흔히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가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상태에서 의

사소통을 한다. 이로 인해 의미 이해와 전달에 간극이 생기기도 하며, 때로

는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가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보다 큰 요인으

로 작용할까?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절에서는 언어적

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 속하는 문법, 어휘, 음운, 형태 및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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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이라는 보다 세부적인 언어적 요소 가운데 ‘어휘’와 ‘문법’을 들어 

살펴볼 것이다. ‘어휘’와 ‘문법’은 언급한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든 의

사소통 구성요소27)로, 의사소통에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해

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먼저, 문법을 모른다면 의사소통이 성립되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보다 완전한 의사소통을 이루는데 기여하겠지만, 문법 사항을 제대

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

다. 다시 말해 문법 지식 정도는 대화를 세련되게 하고, 의미 전달을 명확

히 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구사에 영향을 미치지만, 문

법적으로 틀려도 의사소통이 성립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

법이 의사소통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구두 상에서 ‘너는 나를 좋아하니?’라는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다

음의 문장, ‘toi, aimes, moi ?’은 비록 주어가 빠지고 주어 자리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비문이지만, 발화자가 의도했던 의미는 전달될 수 

있다. 혹은 ‘나는 테니스를 친다.’라는 발화 의도를 가지고 ‘je joue au 

tennis.’로 표현해야 할 것을 ‘je jouer tennis.’의 비문 형태로 표현했다고 해

27)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와 ‘문법’>
  · M. Canale et M. Swain.(1980:28-31)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 
    : 문법적 능력: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어휘, 음운, 형태 및 통사의 규칙에 관한 능력

  · S. Moirand.(1982:20)
    언어적 구성요소(composante linguistique), 담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discursive), 지시적 구성요소  

 (composante référentielle), 사회 문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socioculturelle)
    : 언어적 구성요소 : 언어 체계를 이루는 음성학적, 어휘적, 문법적, 텍스트적 모델들의 체화(이것  

 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및 지식을 의미

  · H. Boyer(1990:46-51)
   기호 언어적 능력(compétence sémiolinguistique), 지시적 능력(compétence référentielle), 담화-텍스트적 

능력(compétence discursive-textuelle), 사회 화용적 능력(compétence sociopragmatique), 민족-사회 문화적 능력

(compétence ethno-socioculturelle)
   : 기호 언어적 능력: 음성과 음운, 어휘, 의미, 문법적 기능에 관련된 지식(savoir)을 알고, 이를 활

용(savoir-faire)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구어에서 몸짓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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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화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초보 학습자가 과일 가

게 앞에서 ‘이 사과 맛있나요?’라는 발화 의도를 가지고 사과를 가리키며 

‘pomme, bon ?’이라고 언급할 때, 발화자가 의도했던 의미는 상점 주인에

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즉, 정확한 문법적 지식 없이도 의사소통 상황

이 있고 이에 필요한 몇몇 단어를 안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성립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어휘를 모르는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이에 대한 간접적인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앞서 한번 언급한 바 있

는, 어휘를 담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라고 본 J. Courtillon(1989:147) 그리고 어휘를 성공적인 의사소통

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재료라고 밝힌 심봉섭(1997:582)과 정확

한 어휘를 아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성립 된다28)고 한 D. A.  

Wilkins(1972:111)의 견해가 그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언어 교육 전문가들

이 적어도 의사소통 초기에 어휘가 구문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 사실에 주

목하며, 의사소통 성립에 어휘가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본 J.-P. Cuq & I. 

Gruca(2003:364)와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

로 의사소통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P. Bogaard(1994:147)의 주장 또

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문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휘의 중요성을 밝힌 학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D. A. Wilkins(1972:109-112)는 의사소통에서 ‘문법’을 모르

면 의사소통이 성립될 확률이 낮아질 뿐이지만, ‘어휘’를 모를 경우 의사소통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문법’에 비해 ‘어휘’가 불완전한 의사

소통에 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S. Blum-Kulka & E. 

A. Levenston(1987:167)은 상황에 맞는 적합한 어휘의 쓰임을 알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이 성립되지 않거나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어휘

가 의사소통 성립에 있어 문법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힌다. 

  특히 S. Blum-Kulka & E. A. Levenston(1987:167)의 경우, ‘guilty’와 ‘fault’이 

28) Provided one knows the appropriate vocabulary, then some form of interchange of language is possible. 
Without the vocabulary it is impossible.(Wilkins. 19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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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다음의 영어 표현, ‘I'm guilty(je suis coupable)’와 ‘It's my fault(c'est de 

ma faute)’ 두 표현에 대해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guilty’와 ‘fault’의 의

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하찮은 사건의 경우에도 전자, 

‘I'm guilty’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휘의 정확한 의미

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경우 부자연스럽거나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R. Galisson(1988), J. R. Nattinger & J. S. DeCarrio(1992), H. H. 

Crapel(1994), H. Wise(1997), J. C. Richards(2000) 등과 같은 학자들도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과 동일한 견지에서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요컨대 제반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볼 때, 어휘는 의사소통 성립에 기본이 

되고, 결정적인 요소이다.

  더 나아가 어휘와 문법의 습득 상의 특징을 통해, 어떠한 요소가 불완전

한 의사소통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곧, 의

사소통에서 어휘는 문법에 비해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조적인 틀에 대한 학

습인 문법은 습득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일단 한번 습득되면 

장기간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어휘는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 마다 

그에 적절한 어휘를 암기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기는 하지만 습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휘가 의사소

통의 성립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원어민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성이 낮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

한 것을 발화자가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29)고 한 D. A.  

Wilkins(1972:111)의 지적은 문법과 어휘라는 언어적 요소와 결부시켜 볼 

때,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아 수용성이 낮더라도 발화자의 의도를 적절한 

어휘를 활용해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이는 어휘가 의사소통 성립에 더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도 볼 수 있다. 

29) The acceptability of his speech to the native speaker may be less important than his ability to convey 
his social needs.(Wilkins. 19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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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유발하는 언어적 요소들인 ‘문법’과 ‘어휘’ 가운데, ‘어휘’는 ‘문법’보다 의

사소통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2.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역할

  위에서 살펴 본 바를 따르면, 어휘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결정

적인 작용을 하는 언어적 요소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휘는 의사소통 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P. 

Bogaards(1994:57-61)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 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어휘는 대화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의사소통은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고 양방향적인 것이어서 발화자 혼자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대화 

상대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대화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

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나이, 성별, 사

회적 계층, 직업, 문화, 지리적 출신 등에 따라 어휘의 선택과 사용이 다르

므로,30) 어휘는 대화의 장에서 대화 상대자에 대한 비명시적인 정보를 담

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로, 어휘는 대화의 주제(sujet) 파악을 용이하게 해 준다. 대화의 

주제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로는 대화자들의 신분, 대화의 상황,  사용

되는 어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휘는 대화의 주제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주제에 따라 의사 앞에서, 

또는 친한 친구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어휘를 동원

하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분명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30) Déjà le fait qu'on parle à une ou plusieurs personnes peut modifier le choix des mots, mais c'est 
surtout le statut de l'interlocuteur, défini en terme d'âge, de sexe, de hiérarchie sociale, de situation 
professionnelle, de position culturelle, d'origine géographique, etc., qui a une influence directe sur le 
vocabulaire employé.(Bogaards. 19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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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어휘는 화자의 동기(motivation)를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드러

내건 드러내지 않건, 화자의 동기는 대단한 중요성을 지닌다. 화자의 태도, 

더 나아가 화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 또는, 언어의 방편을 

통하여, 그가 상대방에게 끼치려는 영향은 어떠한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유도한다.31) 다시 말해 발화자가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 그의 

의사소통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어휘를 통해 화자의 발화 동기를 

알게 되면 그가 전개할 이야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의 진행이 수월해진다. 

  네 번째로, 어휘는 의사소통의 상황(situation)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어휘의 사용을 달리하곤 하므로, 사용된 어휘를 분석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통해 그 상황이 공식적인지 혹은 비공식적인지 

등을 분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분야에서는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므

로 이러한 어휘를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유추해낼 수 있다. 가령 대화중에 

빈번히 ‘우편환’이나 ‘등기 우편’과 같은 어휘가 등장한다면, 대화가 진행

되는 상황이 우체국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렇

게 의사소통의 상황이 인지되고 나면, 이어지는 대화 내용의 이해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와 같이 어휘는 의사소통에서 대화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화

의 주제 및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화자의 동기를 읽

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3. 어휘 학습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어휘 학습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유무에 따라 ‘언어 외적 측면’과 ‘언어 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

31) la motivation, avouée ou non, du locuteur est d'une grande importance. C'est son attitude et, plus 
encore, ce qu'il espère obtenir de son interlocuteur ou l'effet qu'il essaie de faire auprès de lui, par le 
biais de la langue, qui le guidera dans le choix des mots. (Bogaards. 19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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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이때 유발된 효과가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언어 외적 

측면’으로,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언어 내적 측면’으로 분

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외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기 유

발 및 지속, 창의력 향상을, ‘언어 내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효율성, 

경제성, 신속성 및 문법 능력 향상을 그 대표적인 영향으로 들어 살펴본다. 

이제 차례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2.3.1. 언어 외적 측면

   2.3.1.1. 동기 유발 및 지속

  동기는 학습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W. E. Lambert(1972), R. C. Gardner(1985), Z. Dörnyei(2009), N. Leroy(2009) 

등은 학습 효율에 미치는 동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동기는 기

대한 학습의 효과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주요 동력으로, 결여되어 있을 경

우 학습 실패의 주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의 성

패를 좌우하는 주요 동인이 되는 동기는 어떻게 유발될 수 있을까? 어휘가 

그 중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동기가 흔히 학습자의 학업 만족감과 성취감

에 의해 유발되고 지속된다고 할 때, 어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

기 유발 및 지속에 유용한 요소이다. 

  먼저, 어휘는 의미 전달의 기본 단위로서, 때로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어

휘들을 전부 동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핵심 어휘 하나만을 사용하더라도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져와 학습자들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한다. 가령, 점

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어로 ‘On va déjeuner ?’

라고 하지 않고도,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간단히 ‘déjeuner’라는 하나의 어

휘만을 사용하여 ‘déjeuner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안 의도가 전

달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휘는 전술한 바 있듯이 문법에 비해 습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바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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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만족감을 높여준다. 이렇듯 어휘가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미치는 영

향은 문법과의 비교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문법은, 어휘와 더불어 분명 

또 다른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구성요소이나,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

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또 습득에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동기 유발의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 학습은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을 높여 주어서 동기 유발 및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2.3.1.2. 창의력 향상

  창의력은, 암기식·주입식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수동적 학습에서 사고력 

증진을 통해 학습 능률을 꾀하는 능동적 학습으로 교육적 패러다임이 전환

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어휘는 바로 이 중요한 창의력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다. 창의력이 학습자들의 참신한 발상과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길러진다고 

볼 때, 어휘는 바로 이러한 발상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그림을 통해 아래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 보시오.’ 

라든가, 의미 조합이 가능한 5~6개의 어휘를 열거해 놓고 ‘의미가 성립되

도록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보시오.’와 같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어휘이다. 

  한편 R. G. Malgady & P. R. Barcher(1979), L. Jung(2001), 손성호ㆍ박혜

옥(2003), 노승빈(2007) 등은 외국어 교육과 창의력 향상 간에 긴밀한 연관

성이 있다고 보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외국어 교육을 통해

서임을 역설한다. 이 중 특히 L. Jung(2001:106), 손성호ㆍ박혜옥(2003:173)

은 단어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 ‘카드에 적힌 개별 단어들

로 재빨리 짧은 문장 만들기’, ‘단어와 문장으로 십자퍼즐 만들기’, ‘단어·

문장·텍스트를 장면으로 묘사하기, ‘단어 퀴즈’ 등은 그들이 창의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일부로써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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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관련하여, L. Jung(2001:106), 손성호ㆍ박혜옥(2003)은 이 같은 

단어의 활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념 형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

워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참신한 발상과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

는 어휘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창의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3.2. 언어 내적 측면    

   2.3.2.1. 효율성 

  어휘 학습은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어휘는 문법과 달리 비순차적인 학습이 가능하여 의

사소통 상황과 언어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학습하고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들여야 하는 노력에 비해 의도한 의미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달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화 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휘는 들인 노력만큼 혹은 그보다 

수월하게 오류를 바로잡아 초기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롭다. 가령, ‘어제 늦게 잤으니, 오늘은 

일찍 자야지!’라는 의미 전달을 위해 ‘Comme je me suis couché(e) tard hier, 

je vais dormir tôt ce soir ! ’라고 말해야 할 것을, ‘Comme je me suis 

levé(e) tard hier, je vais dormir tôt ce soir !(어제 늦게 일어났으니, 오늘은 

일찍 자야지!)’로 잘못 발화했을 경우, 의미상의 오류인 ‘se coucher(잠들

다)’를 ‘se lever(일어나다)’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 초기에 의도한 의미로

의 수정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발화 의도에 대해 

‘Comme je vais me coucher tard hier, j'ai dormi tôt ce soir !’로 잘못 발화했

을 경우, 곧 ‘과거’와 ‘근접 미래’와 같은 문법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혼

돈이 생겨 발생한 문법적 오류인 경우에 그 수정은 어휘 하나의 교체만으

로 가능하지 않고, 문장 전체 시제에 대한 문법적 수정이 불가피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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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습득 후에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오류에 대한 수정이 수월한 어휘의 특징에 근거해 볼 때, 어휘 학습이 외

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3.2.2. 경제성

  어휘는 의사소통의 성립 측면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언어적 요

소이다. 하나의 어휘 활용만으로도 의사소통 성립이 가능한 어휘는 많은 

어휘들이 결집되어야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 형식에 비해 경제적이다.  

R. Galisson(1991:119)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단어

를 들며, 그 이유로 단어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완전한 그릇

과 같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라고 밝힌 것은 바로 의사소통 성립과 

관련한 어휘의 경제성을 잘 밝혀주는 대목이다. 

  특히 프랑스어는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의 핵심 단어 혹

은 소수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완전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Enchanté’, ‘Attention’, ‘Dommage’ 등의 경

우가 그것이다. 이들은 어휘 하나 만으로 완전한 의미가 전달되며, 오히려 

‘enchanter’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한국어의 ‘반갑습니다’에 가깝게 ‘Je suis 

enchanté’ 혹은 ‘Vous m'enchantez’라고 말할 경우, 문법적 형식은 올바르지만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된다.32) ‘Enchanté’에 대한 한국어 번역인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반가운’처럼 형용사적으로 말할 수 없고, ‘Dommage’에 대한 한

국어 번역인 ‘유감’이라는 말은 그 하나만으로 독립적인 발화가 될 수 없다. 

이들은 반드시 뒤에 어떤 서술어를 동반해야 하며, 그때 어떤 서술어가 붙

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한국어로는 ‘유감-스럽다’ 

라든지 혹은 ‘유감-스럽지 않다’ 등 그 의미가 서술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어는 ‘Bon courage’, ‘Bonne chance’, ‘Bon voyage’, ‘Bon 

32) Bogaards(19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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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ail’, ‘Bon appetit’, ‘Bonne continuation’, ‘Bonnes vacances’ 등과 같이 명

사구가 술어 없이 문장을 대신하고, ‘allô’, ‘bravo’, ‘aïe’, ‘au secours’ 등과 

같은 문장 상당 단어(les mots-phrases)가 존재해, 적은 어휘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다33)는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반면, 한국어의 경

우,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 곧 ‘힘내세요’ ‘행운을 빕니다.’ 등은 반드

시 종결어미가 와야 완전한 발화로 인지된다는 점에서 위 표현들과 대비되

며, 의도한 의미가 원활하게 전달되는 데 필요한 어휘 수의 측면에서 비경

제적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어휘를 동원하지 않더라고 비교적 완전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어휘는 의사소통 성립의 측면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데 유익하다. 

  2.3.2.3. 신속성

  의사소통 관점에서 볼 때, 어휘의 경제성은 의사소통의 신속성으로 연결

된다. 하나의 혹은 소수의 어휘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사

소통에서 문장을 구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를 여는 첫 발화가 

중요하며, 그 발화 시간이 짧을수록 대화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된 한 두 어휘는 의사소통의 신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어휘는 통사, 더 나아가 형태통사론이 조직되는 습득의 축이

다. 이점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실어 나르는 요소인 어휘가 억양과 더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의사소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는 사실을 통해 설명된다.”34)고 한 J. Courtillon(1989:147)의 언급은 의사소

통에서 어휘가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33) Cuq, & Gruca,(2003:364)
34) Le lexique est le pivot de l'acquisition à partir duquel s'organise la syntaxe et, plus tard, la 

morpho-syntaxe. Cela s'explique aisément par le fait que lexique, haut porteur d'information, contribue, 
avec l'intonation, à donner rapidement aux élèves l'accès à la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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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문법 능력 향상

  J.-P. Cuq & I. Gruca(2003:364)는 문법과 어휘는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35) 이처럼 언어 학

습의 관점에서 볼 때 문법과 어휘는 유기적 관계에 놓인 언어 요소들로써, 

D. A. Wilkins(1972:110)에 따르면 언어를 통한 진지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36) V. F. Allen(1983:3) 역시 어휘와 함께 문법을 학

습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37)

고 하며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 어휘와 문법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문법과 어휘는 의사소통 능력 습득의 관점

에서 상호 영향 관계에 있어, 하나의 발달이 또 다른 하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곧, 어휘 학습은 어휘력뿐만 아니

라 문법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휘가 딱딱하

게 느껴지는 문법 구조에 살을 붙임으로써 보다 흥미를 가지고 문법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어휘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문법 지식이 활용됨에 따라 문법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다. 어휘가 문장과 담화 차원에서 문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통로38)가 된

다는 M.-C. Tréville & L. Duquette(1996:97)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다. 어휘와 문법 간의 이러한 관계는 프랑스의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와 

기술계 학급(classe de seconde générale et technologie)의 영어 교육과정에 다

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바 있다: 어휘와 문법의 심화는 함께 이루어

진다.39) 

35) Tout s'imbrique dans une langue, grammaire et lexique sont interdépendants, et il n'y a pas vraiment 
de frontière entre grammaire et lexique.

36) The obvious fact is that to communicate at all seriously and adequately through the language a 
command of both grammar and vocabulary is necessary. 

37) Students who do not learn grammar along with vocabulary will not able to use the language for 
communication. 

38) l'étude du vocabulaire est une porte ouverte sur la découverte de la grammaire au niveau de la phrase 
et au niveau du discours.

39) Approfondissements du lexique et de la grammaire vont de pair.(Préambule commun aux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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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는 문법과 어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휘 학습은 문법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4.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어휘의 입지와 역할을 통해 어휘와 의사

소통 능력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외국

어 교육에서 어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조명하기 위해, 

어휘의 위상을 70, 80년대를 중심으로 시대별 측면과 외국어 교수법 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4.1. 시대별 어휘의 위상

  어휘는 외국어 교육에서 줄곧 문법의 아류로 다루어졌으며, 그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B. Laufer(1986:69)는 어휘

가 외국어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이유를 다

음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언어학자들은 변수가 많은 어휘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법의 연구 및 발전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언어학자들은 구조주의자와 생성 문법 학자들이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언어 

규칙과 같은 닫힌 시스템(système clos)을 굉장히 선호하였다. 다시 말해, 언

어학자들은 이미 정형화된 패턴에 대한 습득이 주축을 이루는 구조주의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을 권장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변수가 많은 어휘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어휘 학습의 한 방법으로써 심리학자들이 실행해오던 연상 학습 

de l'enseignement/L'enseignement des langues vivantes au lycée d'enseignement général et technologique.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3:12/ 2007:8) cf. 2003. 2007. 교육 과정 문서 내용

에 변화가 없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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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종전 제2외국어 교수자의 어휘 학습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에 지배적 이론이었던 행동주의는 연상(associations)에 의한 어휘 학습을 권

장했으나, J. B. Carroll(1963:1074)에 따르면 이러한 어휘 학습 방식은 종전 

방식과의 큰 차이로 이전 교수법 학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교수자들은 쉬운 것보다 복잡한 것을 더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

다. 많은 교수자들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고립된 사실(faits isolés)보다 일

반화 시킬 수 있는 원칙(principes généralisables)40)을 교수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고 확신했다. 교수자들은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와 같은 기본적 요소들을 

가르치기보다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를 더 좋아하였으며, 단어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 스스로가 습득해야 하는 요소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언제부터 어휘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을까? 응

용 언어학 전공자, 외국어 교육학자와 교수자들이 어휘가 경시되는 것에 반

기를 들기 시작한 때는 7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영어권에서 E. L. 

Judd(1978)의 ‘어휘 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Vocabulary Teaching 

and TESOL : A need for reevaluation of existing assumptions »)’, P. Meara(1980)의 

‘언어 학습에서 무시된 부분 (« Vocabulary acquisition : A neglected aspect of 

language learning »)’과 같은 어휘 습득 관련 논문이 출현하게 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이어지는 80년대부터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중요성이 본

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어휘 지식의 부재를 외국어 습득에 장

애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학습자들이 읽기를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휘 지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 J. T. Crow & J. 

Quigley(1985:499), 듣기를 할 때 주된 장애 요인이 어휘에 대한 무지 때문이

라고 밝힌 P. Kelly(1991:135), 이들 모두는 어휘를 외국어 습득에 주된 장애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유럽어권에서도 80년대에 이르러 어휘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기 시작

하였다. F. J. Hausmann(1984)이 자신의 은사가 ‘외국어 학습은 세 가지의 

M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단어(Mots), 단어(Mots), 그리고 단어(Mots)이

40) 여기서 고립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어휘’이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원칙은 ‘문법 규칙’으로 

여겨진다. 즉, 구조주의 이론을 선호하던 교수자들은 어휘를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써 수

업시간에 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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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라고 한 주장에 비추어 외국어 교육의 중추적 요소로써 단어의 중요

성을 역설하고, R. Galisson(1983:18)이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J. 

Courtillon(1989:147)이 어휘를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자 화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로써 간주하며 외국어 습득을 위한 핵심 요소

라고 강조했던 시기도 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와 같이 어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70년대 후반이며,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의사소통 접근법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의사소통 접

근법은 언어 교육의 주안점이 구조주의에서 기능주의로, 발화의 정확성에

서 유창성으로 바뀌는 교수법적 패러다임의 변화 중심에 있는 이론이다.   

한편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하나의 새로운 교수법이 등장하는 배경에

는 새로운 사회적 필요와 기대가 있다고 한 C. Puren(1988:97-98)의 주장에 

근거하여 볼 때,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별로 다른 

교수법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며, 그에 따른 언어 구성요소의 상이한 

위상에 대한 설명이 된다. 

  2.4.2. 교수법에서 어휘의 위상

  현대적인 외국어 교수법이 등장한 이래, 어휘란 교수할 필요 없이 학습

자가 스스로 알아서 습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어휘 

교육의 문제는 외국어 교수·학습의 중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점은 적어도 의사소통 접근법 등장 이전에 출판되었던 대부분의 언어 교재

에서 어휘 교육을 위한 어휘에 대한 연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통해 잘 드러난다.42) 

  R. Galisson(1991:3)과 P. Bogaards(1994:143)에 따르면 어휘는 다른 언어적 

구성요소들에 비해 교수법 역사에서 줄곧 소홀하게 다루어지곤 했다. 외국

어 교육에서 어휘를 경시하는 태도가 바꿔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B. 

41) Bogaards(1994:9) 재인용

42) Tréville & Duquette(1996:95) 재인용.



- 31 -

Laufer(1986:69), R. Carter(1987:145) 등은 특히 기존의 많은 교재들이 문법 

습득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었을 뿐, 어휘 습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

을 싣고 있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P. Arnaud(1992:134)는 제2외국어의 

향상 정도가 대부분 문법적 기준을 수단으로 하여 측정되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교육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교수법에서 어휘의 중요성이 문

법보다 뒤늦게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수법에서 언제부터 

어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을까? 어휘의 중요성은 교수법에서 어

휘의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어휘의 위상에 대해 논의한 학자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R. 

Galisson(1991:5-9)은 어휘의 위상을 ‘살찐 소(vaches grasses)’ 시대와 ‘여윈 소

(vaches maigres)’ 시대로 구분하여 논한 바 있다.43) ‘살찐 소’ 시대는 교수법에서 

어휘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대로, 전통 교수법(méthodologie44) traditionnelle, 

이하 MT)과 직접 교수법(méthodologie directe, 이하 MD)이 이 시대에 속한

다. 반면, ‘여윈 소’ 시대는 어휘의 위상이 매우 낮았던 시대로, 시청각 교수

법(méthodologie audio-visuelle, 이하 MAV)과 의사소통 접근법(approche 

communicative, 이하 AC)이 이 시대에 속한다.

  먼저, ‘살찐 소’ 시대에 해당하는 MT는 문법과 번역을 강조한 교수법으

로, 이 시대에는 어휘 학습을 위한 특수 교재들이 발행되며, 텍스트 하단의 

어휘 노트란이 확장되는 등 언어 학습을 위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보편화 돼 있었다.45) 또한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가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문어적 담화인 문학 텍스트를 활용했던 사실 역

시 어휘의 위상이 높았음을 잘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담화 이해의 측면에

43) 이는 Galisson(1991:5)이 성경에서 유래된 표현을 비유적으로 든 것으로 살찐 소(vaches grasses)는 

풍요를, 여윈 소(vaches maigres)는 궁핍을 의미한다.
44) Puren(1988:16-19)은 ‘méthode’와 ‘méthodologie’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교수법’이라는 뜻으

로는 ‘méthodologie’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méthode’는 의미 이해하기, 규칙 알기, 반복시키

기, 흉내 내기, 다시 활용하기...등과 같은 모든 외국어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적 목표들

(objectifs techniques inhérents)과 관련되며 영구적인 자료들로 구성된다. 반면에 ‘méthodologie’는 일

반적 목표, 언어·문화적 내용, 참조 이론, 교수 상황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면서 변화 가능한 

요소들이 고려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성질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Puren의 주장을 수

용하여, ‘교수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méthodologie’을 사용할 것이다.
45) Galisson(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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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어적 담화는 구어적 담화에 비해 더 풍부한 어휘 지식을 요했기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MT와 달리 일상 구어를 중시하는 교수법인 MD는 학

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공된 텍스트를 사용함에 따라 텍스트를 이해하

는 데 풍부한 어휘력이 동원될 필요는 없었으나, 학습자들이 놓친 어휘를 

보충학습 할 것에 대한 압박이 컸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휘의 위상은 높았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윈 소’ 시대에 속하는 MAV는 R. Galisson(1991:8-11)에 따르면 

일상 구어를 중시하며 자연스러운 상황의 대화 학습을 강조한 교수법으로, 

일상 대화 속에서 단순한 것을 말하기 위해 복잡한 어휘를 저장해 두는 것

에 대한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긴 어휘 목록을 구시대의 전유물로 간주한

다. 또한 MAV는 음운론과 문법에 중심을 두고 Français Fondamental 1(기초 

프랑스어 1, 이하 FF 1)46)의 활용을 권장하는 구조주의에 기초한 교수법으

로, 활용 가능한 어휘가 FF 1에 제시된 것으로 제한되고, 소수의 어휘를 가

지고 정해진 구문을 연습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휘 습득은 

학습의 주된 목표가 아니었다. MAV에 기반 한 교재의 매 단원에 문장 구

조 연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만이 수록되었던 사실47)은 이를 잘 밝혀준

다. 

  한편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라는 명제 하에 언어 습득을 위해 등

장한 FF 1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어휘를 기본 어휘로만 한

정시키고 집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오히려 다양한 어휘 학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 Galisson은 “역설적이게

도 FF 1을 만들기 위해 실행된 모든 작업이 어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고, 교재 내 어휘의 빈곤화를 초래했다”48)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P. Bogaards(1994:6)는 “FF 1은 언어 교육에서 어휘의 파괴자라는 기

46)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라는 명제 하에 언어습득을 위해 기본어휘를 한정할 필요성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G. Gougenheim, P. Rivenc, R. Michéa, A. Sauvageot팀이 빈도수를 조사하여 만들었

다. 어휘는 1,449단어(명사 692, 동사 339, 형용사 98)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교재로 voix et Image 
de France(1960)와 De vive voix(1972)가 있다.

47) Bogaards(1994:6)
48) Le paradoxe, en l'occurrence, est que tout le travail effectué pour l'élaboration du F.f. ait surtout 

servi...à desservir le vocabulaire et abouti à sa paupérisation dans les méthodes. (Galisson. 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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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지 않은 역할을 했다”49)라고 한 R. Galisson의 언급에 주목하며, FF 1

이 초기 의도와 달리 어휘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재확인하였

다. 이렇듯 영어의 위세에 대항하여 프랑스어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외국인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제작된 FF 1은 초기 

제작 목적과 달리 어휘의 입지를 낮추는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FF 1은 반드시 습득이 필요한 어휘의 종류와 수를 포함하는 교

육 자료로써,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웠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록된 어휘들이 과학적인 연구절차를 따

라 수집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FF 1이 외국어 교육에서 갖는 교육

적 의의는 크다. FF 1에 수록된 단어들은 163개의 실제 의사소통 대화 내

용에서 수집한 312,136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수집된 것으로, 대화 내용은 

사회·지리적 차이를 고려한 개인이나 그룹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내용으

로, 상대방 모르게 녹음되었다.50)

  그 다음, ‘여윈 소’ 시대에 속하는 또 다른 교수법인 AC는 의미 전달을 

중요시 한 교수법으로, 이 교수법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며 중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언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어휘의 위상

은 여전히 낮았다. 그 이유는 AC에서는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어

휘를 언화 행위(acte de parole)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un Niveau-Seuil에 기초

하여 선별하여 습득함으로써 어휘는 여전히 어휘 습득을 목표로 한 학습의 

대상으로써가 아니라, 무언가를 돋보이게 하는 부차적인 요소로써 간주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AC에서 텍스트의 수용 방법으로 등장한 총괄적 읽기

(lecture globale) 혹은 총괄적 듣기(écoute globale)라는 개념은 텍스트의 전반

적인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어휘의 정확한 의미나 다양한 의미, 용법에 대

한 학습자들의 주의력과 민감성을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49) Le paradoxe, en l'occurrence, est que tout le travail effectué pour l'élaboration du F.f. ait surtour 
servi...à desservir le vocabulaire et abouti à sa paupérisation dans les méthodes.(...) le f.f.〔a joué〕le 
rôle inattendu de fossoyeur du vocabulaire en pédagogique des langues>>.

50) FF 1 제작에 동원된 과학적인 연구 절차는 본 연구에서 효율적인 문화 어휘의 목록화를 구상하

는 데 중요한 참조기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4.2.1.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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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R. Galisson의 관점에서 구분된 ‘살찐 소’, ‘여윈 소’라는 두 

시대에서 어휘의 위상은 MT, MD에서 높고, MAV, AC에서 낮았다.

  2.5. 종합적 고찰 

  우리는 이제까지 의사소통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어

휘 학습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어 외적·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또한 70, 80년대를 중심으로 시대별 측면과 외국어 교수법 측면

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해보았다. 

  시대별 측면에서, 어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된 논문(E. L. Judd 

1978, P. Meara 1980)과 언어 습득 장애에 주요인으로써 어휘 지식의 부재를 

든 학자들(J. T. Crow & J. Quigley 1985, P. Kelly 1991, R. Galisson 1983)의 

등장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교수법 측면에서, 어휘의 위상을 R. Galisson이 구분한 ‘살찐 소’와 ‘여윈 

소’라는 두 시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휘의 위상이 높았던 ‘살찐 소’ 시대에 MT와 MD가, 어휘의 

위상이 낮았던 여윈 소 시대에 MAV와 AC가 해당되었다. 그 이유로는 ‘살

찐 소’ 시대의 MT의 경우, 어휘 학습을 위한 특수 교재들의 발행, 텍스트 

하단의 어휘 노트 란의 확장, 풍부한 어휘 지식의 동원이 요구되는 문학 

텍스트의 활용이, MD의 경우, 학습자들이 놓친 어휘에 대한 보충 학습의 

압박이 어휘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여윈 소’ 시대의 MAV의 경우, 언어 습득을 위해 등장한 FF 1이 

본래의 출현 목적과 달리 활용 가능한 어휘를 기본 어휘에 국한시킴으로써 

사용 어휘의 제약을 초래했다는 점과 구조주의에 입각한 교수법으로 인해 

정해진 구문을 연습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어 풍부한 어휘의 교수·학습이 

불필요했음을 들 수 있다. AC의 경우, 어휘 선별의 제약 요인이 된 un 

Niveau-Seuil의 등장과 학습자들의 주의력과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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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괄적 읽기와 듣기라는 개념의 출현이 어휘의 위상이 낮아지는 데 영

향을 미친 주요인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교수법 측면에서 R. Galisson의 관점으로 본 

어휘의 위상은 다분히 교수·학습 대상으로서의 어휘에 초점을 두고 조명된 

면이 있다. 어휘의 위상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충분

히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R. Galisson의 관점에서 바라 본 어휘의 

위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란 어렵다. 특히 어휘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성을 논하는 본 장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있는 것이 어휘와 의사소통 

능력 간 상관성에 기초한 어휘의 위상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어

휘의 위상을 재조명해 볼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구어와 문어, 이 양 측

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구어 의사소통의 능력에 중심

을 두고, 특히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어휘의 위상을 조명해 볼 것이다. 

그 결과 MT에서 어휘의 위상은 가장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MT의 교수 목표는 문학 텍스트를 잘 번역하는 데 있었으므로, 학

습되는 어휘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문학적이고 문어적인 것이었기 때

문이다. 즉, MT에서 어휘는 단지 번역을 잘 하기 위해 머릿속에 사장된 지

식 차원의 도구로써 매우 중요했으며, 구어적 의사소통과는 무관한 언어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목표어로의 직접 접촉을 통한 학습을 지향하는 

MD에서 어휘의 위상은 MT에서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MD

에서 어휘는 단지 지식적 차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어 표현에 사용되는 활

용적 차원의 도구로써, 말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의 위상이 일상에서 구어적으로 자주 쓰이는 어휘와 관련성이 크다고 

할 때, MD는 ‘우체국에서’, ‘은행에서’, ‘식당에서’와 같은 일상에서 대면하

는 상황이나 ‘돈’, ‘지리’, ‘기온’과 같은 일상적인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수

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쓰이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구어가 중시되기 시작한 MD에 이르러 

종전 외국어 교육에서 주류를 차지했던 문법보다 어휘가 중요한 위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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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되는데,51) 이 역시 당시 어휘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았음을 잘 보여

준다. 

  상황에 따라 다소 어색하고 피상적인 대화를 양산하는 자극-반응-강화

(stimulus-réponse-renforcement)식에 기초한 기본 문장 습득과 회화 연습이 

주가 되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기초한 교수법인 MAV에서 어휘의 위상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MD에서 보다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MAV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양한 어휘가 동원될 

필요는 없었으나, MAV의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꼽히는 ‘학습자가 교실 안

에서 학습한 문장은 교실 내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되

는 전이의 문제(problème du transfert)52)로 인해, 상황에 맞는 창조적인 발화 

생산에 있어 어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적인 구문 

연습이 학생들에게 압박과 부담을 주어 흥미 및 동기 유발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지적에 따라 동기 및 흥미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등장한 MAV는 시각

적 도구의 활용을 통해 어휘 학습에 대한 지루함을 해소하였으며, 학습자 

스스로가 배운 기본 어휘와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AC에서 어휘의 위

상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중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AC는 전술한 바 있듯이, 의미 전달에 역점을 둔 유창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의미를 실어 나르는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인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와 관련하여, P. Bogaards(1994:143)은 종전 

제2외국어 교육에서 교육적 실행과 학문적인 연구만을 위해 특히 문법적 측

면을 중요시 했었다면,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필요와 함께 어휘가 중요해졌

다53)고 언급한바 있다. 둘째, 어휘는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구성요소 중 하

51) Germain(1993:129)
52) 가령, ‘Qu’est-ce que tu as fait hier soir ?’ 라고 교실에서 물었을 경우, 학습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Hier soir, j'ai regardé la télévision’이라고 대답하고, 교실 밖인 길거리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 그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다른 행동을 했을 경우,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Germain 
(1993:147) : 구조주의는 이미 완전한 구문 형태를 통한 외국어 습득을 권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의 창조적 조합으로 상황에 맞는 발화 생산을 어렵게 하며, 이는 전이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
53) Si jusque là les pratiques pédagogiques aussi bien que les recherches scientifiques avaient surtout porté 

sur les aspects grammaticaux de l'apprentissage des L2, on se rendait compte, sous l'influence sans d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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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써,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54) 

  이와 같이, 어휘와 구어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재조

명한 교수법에서의 어휘의 위상은 MT에서 가장 낮았으며, AC에 이를수록 

꾸준히 높아진다. 이를 R. Galisson이 교수·학습 대상으로서의 어휘에 초점

을 두고 밝힌 어휘의 위상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교수·학습 대상으로서의 어휘

MT MD MAV AC 교수법

어휘위상 구어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성

 〔 표 1 〕의사소통 능력 상관성에 따른 어휘 위상

des besoins d'un enseignement plus communicatif des L2, que le lexique devait occuper une place 
importante dans l'enseignement des langues. 

54)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와 ‘문법’>을 언급한 2.1장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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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와 의사소통 능력

  

  우리는 2장에서 어휘가 의사소통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어휘는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고 배양함에 있어 필수적인 핵심요소이다. 그리고 문화 역시 어휘와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 그 중

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휘와 문화의 결합이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 ‘어휘’의 응집체, 즉 ‘문화 어휘’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우선,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

고, ‘문화 어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R. 

Galisson의 두 개념, 곧 ‘어휘문화(lexiculture)’와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에 대해 살펴본다. 그 다음,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의 개념

과 그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 어휘 유형을 제시한다. 더불어, 

문화 어휘의 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언어적·문화적·교육적 측면으로 나

누어 고찰하면서, 문화 어휘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을 살펴본다. 

  3.1. 외국어 학습과 문화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언어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의사소통 접근법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의사소통 접근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1970년대 

이전의 언어학, 사회학 혹은 교수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여러 학자들의 

존재는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이다. 

  B. L. Whorf(1956:152)는 이미 1950년대에 주장하기를 이 세상의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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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각각 다른 철학이나 세

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철학이나 세계관의 다양성은 결국 

언어의 다양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면, N. 

Brooks(1964:85)가 언어란 문화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문화의 가장 전

형적이고 대표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G. 

Mounin(1984:35)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보다 잘 알아야 할 필

요가 있고,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문화와 더욱 친숙해져야 

한다”55)고 함으로써, 언어와 문화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N. Brooks와 G. Mounin은 언어는 문화가 발현되는 장소라고 여겼

고, B. L. Whorf는 언어가 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면서 서로 입장의 차이

를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언어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피

력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볼 때,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언어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까?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 학자 L. Porcher(1982:40)는 “언어에는 전적으로 문

화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언어가 한편으로 사회·역사적 산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사회적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56)라고 단언

하면서, 언어는 사회역사적 산물로써 한 나라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표본

임을 분명히 하였다. R. Galisson(1990:108)은 언어란 사회적인 실제인 동시에 

사회역사적 산물로써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서로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를 함축적 공생(commensalisme prégnan

t)57)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언어와 문화 그 각각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서

55) Pour pénétrer la civilisation mieux vaut savoir la langue, et pour se perfectionner dans la langue, il 
faut se familiariser toujours plus avec civilisation. 

56) La langue est tout entière marquée de civilisation, d'une part parce qu'elle est un produit 
socio-historique et, d'autre part dans la mesure où elle est toujours d'abord une pratique sociale. 

57) parce qu'en tant que pratique sociale et produit socio-historique, la langue est toute pénétrée de culture. 
Le jeu de symbiose dans lequel fonctionnent langue et culture fait qu'elles sont le reflet réciproque et 
obligé l'une de l'autre. C'est pour tenir et rendre compte de ce commensalisme pré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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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M. De Carlo(1995:75)의 견해와 문화와 언어는 서

로 상호작용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D. 

Shanahan(1998:454)의 주장 역시 R. Galisson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언어학·사회학·교수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볼 때, 문화는 언어와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있으며 외국어 

학습에 있어 결코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없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3.1.1. 언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문화의 중요성

  많은 학자들이 언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 중 

R. Galisson(1991:111-113)은 언어 교수법에서 문화가 부각되기 시작한 배경

을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내적 

상황은 교수법의 진보와 관련되며, 외적 상황은 사회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 

  우선, 그가 들고 있는 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학의 일시적 

정체가 문화 분야의 부흥을 이끌었고 둘째, 의사소통 접근법의 목표가 언

어 코드에 대한 지식 차원을 넘어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으로 옮겨 감에 따

라 심리학·사회학·문화적 규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셋째, 

상호문화 접근법을 테마로 하여 이루어진 유럽평의회의 연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참조 기준이자, 외국 문화와 상호교류를 위한 결제수

단으로 모국어 문화를 강조하였고, 넷째, 의사소통 접근법이 문화를 부각시

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58) 

  다음으로, 그는 외적 상황으로 첫째, 이민의 증가, 둘째, 산업화 사회의 

도래로 속출된 문화적 충돌 등을 들며,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볼 때 외적 상황은 언어 교육에서 문화를 중요

시하게 된 배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나, 문화적 충돌로 촉발된 

‘소통’의 필요성이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

서 볼 때,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58) 사실 교수법의 역사적 변천에서 어떤 주기적인 메카니즘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교수법이 전 

시대의 교수법이 소홀히 다룬 부분을 강조하면서 등장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전 시대에서 강조하

던 것을 다시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재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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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R. Galisson이 제시한 교수법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과 관련한 

내적·외적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언어 교육에서 문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로서의 문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언어 능력 이외

에 문화 능력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

여 E. Bérard(1991:28-31)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사회 문화적 차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문화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긴밀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

통 능력 구성요소로서 문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

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 전개 중심에 있으나, 학자들 간에 통일된 정

의가 존재하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하게 남아있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일례로 N. Seelye(1993:15-16)는 문화는 그 개념이 너무나 막연한 

것이어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려우며, 복잡하고도 모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사전에서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문화가 어떻게 정의

되는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

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 되는 생활 

방식과 내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산물로 학문, 예술, 종교 

등과 같은 것이 꼽힌다.59)『새 우리말 큰 사전』(1980:1289)에서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 일체의 성

과와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따위의 물심양면에 

걸친 생활 경험의 양식과 내용을 문화에서는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류학자 C. Lévis-Strauss(1966:19)는 “모든 문화는 예외 없이 상징적 

체계들의 총체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들의 첫머리에 언어, 결혼 관습, 경제

적 관계, 예술, 과학,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체계는 물질적 현

59)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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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사회적 현실의 몇 가지 측면, 더 나아가 이 두 가지 현실 유형이 그

들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체계들이 서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정의한다.60) 

  이들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문화’는 서서히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며, 

물질적·정신적 산물과 생활 경험의 양식 및 내용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프랑스어 교수법에서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civilisation’과 ‘culture’가 있으

며, 이 두 개념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된다. 우리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통해 

문화가 교수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두 개념에 대한『언어 교육학 사전(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

s)』의 정의를 살펴보자. 

   Civilisation(문명):

    1. 문명화시키거나 문명화되는 사실.

    2. 진보된 사회에서의 공통된 특성들의 총체.

    3. 어떤 사회에서 고유한 특성들의 총체.61)

   Culture(문화):

    1.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에 의해 풍부해진 정신상태.

    2. 문명이 지닌 지적인 양상들의 총체.

    3. 문명의 동의어.62)

60) Toute culture peut être considerée comme un ensemble de systèmes symboliques au premier rang 
desquels se placent le langage, les règles matrimoniales, les rapports économiques, l'art, la science, la 
religion. Tous ces systèmes visent à exprimer certains aspects de la realité physique et de la realité 
sociale, et plus encore, les relations que ces deux types de realité entretiennent entre eux et que les 
systèmes symboliques entretiennent les uns avec les autres. 

61) Civilisation
   1. Le fait de civiliser ou de se civiliser
   2. Ensemble de caractères communs aux sociétés évoluées
   3. Ensemble de caractères propres à une société quelconque (R. Galisson et D. Coste. 1976:88-89)
62) Culture
   1. Etat d'un esprit enrichi par des connaissances variées et étendues



- 43 -

1. 적절한 지적 훈련에 의한 어떤 정신 능력의 발달.   

2. 한 문명의 지적 양상들의 총체.

3. 인간 사회에서, 획득된 여러 형태의 행태들의 총체.

4. 수련, 단련: 적절하고 점진적인 연습을 통한 신체의 체계적  

   인 발달.64)

  Le Petit Robert에서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Civilisation(문명):

   

1. 문명화되는 사실.

2. 문명: 가장 진보된 광범위한 사회에 공통된 특성들의 총체:   

   자연, 야만에 반대된 인간 사회의 획득 총체.

3. 문명: 하나의 큰 사회 또는 하나의 사회 집단에 공통된      

   사회적(종교적, 도덕적, 미학적, 과학적, 기술적)현상의 총    

   체.63)

    

   Culture(문화):

   2. Ensemble des aspects intellectuels d'une civilisation
   3. Synonyme de civilisation (R. Galisson et D. Coste. 1976:136-137)
63) Civilisation
   1. Le fait de se civiliser
   2. La civilisation: ensemble des caractères communs aux vastes sociétés les plus evoluées: ensemble des   

   acquisitions des sociétés humaines (opposé à nature, barbarie)
   3. Une (des) civilisation(s). Ensemble de phénomènes sociaux(religieux, moraux, esthétiques, scientifiques,      

   techniques) commun à une grande société ou à un groupe de sociétés〕(A. Rey. et J. Rey-Devobe.   
   2002:447)

64) Culture
   1. Développement de certaines facultés de l'ésprit par des exercices intellectuels appropriés
   2. Ensemble des aspects intellectuels d'une civilisation
   3. Ensemble des formes acquises de comportement, dans les sociétés humaines
   4. Culture physique: développement méthodique du corps par des exercices appropriés et gradués (A.    

   Rey. et J. Rey-Devobe. 2002:611) 



- 44 -

  이와 같이 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s 및 Le Petit Robert 교수

법 사전에 따르면, ‘culture’와 ‘civilisation’은 크게 물질적·지적·정신적·행태

적 소산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이 중 ‘civilisation’은 물질적 소산과 관련성

이 크며, ‘공통성’과 ‘고유성’은 이를 규정짓는 특징이다. 반면, ‘culture’는 

‘civilisation’의 동의어로서, 물질적 소산을 비롯한 지적·정신적·행태적 소산 

모두를 함축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히 정신적 소산과의 관련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 

‘문화’는 ‘culture’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목표어에 반영된 원어민들의 고유

하고 공통된 가치관 및 사고방식과 같은 정신적 소산에 대한 이해인데, 두 

개념 중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culture’이며, 이것은 

‘cilvilisation’의 동의어로서 ‘공통성’과 ‘고유성’이라는 문화적 특징까지 내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위해 

‘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제 여러 교수법 학자들이 의사소통 구성요소로서 문화(culture)65)를 어

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D. H. Hymes(1984:83-84)는 의

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첫째, 어떤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한가, 둘

째, 어떤 것이 인간의 정보 처리 면에서 실현가능한가, 셋째, 발화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넷째, 어떤 말이 실제 발생하고 행해질 수 있는가66)를 들

65)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로서의 ‘문화’>
  · M. Canale et M. Swain(1980:28-31)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 
  · S. Moirand(1982:20)
    언어적 구성요소(composante linguistique), 담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discursive), 지시적 구성요소  

 (composante référentielle), 사회 문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socioculturelle)
  · H. Boyer(1990:46-51)
    기호 언어적 능력(compétence sémiolinguistique), 지시적 능력(compétence référentielle), 담화-텍스트적  

 능력(compétence discursive-textuelle), 사회 화용적 능력(compétence sociopragmatique), 민족-사회 문화적 능  

 력(compétence ethno-socioculturelle)
66) ·D. H. Hymes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요소

   - what is formall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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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언어적 능력: 이 요소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는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규칙과 담화 규칙이라는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는 것으

로, 이 두 규칙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 의미가 함의된 발화를 해석함

에 있어 결정적이다. 특히 발화의 지시적 의미와 발화자의 의도 사이

에 투명성이 낮을 때 더욱 그러하다.67)

고 있다. 이 중 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세 번째로, 이는 동일한 발화일지

라도 어떠한 사회·문화 맥락에서 언급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충분히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 나라의 고유하고 공통된 사회·문화를 모를 경우,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

서 이때, ‘문화’는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회·문화적 지식

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두 번째로, M. Canale et M. Swain(1980:28-31)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

소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들었는데, 이 중 사회 언어

적 능력이 문화와 상관성이 크며, 이때 ‘문화’는 아래의 정의에서 볼 수 있

듯이, 발화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규칙 및 담화 규칙에 대한 지식과 연관성이 크다. 

  세 번째로, S. Moirand(1982:20)은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를 언어적 

구성요소(composante linguistique), 담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discursive), 지시

적 구성요소(composante référentielle), 사회 문화적 구성요소(composante 

socioculturelle)로 구분하였다. 이 중 네 번째가 문화와 관련성이 큰 구성요

소로서 , 이때 ‘문화’는  아래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조화로운 사회를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 구성원 간 합의된 규범적 지식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 what is feasible in terms of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 what is the social meaning of an utterance
   - what actually occurred and performed   
67) This component is made up of two sets of rules : sociocultural rules of use and rules of discourse, 

knowledge of these rules will be crucial in interpreting utterance for social meaning, particularly when 
there is a low level of transparency between the literal meaning of an utterance and the speaker'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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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화적 구성요소: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 관계 규범과 사회

적 규칙에 대한 지식 및 습득, 사회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나 문화사

에 대한 지식....68)

  민족-사회 문화적 능력: 공존하고 대립하는 여러 사회적·민족적·종

교적·정치적 현상과 관련한 집단의 표상, 의견, 지식을 제어할 수 있

는 능력69)

  

  마지막으로, H. Boyer(1990:46-51)는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를 기호 언

어적 능력(compétence sémiolinguistique), 지시적 능력(compétence référentielle), 

담화-텍스트적 능력(compétence discursive-textuelle), 사회 화용적 능력

(compétence sociopragmatique), 민족-사회 문화적 능력(compétence 

ethno-socioculturelle)으로 구분하였다. 이 다섯 개의 하위 능력 중 문화와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은 다섯 번째로, 이때 ‘문화’는 아래의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여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집단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D. H. Hymes는 발화의 사회적 의미의 타당성에 관한 지식, 

M. Canale et M. Swain은 사회 언어적 능력, S. Moirand은 사회 문화적 구

성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H. Boyer는 민족-사회 문화적 능력이라는 ‘문화

적 요소’를 의사소통 구성요소에 공통적으로 포함시킨다. 하지만 이들이 

정의내린 ‘문화적 요소’에서 ‘문화’는 다소 상이한 의미를 내포했다. 가령, 

D. H. Hymes와 M. Canale et M. Swain의 경우, 문화는 발화를 이해하기 위

해 알아야 할 사회·문화적 지식이고, S. Moirand과 H. Boyer의 경우에는 조

화로운 사회 유지를 위해 알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 간 공유된 규범적 문화 

68) la connaissance et l'appropriation des règles sociales et des normes d'interaction entre les individus et 
les institutions, la connaissance de l'histoire culturelle et des relations entre les objets sociaux...

69) composante/compétence ethno-socioculturelle : une composante qui concerne la maîtrise des connaissances, 
des opinions et des représentations collectives, en relation avec les diverses identités(sociales, ethniques, 
religieuses, politiques...)qui coexistent et s'affr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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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볼 때, 의사소통 구성요소로서 ‘문화’는 발화를 

이해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회·문화적 지식으로 사회 구

성원이 합의하여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3.2.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

  MT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문학 텍스트를 얼마나 잘 번역하느냐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가 

MT의 주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곤 하였다. 문학 텍스트는 당시 문화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는데, 그 이유는 MT에서 외국 문화

는 문학, 그리고 회화, 음악, 조각 등과 같은 예술의 동의어로 여겨졌으며,

외국 문화를 처음 접하고 배우는 것은 문학 텍스트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70) 따라서 MT에서 문학이 차지했던 입지는 문화의 위상을 

설명하는 간접적인 척도가 된다. 그렇다면 MT에서 문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문학은 지식문화의 한 종류로써 당시 학습 목표인 교양 있는 학습

자 양성을 위해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교양 있는 학습자는 문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은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를 선

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중요했다. 당시 어휘의 선

택은 외국어 텍스트의 난이도에 있지 않고, 텍스트 자체에 부여되는 문학

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C. Puren(1988:32)이 제시한 19세기 

라틴어 교육 목표는 문학의 동의어로서 문화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

여준다.  

70) La culture étrangère est synonyme de littérature et de beaux-arts, comme la peinture, la musique, la 
sculpture, etc. La langue littérature-écrite est considérée comme supérieure à la langue orale. L'initiation 
à la culture étrangère se fait au moyen de la traduction de textes littéraires. (Germain. 19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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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F FORMATIF71)

(esthétique, intellectuel 

et moral)

OBJECTIF CULTUREL

(culture humaniste)

OBJECTIF LINGUISTIQUE

(maîtrise du français)

    

〔 그림 1 〕 C. Puren(1988)의 19세기 라틴어 교육 목표들

  위 도식에서 보듯이 MT에 입각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목표(objectif 

culturel)는 언어적 목표나 양성적 목표와 함께 제시되며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 당시 이상적인 라틴어 학습을 위해 2, 3학년에서 문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주로 문학 작품 읽기 수업과 번역 및 문학적 작문(composition 

littéraire) 연습이 선호되었다72)는 사실은 문어 중심의 문화 관점에서, 당시 

71) 위 그림에서 화살표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은 세 가지 목표들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한다. 세 가지 
목표 중 양성 목표가 핵심이며, 그것의 세 가지 하위 요소인 미학, 지식, 도덕은 각각 아름다움

(Beau), 진리(Vrai) 그리고 선(Bien)의 개념에 해당한다. (Puren. 1988:33)
72) 다음은 18-19세기의 이상적인 라틴어 학습 체계를 보여주는 표이다. (Puren. 1988:30)

CLASSES
OBJECTIF 

PRIORITAIRE
ACTIVITÉ 

PRINCIPALE
EXERCICE 

PRIVILÉGIÉ

Grammaire
(6e-5e-4e)

apprentissage 
linguistique

application des règles 
grammaticales

composition 
grammaticale

(thème)
(3e-2e) apprentissage culturel lecture des auteurs version

Rhétorique
apprentissage de la 

poésie et de l'éloquence
rédaction de vers et de 

discours latins
composition littér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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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으로서 문화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

다.

  MD는 모국어의 번역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법 설명을 하지 않고 

목표어를 직접 듣고 말하도록 유도하여 마치 모국어를 습득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

을 관찰하여 시도한 M. Montaigne, J. Locke의 ‘자연적 방법(approche 

naturelle)’73)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구어 능력을 중시하고, 문어는 글자

화 된 구어로 여겨지곤 했다. 

  MD에서 구어 능력이 중요시된 배경은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MD

가 등장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풍부한 경제, 문화 교류 및 관광이 증가

했던 시기이다. 새로운 교수법은 시대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한다는 C. Puren(1988:98)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유럽 국가 

간 활발한 교류는 외국어 학습에서 구어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와 구어 능력의 중요성은 문

화의 범위 및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구어 능력을 위해 보다 필요한 문화

는 MT에서의 ‘문학’과 같은 ‘지식문화’를 넘어, 역사, 지리뿐만이 아니라 

목표어 원어민의 일상생활 양식74)을 포함하는 ‘일상문화’로 확대되기에 이

른다.

  MAO75)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교수 방법으로 L. Bloomfield, E. 

Sapir, F. Boas를 선두로 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과 B. F. Skinner76)와 같

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R. Lado, C. C. Fries, N. Brooks 등

의 응용 언어학자들에 의해 대두된 교수법이다.

  언어의 형태적인 측면과 언어적 자동화(automatismes linguistiques), 구조 

연습(exercices structuraux)을 중시77)하는 MAO는 구어를 우위에 두며 문화

73) Germain(1993:127)
74) Contrairement à la conception de la méthode grammaire-traduction, culture n'est pas synonyme de 

littérature ; elle peut inclure l'étude des valeurs culturelles (par exemple, le mode de vie du quotidien 
des natifs de L2) aussi bien que la géographie et l'histoire. (Germain. 1993:128)

75) MAO는 세계 2차 대전 중 미국 병사들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군대 교수법(méthodologie de l'armée)이라고도 한다.
76) 청각구두 교수법에서 Skinner의 자극-반응-강화(stimulus-réaction-renforcement) 모델은 반복과 암기의 

방법으로 외국어 학습이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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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되는 가치가 확대된다. 가령 MD에서의 문화 학습이 목표어를 사용

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알아보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MAO에 

이르러서는 목표어 국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자국의 그것과 비교78)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감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또한 외국어 교재에서 문화를 다루는 별도의 부

분이 생기기 시작한 것 역시 MAO에 이르러서인데, 이는 당시 상승된 문화

의 위상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처럼 MAO에서 문화는 MD에서처럼 구

어 능력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고, 외국어 교재에서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MD에서 보다도 그 위상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SGAV는 50년대 중반 Zagreb대학 음성학 연구소의 P. Guberina와 

Saint-Cloud 고등사범학교의 P. Rivenc의 이론적 토대 위에 만들어졌으며, 

1960년대 Mons대학의 R. Renard가 이끄는 연구팀이 합세하여 개발되었다. 

C. Puren(1988:284)에 의해 1960년과 1970년대 프랑스를 소리와 이미지로 

지배한 교수법으로 설명된 바 있는 SGAV는 MAO와 마찬가지로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하며, 구어 능력을 중시한다. 

  SGAV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와 문화의 동시 습득을 염두에 둔 언어-문

화 연계 교육이 계획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MAO에서처럼 언어 교육에서 

문화가 언어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필수적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또한 외국어 교육

에서 달라진 문화의 위상을 잘 밝혀준다. 문화 위상의 이러한 변화는 그 

범위의 확대를 통해 드러나는데, 가령 MAO에서는 명시적 문화만이 교수·

학습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것이 SGAV에 이르러서는 암묵적 일상문화로까

지 문화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때, SGAV에서 문화의 위상은 

MAO에서 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1.2.절의 ‘문화,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여러 교육학자들에 의해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주요소로 간

77) Germain(1993:142)
78) Germain(19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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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었던 AC에서 문화는 비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태적 일상문화를 비

롯하여 문화 비교를 통한 능동적인 문화 이해가 요구되는 상호문화를 포함

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다른 교수법들과 비교해 그 범위가 가장 넓은 만큼, 

그 위상 또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MT MD MAO SGAV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 

〔 표 2 〕 외국어 교수법 상에서 문화 위상

AC

문화의 위상

지식문화
일상문화

상호문화

암묵적 일상문화

외국어 교수법

문화의 범위

행태적 일상문화

  

 

  2.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어휘의 위상이, 의미 전달을 중시하는 구어 능

력이 강조됨에 따라 AC에 이를수록 높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위

상은,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는 AC에 이를수록 문화 범위가 확대되며 높

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MT에서 문학의 동의어로써 지식문화에 국한되었던 

문화의 범위가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MD이후 AC에 

이르기까지 일상문화에서 암묵적 일상문화, 행태적 일상문화로 발전되며, 

더 나아가 상호문화까지로 확대되었던 사실은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3.3.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범주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문화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던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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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화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

소임을 알 수 있었다. R. Galisson(1991)은 일찍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수·학습 대상의 문화로서 지식문

화, 공유문화, 습득문화, 학습문화 그리고 어휘문화 등을 소개한다.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여러 문화의 유형들 가운데 소위 공유문화를 선별하여 본 

연구의 주제로 삼기로 한다. R. Galisson에 따르면, 공유문화는 의사소통 능

력의 주요소79)이자, 원어민과 비원어민 사이의 비대칭적 의사소통에서 주

된 장애물80)로, 의사소통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언어 이외 우

선적으로 부족한 것81)이다. 

  3.3.1. 문화의 범주 - 공유문화를 중심으로

  R. Galisson(1991:116-120)은 교수·학습 대상으로서 문화를 지식문화(culture 

savante), 공유문화(culture partagée), 습득문화(culture acquise), 학습문화(culture 

apprise) 그리고 어휘문화(lexiculture)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각각

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 가운데, 어휘의 형태로 발현되어 

다른 문화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어휘문화의 경우, 이어지는 3.4.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우선 공유문화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 범주와 그 개념을 알아본다.

  R. Galisson(1991:116)의 설명에 의하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

위와 관련된 사회적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 정체성

(identité collective)82)이라면, 공유문화는 바로 이 집단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79) La culture partagée conditionne l'appartenance des individus au groupe. Elle est donc un identificateur 
collectif, mais aussi un ingrédient majeur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Galisson. 1987:131)

80) Elle(C.C.P) constitue un obstacle majeur à la communication dissymétrique(entre natifs et non-natifs). 
(Galisson. 1995:5)

81) ...ce qui manque prioritairement aux étrangers désireux de communiquer, c'est en plus de la langue, la 
culture partagée des natifs. (Galisson. 1991:116)

82) 집단 정체성은 Galisson(1991)에서 문화적 정체성(identité culturelle)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으로, 
그에 따르면 공유문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공유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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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문화는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고 동일한 사회 집단 안에서 살아가며 

동일한 언어를 소유한 개인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 카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유문화는 언어·문화적인 공통분모로 작

용하여 소속 집단과 집단 내 구성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또한 공유문화는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희망하는 비원어민 학생들에게 대개

의 경우 학습 정도가 부족한 문화이기도 하며 원어민이 견지하는 태도, 행

동, 표상을 지배하는 공동체적인 관습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공유문화는 

소위 지식문화로 불리며 지식 집단의 전유물로 사회 집단의 극소수만을 대

표하는 하위문화(subculture)83) 혹은 차별을 조장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기만 

하는 인위적이고 배타적인 과시 문화(culture-ostentation)와는 대립관계를 이

룬다. 공유문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문화이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돕는 융합 문화(culture-discrétion)이며, 어디에서나 암묵적

으로 습득이 가능한 ‘습득문화’와는 포함관계에 놓여있는 개념(Galisson. 

1988:325-330)이다. 이 두 문화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식문화(Culture savante) 공유문화(Culture partagée)

일부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위 문화(subculture) 보편적 문화(culture transversale)

차별을 조장하고, 장벽을 높이는 

과시 문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돕는 

융합 문화

 

  또한 공유문화는 그것과 포함관계에 놓여있는 습득문화를 학습문화와 비

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이 가능하다. 두 개념의 특징을 표로 정

83) 문화와 하위문화가 있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젊은이들은 흔히 그들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골 사람은 도시 사람은 알고 있지 못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il y a de la culture et de la subculture. Ce qui explique que les jeunes ne se retrouvent 
souvent pas dans les charges culturelles décrites par leurs parents ou leurs grands-parents, que les 
ruraux ont des charges culturelles qu'ignorent les citadins, etc.1988:83). 즉,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것 

외에, 세대별, 지역별 문화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문화의 하위에 해당한다고 보

고, 하위문화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일부 지식층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

위문화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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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습득문화(Culture acquise) 학습문화(Culture apprise)

공유문화(culture partagée) 지식문화(culture savante)

어디에서나 습득

(s'acquérir partout)
학교에서 습득

(s'apprendre à l'école)

암묵적(implicite) 명시적(explicite)

  R. Galisson(1988:328, 1991:118)에 따르면, 공유문화는 말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며 어린 구

성원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그것은, 하루하루 세월이 가면서, 원하든 원

하지 않든, 행동하고 세상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84) 

  3.3.2.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최소주의와 최대주의는 R. Galisson(1991:114-115)이 어떤 문화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한 두 가지 범주이다. 그에 

따르면, 최대주의자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자, 지식문화(culture 

savante)를 정체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호로써 인식하는 자들로, 이들은 

문화를 문학 작가, 예술 창조자, 역사적 기념물·사건·기념일 등에 대한 지

식과 동일시한다. 이들은 외국인에게 원어민과 다른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

며, 외국인 학습자를 교양 있는 프랑스 인의 닮은꼴로 만들어 내는 것

(«fabriquer» des étrangers à la ressemblance des Français cultivés)을 교육 목

표로 삼는다. 여기서 교양 있는 프랑스인이란, 서지적 지식(connaissances 

livresques)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최소주의자는 외국인에게 가르칠 문화의 유형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

지 않으나, 문화에 대해 갖는 외국인들의 열망에 대한 문제는 제기한다. 이

84) N'étant pas décrite, mais vécue, la culture partagée n'est pas enseignée et n'a pas à l'être aux jeunes 
natifs. Elle s'inscrit jour après jour, de gré ou de force, dans leur façon de se comporter, de voir et 
sentir le monde. (Galisson. 1988:329, 19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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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외국인들을 대체로 원어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로서 인식한다. 이들에게 있어 외국 문화는 다른 사

람들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이해받기 위한 것(une clé pour comprendre les 

autres et être compris d'eux)으로써 중요하다. 그 결과, 최소주의자는 백과사전

식의 문화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체험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행태 문화(culture comportementale)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의(Maximalisme) 최소주의(Minimalisme)

문화 = 문학 작가, 예술 창조자, 역사

적 기념물·사건·기념일 등에 대한 지식

문화 = 일상적인 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외국인 학습자를 교양 있는 프랑스 인

의 닮은꼴로 만들어 내고자 함

외국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를 열망하는 사람들로서 인식함 

지식문화 중시, 서지적 지식 중시 일상문화 중시, 행태 문화 중시

  

  이처럼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는 서로 대별되는 특징을 내포한다. R. 

Galisson은 이중 최소주의 입장에서의 문화를 교수·학습 대상으로서 적합하

다고 본다. 그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제안한 문화는 단편적이고 설명

이 가능한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언어·문화 교수법을 위해  

보다 복합적이고 상황 속 문화 행위(actes de culture en situation)에 대한 이

해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바로 이와 같

은 맥락에서이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이한 문화권에 있는 사

람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능력을 함양하고, 문화 

중에서도 지식문화 보다는 일상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범주가 최소주의임

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소주의의 문화가 학교에서의 교육 없이 저절로 습득이 되는 특

징이 있는 문화임을 생각할 때, 그것을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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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는 R. Galisson(1991:118)이 

모든 문화는 학습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85)는 전제하에 구분한 문화 범주

임을 상기할 때, 교수·학습 대상으로 삼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 Galisson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며, 최소주의 범주에 속하

는 문화를 교수·학습 대상의 문화로 간주한다.

  이미 살펴 본 여러 종류의 문화들을 최대주의와 최소주의의 특징에 근거

하여 분류해 보면, 최대주의에는 일부만이 소유하고, 인위적이며 차별을 조

장하는 ‘지식문화’와 명시적인 특징이 있으며 학교에서만 습득이 가능한 

‘학습문화’가, 최소주의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

기 위해 필요한 ‘공유문화’와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습득이 가능한 ‘습득문화’가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최소주의 범주에 속하는 문화로는 공유문화와 습득문화가 

있으며, 이 중 공유문화는 습득문화의 특징을 내포하며 이와 포함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둘 중 하나만을 교수·학습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보

다 상위 개념에 속하는 공유문화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5) Mon hypothèse consiste à faire comme si cette culture acquise par les natifs (à l'extérieur de l'école) 
pouvait être apprise par les étrangers (à l'intérieur de l'école,...) (Galisson, 1991:118)

최대주의

지식문화

 학습문화

최소주의

공유문화

 습득문화

〔 그림 2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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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어휘문화(lexiculture)

 

   3.4.1. 어휘문화 개념의 등장 

  

  언어와 문화를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함축적 공생(commensalisme prégnant)관계

에 있다고 본 R. Galisson(1990:108)에 따르면, 어휘문화(lexiculture)는 언어와 문

화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언어 단위인 단어를 통해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 

탄생된 개념으로, « 어휘문화란 학습의 목적이 문화 그 자체가 아닌 모든 

담화에 사용된 단어 안에서 혹은 단어를 통해 동원되어 구현되는 문화...»86)

이다. 

  요컨대 어휘문화는 문화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통의 대화나 글에 사

용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함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C. Guillén 

Díaz(2003:37)는 R. Galisson의 어휘문화는 오랫동안 언어·문화 둘 모두에 대

한 교수·학습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동시적 교수·학습을 가

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도구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던 아쉬움을 해소 시키

는 언어·문화 교수/학습에 구체적 개입 도구로써, 교수법 발전에 기여한 영

원한 혁명(«révolution permanente»)이라고 평가한다. C. Guillén Díaz(2003:42)

에 따르면, 어휘문화는 어원적으로 단어(mot),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총체, 

알파벳 순서로 정렬 된 사전적 개념을 가리키는 ‘lexique’와 한 국민의 삶이 

표현되는 표상들의 총체인 ‘culture’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렇다면 왜 어휘를 통해서 일까?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언어는 

모든 문화의 매개 수단이면서, 생산물이자 생산자이므로 문화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Galisson. 1991:118)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단어는 구

성해야 할 발화와 관련하여 이미 만들어진 그릇과 같이 안정적이고 경제적

인 것으로써, 어떤 문화적 내용들이 침투되기에 알맞은 특권적인 장소

(Galisson, 1991:119)이기 때문이다. 

  가령, ‘poisson’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어휘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 4월 1일이 금요일인 날에 달력을 가리키며 « Aujourd'hui, c'est 

86) Galisson(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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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iment le jour du poisson »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poisson(생선)’은 성 금

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대신 먹는 ‘기름기 없는 고기(viande maigre)’라는 프

랑스인 모두가 공유하는 가톨릭 문화를 함의한다. 다시 말해, 어휘문화는 단

어의 기본적인 의미에 공유문화가 적재(Charge Culturelle Partagée, 이하 C.C.P.)

된 상태이다. 

  어휘문화가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에 의해 운반된 문화를 가리키

기 위해 1987년에 사용된 용어87)라는 R. Galisson(1999:479)의 설명은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 R. Galisson(1991:120)은 공유문화 적재어의 

총체가 공유 어휘문화의 범위를 한정짓는 것88)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어휘문화에 대한 이해는 공유문화 적재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

능해 보인다. 따라서 먼저 공유문화 적재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4.2. 공유문화 적재어

 

  전술한 어휘문화(lexiculture)가 ‘문화’의 한 종류로써 ‘문화’라는 의미에 

집중된 것이라면,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는 ‘공유문화를 적재하고 

있는 단어’라는 의미로 ‘단어’에 더 집중된 개념이다. 공유문화 적재어를 

결정짓는 중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문화 적재(C.C.P.)’라는 개념

은 1984년 « La culture et les mots »89)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공유문화

(culture partagée, C.P.)’라는 개념과 더불어 처음 사용된 이후, 어휘문화(« 

lexiculture ») 개념의 핵심을 이루었다. 

  요컨대 C.C.P.는 어휘문화와 공유문화 적재어의 요체이다. 따라서 어휘문

화와 공유문화 적재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는 C.C.P.에 대한 이해에서

부터 시작될 수 있다. C.C.P.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R. 

Galisson(1991:130)이 제시한 C.C.P.의 형성 과정 도식을 살펴보자.  

87) ...lexiculture, terme que j'emploierai en 1987 pour désigner la culture véhiculée par les 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Galisson. 1999:479)

88) ...l'ensemble des mots à C.C.P. connus de tous les natifs, circonscrit la lexiculture partagée.
89) Bulletin de l'URL4, n° 2, Publication de l'INaLF, CN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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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e(기호)        : 용기 혹은 형태인 Sa, Sé와 C.C.P.가 합해진 것

- Sa(signifiant, 기표) : Signe의 형태 혹은 표현-

- Sé(signifié, 기의)   : C.C.P. 아래에서 Signe의 첫 번째 내용을 형성

    

   

  우선,〔그림 3〕을 이해하기 위해 도식에 사용된 부호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하다. 도식에서 사용된 각각의 부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 그림 3 〕 signfié와 C.C.P. 형성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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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 Sé의 기반위에서 Signe의 두 번째 내용을 형성 

- Ré(Référé, 지시대상): Signe와 Sé가 지시하는 존재, 사물 등에 해당하  

                        는 언어 외적 현실(réalité extra-linguistique)  

                        부분, 가공되지 않은 현실의 한 부분

- Pa-Ré(Para-Référé, 준 지시대상) : Ré의 바로 옆 주변 혹은 Ré 안에  

                        위치하는 언어 외적 현실 부분

- Loc.col.(Locuteur collectif, 화자집단) : 집단 정체성을 소유한 모든   

                        화자를 대표하며, C.C.P.의 의미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집단 

- Réalité extra-linguistique(언어 외적 현실) : 인간의 외적 세계와 내  

                        적 세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  

                        실이 아닌 가공된 현실

 

  각 부호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C.C.P.의 형성과정 및 특징을 Sé와 비교

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é는 Signe가 Ré와 유지하는 관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미론 영역에 

속하고, Loc.col.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적으로 Ré에 의해 결정된 

객관적인 시선에서 발생되며,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다. 반

면 C.C.P.는 Signe가 언어 사용자(utilisateurs)와 유지하는 관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화용론 영역에 속하고, Loc.col.의 욕구에 맞게, 그가 세상을 바라보

는 관점으로 Ré 혹은 Pa-Ré의 요소를 해석하는 Loc.col.의 주관성에서 발생

되며, 이것이 이차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다. 요컨대 Sé는 Loc.col.의 부

분적인 사라짐과 Ré에 대한 객관적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C.C.P.는 

Loc.col.의 완전한 개입과 Ré 혹은 Pa-R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의해 형성

된다. 

  이처럼 C.C.P.는 Loc.col.가 Ré 혹은 Pa-Ré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의미는 완전히 개별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화자들 간에 공유된 해석에 기반을 두고, 

Loc.col. 간에 일종의 타협(compromis)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R. 

Galisson(1991:133)이 밝힌 C.C.P.가 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기본 토대9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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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é C.C.P.

순서 상...

Signe의 첫 번째 의미 Signe의 두 번째 의미

선행성(antériorité) 후행성(postérité)

영역 상에서...

의미론 화용론

Loc.col.의 부분적 개입 Loc.col.의 완전한 개입

Ré에 대한 객관적 기술 Ré 혹은 Pa-R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서도 잘 드러나듯이, C.C.P.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것

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C.P.이기 위해 전제되는 기본 토대는 무엇인가? R. Galisson은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첫째, C.C.P.는 한 

사회 집단의 모국어 화자 대다수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하나의 보충적 가

치이다. 둘째, C.C.P.는 재인식적(reconnaissance)인 두 번째 의미를 갖는 것

으로, 원어민들이 첫 번째 의미 Sé인 지식(connaissance)과 본능적으로 구별

할 줄 아는 것이다. 셋째, C.C.P.는 상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그것

에 대한 제어가 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암묵적이지만 핵심적인 표시가 

된다. 가령, C.C.P.의 사용으로 생기는 암묵적인 동조를 통해, 프랑스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C.C.P.의 형성 특징을 R. Galisson(1991:132)이 제시한 

‘Sé와 C.C.P. 형성 특징 비교 표’를 참조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90) Rudiments pour définir la C.C.P.
   -La C.C.P. est une valeur de complément, mobilisable par la très grande majorité des locuteurs d'un 

group social
   -Cette valeur ajoutée au Sé du signe ne se confond pas avec lui, et les natifs savent distinguer, 

intuitivement, le contenu(premier) de «connaissance» qu'est le Sé, du contenu (second) de 
«reconnaissance» qu'est la C.C.P.

   -...la vocation de la C.C.P. est plus spécialement emblématique. Sa maîtrise constitue une marque, 
discrète mais essentielle, d'appartenance au group. À travers la complicité que fait naître son usage, les 
Français se reconnaissent entre eux, par exemple.

〔 표 3 〕Sé와 C.C.P. 형성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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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R. Galisson(1995:5)은 C.C.P.를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으면서 

활용을 통해 단어에 덧붙어지는 가치91)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유문화 적재어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핵심이 되는 

C.C.P.의 특징을 Sé와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C.C.P.를 적재하고 있

는 공유문화 적재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R. Galisson(1991:122)이 제시한 

바 있는 ‘dragée’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dragée’는 ‘당과의 일종, 사탕’이라는 Sé 이외, ‘세례식 날 대부나 대모가 

축하의 의미로 선물하는 사탕’이라는 C.C.P.를 갖는 것으로, 이 C.C.P.는 

Loc.col의 ‘남아의 세례식 날에는 파란색, 여아의 세례식에는 빨강색, 성별

을 구분하지 않고 선물할 때는 무색의 사탕을 준다.’는 주관적 해석에 기

반 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dragée’는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Sé와 구분지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으로, 가톨릭 전통이 강하

게 남아있는 프랑스의 특수한 세례 문화를 보여주며, 그들의 소속과 정체

성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3.4.3. 공유문화 적재어와 문화적 어휘

  모든 언어가 곧 그 나라의 문화이듯, 모든 나라의 어휘는 곧 문화적이라

고 할 수 있다. M.-T. Claes(2003:2)가 어휘는 문화와 자연 환경에 맞추어지

는 것이라고 한 것92)은 모든 어휘에는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는 모든 어휘가 문화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모든 어휘는 문화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굳이 어휘문화와 공

유문화 적재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R. Galisson은 모든 어휘가 문화적이기는 하지만 공유문화 적재어는 보통

의 어휘와 다르다는 주장을 편다. 그는 G. Orwell이 모든 개인은 평등했지

만 몇몇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했었다고 한 말93)에 근거하여, 모든 어휘

91) ...la seule valeur ajoutée aux mots par l'usage, valeur dont les dictionnaires ne rendent pas compte...
92) Le vocabulaire a un aspect culturel important, puisqui'il est adapté à l'environnment naturel et culturel. 
93) G. Orwell(1903-1950)은 그의 대표작인 우화 소설『동물농장』에서 ‘독재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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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어휘에 함의된 문화적 의미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몇몇 단어는 목표어 국가의 문화적 특징을 더 잘 반

영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함의하여 다

른 어휘 보다 더 문화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어휘들만을 공유문화 적재

어로 규정하였다. 

  R. Galisson은 의사소통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의 

화용적 범위와 문화의 폭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문화적 어휘’와 ‘공유문

화 적재어’를 구별한다. 

  ‘문화적 어휘’는 의사소통에서 화용적 범위는 작지만 문화의 폭이 폭넓

고 다양하여 사회 구성원에 따라 문화 내용이 달리 해석되는 반면, ‘공유

문화 적재어’는 의사소통에서 화용적 범위가 넓고 문화의 폭이 매우 집약

적이고 공통적인 까닭에 사회 구성원에 따라 문화 내용이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maison’은 ‘문화적 어휘’이지만, ‘공유문화 적재어’

는 아닌데, 그 이유는 ‘maison’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은 

개인의 집을 의미하는 ‘소유물’, 울타리에 의한 ‘안전’, 살아있는 동안 떠나

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영속성’ 등이고, 미국인들이 가지

고 있는 표상은 그 외에도 쉽게 떠날 수 있고, 집 내부의 가구와 물건들을 

쉽게 팔 수 있는 것 등94)이다. 

  이처럼 ‘maison’은 사회 구성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해지는 폭넓은 문화

적 범주를 갖지만, 그 나라의 특수성을 밝혀주며, 동국인 간 공통분모가 되

는 문화를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통에서 ‘maison’은 ‘집’이라

는 의미 이외 다른 의미를 갖지 않아 화용적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에서 

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94) Galisson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인과 미국인들은 아래 중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표상을 떠올리

지만,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표상은 없다. 즉, 프랑스인과 미국인들이 ‘maison’에 대해 떠올리는 표

상은 다음 중 하나이다. 
   - propriété (cf. la «maison individuelle»)
   - la sécurité (cf. la clôture)
   - la stabilité (il n'envisage pas de la quitter, sa vie durant, et il espère la léguer à ses enfants)
   - standing (cf. l'expression :«avoir pignon sur rue»)
   - clan (cf. la «maison de famille», dont il n'aime pas se séparer). L'Américain ne paraît pas lui        

  accorder autant d'importance : voir la facilité avec laquelle il la quitte, brade ses meubles et ses    
  objets, pour s'installer...provisoirement...ailleurs ! (Galisson. 19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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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어휘’이지만, ‘공유문화 적재어’는 아니다. 이렇듯 ‘문화적 어휘’와 

‘공유문화 적재어’의 개념은 다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문화 적재어’와 ‘문화적 어휘’의 관계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ccp

문화적 어휘
(mots culturels)

mccp :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

  

〔 그림 4 〕‘공유문화 적재어’와 ‘문화적 어휘’와의 관계

  이와 같이 R. Galisson이 말하는 ‘공유문화 적재어’는 ‘문화적 어휘’의 일

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외국인 학습자일 경우, 그들에게 문화 어휘

로 여겨지는 어휘의 범위는 모국어가 어떤 언어인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가령, 한국인 학습자들이 문화 어휘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유럽인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

적·언어적 상이성이 유럽인 학습자들 보다 큰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수·학습의 대상이 되는 문화 어휘는 공유문화 적재어 범주를 

넘어 보다 폭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먼저, 어휘문화가 공유문

화 적재어의 형태를 포함해 어떤 언어 형태로 발현이 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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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R. Galisson의 어휘문화 발현 양상

   3.4.4.1. 공유문화 적재어

  앞서 3.4.2.에서 정의한 공유문화 적재어는 한 언어의 어휘들 중 공유문

화를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단어들의 부류로, 그것의 생성 방식에 따

라 다시 세 하위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의 어휘95)

  세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은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의 어휘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은 ‘A comme B’ 형태의 관용 표현에서 B 위치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러한 형태의 관용표현 중 «...voleur comme une pie», 

«...bavard comme une pie »와 « sourd comme un pot »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차례로 « 까치 같은 도둑 », « 까치 같은 수다쟁이 » 그리고 

« 항아리처럼 귀가 먹은 »을 의미하며, B 위치에 오는 까치(pie)와 항아리

(pot)는 각각 ‘도둑’, ‘수다쟁이’ 그리고 ‘귀먹음’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대상

으로 관용구의 어휘에 해당한다. 

  이처럼 ‘A comme B’ 형태의 관용 표현에서 B의 위치에 사용된 단어들

은 목표어 국가만의 특별한 판단의 의미를 내포하며, 보통 동물이나 사물

로 표현된다.96) 흔히 특정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러한 유형의 관용구들은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표현 양식

이나, 비유를 위해 사용된 동물이나 사물은 언어마다 다르다. 이 차이는 각 

언어 원어민 사용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

겨지므로, B의 위치에 사용된 어휘들은 목표어 국가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

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어휘문화를 담고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 가령, 

95) Galisson(1988:78-79, 1991:135-136)
96) Galisson은 판단의 내용을 함의하는 공유문화 적재어를 동물(le bestinaire culturel)과 무생물(les 

inanimés culturels)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Galisson. 1991: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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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에 대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의 ‘황소 « 황소고집 

»’와 프랑스어에서의 ‘노새 « 노새처럼 고집이 세다 »’는 이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에는 각 국의 고유한 문화에서 기인했을 상이한 판단의 

가치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R. Galisson은 동물이나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판단을 ‘비교’에 의

한 ‘직접적 지정(assignation directe)’과 ‘은유’를 통한 ‘간접적 지정

(assignation indirecte)’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직접적 지정의 예로 « gai comme un pinson (방울새처럼 명랑한) »

를 들 수 있다. 이 관용구에서 ‘방울새(pinson)’는 ‘명랑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비행 중에 명랑한 소리를 내는 방울새의 특징을 반영한 것

이다. 이처럼 직접적 지정으로 형성된 관용구는 ‘A comme B’ 의 형태에서 

B가 A로 표현되는데 직접적 근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 결과, 이런 유형의 관용구의 어휘는 비록 B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A를 통해 B가 함축하는 의미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다. 

  그 다음, 간접적 지정의 예로 « avoir une mémoire d'éléphant (원한을 잊

지 않다) »을 들 수 있다. 이 관용구는 ‘코끼리’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프랑스인들이 ‘코끼리’를 

‘지혜롭고 영리한 동물’로 인식해 내린 간접적 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간접적 지정으로 형성되는 관용구는 원어민들의 가치관 

혹은 사고방식을 모를 경우 의미를 유추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간접적 지

정에 의해 형성된 문화 어휘는 직접적 지정에 의한 그것보다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수·학습 대상으로써 갖는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B) 특산품-생산지 자동 연상 어휘97)

  공유문화 적재어에는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자동적으로 연상시키는 특산

97) Galisson(1988:79-80, 1991: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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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생산지 어휘가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특산품-생산지 연상 어휘는 공유

된 함축적 의미를 제공해주고, 지역의 특산품을 일러준다는 점에서 두 배

의 문화적 가치를 함의98)하기 때문이다. 

  가령, ‘moutarde’은 ‘moutarde’의 생산지로 유명한 ‘Dijon’이 연상되는 대

표적인 ‘생산지-특산품’의 관계를 가지는 어휘이다. Dijon 가까이에 있는 터

널에서 기차가 멈춰 섰다. 고된 기다림 속의 한 여행자가 격양된 목소리로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 La moutarde commence à monter au nez ! »

라고 외쳤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격노한 한 여행객의 외침은 일반

적으로 원어민들을 웃게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 La moutarde monte au 

nez...de quelqu’un »이라는 표현이 ‘화가 나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과 « 

moutarde de Dijon »의 표현에서 Dijon이 ‘moutarde’로 유명하다는 것을 모

른다면 이 여행객의 발화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 외에도, ‘choucroute de Strasbourg’, ‘nougat de Montélimar’, ‘dentelles du 

Puy’, ‘coutellerie de Chatellerault’, ‘tapisseries d'Aubusson’, ‘porcelaine de Limoges’ 등

이 또한 그러한 어휘들에 속한다. 

  (C) 관습 연상 어휘99)

  공유문화 적재어에는 목표어 국가만의 관습을 연상시키는 어휘가 포함되

며, 종교, 축제 및 관례 의식과 관련한 어휘가 이에 속한다. 가령, R. 

Galisson(1991:138)이 제시한 여러 관습 연상 어휘 중 대표적으로 ‘사탕

(dragées)’과 ‘크레프 빵(crêpes)’을 살펴보자. ‘사탕(dragées)’은 세례식 축하 

선물로 건네는 것으로 ‘세례식(Baptême)’ 하면 떠오르는 어휘이고, ‘크레프 

빵(crêpes)’은 기름진 음식을 금하는 사순절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는 ‘기름진 화요일’에 먹는 것으로 ‘기름진 화요일

(Mardi gras)’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어휘이다. 

98) Les groupes binaires liant un lieu à un produit sont doublement précieux au plan culturel :  - comme 
pourvoyeurs d'implicites partagés(cf. la C.C.P.)

      - et comme révélateurs de spécificités(Galisson. 1991:137)
99) Galisson(1988:81, 1991: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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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R. Galisson은 종교 및 축제나 관례 의식을 연상시키는 어휘를 공

유문화 적재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어휘들은 프랑스에만 존재

하는 프랑스 관습 문화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축제, 관례 의식과 관련되는 모든 어휘가 공유문화 적재어는 아닌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Noël)’ 축제하면 떠오르는 ‘소나무’나 ‘생일(Anniversaire)’을 

연상시키는 ‘초(Bougies)’처럼, 프랑스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 어휘가 아니

라,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공통된 의미로 다가오는 어휘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 가지 하위 유형이외에도, R. Galisson(1991:138)은 

행위(comportement), 신앙(croyance)도 C.C.P.의 유형일 수 있음을 간략히 언

급하였으나 더 이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3.4.4.2. 혼성어(mots-valises)100)

  혼성어는 확인된 사회적 사실로 구성된 증거이자, 다른 어휘문화 양상에

서는 발견할 수 없는 문화의 농축물이며, 속담만큼이나 풍부한 문화적 의

미를 함의하고, 문화가 내용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써,101) 

어휘문화에 속한다. ‘Les mots-valises’라는 용어는 일찍이 영국의 학자 L. 

Carroll이 사용한 ‘portmanteau worlds’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용어는 G. 

Ferdière가 1948년에 ‘Lewis Carroll의 혼성어(portmanteau worlds), Les 

mots-valises’ 라는 제목의 논문을 Cahiers du sud 287호에 실음으로써 보편

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혼성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될까? A. Finkielkraut(1979), G. 

Charbit(1983), R. Galisson(1986), L. Pocher(1986)와 같은 학자들이 혼성어의 

형태 및 유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중 R. Galisson(1999:482)에 따르면 

혼성어란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로 축약된 생산물로, 주요 어휘 

100) Galisson(1999:481-482)
101) Ce sont des témoignages construits de faits sociaux avérés, des concentrés de culture quasi introuvables 

sur d'autres sites, des objets-mots aussi riches culturellement que les proverbes et où la culture occupe 
un large espace de contenu. (Galisson. 199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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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소(formant directeur)와 여러 보조 어휘 형성소(formant auxiliaire)들로 구

성되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여러 어휘 형성소의 최종 결과물을 교합체

(articulateurs)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어휘 형성소의 분절체, 소리 혹은 

표기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혼성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102)

 

   Ex : nostalgérie =   nostalgie(우수) + Algérie(알제리) : 알제리에 대한 우수

  이와 같은 결합으로 구성된 혼성어의 또 다른 예로 franglais (영어의 형

태로 사용되는 프랑스어103)) = français (프랑스어) + anglais (영어), 

parlementeur (거짓말쟁이의 국회) = parlement (국회) + menteur (거짓말쟁

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혼성어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의미 유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혼성

어는 간략하고 명료하며 축약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특징 

및 장점104)이 있어, 의도한 의미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

인 어휘문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어 교수법에서 혼성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혼성어

에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내용이 함의됨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 심지어 

언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라도 별도의 학습 없이는 의미 파악이 매우 

어려운 어휘로 인식되면서부터이다. 

  실제로 혼성어에는 목표어 문화가 잘 함축되어 나타난다. 가령, 

102) Galisson(1999:482)
103) 예) faire du bronzing에서 ‘bronzing’은 프랑스어 ‘bronzer’에 영어의 접미사 ‘-ing’를 붙여 영어처럼 

사용되는 프랑스어

104) Les mots-valises. ... Leurs caractéristiques majeurs sont la concision et la clarité. ... On retiendra donc 
que les mots-valises présentent l'avantage, au plan de la forme, d'une réduction extrême, donc d'une 
économie maximale. (Galisson. 1999:482)

recouvrement

(articulateurs)

formant

directeur

formant 

auxil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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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édicamembert라는 혼성어는 ‘médicament’과 ‘camembert’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 soignez-vous français ! »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camembert’

는 프랑스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치즈로 프랑스인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포츠 복권 광고인 « Gagner, c'est spormidable 

! »에서 사용된 SPORMIDABLE(sport+formidable)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혼성어는 간혹 구어체에서 발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가령, AMÉRICONNERIE(Amérique+connerie)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다음

의 발화, 곧 « Ah non, Dallas, Dynastie, les tubes débiles, toutes ces américonneries, 

j'en peux plus ! Qui donc aura le courage de nous dé-co-lo-ne-ser, de nous débarrasser 

de cette culture de sous développés ? »에서 미국의 문화를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한 신사가 자국에 만연해 있는 미국 문화에 대한 불만족함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이렇듯 혼성어는 풍부한 문화가 하나의 단어에 압축된 것으로, 발화 의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 신문과 광고, 혹은 발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혼성어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

은 경우가 많아 외국인 학습자 스스로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만큼, 별도

의 교수·학습이 더 요구되는 문화 어휘에 해당한다. 

  3.4.4.3. 상표명사(noms de marques)105)

  문화 어휘에 속하는 또 다른 범주로 상표명사를 들 수 있다. 상표명사는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까닭에 원어민들이 일상생활 속

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는 문화 어휘이지만, 외국인에

게는 접근자체가 어렵고 그것이 상표명사인지 모를 경우 문맥 속에서의 의

미 유추 및 파악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어휘이다. 

  이와 관련하여, R. Galisson은 상표명사는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이 공유문화는 외국인 학습자가 접근하기 어

려운 것이지만, 원어민들의 행동 문화의 핵심을 이루며, 그들의 가장 일상

105) Galisson(1999:48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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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담화 속에 퍼져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106) 그리고 심봉섭(1999:61)에서는 상표명사는 대부분이 광고

나 공공 서비스, 매스 미디어와 관련된 단어들이므로 프랑스 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어 살아 있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교육 

재료라고 밝히며, 교수·학습 대상으로 상표명사의 교육적 유용성을 주장하

였다.

  R. Galisson(1998:5)은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의 폴란드 친구

가 상표명사를 알지 못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상표명사

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Dictionnaire de noms de marques 

courants을 출판하였다.107) 그의 폴란드 친구는 프랑스어 교수자로서 매우 

뛰어난 언어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길가의 소를 보며 던진 

다음의 문장, ‘Deux "vache qui rit", un coup de "Badoit" et ça repart !’ 에서 

사용된 상표명사를 몰라,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소

(vache)’를 상징하는 ‘vache qui rit’라는 상표명사와 ‘탄산수’를 의미하는 

‘Badoit’라는 상표명사가 사용된 문장으로, 멍하게 쳐져있던 소(vache qui rit)

가 탄산수(Badoit)를 마시고 힘이 번쩍 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탄산수

(Badoit) 광고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상표명사에 대한 지식

과 그것에 관련된 광고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이 발화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상표명사는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의 경우라도 그것이 상표

명사인지 모를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 어휘에 해당

한다.

106) Les noms de marques courants sont imprégnés d'une culture partagée par le plus grand nombre des 
natifs, mais difficile d'accès aux étrangers et pourtant essentielle, dans la mesure où elle se situe au 
coeur de la culture comportementale des autochtones et circule incognito dans leurs discours les plus 
ordinaires.(Galisson. 1999:486)

107) Galisson(1998:5)은 J.-C. André와 공저한 ‘Dictionnaire de noms de marques courants’의 서두에서, 
프랑스 원어민뿐만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외국인 프

랑스어 교수자에게 있어 상표명사 사전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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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4. 함의어(palimpsestes verbo-culturels, PVC)108)

  R. Galisson(1995:104)은 ‘함의어는 일상담화에서 풍부하고, 문화적 지식, 

가치 및 표상들을 많이 동원하며, 그 결과 매우 훌륭한 문화의 현동소이면

서 발현소’109)라고 하며 이것을 그가 설정한 어휘문화 유형에 포함시킨다. 

더 나아가 그는 ‘함의어는 원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어휘)문화의 안

정적 핵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동원한다.’110)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함의어는 풍부한 공유문화를 적재하고 있으며, 그 만큼 어휘문화의 한 양

상으로써 내포하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alimpseste »는 옛날에 양피지가 귀해 글을 썼다가 지웠다 하며 여러 

번 사용하던 양피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에 쓴 글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가령,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잃

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 제목에 준거하여, 화자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에 맞게 « A la recherche du teint perdu (잃어

버린 안색을 찾아서) »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 이 표현은 함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준거가 된 소설 명을 따라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함의어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준거가 된 표현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함의어는 준거가 된 표현을 통해 형성된 공유문화

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어휘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의미 전달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샹송 가사를 활용한 경우를 보

자. 대중음악 가사인 « Encore un carreau de cassé, v'la l'vitrier qui passe »

를 « Encore une grève de passée, V'la l'banlieusard qui s'lasse »와 같이 표현

함으로써, 이 표현은 파리 외각에서 파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SNCF의 지

긋지긋한 파업 행위에 항의하는 슬로건으로 네 개의 함의어를 포함하고 있

는데, 이 경우는 대중음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호소력과 전달력이 한

108) Galisson(1999:484-485)
109) (...) les palimpsestes verbaux abondent dans les discours ordinaires et mobilisent des représentations, 

des valeurs et des savoirs éminemment culturelles. Les palimpsestes en question devraient donc 
s'avérer d'excellents actualiseurs et révélateurs de culture. 

110) Les palimpsestes verbaux mobilisent des savoirs divers, qui constituent le noyau stable de la 
(lexi)culture partagée des autochtones. (Galisson. 19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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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강해진다. 이처럼 함의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지식

을 실어 나르는 어휘로써,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더 나아가 프랑스인의 비

판적이고 풍자적인 정신을 가장 잘 표명하며, 거기에는 말하기 어려운 매

우 심각한 사회적 사건들을 조롱하는 프랑스인들의 기쁨이 담겨있다.111) 

  이와 같이, 함의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이나 연극, 신문 

기사, 잡지 및 샹송의 제목과 내용 일부 등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표현

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자의 문화적 지식수준을 잘 알 수 있

게 하고, 또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

게 도와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함의어는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작가

인 Édouard Herriot가 « 문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잊었을 때 (끝까지) 남는 

것 »112)라고 한 명제의 표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문화 어휘로써의 가치가 큰 함의어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

한 교수·학습 대상으로써의 문화 어휘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함의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문학 작품이나 연극, 신문 기

사, 잡지 및 샹송의 제목 혹은 샹송의 내용 일부 등은 동국인 사이에서는 

일상 담화를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학습을 통해서

라야 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식문화에 해당하며, 구어 보다는 문어 의

사소통을 위해 더 유용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 부합하

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 어휘 

범주의 재설정을 다루는 3.6절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111) Galisson(1999:484)
112) « La culture, c'est ce qui reste quand on a tout oublié », Notes et Maximes에서 이와 같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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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5. 상황어(OC〔V〕113)et mots de situations) 

  

  상황어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단어 혹은 그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과 관련된다.114) 상황어는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집단 

상황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어휘문화의 또 다른 양상이다. 가령, 제과점, 정

육점, 미용실, 병원, 식당 등에서 말해야 하는 적절한 단어, 취해야하는 적

절한 행동과 태도가 상황어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상황어는 목표어 국가의 고유한 언어적·비언어적 양식을 

모두 함축하는 어휘이다. 프랑스 현지에 일정 기간 체류할 때라야 상황 속

에서의 적절한 표현과 행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어는 프랑스

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특히 습득이 어려운 

어휘이다. 

  게다가 흔히 특정 상황 속에서 구어적으로 굳어진 어휘들이 대부분인 까

닭에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이러한 상황어는 별도의 교

수·학습이 없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상황

어가 교수·학습 대상으로서 갖는 의미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반면에, 상황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와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

황어는 적절한 상황이 제시되기만 한다면 다른 유형의 문화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득이 쉬울 수 있는 어휘이며, 언어적·비언어적 양식 모두를 

함축하는 까닭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

습 대상으로서 갖는 가치가 큰 어휘문화의 또 다른 양상이다. 

  그렇다면 상황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령, ‘demi’는 지시적 의미인 

‘절반’이 아니라 ‘프랑스의 맥주 집’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맥주 250cc’를 

의미하는 상황어이다. ‘프랑스의 맥주 집’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상점을 들

113) Les opérations comportementales 〔et verbales〕, combinées aux mots et situations ; Galisson에 의하

면 상황어는 언어적·비언어적 조작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조작에 해

당하는 행위적인 부분을 제외한, 언어적 조작만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바

가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고, 또 행위적 조작까지 포함한 상

황어를 다루기에는 그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해당 자료를 현실적으로 모두 다룰 수 없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114) Galisson(1999:485)



- 75 -

어서며 외치는 ‘demi !’라는 외마디는 상점 주인에게 ‘맥주 250cc’라는 주

문으로 전달되어, 의사소통을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3.5.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개념의 정의

  3.5.1. 개념 재정의의 필요성 

  우리는 이제까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언어와 문화 능

력 둘 모두의 함양을 염두에 두고 제안된 R. Galisson의 어휘문화와 그 발

현양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개념은, 어디까지나 유럽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문화적·언어적 상이성이 

큰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들이 알아야 할 문화의 내용 및 

언어의 형태 측면에서, 협소하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었다. 이에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

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절에서는 그가 제시한 어휘문화를 기준으로 삼고 

그 발현 양상을 참조하되, 보다 폭넓은 문화 내용 및 언어 형태를 포괄하

는 개념에 대해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115)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

여 재 정의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새로이 정립해 볼 것이다.

  3.5.2. 문화 어휘의 정의와 기준

  본 연구에서 문화 어휘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목표어 국가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문화적 양상 변화를 잘 밝혀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은연 중에 습득한 문화 중 공유문화 및 대중

문화를 풍부하게 함의하고 있는 어휘로, 화용적 범위가 넓어 외국인 학습

자가 의사소통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휘’이다. 이처럼 공유문

115) 이때, ‘문화 어휘’는 ‘문화적 어휘(mots culturels)’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어휘에 대한 설명은 3.4.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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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외 대중문화를 함의하는 문화 어휘는 공유문화만을 내포하는 어휘문

화 발현 양상과 비교해 폭넓은 개념이다. 

  R. Galisson은 한때 « 공유 » 문화(culture «partagée» )를 달리 규정하기 

위해 « 공유 »라는 말 대신 « 대중적(populair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은 잘못이었다고 밝히며, 이 두 개념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사이에 엄밀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인다. 곧, 그는 공유문화란 어떤 인구 층

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혹은 개인이 소유하는 문

화들 가운데 오직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있어 문화적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

다. 반면에 대중문화란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모두 혹은 개인에게 전부가 되

는 것이지만, 원어민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운 문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R. Galisson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대중문화를 문

화 어휘를 규정짓는 문화에 포함시킨 것은 대중문화는 공유문화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문화는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에 뿌리를 두고 생성되곤 

한다는 점에서, 공유문화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문화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과 포함관계에 놓여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 대중문화는 문화 형성에 미

치는 문화요소가 다양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생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고 축적되는 특징이 있는 공유문화에 비해 문화 범주가 

폭넓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 내용을 보다 폭넓게 알아야 함이 

요구되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문화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가 표층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때 이

해가 수월하고, 심층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때 보다 어렵다고 할 때, 쉽

게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까닭에 표층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로 볼 수 있는 대중문화는 한번 생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랜 시

간 지속되고 축적되는 까닭에 심층적인 수준에서 결집된 문화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공유문화에 비해 그 문화적 의미 파악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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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    

      성과 소속감을 밝혀주는 공유문화를 함축하는 어휘 (공유문  

      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

둘째, 타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타문화에 존재하나 그   

      것의 파생 기원이 목표어 국가에만 있으며, 지시적 의미가   

      유일한 관념을 갖는 것 중 중의적인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여 프랑스와 다른 문

화 혹은 문화 화역을 소유한 한국인 학습자에게 목표어 문화에 대한 심층

적인 이해 이전에 표층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또 선행되어야 함은 대중문

화를 공유문화와 더불어 문화 어휘를 규정짓는 문화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

를 대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두 문화의 관계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대중문화

공유문화

문화 내용

표층적

심층적

〔 그림 5 〕대중문화와 공유문화

            

  이렇듯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어휘 개념은 문화의 범위 측

면에서 볼 때, 유럽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R. Galisson의 그것에 비해 폭

이 넓다. 

  이제 문화 어휘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문화 어휘의 기준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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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116)) 

셋째,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시사적 어휘와 사회·문화의 변  

      화로 생겨난 신어 (사회문화 신어ㆍ시사어)

넷째, 대중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것 중 목표어 국가의 젊은 층 대  

      부분이 알고 있는 어휘 (대중어)

다섯째, 외래어가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어 사용되   

      는 것이며, 특히 프랑스인들의 일상대화에 자주 등장하여    

      마치 프랑스어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 한국인 학습자들   

      이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외국어의 어휘 (외래어)

  

  첫 번째는 R. Galisson이 유럽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시한 어휘문화 발

현 양상에 대한 기준이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한국인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새로이 정의내린 문화 어휘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준들이

다.

  이제 이 다섯 가지 문화 어휘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때 3.4.절에서 R. Galisson의 어휘문화 정의와 함께 그 발현 양상까지 이

미 상세히 살펴본 바 있는 첫 번째 기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내린 문화 어휘의 기준에 해당하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기준을 각 기준에 부합하는 몇 가지 문화 어휘 유형의 예

와 함께 살펴본다.

  두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휘는 문화 어휘로써 간주하는데, 그 이유

는 두 번째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목표어 국가에만 유일하게 존재하여 목표어 국가의 문화 특수성을 잘 밝혀

주고, 중의적인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까닭에 화용적 범위가 넓어 의사소

통에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어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부합

하는 문화 어휘 유형의 예로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를 들 수 있다.

116) 괄호 안의 문화 어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6.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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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rko (= Nicolas Sarkozy ) 

   Sé     : ‘Nicolas Sarkozy’의 줄임말, 사람이름.

   C.C.P. : 프랑스 대통령. 사치스러운 대통령의 행태를 비  

           판하는 의미 함축

     ex) Tu es très bling-bling comme un petit Sarko !

① vélib'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신어

   C.C.P. :  vélo와 liberté가 축약된 혼성어. 2007년에 파리  

           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200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  

            한 셀프 자전거 서비스 

        ex) On a rendez-vous chez Sophie à 19h pour un  

             apéro, allons-y en vélib, ce sera plus facile

             pour atteindre le 19e (arrondissement).

② Tanguy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시사어 

    ① Colissimo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

          C.C.P.  : 소포 배달 서비스 명

                   ex) Hier, je t’ai envoyé un colissimo.117) 

  

  세 번째 기준은 앞서 문화 어휘를 ‘목표어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양상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어휘’로 규정한 문화 어휘의 정의 내용에 부합

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어휘 또한 문화 어휘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 유형으로 사회·문화 신어·시사어를 들 수 있다. 그 예

를 살펴보자.

117) 문화 어휘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예문은 본 연구자에 의해 작문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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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 프랑스 영화 제목. 

           서른 살이 넘도록 박사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부모   

           집에 얹혀사는 주인공 이름. 부모님께 의존하며 독립  

           성이 결여된 오늘날의 성인을 풍자하는 의미 함축. 

         ex) A : Tu as pris la décision pour partir à        

                 l'étranger ? 

             B : Non...pas encore. "J'hésite, ici mes parents  

                 me font à manger et mon linge et il y a   

                 Canal+ à la télé, c'est confortable" 

             A : Quoi ? Tu as 30ans, non ?  Tu es un vrai  

                 Tanguy ! 

① navet

   Sé     : (식물) 무

   C.C.P. :  실패작 

          ex) A : Tu l'as vu hier ? Ç'était bien ?

              B : Non. Pff...C'était un navet !

  네 번째 기준은 앞서 문화 어휘를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습득한 문화 중 대중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어휘’로서 정

의한 내용에 합치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어휘는 문화 어휘이다.  

  한편 대중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것 중 그 범위를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알고 있는 어휘에 국한시킨 것은 본 연구의 학습자 대상이 대학 과정에 있

는 학습자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휘의 

선별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층이 사용하는 어휘는 

그들이 자주 접촉하고 소통하는 또래 집단의 어휘로서 그들에게 특히 흥미

롭고 유용한 어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 

유형으로 대중어를 들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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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omme 

   Sé      : 사과

   C.C.P.  :  ‘나’를 지칭. 19세기 이래 사용되어 오고 있는     

             대중어.

          ex) Qui va faire la vaisselle ? C'est encore pour  

              ma pomme( =c'est encore pour moi, c'est     

              encore à mon tour.) 

① tupperware

   Sé     : 영어, 터퍼웨어(식품 저장용 플라스틱 용기)

   C.C.P. :  프랑스에서 방문 판매를 상징하는 의미 함축

          ex) Carla Bruni-Sarkosy fait campagne avec une  

              réunion Tupperware.118)

② bakchiche 

   Sé     : 아랍어, ‘뇌물’

   C.C.P. :  ‘뇌물’, 프랑스 어휘처럼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

  다섯 번째 기준은 문화 어휘를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목표어 국가만의 

특수성과 (...) 화용적 범위가 넓어 외국인 학습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

려운 어휘’로 정의한 내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

휘는 문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목표어 국가의 고

유하고 독특한 사회·문화에 맞게 재해석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곤 하는 

이러한 외래어는 목표어 국가의 문화 특수성을 잘 밝혀주는 동시에, 화용

적 범위가 넓어 의미 파악이 매우 어려운 어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기

준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 유형으로 외래어를 들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

자.

118) Le monde.fr. 2012년 4월 10일자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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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A: Il est d'interdit d'y passer ?

             B: Avec combien de bakchiche, tu me permets d'y   

                 passer ?

첫째, 단독적으로 문화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

둘째, 문장 속에서 다른 어휘와 결합할 때라야 비로소 문화적 의미  

      가 형성되는 경우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문화 내용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써 문화 어휘를 재 정의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화 어휘 정의에 비추어 문화 어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며 그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 유형의 예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문화 어휘 

유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3.6.2.절에서 다시하기로 하겠다.

  3.5.3. 문화 어휘 형태 및 범위의 확대

  

  우리가 앞에서 문화 어휘를 내용 측면에서 재정의해 보았다면, 본 절에

서는 형태 측면에서 재설정해본다.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문화 내용을 함의하는 것으로 재정의 된 문화 어휘는 그 내용을 담는 그릇

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의 형태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소 하나

하나가 독립적으로 추가적 의미소를 확보할 수 있듯이, 어휘소들의 유기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구, 문장, 텍스트 역시 언외 의미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장승일(2008:49)의 주장은 문화적 의미가 단어 수준을 넘어 구, 

문장, 텍스트 차원에서도 언제나 생성될 수 있으며, 문화 어휘의 형태 및 

범위는 단어 수준을 넘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 Galisson이 어휘문화의 발현 양상을 단어에만 

국한시켰던 것과 달리, 문화 어휘의 형태를 단어 수준을 넘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구까지로 확대하며, 문화 어

휘로 간주되는 범위를 다음의 네 가지 경우로 확장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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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용적 표현에서 특별한 문화적 함의를 갖는 경우

넷째,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

① 단독적으로 공유문화를 함의하는 경우

   예) galette

      Sé   : 갈레트, 프랑스에서 식사 후 디저트나 간식으로    

              애용하는 달콤한 빵과자.

      C.C.P.: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1월 6일 가톨릭 축절인   

              주현절에 만들어 먹는 것으로, 누에콩이나 사기   

              로 만든 작은 인형인 페브(fève)를 갈레트에 숨   

              겨놓고 페브가 들어 있는 빵조각을 고른 사람이  

              왕이 되는 놀이를 함축함. 

          ex) Tu viens à la galette chez Aurélie dimanche ?

② 문화 어휘가 문장 속에서 공유문화를 함의하는 경우 

   예) coucou

      Sé    : 뻐꾸기 소리

      C.C.P. : ‘풍요’와 ‘가난’

          ex) ‘Tiens, le coucou ! Pas un sou en poche. Ce   

              ne sera pas encore cette année que je         

              deviendrai riche...’

             : 추운 계절이 지나고 뻐꾸기가 노래하는 것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그 당시 돈이 있다면 일 년 내내 풍요로울   

                것이고, 돈이 하나도 없다면 일 년 내내 가난할 것이라는  

                미신적인 문화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 어휘의 형태를 크게 단어와 구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의 예를 살펴보자.

   1.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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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 어휘가 관용적 표현에서 형성되는 경우

   예) pommade 

      Sé    : 크림, 연고

      C.C.P. : 아첨

          ex) passer de la pommade à qn.  

              ‘~에게 아첨하다’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공유문화를 함의하는 경우

   예) vache maigre (↔ vache grasse)

      Sé   : 마른 소

      C.C.P.: 재정적 혹은 다른 자원이 결핍되고 부족한 시     

              기를 상징.

         ex) J'ai vécu une période de vache maigre.

   2. 단어 구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galette’처럼 단독적으로 문화를 함의하는 어

휘에서부터 ‘coucou’나 ‘pommade’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문화적 의

미를 함의하지 않으나, 문장이나 특정 관용 표현 속에서 프랑스인들의 독

특한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드러나는 어휘, 그리고 ‘vache maigre’처럼 단어

와 단어가 결합된 구에서 목표어 국가의 특수한 문화 내용이 발현되는 어

휘까지를 문화 어휘로 간주한다. 

  3.6.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본 장에서는 3.5장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내린 문화 어휘의 정

의에 기초하여, 이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를 유형별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문화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문화 어휘의 

유형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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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휘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문화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에 대

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속하는 비문화 어휘를 알아보기로 한다. 

  3.6.1. 문화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 

 

  본 절에서는 비문화 어휘의 공통 자질 및 특징을 추출하여 제시하는데, 

이는 비문화 어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 어휘의 유

형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지표로써의 의미를 갖는

다. 이제 비문화 어휘의 공통 자질이자 특징을 추출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비문화 어휘 문화 어휘

화용적 범위

1 좁다 넓다

문화의 폭

2 넓다 좁다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3 문어적 구어적

4
모국어와 동일한 판단의 의미를 

함축

모국어와 상이한 판단의 의미를 

함축

5 기술적 해석적

6 고착화 비고착화

〔 표 4 〕 비문화 어휘의 공통 자질 및 특징

   

  이와 같이, 비문화 어휘가 갖는 공통 자질 및 특징을 총 여섯 가지로 상

정할 수 있었다. 이 중 1,2번은 비문화 어휘의 보편적인 공통 자질 및 특징

에 해당한다면, 3,4,5,6번은 한국인 학습자라는 특수 대상을 염두에 두고 특

별히 고려되어야 할 비문화 어휘의 세부적인 자질 및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비문화 어휘의 자질 및 특징에 부합하는 비문화 어휘의 예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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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 단어의 음절을 뒤집어 말하는 verlan

        merci → cimer : 감사합니다

      어구의 문자 순서를 바꾸어 새 어구처럼 만들어 사용되는  

       anagramme

        Marie → aimer : 좋아하다

   예) grève  

      Sé    : 파업

      C.C.P.: « grève » 라는 단어는 파리의 Grève라는 광장에서 유래  

보자.

    (1) 화용적 범위가 좁고, 문화의 폭이 넓은 어휘

            

       예) maison119) 

 

    (2) 문어적 의사소통에 유용한 어휘

            

       예) 함의어120) 

    (3) 한국어와 동일한 판단의 의미를 함축하는 관용구의 어휘

          

       예) 황소(boeuf)   

           ‘황소처럼 힘이 센« ...fort comme un boeuf »’

    (4) 언어의 기술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어휘 

    (5) 문화 어휘로 보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고착화 되어버린 어휘

119) 3.4.3.절 참조. 
120) 3.4.4.4. 함의어 설명 부분 참조.



- 87 -

              된 것으로, 이 광장은 가장자리가 모래로 뒤덮여 배가  

            정박하기 좋은 주요 지점 중의 한 곳.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것과 같은 쉬  

            운 일을 찾곤 했음. 1357년 이곳에 행정 사무소가  

            들어서면서 파리 시민들의 주요 시위의 온상지가됨. 

‘타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타문화에 존재하나 그것의 

파생 기원이 목표어 국가에만 있으며, 지시적 의미가 유일한 관

    

  3.6.2. 문화 어휘 유형

  본 장에서는 R. Galisson이 제시한 어휘문화 발현 양상 이외, 한국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3.5.2.절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기준에 준하여 새롭

게 포함될 수 있는 문화 어휘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이때, R. Galisson의 네 

가지 어휘문화 발현 양상인 공유문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에 

대한 설명은 3.4.4.절에서 이미 상세히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새롭게 포함되는 여섯 가지 문화 유형인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사회·문

화 시사어 및 신어, 대중어, 외래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3.6.2.1. 고유명사

  고유명사란 보통명사와 대조되는 것으로 관사와 복수형태소를 취하지 않

는 명사121)이다. 의미상으로는 특정, 유일의 대상을 가리키며, 동종의 대상

과는 명명의 방법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고유명사는 그 이름 자체 이

외의 기호 내용은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고유명사인 ‘철수’의 유일한 기호 

내용은 인명 ‘철수’이다. 이러한 정의를 함축하는 고유명사는 3.5.2.절에서 

획정한 다음의 문화 어휘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이다.

121) 언어학사전(2000: 696)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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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갖는 것 중 중의적인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어휘’122)

   ① Nicolas 

      Sé     : 사람 이름

      C.C.P. :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도주 상점

          ex) A: Tu vas où ?

              B: Je vais chez Nicolas. Je suis invitée ce    

                 soir !123)

   ② Élysée 

      Sé     : 엘리제궁 (프랑스 대통령 관저)

      C.C.P. :  국정 현안이 다루어지는 곳 

          ex) Est-ce que tu as pris les nouvelles de l'Élysée ce   

                matin ?    

   ① livre de poche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어

         

                       

  Nicolas와 Élysée는 프랑스에만 존재하여, 그 파생 기원이 프랑스에 있는 

어휘들로, 지시적 의미가 프랑스인들에게는 ‘사람 이름’과 ‘엘리제궁’이라

는 유일한 지향을 갖는 것이나, 동시에 ‘포도주 상점’과 ‘국정 현안이 다루

어지는 장소’와 같은 공유문화적 의미로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문화 

어휘에 속한다. 

    2. 단어 구 

122) 3.5.2.절에서 획정한 문화 어휘 기준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123) 문화 어휘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예문은 본 연구자에 의해 작문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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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é    : 포켓북

      C.C.P. : 출판사

          ex) A : As-tu lu le dernier Jean d’Ormesson ? 

              B : Oui, je l’ai acheté en livre de poche.

   ② nuit tranquille 

      Sé     : 조용한 밤

      C.C.P. : 숙면을 도와주는 차 상표명 

          ex) Tu veux une nuit tranquille ?

 

  이와 같이, ‘livre de poche’와 ‘nuit tranquille’은 목표어 국가에서만 유일하

게 존재하거나 타문화에 존재하여도 그것의 파생 기원이 목표어 국가에만 

유일하게 있는 단어 구 형태의 문화 어휘들로, 일상생활에서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다. 가령, ‘As-tu lu le dernier Jean d’Ormesson ? (Jean 

d’Ormesson의 최근 책 읽었니?)’라는 물음에 ‘Oui, je l’ai acheté en livre de 

poche. (응, 포켓북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샀어.)’와 같이 답하는 경우, 이 발

화에서 ‘livre de poche’는 ‘포켓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출판사명’을 의미

하는 상표명사로, 문화 어휘이다. 또한 ‘Tu veux une nuit tranquille ? (숙면을 

도와주는 차 한 잔 마실래?)’라는 발화에서, ‘nuit tranquille’는 ‘조용한 밤’이 

아닌 ‘숙면을 도와주는 차’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상표명사로, 문화 어휘에 

해당한다. 

  이렇듯 인명을 비롯한 유일무이한 유형물을 통칭하는 고유명사에는 R. 

Galisson이 어휘문화가 발현되는 한 양상으로써 든 상표명이 포함된다. 이는 

하나의 문화 어휘가 상표명사와 고유명사라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유명사는 상표명사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

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화 어휘 유형 중 하나로써, 프

랑스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한국인 학습자는 특히 알기 어렵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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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타문화에 존재하나 그것의 

파생 기원이 목표어 국가에만 있으며, 지시적 의미가 유일한 관

념을 갖는 것 중 중의적인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어휘’

① EDF : Électricité de France (프랑스 전력공사)

     

② SFR : Société Française de Téléphonie mobile 

                (프랑스 휴대전화 회사)

 

③ SDF : Sans Domicile Fixe (일정한 거처가 없는(사람))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유명사에 대한 별도의 교수·학습의 필요성이 크

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3.6.2.2. 축약어(sigle)124) 

  축약어 역시 3.5.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다음의 문화 어휘 기준에 

근거하여 문화 어휘로써 간주된다. 

  축약어는 발화의 간결성을 선호하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쓰는 어휘 형태

로써, 하나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구에서 각 단어의 맨 첫 철자들로만 구

성되는 것이다. 축약어는 일상에서 보통명사처럼 자주 쓰이지만, 사전에 실

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문화 어휘이다. 

124)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에 따르면, 축약어는 약어로 명명되기도 하며, 줄임말과 동의어로 혼

용되기도 한다. 축약어와 줄임말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어 변별적으로 사

용한다. 즉, 본 연구에서 축약어는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의 첫 철자들이 결합하여 마치 하

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형태를, 줄임말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단어가 단독적으로 결합하여 단

축된 형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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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VSD : Vendredi-Samedi-Dimanche 

                (시사·여가를 다루는 주간지)

Dominique est en weekend à la montagne avec ses collègues.

 Mathieu                  : Qu'est-ce que vous faites ?

                            Vous allez au lac vert ?

 Dominique et un collègue : On ne sait pas.

 Mathieu                : Moi, je voudrais bien faire du    

                            VTT.

 Dominique               : Ah non, le vélo, je déteste ça !

 Mathieu                  : Alors, on fait une promenade.  

                            On va à la grande cascade.

 Dominique                : Je suis un peu fatiguée.

 Mathieu                  : Bon ben...Je vais faire du VTT.

  

  위의 네 가지 축약어의 예 중, EDF, SDF는 사전125)에 나와 있는 반면, 

SFR, VSD의 경우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SFR’

의 경우, 이것을 구성하는 ‘Société Française de Téléphonie mobile’라는 단어

를 모를 경우, 한국인 학습자가 이 의미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일

례로, VTT(Vélo Tout-Terrain)라는 축약어가 쓰인 Campus 1 (2002:28)의 예문

을 통해 이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모를 경우 발생하게 될 의사소통의 어려

움을 생각해보자.

   

  위의 대화는 Dominique가 그의 친구들과 산에서 주말을 보내며 무엇을 

할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다. 하지만 만약 위에서 사용된 축약어 

‘VTT’가 산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중 하나로 험한 산에서의 자전거 경

125) 어떤 사전에는 있고 어떤 사전에는 없다면 그 자체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보기 힘들므로, 그런 

의미에서 문화 어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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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onop (= monoprix ): 종합 마트 상점명

    ex) A: Tu vas où ?

        B: Je vais chez monop !127)

주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를 경우, 위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TGV(Train à 

Grande Vitesse, 초고속 열차), TD(Travaux Dirigés,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심

화 수업), PQ(papier toilette)126), BD(bande dessiné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약어는 목표어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여 

흔히 보통명사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

우 선행 학습 없이는 의사소통 시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

의 교수·학습이 크게 요구되는 또 다른 유형의 문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3.6.2.3. 줄임말(lexique de troncation)

  줄임말은 축약어와 마찬가지로 문화 어휘이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을 충족

시키는 문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줄임말은 축약어와 

다른 것으로, 축약어가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의 첫 철자들이 결합하

여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줄임말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단어가 단독적으로 단축된 형태를 가리킨다. 

  줄임말은 주로 구어 상의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발화의 

길이를 줄이면서 대화 상대자에게 발화 메시지를 신속하고 인상적으로 전

달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줄임말은 단어의 앞부분만을 취해 형성된 짧

은 단어들로 암기가 쉬워, 언어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학습 대상으로서도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의 예

를 살펴보자. 

126) PQ는 또한 « pour quoi »의 축약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127) 이때, monop은 ‘고유명사’와 ‘줄임말’이라는 두 가지 문화 유형에 모두 속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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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erso (= personel(le) ) : 개인적인

    ex) A: Qu'est-ce que tu as fait hier ? Tu étais avec qui ?

        B: Ne me demande pas trop ! C'est la vie perso...!

③ exo (= exercice ) : 연습

    ex) A : Quel exo que tu fais maintenant ?

        B : ce sont des exos de grammaire.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시사적 어휘와 사회·문화의 변화

로 생겨난 신어’128)

   이와 같이 줄임말은 축약어와 마찬가지로 그 원형을 모를 경우, 발화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첫 번째 ‘Je vais chez monop !’

이라는 발화에서, 대화 상대자가 ‘monop’이 ‘monoprix’라는 체인 상점명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모를 경우, ‘monop’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기란 

불가능하다. ‘perso’, ‘exo’도 동일한 논리에 따라 의사소통 시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어휘에 해당한다. 

  3.6.2.4. 사회·문화 시사어 및 신어 

  사회·문화 시사어 및 신어는 앞서 3.5.2.절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기준 

중 다음의 문화 어휘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화 어휘이다.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사회·문화 시사어 및 신어는 사회·문화의 

현 상황과 변화 양상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문화 어휘로, 기존 단어의 의미

에 변화가 생기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전에 미처 

실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미 언급한 많은 문화 어휘 유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수·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미 파악이 힘든 어휘이다. 사회·문

128) 3.5.2.절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기준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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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motocrotte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

      C.C.P. : 강아지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청소기.

               애완용 동물이 유난히 많은 프랑스에서 배설물  

               을 편리하게 치우기 위해 고안된 기계.

            ex) Regarde ! Les motocrottes qui passent !    

                 On a enfin la rue toute propre.

   ② doodle129)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

      C.C.P  : 스케줄 조정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명. 최적의 모임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 위한 사이트로, 한 단체의 모  

               든 구성원들이 이곳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일 및  

               시간을 기입하여 모두에게 최적인 시간을 정하는 곳  

               으로, 바쁜 스케줄로 약속 시간을 잡기 어려워진 현대  

                인에게 유용한 사이트로 부상함.

           ex) A: Tu as aussi fait le doodle pour la        

                   réunion ?

                B: Non, mais je n'ai pas encore marqué     

                   mes disponibilités. Et toi, tu as indiqué      

                    quels jours et quels horaires ?

화 시사어 및 신어의 예를 살펴보자.

    1. 단어

  이와 같이, ‘motocrotte’와 ‘doodle’은 차례로 애완견이 유난히 많은 프랑

스의 특수한 사회·문화 배경과, 현대 프랑스 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129) doodle : service pour planifier une réunion ou faire un sondage. 
http://www.doodle.com/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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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rabe du coin130)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

      C.C.P. : 북아프리카 계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는 도심의   

             식료품점으로, 프랑스 상점보다 늦게까지 문을 열어, 점  

              점 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찾음. «arabe du coin»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별적이고 혹은 포용적  

              인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며, 무엇보다 특수한 민족  

              적·경제적인 현상들에 부응하는 어휘.  

   ② taxe carbone131)

      Sé    :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음)

      C.C.P.: 탄소 방출량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등장한 정책(아직 실행 중에  

              있지는 않음).

반영하는 사회·문화 시사어 및 신어라고 볼 수 있다. 

    2. 단어 구 

  이와 같이, ‘arabe du coin’, ‘taxe carbone’은 프랑스의 고유한 사회·문화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구 형태의 시사어 및 신어이다. 

         

  3.6.2.5. 대중어(langue populaire) 어휘 

130) L'« Arabe du coin » est une expression désignant, en France, une épicerie de quartier tenue par une 
personne d'origine nord-africaine. Ces commerces ont la particularité d'être ouverts plus tardivement 
que les commerces traditionnels. L'expression « arabe du coin », qui peut prendre une connotation 
discriminatoire ou au contraire d'inclusion selon la perception de celui qui l'utilise ou qui la reçoit, 
correspond surtout à des phénomènes ethnologique et économique bien 
particuliers[évasif]....»(Wikipédia)

131) La taxe carbone est une taxe environnementale sur l'émission de dioxyde de carbone, gaz à effet de 
serre qu'elle vise à limiter, dans le but de contrôler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Cette taxe 
pigouvienne décourage les émissions polluantes en faisant payer les pollueurs à proportion de leurs 
émissions. (Wikipé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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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culture populaire)를 함의하고 있는 것 중 목표어 국

가의 젊은 층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어휘’132)

   ① caisse 

      Sé    : (상품 포장·수송에 쓰이는) 상자

      C.C.P. : 자동차

          ex) Je ne sais pas où est-ce que j'ai garé ma    

               caisse.

   ② poulet 

      Sé    : 닭

      C.C.P. : 경찰 

          ex) Tu as vu tout à l'heure le poulet dans la rue ?

  대중어 어휘는 앞서 3.5.2.절에서 문화 어휘의 기준으로 든 다음의 기준

에 의거하여 다른 유형의 문화 어휘가 된다. 

  R. Galisson(1991:124)에 따르면, 대중어 어휘는 은어와 일상어 사이에 위치

하는 것이며, ‘clope’, ‘guibolle’, ‘nana’, ‘pieu’, ‘pognon’등133)이 이에 속한다. 

    1. 단어

         

  이상의, ‘caisse'와 ’poulet'는 대중문화를 함의하고 있으면서, 젊은 층이 특

히 많이 사용하는 대중어 어휘로 문화 어휘에 해당한다. 

 

  3.6.2.6. 외래어

132) 3.5.2.절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기준 중 네 번째에 해당한다.
133) Galisson이 대중어 어휘의 예로써 열거한 어휘들의 뜻은 다음과 같다 : clope 담배꽁초, guibolle 

다리, nana 아가씨, pieu 잠자리, pognon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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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가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특

히 프랑스인들의 일상 대화에 자주 등장하여 마치 프랑스어로 착각을 

일으키는 외래어 중 한국인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외

국어 어휘’134) 

첫째, 외래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간직한 채로, 프랑스어에서 새로  

     운 문화적 의미를 함의 할 때

둘째, 외래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프랑스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때

셋째, 외래어가 프랑스어와 결합될 때

넷째, 외래어가 프랑스어 어휘만큼 자주 쓰이며, 그 어휘의 기원  

     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전혀 유추  

     할 수 없는 것일 때 

예) bling-bling 

    Sé    : ‘사물의 외양이나 차림새가 반짝반짝 훤하게        

  모국어 수호에 앞장서는 프랑스이지만 프랑스어에도 외래어는 존재하며, 

외래어는 앞서 3.5.2.절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기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

시킬 때, 문화 어휘로써 간주된다. 

     

  한편 이제까지 언급된 다른 유형들은 별도의 세부기준 없이 그 유형 모

두가 문화 어휘로 간주되었던 반면에 외래어의 경우는 다음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을 문화 어휘로 간주한다.

  이 네 가지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외래어의 예를 살펴보자.

  첫째, 외래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간직하고, 프랑스어에서 새로운 문   

화적 의미를 함의 할 때 

134) 3.5.2.절에서 제시한 문화 어휘 기준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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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난다.’는 것을 뜻함. 

    C.C.P.  : 뽐내기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Nicolas Sarkozy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135) 

예) IKEA

    Sé    : 조립식 가구, 침구류,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의      

              스웨덴 체인 회사 명(IKEA는 스웨덴 창립자의    

              이름을 본 딴 것)

    C.C.P   :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상징

       ex) Ton nouvel appart, c'est vraiment IKEA. Pour un       

             studio d'étudiant, c'est chouette ! 

예) vélo-taxi   

    Sé    : 자전거-택시

    C.C.P : 환경을 생각한 자전거형 운송 수단

        ex) Viens en vélo-taxi ! C'est encore plus écolo qu'en    

              bus !  

  둘째, 외래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프랑스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때    

            

  셋째, 외래어가 프랑스어와 결합될 때

135) Le terme « bling-bling » est issu du jargon hip-hop et désigne les bijoux et l’accoutrement de 
certains rappeurs, mais aussi le style ostentatoire et excessif de leur mode de vie.

    En France, l’expression est utilisée pour qualifier Nicolas Sarkozy par certains critiques, notamment le 
journaliste Nicolas Domenach de l'hebdomadaire Marianne pour fustiger l'affichage ostentatoire de 
signes extérieurs de richesse, comme les montres ou les lunettes de soleil de grandes marques, la 
soirée au Fouquet's le soir de son élection, ainsi que les vacances sur le yacht de Vincent Bolloré. 
On a alors parlé de « droite bling-bling », inspirée de l'expression « gauche caviar ». Nicolas 
Sarkozy a ultérieurement lui-même reconnu des erreurs dans la perception « bling-bling » de son 
style. (Wikipédia)

    The Urban Dictionary에 따르면, 만화 영화의 의성어를 딴 자메이카의 은어로, 랩이 유행하던 1980년  

 대 말까지 랩 가수의 영향으로 유행하던 일반적인 스타일에 대해 사용하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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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houya  : 아랍어, ‘매우 적은 양’을 의미.136) 

        A: tu voudrais un café? 

        B: Ah..oui, un chouya.

  넷째, 외래어가 프랑스어 어휘만큼 자주 쓰이며, 그 어휘의 기원이 영어가 아

닌 외국어로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것일 때

  이와 같이, 외래어가 문화 어휘가 되는 경우는 위 네 가지 기준을 충족

시킬 때로, 이에 대한 의미 파악은 해당 외래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프

랑스어와 더불어 또 다른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다. 게다가 그 외국어가 한국인 학습자들은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외국어일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가령, 아랍어가 문화 어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랍어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낯선 외국어 중 

하나로, 의미 유추 및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언어이다. 

  이렇듯 외래어로 형성되는 문화 어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별도의 교수·

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습득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의 필

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3.7. 문화 어휘 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제까지 문화 어휘를 정의하고, 그 유형을 살펴본 것은 그것이 의사소

통 능력 향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염두에 둔 까닭이다. 이제 문

화 어휘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그 효과를 언어적·문화적·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36) 1970년대 마그렙 사람들이 대거 프랑스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아랍어 어휘가 프랑스 다문화의 

풍부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휘가 된다.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프랑스로의 이민

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scenario’ ‘pizza’ 등과 같은 이태리 어휘가 증가하게 된 것과 동일한 이치

이다. 하지만 ‘scenario’ ‘pizza’는 문화 어휘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어휘들은 외

국어로서 프랑스어 어휘만큼 프랑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이지만, 한국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흔히 사용되며 그 의미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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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언어적 측면 

  문화 어휘는 그것에 함축된 문화적 의미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휘의 의

미에 대해 숙고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암기 및 장기 기억을 수월하게 

한다. 윤여진(2004:13)이 ‘영어 어휘의 생성에 얽힌 여러 문화적 배경들을 

알게 되면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해 어휘를 더욱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신길호(2004:215)가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한 단어의 어원을 알게 되면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장기 기억에 유용하다고 한 주장은 바로 이러한 맥

락에서이다. 

  또한 문화 어휘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 어

휘는 그것의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함의된 문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휘

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상황에 알맞은 문화 어휘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 어휘는 의도한 발화 메

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시키는 데 유용하다. 은유나 비유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화가 그렇지 않은 발화에 비해 의도한 바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할 때, 문화 어휘는 은유 혹은 비유의 방

식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어휘 부류이기 때문이

다. 가령 ‘그녀는 목 놓아 울고 있다’라는 발화는 기본 어휘를 활용하여 

‘Elle pleure vraiment !’로 표현될 때 보다, 문화 어휘 ‘Madeleine’을 활용해 

‘Elle pleure comme une Madeleine !’와 같이 표현될 때, 더 인상적이고 효과

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문화 어휘는 암기 및 장기 기억과 자연스러운 발화를 생산하

는 데 도움이 되며, 발화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3.7.2. 문화적 측면 

  문화 어휘는 학습자들을 자연스럽게 타문화에 노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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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의 특징적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이해 수준을 

넓혀 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하다. 문화 어휘는 다문화 시대의 도

래로 타문화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 시대에 타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 어휘는 상호문화137) 교류를 위한 최고의 화폐(une 

excellente monnaie d'échange interculturelle)로서 목표어 국가의 특징적 문화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한 R. Galisson(1991:147)의 언급은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어휘의 유용성을 잘 밝혀준다. 

  또한 문화 어휘에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한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 및 정

체성을 밝혀주는’ 공유문화가 함의되었다는 사실은 문화 어휘가 타문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며 그 만큼 문화 능력을 향상시

키는 데 이상적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및 문화적 능력은 언어

적 기술뿐만이 아니라 상호문화적 인식을 길러주는 데 기여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개성을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개방적일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CECR(2001:40)의 이 같은 내용에 비추

어 볼 때, 언어와 문화의 응집체인 문화 어휘는 언어적 능력이외 상호문화

적 인식 함양 수단으로서 문화 능력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컨대 한 나라의 특징적 문화를 잘 밝혀주어 자국과 타국의 문화 차이

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이 같은 문화 어휘

는 타문화 이해 및 인식의 폭을 넓혀 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137) 상호문화는 Besse(1993:44-48)가 언어/문화 교육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네 가지 교육 방법, 
곧 “문화 없이 언어만 가르치는 방식(enseigner la langue sans sa culture)”, “언어 없이 문화만 가

르치는 방식(enseigner la culture sans sa langue)”, “외국 언어/문화를 가르치는 방식(enseigner une 
langue/culture étrangère)” “상호문화적 지각을 가르치는 방식(éduquer la perception interculturelle)”중 

그 네 번째 방식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상호문화 접근법의 특징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

서만 타인을 이해한다 On peut saisir l'autre qu'à partir de soi-même(S. Abou.1992:38)”라는 대원칙 

하에, 자신과 타인 사이의 ‘동화와 이화(identification et distanciation)’를 번갈아 하면서 발생되는 

상호문화의 비교 과정을 통해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원적으로는, 상호문화 “inter(사이·상호)”와 “culture(문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inter(사이·상호)”는 상호성, 교류, 유대성 등을 뜻하고, “culture(문화)”는 개인이나 사회가 타인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동원되는 가치, 생활 방식, 표상 등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

(Conseil de l'Europe. Strasbourg.1986:36)으로, 이 개념 안에는 상호 간의 문화를 인정하는 존중의

식이 함의되어 있다. (김은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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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7.3. 교육적 측면

  

  문화 어휘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외국어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은 학습자가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교수·학

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높아지기 쉬운데, 문화 어휘는 바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

소 하나 이상의 문화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문화 어휘는 학습자들로 하

여금 어휘를 암기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데 

유리하다. 이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이 보다 적

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문화 어휘를 프랑스의 시대적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흥

미를 유발시키고 관심을 지속시키는 데 유리한 수단으로 간주한 심봉섭

(1999:65)의 견해는, 문화 어휘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다는 주지의 사실을 뒷받침한다.  

  둘째, 문화와 어휘의 유기적 결합물인 문화 어휘는 문화와 어휘를 동시

에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물리적인 시간을 절약시키는데, 이는 교수

자가 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교수·학습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실 있는 수업이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의 상승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바로 문화 어휘가 내포하는 이 같은 교육적 효과를 잘 밝혀주는 것

이다.

  셋째,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은 상호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능력의 

발달이 함께 일어날 때 높다고 한다면, 문화와 어휘의 응집체인 문화 어휘는 

문화 능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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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R. Galisson(1999:479)이 언급한 

바 있듯이, 문화 어휘의 교육적 목표가 단어를 수단으로 하여 언어와 문화를 

결속(solidariser)시키고 통합(intégrer)시키는 데 있음은, 문화 어휘가 그 자체로 

언어와 문화가 긴밀히 연계된 상태여서 언어 및 문화 능력을 동시에 함양시

킬 수 있음을 잘 밝혀준다.

   

   

  3.8. 정리 및 요약

  3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문화의 중요성을 밝

히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화 어휘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화 어휘의 개념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이 개념의 기원이 된 

R. Galisson의 두 개념, 곧 어휘문화와 공유문화 적재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문화는 그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

며 교수·학습 대상으로써 제시한 여러 문화 중 하나로, R. Galisson(1995:6)에 

따르면 « 어휘문화란 학습의 목적이 문화 그 자체가 아닌 모든 담화에 사용

된 단어 안에서 혹은 단어를 통해 동원되어 구현되는 문화...»이며, 공유문화 

적재어에 의해 운반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공유문화 적재어는 말 그대로 공유

문화를 적재한 어휘를 말하며, 이때 공유문화란 의사소통 능력의 주요소로

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사이의 비대칭적 의사소통에서의 주된 장애물이자 의

사소통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 외에 우선적으로 부족한 것으

로, 교수·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특히 습득하기 어려운 문

화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유문화를 적재한 어휘에 대한 

교수·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요컨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출현한 

어휘문화와 공유문화 적재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 어휘는 의사소통 능

력 습득에 이상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문화 어휘의 근원이 되는 이 두 개념

은 어디까지나 유럽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 그들에 비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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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    

      성과 소속감을 밝혀주는 공유문화를 함축하는 어휘 (공유문  

      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

둘째, 타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타문화에 존재하나 그   

      것의 파생 기원이 목표어 국가에만 있으며, 지시적 의미가   

      유일한 관념을 갖는 것 중 중의적인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어휘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138)) 

셋째,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시사적 어휘와 사회·문화의 변  

      화로 생겨난 신어 (사회문화 신어ㆍ시사어)

넷째, 대중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것 중 목표어 국가의 젊은 층 대  

      부분이 알고 있는 어휘 (대중어)

다섯째, 외래어가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어 사용되   

      는 것이며, 특히 프랑스인들의 일상대화에 자주 등장하여    

      마치 프랑스어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 한국인 학습자들   

      이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외국어의 어휘 (외래어)

적·언어적 상이성이 큰 한국인 학습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

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휘문화와 그 발현 양상을 기준으로 삼되,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문화 내용 및 언어 형태를 허용하는 개념

으로서의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를 재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 어휘

를 내용 측면과 형태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였다. 

  먼저, 내용 측면에서 문화 어휘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목표어 국가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문화적 양상 변화를 잘 밝혀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

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습득한 문화 중 공유문화 및 

대중문화를 풍부하게 함의하고 있는 어휘로, 화용적 범위가 넓어 외국인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휘’로 정의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그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의 유형과 함께 제시하였다.

138) 괄호 안의 문화 어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6.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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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래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간직한 채로, 프랑스어에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함의 할 때

둘째, 외래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프랑스어에서 또 다른 의  

      미를 가질 때

셋째, 외래어가 프랑스어와 결합될 때

넷째, 외래어가 프랑스어 어휘만큼 자주 쓰이며, 그 어휘의 기원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것일 때 

  다음으로, 형태 및 범주 측면에 있어, 문화 어휘란 R. Galisson이 어휘문

화 발현 양상을 단어에만 국한시킨 것을 넘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

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구까지를 포함하며, 다음의 네 가지 확대된 

문화 어휘 범주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문화 어휘의 공통 자질 및 특징을 추출하였는데, 이는 비

단 비문화 어휘에 속하는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 어

휘의 유형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지표로 삼기 위함

이었다. 비문화 어휘는,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화용적 범위와 문화의 폭

이라는 보편적 자질 및 특징 측면에서 볼 때, 화용적 범위가 좁고 문화의 

폭이 넓은 어휘이다.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화 한 세

부적인 자질 및 특징 특면에서 볼 때, 문어적 의사소통에서 유용하고, 모국

어와 동일한 판단의 의미를 함축하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고, 고착

화 된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정의 되고 재설정된 문화 어휘

의 정의와 기준을 충족시켜 한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문화 어휘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화 어휘 유형은 

공유문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라는 R. Galisson의 4가지 어휘

문화 발현 양상에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사회문화 신어·시사어, 대중

어, 외래어라는 6가지 문화 어휘 유형이 추가된 총 10개의 부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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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화 어휘의 개념에서부터 유형에 이르기까지 살펴 본 이유가 그것

의 교육적 효과에 있었음을 상기하며 그 효과를 언어적·문화적·교육적 측

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차례로 

문화 어휘는 암기 및 장기 기억과 자연스러운 발화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문화 능력 함양 및 교수·학습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유익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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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 어휘 목록화 및 문화 어휘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모색을 위한 선행 작업

  4.1. 학습자 언어 수준 고려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학습 효

율이 더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자들의 경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교

육학 이론서, 그리고 실제로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제작되는 수많은 외국

어 교재들을 통해 확인된다. 외국어 교재들의 제작 목표가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제

작되는 이 같은 외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학습의 효율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작되는 어휘 목록화의 경우도 예

외는 아니다. 특히 습득이 어려운 어휘일수록 학습 효율을 높이는 것이 보

다 어렵다는 사실은 습득이 어려운 어휘일수록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어휘 보다 습득이 

어려운 문화 어휘의 목록화를 구상하며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1.1. 학습자 언어 수준, B

  본 연구에서는 CECR에 제시된 언어 능력 수준139)에 준하여, 학습자의 

139) CECR에서는 프랑스어 언어 능력 수준을 크게 기초 사용자(utilisateur élémentaire), 자립적 사용자

(utilisateur indépendant), 숙달된 사용자(utilisateur expérimenté)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기

초 사용자 수준에 A1(introductif ou découverte), A2(intermédiaire ou de survie), 자립적 사용자 수

준에 B1(niveau seuil), B2(avancé ou indépendant), 숙달된 사용자 수준에 C1(autonome), C2(maîtrise)
라는 하위 수준을 포함시킨다.(CECR. 2001:25) 한편 이 세 가지 언어 수준은 기존의 고전적 분

류인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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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수준을 자립적 사용자(utilisateur indépendant)에 해당하는 B로 설정한

다. 지시적 의미 위에 문화적 의미가 덧붙어져 생성된 문화 어휘는 화용적 

범위가 넓어 의사소통에서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점과, 비유와 은유의 방

식을 통해 발화를 보다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곤 한다

는 점에서, 기본이 되는 어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이 초

급 단계에 해당하는 기초 사용자 수준 보다는 높아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유럽평의회의 수준별 언어 능력 기술 항140)에 비추어 볼 때, 문화 

어휘의 활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지는 언어 수준은 B 수준이었기 때문

이다. 왜냐하면 B 수준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거주지, 직장, 

가족 관계처럼 자신을 둘러싼 친숙하고 습관적인 주제에 관한 기본적 표현 

및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A 수준에 비해, 확장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화자의 보다 다채로운 표현 및 한층 높은 수준의 이

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령 ‘매우 친절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발화, ‘Il(Elle) est très gentil(le) !’와 ‘Il(Elle) est une 

bonne poire !’ 중 첫 번째 발화는 A 수준의 학습자가, 두 번째 발화는 B 

수준의 학습자가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문장은 정보 전달에 충실한 기본이 되는 어휘 ‘gentil’를 사용했기 때

문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은유를 통해 발화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유용한 

문화 어휘 ‘bonne poire’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3장에서 문화 어휘로 상정한 바 있는 공유문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 사회·문화 시사어 및 신어, 대

중어, 외래어라는 10가지 문화 어휘 유형을 언어 수준 별로 어휘의 내용을 

한정하는 어휘 범위(étendu du vocabulaire. CECR. 2001:87-88)141)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지시적 의미를 근간으로 의미가 부가되거나 변형되

140) CECR(2001:25)
141) CECR에서는 A1에서 C2에 이르는 여섯 가지 언어 수준에서 학습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1수준의 학습자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한 표현들 및 의

미 변화 가능성이 적은 기본 어휘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C2수준의 학습자는 암시적 의미 

파악이 요구되는 관용적 표현을 비롯한 매우 광범위한 수준의 다양한 어휘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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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 다의적인 열린 어휘(lexicaux ouverts)142)에 해당하

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부분이 학습자 수준이 B 이상은 되어야 학습이 가

능한 어휘들이다. CECR에서 A1, A2 수준에 해당하는 어휘 범위는 주로 요

일, 달, 무게 등과 같이 닫힌 어휘(lexicaux fermés)로 한정되는 반면, B1 에서

부터 C2 수준에 해당하는 어휘 범위는 다의적 의미를 갖는 열린 어휘로, C 

수준에 이를수록 어휘는 감정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며 그 범

위가 확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언어수준(Niveau de langue)

〔 표 5 〕어휘 범위와 문화 어휘의 개연적 상관도

C1A1 A2 B1 B2 C2

    닫힌 어휘

 (lexicaux fermés)

    열린 어휘

(lexicaux ouverts)

문화 어휘

단일적의미

다의적 의미

어휘 범위

(Étendu du vocabulaire)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문화 어휘의 학습자 대상은 고등학

생보다 대학생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

142) 어휘적 능력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CECR에서는 의미의 유동성 여부에 따라 어휘를 열린 부류

(mots de classe ouverte)와 닫힌 부류(mots de classe fermée)로 구분 짓는다. 전자에는 새로운 의미

의 형성이 가능한 단어들이, 후자에는 의미 변화가 없는 단어들이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어휘의 종류를 열린 어휘(lexicaux ouverts)와 닫힌 어휘(lexicaus fermés)로 규정하고, 어

휘 범위 측면에서 A1의 ‘mots isolés’는 의미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닫힌 어휘’, C2
의 ‘connotation sémantique’는 감정적·사회적·문화적 함의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아 ‘열린 어휘’
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CECR. 2001:88참조)



- 110 -

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표 수준인 프랑스어 Ⅰ과 Ⅱ 모두는 기초사용자 

수준 이하를 교수·학습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대상을 성인 혹은 일반인이 아닌 대학생으로 명시한 점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첫째, 고교 교육 과정에서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이 부적합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기초 수준에 국한된 

어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때, 대학은 일반적인 한국의 교수·

학습 상황에서 일반 어휘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화 어휘에 대한 한 단계 높

은 수준의 교수·학습 실현이 가능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 

어휘 목록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구체적이고 최소일수록 효율적 구성

이 가능하다고 할 때, 연령대의 폭이 다양한 일반인이나 성인의 경우 고려

해야 할 요소가 광범위하고 많음에 반해, 젊은 층으로 연령대의 한정이 가

능한 대학생의 경우 필요와 관심의 정도와 폭이 비슷해 고려해야 할 요소

가 협소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 어휘 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은 대학 

과정에 있는 B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4.2. 문화 어휘 수집 

   

  본 장에서는 문화 어휘 선별에 앞서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 어휘 수

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4.2.1. 수집 기준

  문화 어휘 수집 기준으로 빈도수(fréquence)와 대기성(disponibilité)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휘를 수

집하였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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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1. 빈도수 대 대기성

  문화 어휘를 수집할 때 대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빈도수와 

대기성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 문화 어휘를 수집할 것인가 하는 문

제와 관련된다. 이 두 가지는 흔히 어휘 목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는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문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본 연

구에서는 문화 어휘 수집을 위한 기준 설정에 앞서, 본격적이고 과학적인 

어휘 연구 결과물인 FF 1의 어휘 목록 설정 과정에서 동원된 기준을 간략

히 살펴보겠다.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던 프랑스어의 영향력을 회복하

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신속하게 프랑스어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들어진 FF 1은 일찍이 G. Gougenheim(1964:13)에 따르면, 구어체 내에서의 

어휘 빈도, 유용성 높은 대기어 조사, 합리적인 경험주의라는 세 가지 기준

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143) 또한 FF 1에 수록된 어휘들은 과학적인 연

구 절차를 따라 수집된 것들로,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속에서 추출하였다. 이때, 어휘 

목록에 보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어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은 지

리적ㆍ사회 문화 환경 차이를 고려한 개인 혹은 그룹에서 이루어진 여러 

상황에서 녹음되었다.

  한편 FF 1은 그것의 탄생 배경이 되는 ‘기본 영어(basic english)’가 목록 

대상 어휘로서, 유효성을 기준으로 구어에서의 어휘 사용 빈도를 크게 고

려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대기성과 더불어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

휘의 빈도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기본 영어는 동사는 별로 

없고 주로 명사, 형용사, 도구어(전치사, 접속사, 관사 등)로 구성된 반면, 

FF 1은 구어에서 실제로 자주 활용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동사가 전체의 

143) Le français fondamental(1er degré) a été établie selon une méthode qui innove, croyons-nous, dans la 
technique des langues de base.

     Elle combine en effet :
      1° la fréquence des mots dans la langue parlée ;
      2° la recherche des mots disponibles les plus utiles ;
      3° l'empirisme rationnel. (G. Gougenheim. 1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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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가운에 1/4를 차지했다.144) 이렇듯 FF 1은 어휘 목록을 작성하는데 기

본 영어와 달리 구어에서의 어휘 사용 빈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여기

서 ‘빈도수’란 구어에서의 실제적인 출현 빈도를 말하는 것으로, 잠재적 사

용 가능성과 관련 있는 ‘대기성’과는 다르다.145)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도구로

서 문화 어휘를 수집하는 본 연구에서는 FF 1의 어휘 목록화 과정에서 동

원된 기준 중 ‘빈도수’를 무엇보다 중요한 참조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유

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어휘는 일반 어휘보다 습득이 어렵다

는 점에서 볼 때, 잠재적 출현 가능성이 있는 문화 어휘에 대한 학습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둘째, 문화 어휘의 수집이 궁극

적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볼 때, 우리에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대화 속에서 ‘언젠가’ 사용하게 될 ‘대기성이 

높은 문화 어휘’가 아닌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이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도수는 문화 어휘 수집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었

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빈도수는 본 연구에서 문화 어휘를 선정하고 분

류하고자 할 때, 문화 어휘 성격 및 문화 요소146)와 더불어 또 하나의 기

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문화 어휘 선정 및 분류 기준으로서의 빈도수에 

대해서는 4.3.1.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4.2.2. 수집 방법

144) 약 1500개의 어휘를 싣고 있는 FF Ⅰ은 명사가 692개, 동사가 339개, 형용사가 98개, 문법 단어가 
253개, 부사가 83개로 동사는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것이 기본 영어와 가장 큰 차이였

다.(cf. 프랑스 문교부는 Français élémentaire라는 이름으로 기본 어휘 1,374단어를 발표했는데, 용

어 사용에 혼란이 있어, 1959년 FF Ⅰ(Français fondamental 1er degré)로 명칭을 바꾸면서 어휘를 

약 1,500단어로 증가시켰다. 그 해 FF Ⅱ에 해당하는 1,500단어가 새로 제정되어 FF는 총 3,000
단어로 완성된다.)   

145) 대기어는 일상대화에서 자주 사용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프랑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일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dent, jupe, fourchette가 대기어에 속한다.
146) 빈도수, 문화 어휘 성격, 문화 요소는 문화 어휘를 선정하고 분류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4.3.절의 ‘문화 어휘 목록화를 위한 문화 어휘 선정 및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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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문화 어휘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방법은 원어민들의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를 통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4종의 프랑스어 교재를 통한 것이었다. 

  4.2.2.1.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 

  문화 어휘 수집은 먼저,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

어졌다.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는 2010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2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프랑스에 머물면서 원어민들의 일상대화에 참여하고, 텔레비

전,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수시로 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

대화를 통한 문화 어휘는 대화의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어민들

에게 가능한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메모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

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한 문화 어휘 수집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메모

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활자화 된 신문을 통한 경우, 문화 어

휘라고 판단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의미를 확인한 후 기록하는 방식으

로 수집하였다. 길거리 간판 명의 경우, 파리를 비롯한 주요 시가지를 돌아

다니며 간판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 간판 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하

였다. 

  이 같은 문화 어휘의 수집 방식은 R. Galisson(1995:105)147)이 문화 어휘의 

한 유형인 함의어를 수집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일상대화에 직접 

참여하며 문화 어휘를 수집한 이러한 방식은 FF 1이 실제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수집할 목적으로 의사소통 내용을 녹음했던 사실에 착안

147) 일상 담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눈에 띄는 대표적인 함의어이기 위해, 자료체는 

대부분 인쇄 매체 기사들(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공연(영화, 연극...), 작품(문학, 수필, 비평...),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전파되는 )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샹송, 만화 등과 텍스트에 삽입된 사

진에 대한 전설들, 광고 슬로건, 상점, 레스토랑, 클럽 등의 간판을 참조한다(Pour être 
représentatif de ce qui se pratique le plus couramment et se repère le mieux, en matière de 
palimpsestes verbaux, dans les discours ordinaires, ce corpus fait majoritairement référence à des titres: 
● d'articles de presse(journaux, revues, magazines,...); ● de spectacles(cinéma, théâtre, café-théâtre, 
music-hall,...); ●d'ouvrages(littérature, essais, critiques, science-fiction,...); ● d'émission, de séries, de 
reportages(télévisés, radiodiffusés); ● de chanson, d'albums; ● de bandes dessinées, etc. Il comprend 
aussi : ● des légendes de photos(insérées dans des textes); ● des slogans publicitaires; ● des 
enseignes de magasins, restaurants, club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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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

  4.2.2.2. 교재 (Méthode de Français) 

 

  대표적인 교수·학습 재료인 프랑스어 교재는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게 엄선된 어휘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어휘를 수집하는 최적의 장소

로 여겨진다. 또한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하

는 대표적인 수단이 교재라는 점은 문화 어휘를 수집하는 장소로써 교재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

휘를 수집하기 위해 B 수준의 교재 중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 라는 총 4종을 선택하였다.148) 

  교재 선택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교재들은 CECR149)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지 않은 교재에 비해 언어 및 문화 능력 향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 학습자 

대상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Scénario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은 본 연구의 

목표 대상인 대학 과정 학습자들에 상응하는 ‘성인’을 학습 대상으로 설정

함으로써, 그들 또래에 습득해야만 하거나 습득하면 좋을 어휘를 보다 풍부

하게 싣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문화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150) 일반 교재들보다 풍부한 문화 어휘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

148) 언급된 4종의 교재에서 수집된 문화 어휘는 부록에 제시하기로 한다.
149) 2001년에 발간된 CECR는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언어 교육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기

존 언어 교육의 목표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참조기준이다. 
CECR는 유럽의 현용어(langues vivantes) 교육 과정, 시험 및 교재 편성에 공통 기반으로 활용되

는 것이며, 학습의 매 단계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학습자의 향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수준을 정의하고 있다. (CECR. 2001:9)
150) 아래에 제시되는 내용은 네 가지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능력의 중요성을 염두

에 두고 제작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 se placer dans une approche communicative avec une perspective actionnelle et interculturelle (ICI. 
2008:2)
Alors ? propose donc des contenus permettant l'acquisition de compétences de communication, de compétences 
formelles et de compétences culturelles (Alors ?. 2007:6)
L'objectifs et les contenus de Latitudes ont été définis en tenant compte des principes du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 compétences générales et compétences communicatives, travail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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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이다.

  4.3. 문화 어휘 목록화를 위한 문화 어휘 선정 및 분류 

 

  문화 어휘 목록화를 위해 거쳐야할 첫 번째 과정이 데이터의 준비를 위

한 문화 어휘 수집에 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한국

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화 어휘 선정의 객관성과 유용성을 보장하고, 적합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 선정 

및 분류 기준으로 빈도수, 문화 어휘 성격, 문화요소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4.3.1. 빈도수

  빈도수는 일상대화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어휘를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척도로써, 문화 어휘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우리는 이미 4.2.1.1.절에서 문화 어휘를 수집하는 중요한 기준으

로 빈도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빈도수는 일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어휘를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되어 왔다. 어휘는 저절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수법적 접근

을 통해 교수되어야 하고, 전통교수법에서 다뤄지던 양적 접근(approche 

quantitative)이 아니라 질적 접근(approche qualitative)을 통해야 한다는 A.-M. 

Cornu와 J. Binon(1983)의 주장은 교수·학습 대상으로써의 어휘 선별의 중요

성151)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어휘 학습을 염두에 둔 어휘 선별에는 각별한 

tâches, évaluation sommative et formative, ouverture à la pluralité des langues et des cultures. (LATITUDES. 
2010:2)
l'acquisition d'une compétence culturelle tout au long de l'ouvrage et plus particulièrement dans les pages Culture, 
cultures qui permettent une mise en regard des pratiques interculturelles (Scénario. 2008: 3)

151) Cornu와 Binon은 어휘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소위 S.O.S 라 불리는 접근법을 소

개한다. S.O.S 접근법은 선별적이고(sélectif), 조직적이고(organisé), 체계적인(systématique)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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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R. Galisson(1988a)의 주장 역시 어휘 학습에서 선행

되어야 하는 어휘 선별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어

휘 선별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제안하였지만, 그 중에서 빈도수를 객관적인 

어휘 선별 기준으로 든 학자로는 J. Binon, S. Verlinde, T. Selva152)가 있다. 

또한 빈도수는 CECR에서 시험, 교육자료 및 교육 과정 구상자들이 지도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위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고려하기를 권고하는 몇 가

지 어휘 선택 사항 중 하나이다.153) 이렇듯 빈도수는 외국어 교수·학습에서 

어휘 선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된 이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객관

적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P. Bogaards(1994:103-110)는 어휘 선별의 역사를 경작기(Le labourage 

des terres, 1900-1920), 파종기(Les semailles, 1920-1840), 성장기(Une certaine 

croissance, 1940-1970), 수확기(Moisson et nouvelles semailles, 1970이후)로 비유

적으로 소개154)하면서, 수확기에 이르러 어휘 학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중

어휘 선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52) Binon, Verlinde, Selva는 모든 어휘를 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 대상이 되는 어휘를 잘 선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어휘 선별을 위한 척도를 객관적·주관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 주요 객관적 척도 (les principaux critères objectifs)
  - 빈도수(le taux de fréquence)
  - 단어 혹은 어휘 단위의 분포(la répartition des mots ou des unités lexicales)
   ◉ 주요 주관적 척도(les principaux critères subjectifs) 
  - 커버율(le taux de couverture) ex) rémunération, salaire
  - 대기성(la disponibilité)
  - 단어의 위상(statut du vocable)
  - 학습 난이도(difficulté d'apprentissage)
  - 교수법적 기준들(les critères didactiques) : 목표(objectifs), 목표 대상의 언어 수준(niveau du 

public-cible), 제약과 자료(contraintes et ressources)(J. Binon, S. Verlinde, T. Selva. Cah. 
Lexical.78,2001-1:43-44)

153) CECR에서는 여러 어휘 선별 방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 의사소통적 과업 실행에 유용하고, 목표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는 것,
  - 자료집 혹은 주제별 영역에서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선택하는 것, 
  - 구어이든 문어이든 (사실)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 

등.(CECR. 2001:115)
154) Bogaards(1994:103-111)은 어휘 목록화의 발전 정도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선별의 역사를 

총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다. 그가 구분한 네 개의 시대는 경작기(Le labourage des terres, 
1900-1920)와 파종기(Les semailles, 1920-1840), 성장기(Une certaine croissance, 1940-1970)와 수확기

(Moisson et nouvelles semailles, 1970이후)이다. 각 시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작기(1900-1920) :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것과 같은 어휘 목록 준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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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되고, 그와 더불어 학습대상이 되는 어휘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어휘 목

록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밝혔다. P. Bogaards는 유럽평의회가 기존의 여

러 어휘 및 표현 목록155)을 참고하여 7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끝에 특정 상

황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의 빈도수를 언어적 필요(besoins langagiers)라

는 기준과 함께 어휘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사실에 주목하며, 어휘 선별 기

준으로 빈도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그가 제시한 어휘 선별 기준에

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는 어휘 선별의 기준을 크게 교수법적 기준(critères 

pédagogiques)과 언어적 기준(critères linguistiques)으로 나누고, 교수법적 기준

에 시간(temps disponible), 교수법(méthode à suivre), 단어의 난이도(difficulté 

des mots)를, 언어적 기준에 대기성(disponibilité), 결합가(valence) 등과 더불어 

빈도수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156)

  이와 같이, J. Binon, S. Verlinde, T. Selva, P. Bogaards 등 여러 학자 그

리고 CECR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빈도수는 어휘 목록을 작성하고자 할 때 

어휘 선별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4.3.1.1. 문화 어휘 빈도수 설문 조사

  본 절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의 방

식 및 절차, 설문 중에 발견된 문제 및 한계점을 밝히고, 설문의 결과를 제

시한다.

   

     대표적인 어휘 목록 - H. Keniston에 의한 ‘스페인의 일상 어휘(Common words in Spanish)', 최초의    

어휘 목록, 일상어를 목록화 하는데 목적.
   ②파종기(1920-1840) : 어휘 선택의 다양한 원칙을 세우고 수정하며, 여러 실험을 하는 시기       

(la haute saison de la séletion de vocabulaire). 
     대표적인 어휘 목록 - H. Palmer, Ogden « BASIC English », West,« Definition Vocabulary »
   ③성장기(1940-1970 : 어휘 목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시기. 
     대표적인 어휘 목록 - 1954년의 FF 1과 FF 2
   ④수확기(1970이후) : 성장이 계속되어 어휘 목록 완성이라는 수확을 거두는 시기. 
     대표적인 어휘 목록 - 유럽평의회의 7년에 걸친 연구 끝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        

 일어, 이태리어의 어휘 및 표현을 실은 어휘 목록 

155) l'anglais-Threshold, le français-Un niveau seuil, l'espagnole-Un nivel umbral, l'allement-Kontaktschwelle, 
l'italien-Livello soliglia

156) Bogaards(1994: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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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문 방식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1년 2월 25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Paris와 Tours에 거주하는 20대와 30

대에 속하는 프랑스 현지 원어민 친구들과 그들의 주변인에게 설문을 의뢰

했으며, 회신을 통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메일을 통한 설문은 현지에서의 설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까닭에 선

택한 방법으로, 그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그 이유는 메일을 통한 설문은 즉

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면대면 설문에서 응답자가 가지게 

되는 시간 제약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이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296개의 문화 어휘에 대해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면, 더

욱 그러하다. 연구자는 현지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설

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대개는 그 안에 회

수되었다.  

  설문 대상이 된 어휘는 빈도수와 대기성 중 빈도수를 기준으로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대중매체와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 라는 

4종의 교재를 통해 수집된 것이었다.

  설문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은 총 2회에 걸쳐 이루

어졌다. 1차 설문은 30명을 대상으로, 817개의 문화 어휘에 대한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빈도수 1에서 5까지157) 중 3이상이 나온 296개의 문

화 어휘만이 2차 설문의 대상이 되었다. 2차 설문의 정보제공자는 1차 때 

보다 25명 많은 55명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수를 늘린 것은 문화 어휘 수

가 줄어듦으로써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정보제공자

157) 설문지에 제시된 빈도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록 참조)
 1. Choisissez la fréquence du lexique culturel le plus usité chez vous. ‘1’ signifirait du lexique culturel      

 moins usité et ‘5’ signifirait celui le plus usité.
    Plus présisément, le niveau de fréquence est ainsi: 
    1: le moins usité (거의 쓰이지 않는다)
    2: rarement usité (가끔 쓰인다)
    3: parfois usité (종종 쓰인다)
    4: souvent usité (자주 쓰인다)
    5: le plus usité (매우 자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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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을수록 도출된 문화 어휘의 빈도수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는 높아진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정보제공자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나

이 대에 속하고, 표준어를 사용하는 Paris와 Tours의 주거자로 한정했다. R. 

Galisson(1988:83)은 공유문화는 자녀와 부모,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세대

별 혹은 생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설문은 가능한 연구 대상을 대

표할 수 있는 나이, 출신, 사회-문화적 소속을 고려하여 선별된 정보제공자

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158)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 설문의 특성상 다

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정보제공자를 고르게 모으는 일이 어려웠던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정보제공자를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본 연

구의 목표 대상 학습자가 대학생으로, 젊은 층이 특히 더 많이 사용하는 

문화 어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둘째, 지역어의 영향

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2) 문제 및 한계점

   

  설문의 문제 및 한계점은 질문 수로 치자면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하는 

296개의 문화 어휘의 빈도수를 확인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296개에 달하

는 문화 어휘의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은 문화 어휘 수만으로도 이

미 설문의 길이가 길었고, 문화 어휘에 함의된 문화적 의미에 대한 파악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가능한 지시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었기 때

문에 더욱 길어져, 그 만큼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의 측면에서 설문 응답자

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하나는 응답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설문지가 종종 회수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보제공자를 모으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목표어 집단을 대

158) Dans la C.C.P., il y a de la culture et de la subculture. Ce qui explique que les jeunes ne se 
retrouvent souvent pas dans les charges culturelles décrites par leurs parents ou leurs grands-parents, 
que les ruraux ont des charges culturelles qu'ignorent les citadins, etc. D'où la nécessité, pour 
découvrir la C.C.P., d'interroger non pas un informateur isolé, mais un échantillon d'informateurs 
autochtones. Échantillon aussi représentatif que possible de la population étudiée et tenant surtout le 
plus grand compte des paramètres d'âge, d'origine et d'appartenance socio-culturelle. 



- 120 -

표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나이, 출신, 사회-문화적 소속 등 다양한 기준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설문 방식 및 절차에서도 언급

한 바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정보 제공자는 프랑스 현지에 거주하는 연구자

의 원어민 친구들과 그들의 주변인으로 제한되어, 매우 한정적이었다. 또한 

현지에서 진행된 설문이 아닌 까닭에 설문 중에 발생되는 정보제공자의 의

문을 즉각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소통상의 한계가 있었다.  

  3) 설문 결과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설문을 통해 얻어진 문화 어휘의 빈도수 결과를 제시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다. 빈도수 설문 결과 및 분석은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

휘’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지면상의 한계로 모든 문

화 어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는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데 가

장 기본이 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하며, 전체에 

대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할 것임을 밝힌다.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란 상위 50%내에 드는 것이다. 높은 빈도수는 

낮은 빈도수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이었으므로, 전체의 반을 기점으로 그 

이상에 해당하는 어휘를 빈도수가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일상대화에 자주 

언급되어 교수·학습 대상으로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문화 어휘의 유형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를 그것의 문화 어휘 유형과 

함께 제시한다. 이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 어휘 유형에 비해 특별히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따로 있는가를 알아보

고, 더 나아가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 그 결과를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의 결과와 비교한다.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의 출현 빈도를 먼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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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빈도159)

수 lexique culturel 문화 어휘 유형 1 2 3 4 5
점수

160)

1 pub(광고) 줄임말 0 2 9 36 210 4.67

2 Sarko(대통령이름) 줄임말 0 2 15 76 150 4.42

3 PDG(사장) 축약어 1 4 21 36 180 4.4

4 boîte(유흥장) 대중어 0 4 21 56 160 4.38

5 SDF(주거부정자) 축약어 0 10 6 60 165 4.38

상표명사
44%

축약어
10%

외래어 2%

혼성어
 0%

고유명사 2%

상황어 3%

대중어 4%

줄임말 4%

시사어·신어 5%

공유문화적재어
26%

 〔 그림 6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
 

  이와 같이, 전체에 대한 결과에서 상표명사가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공유문화 적재어가 26%, 축약어가 10%를 차지하여 그 다음 

많았으며, 시사어·신어를 비롯한 나머지 문화 어휘 유형은 대동소이한 비

율로 적었다. 이제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의 등장 빈도를 염두에 두

고,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자. 

  (A)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는 전체 296개의 문화 어휘 중 상위 50% 내에 

드는 148개이다. 그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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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uchan(대형마트) 상표명사 1 4 18 52 165 4.36

7 EDF(프랑스 전력공사) 축약어 1 8 15 36 180 4.36

8 BD(bédé)(연재만화) 축약어 1 2 21 60 155 4.35

9 PS(사회당) 축약어 2 2 15 60 160 4.35

10
Canal plus

(텔레비전채널) 상표명사 2 10 6 52 165 4.27

11 Le monde(일간신문) 상표명사 0 4 36 52 140 4.22

12 la vache(〔반어〕멋진) 대중어 0 6 27 68 130 4.2

13 PQ(화장지) 축약어 1 4 33 52 140 4.18

14
Peugeot

(자동차 제조 회사 및 생산제품)
상표명사 3 2 33 36 155 4.16

15
La vache qui rit

(치즈상표명) 상표명사 2 8 18 56 145 4.16

16 Citroën
(자동차 제조 회사 및 생산제품)

상표명사 3 6 24 40 155 4.15

17 galette(주현절 축제용 과자) 공유문화적재어 1 8 24 40 155 4.15

18 perso(사적인) 줄임말 1 4 27 84 110 4.11

19 resto(레스토랑) 줄임말 1 16 15 44 150 4.11

20 SMIC(최저 임금) 축약어 2 10 21 48 145 4.11

21 Total(정유회사) 상표명사 1 10 27 48 140 4.11

22 DRH(인사담당자) 축약어 3 8 27 32 155 4.09

23 HLM(임대 아파트) 축약어 4 4 21 56 140 4.09

24 Elysée(엘리제궁) 고유명사 3 8 30 28 155 4.07

25
IKEA(인테리어 상표, 모던함 

상징) 상표명사 4 4 27 52 135 4.04

26 demi(맥주 25cL) 상황어 4 2 33 52 130 4.02

27 PME(중소기업) 축약어 5 8 12 56 140 4.02

28 apéro(아페리티프) 줄임말 3 10 21 56 130 4

29 Bleu(프랑스인) 공유문화적재어 1 14 27 52 125 3.98

30 M6(상업 텔레비전) 상표명사 3 8 24 64 120 3.98

31 La Tribune(경제 일간지) 상표명사 2 14 30 48 125 3.98

32 Carrefour(대형마트) 상표명사 5 8 15 60 130 3.96

33 Evian(식수 상표) 상표명사 4 10 21 48 135 3.96

34 quatre-quarts(케이크) 공유문화적재어 5 8 15 60 130 3.96

35 tupperware(방문판매상징) 외래어 1 16 30 36 13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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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N(국민전선) 축약어 3 12 27 40 135 3.95

37 livre d'or(방명록) 상황어 2 12 24 68 110 3.93

38 nez creux(눈치가 빠른) 공유문화적재어 2 12 30 52 120 3.93

39 quatre heures(간식) 공유문화적재어 4 6 30 56 120 3.93

40 TF1(상업 텔레비전) 상표명사 4 10 30 32 140 3.93

41 Vert(녹색당 후보) 공유문화적재어 3 2 36 80 95 3.93

42 vide-grenier(벼룩시장) 시사어·신어 4 12 15 60 125 3.93

43 exo(연습) 줄임말 2 10 45 48 110 3.91

44 pif(눈치로, 육감으로) 공유문화적재어 4 4 30 72 105 3.91

45 BNP(은행) 상표명사 4 10 27 48 125 3.89

46 Esso(석유회사) 상표명사 2 24 12 36 140 3.89

47 film culte(컬트영화) 시사어·신어 3 10 39 32 130 3.89

48
Le nouvel observateur

(주간지) 상표명사 3 12 24 60 115 3.89

49 SFR(이동통신회사) 축약어 4 10 24 56 120 3.89

50
dos d'âne

(과속방지턱) 공유문화적재어 3 14 27 44 125 3.87

51 Fnac(서점 및 음반 체인점) 상표명사 3 16 39 80 75 3.87

52
langue de bois

(동문서답) 공유문화적재어 3 4 45 56 105 3.87

53 Perrier(음료 상표) 상표명사 2 8 45 48 110 3.87

54 Thonon(식수 상표) 상표명사 3 16 39 80 75 3.87

55 Bonne Maman(잼 상표) 상표명사 5 16 36 80 75 3.85

56
crêpe(사순시기 전에 먹는 

크레이프 빵) 공유문화적재어 3 18 36 80 75 3.85

57 Danone(식품회사) 상표명사 4 20 18 20 150 3.85

58 Libération(일간신문) 상표명사 5 6 18 88 95 3.85

59 PACS(시민연대협약) 축약어 5 16 36 80 75 3.85

60 Tisane(차 상표) 상표명사 1 10 48 48 105 3.85

61 Fiat(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상표명사 4 6 48 28 125 3.84

62 Monoprix(대형마트) 상표명사 3 12 24 72 100 3.84

63 Orange(프랑스텔레콤자회사) 상표명사 5 6 27 68 105 3.84

64 pot-au-feu(서민요리) 공유문화적재어 4 16 18 48 125 3.84

65 quatre(많은 양, 적은 양) 공유문화적재어 3 14 30 44 120 3.84
66 RMI(최저통합수당) 축약어 3 6 51 36 115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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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Stabilo(펜 상표) 상표명사 2 14 33 52 110 3.84

68 France Inter(공영 라디오) 상표명사 2 8 42 48 110 3.82

69
Le Huffington Post
(인터넷신문사이트) 상표명사 3 20 15 52 120 3.82

70 Picard(냉동식품상표) 상표명사 4 10 30 56 110 3.82

71 pros(전문가) 줄임말 5 8 24 68 105 3.82

72 Renault(자동차회사) 상표명사 5 16 27 52 110 3.82

73 vélib'(셀프서비스자전거) 혼성어 2 22 15 36 135 3.82

74 France Culture(라디오 방송) 상표명사 5 12 24 68 100 3.8

75 Intermarché(체인 상점) 상표명사 4 18 27 20 140 3.8

76 motocrotte(배설물수거기계) 시사어·신어 3 16 27 48 115 3.8

77
Rue du commerce

(인터넷쇼핑사이트) 상표명사 1 18 27 48 115 3.8

78 rosé(포도주) 공유문화적재어 3 6 51 52 95 3.76

79 Super U(체인 상점) 상표명사 2 18 30 52 105 3.76

80 Bobo(보보족) 축약어 4 10 30 72 90 3.75

81 carton(성공) 공유문화적재어 4 6 42 64 90 3.75

82
Carte orange

(지하철·버스 공용 정기권) 상표명사 3 10 42 40 110 3.73

83 eau-de-vie(증류주) 공유문화적재어 5 8 45 32 115 3.73

84 PSG(프로축구클럽) 축약어 5 12 24 64 100 3.73

85
Question pour champion
(텔레비전프로그램명) 상표명사 4 14 33 44 110 3.73

86 SNCF(프랑스 국유 철도) 축약어 3 20 21 56 105 3.73

87 BN(비스킷 상표명) 상표명사 4 10 54 16 120 3.71

88 Lustucru(면 상표 회사) 상표명사 4 12 39 44 105 3.71

89 pigeon(얼간이 상징) 공유문화적재어 3 10 36 80 75 3.71

90 Vittel(식수 상표) 상표명사 3 22 18 56 105 3.71

91 Carte vitale(의료보험) 상표명사 3 20 24 56 100 3.69

92
Café-tabac

(담배 가게를 겸한 카페) 상표명사 9 6 24 44 120 3.69

93
dragée

(세례식 날 주고받는 사탕) 공유문화적재어 6 12 21 64 100 3.69

94 Freebox(통신사) 상표명사 10 4 24 44 120 3.67

95 dirlo(통솔자) 줄임말 2 12 48 44 95 3.65
96 E.Leclerc(대형마트) 상표명사 3 20 36 32 11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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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Printemps(백화점) 상표명사 2 16 45 48 90 3.65

98
SEB

(가전제품, 주방용품 회사) 상표명사 7 14 24 36 120 3.65

99 Le Bon Marché(백화점) 상표명사 2 8 51 44 95 3.64

100 chouya(조금) 외래어 5 18 27 40 110 3.64

101 Figaro(조간신문) 상표명사 4 22 24 40 110 3.64

102 Oncle Ben’s(쌀 상표) 상표명사 8 14 12 56 110 3.64

103 poisson(기름기 없는 고기) 공유문화적재어 4 12 33 76 75 3.64

104 taupe(통찰력이 부족한 사람) 공유문화적재어 6 14 33 32 115 3.64

105
Colissimo

(우체국 소포배달서비스) 상표명사 6 14 30 44 105 3.62

106 L'équipe(스포츠 신문) 상표명사 6 18 15 60 100 3.62

107 maison mère(모기업) 공유문화적재어 3 22 27 52 95 3.62

108 plomb
(péter les plombs 신경질이 나다) 대중어 3 18 33 60 85 3.62

109 Président(치즈상표) 상표명사 4 16 27 72 80 3.62

110 second degré(암시적인) 상황어 4 10 45 60 80 3.62

111 lune
(décrocher la lune 하늘의 별 따기)

공유문화적재어 4 22 33 24 115 3.6

112 promo(동기입학자) 줄임말 5 12 36 60 85 3.6

113 navet(졸작) 공유문화적재어 6 14 30 52 95 3.58

114 prépas(예비과정) 줄임말 2 10 60 60 65 3.58

115 Que choisir(소비자 잡지) 상표명사 3 12 57 40 85 3.58

116 marché noir(암거래) 시사어·신어 5 18 33 40 100 3.56

117 pot de vin(뇌물) 공유문화적재어 7 12 39 32 105 3.55

118 Carte noire(커피 상표) 상표명사 7 20 15 52 100 3.53

119
Marianne

(프랑스 공화국 상징) 공유문화적재어 5 14 39 56 80 3.53

120 Panzani(스파게티 상표) 상표명사 6 16 39 28 105 3.53

121
31 (trente et un)

(se mettre sur son 31 가장 좋은 

옷을 입다)
공유문화적재어 3 20 42 44 85 3.53

122 Le Point(주간잡지) 상표명사 4 12 51 56 70 3.51

123 blaireau(속물) 공유문화적재어 4 18 45 40 85 3.49

124 classe(〔감탄〕멋진) 대중어 4 22 30 56 80 3.49

125 coup du lapin(목 부위 마비) 공유문화적재어 5 18 39 40 9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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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pot aux roses(비밀) 공유문화적재어 4 18 48 32 90 3.49

127 TGV(고속전철) 축약어 5 14 45 48 80 3.49

128 caisse(자동차) 대중어 3 22 45 36 85 3.47

129 ma pomme(‘나’지칭) 대중어 6 20 27 48 90 3.47

130 Siemens(전기전자기업) 상표명사 5 14 51 36 85 3.47

131 Milka(초콜릿 상표) 상표명사 7 18 27 48 90 3.45

132 baccarat(크리스탈) 공유문화적재어 8 18 27 36 100 3.44

133 covoiturage(카풀) 시사어·신어 6 16 30 52 85 3.44

134 Erasmus(유럽연합교환학생) 공유문화적재어 6 18 27 48 90 3.44

135 GEO(잡지) 상표명사 6 16 45 36 85 3.42

136 pot(행운) 공유문화적재어 5 12 57 48 65 3.4

137 Alstom(전력 및 운송업체 ) 상표명사 5 22 42 32 85 3.38

138 L'Humanité(신문) 상표명사 5 18 39 64 60 3.38

139 Mr. Propre(청소세제 상표) 상표명사 8 24 15 44 95 3.38

140 Poulain(초콜릿 상표) 상표명사 6 18 27 80 55 3.38

141 RSA(실질연대소득) 축약어 8 12 45 36 85 3.38

142 Guignol(풍자·비판 프로그램) 상표명사 5 20 42 48 70 3.36

143 vache maigre(경제적 궁핍) 공유문화적재어 6 20 45 24 90 3.36

144 boudoir(사적인 공간) 상황어 4 20 36 84 40 3.35

145 poulet(경찰) 대중어 6 26 24 48 80 3.35

146 requin(탐욕스러운 사람) 공유문화적재어 6 16 54 28 80 3.35

147 Roquefort(치즈) 상표명사 6 16 45 36 80 3.33

148
fête des voisins

(이웃 간 교류 독려 행사)
시사어·신어 5 22 27 48 80 3.31

〔 표 6〕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159) 1: 거의 쓰이지 않는다, 2: 가끔 쓰인다, 3: 종종 쓰인다, 4: 자주 쓰인다. 5: 매우 자주 쓰인다.
160) 4.4.절에 제시된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의 1단계, 

빈도수 수치화 과정을 참조한다. 하지만 4.4.절에서 제시된 빈도수 점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2:1:1이라는 상이한 비율을 적용하여 빈도수에 2배수(빈도수 : 빈도수 × 해당 점수(1~5점)/55(전체

인원) × 2)한 것이었다. 빈도수만이 수치화 대상이 되는 본 절에서는 배수 적용 없이 다음의 수

치화 과정, 곧 ‘빈도수 × 해당 점수(1~5점)/55(전체인원)’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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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최다 문화 어휘 유형 Lexique culturel  빈도수 순위

1 상표명사 Auchan 6
canal plus 10
Le monde 11

peugeot 14
La vache qui rit 15

citroën 16
total 21

IKEA 25
M6 30

La Tribune 31
carrefour 32

evian 33
TF1 40
BNP 45
Esso 46

Le nouvel observateur 48
fnac 51

perrier 53
THONON 54

Bonne Maman 55
Danone 57

Libération 58
tisane 60
Fiat 61

monoprix 62
orange 63
stabilo 67

France Inter 68
Le Huffington Post 69

  (B)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

     

  148개의 문화 어휘 중 그 유형을 최다 출현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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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ARD 70
Renault 72

France Culture 74
Intermarché 75

Rue du commerce 77
Super U 79

carte orange 82
Question pour champion 85

BN 87
LUSTUCRU 88

Vittel 90
carte vitale 91
café-tabac 92

freebox 94
E.Leclerc 96
printemps 97

SEB 98
Le Bon Marché 99

Figaro 101
oncle Ben’s 102

colissimo 105
L'équipe 106

PRÉSIDENT 109
Que choisir 115
carte noire 118

Panzani 120
Le Point 122
Siemens 130

Milka 131
Baccarat 132

GEO 135
Alstom 137

L'humanité 138
Mr. Propre 139

Poulain 140
guignol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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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quefort 148
2 공유문화적재어 galette 17

Bleu 29
Quatre-Quarts 34

nez creux 38
quatre heures 39

Vert 41
pif 44

dos d'âne 50
langue de bois 52

crêpe 56
pot-au-feu 64

quatre 65
rosé 78
bobo 80

carton 81
eau-de-vie 83

pigeon 89
dragée 93
poisson 103
taupe 104

maison mère 107
lune 111
navet 113

pot de vin 117
Marianne 119

31 121
blaireau 123

coup du lapin 125
pot aux roses 126

Erasmus 134
pot 136

vache maigre 143
requin 146

3 축약어 PDG 3
SD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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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 7
BD(bédé) 8

PS 9
PQ 13

SMIC 20
DRH 22
HLM 23
PME 27
FN 36

SFR 49
PACS 59
RMI 66
PSG 84

SNCF 86
TGV 127
RSA 141

4 줄임말 pub 1
Sarko 2
perso 18
resto 19
apéro 28
exo 43
pros 71
dirlo 95

promo 112
prépas 114

5 대중어 boîte 4
La vache 12

plomb 108
classe 124
caisse 128

ma pomme 129
poulet 145

6 시사어·신어 vide-grenier 42
film culte 47
motocrott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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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é noir 116
covoiturage 133

fête des voisins 148
7 상황어 demi 26

livre d'or 37
second degré 110

boudoir 144
8 외래어 tupperware 34

chouya 100
9 고유명사 Elysée 23

10 혼성어 vélib' 73

문화 어휘 

유형
상표명사

공유문화

적재어
축약어 줄임말 대중어

시사어

·신어
상황어 외래어 고유명사 혼성어

등장 

횟수/148
66 33 18 10 7 6 4 2 1 1  

상표명사
44%

축약어
12%

공유문화적재어
22%

줄임말 7%

혼성어1%

 고유명사1%

시사어·신어 4%

대중어 5%

상황어 3%
외래어1%

〔 그림 7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148순위 내)
    

  이와 같이,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 중 상표명사가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공유문화 적재어와 축약어가 22%와 12%로 

〔 표 7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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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많았으며, 줄임말이 7%, 대중어 및 시사어·신어와 상황어가 차례

로 5%, 4%와 3% 그리고 외래어·고유명사·혼성어는 1%로 가장 적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과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

휘 유형’ 간의 출현 빈도 순위에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161) 상표명

사는 전체 문화 어휘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중

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해, 일상대화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많이 활용

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문화 적재어와 축약어 역시 순위 변

동 없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교수·학습 시 다른 유형에 비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요컨대 상표명사, 공유문화 적

재어, 축약어는 외국어 교수·학습을 구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표적인 유형이다. 

  4.3.2. 문화 어휘 성격

   

  우리는 앞서 문화 어휘 선정을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써 빈도수를 제시

하고,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를 중심으로 설문 결과 및 문화 어휘 유형

을 살펴보았다.

  문화 어휘 선정 기준 중 그 두 번째는 문화 어휘 성격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성격을 대립 관계에 놓여있는 것끼리 묶어 제

시한다. 대립적인 성격은 해당 요소의 특징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특성에 근거하

여 본 연구자가 규정한 ‘안정성 대 유동성’, ‘암시성 대 명시성’ 그리고 ‘의

사소통 상황 의존성 대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성’과 같은 대립 관계에 높

인 6가지 성격을 대표적인 문화 어휘 성격으로 들어 그 각각을 정의하고 

특징을 규명하며, 그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를 선정한다. 

  또한 규명된 문화 어휘의 특징을 바탕으로 문화 어휘의 수준을 

161) 순위 변동이 있는 문화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 줄임말은 순위 변동이 있는 것 중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 등장 비율(4%)과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유형’등장 비율(7%)간 오차가 3%로 

비교적 커, 특히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유형’에서 보다 더 자주 활용되는 유형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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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문화 어휘  유동적 문화 어휘 

특징 
장기적

항상성

단기적

가변성

CECR(2001:25)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언어 수준, 곧 A 수준(기초 사용

자), B 수준(자립적 사용자), C 수준(숙달된 사용자)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데, 이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수준은 본 연구의 목표 학습자 수준에 해

당하는 B 수준이다. 

  4.3.2.1. 안정적 문화 어휘 vs 유동적 문화 어휘 

  

  주관적 문화 어휘의 성격으로 가장 먼저 ‘안정성’과 ‘유동성’을 들 수 있

다. 

  안정적 문화 어휘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미를 유지하며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그 어떤 외부적 요인

에 의해서든 쉽게 변하지 않는 어휘를 의미한다. 반면 유동적 문화 어휘란 

시대에 따라 쉽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서 공통된 의미 유지와 활용 기간이 짧으며, 작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쉽게 변할 수 있는 어휘를 가리킨다. 

  이러한 문화 어휘의 특징을 바탕으로 볼 때, 안정적 문화 어휘로는 함의

된 문화적 의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공유문화 적재어’, 일

단 한번 생성되면 쉽게 소멸되거나 변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 ‘상표명사’와 특정 상황에서 정형

화되어 사용되는 ‘상황어’를 들 수 있다. 반면, 유동적 문화 어휘로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특성 때문에 다른 단어와의 결합이 

언제나 가능하여 의미가 변하기 쉬운 ‘혼성어’, 시대적 영향을 받아 쉽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며 사용 기간이 짧은 ‘신어·시사어’, ‘대중어’, ‘외

래어’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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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어휘

공유문화 적재어

상표명사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

상황어

혼성어

신어·시사어

대중어

외래어

〔 표 8 〕안정적ㆍ유동적 문화 어휘의 특징과 소속 문화 어휘

  4.3.2.2. 암시적 문화 어휘 vs 명시적 문화 어휘

  주관적 문화 어휘의 두 번째 성격으로 ‘암시성’과 ‘명시성’을 들 수 있

다. 

  암시적 문화 어휘란 문화적 의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어, 

함의된 문화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어휘이다. 함의된 문화는 원어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중에서도 특히 그들이 살면서 형성된 삶의 방식 및 가

치관과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된 사회적·역사적 사실 등과 관련이 깊은 것

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해를 위해 별도의 문화적 배경 지식이 요

구되는 것이다. 

  반면 명시적 문화 어휘는 지시적 의미만으로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서 암시적 문화 어휘와 마찬가지이나, 문화적 의미가 숨어있지 않고 비교

적 표면적으로 드러나 의미 파악이 수월한 어휘이다. 이 어휘에 함의된 문

화는 원어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사회적·역사적 사

실 등과의 연관성이 적어, 특별한 문화적 배경 지식 없이도 쉽게 의미 파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암시적 문화 어휘와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암시성’과 ‘명시성’은 문화 어휘에 함의된 문화에 대한 

이해의 수월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문화 어휘의 성격은 

그것에 함의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 배경 지식이 동반되어야만 가능

한 즉 심층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때 암시적이며, 그렇지 않고 함의된 문화

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 표층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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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 문화 어휘 명시적 문화 어휘

특징
암시적

심층적

명시적

표층적

문화 

어휘

공유문화 적재어

신어·시사어

대중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외래어

에서 일어날 때 명시적이다. 가령 ‘치즈 상표명사’인 ‘vache qui rit’는 함의

된 문화가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혹은 사회적·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이 

적고, 상표명사라는 사실이 일단 한번 인지되고 나면, 그 후의 의미 파악은 

표층적인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어

휘이다. 반면 ‘성 금요일에 육고기 대신 먹는 기름기 없는 고기’를 의미하

는 ‘poisson’은 함의된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가톨릭 문화를 반

영하고 있어, 심층적인 수준에서 이와 관련한 문화적 배경 지식이 동반 될 

때라야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시적 문화 어휘이다. 

   이처럼 문화 어휘는 원어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 및 가치관을 

비롯해 그들만의 특수한 사회·문화·역사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그것에 대한 

문화적 배경 지식 없이는 의미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공유문화 적재

어’, ‘신어·시사어’, ‘대중어’는 암시적 문화 어휘에 속한다. 반면, 삶의 방식 

및 가치관과 사회적·역사적 사실 등과의 관련성이 적고, 단어와 단어의 결

합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혼성어’, 문화적 연관성이 적

으며 우연히 형성되곤 하는 ‘상표명사’,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외

래어’, 그리고 문화적 배경 지식 없이도 특정 상황을 통해 의미 파악이 비

교적 수월한 ‘상황어’는 명시적 문화 어휘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표 9 〕암시적ㆍ명시적 문화 어휘의 특징과 소속 문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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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u prends bientôt tes vacances ? 

B : Oui, je ferai un voyage en vélo !

A : Un voyage en vélo ? Quelle expérience ! C'est le pied !162)

A : Tu le connais ?

B : Oui, Je le connais. Il est PDG !163)

  4.3.2.3. 의사소통 상황 의존 문화 어휘 vs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  

         문화 어휘

  주관적 문화 어휘의 세 번째 성격으로 ‘의사소통 상황 의존성’과 ‘의사소

통 상황 비의존성’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 의존 문화 어휘는 의사소통 상황과의 결합성이 높아 말 

그대로 의사소통 상황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고 수월한 어휘인 반면, 의사

소통 상황 비 의존 어휘는 의사소통 상황과의 결합성이 낮아 의사소통 상

황에 의거하더라도 의미 파악이 어렵고 불가능한 어휘이다. 가령 ‘pied’는 

의사소통 상황 의존어가 되는데, 그 이유를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위 예문에서 ‘pie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이라는 지시적 의미가 

아닌, 휴가를 앞둔 상황에서 계획된 자전거 여행에 대해 ‘멋지다!’라는 의

미로 쓰인 것으로, 의사소통에서 상황을 통해 그에 대한 의미 유추 및 파

악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사소통 상황 의존어는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지

시적 의미로는 의미 성립 및 파악이 불가능하나, 문화적 의미로는 그것이 

가능한 경우이다. 반면, ‘PDG’는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어가 되는데, 그 이

유를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이때 ‘사장’을 의미하는 ‘président-directeur général’의 축약어인 ‘PDG’는 그것

을 구성하는 단어를 모를 경우 의사소통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의미를 파악

162) 제시된 예문은 본 연구자에 의해 작문되었음을 밝힌다.
163) 제시된 예문은 본 연구자에 의해 작문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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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상황 의존 

문화 어휘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

 문화 어휘

특징 상황 의존적 상황 비 의존적

문화 어휘

상황어

신어·시사어

대중어

공유문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외래어

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사소통 상황 의존 문화 어휘로는 특정 상

황을 통해서 의미 파악이 가능한 ‘상황어’와 시대의 흐름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의

미 파악이 수월한 ‘신어·시사어’와 ‘대중어’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 문화 어휘로는 함의된 문화 내용이 너무

나 고유한 나머지 그 문화적 배경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맥락을 

통해서도 이해가 불가능한 ‘공유문화 적재어’와 함의된 문화적 의미를 모를 

경우 의사소통 상황에 상관없이 의미 파악이 어려운 ‘혼성어’, ‘상표명사’,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외래어’를 들 수 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표 10 〕의사소통 상황 의존ㆍ비 의존 문화 어휘의 특징과 소속 문화 어휘

  4.3.2.4.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문화 어휘 성격

  우리는 앞서 문화 어휘의 성격을 총 6가지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 대립 관계에 놓인 한 쌍의 문화 어휘 

성격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습득이 보다 수월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령, 문화적 의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 의미 파악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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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월한 명시적 문화 어휘는 그 반대의 특징을 내포하는 암시적 문화 어

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습득이 수월한 것이었다. 의미 파악이 용이할수록 

난이도가 낮고 어려울수록 높다고 할 때, 명시적 문화 어휘는 난이도가 낮

고 암시적 문화 어휘는 난이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문화 어휘가 어떠한 특징을 내포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은 물론 난이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습득해야 할 문화 

어휘의 종류에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편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문화 어휘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 문화 어휘 성격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준 별로 

습득해야 할 문화 어휘의 수이다. 한 학기 당 학년 별로 습득해야 할 총 

어휘 수164)를 상이하게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습득해야 할 어휘 수에 차이가 있으며, 어휘 수와 언어 

습득의 효율성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화 어휘의 난이도를 알게 되면 학습자 수준에 맞는 문화 어휘의 교수·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수준에 맞는 문화 어휘를 단계

별로 수월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문화 어휘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외국어 교수·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득이 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 수준을 정하고 목표 학습자 수준에 해당하는 

B 수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이제 문화 어휘 성격과 문화 어휘 수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문화 

어휘 수준을 CECR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A, B, 

C 라는 세 가지 언어 수준에 맞춰 구분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구

분된 세 가지 문화 어휘 수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4) 중학교 생활프랑스어 - 300단어. 
   일반계  고교 프랑스어 Ⅰ- 500단어.
   일반계 고교 프랑스어 Ⅱ - 8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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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언어 수준    
문화 어휘 성격 문화 어휘 수

C
C 2

유동적·암시적·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 전부
C 1

B
B 2

안정적·암시적·의사소통 비 의존 빈도수 순위 상위 50 %
B 1

A
A 2

안정적·명시적·의사소통 상황 의존 빈도수 순위 상위 25 %
A 1

   

  이와 같이, 기초 사용자 수준인 A 수준의 문화 어휘는 ‘안정적ㆍ명시적

ㆍ의사소통 상황 의존적’이라는 문화 어휘 성격과, ‘상위 25% 내’에 드는 

문화 어휘라는 문화 어휘 수 측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안정적ㆍ명

시적ㆍ의사소통 상황 의존적’라는 성격은 활용 기간이 길고 쉽게 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문화 지식 없이도 상황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

여 의미 파악이 가장 수월하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언어 

수준이 가장 낮은 A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위 25%내에 

드는 문화 어휘는 74개로 습득해야 할 문화 어휘 수의 측면에서 볼 때, 습

득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해 활용도가 

가장 큰 만큼 최소한 알아야 할 문화 어휘에 해당한다. 가령, A 수준의 문

화 어휘로는 빈도수 26위를 차지해 상위 25%내에 들고, 안정적·명시적·의

사소통 상황 의존적인 성격을 띠는 ‘상황어’인 ‘demi’를 들 수 있다. 

  숙달된 사용자 수준인 C 수준의 문화 어휘는 ‘유동적ㆍ암시적ㆍ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적’이라는 문화 어휘 성격을 충족시키고, 빈도수 순위에 상관

없이 문화 어휘 전부가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이다. C 수준의 문화 어휘는 

B 수준의 그것과 비교해 ‘안정성’ 대신 ‘유동성’을 띠는 것으로, 이는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동성’은 특정 상황에

서 만들어져 짧은 기간만 사용되다가 사라지고, 습득에 들이는 시간과 노

〔 표 11 〕언어 수준에 따른 문화 어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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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대비 얻어지는 성과가 미약해 효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습득

해야 할 문화 어휘 수로 전체의 문화 어휘 수에 해당하는 296개를 들었는

데, 그 이유는 원어민에 준하는 수준의 의사소통 제어가 가능한 C 수준의 

학습자는 빈도수가 낮은 것을 포함한 모든 순위의 문화 어휘에 대한 습득

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C 수준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로는 그 순위가 각각 290위와 293위의 하위권에 속하며, 유동적

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띠고, 그 외 각각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적’ 혹은 

‘암시적’이라는 성격을 더불어 내포하고 있는 ‘외래어’인 ‘coolitude’와 ‘시

사어·신어’인 ‘doodle’을 들 수 있다. 

  자립적 사용자 수준인 B 수준의 문화 어휘는 ‘안정적ㆍ암시적ㆍ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적’이라는 문화 어휘 성격과, ‘상위 50% 내’에 드는 문화 어

휘라는 문화 어휘 수 측면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언어 수준으로 보

면 A 수준과 C 수준의 중간에 해당하는 B 수준의 문화 어휘는 A 수준 보

다는 쉽고, C 수준 보다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A 수준보다 의미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암시적ㆍ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적인 성격과 C 수준 보다 

의미 파악을 수월하게 만드는 안정적 성격이 포함된 이유이다. 가령 B 수

준에 합당한 문화 어휘로는 126위를 차지해 상위 50%내에 들고, 안정적ㆍ

암시적ㆍ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적인 성격을 띠는 ‘공유문화 적재어’인 ‘pot 

aux roses’를 들 수 있다. 

  4.3.3. 문화요소

  우리는 앞서 문화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빈도수’와 ‘문화 어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인 문화요소에 관해 살펴본

다. 

  문화요소 중에는 학습자의 문화 지식 상태나 학습자가 처한 교육 환경에 

따라 보다 먼저 교수·학습이 필요한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요소를 포

함하고 있는 문화 어휘일수록 교수·학습 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

다. 문화 어휘의 학습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해야 할 문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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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REDIF(1959-1996) 및 

프랑스어 학자 J.-P. Fichou(1979), L. Porcher(1982) 그리고 유럽평의회

(Conseil de l'Europe. 2001)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비교 및 분석한 후 본 연구

의 대상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문화요소를 그 중요도에 따라 순위화할 것이

다. 

  어떤 문화요소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R. Richterich 

(1985:6-8)는 ‘교수·학습 상황’, ‘특수 문화’ 그리고 ‘학습자의 지식 상태, 필요 

및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R. Richterich의 이 

주장을 수용하여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교수·학습 상황’, 한국의 특수 문화’,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견’을 교수·학습 순서와 관련하여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판가름하는 기준

으로 삼았다. 

  4.3.3.1. 기준 문화요소의 선정

  본 절에서는 프랑스어 관련 기관 및 학자들과 유럽평의회가 분류한 문화

요소를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문화요소를 결정한다.  

  1) CREDIF 및 학자들이 제시한 문화요소

 

  본 절에서는 프랑스어 연구 보급기관인 CREDIF(1959-1996)와 프랑스어 

학자 J.-P. Fichou(1979), L. Porcher(1982)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순서대로 살

펴볼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문화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언어 보급 및 습득

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시되어야 하는 것들로, 프랑스어 능

력 함양을 염두에 두고 문화요소를 선별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CREDIF의 경우에는 그것의 초기 

목적이 외국에 프랑스어 보급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어휘 목록의 제작에 

있었던 만큼, CREDIF의 문화요소는 어휘 목록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 142 -

Thème 1 : 자원과 개발 Thème 2 : 생활수준과 방식

       - 인구와 국토 개발

       - 자원과 개발

       - 시골

       - 도시

       - 거주지

       - 교통수단

       - 여가생활

       - 가계

       - 여성노동

Thème 3 : 건강 Thème 4 : 교육과 문화

       - 의료

       - 사회보장

       - 건강과 사회

       - 스포츠

       - 휴가  

       - 교육

       - 교육과 문화

       - 과학과 기술

       - 예술과 문학

선별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 어휘 목록을 구상하며 문화요

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제 CREDIF, J.-P. Fichou, L. Porcher가 제시한 문화요소 목록을 차례로 

살펴보자.

  

  (A) CREDIF

  1959년 언어학자 G. Gougenheim과 P. Rivenc의 지휘 하에 탄생한 

CREDIF(1959-1996)는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중 초급 수

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화요소를 교수·학습의 필수 항목으

로 제시한다.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습득하고,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초

급 수준에 머무르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CREDIF의 이 같은 문화요소는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CREDIF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살펴보자. 

               〔 표 12 〕 CREDIF 가 제시한 문화요소165) 

  이와 같이, CREDIF는 ‘자원과 개발’, ‘생활수준과 방식’, ‘건강’, ‘교육과 

165) Reboullet(19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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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치생활

 지형

 자연적인 지역

 풍경

 해안

 기후

 삼림 등. 

 제도

 지방 권력, 공중질서

 선거제도, 정당

 시정

 위인

 외교 문제 등.

 사회생활  경제생활

 계층

 도시 계획

 인구

 가족

 노동조합

 일상생활

 여성의 권리

 의료시설

 부의 산출

 광산 자원

 에너지 생산

 산업

 농업

 고용

 부의 분배

 상업

문화’를 습득해야 할 필수 문화요소 항목으로 들었다. 한편 ‘일상문화’가 사

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살아가고 유지하며 혹은 더 나아가 즐기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문화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요소 중 ‘생활수준과 방식’, ‘건강’

이라는 주제는 공통적으로 ‘일상문화’와 관련이 깊은 하위 문화요소를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당시 외국어로서 초급 수준의 프랑스어 교

육에서 ‘일상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

는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리고 ‘자원과 개발’이라는 주제는 프랑스어에 

입문하는 학습자들에게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

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며, ‘교육과 문화’라는 주제는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 등의 하위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지식문화’

가 교수·학습해야 할 한 부분으로써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B) J.-P. Fichou

  J.-P. Fichou(1979:88)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살펴보자. 그는 문화요소를 순

위화 하여 제시하지 않고, 영역 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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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등.

 교통

 광고

 소비

 국가 예산 등.

 지적생활  예술생활

 정보

 교육

 종교

 출판

 사상의 동향

 유머

 과학과 연구

 도덕적 가치 등.

 미술

 음악

 무용

 건축

 조각

 민속

 연극

 영화

 가구 등.

〔 표 13 〕J.-P. Fichou 의 문화요소 

  J.-P. Fichou의 경우, 문화요소를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영역에 포함된 하위 문화요소들은 CREDIF의 경우보다 상세하며, 사회·

문화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가령, 사회생활 영역의 ‘여성의 

권리’는 이전 CREDIF의 경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신장된 여권을 반영

하는 요소로, 사회·문화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지적 생활의 ‘사

상의 동향’이나 ‘유머’, ‘도덕적 가치’ 등도 CREDIF의 경우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요소들로, 외국어 습득을 위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인식되던 당시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J.-P. Fichou의 경우는 CREDIF가 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

는 문화에 대해 이해의 초점을 맞추고 문화요소를 제시했던 것에 반해, 사

고방식 및 가치관 등과 같은 정신적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염두에 두고 문

화요소를 제시했다. 

   한편 ‘환경’, ‘사회생활’, ‘경제생활’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포함된 ‘지형, 

일상생활, 상업, 교통’ 등의 문화요소는 여전히 일상 및 생활환경과 관련성

이 큰 요소들로써 문화로 치면, 공통적으로 ‘일상문화’와 관련이 깊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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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 가지 영역인 ‘정치생활’, ‘지적 생활’, ‘예술 생활’에 포함된 ‘제도, 교

육, 미술, 건축’ 등의 문화요소는 모두 ‘지식’의 형태로 습득이 가능한 요소

들로써 ‘지식문화’와 관련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J.-P. Fichou의 경우도 CREDI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

문화와 지식문화를 외국어 교육과 연관시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써 간주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L. Porcher 

  L. Porcher(1982:48)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살펴보자. 그가 제시한 문화요

소는 청소년이라는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류해서 앞의 두 학자의 분류

와 같은 수준에서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는 특정 학습자를 염

두에 두고 문화요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목표어 국가에서의 학교와 교육제도

2. 목표어 국가의 청소년들

3. 여가생활

4. 영화나 샹송

5. 보편적인 행위들(음식, 의복, 거래, 가족생활, 주거, 직업, 등)

〔 표 14 〕L. Porcher의 문화요소

  연대순으로는 가장 나중에 해당하는 L. Porcher가 제시한 문화요소는 이

제까지 제시된 것 중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이다. 또한 제시된 문화요소들

은 앞서의 CREDIF 및 J.-P. Ficho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살아가고 유지하며 혹은 더 나아가 즐기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일상문화’와 관련성이 큰 것들이다. 이렇듯 L. Porcher가 제시한 문화요소

는 여전히 ‘일상문화’와 관련성이 크나, 제시된 요소들이 ‘일상문화’ 중에

서도 특히 접근이 수월한 요소들과 관련이 깊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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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법정 휴가

  -근무 시간 및 방식

  -여가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습관, 미디어)

2. 생활환경

  -(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생활수준

  -주거 조건

  -사회 보장

3.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존 관계

  -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계

  -가족 구조 및 관계

  -세대 간 관계

  -업무상 관계

  -경찰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

  -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

  -정치 및 종교 집단 간 관계

4.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사회 계층, 사회 직능별 집단, 재산(수입 및 유산), 지역 문화, 보안, 제도, 전통과 

변화, 역사,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족 정체성, 외국, 정부, 대중, 정치, 예술(음

악, 시각예술, 문학, 연극, 대중가요), 종교, 유머

5. 신체언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능력에 속하는 행태적 관습  

화나 샹송’ 및 ‘여가생활’을 비롯한 ‘보편적인 행위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L. Porcher가 제시한 문화요소에는 CREDIF와 J.-P. Fichou의 경우에 

없었던 ‘목표어 국가의 청소년들’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쉬운 또래 집단의 문화가 교수·학습 

대상의 문화요소로써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학습자 대상의 관심과 흥미는 교수·학습 대상으로써의 주요 문화요소를 결

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유럽평의회가 제시한 문화요소

  

  CECR(2001:82-83)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요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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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의범절

  -시간준수, 선물, 의복, 다과, 음료, 식사, 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방문 시간, 작별 

방식

7. 다음 영역들에서의 관습

  -예배와 의식

  -출생, 결혼, 사망

  -공연에서 청중 및 관중으로서 태도

  -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디스코텍 등

〔 표 15 〕유럽평의회에서 선정한 문화요소 

  언뜻 보기에도 CECR의 분류에는 지금까지 제시된 것 중 가장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생활환경, 개인 간 관

계ㆍ지배 관계ㆍ상호 의존 관계, 가치ㆍ믿음ㆍ행태, 신체언어, 예의범절, 관습

이라는 총 7개의 상위 문화요소를 비롯한 관련된 세부적인 하위 문화요소

들이 제시되어있다. 특히 CECR에는 다른 학자들의 분류에서 발견할 수 없

었던 ‘개인 간 관계ㆍ지배 관계ㆍ상호 의존 관계’ 혹은 ‘신체언어’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느 국가나 자신의 국가를 알리기 위해, 혹

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에도 적합해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들의 일상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생활’과 ‘생활환

경’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 되는 문화요소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인 간 관계ㆍ지배 관계ㆍ상호 의존 관계’의 경우,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중요

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요소에 해당한다. 특히 이 문화요소의 하위 문화

요소에 해당하는 ‘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날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상이한 문화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그

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진 문화요소이다.

  셋째, ‘가치ㆍ믿음ㆍ행태’는 삶을 영위하는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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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 별도의 교수·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단번에 

습득이 어려운 문화요소이다. 따라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차

이로 발생되는 오해나 장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인으로써, 

제2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화요소라고 하겠다. 

  넷째, 신체언어는 언어의 한 종류로써 원어민의 발화 이해에 도움이 되

고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유익한 요소이다. 하지

만 이 같은 신체 언어는 그것의 잘못된 사용이 목표어 국가에서의 의미와 

상반된 의미 생산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오해나 의사소통 상의 장애

를 초래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프랑스와 문화적 차이가 큰 

까닭에 때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신체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신체 언어에 대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이 큰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예의범절’과 ‘관습’은 원어민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원

어민들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요소로, 

교통·수단 및 통신 매체의 발달로 나날이 잦아지는 원어민과의 접촉을 생

각할 때,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큰 문화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CECR에 제시된 문화요소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

야만 하는 일상적 문화요소에서부터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

화적·언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원어민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문화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총체적이다.  

 

  3) 기준 문화요소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상위 문화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세부 하위 문화요

소를 포함하는 CECR의 문화요소를 기준이 되는 문화요소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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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R CREDIF L. Porcher J. P. Fichou

1. 일상생활 O O O

2. 생활환경 O O O

  첫째, 연대기적으로 볼 때 CREDIF, J.-P. Fichou, L. Porcher 순으로 제시

된 문화요소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ㆍ문화의 변화 양상을 잘 반영하

는 새로운 문화요소들이 포함되는 등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제시된 

문화요소들은 다양한 문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분류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CECR가 제시한 것에는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이라는 기본이 되

는 문화요소에서부터 ‘가치ㆍ믿음ㆍ행태’ 및 ‘신체언어’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언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예의범절’과 

‘다른 영역들에서의 관습’과 같이 원어민들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폭넓고 다양한 문화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L. Porcher가 제시한 ‘목표어 국가의 청소년들’이라는 문화요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곧 문화요소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주요

소 중 하나가 대상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라는 점에 근거해 볼 때, 성인 학

습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CECR는 본 연구의 목표 학습자 대상인 대학

생들이 알아야 할 문화요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

문이다. 

  넷째, 가장 최근에 발간된 CECR는 CREDIF, J.-P. Fichou, L. Porcher가 제

시한 것에 비해, 오늘날의 사회·문화 현상 및 흐름을 잘 반영하는 문화요소

를 많이 포함하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화요소를 모두 포괄해, 가장 풍

부한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 간 관계ㆍ지배 관계

ㆍ상호 의존 관계’에는 다문화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와 같은 하위 문화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CECR는 아

래 제시되는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REDIF, L. Porcher, J.-P. Fichou가 제

시한 문화요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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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존 관계
X X X

4. 가치, 믿음, 행태 X O O

5. 신체언어 X X X

6. 예의범절 X X O

7. 관습 X X X

 * O=존재함, X=존재하지 않음.

   

  이처럼, CREDIF, L. Porcher, J.-P. Fichou의 경우, CECR에 제시 된 문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 간혹 ‘X’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이 모든 경우에 포함되었고 ‘가치ㆍ믿음ㆍ행

태’ 또한 CREDIF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었던 사실은 이 세 가지 

문화요소가 교수·학습 대상의 문화요소로써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잘 밝혀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CECR에서 제시한 문화요소를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준 

문화요소로 삼는다.

  4.3.3.2.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요 문화요소의 선정

  본 절에서는 선정된 CECR의 문화요소를 기준으로 한국의 교수·학습 상

황에 적합한 주요 문화요소를 정한다. 주요 문화요소는 7개의 상위 문화요

소와 해당 하위 문화요소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때, 7가지 상위 문화요소는 

문화요소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하위 문화

요소는 7가지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내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써, 교수·학습을 계획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요소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

〔 표 16 〕문화요소 포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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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과 ‘한국의 특수 문화’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들의 문화 지식 상태와 흥미 및 필요를 알아보기 위

해 실시한 설문에서 확인된 ‘한국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견’을 들었다. 이 세 가지 사항에서 문화요소의 등장 횟수가 문화요소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차례로 살

펴보자.  

  1)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주요 문화요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이다. 

  먼저, 한국인 학습자들이 놓인 특수한 프랑스어 교수·학습 상황은 외적언

어 상황(situation en exolingue)이다. L. Dabène et al(1990:9)에 따르면, ‘목표

어가 말해지는 나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내적언어 상황이 되고, 목

표어와 다른 언어가 말해지는 나라에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외적언

어 상황이 된다’. 한국의 경우는 목표어인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가 사용되

는 가운데 프랑스어 교육이 행해지므로, 외적언어 상황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편 어떠한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목표어 접촉 방법과 장소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령, 내적언어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경

우는 교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목표어에 노출되는 

비형식적 노출(l'exposition informelle)166)이 언어 습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 학습자들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교실 안에

서 재구성하기도 하고, 동시에 교실 안에서 배운 지식을 다시 즉각적으로 

사회에서 적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다. 반면, 목표어 외적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교수·학습에서는 형식적 노출(l'exposition formelle)을 통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는 학교, 학교 안의 교실이라는 제약적 상황에 큰 영향

을 받으며 수동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볼 때, 

166) L. Dabène(1990)은 교실 안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접하게 되는 목표어에 대해 ‘형식적 노출’이라는 

말을 쓰고, 교실 이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목표어에 대해서는 ‘비형식적 노출’이라는 말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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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언어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CECR에서 제시한 7가지 

문화요소 중 우선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요소는 ‘가치ㆍ믿음

ㆍ행태’이다. ‘일상문화’가 프랑스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프

랑스 현지에서의 습득이 보다 수월한 요소에 해당한다면, ‘가치ㆍ믿음ㆍ행

태’는 ‘지식’의 형태로 습득이 가능하고 때로는 더 이해가 쉬워 교실에서 

학습하기에 적합한 문화요소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 언어적 차이로 인해 유럽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인 학

습자들의 학습 효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은 

한글과 완전히 다른 알파벳, 다소 까다로운 발음, 프랑스어 문법의 복잡성 

등으로 다양하다. 이로 인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며,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일은 그 만큼 어려운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동기 및 흥

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의 자발적 학습을 독려하는 효과를 낳아 학

습의 효율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본적이며 효과적

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일상생활’을 다른 문화요소들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선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외적언어 상황에

서 습득이 어려운 문화요소인 ‘일상생활’은 동기 및 흥미 유발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문화요소에 비해 비교적 접

근이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동기 및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습의 효

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흔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과의 비교는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시키기 수월

하다는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들이 특히 잘 알고 있는 문화

는 일상문화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인 학습자들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 놓여있다. 학력

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은연중에 학습자들의 관심은 좋은 성적을 획득하

는 것과 같은 도구적 목표의 성취에 집중되어있다. 학습자들의 이 같은 현

실적 관심과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맞게 학습자들의 도구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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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학습에 적합한 문화요소

1. 외적언어 상황  가치ㆍ믿음ㆍ형태

2. 낮은 학습 효율  일상생활

3. 학력 중시 풍토  일상생활, 가치ㆍ믿음ㆍ행태

성취와 직결되는 문화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상생활’과 ‘가치ㆍ믿음ㆍ행태’는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보

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문화요소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전술한 바 있

듯이 교실에서 습득이 수월하고 유리한 지식문화에 해당하는 ‘가치ㆍ믿음

ㆍ행태’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줄곧 시험 출제의 대상이 되었던 사

실을 생각할 때, 시험 문제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

미 및 동기를 고취시키는 데 유용한 ‘일상생활’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지

식문화 습득에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도구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롭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인 학습자들은 시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 능력의 함양

이 중시되는 교수·학습 상황에 놓여있다. 다문화 시대로 인한 타문화에 대

한 이해의 중요성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화 능력의 필수불가결

성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더 크게 

부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국어 국가의 문화와 목표어 국가 간에 문

화 차이가 클수록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중시되는 것은 당

연하다.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프랑스와의 먼 물리적 거리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일상적 문화 차이가 그 거리만큼이나 커, 프랑스 문

화를 가깝게 느끼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

황에서 어떠한 문화요소를 보다 중요시해야 할까? ‘일상생활’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은 한 나라의 문화를 알고자 할 

때 기본이 되는 요소로써, 문화적 상이성이 큰 한국인 학습자가 가장 우선

적으로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큰 문화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네 가지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과 그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문화요소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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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능력 중시  일상생활

〔 표 17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2) 한국의 특수 문화 

  주요 문화요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의 특수 문화

이다. 

  각 나라는 그 나라 구성원의 가치관 및 사고방식 등, 오랜 사회·역사 속

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또 문

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목표어 국가의 문화는 효

율적인 외국어 교수·학습을 구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는 어떤 것

을 들 수 있을 것인가?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이며 대

표적인 것으로 ‘유교문화’를 들 수 있다. 유교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

회 구성원들의 행위 양식과 사회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등에 큰 영

향을 미치며,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고유문화이다. 또

한 유교문화는 특별히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존중하는 위계질서와 일상생활

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상호 간의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내포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 간 관계ㆍ지배 관계ㆍ상호 의존 관계’, ‘예의범

절’, ‘관습’은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다가

오는 문화요소일 수 있다.

  3) 설문을 통해 알아 본 한국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견



- 155 -

  주요 문화요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견’을 들 수 있다. 

  학습자는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학습의 주체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

의 문화 지식 상태, 필요와 흥미에 기초한 문화요소 선정은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설문에는 학

습자들의 문화 지식 상태, 필요 및 흥미를 알아보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 

곧 ‘(1)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

소’, ‘(3)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통합적 동기)’, ‘(4)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

요소’, ‘(5) 배워야 할 문화요소(수단적 동기)’167)이 포함되었다. 이때,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통합적 동기(motivation intégrative) 측면, 곧 학습자가 좋은 학습 결과나 실

용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순수하고 진지한 개인적인 관심을 토

대로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인 반면, 다섯 번째 

질문은 수단적 동기(motivation instrumentale) 측면, 곧 학습자가 실용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그 문화요소를 통해 얻게 될 실용적 혜택을 기대하며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168)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알아볼 것이

며, 그 전에 설문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 방식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1) 설문 방식 및 설문지 구성

 

  설문 응답 시 응답자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 내용은 CECR에 제시된 문

화요소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프랑스어 수업을 수강하는 S대학, C대학 소

167) (3)번과 (5)번은 각각 통합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와 관련한 질문으로 그 의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질문 내용을 혼동하여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질문 목적의 

차이를 설문 전에 구두로 명시하였다.
168) Gardner-Lambert(1972)는 일찍이 동기를 수단적 동기(motivation instrumentale)와 통합적 동기

(motivation intégrative)로 구분하였으며, 그들에 따르면 “한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예를 들어 직업

에 종사하는 데 쓰인다든지 하는, 소위 언어 수행의 실용적인 가치에 있다면 그것은 수단적 동

기가 되며, 반면 만약 학습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문화공동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통합적 동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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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

으며, 수업 시간에 설문을 실시한 후 즉각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일부의 구성 및 설문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문화요소
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A. 일상생활 1 V 2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1 1 v

b.법정 휴가

c.근무 시간 및 방식 3

d.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습관, 미디

어)
2 2

B. 생활환경 2 1

.

.

. v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3 1 2 V

a.사회 계층

b.사회 직능별 집단

c.재산(수입 및 유산)

d.지역 문화, 보안, 제도

e.전통과 변화, 역사 2 3

f.(민족적, 종교적)소수집단,민족 정체성

g.정부, 정치

h.예술(음악,시각예술,문학,연극,대중가요) V 1 V 1

I.종교

j.유머 2

.

.

.

.

.

.

  첫째, 선택지의 내용은 CECR의 구분과 동일하게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상위 문화요소’는 알파벳 대문자 A-G로, ‘하위 문

화요소’는 소문자 a-j로 구분하였다. 하위 문화요소의 경우, CECR에서는 서

로 다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비슷한 주제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은 하

나로 묶어 제시를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D. 가치ㆍ믿음ㆍ행태’의 하위 

범주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와 ‘정치’는 각각을 따

로 제시하지 않고, ‘g. 정부와 정치’로 묶어 제시했다. 그 결과, 하위 문화

〔 표 18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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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속한 문화요소의 수는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로 분할되었다. 

  둘째,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해 매번 긴 내용의 선택지를 제

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아, 1번 ~ 5번에 이르는 질문 내용169)을 먼

저 제시하고, 선택지에는 질문 내용 없이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번호인 1

번, 2번...5번으로 표기해 한 선택지에서 다섯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응답

이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70)

  셋째, 중복 대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복 대답을 할 경우 반드시 우

선순위를 숫자 ‘1, 2, 3...’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단일 답일 경우 ‘v’로 표시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상위 문화요소와 하위 문화요소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2) 설문 결과

  설문 결과는 해석상의 용이함을 위해 ‘상위 문화요소’와 ‘하위 문화요소’

로 나누어 제시한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결과 이해에 도움이 되

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객관적 정보의 형태로 설문 결과를 도출하고, 신뢰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결과에 대한 수치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과 같은 규칙을 적용했다. 먼저, 상위 문화요소에서 1순위일 경우, 총 7가

지 문화요소 중 1순위이므로 ‘7점’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7순위에 해당하는 

문화요소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하위 문화요소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예를 들어 총 4가지 하위 문화요소 중 1순위일 경우, 그

에 해당하는 점수는 ‘4점’이며, 4순위일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둘째, 빈도수가 높은 상위 혹은 하위 문화요소는 교수·학습 대상으로써 

보다 중요한 문화 어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이를 보다 주의 

169) 1.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3. ‘배우고 싶은 프랑스 문화’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4.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5. ‘배워야 하는 프랑스 문화’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부록 참조)
170) 설문지 구성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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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높은 빈도수와 관련한 다음

의 세 가지 경우는 구별이 가능한 세 가지 색깔,             로 나타냈다. 

이때, 높은 빈도수는 낮은 빈도수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위해 전체 순위 중 중간 순위를 기점으로 그 

보다 높은 때를 빈도수가 높다고 보았다. 그 결과, 높은 빈도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위 문화요소의 경우, 7순위 중 4순위 이상, 하위 문화요소의 경

우,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0%일 때 이다. 색깔로는     가  ‘4

순위 이상의 상위 문화요소’,     가 그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하위 

문화요소’171),     은 상위 문화요소가 4순위 이하이면서, 특별히 점수가 

높은 ‘하위 문화요소’부분이다. 

  이제 앞서 전술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아래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되는 

설문 결과를 살펴보자.  

171) ‘상위 50%’에 해당하는 ‘하위 문화요소’는 최고점 기준 상위 50%내 요소이다. 가령, 1번의 질문

에서 1순위를 차지한 A. 일상생활의 ‘상위 50%’ 내 ‘하위 문화요소’는 최고점(181점)에 해당하는 

‘a.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과 대략 50%내에 드는 ‘여가활동’(88점)이다. 이와 관련

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하위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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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소

문항

1.잘 알고 

있다  

2.프랑스어 

학습에 도움 

이 될것이다

3.배우고 싶 

다(통합적 

동기)

4.수업에서 

다뤘다.

5.배워야 

한다(수단적 

동기)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A. 일상생활 331 1 7 257 1 7 169 2 6 274 1 7 179 2 6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181 1 4 144 1 4 88 1 4 156 1 4 90 1 4

b.법정 휴가 21 3 2 8 4 1 7 4 1 15 3 2 5 3 2

c.근무 시간 및 방식 19 4 1 15 3 2 19 3 2 13 4 1 5 3 2

d.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미디어) 88 2 3 111 2 3 80 2 3 91 2 3 69 2 3

B. 생활환경 81 4 4 101 4 4 84 5 3 130 3 5 48 6 2

a.(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생활수준
16 2 2 42 1 3 25 1 3 27 3 1 11 2 2

b.주거 조건 13 3 1 13 3 1 15 3 1 29 2 2 13 1 3

c.사회 보장 35 1 3 27 2 2 24 2 2 35 1 3 13 1 3

C. 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 의존 관계 34 6 2 63 7 1 74 6 2 71 5 3 55 4 4

a.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40 1 8 36 3 5 83 1 8 40 2 7 38 2 7

b.(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계 20 5 4 36 3 5 41 2 7 28 4 5 16 4 5

c.가족 구조 및 관계 28 3 6 49 1 8 27 5 4 45 1 8 28 3 6

d.세대 간 관계 8 7 2 21 5 3 17 6 3 14 6 3 12 6 3

e.업무상 관계 8 7 2 31 4 4 8 7 2 8 7 2 8 7 2

f.경찰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 12 6 3 0 8 1 0 8 1 6 8 1 0 8 1

g.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 29 2 7 40 2 7 39 3 6 31 3 6 39 1 8

h.정치 및 종교 집단 간 관계 26 4 5 5 6 3 30 4 5 21 5 4 15 5 4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111 3 5 153 2 6 198 1 7 188 2 6 186 1 7

a.사회 계층 0 10 1 18 7 4 8 9 2 26 8 3 24 9 2

b.사회 직능별 집단 0 10 1 10 8 3 0 10 1 5 10 1 41 5 6

c.재산(수입 및 유산) 0 10 1 10 8 3 25 8 3 9 9 2 54 4 7

d.지역 문화, 보안, 제도 54 3 8 56 4 7 91 4 7 122 3 8 79 3 8

e.전통과 변화, 역사 66 2 9 127 2 9 141 2 9 166 2 9 98 2 9

f.(민족적, 종교적)소수집단,민족 정체성 15 5 6 9 10 1 72 6 5 34 6 5 26 8 3

g.정부, 정치 26 4 7 36 5 6 84 5 6 101 4 7 79 3 8

h.예술(음악,시각예술,문학,연극,대중가요) 172 1 10 219 1 10 226 1 10 233 1 10 214 1 10

i.종교 15 5 6 34 6 5 42 7 4 96 5 6 40 6 5

j.유머 16 7 4 74 3 8 103 3 8 15 7 4 35 7 4

E. 신체언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능력

에 속하는 행태적 관습  
25 7 1 87 5 3 72 7 1 34 7 1 29 7 1

F. 예의범절 131 2 6 115 3 5 103 4 4 118 4 4 100 3 5

a.시간준수, 방문 시간 52 3 4 41 4 3 41 4 3 52 4 3 28 4 3

b.선물 23 5 2 18 6 1 58 2 5 27 5 2 30 3 4

c.의복 23 5 2 27 5 2 28 5 2 16 6 1 3 6 1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44 4 3 103 1 6 51 3 4 72 2 5 75 1 6

e.작별 방식 67 2 5 66 2 5 10 6 1 58 3 4 25 5 2

f.다과, 음료, 식사 87 1 6 59 3 4 59 1 6 80 1 6 40 2 5

G. 다음 영역들에서의 관습 60 5 3 72 6 2 125 2 6 60 6 2 50 5 3

a.예배와 의식 9 4 1 7 4 1 27 2 3 22 3 2 9 3 2

b.출생, 결혼, 사망 28 1 4 21 3 2 23 4 1 34 1 4 10 2 3

c.공연에서 청중 및 관중으로서 태도 16 3 2 30 2 3 26 3 2 2 4 1 5 4 1

d.축하 행사,축제,댄스파티,디스코텍 등 25 2 3 33 1 4 69 1 4 24 2 3 34 1 4

 
4순위 이상의 ‘상위 

문화요소’
 

상위 문화요소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하위 문화요소’
 

상위문화요소 4순위 이하이면서,

특별히 점수가 높은 부분
 

〔 표 19 〕문화요소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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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위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이제 상위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아래에 차례로 제시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

  첫 번째, 평소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는 A → F → D → B → G → C 

→ E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 일상생활
44%

F. 예의범절
17%

D. 가치, 믿음, 행태
14%

E. 신체언어 3%

B. 생활환경
10%

G. 관습
8%

C. 개인간 관계, 지
배 관계, 상호의존

 관계
4%

〔 그림 8〕1.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은 다른 문화요소들에 비해 ‘일상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예의범절’, ‘가치ㆍ믿음ㆍ행태’, ‘생활환경’을 

비슷한 정도로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는 A → D → F → B 

→ E → G → C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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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상생활
31%

D. 가치, 믿음, 행태
18%

F. 예의범절
14%

B. 생활환경
12%

G. 관습
8%

C. 개인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의존 관계

7%

E. 신체언어
10%

〔 그림 9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 

  

  이처럼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상생활’이라고 답한 학습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언어 학습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의 중요성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신체 언어’가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로써 10%를 차지했던 것으로, 이는 평소 ‘잘 알고 있는 문화

요소’로써 불과 3%를 차지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

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 ‘신체 언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통합적 동기를 묻는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에 따르면 D → A → G → F → B → C → E 순으로 우선적이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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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치, 믿음, 행태
25%

A. 일상생활
20%G. 관습

15%

F. 예의범절
12%

E. 신체언어
9%

C. 개인간 관계, 지
배 관계, 상호의존

관계
9%

B. 생활환경
10%

〔 그림 10 〕3.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통합적 동기)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통합적 동기의 발로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문화요소’는 ‘가치ㆍ믿음ㆍ행태’이고, 이와 비슷한 정도로 ‘일상생활’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에 관한 설문에서 ‘일상생활’이 ‘가치ㆍ믿음ㆍ행태’에 비해 월등

히 중요하게 인식됐던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치ㆍ믿음ㆍ

행태’는 언어 학습과 별개로 학습자들이 평소 배우고 싶어 하는 문화요소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습’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관습’은 ‘프랑스

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로는 6순위를 차지해 낮았으나, ‘배우고 싶

은 문화요소’로는 3순위를 차지해,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과 상관없이 관심

을 많이 갖는 또 다른 문화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한

국인 학습자들은 ‘프랑스어 학습’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습득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요소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의 순위는 A → D → B → F → 

C → G → E 순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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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상생활
32%

B. 생활환경
15%

F. 예의범절
13%

D. 가치, 믿음,
행태 21%

C. 개인간 관계, 지
배 관계, 상호의존

관계 8%

E. 신체언어
4%G. 관습

7%

〔 그림 11 〕4.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
  

  외국어 학습이 교사나 교재를 통해 이루어진다(Bogaards. 1994:99)는 점에

서 볼 때, 교사나 교재가 다루는 내용은 외국어 학습의 효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편 교사나 교재를 통해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

는 습득이 보다 수월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문화요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교사나 교재를 통해 다루어지

는 문화요소 중에는 습득이 수월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요소

가 있는 것이다. 이때, 습득이 수월한 문화요소는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

는 데 효과적이어서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

육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어떠한 문화요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습득이 수월한 문화요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업에서 다

루어진 문화요소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를 알아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업에서 다룬 문화요소일수

록 잘 알게 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두 질문에 대한 응답 오차가 

적은 문화요소일수록 수업 중 다룬 만큼 잘 알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제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와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에 대한 응답의 오차 비율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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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요소  

문항 및 비율  
일상생활 생활환경

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 의존 관계

가치, 

믿음,행태
신체언어 예의범절 관습

4번. 수업에서

     다뤘다
32% 15% 8% 21% 4% 13% 7%

1번. 잘 알고 

있다
44% 10% 4% 14% 3% 17% 8%

오차 12% 5% 4% 7% 1% 4% 1%

  이와 같이, ‘수업에서 다룬 문화요소’와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 간의 

오차는 크게는 12%에서 작게는 1%였다. 하지만 이 중에는 ‘수업에서 다룬 

문화요소일수록 잘 알게 된다.’라는 우리의 가정에 위배되어 논의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요소들이 존재했다. 가령, ‘일상생활’, ‘예의범절’, ‘관습’이 

그것인데, 이 요소들의 오차 비율은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수업에서 다룬 

문화요소에 대한 비율보다 큰 데서 발생된 것으로, 우리의 가정에 위배되

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나머지 4가지 요소, 곧, ‘생활환경’, ‘개인 간 관계ㆍ

지배관계ㆍ상호 의존 관계’, ‘가치ㆍ믿음ㆍ행태’, ‘신체언어’만이 논의의 대

상이 되었다. 이 중 ‘가치ㆍ믿음ㆍ행태’가 7%로 오차가 가장 컸고, ‘신체 

언어’가 1%로 가장 작았다. 

  요컨대, ‘신체언어’는 수업에서 다룬 만큼 습득이 비교적 수월한 반면, 

수업에서 많이 다룬 문화요소였으나 그에 비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

로 드러난 ‘가치ㆍ믿음ㆍ행태’는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습득이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가치·믿음·행태’라는 문화요소

를 활용한 교과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전제를 충족시키

는 것 중 습득이 수월하여 외국어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데 유익한 

문화요소로는 ‘신체 언어’가 대표적이다. 

  다섯 번째, 수단적 동기에 기초한 ‘배워야 할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

과에 따르면, D → A → F → C → G → B → E 순으로 우선적이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0 〕1번과 4번의 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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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치, 믿음, 행
태

29%

A. 일상생활
28%

F. 예의범절
15%

G. 관습
8%

B. 생활환경 7%

E. 신체언어 4%

C. 개인간 관계, 지
배 관계, 상호의존

관계 9%

〔 그림 12 〕5. 배워야 할 문화 요소 (수단적 동기)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낀 문화요소는 

각각 1,2위를 차지한 ‘D. 가치ㆍ믿음ㆍ행태’와 ‘A. 일상생활’로, 그 비율의 

차이는 근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동기에 기반 한 ‘배우고 싶은 문

화요소’에 관한 설문에서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D. 

가치ㆍ믿음ㆍ행태’와 ‘A. 일상생활’을 배우고 싶어함과 동시에 배워야 할 

필요가 큰 문화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C. 개인 간 관

계ㆍ지배 관계ㆍ상호의존 관계’는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로는 6순위, ‘배

워야 할 문화요소’로는 4순위로, 그 순위 변동이 매우 컸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C. 개인 간 관계ㆍ지배 관계ㆍ상호의존 관계’를 ‘흥미’와 별개

로 ‘필요’에 의해 습득해야 할 문화요소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컨대 어떠한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이 습득

을 선호하고 희망하는 문화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5-1은 5번 항목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것으로, ‘프랑스어 학

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여행을 위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에 따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그리

고 ‘기타’가 선택 가능한 답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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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7%

②
34%

①
9%

④
0%

① 프랑스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② 프랑스 여행을 위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

③ 다문화 시대에 따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때문

④ 기타

〔 그림 13〕5번의 답을 선택하게 된 이유

  한편 5번의 경우에만 응답 선택의 배경을 묻는 이유는 5번은 학습을 위

해 실용적 가치가 전제되는 수단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응답 

선택에 영향을 미친 특정 목표가 존재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문화 시대에 따른 문화 이해의 폭

을 넓히는 것’에 답을 한 것으로 보아, 설문의 대상이 된 대학생들이 다문

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문화 이해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화요소를 알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순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문화요소

가 우선적으로 교수·학습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도출된 7가지 문화요소의 순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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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문화요소

1번172) 2번173) 3번174) 4번175) 5번176)

총점 순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A.일상생활 1순위 7 1순위 7 2순위 6 1순위 7 2순위 6 33점 1순위

B.생활환경 4순위 4 4순위 4 5순위 3 3순위 5 6순위 2 18점 4순위

C.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의존 관계
6순위 2 7순위 1 6순위 2 5순위 3 4순위 4 12점 6순위

D.가치, 믿음, 행태 3순위 5 2순위 6 1순위 7 2순위 6 1순위 7 31점 2순위

E.신체언어 7순위 1 5순위 3 7순위 1 7순위 1 7순위 1  7점 7순위

F.예의범절 2순위 6 3순위 5 4순위 4 4순위 4 3순위 5 24점 3순위

G.관습 5순위 3 6순위 2 3순위 5 6순위 2 5순위 3 15점 5순위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과 ‘가치·믿음·행태’는 7가지의 문

화요소 중 각각 3회와 2회씩 1순위를 차지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관심

을 보이는 문화요소로 나타났으며, 총점의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보아 두 

요소 간의 선호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F. 예의범절
17%

B. 생활환경
13%

E. 신체언어
5%

C. 개인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의

존 관계 9%

G. 관습
11%

D. 가치, 믿음,
행태 22%

A. 일상생활
23%

〔 그림 14 〕주요 문화요소 (상위 요소)

172) 1.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173)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174) 3. ‘배우고 싶은 프랑스 문화’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175) 4.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176) 5. ‘배워야 하는 프랑스 문화’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 표 21 〕상위 문화요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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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주요 문화요소

1.잘 아는 문화요소 A, F, D, B

2.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 A, D, F, B

3.배우고 싶은 문화요소 D, A, G, F

4.수업에서 배운 문화요소 A, D, B, F

5.배워야 할 문화요소 D, A, F, C

  교수·학습 시 모든 문화요소를 교수·학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연구

에서는 7가지 상위 문화요소 수 만큼인 7순위 중 과반수인 4순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한국인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문화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선별하였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도출된 주요 문화요소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문

화요소로는 ‘일상생활(A)’과 ‘가치·믿음·행태(D)’, ‘예의범절(F)’이 1~5 항목

에 걸쳐 모두 나타나 가장 중요했고, ‘생활환경(B)’이 3회를 차지해 그 다

음으로 중요했으며,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존 관계(C)’, ‘관습

(G)’은 각각 1회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B) ‘하위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 

  하위 문화요소는 7가지 상위 문화요소처럼 문화요소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는 아니지만,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

유는 하위 문화요소는 7가지 상위 문화요소를 규정짓는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문화요소로써, 학습자들이 상위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

에서 응답하고자 할 때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 문화요소는 세부

〔 표 22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주요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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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할된 문화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에 달하는 하위 문화요소는 각 

요소의 중요도와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고,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상이하다. 가령, 1번,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를 

차지한 상위 문화요소 ‘A. 일상생활’의 하위 문화요소는 Aa~Ad까지로 다

양하며, 그 점수가 Aa. 181점에서 부터 Ac. 19점에 이르러 그 격차가 매우 

컸다. 그 결과, 1번의 경우,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하

위 문화요소는 점수가 높게 나온 ‘Aa.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

절’과 ‘Ad. 여가 활동’이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상위 문화요소에 대한 하위 문화요소 각각

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비단 어떠한 하위 문화요소가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보다 큰 기여를 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

적으로는 그것을 밝혀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삼

기 위해서이다. 

  이제 모든 하위 문화요소의 기여도와 중요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체 하위 문화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설문 결과에는 다

섯 가지 질문에 대한 하위 문화요소의 개별 순위와 그에 상응하는 점수 그

리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하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상응하는 점수

의 총합과 그것으로 결정된 최종 순위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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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소

문항

1.잘 알고 
있다  

2.프랑스어 
학습에 
도움 이 
될것이다

3.배우고 
싶다(통합
적 동기)

4.수업에서 
다뤘다.

5.배워야 
한다(수단
적 동기)

1+
2+
3+
4+
5=

최종
순위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합계 순

위
점
수 총합 순위

A. 일상생활 331 1 7 257 1 7 169 2 6 274 1 7 179 2 6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예절 181 1 4 144 1 4 88 1 4 156 1 4 90 1 4 20 1

b.법정 휴가 21 3 2 8 4 1 7 4 1 15 3 2 5 3 2 8 3

c.근무 시간 및 방식 19 4 1 15 3 2 19 3 2 13 4 1 5 3 2 8 3

d.여가 활동(오락,스포츠,독서,미디어) 88 2 3 111 2 3 80 2 3 91 2 3 69 2 3 15 2

B. 생활환경 81 4 4 101 4 4 84 5 3 130 3 5 48 6 2

a.(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생활수준 16 2 2 42 1 3 25 1 3 27 3 1 11 2 2 11 2

b.주거 조건 13 3 1 13 3 1 15 3 1 29 2 2 13 1 3 8 3

c.사회 보장 35 1 3 27 2 2 24 2 2 35 1 3 13 1 3 13 1

C. 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 의존관계 34 6 2 63 7 1 74 6 2 71 5 3 55 4 4

a.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40 1 8 36 3 5 83 1 8 40 2 7 38 2 7 35 1

b.(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계 20 5 4 36 3 5 41 2 7 28 4 5 16 4 5 26 4

c.가족 구조 및 관계 28 3 6 49 1 8 27 5 4 45 1 8 28 3 6 32 3

d.세대 간 관계 8 7 2 21 5 3 17 6 3 14 6 3 12 6 3 14 6

e.업무상 관계 8 7 2 31 4 4 8 7 2 8 7 2 8 7 2 12 7

f.경찰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 12 6 3 0 8 1 0 8 1 6 8 1 0 8 1 7 8

g.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 29 2 7 40 2 7 39 3 6 31 3 6 39 1 8 34 2

h.정치 및 종교 집단 간 관계 26 4 5 5 6 3 30 4 5 21 5 4 15 5 4 21 5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111 3 5 153 2 6 198 1 7 188 2 6 186 1 7

a.사회 계층 0 10 1 18 7 4 8 9 2 26 8 3 24 9 2 12 9

b.사회 직능별 집단 0 10 1 10 8 3 0 10 1 5 10 1 41 5 6 12 9

c.재산(수입 및 유산) 0 10 1 10 8 3 25 8 3 9 9 2 54 4 7 16 8

d.지역 문화, 보안, 제도 54 3 8 56 4 7 91 4 7 122 3 8 79 3 8 38 3

e.전통과 변화, 역사 66 2 9 127 2 9 141 2 9 166 2 9 98 2 9 45 2

f.(민족적,종교적)소수집단,민족정체성 15 5 6 9 10 1 72 6 5 34 6 5 26 8 3 20 7

g.정부, 정치 26 4 7 36 5 6 84 5 6 101 4 7 79 3 8 34 4

h.예술(음악,시각예술,문학,..대중가요) 172 1 10 219 1 10 226 1 10 233 1 10 214 1 10 50 1

i.종교 15 5 6 34 6 5 42 7 4 96 5 6 40 6 5 26 6

j.유머 16 7 4 74 3 8 103 3 8 15 7 4 35 7 4 28 5

E. 신체언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능력에 속하는 행태적 관습  25 7 1 87 5 3 72 7 1 34 7 1 29 7 1

F. 예의범절 131 2 6 115 3 5 103 4 4 118 4 4 100 3 5

a.시간준수, 방문 시간 52 3 4 41 4 3 41 4 3 52 4 3 28 4 3 16 4

b.선물 23 5 2 18 6 1 58 2 5 27 5 2 30 3 4 14 5

c.의복 23 5 2 27 5 2 28 5 2 16 6 1 3 6 1 8 6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44 4 3 103 1 6 51 3 4 72 2 5 75 1 6 24 2

e.작별 방식 67 2 5 66 2 5 10 6 1 58 3 4 25 5 2 17 3

f.다과, 음료, 식사 87 1 6 59 3 4 59 1 6 80 1 6 40 2 5 27 1

G. 다음 영역들에서의 관습 60 5 3 72 6 2 125 2 6 60 6 2 50 5 3

a.예배와 의식 9 4 1 7 4 1 27 2 3 22 3 2 9 3 2 9 3

b.출생, 결혼, 사망 28 1 4 21 3 2 23 4 1 34 1 4 10 2 3 14 2

c.공연에서 청중 및 관중으로서 태도 16 3 2 30 2 3 26 3 2 2 4 1 5 4 1 9 3

d.축하 행사,축제,댄스파티,디스코텍등 25 2 3 33 1 4 69 1 4 24 2 3 34 1 4 18 1

4순위 이상의 ‘상위 
문화요소’  상위 문화요소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하위 문화요소’  상위문화요소 4순위 이하이면서,
특별히 점수가 높은 부분

〔 표 23 〕전체 하위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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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

   A. 일상생활 :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181점) 

                 → d.여가 활동(88점)

          ↓

   F. 예의범절 : f.다과, 음료, 식사(87점) → e.작별방식(67점) 

               → a.시간준수, 방문 시간(52점) →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44점)

          ↓

   D. 가치, 믿음, 행태 : h.예술(172점)

          ↓

   B. 생활환경177) : c.사회보장(35점)     

2번,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

   A. 일상생활 :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144점)

                 → d.여가활동(111점)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공헌한 바가 크고, 점수가 

높아 중요 문화 어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하위 문화요소를 

주요 하위 문화요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선별하기 위해 주요 상위 문화요

소를 선정할 때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였다. 곧, 주요 하위 문화요소는 최

고점을 기준으로 대략 그것의 상위 50% 내에 드는 것이다. 가령,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를 기록한 상위 문화요소인 ‘일상생활’에 대한 

주요 하위 문화요소는 최고점 Aa(181점)와 그것의 상위 50%내에 든 

Ad(88)이다.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주요 하위 문화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자.

177) A, F, D, B는 주요 상위 문화요소이다. 168p.에 제시된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주요 문화요소’ 
표 참조.



- 172 -

   D. 가치, 믿음, 행태 : h.예술(219점) → e.전통과 변화, 역사   

                 (127점)

         ↓

   F. 예의범절 :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103점) → e.작별   

                방식(66점) → f.다과, 음료, 식사(59점) 

         ↓       

   B. 생활환경 : a.생활수준(42점)      

3번,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통합적 동기)

   D. 가치, 믿음, 행태 : h.예술(226점) → e.전통과 변화, 역사   

              (141점)

        ↓

   A. 일상생활 :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88점) 

                 → d.여가활동(80점)

        ↓

   G. 관습 : d.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등(69점)

        ↓

   F. 예의범절 : f.다과, 음료, 식사(59점) → b.선물(58점) →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51점) → a.시간준     

            수, 방문 시간(41점)     

 4번,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

   A. 일상생활 :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156점)

               → d.여가 활동(91점)

        ↓

   D. 가치, 믿음, 행태 : h.예술(233점) → e.전통과 변화, 역사   

            (16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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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생활환경 : c.사회 보장(35점) →b.주거 조건(29점) 

               → a.생활수준(27점)

        ↓

   F. 예의범절 : f.다과, 음료, 식사(80점) → d.대화·행태적 규   

            범 및 금기(72점) → e.작별 방식(58점) → a.시간    

           준수, 방문 시간(52점)      

5번, 배워야 할 문화요소(수단적 동기)

   D. 가치, 믿음, 행태 : h.예술(214점)

         ↓

   A. 일상생활 :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90점) 

               → d.여가 활동(69점)

         ↓

   F. 예의범절 :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75점) → f.다과,    

            음료, 식사(40점)

         ↓

   C. 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 의존 관계 : g.인종 및 공동  

            체간 관계(39점) → b.남·여성 관계(38점) → c.가족    

            구조 및 관계(28점)    

  이상으로, 주요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상위 50% 내 주요 하위 문화요소를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동

일한 하위 문화요소가 공통적으로 반복 등장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가

령, ‘Aa.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Ad. 여가 활동, Dh. 예술, Fd. 

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Ff. 다과, 음료, 식사’는 총 5회 모두 등장한 하

위 문화요소들이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위 문화요소들은 그 만

큼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인 동시에, 더 나아가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

떠한 하위 문화요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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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Aa.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Ad. 여가 활동, 

      Dh. 예술, Fd. 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Ff. 다과, 음료,

      식사 

4회 : 없음

3회 : De. 전통과 변화, 역사, Fa. 시간 준수, 방문 시간, Fe. 작  

      별 방식

2회 : Ba. 생활수준, Bc. 사회 보장

1회 : Bb. 주거 조건, Cb. 남·여성 관계, Cc. 가족 구조 및 관계, 

      Cg. 인종 및 공동체 간 관계, Fb. 선물, Gd. 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등  

있다.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요 하위 문화요소를 그 등장 횟수와 함께 차

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4순위 이하인 상위 문화요소 중 해당 하위 문화요소의 순위가 특이

하게 높은 경우가 있었다. 가령,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 중 C의 ‘a.사회 구

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b.(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계’와 ‘배워야 

할 문화요소’ 중 G의 ‘d.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디스코텍 등’이 그것이

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사회 진출, 이성, 축제 및 파티 등’과 

관련된 요소들이 설문 대상이 된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기준 문화요소를 선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듯이, 학습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곧 그가 속한 연령 및 소속에 따

라 중요시 되는 문화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요 문화요소

   (1) 주요 상위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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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요소

 경우
일상생활 생활환경

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 의존관계

가치·믿음

행태
신체언어 예의범절 관습 횟수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3 0 0 2 0 0 0 5

한국의 특수 문화 0 0 1 0 0 1 1 3

한국인 학습자 문화 

의식 상태 및 의견
5 3 0 5 0 5 1 19

등장횟수/총 횟수 8 3 1 7 0 6 2 27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한국

의 특수 문화’, ‘한국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견’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문화요

소의 순위를 정하였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한 논의를 통해 도출

된 주요 문화요소의 등장 횟수를 바탕으로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

요 문화요소’의 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CECR에서 제시한 문화요소의 순

위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세 가지 기준으로부터 도출된 주요 문화요소의 등장 횟수를 살펴

보자.

 

〔 표 24 〕주요 문화요소 등장 횟수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7가지 문화요소 중 각 경우에 부합하는 문화요

소의 반복 등장 횟수는 총 27회로, 그 중 ‘일상생활’이 8회로 가장 많았고, 

‘가치ㆍ믿음ㆍ행태’ 및 ‘예의범절’이 각각 7회와 6회로 그 다음 많았다. ‘생

활환경’과 ‘관습’은 각 3회와 2회로 적었으며, ‘개인 간 관계ㆍ지배 관계ㆍ

상호 의존 관계’와 ‘신체언어’는 각 1회와 0회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내

용을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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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상위 

문화요소
CECR

1. 일상생활(A) 1. 일상생활(A)

2. 가치·믿음·행태(D) 2. 생활환경(B)

3. 예의범절(F)
3.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존 관계(C)

4. 생활환경(B) 4. 가치·믿음·행태(D)

5. 관습(G) 5. 신체언어(E)

6.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존 관계(C)
6. 예의범절(F)

7. 신체언어(E) 7. 관습(G)

1. 일상생활
30%

2. 가치, 믿음, 행태
26%

3. 예의범절
22%

7. 신체언어
0%

6. 개인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의존 관계

4%

5. 관습
7%

4. 생활환경
11%

〔 그림 15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요 문화요소

  다음으로, 세 가지 사항에 준하여 도출된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

요 문화요소’의 순위를 CECR에 제시된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이상의 표를 통해,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요 문화요소의 순위는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CECR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것과 모두 불일치하고 

〔 표 25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상위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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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럽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중요하게 간

주되는 문화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나라의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화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주요 하위 문화요소의 재설정

  본 절에서는 하위 문화요소를 재설정한다. 이는 기존의 하위 문화요소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요소를 포함시켜 기준이 되는 하위 

문화요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선별된 296개의 문화 

어휘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는 기준 문화요소인 CECR에 제시되지 않은 문

화요소를 함축하는 문화 어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령, 보통 명사화 된 

볼펜 상표 ‘Bic’ 혹은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blaireau’처럼 ‘상표

명사’ 혹은 ‘사상 및 가치관’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문화요소는 CECR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3.1.장에서 CECR를 기준 문화요소로 설정하며 

그 근거로써 든 다음의 주장, 곧 ‘CECR는 폭넓고 다양한 하위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 선별된 296개의 문화 어휘에서 새롭

게 발견된 문화요소를 추가하여 하위 문화요소를 재설정한다. 296개의 문화 

어휘가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문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으로 재정의 된 문화 어휘 개념에 기초하여 선별된 것임을 생각할 

때, 하위 문화요소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 질 수밖에 없음은 필연적인 것이

다.

  한편 상위 문화요소의 순위가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한국의 특수 문화’, ‘한국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

견’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과 달리, 하위 문화요소의 순

위는 ‘한국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의식 상태 및 의견’에 관한 설문 결과

에 의존해서만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교수·학습의 수혜자이자 주

체자인 학습자의 문화 지식 상태, 흥미 및 필요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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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R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

순위 문화요소 순위 문화요소

1 A. 일상생활 1 A. 일상생활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1

a.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b.법정 휴가 3 b.법정 휴가

c.근무 시간 및 방식 3 c.근무 시간 및 방식

d.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미디어)
2

d.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미디어)

e.상점, 상표(의류, 식류, 화장품, 

매체, 학용품 등)

2 B. 생활환경 4 B. 생활환경

a.(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생활수준
2

a.(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생활수준

b.주거 조건 3 b.주거 조건

c.사회 보장 1 c.사회 보장

d.교통, 서비스

e.기관(은행, 출판사, 서점, 회사 등)

3
C.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

존 관계
6

C.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

존 관계

a.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1 a.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b.(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

계
4

b.(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

계

c.가족 구조 및 관계 3 c.가족 구조 및 관계

d.세대 간 관계 6 d.세대 간 관계

e.업무상 관계 7 e.업무상 관계

f.경찰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 8 f.경찰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

g.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 2 g.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

h.정치 및 종교 집단 간 관계 5 h.정치 및 종교 집단 간 관계

중요했기 때문이며, 둘째, 설문을 통해 도출된 정보는 객관적인 분석이 가

능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적고, 그 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문화요소를 포함

한 하위 문화요소를 그 순위와 함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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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2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a.사회 계층 9 a.사회 계층

b.사회 직능별 집단 9 b.사회 직능별 집단

c.재산(수입 및 유산) 8 c.재산(수입 및 유산)

d.지역 문화, 보안, 제도 3 d.지역 문화, 보안, 제도

e.전통과 변화, 역사 2 e.전통과 변화, 역사

f.(민족적, 종교적)소수집단, 민족 

정체성
7

f.(민족적, 종교적)소수집단, 민족 

정체성

g.정부, 정치 4 g.정부, 정치

h.예술(음악, 시각예술, 문학, 연

극, 대중가요) 
1

h.예술(음악, 시각예술, 문학, 연

극, 대중가요) 

i.종교 6 i.종교

j.유머 5 j.유머

k.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줄임

말, 축약어 등 )

l.학교생활, 교육

5
E. 신체언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능력에 속하는 행태적 관습  
7

E. 신체언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능력에 속하는 행태적 관습  

6 F. 예의범절 3 F. 예의범절

a.시간준수, 방문 시간 4 a.시간준수, 방문 시간

b.선물 5 b.선물

c.의복 6 c.의복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2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e.작별 방식 3 e.작별 방식

f.다과, 음료, 식사 1 f.다과, 음료, 식사

7 G. 다음 영역들에서의 관습 5 G. 다음 영역들에서의 관습

a.예배와 의식 3 a.예배와 의식

b.출생, 결혼, 사망 2 b.출생, 결혼, 사망

c.공연에서 청중 및 관중으로서

 태도
3

c.공연에서 청중 및 관중으로서

 태도

d.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디스

코텍 등
1

d.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디스

코텍 등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설정된 하위 문화요소에는 총 5가

지의 문화요소, 곧 ‘A. 일상생활’에서의 ‘e. 상점, 상표(의류, 식류, 화장품, 

〔 표 26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하위 문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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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학용품 등)’, ‘B. 생활환경’에서의 ‘d. 교통, e. 기관(은행, 출판사, 서

점 등)’, 그리고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에서의 

‘k.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줄임말, 축약어 등 ), l. 학교생활, 교육’이 새

롭게 포함되어 있다.

  4.4. 종합적 고찰 

 

  문화 어휘가 내포하는 각기 상이한 특징은 한국인 학습자가 어떤 교수·

학습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습득해야 할 문화 어휘의 중요도에 차이

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국의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한 문화 어휘 선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었다. 

학습자가 처한 교수·학습 상황에 따른 보다 주요한 문화 어휘에 대한 습득

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문화 

어휘를 우선 순위화하여 목록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유익하며 필요한 것이

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문화 어휘 목록화 및 문화 어휘의 효율적인 교

수·학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문화 어휘의 목록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목표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설정하고, 문화 어휘 목록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를 수

집하는 일이었다. 목표 학습자의 언어 수준은 B 수준으로 정했다. 그 이유

는 지시적인 의미 위에 문화적인 의미가 덧붙여져 형성된 것으로 일반 어

휘에 비해 습득이 어려울 수 있는 문화 어휘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기초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 어휘 수집은 빈도수를 기준으로 원어민들의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와, 문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B 수준의 교재 중 총 4종의 교재,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 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문화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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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문화 어휘 

① 빈도수 ② 문화 어휘 성격 ③ 문화요소 

 상위 50% 내

 문화 어휘

안정적

암시적

의사소통 비의존

1. 일상생활(A)

2. 가치·믿음·행태(D)

3. 예의범절(F)

4. 생활환경(B)

5. 관습(G)

6. 개인 간  관계, 지배 관

계, 상호 의존 관계(C)

7. 신체언어(E)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 문화 어휘 성격, 문화요소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으로 설정한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선정에 있음을 생각

해 볼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의 세

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획정한다. 

  이와 같이,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문화 어휘’

는 빈도수가 상위 50% 내에 들고, 문화 어휘가 안정적ㆍ암시적ㆍ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적인 성격을 띠며, 7가지 문화요소를 다음의 순서, 곧 일상생

활(A) → 가치·믿음·행태(D → 예의범절(F) → 생활환경(B) → 관습(G) → 

개인 간 관계·지배 관계·상호 의존 관계(C) → 신체언어(E)로 충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던 궁극적 목표가 우선적으로 

교수·학습이 필요한 문화 어휘의 순위를 매겨 목록화하는 데 있었음을 상

기시켜 볼 때, 문화 어휘의 순위화를 위한 수치화 과정은 불가피하다. 무언

〔 표 27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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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흔히 거치게 되는 과정인 수치화는 객관적 

형태로써의 정보 도출을 보장하며, 수치화 된 점수는 객관적 정보로써 신

빙성을 부여하여 순위를 손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수치화에 활용하고, 수치화 과

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이기 위한 세부 기준에 특정 점수를 부여하여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을 제시한다. 이때, B 수준의 문화 어휘이기 위한 세 가지 세

부 기준을 충족시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일수록 우선적으로 교수·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큼은 물론이다. 

  이제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을 살펴보자. 

 

1단계                       2단계                                 3단계

객관적 주관적 문화요소

빈도수
안정적 vs 

유동적

암시적 vs 

명시적

의사소통 상황 

의존 vs 비 

의존

7순위 

문화요소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빈도수 ×2 안정적 암시적
의사소통 

비의존
높은 순위 

낮음     높음

 ←        →

1점       5점 

유동적  안정적

 ←         →

 1점      5점

명시적  암시적

 ←         →

 1점      5점

의존    비의존  

 ←         → 

 1점      5점

7순위   1순위

 ←        →

 1점      7점

 

〔표 28〕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 수준의 문화 어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수치화된다.  

  점수는 세 단계를 거쳐 산출되며, 각 기준의 최대 점수는 빈도수를 제외

하고 모두 5점이다. 빈도수의 경우, 최대 점수는 5점에 2배수를 한 10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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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tte 점수

    빈도 1 4 8 10 31

해당 점수 1 2 3 4 5

빈도 ×점수 1 8 24 40 155 4.15

① 1단계 

   빈도수 : 빈도수 × 해당 점수(1~5점)/55(전체인원) × 2

예) Galette : 1×1 + 4×2 + 8×3 +10×4 + 32×5 / 55  × 2 

② 2단계 

   주관적 성격 : 해당 점수 /3 (세 가지 기준)

    예) Galette :  5 + 5 + 5 / 3 

데, 그 이유는 빈도수는 설문 자료에 기초해 얻어지는 것으로 객관적인 검

증이 가능한 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수는 2 : 1 : 

1의 비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산출되며, 그 결과 총점은 20점이다. 점수 범

위는 각 단계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1~5점으로 통일하였고, 점수 범위

가 해당 문화요소 수 만큼인 1~7점인 문화요소의 경우, 1~5점의 범위로 통

일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환산한 후 적용하였다.

  한편 하나의 문화 어휘 점수에 하나 이상의 기여 점수178)가 존재하는 1

단계의 빈도수와 2단계의 문화 어휘 성격의 경우, 전체 문화 어휘에 대한 

해당 문화 어휘의 평균값을 낸다. 곧, 빈도수의 경우, 빈도수의 총점을 설

문 대상이 되었던 55명으로, 문화 어휘 성격의 경우, 세 가지 하위 성격의 

수 만큼인 3으로 나누어 평균을 낸다.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단계별 수치화 과정을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78) 여기서 기여 점수란 문화 어휘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를 말한다. 1~5까지 점수가 있는 빈

도수의 경우, 다섯 가지 점수가 빈도수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섯 가지의 기여 점수가 있고, 
문화 어휘 성격의 경우, 세 가지 성격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점수가 문화 어휘의 점수에 영향을 미

치므로 세 가지 기여 점수가 있다. 따라서 그 점수들을 하나의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 평균값을 내

는 것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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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ette 점수

문화 어휘 유형 공유문화 적재어

주관적 성격 안정적 암시적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

해당 점수 5 5 5 5

 Galette 점수

해당 문화요소 관습(G)

해당 순위 5위 2.33

순위 해당점수 변화 점수

1 7 5.00

2 6 4.33

3 5 3.67

4 4 3.00

5 3 2.33

6 2 1.67

7 1 1.00

Galette의 점수

1단계                               2단계                      3단계

객관적 주관적 문화요소

빈도수 × 2 안정적 암시적
의사소통 상황 

비의존
문화요소

4.15 × 2 5 2.33

15. 63점 /20 점

③ 3단계 

   문화요소 : 1~7점의 1~5에 대한 변환 점수 

※ Galette의 점수 : 빈도수 × 2  + 주관적 성격 + 문화요소

                  4.15 × 2   +   5   +   2.33 = 15.63 점

                      

     예) G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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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화 어휘는 이상의 방식을 통해 수치화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합된 합계는 문화 어휘의 순위를 결정한다. 각 단계에 부여된 점수 및 

순위화 결과는 부록에 첨부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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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 어휘 목록과 교수·학습 방안

  5.1. 문화 어휘 목록화의 필요성

  20세기 초 신중한 어휘의 선택이 언어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편 P. Bogaards(1994:99)는 일련의 어휘 선택의 역사179)를 정리하며, 

이제까지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선택의 중요성이 꾸준히 인식되어 온 과정

을 보여주었다. P. Bogaards(1994:103)에 따르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외국어

의 모든 어휘를 알기란 불가능하고, 특히 교수자나 학습 교재에 의존180)하

여 어휘를 학습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이 습득할 수 있는 어휘는 한정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어휘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선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럽평의회가 제시한 어휘 목록은 바로 외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선별의 

목적이 잘 반영된 예로써, 어휘 목록의 출발점은 더 이상 언어가 아니라, 외

국어 사용자가 직면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될 언어적 필요(besoins langagiers)181)이

다. 또, 유럽평의회가 출간한 어휘 목록은 자료체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교재 저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했던 단어나 표현들로 

구성됨으로써,182) 단순히 일반적인 어휘 목록이 아닌 실용적인 활용을 염두

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어휘 목록은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고 실제적으

로 많이 쓰이는 어휘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며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179) 4.3.1.절에서 어휘 선별에 있어 빈도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Bogaards(1994:103-111)가 구분한 어

휘 선별의 역사((경작기:1900-1920). 파종기:1920-1840), 성장기:1940-1970)와 수확기:1970이후)를 

각 시대의 대표적인 어휘 목록을 함께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4.3.1.절 각주의 151)참조.
180) Bogaards(1994:99)
181) Le point de départ des listes n'est plus la langue mais les besoins langagiers que les usagers d'une 

langue étrangère sont supposés avoir dans les situations auxquelles ils auront à faire 
face.(Bogaards.1994:110-111)

182) Les listes publiés par le Conseil de l'Europe n'ont pas été faites sur corpus, mais contiennent des 
inventaires de mots et d'expressions que les auteurs ont jugés utiles dans les situations 
prévues.(Bogaards.19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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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볼 때, 어휘 목록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작되어야 

할 학습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어휘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외국어 학습

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어려운 문화 어휘의 경우, 반드시 교수·학습되

어야 할 문화 어휘를 목록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이

유이다. 

  5.2. 문화 어휘 목록의 어휘 수 

       

  외국어를 교수·학습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교육 자료 중 하나인 교

재는 외국어 어휘를 습득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무엇보다도 크다. 그 이유

는 무엇일까? 모든 교재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한정된 어휘 수

를 싣고 있다는 점을 그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어휘 수를 한정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적정 언어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어휘 수를 정함으로써 어휘 습득을 수월하게 하

여 의사소통 능력 습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현

행 중등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Ⅰ,Ⅱ 권에 실어야 

할 어휘의 수를 800개183)로 제한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연유에서 일 것이

다. 

  물론 습득해야 할 어휘 수를 한정한다고 해서 그 어휘를 모두 습득하고 

또 이것이 곧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

에, 어휘 수의 한정이 언어 학습의 고효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에 맞는 

최소한의 어휘를 습득하도록 이끌고 독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언어 수준을 고려한 문화 

183)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수를 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1. 중학교 생활프랑스어 - 300단어. 
   2. 일반계 프랑스어 Ⅰ- 500단어.
   3. 일반계 프랑스어 Ⅱ/외국어계 기초프랑스어 - 800단어.
   4. 외국어계 청해, 회화 Ⅰ, 문화 Ⅰ- 1000단어.
   5. 외국어계 독해, 작문, 문법, 회화 Ⅱ, 문화 Ⅱ - 15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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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 어휘와 그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 유형 및 문화요소

둘째, 순위를 결정짓는 세 가지 기준, 곧 빈도수, 문화 어휘 성   

     격, 문화 요소에 해당하는 개별 점수 

어휘 수의 한정은 언어 습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 목록의 대상이 되는 어휘 수를 148개로 한정한

다. 이 수는 수집된 총 문화 어휘 수인 296개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것

으로, 앞서 4.3.2.4.절에서 문화 어휘 성격과 문화 어휘 수를 기준으로 정립

한 B 수준의 학습인 학습자가 습득하기에 적합한 문화 어휘 수에 해당하

는 것이다.

  5.3. 문화 어휘 목록 

    

  본 절에서는 앞선 4장에서 논의된 바 있는 세 가지 문화 어휘 선정 기준

에 해당하는 ‘빈도수, 문화 어휘 성격, 문화요소’에 의거한 문화 어휘 목록

을 제시한다.

   5.3.1. 제시 방법

  문화 어휘 목록은 점수가 높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록화의 초기 목적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대상으로서의 주요 문화 

어휘 선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3.2. 목록화 요소

  제시되는 문화 어휘 목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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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 가지 기준의 개별 점수에 대한 총합 및 순위

   

  이어지는 절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 어휘 목록을 제시한

다.

   5.3.3. B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화 어휘 목록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습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148

개의 문화 어휘를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84) 

   

184) 설문 대상이 된 전체 296개의 문화 어휘에 대한 우선 순위화 목록은 부록에 싣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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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목록

순위 lexique culturel 문화 어휘 유형
1.빈도수 

점수
안정 암시 의·비

2. 문화 

어휘 성격 

점수

문화요소 
3. 문화요소 

해당 점수
총점

1 Quatre-Quarts 공유문화적재어 3.96 5 5 5 5.00 Aa 5.00 17.92 
2 pot-au-feu 공유문화적재어 3.84 5 5 5 5.00 Aa 5.00 17.68 
3 rosé 공유문화적재어 3.76 5 5 5 5.00 Aa 5.00 17.52 
4 eau-de-vie 공유문화적재어 3.73 5 5 5 5.00 Aa 5.00 17.46 
5 Auchan 상표명사 4.36 5 1 5 3.67 Ae 5.00 17.39 
6 pub 줄임말 4.67 5 1 5 3.67 Dk 4.33 17.34 
7 Bleu 공유문화적재어 3.98 5 5 5 5.00 Df 4.33 17.29 
8 Canal plus 상표명사 4.27 5 1 5 3.67 Ae 5.00 17.21 
9 nez creux 공유문화적재어 3.93 5 5 5 5.00 Dk 4.33 17.19 
9 Vert 공유문화적재어 3.93 5 5 5 5.00 Dg 4.33 17.19 
11 Le Monde 상표명사 4.22 5 1 5 3.67 Ae 5.00 17.11 
12 langue de bois 공유문화적재어 3.87 5 5 5 5.00 Dk 4.33 17.07 
13 quatre 공유문화적재어 3.84 5 5 5 5.00 Dk 4.33 17.01 
14 La vache qui rit 상표명사 4.16 5 1 5 3.67 Ae 5.00 16.99 
15 Sarko 줄임말 4.42 5 1 5 3.67 Dk 4.33 16.84 
16 carton 공유문화적재어 3.75 5 5 5 5.00 Dk 4.33 16.83 
17 SDF 축약어 4.38 5 1 5 3.67 Da 4.33 16.76 
18 pigeon 공유문화적재어 3.71 5 5 5 5.00 Dk 4.33 16.75 
19 IKEA 상표명사 4.04 5 1 5 3.67 Ae 5.00 16.75 
20 dragée 공유문화적재어 3.69 5 5 5 5.00 Di 4.33 16.71 
21 PS 축약어 4.35 5 1 5 3.67 Dg 4.33 16.70 
22 BD(bédé) 축약어 4.35 5 1 5 3.67 Dk 4.33 16.70 
23 Roquefort 공유문화적재어 3.33 5 5 5 5.00 Aa 5.00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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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La Tribune 상표명사 3.98 5 1 5 3.67 Ae 5.00 16.63 
24 M6 상표명사 3.98 5 1 5 3.67 Ae 5.00 16.63 
26 poisson 공유문화적재어 3.64 5 5 5 5.00 Di 4.33 16.61 
26 taupe 공유문화적재어 3.64 5 5 5 5.00 Dk 4.33 16.61 
28 Evian 상표명사 3.96 5 1 5 3.67 Ae 5.00 16.59 
28 Carrefour 상표명사 3.96 5 1 5 3.67 Ae 5.00 16.59 
30 lune 공유문화적재어 3.6 5 5 5 5.00 Dk 4.33 16.53 
31 TF1 상표명사 3.93 5 1 5 3.67 Ae 5.00 16.53 
32 navet 공유문화적재어 3.58 5 5 5 5.00 Dk 4.33 16.49 
33 Le nouvel observateur 상표명사 3.89 5 1 5 3.67 Ae 5.00 16.45 
34 pot de vin 공유문화적재어 3.55 5 5 5 5.00 De 4.33 16.43 
35 dos d'âne 공유문화적재어 3.87 5 5 5 5.00 Fd 3.67 16.41 
35 Perrier 상표명사 3.87 5 1 5 3.67 Ae 5.00 16.41 
35 Thonon 상표명사 3.87 5 1 5 3.67 Ae 5.00 16.41 
35 Fnac 상표명사 3.87 5 1 5 3.67 Ae 5.00 16.41 
39 Marianne 공유문화적재어 3.53 5 5 5 5.00 Df 4.33 16.39 
40 31 공유문화적재어 3.53 5 5 5 5.00 De 4.33 16.39 
41 Libération 상표명사 3.85 5 1 5 3.67 Ae 5.00 16.37 
41 Bonne Maman 상표명사 3.85 5 1 5 3.67 Ae 5.00 16.37 
41 Tisane 상표명사 3.85 5 1 5 3.67 Ae 5.00 16.37 
44 Monoprix 상표명사 3.84 5 1 5 3.67 Ae 5.00 16.35 
44 Stabilo 상표명사 3.84 5 1 5 3.67 Ae 5.00 16.35 
46 blaireau 공유문화적재어 3.49 5 5 5 5.00 Dk 4.33 16.31 
46 coup du lapin 공유문화적재어 3.49 5 5 5 5.00 Dk 4.33 16.31 
46 pot aux roses 공유문화적재어 3.49 5 5 5 5.00 Dk 4.33 16.31 
49 France Inter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49 Le Vieux Pané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49 Le Huffington Post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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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icard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53 France Culture 상표명사 3.8 5 1 5 3.67 Ae 5.00 16.27 
53 Intermarché 상표명사 3.8 5 1 5 3.67 Ae 5.00 16.27 
55 resto 줄임말 4.11 5 1 5 3.67 Dk 4.33 16.22 
55 perso 줄임말 4.11 5 1 5 3.67 Dk 4.33 16.22 
57 baccarat 공유문화적재어 3.44 5 5 5 5.00 Dd 4.33 16.21 
57 Erasmus 공유문화적재어 3.44 5 5 5 5.00 Dd 4.33 16.21 
59 Super U 상표명사 3.76 5 1 5 3.67 Ae 5.00 16.19 
60 Elysée 고유명사 4.07 5 1 5 3.67 Dg 4.33 16.14 
61 pot 공유문화적재어 3.4 5 5 5 5.00 Dk 4.33 16.13 
62 Question pour champion 상표명사 3.73 5 1 5 3.67 Ae 5.00 16.13 
62 PSG 축약어 3.73 5 1 5 3.67 Ae 5.00 16.13 
64 BN 상표명사 3.71 5 1 5 3.67 Ae 5.00 16.09 
64 Vittel 상표명사 3.71 5 1 5 3.67 Ae 5.00 16.09 
66 PASTIS 공유문화적재어 3.04 5 5 5 5.00 Aa 5.00 16.08 
67 vache maigre 공유문화적재어 3.36 5 5 5 5.00 Dc 4.33 16.05 
68 Café-tabac 상표명사 3.69 5 1 5 3.67 Ae 5.00 16.05 
69 requin 공유문화적재어 3.35 5 5 5 5.00 Dk 4.33 16.03 
69 boudoir 공유문화적재어 3.35 5 5 5 5.00 Dh 4.33 16.03 
71 apéro 줄임말 4 5 1 5 3.67 Dk 4.33 16.00 
72 E.Leclerc 상표명사 3.65 5 1 5 3.67 Ae 5.00 15.97 
72 Printemps 상표명사 3.65 5 1 5 3.67 Ae 5.00 15.97 
74 Figaro 상표명사 3.64 5 1 5 3.67 Ae 5.00 15.95 
74 Oncle Ben’s 상표명사 3.64 5 1 5 3.67 Ae 5.00 15.95 
74 Le Bon Marché 상표명사 3.64 5 1 5 3.67 Ae 5.00 15.95 
77 pommade 공유문화적재어 3.29 5 5 5 5.00 Dk 4.33 15.91 
78 L'équipe 상표명사 3.62 5 1 5 3.67 Ae 5.00 15.91 
78 PRÉSIDENT 상표명사 3.62 5 1 5 3.67 Ae 5.00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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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FN 축약어 3.95 5 1 5 3.67 Dg 4.33 15.90 
81 carotte cuite 공유문화적재어 3.25 5 5 5 5.00 Dk 4.33 15.83 
82 Que choisir 상표명사 3.58 5 1 5 3.67 Ae 5.00 15.83 
83 exo 줄임말 3.91 5 1 5 3.67 Dk 4.33 15.82 
84 casquette 공유문화적재어 3.24 5 5 5 5.00 Dk 4.33 15.81 
84 cocon 공유문화적재어 3.24 5 5 5 5.00 Dk 4.33 15.81 
86 barbu 공유문화적재어 3.2 5 5 5 5.00 Dk 4.33 15.73 
86 paon 공유문화적재어 3.2 5 5 5 5.00 Dk 4.33 15.73 
88 Carte noire 상표명사 3.53 5 1 5 3.67 Ae 5.00 15.73 
88 Panzani 상표명사 3.53 5 1 5 3.67 Ae 5.00 15.73 
90 Le Point 상표명사 3.51 5 1 5 3.67 Ae 5.00 15.69 
91 langue de chat 공유문화적재어 3.16 5 5 5 5.00 Dk 4.33 15.65 
92 pros 줄임말 3.82 5 1 5 3.67 Dk 4.33 15.64 
93 galette 공유문화적재어 4.15 5 5 5 5.00 Ga 2.33 15.63 
94 papa poule 공유문화적재어 3.15 5 5 5 5.00 De 4.33 15.63 
95 bonne poire 공유문화적재어 3.13 5 5 5 5.00 Dk 4.33 15.59 
95  tablettes de chocolat 공유문화적재어 3.13 5 5 5 5.00 Dj 4.33 15.59 
97 Milka 상표명사 3.45 5 1 5 3.67 Ae 5.00 15.57 
98 rapace 공유문화적재어 3.11 5 5 5 5.00 Dk 4.33 15.55 
98 semelle 공유문화적재어 3.11 5 5 5 5.00 Dk 4.33 15.55 
100 GEO 상표명사 3.42 5 1 5 3.67 Ae 5.00 15.51 
101 Bobo 축약어 3.75 5 1 5 3.67 Dk 4.33 15.50 
102 marseillais 공유문화적재어 3.07 5 5 5 5.00 Dd 4.33 15.47 
102 pain blanc 공유문화적재어 3.07 5 5 5 5.00 De 4.33 15.47 
104 blé 공유문화적재어 3.05 5 5 5 5.00 Dc 4.33 15.43 
104 coq 공유문화적재어 3.05 5 5 5 5.00 Df 4.33 15.43 
106 L'Humanité 상표명사 3.38 5 1 5 3.67 Ae 5.00 15.43 
106 Poulain 상표명사 3.38 5 1 5 3.67 Ae 5.0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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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Mr. Propre 상표명사 3.38 5 1 5 3.67 Ae 5.00 15.43 
109 boîte 대중어 4.38 1 5 1 2.33 Dk 4.33 15.42 
110 EDF 축약어 4.36 5 1 5 3.67 Be 3.00 15.39 
110 Guignol 상표명사 3.36 5 1 5 3.67 Ae 5.00 15.39 
112 dirlo 줄임말 3.65 5 1 5 3.67 Dk 4.33 15.30 
113 Le Pastis 51 상표명사 3.29 5 1 5 3.67 Ae 5.00 15.25 
114 maison mère 공유문화적재어 3.62 5 5 5 5.00 Be 3.00 15.24 
115 madeleine 공유문화적재어 2.95 5 5 5 5.00 Dh 4.33 15.23 
116  Kiri 상표명사 3.27 5 1 5 3.67 Ae 5.00 15.21 
116 Champion 상표명사 3.27 5 1 5 3.67 Ae 5.00 15.21 
118 promo 줄임말 3.6 5 1 5 3.67 Dk 4.33 15.20 
119 quatre heures 공유문화적재어 3.93 5 5 5 5.00 Ga 2.33 15.19 
120 ardoise 공유문화적재어 2.93 5 5 5 5.00 Dc 4.33 15.19 
121 prépas 줄임말 3.58 5 1 5 3.67 Dk 4.33 15.16 
122 cocorico 공유문화적재어 2.91 5 5 5 5.00 Df 4.33 15.15 
123 chouchou 공유문화적재어 2.91 5 5 5 5.00 Dk 4.33 15.15 
124 Géant 상표명사 3.24 5 1 5 3.67 Ae 5.00 15.15 
124 Le petit marseillais 상표명사 3.24 5 1 5 3.67 Ae 5.00 15.15 
126 poissonnier 공유문화적재어 2.89 5 5 5 5.00 Df 4.33 15.11 
127 VTT 축약어 3.22 5 1 5 3.67 Ad 5.00 15.11 
128 GRAND MÈRE 상표명사 3.2 5 1 5 3.67 Ae 5.00 15.07 
128 LU 상표명사 3.2 5 1 5 3.67 Ae 5.00 15.07 
130 crêpe 공유문화적재어 3.85 5 5 5 5.00 Ga 2.33 15.03 
131 Femme actuelle 상표명사 3.18 5 1 5 3.67 Ae 5.00 15.03 
132 PQ 대중어 4.18 1 5 1 2.33 Dk 4.33 15.02 
133 Peugeot 상표명사 4.16 5 1 5 3.67 Be 3.00 14.99 
133 Casino 상표명사 3.16 5 1 5 3.67 Ae 5.00 14.99 
135 Citroën 상표명사 4.15 5 1 5 3.67 Be 3.00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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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Mont d'Or 공유문화적재어 2.47 5 5 5 5.00 Aa 5.00 14.94 
137 Canard 상표명사 3.13 5 1 5 3.67 Ae 5.00 14.93 
137 Le chat 상표명사 3.13 5 1 5 3.67 Ae 5.00 14.93 
139 Total 상표명사 4.11 5 1 5 3.67 Be 3.00 14.89 
139 J'ai lu 상표명사 3.11 5 1 5 3.67 Ae 5.00 14.89 
139 SMIC 축약어 4.11 5 1 5 3.67 Bc 3.00 14.89 
139 Bourjois 상표명사 3.11 5 1 5 3.67 Ae 5.00 14.89 
143 HLM 축약어 4.09 5 1 5 3.67 Bb 3.00 14.85 
143 Le Parisien 상표명사 3.09 5 1 5 3.67 Ae 5.00 14.85 
143 Mamie Nova 상표명사 3.09 5 1 5 3.67 Ae 5.00 14.85 
143 Ed 상표명사 3.09 5 1 5 3.67 Ae 5.00 14.85 
147 râteau 공유문화적재어 2.73 5 5 5 5.00 Dk 4.33 14.79 
148 billard 공유문화적재어 2.71 5 5 5 5.00 De 4.33 14.75 

 
〔 표 29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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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 방안

    

  어휘는 교과 내용의 제시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어 재료이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문화 어휘 역시 선별된 어휘의 목록을 중심으로 

어휘 하나하나를 따로 교수·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학습 대상이 된 문화 어휘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염두에 두

고 구상된 대화문에 활용하는 교수·학습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언자

(2010:39)가 어휘 학습을 위한 학습은 의미가 없다185)고 주장하며, 교과 내

용과 학습 활동을 위한 언어 재료로써의 어휘 활용 방안을 강조한 것은 바

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염두에 두고 문화 어휘를 어떻게 제시하여 학습시킬 것인가

로 귀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접근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화문을 활용하

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5.4.1. 이론적 접근 방법 : 상호문화 접근법 (approche interculturelle)

  본 절에서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하는 데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상호

문화 접근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기반 이론으로 상호문화 접

근법을 살펴보는 이유는 상호문화 접근법은 문화 어휘의 표상인 언어와 문

화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접근법이라고 여겼

기 때문이다. R. Galisson에 따르면 문화 어휘는 상호문화 교류의 최적지186)

이며, 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 동기는 상호문화 이해 능력의 함

양187)에 있었기 때문이다. 

185) 프랑스어과 교과 지식의 재구성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186) 문화 어휘를 규정짓는 공유문화 적재(C.C.P.)가 상호문화 교환을 위한 최적의 매개물(La C.C.P. 
des signes peut constituer une excellente monnaie d'échange interculturelle. (Galisson. 1991:147)

187) 공유문화 적재어의 핵심을 이루는 공유문화에 대해, 학습자들이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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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상호문화 접근법의 개념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상호문화 접근법이

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은 H. Besse(1993:44-48)의 언어/문화 교육의 네 가지 방

식188) 중 네 번째 방식에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상호문화

(interculturel)는 ‘inter(사이·상호)’와 ‘culture(문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데, 이때 ‘inter(사이·상호)’는 상호성, 교류, 유대성 등을 뜻하고, ‘culture(문

화)’는 개인이나 사회가 타인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동원되

는 가치, 생활 방식, 표상 등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189)으로, 서로 다른 문

화를 인정하는 존중 의식이 함의되어 있다. 

  한편 H. Besse(1993)와 J.-M. Defays(2003)는 상호문화의 특징으로, ‘동화

와 이화’190)를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이해, 무의식적으

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사고, 그리고 상호문화의 분

명한 차이 인식을 통한 문화 이해 능력의 함양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H. Besse(1993:48)에 따르면, 상호문화 접근법은 일련의 ‘동화와 이화’ 과

정을 거치면서 상호문화적 개념화 연습을 하게 하여 타문화 수용 태도를 

함양시킨다. H. Besse는 ‘동화와 이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대 문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동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191) 반복되는 ‘동화와 이

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동화’와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의 한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확실한 

제로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프랑스 문화를 우월시하여 외국인들이 

이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화(ma culture)’ 안에서 

외국인들이 집단 문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Galisson. 
1991:150) 

188) 문화 없이 언어만 가르치는 방식(enseigner la langue sans sa culture), 언어 없이 문화만 가르치는 

방식(enseigner la culture sans sa langue), 외국 언어/문화를 가르치는 방식(enseigner une 
langue/culture étrangère), 상호문화적 지각을 가르치는 방식(éduquer la perception interculturelle)

189) L'emploi du mot "interculturel" implique nécessairement, si on attribue au préfixe "inter" sa pleine 
signification, interaction, échange, élimination des barrières, réciprocité et véritable solidarité. Si au 
terme "culture" on reconnaît toute sa valeur, cela implique reconnaissance des valeurs, des modes de 
vie et des représantations symboliques auxquels les êtres humains, tant les individus que les sociétés, 
se réfèrent dans les relations avec les autres et dans la conception du monde. (Conseil de l'Europe. 
Strasbourg. 1986:36)

190) J. Berque는 상호문화 접근법의 특징에 대해 ‘동화와 이화의 누적 및 교체 놀이(jeu alternité ou 
cumulé d'identification et de distanciation)’라고 표현한 바 있다. (H. Besse. 1993:47)에서 재인용).

191) Besse(1993:48)는 ‘동화와 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화’에 있어 완전한 이해와 동화는 없다고 

한 V. Seglen(1978:24-25)의 주장을 옹호하며, ‘동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정체성을 잃

거나, 이타성 개발의 기쁨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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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여유’와 ‘이

타성(altérité)’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H. Besse는 ‘동화와 

이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감정이입(empathie)’이 문화의 이질감192)에서 

비롯된 긴장감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상호문화 교류 및 이

해를 조장한다고 본다. 

  J.-M. Defays(2003:72-73)는 상호문화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

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상호문화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것

은 ‘내가 발견한 남의 문화’, ‘내가 재발견한 나의 문화’ 그리고 ‘문화 교류

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든 문화’, 이 세 가지193)라고 하며, 상호문화 맥

락에서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얻게 되는 흥미로운 현상을 다음의 세 

단계로 요약하여 언급한 바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사람 혹은 두 집

단이 처음 만나 함께 공유하는 문화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자국의 

문화 환경과 다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거리를 두게 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거리감을 기반으로 각자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해 성

찰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문화 비교를 통해 문화 

관점이 상대화 되거나 확장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창

조된다.194) 이 세 단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2) 문화의 이질감과 관련하여, H. Besse(1993:47-48)는 외국 문화와의 적당한 이질감은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지만, 큰 이질감은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감소시키며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193) En matière de relations interculturelles, on pourrait conclure qu'il y a toujours trois cultures en jeu : 

la sienne (que je découvre), la mienne (je redécouvre) et celle que nous construisons ensemble aux 
cours de nos échanges. (Defays. 2003:73)

194) Premièrement, les deux personnes ou les groupes, à la recherche de points communs, sont 
naturellement obligés de prendre du recul vis-à-vis de leur environnement culturel immédiat pour 
s'associer à la faveur de valeurs mieux partagées..../Deuxièmement, cette distance va amener chacun à 
faire un travail réflexif sur sa propre culture..../Troisièmement, non contentes d'élargir et de relativiser 
les points de vue, les relations culturelles vont permettre d'en créer de nouveaux. ... (Defays. 2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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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문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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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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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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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문화에
대한 성찰

비교

2단계

3단계

〔 그림 16 〕 Defays(2003)의 상호문화 접근법

새로운 것 창조

   

  이 외에도 K. Mgharfaoui(1999:2-3)에 따르면, 상호문화 접근법은 상호문

화 비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화와 이화에 의한 교체적인 상호문화 의식이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문화적 시각을 갖도록 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195)를 낳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 학자를 중심으로 상호문화 접근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H. Besse의 정의에 따르면, 상호문화 접근법은 서로 다른 문화

를 인정하는 존중 의식이 함의된 개념이었다. 그 특징으로, H. Besse와 

J.-M. Defays는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인식 및 

이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 ‘상호문화의 분명한 차이 인식을 통한 

문화 능력 함양’을 들었다. 그리고 K. Mgharfaoui는 ‘상상력 강화’와 ‘문화

적 시각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바로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 접근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교수·학습을 구상한 개념 및 특징들로, 이에 기반 

한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문화 어휘의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문화 어휘는 함의된 문화를 이해할 때 습득이 수월할 수 있으며, 문화 이

195) K. Mgharfaoui(1999:2-3)는 상호문화 접근 방식의 교육을 단일 문화 교육(éducation monoculturelle)
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단일 문화 교육에 대해 학습자들에게서 교체 의식(conscience d'alternatives)
을 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 학습자의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갖게 한

다고 보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문화 접근법을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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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목표어 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이 바탕이 될 때 용이하다. 상호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이 함축되어 있는 상호문화 접근법은 바로 문화 어휘에 함의

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도와 문화 어휘의 습득에 이롭다.

  둘째, 문화 어휘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교수·학습의 효율성

에는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적 참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문화 어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동화와 이화’를 통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상호문화 접근법은 바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없이

는 불가능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화 어휘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문화 어휘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의사소통 상황

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언가의 의미

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것

과의 비교를 통한 재인식일 것이다. 문화 비교를 통해 상호문화를 재인식

하도록 이끄는 상호문화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화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넷째,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문화 어휘를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고

취시킬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차이점을 통해 강화된다고 할 때, 문화의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이끄는 상호문화 접근법은 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봉섭(1997:584)은 두 언어에서 의미적으로 유사

한 두 어휘 간의 지시적 영역이나 개념적 영역의 차이는 학습자에게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섯 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어와 모국어에 존재하는 상이한 문화 

내용 및 대응 문화 어휘를 탐색하는 것을 도와 풍부한 문화 어휘 습득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상이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능력이 

함양되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호문화 비

교 과정에서 발생된 교체의식에 의해 강화된 학습자들의 상상력이 상이한 

문화 내용 및 대응 문화 어휘를 탐색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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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교육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 방안은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5.4.1.1.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문화 어휘 습득 모델

  앞서 J.-M. Defays가 세 단계로 밝힌 상호문화 습득 과정을 참조하여 상

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문화 어휘 습득 모델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발견한

남의 문화

내가 재발견한

나의 문화

 함께 만든 문화

(새로운 것 창조)

프랑스어

문화 어휘

모국어

문화 어휘

문화 어휘를

포함한 발화

상호문화

문화 어휘

coq

C.C.P.:용기·지혜

호랑이

C.C.P.:용기·지혜

 예
닭

C.C.P.:우둔함
âne

C.C.P.:우둔함

il est coura

-geux comme

un coq

〔 그림 17 〕Defays의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문화 어휘 습득 모델

Defays

  이와 같이 J.-M. Defays의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문화 어휘 습득 

모델에 의거하여 볼 때, 문화 어휘는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습득될 수 있다. 

습득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문화 어휘 ‘coq’을 예로 들어 각 단계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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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프랑스어에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문화 어휘(coq=용기와 지

혜)를 찾기

- 2단계 : 프랑스어 문화 어휘(coq)가 함의하는 것(‘용기 및 지혜’)과 

동일한 문화적 함의를 갖는 어휘를 모국어에서 찾기(호랑이). 이때, 양

국의 문화 어휘에 함의된 문화 내용 및 대응 문화 어휘가 다를 경우, 

양국의 문화적 함의에 일치하는 어휘를 탐색하기. 가령, 프랑스어에 함

의된 것(coq=용기 및 지혜 상징)과 동일한 문화 내용을 함축하는 어휘

를 모국어에서 찾아보고(호랑이), 그 다음 그것(coq)이 모국어에서 갖

는 문화적 함의(우둔함 상징)를 확인하기 

- 3단계 : 문화 어휘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발화를 생산

하기 

  

  이와 같이, ‘coq’은 프랑스에서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반면, 한국에서

는 ‘우둔함’을 상징한다. 또, 프랑스에서 ‘우둔함’을 상징하는 동물은 ‘âne’이며, 

한국에서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tigre)’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습자는 목표어와 모국어 문화 어휘에 함의된 문화의 차이를 인

식함으로써 상호문화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 어휘를 보다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 습득을 목표로 한 경우, 함께 만든 문화가 최종 결과물이 되지만, 

‘문화 어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문화 어휘를 포함한 발화 생산이 그

에 상응하는 최종 결과물이 된다.

  

  5.4.2. 실천적 접근 방법 

  실천적인 접근은 상호문화 접근법에 입각하여 구상된 교수·학습 모델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본 절에서는 문화 어

휘 교수·학습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화문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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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5.4.2.1. 대화문

       

  대화문은 문화 어휘를 습득하는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상되고,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

인 대화문은 습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

상을 위한 구두 연습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원어민과의 의사소

통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화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고 할 때, 습득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담고 

있는 대본과 같은 대화문은 의사소통 연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흔히 2인 이상의 대화 상대자를 가정하여 묻고 답하는 양식으로 제시되는 

대화문의 의문형 문장들은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역할 놀이에서 

발화 생산을 촉진시키기에 유용해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에 이롭다. 

  한편 지시적 의미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고, 함의된 문화를 이해

할 때라야 습득이 가능한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에서 대화문이 갖는 교육

적 의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화문은 특정 주제를 토대로 

구상됨으로써 각 주제에 고유한 맥락을 갖는데, 이는 문화 어휘에 대한 이

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요컨대 대화문은 흔히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맥락이 있으며, 이는 대화문에 활용된 문화 어휘의 이해를 돕고, 나

아가 대화문 전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의사소통 연습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외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맥락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해 언급한 학

자들이 많다. 가령 초급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자료나 상황을 제시하여 지

도하고, 초급 이후 단계부터는 맥락의 이해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신길호(2004:213), 한 단어의 의

미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맥락196)이라고 말한 바 

있는 P. Bogaards(1994:172), 맥락을 떠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196) La source la plus précieuse pour découvrir le sens d'un mot est sans aucun doute le contex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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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는 L. Beheydt(1987:57)가 있다. 

  특히 읽기와 관련하여 맥락 내에서 단어 뜻을 유추하는 것이 핵심적이라

는 사실에 주목한 D. F. Clarke & P. Nation(1980:211), ‘어휘 학습은 대부분 

맥락을 통해 이루어진다(most vocabulary is learned from context)’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R. J. Sternberg(1987), 한 언어의 어휘는 체계적인 총

체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한 단어를 단독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통해 교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J.-P. Cuq & I. 

Gruca(2003:369)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심봉섭(1999:57-59)이 어휘 교육

과 관련하여 ‘(...)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학습자는 그것의 의미를 문맥 속에

서 끊임없이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 단어를 익히게 되므로(...) 어휘

를 적합한 문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단순히 그것의 의미와 

통사적 행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의 문화적 의미가 실현

되는 상황을 알아서 그에 알맞게 사용하는 능력’ 이라고 밝힌 것은 이와 다

르지 않다. 

   이와 같이 맥락을 통한 어휘 학습의 효율성을 밝힌 여러 학자들의 견해

는 최소 하나의 주제와 그에 부합하는 맥락이 있게 되는 대화문이 문화 어

휘 이해 및 습득에 효율적이고,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밝혀주는 것이다.

  5.4.2.2. 대화문을 활용한 교수·학습 안의 예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대화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먼저, 대화문의 주제를 정한다. 그 이유는 모든 대화문은 최소 하나 이상

의 주제를 토대로 구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

러 일으켜 습득해야할 내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의사소통을 연

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고무시키는 데 주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문화 어휘와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한 대화문의 주제 설정은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4.3.3.2.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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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학습자들의 문화 지식과 흥미 및 필요를 반영하여 결정한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문화요소와 그 순위를 주제를 선별하는 데 참조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 주제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를 선별한다. 이는 주제별로 반드시 

교수·학습되어야 할 문화 어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제 별 

문화 어휘는 주제가 되는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 어휘이다. 이때 

선별 대상이 되는 문화 어휘는 앞서 5.3.3.절에서 제시한 ‘B 수준의 학습자

에게 적합한 문화 어휘’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어휘를 활용한 대화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습득하

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안을 제시한다. 

  1) 대화문의 주제

  본 절에서는 대화문의 주제를 정한다. 주제는 앞서 4.3.3.2.절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한 문화요소로써 제시한 CECR

의 7가지 상위 문화요소 및 하위 문화요소이다. 하지만 7가지 상위 문화요소

의 경우, 그것에 함축된 문화 내용의 범주가 폭넓어 주제로써는 다소 추상적

이었다. 따라서 7가지 상위 문화요소는 주제 범주를 정하는데 활용하고, 그 

하위 문화요소를 대화문의 주제로 삼는다. 이제 CECR의 7가지 상위 문화요

소와 그 하위 문화요소의 순위를 참조하여 한 학기 수업 내용에서 다룰 수 

있는 대화문의 주제를 일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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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강의 주제

1주  주차 계획 및 강의 소개

2주

A. 일상생활

a. 음식 및 음료

3주 d. 여가활동

4주 e. 상점, 상표

5주

D. 가치·믿음·행태

h. 예술

6주 e. 전통과 변화

7주 e. 역사

8주  중간고사

9주
D. 가치·믿음·행태

f. 소수집단, 민족 정체성

10주 k.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

11주
F. 예의범절

f. 식사

12주 d. 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13주

B. 생활환경

c. 사회보장

14주 d. 교통

15주 e. 기관

16주 기말고사

             〔 표 30 〕문화 어휘를 활용한 대화문의 주제         

  

  이와 같이 총 16주 동안 ‘프랑스어 문화 어휘 학습의 실제’라는 강좌로 

진행되는 한 학기 강의 주제에는 CECR의 7가지 문화요소 중 상위 4순위

에 해당하는 4가지 문화요소가 비중을 달리하며 가능한 골고루 포함되었

고, 순위가 높을수록 교수·학습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제시되었다.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3가지 문화요소에 대한 교수·학습 

시기는 상위 4가지 문화요소에 대한 교수·학습 이후이다. 가령 상위 4가지 

문화요소 관련 주제가 1학기에 다루어졌다면, 나머지 3가지 문화요소에 대

한 교수·학습은 2학기에 다루어지도록 한다. 

  문화요소의 순위는 곧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의미하므로, 학습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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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해 보다 중요한 문화 어휘에 대한 교수·학습이 먼저 이루어지

도록 교수·학습 순서에 차이를 두었다. 문화요소의 순위가 낮아 습득이 어

렵다고 여겨지는 문화요소를 학습 초기에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흥미 

및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로 다양했던 상위 문화요소에 포함되는 하

위 문화요소의 수는 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쳐 그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포함되도록 했다. 가령 하위 문화요소가 10개에 달하는 D.가치·믿음·행태는 

가장 많은 하위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요소들 대부분의 순위가 

높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가장 많은 주에 걸쳐 다루어지도록 계획

하였다. 

  2) 문화요소별 B 수준의 문화 어휘

  대화문의 주제로써 문화요소의 유용성을 역설하고, 문화요소를 주제로 

하여 한 학기 강의 주제를 계획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대화문의 구상을 용이하게 하고, 대화문 주제에 알맞은 문

화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요소 별 문화 어휘를 선별하여 제시한다. 

선별 대상이 되는 문화 어휘는 목표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부합하는 

B 수준의 문화 어휘로 한정한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문화 어휘를 

활용한 대화문은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문의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

  선별 대상 문화 어휘를 B 수준의 148개의 문화 어휘로 국한시킴에 따라, 

문화요소에 상응하는 문화 어휘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가령, A. 일상

생활에 ‘b.법정 휴가’와 ‘c.근무 시간 및 방식’라는 하위 문화요소에 부합하

는 문화 어휘는 148순위 내에는 없었다. 이처럼 문화요소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가 없는 경우에는 대화문의 구상이 불가능하므로, 그 문화요소는 아래

의 ‘문화요소별 B 수준의 문화 어휘’에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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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수·학습 상황 B수준의 문화 어휘

순위 문화요소 문화 어휘 수

1 A. 일상생활

1
a.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Quatre-Quarts(1)197), pot-au-feu(2), 

rosé(3), eau-de-vie(4), Roquefort(23), 

PASTIS(66), Mont d'Or(135)

7

2
d. 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미디어)
 VTT(127) 1

e. 상점, 상표(의류, 식류, 화장품, 매

체, 학용품 등)198)

 Auchan(5), Canal plus(8), Le Monde

(11), La vache qui rit(14), IKEA(19),

 La Tribune(24), M6(24), Evian(28), 

Carrefour(28), TF1(31), Le nouvel 

observateur(33), Perrier(35), Thonon

(35), Fnac (35), Libération(41), Bonne

 Maman(41), Tisane(41), monoprix(44),

 stabilo(44), France Inter(49), Le vieux 

Pané(49), Le Huffington Post(49),

Picard(49), France Culture(53), Inter-

marché(53), Super U(59), Question 

pour champion(62), PSG(62), BN(64), 

Vittel(64), Café-tabac(68), E.Leclerc

(72), Printemps(72), Figaro(74), Oncle 

Ben’s(74),Le Bon Marché(74),L'équipe

(78), Président(78),Que choisir(82), 

Carte noire(88),Panzani(88),Le Point

(90), Milka(97),GEO(100), L'Humanité

(106), Poulain(106), Mr. Propre(106), 

guignol(110), Le Pastis 51(113), Kiri

(116), Champion(116), Géant(124),Le 

petit marseillais(124), GRAND MÈRE

(128), LU(128),Femme actuelle(13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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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133), canard(137),Le chat(137), 

J'ai lu(139), Bourjois(139), Le Parisien

(143), Mamie Nova(143), Ed(143), 8 à 

huit(149), Paul(149), petit bateau(149) 

2 D.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1
h. 예술(음악, 시각예술, 문학, 연

극, 대중가요)
 boudoir(69), madeleine(115) 2

2 e. 전통과 변화, 역사
 pot de vin(34), 31(40), papa poule

(94), pain blanc(102), billard(148)
5

3 d. 지역 문화, 보안, 제도
 baccarat(57), Erasmus(57), marseillais

(102)
3

4 g. 정부, 정치  Vert(9), PS(21), Elysée(60), FN(80) 4

5 j. 유머  tablettes de chocolat(95) 1

6 i. 종교  dragée(20), poisson(26) 2

7
f. (민족적, 종교적)소수집단, 민족 정

체성

 Bleu(7),Marianne(39),coq(104), coco

-rico(122), poissonnier(126)
5

8 c. 재산(수입 및 유산)  vache maigre(67) 1

9 a. 사회 계층   SDF(17) 1

k.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줄임

말, 축약어 등)

 pub(6), nez creux(9),langue de bois

(12), quatre(13), Sarko(15), carton(16), 

pigeon(18), BD(bédé)(22), taupe(26), 

lune(30), navet(32), blaireau(46), coup 

du lapin(46),pot aux roses(46), resto

(55), perso(55), pot(61), requin(69), 

apéro(71), pommade(77), carotte cuite

(81), exo(83), casquette(84), cocon(84), 

barbu(86), paon(86), langue de chat 

(91), pros(92), bonne poire(95), rapace

(98), semelle(98),bobo(101), boîte(109),

 dirlo(112), promo(118), prépas(121), 

chouchou(123), PQ(132), râteau(14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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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예의범절

2 d.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dos d'âne(35) 1

4 B. 생활환경

1 c.사회 보장 SMIC(139) 1

3 b.주거 조건 HLM(143) 1

e.기관(은행, 출판사, 서점. 기업 

등)

EDF(110), maison mère(114), peugeot

(133), citroën(135), total(139)
5

ex) dragée

      C.C.P. : 세례식 날 주고받는 사탕

   

  위 목록에는 Ae, Dk를 포함하는 문화 어휘가 월등히 많은데, 이는 이 범

주에 속하는 문화요소를 주제로 하는 대화문의 수가 많아야 함을 시사한

다.

  한편 문화 어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는데, 

하나의 문화 어휘가 하나 이상의 문화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였다. 문화 어

휘 선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차례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이자 선별 기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문화 어휘가 하나 이상의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함의된 

문화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밝혀주는 것을 문화요소로 보고, 그것에 ✔로 표

시하기로 한다.

197) 괄호 안 숫자는 문화 어휘의 순위를 의미한다.
198) 새롭게 추가된 문화요소, A. 일상생활의 e. 상점, 상표(의류, 식류, 화장품, 매체, 학용품 등), D.가

치·믿음·행태의 k.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줄임말, 축약어 등) 그리고 B.생활환경의 e.기관(은행, 
출판사, 서점. 기업 등)에 대한 문화 어휘는 그 순위에 상관없이 제시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문

화요소는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설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순위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 표 31 〕문화요소 별 B수준의 문화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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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화요소 : 종교(Di) ✔
              ② 문화요소 : 예배와 의식(Ga)

ex) Sarko 

      C.C.P. : Nicolas Sarkozy(프랑스 전직 대통령, 정치가)   

               의 줄임말

              ① 문화요소 : 정부, 정치(Dg)

              ② 문화요소 :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Dk) ✔

       

  dragée는 가치ㆍ믿음ㆍ행태(D)의 ‘종교(i)’와 관습(G)의 ‘예배와 의식(a)’이

라는 문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치ㆍ믿음ㆍ

행태의 ‘종교(Di)’만을 대표적인 문화요소로 보았다. 그 이유는 ‘세례식 날 

주고받는 사탕’을 의미하는 dragée에는 가톨릭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것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관습 중 하나라는 인상을 주어 상대적으

로 문화적 특수성이 덜 부각되는 ‘관습’이라는 문화적 요소에 비해, 프랑스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줄임말, 축약어처럼 언어적 형태 자체가 문화적 의미가 되어 통용

되는 경우, 함의된 문화요소를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Dk)으로 본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 어휘는 구어에서 자주 활용되는 어휘이며, 그것이 

함의하는 문화요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줄임말 ‘Sarko’는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구어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므로, 그 문화 어휘 형태를 보다 주요한 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셋째, 프랑스 인들의 가치관ㆍ사고방식 등이 반영되고, 관용 표현 속에서 

문화적 함의가 생성되는 문화 어휘의 문화요소는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

형(Dk)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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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râteau

      Sé     : 갈퀴 

      C.C.P. : prendre un râteau 바람을 맞다

               - 문화요소 :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Dk) ✔
       

  문화 어휘 râteau는 ‘prendre un râteau’라는 관용 표현 속에서만 문화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요소는 사상의 동향 및 언어 유형(Dk)이다.

  이와 같이, 문화요소별 문화 어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써 제시된 위 세 가지 사항은 대화문의 주제

에 해당하는 문화요소별 문화 어휘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3) 대화문 활용을 통한 문화 어휘 교수·학습 안 

   

  문화요소 별 B 수준의 문화 어휘를 선별한 것은 대화문을 구상함에 있

어, 주제에 알맞고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본 절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실제 대화문을 구상해 보고, 그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한다. 가령, ‘가치·믿음·행태(D)’의 ‘f.소수집단, 민족정체성’

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Df의 문화 어휘 le coq/les bleus를 활용한 대화문을 

구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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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 한 문화 어휘 le coq/les bleus 활용 대화문199)

     

Sébastien : As-tu vu hier ? Les bleus ont gagné. Ils étaient               

     courageux comme un coq.

Eun-Jung : Tu parles de quoi ? Je n'ai pas très bien compris.             

     Les bleus ...comment ?

Sébastien : Tu n'as pas regardé la télévision hier ? Il y avait             

     un grand match de football. 

Eun-Jung : Et alors ?

Sébastien : Les bleus ont battu les anglais. J'ai bien compris              

     grâce à ce match la raison pour laquelle notre                    

    symbole est le coq. Tu connais notre symbole national ? j'espère.. 

Eun-Jung : Ah...les français ont joué au football avec les anglais!          

    Mais C'est quoi, le symbole alors ?

Sébastien : Tiens ! Tu le savais pas. C'est le coq ! Est-ce que            

   tu sais ce que ça signifie en France ?

Eun-Jung : Qu'est-ce que ça signifie ?

Sébastien : Le coq symbolise le courage et la sagesse. 

Eun-Jung : Ah, d'accord. Mais chez nous, le coq n'a pas la               

     même signification que chez vous. 

Sébastien : Ah bon ? Et alors ? Quelle est la signification chez           

     vous ?  

Eun-Jung : Chez nous, le coq a plutôt une mauvaise réputation.           

     Il symbolise la stupidité. 

Sébastien : C'est vrai ? Dommage... Et quel est le symbole pour              

     le courage et la sagesse ? Quel est le  symbole national chez vous ? 

  위 대화문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 및 교수·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교수·학습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9) 제시된 대화문은 본 연구자에 의해 구상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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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어휘 ‘le coq/les bleus’ 교수·학습

     학습 목표

제시 사항

 ◉ 맥락을 통해, le coq/les bleus에 함의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le coq/les bleus에 함의된 상호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문화 어휘를 탐색할 수 있다.

 ◉ 대화문 속에서 문화 어휘를 활용한 발화를 재구상할 

수 있다.
학습자 대상 및 

언어 수준
 프랑스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 과정 학습자, B 

문화 어휘 

문화 요소(Df)200)

  - coq

  - bleus

상호 

문화  어휘 

프랑스어 한국어

coq : ‘용기와 지혜 상징’ 호랑이  :  ‘용맹과 용기 상징’

bleus : 프랑스 축구선수들
붉은 악마 :한국 축구선수 응원

단, 한국 축구 선수들

 상호문화 

의사소통 표현

 ① Les bleus sont courageux comme un coq.

 ② Pour les français, le coq symbolise le courage     et la 

sagesse.

 ③ Chez les coréens, le coq symbolise la stupidité. 

문법

 ① 의문문

  1. V + S ? (세련된 표현)

    ex) As-tu vu hier ?

  2. Est-ce que S +V  (일상적 표현)

  ex) Est-ce que tu sais ce que ça signifie en France ?

  3. S + V ? (친근한 표현)

   ex) Tu connais notre symbole 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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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단수  quel quelle

복수  quels quelles 

 ② 의문형용사

   Quel/Quelle/Quels/Quelles + 명사

  

  Quel est le symbole national chez vous ? 

  Quelle est la signification chez vous ?  

상호문화 어휘

+

의사소통 연습

· Les bleus ont gagné. 

⇒ Les diables rouges ont  gagné.

· Pour les français, le coq symbolise le courage et la sagesse.

⇒ Pour les coréens, le coq symbolise une stupidité. 

⇒ Pour les coréens, le tigre symbolise le courage. 

· Ils étaient  courageux comme un coq.

⇒ Ils étaient courageux comme un tigre.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학습 안에는 학습 목표, 학습자 대상 및 언

어 수준을 비롯하여 문화 어휘·상호문화 어휘, 상호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

는 의사소통 표현,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

법, 그리고 의사소통 연습을 고려한 상호문화 어휘가 활용된 예문이 포함

되었다. 이렇게 제시된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져야하

는지, 혹은 다루어져야 할 이유와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차례

로 살펴보자.  

  (1) 학습 목표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습득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의 핵심을 인식시켜 전개 될 내용을 보다 빠르고 

200) 가치·믿음·행태(D)의 ‘f.소수집단, 민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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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학습 목표는 상호문화 이해, 문

화 어휘 습득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다. 

  (2) 학습자 대상 및 언어 수준

  학습자 대상 및 언어 수준을 명시하고, 모든 내용이 목표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되도록 한다. 

  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문화 어휘의 경우, 그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은 

문화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문화 배

경 지식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 배경 지식

은 문화 어휘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문화 어휘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 수준에서 학습 대상이 된 문화 어휘에 내포된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령 문화 어휘 ‘coq’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coq’이 상징 동물이 된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하

고, ‘bleus’와 관련하여 프랑스 축구선수들을 ‘bleus’라고 칭하는 이유 및 프

랑스 축구와 관련한 사회문화 소식을 설명해 주는 것은 문화 어휘 습득에 

있어 효율적이라 하겠다.

  (3) 문화 어휘 및 상호문화 어휘 제시

  습득해야 할 B 수준의 문화 어휘와 상호문화 어휘를 제시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

가 어휘력이라고 할 때, 문화 어휘 및 상호문화 어휘는 어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 어휘 및 상호문화 어휘는 각 나라의 사회 구성

원들이 그들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근간을 두고 형성한 사고 및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어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는 바로 보다 수월한 상호문화 어휘 습득으로 이

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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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어 문화 어휘에 상응하는 모국어 문화 

어휘를 찾아보고 그것을 프랑스어로 바꾸어 보는 과정에서 프랑스어의 어

휘력은 깊어질 수 있다. 가령, 한국어 문화 어휘인 ‘호랑이’와 ‘붉은 악마’

를 프랑스어 ‘tigre’와 ‘diables rouges’로 바꿔 보는 과정에서 한국어 문화 

어휘에 대한 프랑스어 어휘 습득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문화 어휘는 목표어 문화 어휘와 그에 상응하는 모국어 문화 어휘, 이 

둘 모두를 일컫는 것이다. 가령,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프랑스어 문화 

어휘 ‘coq’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문화 어휘 ‘호랑이’, 이들은 상호문화 

어휘이다. 또, 축구 선수들을 일컫기 위해 파란색을 상징적 색깔로 사용한 

프랑스어의 ‘bleus’, 붉은색을 상징적 색깔로 사용한 한국어의 ‘붉은 악마’

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호문화 어휘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문화 어휘 

습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학습자들이 대화문을 통해 문화 어

휘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명확한 설명을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때 교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습득된 

문화 어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상호문화 어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4) 상호문화 의사소통 표현

  대화문에서 습득해야 할 의사소통 표현을 명시한다. 이때, 표현들은 습득 

대상이 된 문화 어휘를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바

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표현으로 ‘Les bleus sont courageux comme un 

coq.’과 ‘Pour les français, le coq symbolise le courage et la sagesse.’ 등을 들었다. 

  첫 번째, ‘Les bleus sont courageux comme un coq.’이라는 의사소통 표현

의 경우, 습득 대상 문화 어휘 ‘coq’을 포함하며, 은유 및 비유의 방식으로 

발화 의도를 전달하고자 할 때, 실제 의사소통에서 흔히 활용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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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B’라는 표현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표현은 일상생

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만큼, 일단 한번 습득하면 자주 사용할 수 있어 의

사소통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Pour les français, le coq symbolise le courage et la sagesse.’라는 

문형의 경우, ‘Pour...., S symboliser O’라는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

는 기본 구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표현이다. 첫 번째 표현과 마찬가지로 습

득 대상 문화 어휘 ‘coq’을 포함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문화 어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문화 어휘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여 결국 의사소통의 연습에도 유용하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5) 문법 

   

  대화문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상호문화 어휘 및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

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법 사항을 제시한다. 

  교수·학습 대상이 되는 문법은 문화 어휘 ‘coq’과 ‘bleus’를 어떤 문장에 

넣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호문화 

어휘 습득 및 의사소통 연습을 위한 문화 어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문문이 유용한 문법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

문문은 호기심을 자극하여 상호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 상대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의문형은 상대

방에게 대답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

문이다.   

  (6) 상호문화 어휘를 활용한 의사소통 연습

  의사소통 연습은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 어휘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

을 둔다. 가령, ‘Pour les français, le coq symbolise le courage et la sagesse.’

라는 기본 의사소통 표현에 기초하여, ‘Pour les coréens, le coq symbol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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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설계 

학습 과정 교수자 활동 학습자 활동 수업 형태

1단계 :

(10분)

프랑스어 

문화 어휘 

찾기

  <흥미 유발 및 문화 배경 

지식 설명>

  교수자는 학습 대상이 된 

프랑스어 문화 어휘 ‘coq’이 

들어 있는 대화문을 제시한

다.

            ↓

  교수자는 문화 어휘‘coq’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

화를 설명한다(시각 자료 활

용).

             ↓

  대화문 속에 제시된 문화 

어휘의 의미를 학습자들 스

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끈

다.

  대화문을 읽으며 문화 어

휘 ‘coq’의 의미 유추하기(그

룹 활동)

교수자가 

구상한 

대화문

프랑스 

상징‘coq’

과 관련한

동영상

2인~4인

으로 구성

된 그룹 

활동

2단계 :

(15분)

  <목표어와 모국어 문화 어

휘 비교 및 탐색>

  프랑스어 문화 어휘에 상

응하는 한국어 문화 어휘를 

탐색하기

2인~4인

으로 구성 

된 그룹 

une stupidité.’ 혹은 ‘Pour les coréens, le tigre symbolise le courage.’와 같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및 상호문화에 대한 어휘 교환을 돕는 문장이 생산

되고, 이에 대한 연습이 일어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상호문화 어휘 및 그

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연습을 할 

수 있다.

  (B) 단계별 교수자·학습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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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 

어휘 찾기

  교수자는 대화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유추한 문화 어

휘의 의미를 묻는다. 

            ↓

  프랑스어 문화 어휘가 한

국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

는가를 묻는다.

            ↓

  한국어에서 프랑스어 문화 

어휘가 의미하는 것과 동일

한 모국어 어휘를 찾아, 프랑

스어로 바꿔보도록 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차

이 및 상호문화 어휘의 의미

를 설명하기

활동

3단계 :

(20분)

문화 어휘

를 포함한 

발화 생산

  <문화 어휘를 활용한 의사

소통 연습>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하며 

나눠준 대화문을 설명하며, 

대화문에 활용된 문화 어휘

의 의미를 밝혀준다. 

             ↓

  대화문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과 관련된 문

법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자들은 대화문에 제시

된 의사소통 표현을 토대로 

다양한 발화를 생산하고 연

습하기

2인으로 

구성된 

역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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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 어휘의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문화 어휘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문화 어휘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의사  

     소통 상황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넷째,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문화 어휘 습득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

다섯 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어와 모국어에 존재하는 상이한  

     문화 내용 및 대응 문화 어휘를 탐색하는 것을 도와 풍부  

     한 문화 어휘 습득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상이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능력이 함양되어 의사소통 능력  

  5.5. 정리 및 요약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

요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을 통해 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화 

된 문화 어휘 목록을 제시했으며, 이 문화 어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

수·학습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 어휘를 활용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은 상호문화 접근법을 이론

적 토대로 하는 대화문으로 구상되었다. H. Besse(1993)가 제시한 네 가지 

언어/문화 교육 방법 중 하나인 상호문화 접근법은 문화 어휘 교수·학습에 

동원될 수 있는 이상적은 접근법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유는 R. Galisson에 

따르면 문화 어휘는 상호문화 교류의 최적지이며, 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상호문화 이해 능력 함양의 필요성에 있었기 때문이

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존중 의식이 함의되어 있고, ‘학습자의 능

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인식 및 이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 ‘상호

문화에 대한 분명한 차이 인식을 통한 문화 능력 함양’, 그리고 ‘상상력 강

화 및 문화적 시각의 확장’이라는 특징을 내포하는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

초한 교수·학습의 학습 효과는 아래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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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세 학자 중 상호문화 습득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

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J.-M. Defays의 상호문화 습득 과정에 기초하

여 문화 어휘 습득 모델을 구상했다. 이것은 문화 어휘 습득 과정을 잘 보

여주고, 문화 어휘 습득이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화문은 문화 어휘를 습득하고 의사소통 연습을 하는 데 유익한 실천적 

접근 방법 중 하나로써 제시되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상되고, 대

화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문은 습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구두 연습에 유용했기 때문이

다. 특히 의미 이해가 지시적 의미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함의된 문화를 이

해할 때라야 가능한 문화 어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최소 하나 이상의 

주제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맥락이 있는 대화문은 문화 어휘의 의미를 파

악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대화문을 활용한 문화 어휘 교수·학습이 계획되기 위해 다음의 세 단계 

절차가 뒤따라야 했다. 

  첫 번째는 대화문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었다. 대화문의 주제는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한 문화요소로써 제시한 CECR

의 7가지 상위 문화요소 및 하위 문화요소였다. 

  두 번째는, 주제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를 선별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제

별로 반드시 교수·학습되어야 할 문화 어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이었으며, 이때 주제 별 문화 어휘는 주제가 되는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

는 문화 어휘였다. 선별 대상이 된 문화 어휘는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

에게 적합한 148개의 문화 어휘였다. 

  세 번째는, 실제로 문화 어휘를 활용한 하나의 대화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안을 계획하는 것이

었다. 교수·학습 안에는 학습 목표, 학습자 대상 및 언어 수준을 비롯하여 

문화 어휘·상호문화 어휘, 상호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표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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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법, 그리고 의사소통 

연습을 고려한 상호문화 어휘가 활용된 예문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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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있으며, 

배양의 핵심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의사소통 접근법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 전개되었다.

  의사소통은 이해 능력(듣기와 읽기), 표현 능력(말하기와 쓰기)으로 구성

된 언어 능력에 문화 능력이 더해질 때 그 완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의

사소통 능력은 이 다섯 가지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현될 때 그 향

상을 보이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 능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는데, 그것은 의사소통 접근법이 대두하면서 D. Hymes를 위시한 많은 교

육학자들이 이 문화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

소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능력이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의 방안과 수단을 탐구하고 천착할 때, 언어와 문화의 연계를 고려하

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어와 문화의 연계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

리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의 도입이란 문제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의 동

시적 향상이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화 어휘는 본래 언어와 문화는 공생 관계(commensalisme)에 있다고 본 

R. Galisson이 제시한 어휘문화(lexiculture)와 그것을 운반하는 공유문화 적

재어(mots à C.C.P.)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이 중, 어휘문화는 그가 의사소

통 시 문화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수·학습 

대상으로 제시한 여러 문화 중 하나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결속시키

고, 단어를 통해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 탄생된 개념이었다. 어휘문화를 운

반하는 공유문화 적재어는 ‘공유문화를 적재(C.C.P)한 단어’이다. 이때 ‘공

유문화’는 언어·문화의 공통분모로 작용하여 소속 집단과 동일 집단 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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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써, 다른 문화에 비해 외국인 학

습자가 특히 습득하기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문화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공유문화를 함축한 어휘에 대한 교수·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R. Galisson이 정의한 바로서의 문화 어휘는 어디까지나 유럽인 

프랑스어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제안된 것으로, 이들과 문화적으로나 언어

적으로 차이가 큰 한국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의는 매우 협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 Galisson이 제시한 어휘문화와 

그 발현 양상을 참조하되, 우리 학습자들이 어휘를 통해 느끼는 실제 문화

적 거리감을 고려하여 문화 어휘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를 내용 측면과 형태 측면으로 나누어 재 정의

하였다.

  먼저, 내용 측면에서 문화 어휘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목표어 국가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문화적 양상 변화를 잘 밝혀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

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습득한 문화 중 공유문화 및 

대중문화를 풍부하게 함의하고 있는 어휘로, 화용적 범위가 넓어 외국인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휘’이다. 이처럼 공

유문화 이외 대중문화를 함의하는 문화 어휘는 함의 문화에 공유문화만을 

포함시킨 R. Galisson의 어휘문화 발현 양상과 비교해 폭넓은 개념이다. 

  R. Galisson은 한때 « 공유 » 문화(culture «partagée» )를 달리 규정하기 

위해 « 공유 »라는 말 대신 « 대중적(populair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은 잘못이었다고 밝히며, 이 두 개념 사이에 엄밀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인

다. 곧, 그에 따르면 공유문화란 어떤 인구 층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문화

가 아니라, 모두가 혹은 개인이 소유하는 문화들 가운데 오직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있어 문화적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나, 대중문화란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모

두 혹은 개인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지만, 원어민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문

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화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R. Galisson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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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  

     성과 소속감을 밝혀주는 공유문화를 함축하는 어휘 (공유문  

     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

둘째, 타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타문화에 존재하나 그  

     것의 파생 기원이 목표어 국가에만 있으며, 지시적 의미가  

     유일한 관념을 갖는 것 중 중의적인 문화적 해석이 가능한  

     어휘 (고유명사, 줄임말, 축약어) 

셋째,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시사적 어휘와 사회·문화의 

     변화로 생겨난 신어 (사회문화 신어ㆍ시사어)

넷째, 대중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것 중 목표어 국가의 젊은 층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어휘 (대중어)

다섯째, 외래어가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어 사용되  

     는 것이며, 특히 프랑스인들의 일상대화에 자주 등장하여   

     마치 프랑스어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 한국인 학습자들  

     이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외국어의 어휘 (외래어)

화를 반영한 어휘를 또한 문화 어휘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대중문화

는 공유문화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문화는 아니지만, 그

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에 

뿌리를 두고 생성되곤 한다는 점에서, 공유문화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문화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과 포함관계에 놓여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문화는 프랑스와 다른 문화 혹은 문화 화역을 

소유한 까닭에 문화적 이질감이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목

표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한국인 학습자가 알아야 필요가 큰 문

화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문화 어휘의 다

섯 가지 기준을 그에 부합하는 문화 어휘의 유형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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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독적으로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둘째, 문장 속에서 다른 어휘와 결합할 때라야 비로소 문화적 의  

     미가 형성되는 경우

셋째, 관용적 표현에서 특별한 문화적 함의를 갖는 경우

넷째,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

한 문화 어휘 유형은 공유문화 적재어, 혼성어, 상표명사, 상황어라는 R. 

Galisson의 4가지 어휘문화 발현 양상에 고유명사, 축약어, 줄임말, 사회문

화 신어·시사어, 대중어, 외래어라는 6가지 문화 어휘 유형이 추가된 총 10

개의 부류이다.  

  다음으로, 형태 및 범위 측면에 있어, 문화 어휘란 R. Galisson이 어휘문

화 발현 양상을 단어에만 국한한 것을 넘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구까지를 포함하며, 문화 어휘로 간주되는 범위를 

다음의 네 가지 경우로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문화 어휘에 속하는 유형을 식별하고, 나아가 문화 

어휘의 유형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지표로써, 비문

화 어휘의 공통 자질 및 특징을 추출하였다. 비문화 어휘는,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화용적 범위와 문화의 폭이라는 보편적 자질 및 특징 측면에

서 볼 때, 화용적 범위가 좁고 문화의 폭이 넓은 어휘이다.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화 한 세부적인 자질 및 특징 특면에서 볼 

때, 문어적 의사소통에서 유용하고, 모국어와 동일한 판단의 의미를 함축하

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고, 고착화 된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였다.  

  이처럼 문화 어휘의 개념을 정립한 후, 문화 어휘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화하여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화 어휘를 모두 

교수·학습 대상으로 삼기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문화 어휘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문화 어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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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어휘 목록화를 위해 수행했던 문화 어휘 수집 및 목록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가장 먼저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CECR에 제시된 언어 능력 수준에 준하여, 자립적 사용자

(utilisateur indépendant)에 해당하는 B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지시적 의미 

위에 문화적 의미가 덧붙어져 생성된 문화 어휘는 화용적 범위가 넓어 의

사소통 상에서 의미 파악이 어렵고, 비유와 은유의 방식을 통해 발화를 보

다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곤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수준이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기초 사용자 수준 보다는 높아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다음, 문화 어휘의 수집은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실생활에서 자주 활

용되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문화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원어민들의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를 통해 문화 어휘를 수집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문화적 내용이 풍부한 B 수준의 교재인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라는 총 4종의 교재를 통해 문화 어휘를 보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어휘의 순위를 결정했다.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ㆍ문화 어휘 성격ㆍ문화요소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빈도수는 효율적인 어휘 목록을 작성하고자 할 때 어휘 선별을 위해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 원어

민들이 일상대화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화 어휘를 아는 것이 의사소

통 능력의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화 어

휘의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

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문화 어휘 성격의 분석은 ‘안정성 대 유동성’, ‘암시성 대 명시성’ 그리

고 ‘의사소통 상황 의존성 대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성’과 같은 대립 관계

에 놓인 6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문화 어휘 성격 분석 결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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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문화 어휘를 CECR(2001:25)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언어 수준, 

곧 A 수준(기초 사용자) 어휘, B 수준(자립적 사용자) 어휘, C 수준(숙달된 

사용자) 어휘로 분류하고,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인 B 수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B 수준의 문화 어휘의 특징은 ‘안정적·암시적·의사

소통 상황 비 의존적’이며, B 수준에서 습득해야 할 어휘 수로 규정한 ‘상

위 50% 내’에 드는 것이었다. 

  문화요소는 문화 어휘에 내포된 것으로, 문화 어휘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였다. 따라서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

요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문화요소를 선정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CREDIF(1959-1996) 및 프랑스어 학자 J.-P. Fichou(1979), L. 

Porcher(1982), CECR(2001)가 제시한 문화요소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그 

중 CECR에서 제시한 문화요소를 기준 문화요소로 삼았다. CECR에서는 한

국인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일상적 문화요소에서부터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ㆍ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원어민

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심층적인 문화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총체적으로 문화요소들을 분

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CECR의 7가지 문화요소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화했다. 본 연구

에서는 어떤 문화요소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

학습 상황’, ‘특수 문화’ 그리고 ‘학습자의 문화 지식 상태, 필요 및 흥미’

라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R. Richterich(1985:6-8)의 이 세 가지 

기준을 수용하여 문화요소의 중요도를 판가름 하는 기준으로 삼고, 각 기

준에서 도출된 주요 문화요소의 출현 빈도에 의거하여 문화요소의 순위를 

결정했다.

  순위화를 위해 수치화 과정이 불가피했으므로, 각 세부 기준에 특정 점

수를 부여한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의 

순위화 도식을 제시했다. 점수는 ‘1단계, 빈도수 → 2단계, 문화 어휘 성격 

→ 3단계, 문화요소’와 같이 3단계를 걸쳐 취합되었으며, 취합된 점수의 합

계로 문화 어휘의 순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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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의 순위화 도식

으로부터 주요 문화 어휘의 순위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이러한 주요 문

화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할 것인가는 본 

연구의 최종 과제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접근법에 이론적 기반을 

둔 대화문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하였다.

  끝으로, 문화 어휘는 그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비

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많은 문화 어휘가 아직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외국인 학

습자가 문화 어휘를 알지 못해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여러 문화 어휘 유형을 살펴보며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교수·학습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문화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어휘 목록 혹은 문화 어휘 사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어휘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서두에서 본 연구의 동기 및 필요성을 밝히며 

언급한 바 있듯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언어 및 문화 능력 함양

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교수·

학습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은 미미했다. 문화가 함의되어 있는 문화 어휘

는 그 자체로 언어와 문화가 긴밀히 연계된 상태여서 언어 능력과 문화 능

력이라는 두 능력을 동시에 자연스럽게 함양시키는 데 더 없이 유리한 도

구이다.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

해 문화 어휘를 활용한 교수 자료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문화 어휘에 함의된 문화요소를 주제로, 문화 어휘를 활용한 대

화문 개발은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교수자가 매 시간 문화 어휘를 활

용한 대화문을 구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은행과 같이, 

언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어휘가 포함된 대화문을 주제별로 제작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립한 문화 어휘 개념 및 유형

들이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인 문화 어휘 목록 혹은 문화 어휘 사전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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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제별 대화문을 구상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그와 관련한 작

업은 후행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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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어휘 설문 요청문 및 설문지

Le 25 Février 2011 en Corée. 

Mademoiselle, En-Jung KIM 

doctorante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Département d’Education du français. 

  Bonjour ! 

 

  Je suis doctorante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Je suis en train d'écrire une 

thèse qui a pour sujet ‘Étude de l'établissement d'un lexique culturel pour l'enseignement 

et l'apprentissage efficace du français’. Dans le cadre de la rédaction de cette étude, 

il faut ‘le lexique culturel’ plus important. La fréquence est une des manières qui nous 

permet de mesurer ou justifier l'importance du lexique culturel. J'ai donc besoin de 

vérifier la fréquence du lexique culturel par une enquête. Cette enquête me permettra 

de sélectionner les lexiques culturels les plus usités dans la conversation quotidienne 

des Français et qui causent des difficultés de communication pour un non francophone. 

Pour la véracité de mon étude, merci de répondre à cette enquête avec attention. 

● But de cette enquête 

  Il s’agit de connaître la fréquence du lexique culturel qui sera la ressource de ‘Étude 

de l'établissement d'un lexique culturel pour l'enseignement et l'apprentissage efficace 

du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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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gne

1. Choisissez la fréquence du lexique culturel le plus usité chez vous. ‘1’ signifirait 

du lexique culturel moins usité et ‘5’ signifirait celui le plus usité.

Plus présisément, le niveau de fréquence est ainsi: 

1: le moins usité

2: rarement usité

3: parfois usité

4: souvent usité

5: le plus usité

2. Inscrivez votre âge et le nom de la ville où vous habitez.

● Attention ! 

  Le sens culturel (numéroté ‘2’) est le plus important pour l’enquête. Pensez à ce 

sens quand vous répondez. Le sens référentiel (numéroté ‘1’) est donné à titre indicatif 

pour clarifier le sens culturel. Attention, le sens référentiel n’est pas toujours 

commenté quand il est transparent. 

* Définition de lexique culturel

  Le lexique culturel est basé d'une part sur le concept de la lexiculture qui la culture 

mobilisée et actualisée dans et par les mots de tous les discours dont le but n'est pas 

l'étude de la culture pour elle-même(Galisson. 1995:6) et d'autre part sur les 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mots à C.C.P.) qui véhiculent la lexiculture. Cependant 

comme Galisson a créé ces deux concepts pour les apprenants européens, ils sont t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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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eints pour les appliquer aux apprenants coréens au niveau du contenu culturel et 

de la forme linguistique qu'ils doivent savoir. Le lexique culturel est le nouveau terme 

créé en compte les apprenants coréens comme concept plus large et développé à ces 

deux niv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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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s (1. Signifié(Sé) / 2. charge culturelle partagée(C.C.P.))
fréquence 

sur 5

apéro

2. Apéritif autour de petits feuilletés au romarin et de diverses 

noix. Un apéritif, ou familièrement un apéro, est une boisson 

alcoolisée, servie avant le repas dans certaines cultures afin 

d'ouvrir l'appétit. L'apéritif est souvent bu après avoir trinqué, 

selon la tradition. Sont choisies en général des boissons à la 

base de plantes connues pour leur vertus apéritives, comme 

l'anis.

L'apéritif désigne par extension la collation qui peut précéder le 

repas. Cela englobe alors les amuse-gueules, parmi lesquels les 

plus classiques sont les pistaches, les chips ou les cacahuètes. 

l'apéritif désigne le moment de convivialité (le lieu de 

sociabilité) où des personnes se retrouvent pour consommer ces 

boissons et ces aliments en discutant, même sans qu'il soit 

prévu de prendre un repas en commun ensuite. À ce titre, 

l'apéritif est aussi un repas léger, où peuvent également être 

consommés des cocktails.

1 2 3 4 5

arabe du 

coin

2. une épicerie de quartier tenue par une personne d'origine 

nord-africaine. Ces commerces ont la particularité d'être ouverts plus 

tardivement que les commerces traditionnels. L'expression « arabe 

du coin », qui peut prendre une connotation discriminatoire ou au 

contraire d'inclusion selon la perception de celui qui l'utilise ou 

qui la reçoit, correspond surtout à des phénomènes ethnologique 

et économique bien particuliers.

1 2 3 4 5

André
1. un prénom

2. un magasin de chaussurs féminin et masculin au prix moyen
1 2 3 4 5

AB   2. agriculture biologique 1 2 3 4 5

Axa   2. companie d'assurance, très connue 1 2 3 4 5

Alice

1. prénom féminin

2. Fournisseur d'accès haut débit. Propose la téléphonie et la 

télévision par ADSL. Hotline gratuit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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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oise

1. petit tableau 

2. Compte de marchandises, de consommations prises à 

crédit: ardoise signifie «dette»

 ex) Je paie mon ardoise. régler son ardoise(régler sa dette).

     Il est très endetté, il a des ardoises partout. 

1 2 3 4 5

Alstom 2. une grosse entreprise industrielle 1 2 3 4 5

Auchan

2. une enseigne et un groupe français de distribution et de 

finance fondés en 1961 par Gérard Mulliez et dirigés par lui 

jusqu'en 2006. En 2010, il s'agit du treizième distributeur 

mondial, derrière le concurrent français Carrefour.

1 2 3 4 5

B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BNP   2. banque nationale de Paris 1 2 3 4 5

Benjamin
1. un nom propre ou commun

2. le dernier enfant d'une fratrie
1 2 3 4 5

baleine

1. un mammifère marin de grande taille classé dans l'ordre 

des cétacés. 

2. grosse fille

1 2 3 4 5

bonus-

malus

1. Façon d’encourager les bonnes actions et de décourager les 

mauvaises, en octroyant un bonus en cas de bon comportement et 

un malus en cas de mauvais comportement. 

 2. Le bonus-malus d'une assurance; un système de décote 

(ou surcoût) utilisé par les assureurs pour favoriser les bons 

conducteurs (et pénaliser les conducteurs à risques)  

    ex) J'ai un malus sur mon assurence. Au fur et à mesure 

que on conduit, chaque année, si on n’a pas d’accident, on 

obtient du «bonus». C’est un pourcentage de réduction du 

prix de l’assurance, A chaque accident, on a du «malus», 

c'est-à-dire que l’assurance diminue le bonus quand on en a 

u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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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bédé)

2. La bande dessinée. C'est un art, souvent désigné comme 

le « neuvième art » d’après une série d’articles Neuvième Art, 

musée de la bande dessinée parue sous la signature de Morris 

dans le Journal de Spirou entre 1964 et 1967. 

1 2 3 4 5

boîte
1. une boîte carrée

2. un discotheque(«boite de nuit»)
1 2 3 4 5

Bobo

2. contraction de bourgeois-bohème, traduction de l'anglais 

bourgeois bohemian, est issu d'un livre de David Brooks intitulé 

Bobos in Paradise publié en 2000 ; il s'agit d'une sorte de 

sociostyle, c'est-à-dire de tentative de caractériser un groupe 

social selon les valeurs que ses membres partagent, plutôt que 

selon des caractéristiques socio-économique ou démographique. 

L'auteur entendait caractériser et regrouper sous ce terme 

l'évolution et la transformation du groupe des yuppies des années 

1980.

    ex) voila, les bobos !

1 2 3 4 5

barbu

1. ceux qui portent une barbe 

2. ceux qui réclament de l'islame. un sens religieux. Cela ne 

designe que les hommes prônant un islam extremiste, au sens 

péjoratif

Utilisation culturelle récente(depuis 11 sept 2001) péjoratif et 

familier.

1 2 3 4 5

bling-bling

1. Le terme « bling-bling » est issu du jargon hip-hop et 

désigne les bijoux et l’accoutrement de certains rappeurs, 

mais aussi le style ostentatoire et excessif de leur mode 

de vie.

2. l’expression est utilisée pour qualifier Nicolas Sarkozy par 

certains critiques, notamment le journaliste Nicolas Domenach 

de l'hebdomadaire Marianne pour fustiger l'affichage ostentatoire de 

signes extérieurs de richesse, comme les montres ou les 

lunettes de soleil de grandes marques, la soirée au Fouquet's 

le soir de son élection, ainsi que les vacances sur le yacht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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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Vincent Bolloré. On a alors parlé de « droite bling-bling 

», inspirée de l'expression « gauche caviar ». Nicolas 

Sarkozy a ultérieurement lui-même reconnu des erreurs dans 

la perception « bling-bling » de son style.

 ex) Tu as la vie bling-bling !

 ex) A : Comment tu trouves mon style ? 

     B : Toutes ces chaines en or, c'est très bling-bling        

        comme un petit Sarko.

banane

1. Fruit comestible du bananier de forme allongée. 

2. (Familier) Avoir la banane, avoir bon moral, Être heureux 

  Ex) Luc a la banane car il vient de réussir sa meilleure   

    prestation. 

1 2 3 4 5

Bab

2. Bab est l'apocope de : Baba-cool, une tendance de mode

 Bab désigne ceux qui veulent être proches de la nature(ceux 

qui sont décontractées, plutôt rêveuses, refusant la vie 

stressante et l’hyper technicisation, prônant le retour à la 

nature …) et qui aiment s'habiller naturellement, souvent une 

taille de plus que nécessaire, normal.

  ex) Chez les baba cool, le bio est très à la mode.

1 2 3 4 5

Bic
2. marque de stylo à bille

  ex) Est-ce que tu peux me prêter un Bic ? 
1 2 3 4 5

Bleu
1. couleur

2. les Français
1 2 3 4 5

blaireau

1. un animal

2. quelqu'un qui n'est pas sérieux, un peu loueur, menteur, 

surtout idiot

1 2 3 4 5

bakchiche

2. c'est un mot d'arabe. Signifie argent de corruption.

 ex) A : Il est d'interdit d'y passer ?

     B : avec combien de bakchiche, tu me permets d'y     

        passer ?

1 2 3 4 5

blé
1. un terme générique qui désigne plusieurs céréales appartenant au 

genre Triticum.
1 2 3 4 5



- 257 -

2. de l'argent

baccarat

1. une ville du nord-est de la France, célèbre pour son 

cristal.

2. marque francaise célèbre de cristal.

1 2 3 4 5

baraque

1. une construction légère, en planches à l'origine.

2. (Populaire) Personne de carrure imposante.

    ex) Il est taillé comme une baraque.

1 2 3 4 5

boudoir

2. une petite pièce dans un logement aménagée entre la salle 

à manger et la chambre à coucher. Le marquis de Sade 

(1740-1814), auteur littéraire, a contribué à développer une 

renommée à cette petite pièce dédiée à l'intimitédes 

causeries féminines. Depuis le succès de son ouvrage La 

Philosophie dans le boudoir, ce petit salon a une réputation 

sulfureuse combinée à celles de tous les échanges et ébats.

Le mot boudoir vient de bouder qui signifie se mettre à 

l'écart.

 ex) elle avait son boudoir. 

1 2 3 4 5

billard

1. un jeu d'adresse àun ou plusieurs joueurs qui se pratique 

sur une table (appelée billard) bordée de bandes sur laquelle 

on fait rouler des billes de billard (appelées aussi boules) que 

l’on frappe à l’aide d’une queue.

2. la table d’opération

« Passer sur le billard », cette expression, signifiant passer 

sur la table d’opération, daterait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où, manquant de table d’opération, on aurait mit les 

blessés sur des tables de billard réquisitionnées.

Pendant la guerre de 1870, le café des Soquettes à Sedan, 

se serait transformé en hôpital provisoire. Les blessés du 

champ de bataille, dont le maréchal Mac-Mahon, auraient été 

soignés sur les tables de billard du restaurant. De là est 

peut-être née l’expression « passer sur le billard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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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re hypothèse plausible, à la fin du XIXe siècle, la 

maison Heymen-Billard, fondée à l'origine par Louis Alexandre 

Billard (v 1809-1884), médecin et dentiste, fabrique sous le 

nom Billard des fauteuils dentaires. De par leur succès, le 

patient passait sur le billard, au sens de passer sur le fauteuil 

dentaire, l'expression aurait ainsi été étendue àl'ensemble des 

opérations chirurgicales.

Badoit

2. une marque d'eau minérale naturellement gazeuse appartenant 

au groupe agroalimentaire français Danone, division Eaux. Sa source 

se situe à Saint-Galmier dans le département de la Loire.

1 2 3 4 5

BN

2. Biscuiterie Nantaise, une marque française de biscuit et de 

snacks.

   ex) un choco BN

1 2 3 4 5

Bridel 2. une marque de produits laitiers: lait, beurre, crème («Bridélice») 1 2 3 4 5

braderie de 

Lille

2. une manifestation populaire qui se déroule chaque année à 

Lille (Nord, France), le premier week-end de septembre. Ses 

origines remontent au XIIe siècle et elle accueille chaque 

année entre deux et trois millions de visiteurs. La Braderie de 

Lille est l'un des plus grands rassemblements de France et le 

plus grand marché aux puces d'Europe.

1 2 3 4 5

Le Bon 

Marché

2. Au Bon Marché est, historiquement, le tout premier grand 

magasin français, situédans le 7e arrondissement de Paris, au 24 

rue de Sèvres, à l'angle de la rue de Babylone et de la rue du 

Bac.

En 1989, après 151 années d'existence, le magasin Au Bon 

Marché change de nom et devient Le Bon Marché.

1 2 3 4 5

Bourjois 2. une marque d'origine française de cosmétiques. 1 2 3 4 5

bonne poire

2. L’expression «une bonne poire » = Personne trop serviable ou 

généreuse par faiblesse de caractère.

 ex) Eh, je suis ni une banque, ni une bonne poire, alors 

tes cinq cent euros, tu iras les demander ailleurs !

1 2 3 4 5

Bonne 2. célèbre marque de Confiture, Yaourts, Desserts et Gâteaux.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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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n

bar-PMU
2. un bar où on joue le PMU(Pari mutuel urbain). souvent 

un bar très populaire.
1 2 3 4 5

bluff

1. une technique de jeu consistant à jouer comme si l'on 

avait un jeu différent de celui détenu en réalité. Très utilisé 

dans de nombreux jeux de cartes, dont principalement le poker.

2. tromprie

1 2 3 4 5

C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Carrefour

1. carrefour dans la rue

2. un groupe français du secteur de la grande distribution. 

En 2010, c'est le 2e groupe mondial de ce secteur en termes 

de chiffre d'affaires derrière l’américain Wal-Mart. Créé en 

1959 à Annecy, il est présent en Europe, en Amérique du Sud 

et en Asie, ainsi que dans d’autres zones du monde sous 

forme de partenariat local. 

1 2 3 4 5

coop

2. nom de magasin qui ne vend que des produits bio : 

diminutif de "coopérative" car les magasins sont organisés 

selon ce système presque associatif.

1 2 3 4 5

Canard

1. un terme générique qui désigne des oiseaux aquatiques, 

aux pattes palmées et au bec caractéristique, domestiqués ou 

non. 

2. presse

1 2 3 4 5

Casino
1. là où on joue 

2. une chaine de petits magasins
1 2 3 4 5

classe

2. lié à la classe sociale. pour désigner l'état superieur/ 

revoir du style /une mode attirante

ex)     ex) A: Comment tu vas chez ton amie avec de grosesvalises ?     

        B: Mon amie va venir me chercher jusqu'à ma maison. 

      A: C'est (la) classe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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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Elle est classe, ta voiture!"

Citroën

2. un constructeur automobile français fondé en 1919 par 

André Citroën qui fait partie du groupe PSA Peugeot Citroën 

depuis 1976.

Citroën a toujours été réputé pour ses technologies d'avant-garde 

et, à plusieurs reprises, a révolutionné le monde de l'industrie 

de l'automobile.

1 2 3 4 5

cocorico

1. Onomatopée par laquelle on désigne le chant du coq. 

2. Utilisée pour exprimer son patriotisme français. 

EX)"Quand on vient ici, on comprend que notre pays a 

raison de confirmer son choix fort pour l'industrie. Je ressortirai de 

cet endroit avec un peu d'orgueil, un peu de fierté de mon pays. 

Je fais un petit cocorico, parce qu'il y a une part de génie 

français dans ce que vous faites." Ainsi Patrick Devedjian 

vante-t-il les mérites du petit millier d'agents de la SNCF 

employés au technicentre de Bischheim, au nord de Strasbourg. 

— (Libéstrasbourg.fr, Thomas Calinon, Devedjian fait "cocorico" 

aux ateliers SNCF de Bischheim, lien, 19 février 2009)

   ex) Cocorico, l'équipe de France a gagné !

1 2 3 4 5

carotte cuite

2. ca vient de l’expression de « Les carottes sont cuites ». 

Ceci signifie que la situation est quasiment désespérée. 

L'origine de cette expression, qui fut aussi un code sur Radio 

Londres est mal connue - peut-être c’est une allusion à 

l'impuissance masculine, puisque lorsque les carottes sont cuites 

elles perdent leur rigidité.

1 2 3 4 5

coup du 

lapin

2. une locution populaire largement utilisée pour parler d'un 

traumatisme du rachis cervical. Il peut en fait désigner soit un 

traumatisme indirect (dû au mouvement de la tête), soit un 

traumatisme direct (coup porté).

En effet, on tue traditionnellement le lapin par un coup 

direct derrière la nuque qui produit un traumatisme en 

hyperextension avec une fracture ou une luxation haute du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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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is cervical entraînant des troubles neurologiques et la mort 

par lésion du bulbe rachidien. 

choucroute

1. Une spécialité régionale d'Alsace.

2. "quel rapport avec la choucroute ?" ou "ça n'a rien à voir 

avec la choucroute" : employé pour signifier que les propos 

tenus n'ont aucun lien avec le sujet en cours.

1 2 3 4 5

coolitude 2. attitude cool, pris d'anglais mais francisé. 1 2 3 4 5

caisse

1. caisse de magasin

2. voiture

 ex) Je ne sais pas où est-ce que j'ai garé ma caisse.

1 2 3 4 5

chouya

2. un mot d'arabe, signifie une très petite quantité. Ceci se 

dit beaucoup en France 

   ex) A: tu voudrais un café? 

       B: Ah..oui, un chouya.

1 2 3 4 5

Carte noire 2. une marque de café 1 2 3 4 5

Chouchou

1. un mot familier qui désigne quelqu'un que l'on préfère 

dans un groupe.

2. titre d’un film comique de Merzak Allouache (2003) avec 

Gad Elmaleh et Alain Chabat.

1 2 3 4 5

casquette

1. un couvre-chef de tissu, cuir ou matière synthétique, 

pourvu d'une visière, à la mode depuis le début du XIXe 

siècle, très apprécié des jeunes et des sportifs pour son aspect 

léger et pratique. La visière permet d'être moins ébloui.

2. rôle et fonction de quelqu'un. /fonction.

 Quelqu’un peut avoir plusieurs casquettes

donner un avis en tant que professionnel de son métier, 

puis ensuite donner un avis en tant que trésorier d’une 

association, il pourra dire qu’il change de casquette pour 

donner le deuxième avis

 Par casquette, on pouvait reconnaître le rôle et statut  d'une 

personn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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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 Tu viens travailler en été ? 

    B: Non, je viens cette fois-ci avec casquette de voyage !

 ex) Elle a plusieurs casquettes: femme, mère et chef d'entreprise.  

clou

1. une pièce métallique de forme allongée servant à fixer 

deux objets l'un à l’autre

2. En gage au Mont-de-Piété, ou au rebut.

 Mettre au clou : se débarrasser d’une chose sans trop de 

valeur ou la mettre au mont-de-piété.

   ex) A : T'as perdu ta montre ?

       B : Non, elle est mis au clou ! 

1 2 3 4 5

Canal plus

2. une chaîne de télévision semi-généraliste française privée à 

péage axée sur le cinéma et le sport. Toute première chaîne 

privée à péage en France, elle appartient au groupe Canal+ 

(Filiale du Groupe Vivendi).

1 2 3 4 5

Clinique
1.établissement hospitalier privé

2. produits crées par des Dermatologues. Soin, Maquillage ...
1 2 3 4 5

carton

1. un papier rigide et plus épais que le papier ordinaire.

2. faire un carton: Tirer sur une cible, sur une ou plusieurs 

personnes/Remporter un grand succès, une nette victoire.

ex) Il a fait un carton avec ses autocollants

Tout vient à l'origine de ce carton qu'on trouve dans un 

stand de tir ou dans une fête foraine et qui sert de cible.

Tirer sur une cible ou sur quelqu'un n'a d'intérêt que si la 

cible est atteinte ou, autrement dit et dans le cas du carton, 

lorsqu'on marque un maximum de points.

  Et plus on en marque, plus on a des chances de gagner 

dans le cas d'un concours, donc de rencontrer un succès qu'on 

espère le plus écrasant possible.

1 2 3 4 5

cocon

1. l'enveloppe de la nymphe de certains insectes. 

2. s'enfermer dans son cocon: Rester seul(e) 

  ex) Je m'enferme dans mon cocon.

1 2 3 4 5

Champion 1. les performances supérieures aux autres, dans le cadr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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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e compétition de n'importe quelle nature. 

2. Champion (marque déposée) était une enseigne française 

de supermarchés appartenant à la société CSF (Carrefour 

Supermarchés France), filiale du Groupe Carrefour. 

Colissimo

  2. Colissimo est le nom du service de livraison de colis aux 

particuliers de la Poste française. La gamme de services 

propose des services d'emballages prêts à expédier (les boîtes 

jaunes) d'affranchissement aux guichets et sur internet.

ex) Je t’ai envoyé un colissimo.

1 2 3 4 5

coq

1. le représentant mâle adulte, principalement de plusieurs 

espèces presque exclusivement de galliformes, en partіculier le 

coq domestique. 

2. un symbole national de la France. 

ex) être comme un coq en pâte = Mener une existence 

confortable et douillette./Etre bien soigné, avoir toutes ses 

aises.

1 2 3 4 5

coloc 2. Abréviation de colocation. 1 2 3 4 5

Castrorama 

2. une chaîne française de grande distribution de bricolage, 

de décoration et d'aménagement de la maison. Castorama a 

même fait des jeux de bricolage (le castor bricoleur).

1 2 3 4 5

coworking 

2. un type d'organisation du travail qui regroupe deux 

notions : un espace de travail partagé, mais aussi un réseau de 

travailleurs encourageant l'échange et l'ouverture.

 L'idée à l'origine est de permettre aux travailleurs 

indépendants de ne pas rester isolés chez eux et de pouvoir 

trouver, dans ce lieu et à travers ce réseau, un espace de 

socialisation propre à l'entreprise.

1 2 3 4 5

Carte 

orange

2. un titre de transport sous forme d'abonnement hebdomadaire ou 

mensuel pour se déplacer de manière illimitée en Île-de-France par 

les différents moyens de transport en commun gérés par le Syndicat 

des transports d'Île-de-France (STIF).

1 2 3 4 5

Carte vitale 2. la carte d'assurance maladie de l'assurance maladie en 1 2 3 4 5



- 264 -

France

Copains 

d’avant

2. un site Web français de réseautage social appartenant au 

Benchmark Group. Créé en 2001, il permet aux participants de retrouver 

d'anciens camarades qui ont partagé leur scolarité (à l'école primaire, au 

collège, au lycée et dans les cursus universitaires), ainsi que leurs activités 

associatives et professionnelles (entreprises, administrations).

1 2 3 4 5

covoiturage 

2. c'est faire un trajet en voiture avec quelqu'un qu'on 

connais ou non pour partager les frais et avoir une démarche 

plus écolo (moins de carbone émis par personne). Il y a des 

sites pour mettre en relation les gens qui veulent faire un 

trajet en commun. covoiturage.fr

 ex) Trouvez votre covoiturage. 

1 2 3 4 5

crêpe 

2. un mets composé d'une très fine couche de pâte faite à 

base de farine (principalement de blé ou de sarrasin) agglomérée à 

un liquide (lait, parfois mélangé à de l'eau ou de la bière) et 

cuite dans une poêle ou sur une plaque chauffante.

À la fête de la Chandeleur ou au Mardi Gras, il est fréquent 

de cuisiner des crêpes en France ou en Belgique. Cette 

tradition est immortalisée dans le canon traditionnel français :

La veille de la Chandeleur…

L'hiver se passe ou prend rigueur

Si tu sais bien tenir ta poêle

À toi l'argent en quantité

Mais gare à la mauvaise étoile

Si tu mets ta crêpe à côté.

1 2 3 4 5

CDI

2.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En France, en droit du travail, un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ou CDI) est la forme normale du contrat de travail passéentre deux 

personnes : l'employeur (une personne morale ou un commerçant 

exerçant en nom propre ou un artisan ou un « 

particulier-employeur ») et le salarié, sans limitation de duré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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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é-tabac 2. café ayant également une activité de débit de tabac  1 2 3 4 5

Le chat 2. Marque du produit de lessive 1 2 3 4 5

D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dos d'âne
2. Ralentisseur, bande épaisse de goudron destiné à faire 

ralentir les automobilistes.
1 2 3 4 5

Danone

  2. groupe agroalimentaire français, crééen 1973 et devenu un 

acteur international majeur de la production et de la 

commercialisation des produits laitiers frais, de l'eau conditionnée, de 

l'alimentation infantile et de la nutrition clinique. 

1 2 3 4 5

Darty

2. une entreprise française de magasins spécialisés dans la 

vente d'électroménager, de matériels informatiques et audiovisuels 

(télévision et audio), filiale de la société Kesa Electricals PLC.

1 2 3 4 5

doodle
2. un service en ligne gratuit, principalement utilisé pour 

choisir une date de réunion avec sondage des participants.
1 2 3 4 5

demi

1. Moitié d’unité.

2. Verre de bière de 25 cL (250 mL)

ex) Je voudrais un demi / Je prends un demi. =Je voudrais 

une bière. 

1 2 3 4 5

DUT
  2. 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un diplôme national 

de l’enseignement supérieur français créé en 1966. 
1 2 3 4 5

DRH

  2. Directrice/directeur des ressources humaines d'une organisation 

(entreprise, association ou institution) y est responsable de la gestion 

des ressources humaines.

1 2 3 4 5

2CV

 2. (deux-chevaux) est une voiture populaire française 

produite par Citroën entre le 7 octobre 1948 et 27 juillet 

1990.

1 2 3 4 5

dirlo  2. nom masculin singulier directeur 1 2 3 4 5

dragée 
 2. une confiserie généralement constituée d'un noyau dur enrobé 

de sucre. Les dragées sont traditionnellement offertes à l'occasion de 
1 2 3 4 5



- 266 -

baptêmes, de mariages ou de communions.

E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Esso
2. marque associée à la compagnie pétrolière américaine ExxonMobil, 

anciennement Standard Oil (S.O.).
1 2 3 4 5

eau-de-

vie

2. l'eau-de-vie est un produit de la distillation d’un liquide 

faiblement alcoolisé produit à partir de vin, de fruits, d’herbe 

ou de grains. Elle désigne couramment de nombreuses boissons 

alcoolisées telles que l'armagnac, le cognac ou le rakı(vins de 

raisin), la vodka ou aquavit (grains ou pomme de terre), le 

calvados ou lambig (cidre de pomme, poiré de poire), le 

genièvre (grains), l'abricotine (abricot), la gentiane (gentiane) 

ou le kirsch (cerise).

Les eaux-de-vie et les liqueurs font partie des digestifs.

En anglais, le terme eau-de-vie ne désigne en général que 

les eaux-de-vie produites à partir de fruits ou d’herbes, et non 

de grains.

L’eau de vie fut élaborée au Moyen Âge par des 

alchimistes qui tentaient de créer un élixir de longue vie. On 

a longtemps attribué des vertus médicinales à l’eau-de-vie, 

avec une certaine raison car le degré alcoolique de la plupart 

des eaux-de-vies en fit d'excellents antiseptiques utilisables en 

internes (gargarismes en cas d'inflammation de la sphère ORL). 

Elle servait encore à soigner les enfants jusqu’à l’aube du 

XXe siècle, avec certains dégâts sur leur développement 

physique et mental ainsi que leur santé à long terme du fait 

des doses données.

1 2 3 4 5

L'équipe 2. nom de magazine du sport 1 2 3 4 5

EDF
2. travaux EDF ,Électricitéde France (EDF) est la principale 

entreprise de production et de fourniture d'électricité en Franc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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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ysée

1. palais de l’Élysée est un hôtel particulier parisien, situé 

au n°55 rue du Faubourg-Saint-Honoré à Paris, dans le VIIIe 

arrondissement. Il s'agit du siège de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de la résidence officiell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puis la IIe République.

2. l'expression « l'Élysée », pour désigner les services de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1 2 3 4 5

L'Etudiant
2. un magazine spécialisé dans la vie étudiante, les jobs 

étudiants, les logements étudiants et surtout leurs orientations.
1 2 3 4 5

E.Leclerc

2. une coopérative de commerçants et une enseigne de grande 

distribution à prédominance alimentaire d'origine française. Elle 

regroupe des magasins indépendants de plusieurs pays européens 

respectant les exigences de l'organisation.

1 2 3 4 5

Evian

2. Évian-les-Bains est le chef-lieu du canton d'Évian-les-Bains, en 

Haute-Savoie, en France, sur les bords du lac Léman. Évian est 

surtout connu pour son eau minérale, exploitée par la Société 

anonyme des eaux minérales d'Évian, filiale du groupe Danone.  

Marque d'eau minérale   

1 2 3 4 5

Ed  2. chaîne de supermarchés du groupe Dia. 1 2 3 4 5

Erasmus

  2. 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est le nom donné au programme d'échange 

d'étudiants et d'enseignants entre les universités et les grandes 

écoles européennes. C'est un sous-ensemble du programme 

Education et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EFTLV)/Lifelong 

Learning (LLL). Le nom du programme vient du moine humaniste 

et théologien néerlandais Érasme (1465-1536).

1 2 3 4 5

exo  2. Abréviation de exercice 1 2 3 4 5

F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Freebox 2. La Freebox est un appareil électronique fourni par le FAI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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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Free à ses abonnés haut débit. De nombreux 

fournisseurs d'accès français ont donné à leur modem un nom 

se terminant par box imitant ainsi le nom de la Freebox.

Franprix
2. une enseigne de magasins de proximité détenue à 95 % 

par le groupe Casino. 
1 2 3 4 5

Le Figaro

2. un journal français fondé en 1826 sous le règne de 

Charles X. Il est à ce titre le plus ancien quotidien français 

encore publié. Il a été nommé d'après Figaro, le personnage de 

Beaumarchais, dont il met en exergue la réplique :« Sans la 

liberté de blâmer, il n'est point d'éloge flatteur. »

1 2 3 4 5

Fiat

  2. acronyme de Fabbrica Italiana Automobili Torino ou en 

français, « Fabrique italienne d'automobiles de Turin », est un 

constructeur automobile italien.

1 2 3 4 5

Feu vert
 1. feu de circulation (vert, orange ou rouge)

 2. chaîne de magasin spécialisée dans l’automobile
1 2 3 4 5

Femme 

actuelle

2. un magazine hebdomadaire féminin français édité par le 

groupe Prisma Presse.
1 2 3 4 5

film culte

  2. un film généralement original ayant acquis un groupe 

fortement dévoué de fans. Le terme ne désigne ni un genre au 

sens propre, ni une qualité esthétique, mais qualifie un film en 

fonction de la façon particulière dont il est reçu par le public 

ou une partie du public. 

1 2 3 4 5

Folio

1. un mot empruntéau latin folium, « feuille »

2. la collection « Folio » de Gallimard , maison d’édition 

qui produit des livres sous format plus petit et plus pratique. 

1 2 3 4 5

FN

2. Le Front national(FN) est un parti politique français 

nationaliste fondé en 1972 et présidé, depuis lors, par Jean-Marie 

Le Pen(Depuis une semaine, c’est sa fille Marine Le Pen qui a 

pris la présidence). Situé à l'extrême droite de l'échiquier politique 

par la plupart des observateurs politiques, le Front national se 

définit comme issu de la droite nationale, populiste et souverainiste

1 2 3 4 5

fête des  2. La Fête des voisins, également nommée Immeubles e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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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sins

fête, est une fête à l'origine française, qui se donne pour but 

de permettre à des voisins de se rencontrer de façon 

conviviale, afin de rompre l'isolement qui, selon ses 

organisateurs, gagne de plus en plus les villes, et de tenter de 

créer un sentiment d'appartenance au quartier.

France 

Culture 

 2. une radio culturelle du service public audiovisuel français 

(groupe Radio France).
1 2 3 4 5

France Inter 

 2. une radio publique généraliste française qui a été créée le 16 

février 1947 sous le nom de Paris Inter et qui a pris son nom 

actuel en 1963.

1 2 3 4 5

Fnac 

 2. Fédération Nationale d'Achats des Cadres (appelée à l'origine 

« Fédération Nationale d'AChats ») est une chaîne de magasins 

française spécialisée dans la distribution de produits culturels 

(musique, littérature, cinéma, jeu vidéo) et électroniques (hi-fi, 

informatique, télévision), à destination du grand public.

1 2 3 4 5

G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Géant

1. Des êtres de grande taille 

2. une enseigne d'hypermarchés du groupe de distribution 

français Casino

1 2 3 4 5

Graal

1. un objet mythique de la légende arthurienne, objet de la 

quête des chevaliers de la Table ronde. À partir du XIIIe 

siècle, il est assimilé au Saint Calice (la coupe qui a recueilli 

le sang du Christ) et prend le nom de Saint Graal.

2. un objectif difficilement réalisable, mais qui apportera au 

monde des nouvelles connaissances ou permettra une 

application originale sur la matière. Ainsi, en physique, on 

qualifie la théorie de grande unification (théorie du tout) de « 

Graal des physiciens ». Encore, la compréhension du 

mécanisme par lequel les gènes contrôlent la physionomie des 

organes serait le « Graal des généticiens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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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2. (Geographie) le magazine de reportages photo et du 

voyage

 ex) Partez avec vos GEO !

1 2 3 4 5

Gala

1. une sorte de fête, une réunion assez formel où les gens 

s'habillent bien..

2. une magazine qui raconte d'histoire de star, people..

1 2 3 4 5

Guignol

1. une marionnette française née à Lyon vers 1808 par Laurent 

Mourguet. Le terme désigne également par métonymie le théâtre de 

marionnettescomique dont Guignol est le personnage principal, 

formant avec Gnafron et Madelon le trio récurrent des pièces du 

répertoire classique. Guignol.

2. 'Les guignols (de l'info)' l'émission télévisée française satirique 

de marionnettes. Parodie de journal télévisé, l'émission est une 

caricaturedu monde politique, des médias, des personnalités ou plus 

généralement de la société française et du monde actuel. 

1 2 3 4 5

Gibert 

Joseph

1. un prénom et nom de famille

2. un réseau de libraires en France

Issu de la séparation avec Gibert Jeune, Gibert Joseph 

partage avec ce groupe la même origine. Deux ans après son 

arrivée à Paris en 1886, Joseph Gibert ouvre une librairie 

boulevard Saint-Michel. Auparavant bouquiniste, l'ancien 

professeur de Lettres Classiques de Saint Étienne, dispose dès 

lors d'un magasin, qui sera spécialisédans la vente de livres 

scolaires d'occasion. L'établissement prospère, et en 1915 les 

deux fils Gibert, succèdent à leur père à la tête de la librairie. 

Ce n'est qu'en 1929 que l'aîné, Joseph, ouvrit sa propre 

librairie au 30 du boulevard (l'actuelle papeterie). Son cadet 

conserve la librairie historique, qui prend alors nom de Gibert 

Jeune.

1 2 3 4 5

GRAND 

MÈRE

1. Mère du père ou de la mère d’une personne.

2. marque de café
1 2 3 4 5

Garnier 2. marque de beauté du groupe L’Oréal.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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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tte

 1. un gâteau rond et plat

 2. la galette des Rois, faite de pâte feuilletée et confectionnée à 

l'occasion de la fête des Rois elle contient une fève (généralement 

en un petit sujet en porcelaine), qui permet de désigner le «roi» de 

la fête.

Ex) Est-ce que tu viendras àla galette?

1 2 3 4 5

H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8 à huit

2. une enseigne d'épicerie française. Fondée en 1977, elle 

appartient au groupe Carrefour, via la filiale Prodim, la branche 

Commerce de proximité du groupe.

1 2 3 4 5

Hyper

1. un préfixe qui vient du grec, il signifie « supérieur » ou 

« au-dessus » 

2. abréviation du mot hypermarché. 

ex) j'ai acheté des oignons dans un Hyper.

1 2 3 4 5

HLM 2.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un logement social très connu 1 2 3 4 5

L'Humanité

1. l'ensemble des individus appartenant à l'espèce humaine 

(Homo sapiens) mais aussi les caractéristiques particulières qui 

définissent l'appartenance à ce groupe.

2. un journal français, socialiste jusqu'à fin 1920 puis 

communiste, fondé en 1904 par le dirigeant socialiste Jean 

Jaurès. Organe central du Parti communiste français de 

1920 à 1994, il en reste très proche malgré l'ouverture de 

ses pages à d'autres composantes de la gauche.

1 2 3 4 5

Les halles

1. un quartier du 1er arrondissement de Paris (48°51′46″N 

2°20′40″E / 48.86278, 2.34444). Situé au cœur de la capitale.

2. Les Halles de Paris était le nom donné aux Halles 

centrales, marché de vente en gros de produits alimentaires 

frais, situé au cœur de Paris, dans le 1er arrondissement et qui 

donnèrent leur nom au quartier environnant.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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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vaste marché qui s'y tenait jusqu'au début des années 

1970 a été remplacé aujourd'hui par un espace vert (le Jardin 

des Halles), un centre commercial souterrain (le Forum des 

Halles), et par de nombreux endroits consacrés aux loisirs 

(piscine, cinéma).

  ex) A: Tu vas où ?

      B: Je vais aux halles.

Le 

Huffington 

Post

2. un site français d'actualité lancé le 23 janvier 2012. 1 2 3 4 5

I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Intermarché

  2. une enseigne française de grande distribution du groupe 

Les Mousquetaires fondée en 1969 sous l'enseigne EX Offices 

de distribution par Jean-Pierre Le Roch.

1 2 3 4 5

IKEA

2. un détaillant et un concepteur de mobilier et objets de 

décoration en kit, d'origine suédoise. Dans les années 1980, 

pour accompagner le développement du groupe, son fondateur 

Ingvar Kamprad a fait le choix de placer le groupe IKEA sous 

la tutelle d'une fondation de droit néerlandais.

Désigne certain modernité, originalité.

  ex) Ta nouvelle maison, c'est vraiment IKEA ! 

1 2 3 4 5

J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J'ai lu

  2. une maison d'édition française à Paris créée en 1958. Sa 

ligne éditoriale est très variée : romans de littérature générale, 

science-fiction, fantastique, fantasy, bande dessinée, manga 

(abandonné), roman policier, roman d'amour. Elle publie 

essentiellement en format poche, mais a aussi édité la collectio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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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énaires (53 titres, maintenant arrêtée) au format 130 x 200 

et en grand format le cycle de La Tour sombre de Stephen 

King ainsi que la collection Nouveaux Millénaires initiée en 

2011.

JDD
2. Le journal du dimanche. un hebdomadaire français d'actualité 

qui paraît le dimanche.
1 2 3 4 5

Jules
1. prénom masculin

2. Boutique de vêtements pour hommes
1 2 3 4 5

K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Kiri 2. une marque de fromage du groupe Bel 1 2 3 4 5

L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Laforêt  2. agence immobilière 1 2 3 4 5

Libération
 2. appelé aussi de manière familière Libé, un journal quotidien 

généraliste national français de presse écrite.
1 2 3 4 5

lait

1. un aliment de couleur généralement blanchâtre produit par 

les mammifères femelles (y compris les monotrèmes).

2. crème pour le corps(lait de toilette ou lait démaquillant = 

produits de beauté fabriqués à l’origine à la base de lait)

     ex) Je me mets du lait.

1 2 3 4 5

langue de 

bois

 2. C'est une forme d'expression qui, notamment en matière 

politique, vise à dissimuler une incompétence ou une réticence 

à aborder un sujet en proclamant des banalités abstraites, 

pompeuses, ou qui font appel davantage aux sentiments qu'aux 

faits.

Mais il ne s'agit pas toujours d'impressionner l'interlocuteur en 

passant pour plus savant qu'on l'est. La langue de bois en 

politique a en sus d'une utilité sophistique, une utilité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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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que : les mots servent alors à neutraliser ou àadoucir 

les choses qu'ils qualifient.

 ex) notre président manie très bien la langue de bois

(origine de l’expression) Cette expression est apparue dans ce 

sens en France au début des années 1970 et s'est répandue dans 

les années 1980. Elle serait un emprunt au russe par 

l'intermédiaire du polonais : avant la Révolution russe, les Russes 

se moquaient de l’administrative bureaucratique tsariste et sa « 

langue de chêne ». L’administration de la Russie bolchévique 

continue à utiliser un style très codifié qualifié aussi de « langue 

de chêne » puis progressivement de « langue de bois ». La 

locution transite par la Pologne pendant le mouvement 

Solidarność qui perçoit la langue russe comme oppressive et est 

reprise par la presse française.

Label 

Rouge

2. Le Label Rouge est un signe de qualité français (redéfini 

dans la loi paix du 5 janvier 2006). un signe officiel qui 

atteste un niveau de qualité supérieure.

 ex) un poulet Label Rouge

1 2 3 4 5

Livre de 

poche

2. le nom d'une collection littéraire apparue le 9 février 1953 

sous l'impulsion d'Henri Filipacchi et éditée par la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filiale d'Hachette depuis 1954.

 Maison d’édition qui produit des livres sous le format plus 

petit et plus pratique.

   ex ) A : As-tu lu le dernier Jean d’Ormesson ? 

        B : Oui, je l’ai acheté en livre de poche.

1 2 3 4 5

LU

2. Lefèvre Utile, mieux connue sous le sigle LU, est une 

marque française de biscuits emblématique de la ville de 

Nantes. 

1 2 3 4 5

livre d'or

2. Un livre d'or est un livre (ou une page web, ou tout 

autre support d'écrit) où des personnes inscrivent des 

commentaires/félicitations/critiques sur quelque chos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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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TUCRU
2. une entreprise française de pâtes alimentaires originaire de 

Grenoble.
1 2 3 4 5

langue de 

chat 
2. un petit gâteau sec. 1 2 3 4 5

lune

1. l'unique satellite naturel de la Terre et le cinquième plus 

grand satellite du système solaire avec un diamètre de 3 474 

km.

2. L’expression

 « décrocher la lune » = Obtenir l'impossible. 

  La lune, astre lumineux et mystérieux, paraît souvent très 

proche de la Terre, et donc, facile àattraper. Les apparences sont 

bien évidemment trompeuses puisque le premier pas de l'homme 

sur la Lune dûattendre 1969. Toujours est-il qu'elle fascine 

depuis toujours. Au XVIe siècle, l'expression était "prendre la 

lune avec ses dents", puis s'est transformée en "décrocher la 

lune", pour figurer que l'on a obtenu quelque chose que l'on 

pensait impossible.

1 2 3 4 5

M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MMA

2. un groupe d'assurance mutuelle, qui s'adresse àla fois aux 

particuliers, aux professionnels, aux entreprises, aux collectivités 

et aux associations.

1 2 3 4 5

Monoprix

2. le nom de plusieurs enseignes du secteur de la grande 

distribution.

 ex) Je vais chez Monop!

1 2 3 4 5

Mont Blanc

1. dans le massif du Mont-Blanc, est le point culminant de la 

chaîne des Alpes. Avec une altitude de 4 810,45 mètres[1], il 

est le plus haut sommet d'Europe occidentale et le sixième sur 

le plan continental en considérant les montagnes du Caucase 

dont l'Elbrouz (5 642 mètres) est le plus haut sommet. Il se 

situe entre le département de la Haute-Savoie en France et la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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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ée d'Aoste en Italie ; la frontière qui y passe est l'objet d'un 

litige entre les deux pays.

2. porteur, à tel point que des entreprises sans lien direct 

apparent ont choisi un nom similaire.

Depuis 1906, la société allemande Montblanc (Montblanc 

International GmbH) commercialise d'abord des stylos, puis des 

montres, de la maroquinerie, des lunettes et des parfums. La 

marque est déposée. Le symbole le plus fort de la marque se 

révèle être incontestablement l'étoile blanche àsix branches 

stylisée, dont chaque branche représente un glacier du massif.

M

2. Matthieu Chedid, connu sous le nom d'artiste -M-, est un 

auteur-compositeur-interprète français. S'il joue principalement de 

la guitare, -M- est aussi multi-instrumentiste en studio, oùil 

assure la quasi-totalité des différentes partitions. Sur scène, en 

revanche, il se consacre à la guitare, au chant et, 

ponctuellement, au clavier.

1 2 3 4 5

matelas

1. sur lequel on dort.

2. avoir une réserve d’argent en cas de besoin: c’est un 

matelas de billets, autrefois on cachait les billets sous les 

matelas. 

  ex) A: Alors tu es au chomage, tu dois être dans une       

          situation financière difficile

       B: Non, j'ai un matelas de secours.

1 2 3 4 5

marronnier

1. l’arbre

2. Un marronnier en journalisme est un article d'information 

de faible importance meublant une période creuse, consacré à 

un événement récurrent et prévisible. Tout comme le marronnier 

(l'arbre) qui invariablement, tous les ans, produit ses fruits, le 

marronnier journalistique reproduit les mêmes sujets avec plus 

ou moins d'originalité.

 ≪Origine≫

 Sur la tombe des Gardes Suisses tués par les émeutiers le 20 

juin 1792, au Cours-la-reine à Paris, fleurissait un marronnie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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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s les ans au premier jour du printemps. De la même façon, 

tous les ans, un article paraissait dans la presse pour relater 

l'événement, de faible importance il est vrai, mais attendu par les 

lecteurs.

marseillais

1. quelqu'un qui habite à Marseille

2. quelqu'un qui parle très fort et surtout s’exprime de 

manière exagérée

  ex) A: on a pêché au moins 15 kg de poisson l’autre jour

      B: tu ne serais pas de Marseille toi

1 2 3 4 5

MAAF 2. une assurance, Mutuelle d’Assurance des Artisans de France 1 2 3 4 5

Métro

1. apocope de métropolitain (pour chemin de fer métropolitain), 

est un chemin de fer urbain souterrain le plus souvent, sur viaduc 

quelquefois, rarement au sol.

2. journal gratuit 

1 2 3 4 5

maison 

mère
2. principal d’une société détenant des filiales. 1 2 3 4 5

Mont d'Or

2. Les termes « Mont d'Or » ou « Mont-d'Or » peuvent 

désigner deux fromages au lait de vache à pâte molle à croûte 

lavée traditionnels produits dans une zone contiguë dans le 

massif du Jura. Le fromage produit en France dans le 

Haut-Doubs est appeléMont d'Or (sans trait d'union) ou vacherin 

du Haut-Doubs, tandis que celui produit en Suisse dans le 

canton de Vaud est appeléVacherin Mont-d'Or (avec trait 

d'union). 

1 2 3 4 5

madeleine

1. un petit gâteau traditionnel lorrain aux œufs, en forme de 

coquillage, allongée ou ronde.

2. On parle de la madeleine de Proust. Dans un de ces 

romans, le narrateur mange une madeleine (le petit gâteau) et 

cela fait remonter tous ces souvenirs d’enfance. Aujourd’hui on 

parle de la Madeleine de Proust lorsqu’on parle des choses 

anodines qui font remonter des souvenirs…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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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Le coffee Mix est la Madeleine de Proust de José.

      Ca lui rappelle la Corée

marché 

noir

  2. un marché illégal. Il doit son nom à l'image d'un marché 

se déroulant plutôt le soir ou la nuit. C'est un marché 

clandestin pouvant porter sur des biens autorisés, qui sont par 

ailleurs traités dans le marché public.

1 2 3 4 5

M6

  2. M6, dont la dénomination légale est Métropole Télévision 

S.A., est une chaîne de télévision généraliste française 

commerciale privée qui émet depuis le 1er mars 1987.

1 2 3 4 5

Marianne

2. la figure allégoriqu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Sous 

l’apparence d’une femme coiffée d’un bonnet phrygien, 

Marianne incarn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représente par 

là-même les valeurs républicaines françaises contenues dans la 

devise : «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

1 2 3 4 5

Marie

  1. un nom propre

  2. un prénom féminin, parfois utilisé comme masculin surtout 

en composition. le prénom le plus donné au XXe siècle en 

France 

1 2 3 4 5

Mamie 

Nova

2. une marque commerciale de produits frais transformés de 

types agro-industriels (yaourts, fromage blanc, crèmes desserts , 

etc).

1 2 3 4 5

moutarde 
2. La moutarde rappelle la ville, Dijon qui est connu pour la 

fabrication de moutarde.
1 2 3 4 5

Milka 2. une marque commerciale de produits au chocolat 1 2 3 4 5

Meunier

1. professionnel de la fabrication de farine de céréales ou 

d'huile (dans son moulin).

2. un nom de famille. Le nom de famille vient certainement de 

"un meunier". Les métiers du Moyen Âge ont laissédes traces 

dans les noms de famille français. Par ex : Dupin (vient de "du 

pain", Forestier (de garde-forestier), Texier ou Teyssier (d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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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erand, celui qui fabriquait les tissus), Fabre ou Ferrand (de 

forgeron), etc.

Mr. Propre
2. marque du produit de ménage avec un personnage de 

fiction
1 2 3 4 5

Le Monde

2. un journal quotidien français fondé par Hubert Beuve-Méry 

en 1944.

C'est un journal « du soir » qui paraît l'après-midi, daté du 

lendemain, le seul en France à conserver cette formule en 2011. 

Quotidien français de référence pendant plusieurs décennies, il est 

toujours le plus diffusé à l'étranger, avec une diffusion journalière 

hors France de 40 000 exemplaires.

1 2 3 4 5

Matignon
2. résidence officielle du Premier ministre français, terme 

souvent utilisé pour désigner les décisions du gouvernement
1 2 3 4 5

motocrotte 

  2. un petit engin motorisé destiné à nettoyer les déjections 

canines dans les villes.

 ex) Regarde ! Les motocrottes qui passent ! On a enfin la  

        rue toute propre. 

1 2 3 4 5

N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NICOLAS
1. prénom

2. magasin de vin
1 2 3 4 5

Nouvelle 

star

2. Nouvelle Star (anciennement Àla Recherche de la Nouvelle 

Star lors de la première saison) est une émission de télévision 

française de télé-crochet diffusée sur M6 depuis le 27 mars 2003.

1 2 3 4 5

Nuit 

tranquille

2. une tisane qu'on boit juste avant de dormir. 

 ex) Tu veux une nuit tranquille ?
1 2 3 4 5

navet

1. une plante herbacée de la famille des Brassicacées, cultivée 

comme plante potagère pour sa racine charnue allongée ou arrondie, 

consommée comme légume.

2. un mauvais film ou une mauvaise prestation (théatre, conférence 

etc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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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A: Tu l'as vu hier ? Ç’ était bien?

        B: Non. hu...C'était un navet !

nez creux

 2. avoir le nez creux

  =  Prévoir correctement un évènement. 

  =  Avoir de l’intuition.

   ex) j'ai le nezcreux =j'ai une bonne intuition.

1 2 3 4 5

Le nouvel 

observateur

2. un temps intitulé France Observateur) est un hebdomadaire 

français d'information générale, dont le premier numéro sous son 

nom actuel a été publié le 19 novembre 1964, dix ans après sa 

création sous le nom de France Observateur. 

Il appartient au groupe Perdriel. Le Nouvel Observateur est un journal 

de centre-gauche (considéré de sensibilité sociale-démocrate).

1 2 3 4 5

O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Orange

1. fruit ou couleur

2. filiale de France Télécom. Orange commercialise des 

services de téléphonie mobile, d'accès àInternet, de téléphonie 

IP, de télévision par ADSL et télévision par satellite.

1 2 3 4 5

Oncle Ben’s

2. une marque agroalimentaire fondée en 1943, principalement 

connue pour son riz. Elle fut la marque de riz la plus vendue 

aux États-Unis de 1950 aux années 1990. Tous les produits de la 

marque sont accompagnés d'un portrait représentant le personnage 

Uncle Ben(prénom, le plus souvent l’abbréviation de Benoit).

1 2 3 4 5

or
2. L’expression « Une personne en or » représente une 

personne pleine de bonnes qualités : gentille, douce, agréable, etc
1 2 3 4 5

P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PICARD 1. une langue romane traditionnellement parlée en France dans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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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régions Nord-Pas-de-Calais et Picardie ainsi que dans l’ouest de 

la Belgique romane (plus précisément dans la province du Hainaut, 

à l’ouest d’une ligne Rebecq-Beaumont-Chimay).

 2. marque de produits alimentaires surgelés

poire

1. fruit

2. L'eau-de-vie la plus connue à base de la poire Williams. 

L'alcool produit est appelé communément Williamine ou 

familièrement poire. La bouteille de Williamine contient le plus 

souvent une poire en son centre. Pour ce faire, les producteurs 

introduisent les jeunes pousses de poires encore accrochées au 

poirier dans des bouteilles qu'ils suspendent aux branches. En 

grandissant, la poire devient impossible à ressortir. L'espace 

restant est rempli de Williamine.

1 2 3 4 5

Printemps

1. l'une des quatre saisons des zones tempérées, précédant 

l'été et suivant l'hiver. 

 Le printemps s'écrivait au XIIIe siècle printans, mot 

composé de prins et tans, du latin primus tempus : c'est le 

premier temps, c'est à dire la première saison.

2. un grand magasin

1 2 3 4 5

Paul
1. un prénom

 2. marque d’une chaîne de boulangerie
1 2 3 4 5

Pomme 

de pain

 2. une chaîne française de restauration rapide proposant des 

sandwichs et des pâtisseries. Elle existe depuis 30 ans et 

compte aujourd'hui plus de 12 millions de clients par an. (cf. 

pomme de pin= jeu de mot entre PIN et PAIN)

1 2 3 4 5

Peugeot

2. un constructeur, une marque automobile français(e). L'entreprise 

familiale qui précède l'actuelle entreprise Peugeot est fondée en 1810. 

L'entreprise, qui produit àl'origine des moulins de table, s'oriente en 

partie vers les automobiles et produit en 1891 sa première automobil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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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nant ainsi l'une des toutes premières entreprises automobiles de 

l'histoire.
Paris 

première
 2. chaîne de télévision généraliste française privée. 1 2 3 4 5

PME 2.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1 2 3 4 5

papa poule

2. un papa qui s'occupe beaucoup de ses enfants, et éventuellement 

les empêche de vivre comme ils veulent. 

à l’origine, on parle de Maman-poule, qui est une maman 

qui s’occupe beaucoup, voire trop de ses enfants (elle les 

couve).

1 2 3 4 5

PDG

2. président-directeur général (PDG), c’est le dirigeant de plus 

haut rang dans une société anonyme (SA) fonctionnant sous un 

système moniste, c'est-à-dire avec un conseil d'administration et 

sans conseil de surveillance.

    ex) Il est PDG!

1 2 3 4 5

promo

2. l'année à  laquelle on finit son cursus scolaire, 

 ex )tu es de quelle promo à SNU ? 

Je suis de la promotion 2001 et toi ?

1 2 3 4 5

plomb

1. un élément chimique de la famille des cristallogènes, de 

symbole Pb et de numéro atomique 82. Le mot et le symbole 

viennent du latin plumbum.

  2. L’expression "péter les plombs"= Craquer nerveusement, 

s’emporter violemment, devenir furieux. 

 Cette expression fait référence aux anciens dispositifs de 

fusibles en fils de plombs des installations électriques. Ces 

éléments en métal reliant deux bornes d’un circuit avaient pour 

rôle de prévenir les surcharges d’intensité électrique en fondant 

afin de protéger les appareils branchés en aval et les 

conducteurs (Aujourd’hui souvent remplacés par un disjoncteur.). 

L’expression, bien vivante, a donc survécu à l’objet.

  ex) Calme-toi, tu vas pas péter les plombs quand même ?

1 2 3 4 5

poulet 1. jeune volatile (poule ou coq)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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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gendarme, policier 

pub 2. publicité 1 2 3 4 5

ma pomme

2. Ma/ta/sa pomme signifie moi/toi/lui

« Depuis la deuxième moitié du XIXe siècle, ce fruit 

sphérique qu'est la pomme était comparable à une tête . Puis 

par extension, le mot a aussi désigné une personne entière. 

cette appellation ne s'utilise généralement pas au pluriel (on ne 

dit pas "nos pommes" pour dire "nous").

    ex) Qui va faire la vaisselle ? 

        C'est encore ma pomme.

1 2 3 4 5

PQ
2. papier  toilette en langage familier (vient de papier du cul 

-> P.Cul -> PQ)
1 2 3 4 5

pif

1. un gros nez

2. L’expression: faire qc au pif =faire qqch sans calcul, 

approximativement, mesure à l'oeil 

    ex) A : combien de gramme de sucre pour ça ? 

        B : au pif, un kilo.

1 2 3 4 5

pigeon

1.’oiseau de la famille des Columbidae

2. quelqu'un croit souvent très facilement. qui se fait tromper 

facilement

    ex) T'es un bon vrai pigeon.

    Tu t'es fait bien rouler. Tu es un vrai pigeon.

1 2 3 4 5

pie

1. un oiseau

2. L'expression «bavarde comme une pie » est née a cause 

de ses vocalisations fréquentes.

 L'expression « curieux(se) comme une pie » est éee par 

la curiosité de cette oiseau.

1 2 3 4 5

PSG 2. paris saint-Germain , équipe de football 4

Prince
2. une marque de gâteau connu en France. biscuits au 

chocolat.
1 2 3 4 5

Le petit 2. marque française de savon liquide et de savons non liquid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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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eillais ou crème douche etc.

Persil

1. C'est une plante herbacée de la famille des Apiacées, 

couramment utilisée en cuisine pour ses feuilles très divisées, et 

en Europe centrale pour son tubercule. C'est également une 

plante médicinale.

2. une marque de lessive

1 2 3 4 5

pommade

1. une préparation semi solide destinée à être appliquée le 

plus souvent sur la peau.

2. L’expression 

«passer de la pommade à quelqu’un » = beaucoup de 

compliment

ex) Il lui a passé de la pommade pour emprunter le téléphone 

portable !

1 2 3 4 5

pied

1. une partie du membre inférieur humain

2. une situation géniale 

  Un voyage en moto ? C'est le pied !

1 2 3 4 5

Petit bateau 2. une marque de vêtements et sous-vêtements. 1 2 3 4 5

Le Parisien 2. un journal quotidien régional français 1 2 3 4 5

pain blanc

2. une sorte pain, qui est fait avec du blé blanc . Le bléblanc 

est limité aux gens riches à l'époque. Par contre, le blé noir était 

pour les gens pauvres. 

 L’expression: « Manger son pain blanc » = avoir le 

meilleur de quelque chose, sous-entendu en attendant l'arrivée 

du moins bon.

    ex) " Tu as mangé le pain blanc." =la bonne période est 

finie. 

1 2 3 4 5

pot aux 

roses

2. L’expression: « découvrir le pot aux roses » le pot aux 

roses signifie le secret , la vérité cachée.

 Expression connue depuis le XIIIe siècle, sous la forme Car 

je tantost descouvreroi le pot aux roses (« parce que je 

découvrirai bientôt le pot aux roses »). Le verbe « découvrir » 

avait alors le sens de « soulever un couvercle ». Au Moye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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Âge, le nom de « pot aux roses » désignait la petite boîte 

dans laquelle les jeunes femmes fortunées rangeaient leurs 

parfums, et notemment le rose dont elles se fardaient. Souvent, 

elles y cachaient des mots doux ou secrets.

En général, cette expression a une connotation négative, les 

secrets en question étant plutôt des choses que la personne veut 

cacher par honte ou par crainte de représailles. 

  ex) En se rendant chez Landru, la police finit par découvrir le 

pot aux roses.

pot

1. Vase de terre ou de métal servant à divers usages.

  2. L’expression « Avoir du pot » = avoir de la chance. 

En ancien français, le bol et le pot désignaient également le 

derrière mais ces expressions sont passées dans le langage 

familier.

  ex) Pas de pot !

1 2 3 4 5

perso 2. personel(le) ex) la vie perso.., 1 2 3 4 5

prépas

2. préparation 

  souvent préparation scolaire pour passer un concours

  Ex) Qu’est-ce que tu fais l’année prochaine. Je vais en 

prépa math-physique.

1 2 3 4 5

poulet de 

Bresse

2. La poule de Bresse originale, sélectionnée selon le standard 

de la Sociétécentrale d'aviculture de France, afin de concourir dans 

les expositions nationales et internationales. 

Le poulet de Bresse destiné à l'industrie agro-alimentaire et 

bénéficiant d'une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 depuis 

1957.

1 2 3 4 5

PS   2. Le Parti socialiste, un parti politique français de gauche. 1 2 3 4 5

pot-au-feu

2. Un plat de viande de bœuf cuisant longuement à feu très 

doux dans un bouillon aromatisé par des légumes et un bouquet 

garni. C’est un plat de bœuf bouilli traditionnel de la cuisine 

français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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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plat souvent considéré comme rustique.

Palavas-les-

flots

1. une commune française du département de l'Hérault, dans 

la région Languedoc-Roussillon. Principale station balnéaire 

fréquentée par les Montpelliérains et les Héraultais de 

l'arrière-pays

2. lieu ringard, démodé, sans intérêt 

ex) (sur un mauvais chanteur)"il fait desa Palavas-les-Flots" 

ou "cet endroit a unair de Palavas-les-Flots"

1 2 3 4 5

PRÉSIDENT

1. une personne désignée, élue, ou cooptée pour diriger un 

groupe de travail, un conseil d'administration, une association, 

ou, dans une république, un État.

2. de fromage 

1 2 3 4 5

Perrier
2. une eau minérale gazeuse française issue de la source des 

Bouillens nommée depuis 1903 source Perrier. 
1 2 3 4 5

PASTIS
  2. le nom donné à des boissons alcoolisées parfumées à 

l'anis. Une des marques de l’accol connue en France
1 2 3 4 5

Le Pastis 

51

2. Le Pastis 51, aussi communément appelé51, est une 

marque de boisson anisée, créée en 1951 et propriété de la 

société Pernod Ricard. Elle se boit avec de l'eau fraiche et 

éventuellement des glaçons dans la proportion de un volume de 

pastis pour cinq ou sept d'eau.

1 2 3 4 5

Panzani 2. la marque no° 1 des pâtes alimentaires en France et no° 2 

en Europe. 
1 2 3 4 5

Petit écolier

2. marque d’un biscuit en forme de petit beurre avec une 

petite tablette de chocolat posée au dessus, représentant un 

enfant tenant un panier dans sa main gauche et un biscuit dans 

sa main droite.

1 2 3 4 5

Poulain
1. le petit du cheval. 

2. Marque de chocolat
1 2 3 4 5

Le Point 2. un nom de magazine 1 2 3 4 5

petit pot 2. désigne le plat préparé pour les enfants.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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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pour le goûter, il a mangé un petit pot de compote de 

pomme.

pros 2. abrébiation de professionnel 1 2 3 4 5

Petit

-suisse

 2. un fromage français de Normandie.

Il peut se consommer en dessert, sucré, additionné de 

confiture, de miel, etc. ou salé, poivré avec des fines herbes.

Le fait que le petit-suisse soit, contrairement à ce que pourrait 

laisser penser son nom, normand et non suisse, est dû à la 

suggestion, dans les années 1850, d’un employé vacher de 

nationalité suisse de la ferme de Madame Hérould à 

Villers-sur-Auchy (Oise, Picardie), près de Gournay-en-Bray, 

d’ajouter de la crème au lait destiné à produire les bondons, 

reprenant en cela une recette déjà appliquée par Étienne 

Pommel. Un nouveau marché émergeant, celui de consommateurs 

urbains avides de fromages gras (notamment les parisiens), 

Madame Hérould expédia chaque jour ces petits fromages 

enrichis à un mandataire des halles de Paris. Le fromage de la 

mère Hérould eut très vite du succès : le suisse était né.

1 2 3 4 5

poissonnier

 1. Le poissonnier est l'intermédiaire entre le pêcheur - ou 

l'éleveur - et le cuisinier ou le consommateur.

 2. quelqu’un qui parle fort

   ex) Il parle comme un poissonnier

1 2 3 4 5

poisson

 1. Dans la classification classique, les poissons sont des animaux 

vertébrés aquatiques àbranchies, pourvus de nageoires et dont le corps 

est le plus souvent couvert d'écailles.

 2. Période de jeûne durant laquelle la consommation de viande 

est interdite chez les Chrétiens, le poisson était le présent le plus 

fréquent.

1 2 3 4 5

poisson 

d’avril

 2. une plaisanterie, voire un canular, que l’on fait le 1er avril 

à ses connaissances ou à ses amis. Il est aussi de coutume d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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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e des canulars dans les médias, aussi bien presse écrite, radio, 

télévision que sur Internet.

Pour les enfants, il consiste à accrocher un poisson de papier 

dans le dos de personnes dont on veut se gausser. « Poisson 

d’avril ! » est aussi l’exclamation que l’on pousse une fois 

qu’une des plaisanteries est découverte.

« Origine »

Cette tradition trouverait son origine en France, en 1564. La 

légende veut que jusqu’alors, l’année aurait commencé au 1er 

avril (en fait le 25 mars correspondait selon le calendrier julien 

au Jour de l'an), à la fête de l'Annonciation àMarie avec la 

tradition de s'échanger des cadeaux. Mais le roi de France 

Charles IX décida, par l’Édit de Roussillon, que l’année 

débuterait désormais le 1er janvier, marque du rallongement des 

journées, au lieu de fin mars, arrivée du printemps. Mais en 

fait, l’année civile n’a jamais débuté un 1er avril.

Si l’origine exacte de l’utilisation des poissons reste obscure 

(peut-être l’ichthus chrétien), il semble que beaucoup de 

personnes eurent des difficultés à s'adapter au nouveau 

calendrier, d'autres n'étaient pas au courant du changement et ils 

continuèrent à célébrer le 1er avril selon l'ancienne tradition. 

Pour se moquer d'eux, certains profitèrent de l’occasion pour 

leur remettre de faux cadeaux et leur jouer des tours. Les 

cadeaux que l'on s'offrait en avril étaient le plus souvent 

alimentaires.

paon

 1. un nom vernaculaire ambigu désignant certains oiseaux 

appartenant à plusieurs espèces et sous-espèce de la famille des 

phasianidés, classés dans les genres Pavo et Afropavo. 

 2. Signifie orgueilleux: « être orgueilleux comme un paon  » 

1 2 3 4 5

pot de vin
 2. À l’origine, le « pot » était le récipient de terre cuite ou 

d’étain dans lequel l’on servait le vin ou la bière. Dans la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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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occidentale, on offre à une personne un « pot à boire 

»par sympathie ou en échange d’un petit service rendu.

L’expression « donner un pot-de-vin » apparaît au début du 

XVIe siècle avec une connotation très innocente qui signifiait 

simplement « donner un pourboire ». Ce pot pouvait être soit 

le liquide lui-même (le vin ou la bière), soit quelques pièces de 

monnaie ne représentant qu’une valeur symbolique. 

Au fil des siècles, cette coutume a pris une connotation plus 

péjorative et est devenu synonyme d’illégalitéet de corruption. 

La valeur de ce « pot » a pris une valeur beaucoup plus 

conséquente, qu’elle soit monétaire ou matérielle, désignée par 

le terme «corruption ».

 Ex) Il faut appliquer ici les mêmes principes que pour les 

pots-de-vin touchés par les politiciens : ceux-ci sont approuvés 

par tout le monde quand ils savent limiter leurs exigences. — 

(Georges Sorel, Réflexions sur la violence, Chap.VI, La 

moralité de la violence, 1908, p.290)

PACS

 2.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est, en France, une 

forme d'union civile. Il s'agit d'un contrat de droit français.

Le pacs est un partenariat contractuel entre deux personnes 

majeures (les « partenaires »), quel que soit leur sexe, ayant 

pour objet d'organiser leur vie commune. 

1 2 3 4 5

Premier Fils

2. L'absinthe Premier Fils

L'absinthe Premier Fils a été créée à Romans en 1882 par 

Louis Philippe Premier (1836 – 1908), représentant éminent 

d'une dynastie de distillateurs romanais: la famille 

Premier-Henry. 

La production de l’absinthe Premier fils (5 millions de litres 

en 1908) la situait parmi les plus grandes marques. Elle était 

produite à Romans et expédiée dans toute la France, dans ses 

colonies et à l’étrange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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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Que choisir

  2. L'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Que choisir ou 

UFC—Que choisir est une association créée en 1951 par André 

Romieu. Elle a pour objectif de défendre les intérêts des 

consommateurs. Elle effectue des comparaisons de produits et 

publie une revue depuis 1961.

1 2 3 4 5

Question 

pour 

champion

  2. un jeu télévisé français, C'est le jeu télévisé qui observe 

une longévité sans précédent dans l'histoire de la télévision 

française , sans connaitre de changement de présentateur.

Quatre candidats sont en lice et doivent, lors de trois manches 

successives, répondre à des questions de culture générale. Le 

concurrent le moins performant est éliminé à la fin de chaque 

manche, et le gagnant est le candidat remportant la dernière 

manche.

1 2 3 4 5

quatre 

heures

2. Collation prise au milieu de l’après-midi. Parce que la 

collation était prise à quatre heures de l'après-midi.

  ex) J’ai vomi mon quatre heures!

1 2 3 4 5

quatre-

quarts

2. traditionnellement un gâteau breton qui tire son nom du 

fait que les quatre ingrédients qui le composent (farine, sucre, 

beurre, œufs) y sont en quantité égale (en masse), et donc 

représentent chacun un quart.

1 2 3 4 5

quatre

Manger comme quatre = manger autant que quatre personnes, 

Manger énormément.

ex) Après la randonnée, j’étais tellement affamé que j’ai     

       mangé comme quatre !

1 2 3 4 5

R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râteau   1. un outil de jardinag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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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xpression: « prendre un râteau » désigne l'échec d'une 

tentative de séduction

RSA

2.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Une allocation destinée en France à garantir à ses bénéficiaires, 

qu’ils soient ou non en capacitéde travailler, un revenu minimum, avec 

en contrepartie une obligation de chercher un travail ou de définir et 

suivre un projet professionnel visant à améliorer sa situation financière. 

1 2 3 4 5

RMI

2. revenu minimum d'insertion

Une allocation française, en vigueur entre le 1er décembre 

1988 et le 31 mai 2009. il était versé par 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CAF) ou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aux personnes sans ressources ou ayant des ressources 

inférieures à un plafond fixépar décret. Le RMI a été remplacé 

le 1er juin 2009 par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plus 

large.

1 2 3 4 5

RATP

1. RATP signifie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il s’agit du réseau de métro, de bus, tramway et RER qui 

circulent à Paris et en Ile de France.

2. rentre avec tes pieds= une blague parce que c’est souvent 

en grêve et que les usagers (clients) sont obligés de rentrer à 

pieds.

1 2 3 4 5

rosé
1. la couleur

2. vin rosé , un type de vin (comme le rouge ou le blanc)
1 2 3 4 5

rapace

1. un oiseau carnivore

2. peut désigner une personne qui va attendre la situation de 

faiblesse de quelqu'un 

    ex) C'est un rapace. 

        Un homme d'affaire est rapace.

1 2 3 4 5

requin
1. un super-ordre de poissons cartilagineux présents dans tous 

les océans du glob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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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igine du terme « requin » est controversée, peut être 

est-ce une déformation de quin (chien), au sens de chien de 

mer ou de requiem.

2. peut désigner une personne cupide et impitoyable en 

affaires

    ex) c’est un requin !

Roundup

2. Roundup est une marque d'herbicides produits par la 

compagnie américaine Monsanto. La molécule active mentionnée 

sur le produit est le glyphosate. C'est un herbicide non-sélectif 

d'où le qualificatif d’« herbicide total », utilisé en épandage 

notamment. C'est un produit irritant et toxique, commercialisé 

depuis 1975.

1 2 3 4 5

RELAY
2. magasin de distribution de presse, vente de livres, presse... 

On le trouve surtout dans les gares ou dans les aéroports.
1 2 3 4 5

Roquefort

2. Le roquefort est un fromage français persillé au lait cru de 

brebis. Il bénéficie d'une appellation d'origine depuis 1925, d'une 

AOC depuis 1979 et d'une AOP depuis 1996. 

Ce fromage date au moins du XIe siècle, date de sa première 

mention écrite, en fait un symbole historique de la région des 

Causses de l'Aveyron. Cette région rurale établie sur un terrain 

peu fertile en a fait sa richesse financière et culturelle. 

  Ce fromage, de réputation mondiale, est associé à l'excellence 

de la gastronomie française. Il est même devenu l'emblème de la 

résistance des producteurs de fromages au lait cru contre les 

demandes réitérées de la généralisation de la pasteurisation du 

lait. /Diderot le qualifie de «roi des fromages»

* La légende

Rien ne permet de dater avec certitude l'origine historique du 

roquefort, mais une légende en raconte la création hasardeuse. 

  Un berger de jadis, préférant courir les femmes plutôt que de 

s'occuper de ses brebis, aurait, en partant à la poursuite d'un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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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 oublié dans une grotte son casse-croûte composé de pain 

et de fromage frais de brebis. N'ayant pu retrouver celle qu'il 

cherchait, il rentra àsa grotte quelque temps plus tard et 

retrouva son morceau de pain : le Penicillium roqueforti avait 

fait son œuvre, transformant le fromage en roquefort.

Rue du 

commerce

2. une sociétéde distribution de produits informatiques et 

électroniques grand public (informatique, photo et vidéo 

numérique, hifi, son numérique, DVD) sur Internet qui se 

définit comme un « pure player » c'est-à-dire comme un 

acteur exerçant uniquement ses activités sur Internet

1 2 3 4 5

Renault 

2. Le groupe Renault, est un constructeur automobile français, 

lié au constructeur nippon Nissan depuis 1999. Ce groupe possède 

des usines et filiales à travers le monde entier. Il est fondé par 

les frères Louis, Marcel et Fernand Renault en 1899 et se 

démarque rapidement par ses innovations. Nationalisé au sortir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en grande partie àcause de la 

collaboration avec l'occupant nazi.

1 2 3 4 5

resto 2. Abréviation de restaurant 1 2 3 4 5

S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SFR

  2. La Société française de téléphonie mobile, désignée sous le 

nom commercial de SFR, est l’un des quatre opérateurs de 

téléphonie mobile français (auprès de Orange, Bouygues Telecom, et 

récemment Free Mobile) et un fournisseur d’accès à Internet 

français. Début 2010.

1 2 3 4 5

SEB

2. le sigle de Société d'Emboutissage de Bourgogne. Le 

Groupe SEB est une société française, leader mondial dans le 

domaine du petit équipement domestique. 

1 2 3 4 5

Simply 2. une enseigne française de supermarchés apparue en 200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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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oirée 

pyjama

2. dans la culture occidentale, un type de fête privée dans 

laquelle les participants sont vêtus d'un pyjama, et veillent plus 

ou moins tard dans la soirée et la nuit, parlant et jouant 

jusqu'à être gagnés par le sommeil, parfois jusqu'à faire une 

nuit blanche.

1 2 3 4 5

Siemens

2. une marque  allemande de lave-vaisselle, d’électroménager 

et aussi Siemens fabrique des gros composants industriels, pour 

les trains, pour les centrales electriques etc …

1 2 3 4 5

Stabilo

2. un marqueur de couleur généralement fluorescente permettant 

de surligner des passages écrits ou de marquer certaines zones pour 

attirer l'attention.

On peut aussi dire "stabiloter" pour surligner

1 2 3 4 5

semelle
2. beefsteak/ou la viande très très cuite (même trop cuite)

ex) c’est vraiment de la semelle ce steack
1 2 3 4 5

second 

degré

2. une deuxième étape d'une gradation par opposition au premier 

degré,  un sens caché.

Dans l'humour, le second degré consiste àdire le contraire de 

ce que l'on pense, en particulier par ironie. 

  ex) "Ben dis donc ça commence bien !"

1 2 3 4 5

Seuil
1. la base d'une porte, généralement marquée par une pierre. 

2. une maison d'édition française
1 2 3 4 5

Saint-Louis

1. Les îles sur lesquelles on cultivait le sucre et d’où on 

l’importait. 

2. marque de sucre 

1 2 3 4 5

SMIC

 2. Le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plus 

connu sous l'acronyme SMIC, anciennement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SMIG), est, en France, le salaire 

minimum horaire en dessous duquel aucun salarié ne peut être 

payé. Il est réévalué au minimum tous les ans au 1er janvier.

1 2 3 4 5

SICAV
  2. Une SICAV est une sociétéqui a pour objectif de mettre 

en commun les risques et les bénéfices d'un investissement e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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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urs mobilières (action, obligations, etc.), titres de créances 

négociables, repos et autres instruments financiers autorisés soit 

par la règlementation soit par les statuts de la SICAV. 

Smartbox

  2. C’est boites contiennent un livret permettant de choisir 

une prestation et un «coupon» qui donne droit à la prestation, 

par exemple pour un coffret «smartbox aventure», on choisit 

dans le livret si on veut faire du canyoning en Auvergne ou 

du cheval dans les marais du Poitou. On téléphone pour 

réserver et quand on arrive, on donne le coupon au lieu de 

payer (c’est pré-payé, idéal pour faire un cadeau à quelqu’un)

1 2 3 4 5

Super U 2. supermarché 1 2 3 4 5

Sarko 2. président francais, Nicolas Sarkozy 1 2 3 4 5

SDF

  2. Un sans domicile fixe ou SDF est, dans le langage 

courant, sans domicile fixe, une personne qui réside dans la rue 

ou dans des foyers d'accueil. On parle aussi de sans abri ou 

d'itinérant.

1 2 3 4 5

SOCIÉTÉ 2. une marque de roqueforts (du sud de la France). 1 2 3 4 5

SUPER 

CROIX
2. produit de ménage 1 2 3 4 5

SNCF
2. L’abréviation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1 2 3 4 5

T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tupperware

2. une marque de boîte en plastique hermétique pour mettre 

des produits alimentaires dans le frigo. La marque a donné son 

nom à l’objet

 “réunion tupperware” = une réunion pour discuter et acheter 

des produits de la marque tupperware ensemble

1 2 3 4 5

thon
 1. désigne plusieurs espèces de poissons océaniques de la 

famille des scombridés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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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ans un registre de langue familier, le terme « thon » 

qualifie également une personne laide.

Tisane

2. une boisson aux propriétés faiblement curatives obtenue par 

macération, décoction ou infusion de matériel végétal (fleurs 

fraîches ou séchées, feuilles, tiges, racines), dans de l'eau chaude 

ou froide. On la bois en général juste avant de dormir.

    ex) (Le soir) Tu veux une Tisane ?

1 2 3 4 5

Truffaut
1. nom, patronyme assez courant

2. magasin de jardinage, assez connu
1 2 3 4 5

taxe 

carbone

2. une taxe environnementale sur l'émission de dioxyde de 

carbone, gaz à effet de serre qu'elle vise à limiter, dans le 

but de contrôler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Cette taxe 

pigouvienne décourage les émissions polluantes en faisant 

payer les pollueurs à proportion de leurs émissions.

1 2 3 4 5

titi

  2. un personnage des Looney Tunes

 Il a étéconstaté que certains spectateurs prenaient Titi pour une 

femelle, en raison de son apparence androgyne

1 2 3 4 5

téléréalité

2. (en anglais : real TV) un genre télévisuel dont le principe 

est de suivre, le plus souvent sur un mode feuilleton, la vie 

quotidienne d'anonymes ou de célébrités. Les émissions de 

téléréalité empruntent souvent à d'autres genres télévisuels tels 

que le documentaire, le jeu, la variété ou la fiction.

1 2 3 4 5

Total

1. total (la somme en calcul)

2. une entreprise pétrolière française privée, qui fait partie des 

supermajor. 

1 2 3 4 5

31

1. la date 31

2. Plusieurs hypothèses de pas l’origine exacte de cette 

expression. 

La première concernerait la Prusse. Il s’agirait du 31 du 

mois, qui n’arrive que 7 fois par an, date à laquelle les 

troupiers recevraient un supplément pour terminer le mois. On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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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it alors organisé à cette occasion tous les 31 du mois une 

visite des casernes, où les soldats devaient nettoyer de fond en 

comble leur paquetage pour avoir l’air les plus beaux possibles.

 La seconde explication se base sur l’ancienne forme "se 

mettre sur" pour "mettre sur soi", "s’habiller". Le chiffre 31 

serait tout simplement une déformation de "trentain" qui 

désignait un drap très luxueux. 

taupe
1. un petit mammifère vivant dans des galeries souterraines

2. L’expression française courante:« myope comme une taupe »
1 2 3 4 5

THONON

1. Thonon-les-Bains ([tɔnɔ ̃lebɛ ̃]) est une commune française, 

située dans le département de la Haute-Savoie (dont elle est la 

sous-préfecture) et la région Rhône-Alpes. Elle fait partie du 

Chablais français. 

2. marque d'eau minérale 

1 2 3 4 5

Tilleul

1. des arbres à croissance rapide, pouvant atteindre 30 à 40 

mètres de haut, aux branches assez largement étalées.

2. une sorte de tisane, pour laquelle on utilise les fruits de 

l’arbre

  ex) A : tu veux quoi comme tisane

      B:  Aurais-tu un tilleul 

1 2 3 4 5

La Tribune 2. un quotidien économique et financier français 1 2 3 4 5

Tanguy

2. une comédie française réalisée par Étienne Chatiliez, sortie 

en 2001.

« Synopsis »

Il est des paroles qu'on souhaiterait ne jamais avoir 

prononcées. Edith Guetz peut le confirmer. Après la naissance 

de Tanguy, son fils unique, elle lui a dit : « Tu es tellement 

mignon, si tu veux tu pourras rester à la maison toute ta vie ! 

» Mais faire une telle promesse à un enfant né avec 13 jours 

de retard, c'est s'exposer à de futurs désagréments... Tanguy a 

donc pris sa mère au mot : à 28 ans, il est encore chez ses 

parents. Diplômé de Sciences Po et de l'ENS Ulm, enseignant 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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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LCO et préparant une thèse de chinois, il pourrait 

entièrement s'assumer et quitter le nid familial. Mais lui persiste 

à rester. N'en pouvant bientôt plus, ses parents décident de faire 

de sa vie un enfer.

Dans le langage courant, le terme de Tanguy désigne un 

jeune adulte qui se complait à vivre chez ses parents. On parle 

également de phénomène Tanguy pour désigner ce 

comportement.

TGV 

2. un train à grande vitesse propulsé par des moteurs 

électriques (à l’exception du prototype TGV 001,

 à turbines àgaz) et atteignant 320 km/h sur des lignes 

spécifiques (lignes à grande vitesse).

1 2 3 4 5

 tablettes 

de chocolat

 2. description humoristique des muscles abdominaux chez les 

hommes très musclés
1 2 3 4 5

TF1

 2. abréviation de Télévision Française 1, est la première et la 

plus ancienne chaîne de télévision généraliste nationale française, 

aujourd'hui privée.

1 2 3 4 5

U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UFC

  2. une association, union française de consommateur. defend 

des consommateur.

    ex) je vais appeler UFC. 

1 2 3 4 5

V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vélo-taxi

2. un nouveau urbain transport écologique. 

une sorte de carriole tractée par un vélo. Ça coûte beaucoup 

moins cher que le taxi.

1 2 3 4 5

VAE 2.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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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compétences développées dans le cadre du bénévolat 

peuvent être valorisées par une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ert

1. la couleur du spectre de la lumière visible située entre le 

bleu et le jaune. 

2. un parti politique s’investit a l’écologie et l’environement, 

Les Verts

    ex) Si les Verts étaient en tête, il est sûr de ne paspour 

eux.

1 2 3 4 5

vide-

grenier

2. une sorte de marchés aux puces avec brocantes, mais le 

vide-grenier est un marché surtout spécialisé dans les  choses qui 

se servent plus a la maison, qu’on peut s'echanger. 

    ex) On va au vide-grenier demain matin ?

        On va faire un tour au vide-grenier ?

1 2 3 4 5

VSD

2. « vendredi-samedi-dimanche » C'est un magazine généraliste 

d'actualité et de loisirs hebdomadaire, publié en France à l'origine 

tous les jeudis et désormais chaque mercredi. 

    ex) un article de VSD

1 2 3 4 5

vieux 

dossier

2. dossier ancien, dont on ne parle plus

    ex) A: je vais te chercher à la gare ce soir !

        B: Tu vas oublier comme la dernière fois, Tu        

             n'étais venu la dernière fois non?

        A: C'est un vieux dossier ! Pas ce soir !

1 2 3 4 5

vache 

maigre

1. Allusion au fait que les vaches maigrissent quand elles 

manquent de nourriture. 

2. Symbole de disette ou de manque de ressources 

financières ou autres, en parlant d’une période de temps. 

    ex) J’ai vécu une période de vache maigre. 

1 2 3 4 5

Vittel

1. une commune française, située dans le département des 

Vosges et la région Lorraine, connue pour son eau minérale. 

2. marque d'eau minérale 

1 2 3 4 5

La vache 2. une marque commerciale désignant un mélange de fromages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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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rit
français et d'un fromage britannique fondus de fabrication 

industrielle, du groupe Bel.

Le Vieux 

Pané

2. une marque commerciale appartenant au groupe Bongrain 

pour un fromage industriel fabriqué dans la Mayenne angevine. 

C'est un fromage àbase de lait de vache pasteurisé, à pâte molle 

et à croûte lavée. Sa teneur en matière grasse est de 25 % du 

poids total. Son affinage dure deux semaines. Il a une forme 

carrée de 25 cm, 3,5 cm d'épaisseur et pèse 2,3 kg.

Il est fabriqué toute l'année car il emploie le lait de 

troupeaux désaisonnés.

1 2 3 4 5

vélib' 

2. (mot-valise, contraction de vélo et liberté), le système de 

vélos en libre service de Paris disponible depuis le 15 juillet 

2007. Mis en place par la Mairie de Paris, il est géré par le 

groupe industriel JCDecaux qui décline à cette occasion une 

version parisienne de son système Cyclocity. Par extension, « 

vélib’ » désigne le vélo lui-même.

1 2 3 4 5

VTT

2. Vélo Tout-Terrain ou vélo de montagne

un vélo destiné àune utilisation sur terrain accidenté, hors des 

routes goudronnées.

1 2 3 4 5

Vieux papes 2. vin de table 1 2 3 4 5

W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Y sens (1. Sé / 2. C.C.P.)
fréquence 

su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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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I 2 », « Alors 2 », « LATITUDES 2 », « Scénario 2 »에서  

수집된 문화 어휘 목록

  

 ICI A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

Auchan apéro peugeot 607 nez

PACS fête des voisins** peugeot appart

VVF TIC Le Canard enchaîné resto**

ANPE RTT Express look

CDD oie Le monde coloc

SMIC BTS Libération H.L.M

DEC carte orange Évian SVE 

BBR La Carte Vitale AB Erasmus

Croissant APA M6 camenbert

Castorama canapé moineau

lune BD loup

PDG resto** quatre

bobo féte des voisins** exos

pros UFR 2CV

Le Figaro journée noire

Radins malins La Star Academy

Ed Vélib'

écolo Branderie de Lille
huile de friture métro, boulot, dodo

                          
                                    ** 한 교재에서 두 번 이상 언급된 문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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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요소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프랑스어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문화 어휘 목록 수립 연구’라

는 주제로 진행 중인 연구의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문화 어휘 선별에 한 

기준이 되는 주요 문화요소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프랑스어

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구상을 하는 데 핵심적인 문화 어휘 선별에 중요한 참고 자

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번거로우시더라고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 전공 김은정 드림

* 질문 항과 답변 항이 따로 제시됩니다(5-1번 제외).
* 중복 대답이 가능합니다. 중복 대답을 할 경우 우선순위를 ‘1, 2, 3...’으로, 단일 답일 경우 

'V'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일상생활 2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3

  □법정 휴가 1

  □근무 시간 및 방식

  □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습관, 미디어) 2

② 생활환경 1 V

  □(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생활수준
1

  □주거 조건    v

  □사회 보장 2

  <예시> 

   

1. 평소 ‘잘 알고 있다’ 고 생각하는 프랑스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

3. ‘배우고 싶은 프랑스 문화’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

4.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 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5. ‘배워야 하는 프랑스 문화’ 관련 문화요소는 무엇입니까 ? 

5-1. 5번의 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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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② 프랑스 여행을 위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

  ③ 다문화 시대에 따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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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소
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① 일상생활  

  ·음식 및 음료, 식사 시간, 식탁 예절

  ·법정 휴가

  ·근무 시간 및 방식

  ·여가 활동(오락, 스포츠, 독서 습관, 미디어)

② 생활환경

  ·(지역, 민족, 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생활수준

  ·주거 조건

  ·사회 보장

③ 개인 간 관계, 지배 관계, 상호 의존 관계

  ·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간 관계

  ·(일반적 또는 내밀한)남·여성 관계

  ·가족 구조 및 관계

  ·세대 간 관계

  ·업무상 관계

  ·경찰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

  ·인종 및 공동체간 관계

  ·정치 및 종교 집단 간 관계

④ 다음 요소와 변인들과 관계된 가치, 믿음,

  행태

  ·사회 계층

  ·사회 직능별 집단

  ·재산(수입 및 유산)

  ·지역 문화, 보안, 제도

  ·전통과 변화, 역사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족 정체성

  ·정부, 정치

  ·예술(음악, 시각예술, 문학, 연극, 대중가요) 

  ·종교

  ·유머

⑤ 신체언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능력에 속하

는 행태적 관습  

⑥ 예의범절

  ·시간준수, 방문 시간

  ·선물

  ·의복

  ·대화·행태적 규범 및 금기

  ·작별 방식

  ·다과, 음료, 식사

⑦ 다음 영역들에서의 관습

  ·예배와 의식

  ·출생, 결혼, 사망

  ·공연에서 청중 및 관중으로서 태도

  ·축하 행사, 축제, 댄스파티, 디스코텍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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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lexique culturel 문화 어휘 유형 1 2 3 4 5 점수

1 pub 줄임말 0 2 9 36 210 4.67
2 Sarko 줄임말 0 2 15 76 150 4.42
3 PDG 축약어 1 4 21 36 180 4.4
4 boîte 대중어 0 4 21 56 160 4.38
5 SDF 축약어 0 10 6 60 165 4.38
6 Auchan 상표명사 1 4 18 52 165 4.36
7 EDF 축약어 1 8 15 36 180 4.36
8 BD(bédé) 축약어 1 2 21 60 155 4.35
9 PS 축약어 2 2 15 60 160 4.35

10 Canal plus 상표명사 2 10 6 52 165 4.27
11 Le monde 상표명사 0 4 36 52 140 4.22
12 La vache 대중어 0 6 27 68 130 4.2
13 PQ 축약어 1 4 33 52 140 4.18
14 Peugeot 상표명사 3 2 33 36 155 4.16
15 La vache qui rit 상표명사 2 8 18 56 145 4.16
16 Citroën 상표명사 3 6 24 40 155 4.15
17 galette 공유문화적재어 1 8 24 40 155 4.15
18 perso 줄임말 1 4 27 84 110 4.11
19 resto 줄임말 1 16 15 44 150 4.11
20 SMIC 축약어 2 10 21 48 145 4.11
21 Total 상표명사 1 10 27 48 140 4.11
22 DRH 축약어 3 8 27 32 155 4.09
23 HLM 축약어 4 4 21 56 140 4.09
24 Elysée 고유명사 3 8 30 28 155 4.07
25 IKEA 상표명사 4 4 27 52 135 4.04
26 demi 상황어 4 2 33 52 130 4.02
27 PME 축약어 5 8 12 56 140 4.02
28 apéro 줄임말 3 10 21 56 130 4
29 Bleu 공유문화적재어 1 14 27 52 125 3.98
30 M6 상표명사 3 8 24 64 120 3.98
31 La Tribune 상표명사 2 14 30 48 125 3.98
32 Carrefour 상표명사 5 8 15 60 130 3.96
33 Evian 상표명사 4 10 21 48 135 3.96
34 Quatre-Quarts 공유문화적재어 5 8 15 60 130 3.96
35 tupperware 외래어 1 16 30 36 135 3.96
36 FN 축약어 3 12 27 40 135 3.95

■ 빈도수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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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livre d'or 상황어 2 12 24 68 110 3.93
38 nez creux 공유문화적재어 2 12 30 52 120 3.93
39 quatre heures 공유문화적재어 4 6 30 56 120 3.93
40 TF1 상표명사 4 10 30 32 140 3.93
41 Vert 공유문화적재어 3 2 36 80 95 3.93
42 vide-grenier 시사어·신어 4 12 15 60 125 3.93
43 exo 줄임말 2 10 45 48 110 3.91
44 pif 공유문화적재어 4 4 30 72 105 3.91
45 BNP 상표명사 4 10 27 48 125 3.89
46 Esso 상표명사 2 24 12 36 140 3.89
47 film culte 시사어·신어 3 10 39 32 130 3.89

48
Le nouvel 
observateur 상표명사 3 12 24 60 115 3.89

49 SFR 축약어 4 10 24 56 120 3.89
50 dos d'âne 공유문화적재어 3 14 27 44 125 3.87
51 Fnac 상표명사 3 16 39 80 75 3.87
52 langue de bois 공유문화적재어 3 4 45 56 105 3.87
53 Perrier 상표명사 2 8 45 48 110 3.87
54 Thonon 상표명사 3 16 39 80 75 3.87
55 Bonne Maman 상표명사 5 16 36 80 75 3.85
56 crêpe 공유문화적재어 3 18 36 80 75 3.85
57 Danone 상표명사 4 20 18 20 150 3.85
58 Libération 상표명사 5 6 18 88 95 3.85
59 PACS 축약어 5 16 36 80 75 3.85
60 Tisane 상표명사 1 10 48 48 105 3.85
61 Fiat 상표명사 4 6 48 28 125 3.84
62 Monoprix 상표명사 3 12 24 72 100 3.84
63 Orange 상표명사 5 6 27 68 105 3.84
64 pot-au-feu 공유문화적재어 4 16 18 48 125 3.84
65 quatre 공유문화적재어 3 14 30 44 120 3.84
66 RMI 축약어 3 6 51 36 115 3.84
67 Stabilo 상표명사 2 14 33 52 110 3.84
68 France Inter 상표명사 2 8 42 48 110 3.82
69 Le Huffington Post 상표명사 3 20 15 52 120 3.82
70 PICARD 상표명사 4 10 30 56 110 3.82
71 pros 줄임말 5 8 24 68 105 3.82
72 Renault 상표명사 5 16 27 52 110 3.82
73 vélib' 혼성어 2 22 15 36 135 3.82
74 France Culture 상표명사 5 12 24 68 100 3.8
75 Intermarché 상표명사 4 18 27 20 1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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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motocrotte 시사어·신어 3 16 27 48 115 3.8
77 Rue du commerce 상표명사 1 18 27 48 115 3.8
78 rosé 공유문화적재어 3 6 51 52 95 3.76
79 Super U 상표명사 2 18 30 52 105 3.76
80 Bobo 축약어 4 10 30 72 90 3.75
81 carton 공유문화적재어 4 6 42 64 90 3.75
82 Carte orange 상표명사 3 10 42 40 110 3.73
83 eau-de-vie 공유문화적재어 5 8 45 32 115 3.73
84 PSG 축약어 5 12 24 64 100 3.73

85
Question pour 

champion 상표명사 4 14 33 44 110 3.73

86 SNCF 축약어 3 20 21 56 105 3.73
87 BN 상표명사 4 10 54 16 120 3.71
88 LUSTUCRU 상표명사 4 12 39 44 105 3.71
89 pigeon 공유문화적재어 3 10 36 80 75 3.71
90 Vittel 상표명사 3 22 18 56 105 3.71
91 Carte vitale 상표명사 3 20 24 56 100 3.69
92 Café-tabac 상표명사 9 6 24 44 120 3.69
93 dragée 공유문화적재어 6 12 21 64 100 3.69
94 Freebox 상표명사 10 4 24 44 120 3.67
95 dirlo 줄임말 2 12 48 44 95 3.65
96 E.Leclerc 상표명사 3 20 36 32 110 3.65
97 Printemps 상표명사 2 16 45 48 90 3.65
98 SEB 상표명사 7 14 24 36 120 3.65
99 Le Bon Marché 상표명사 2 8 51 44 95 3.64

100 chouya 외래어 5 18 27 40 110 3.64
101 Figaro 상표명사 4 22 24 40 110 3.64
102 Oncle Ben’s 상표명사 8 14 12 56 110 3.64
103 poisson 공유문화적재어 4 12 33 76 75 3.64
104 taupe 공유문화적재어 6 14 33 32 115 3.64
105 Colissimo 상표명사 6 14 30 44 105 3.62
106 L'équipe 상표명사 6 18 15 60 100 3.62
107 maison mère 공유문화적재어 3 22 27 52 95 3.62
108 plomb 대중어 3 18 33 60 85 3.62
109 PRÉSIDENT 상표명사 4 16 27 72 80 3.62
110 second degré 상황어 4 10 45 60 80 3.62
111 lune 공유문화적재어 4 22 33 24 115 3.6
112 promo 줄임말 5 12 36 60 85 3.6
113 navet 공유문화적재어 6 14 30 52 95 3.58
114 prépas 줄임말 2 10 60 60 6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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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Que choisir 상표명사 3 12 57 40 85 3.58
116 marché noir 시사어·신어 5 18 33 40 100 3.56
117 pot de vin 공유문화적재어 7 12 39 32 105 3.55
118 Carte noire 상표명사 7 20 15 52 100 3.53
119 Marianne 공유문화적재어 5 14 39 56 80 3.53
120 Panzani 상표명사 6 16 39 28 105 3.53
121 31 공유문화적재어 3 20 42 44 85 3.53
122 Le Point 상표명사 4 12 51 56 70 3.51
123 blaireau 공유문화적재어 4 18 45 40 85 3.49
124 classe 대중어 4 22 30 56 80 3.49
125 coup du lapin 공유문화적재어 5 18 39 40 90 3.49
126 pot aux roses 공유문화적재어 4 18 48 32 90 3.49
127 TGV 축약어 5 14 45 48 80 3.49
128 caisse 대중어 3 22 45 36 85 3.47
129 ma pomme 대중어 6 20 27 48 90 3.47
130 Siemens 상표명사 5 14 51 36 85 3.47
131 Milka 상표명사 7 18 27 48 90 3.45
132 baccarat 공유문화적재어 8 18 27 36 100 3.44
133 covoiturage 시사어·신어 6 16 30 52 85 3.44
134 Erasmus 공유문화적재어 6 18 27 48 90 3.44
135 GEO 상표명사 6 16 45 36 85 3.42
136 pot 공유문화적재어 5 12 57 48 65 3.4
137 Alstom 상표명사 5 22 42 32 85 3.38
138 L'humanité 상표명사 5 18 39 64 60 3.38
139 Mr. Propre 상표명사 8 24 15 44 95 3.38
140 Poulain 상표명사 6 18 27 80 55 3.38
141 RSA 축약어 8 12 45 36 85 3.38
142 Guignol 상표명사 5 20 42 48 70 3.36
143 vache maigre 공유문화적재어 6 20 45 24 90 3.36
144 boudoir 상황어 4 20 36 84 40 3.35
145 poulet 대중어 6 26 24 48 80 3.35
146 requin 공유문화적재어 6 16 54 28 80 3.35
147 Roquefort 상표명사 6 16 45 36 80 3.33
148 fête des voisins 시사어·신어 5 22 27 48 80 3.31
149 pommade 공유문화적재어 5 28 36 32 80 3.29
150 Le Pastis 51 상표명사 9 26 21 20 105 3.29
151 bluff 상황어 8 20 33 44 75 3.27
152 Champion 상표명사 8 24 21 52 75 3.27
153  Kiri 상표명사 12 16 18 44 90 3.27
154 carotte cuite 공유문화적재어 9 14 39 52 65 3.25



- 309 -

155 pied 상황어 6 26 36 36 75 3.25
156 casquette 공유문화적재어 8 14 48 48 60 3.24
157 cocon 공유문화적재어 7 22 45 24 80 3.24
158 Géant 상표명사 8 20 36 44 70 3.24
159 Hyper 상표명사 8 22 36 32 80 3.24
160 MAAF 축약어 10 22 21 40 85 3.24
161 Le petit marseillais 상표명사 9 24 21 44 80 3.24
162 téléréalité 시사어·신어 6 26 27 64 55 3.24
163 bonus-malus 시사어·신어 6 14 60 52 45 3.22
164 bar-PMU 시사어·신어 9 22 21 40 85 3.22
165 taxe carbone 시사어·신어 7 16 54 40 60 3.22
166 VTT 축약어 8 22 30 32 85 3.22
167 Vieux Papes 상표명사 8 22 30 32 85 3.22
168 barbu 공유문화적재어 6 28 24 68 50 3.2
169 GRAND MÈRE 상표명사 9 24 30 28 85 3.2
170 LU 상표명사 7 16 51 52 50 3.2
171 paon 공유문화적재어 5 12 66 48 45 3.2
172 bakchiche 외래어 7 20 51 32 65 3.18
173 Femme actuelle 상표명사 9 24 30 32 80 3.18
174 Casino 상표명사 7 20 51 36 60 3.16
175 langue de chat 공유문화적재어 12 18 27 32 85 3.16
176 arabe du coin 공유문화적재어 10 14 45 44 60 3.15
177 papa poule 공유문화적재어 8 30 27 28 80 3.15
178 SICAV 축약어 12 12 36 48 65 3.15
179 bonne poire 공유문화적재어 8 20 24 40 80 3.13
180 Canard 상표명사 10 20 36 36 70 3.13
181 Le chat 상표명사 6 28 24 64 50 3.13

182
 tablettes de 

chocolat 공유문화적재어 9 14 63 16 70 3.13

183 Bourjois 상표명사 8 26 36 36 65 3.11
184 J'ai lu 상표명사 7 22 57 20 65 3.11
185 lait 상황어 6 28 36 56 45 3.11
186 rapace 공유문화적재어 8 22 51 20 70 3.11
187 semelle 공유문화적재어 8 26 36 36 65 3.11
188 coloc 줄임말 9 16 45 40 60 3.09
189 Ed 상표명사 13 14 24 64 55 3.09
190 Mamie Nova 상표명사 12 22 24 32 80 3.09
191 Le Parisien 상표명사 13 14 24 64 55 3.09
192 marseillais 공유문화적재어 12 20 27 40 70 3.07
193 pain blanc 공유문화적재어 15 10 33 36 75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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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Benjamin(e) 고유명사 10 8 69 36 45 3.05
195 blé 공유문화적재어 14 16 30 28 80 3.05
196 coq 공유문화적재어 4 40 30 44 50 3.05
197 PASTIS 상표명사 11 24 30 32 70 3.04
198 poisson d’¡¯avril 공유문화적재어 8 20 24 40 75 3.04
199 Axa 상표명사 13 24 18 36 75 3.02
200 8 à huit 상표명사 15 10 36 40 65 3.02
201 Paul 상표명사 7 34 30 40 55 3.02
202 Petit bateau 상표명사 7 26 51 32 50 3.02
203 Petit-suisse 상표명사 7 34 39 40 45 3
204 2CV 상표명사 10 8 69 32 45 2.98
205 RATP 축약어 20 10 9 44 80 2.96
206 bab 줄임말 8 40 24 20 70 2.95
207 MMA 축약어 14 16 36 36 60 2.95
208 madeleine 공유문화적재어 13 22 24 48 55 2.95
209 Truffaut 상표명사 11 18 54 24 55 2.95
210 Tilleul 상표명사 8 22 30 32 70 2.95
211 ardoise 공유문화적재어 9 24 45 48 35 2.93
212 cocorico 공유문화적재어 7 30 51 32 40 2.91
213 chouchou 공유문화적재어 8 32 45 20 55 2.91
214 clou 대중어 11 26 39 24 60 2.91
215 Label Rouge 공유문화적재어 10 22 30 48 50 2.91
216 petit pot 상황어 16 16 24 44 60 2.91
217 poissonnier 공유문화적재어 12 22 45 20 60 2.89
218 Simply market 상표명사 19 8 33 24 75 2.89
219 VSD 축약어 12 22 45 20 60 2.89
220 banane 공유문화적재어 10 30 27 60 30 2.85
221 Franprix 상표명사 15 20 15 72 35 2.85
222 Folio 상표명사 10 22 60 20 45 2.85
223 NICOLAS 상표명사 11 16 60 40 30 2.85
224 Seuil 상표명사 10 24 45 48 30 2.85
225 VAE 축약어 18 14 24 36 65 2.85
226 JDD 축약어 16 18 36 16 70 2.84
227 titi 대중어 18 14 24 40 60 2.84
228 VTT 축약어 11 26 30 44 45 2.84
229 Le vieux Pané 상표명사 17 22 15 32 70 2.84
230 Livre de poche 상표명사 12 26 33 44 40 2.82
231 Nouvelle star 상표명사 15 18 39 28 55 2.82
232 Paris première 상표명사 12 24 51 8 60 2.82
233 baraque 대중어 15 22 27 40 5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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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copains d’avant 시사어·신어 12 22 45 20 55 2.8
235 Badoit 상표명사 13 26 30 44 40 2.78
236 Darty 상표명사 18 18 21 36 60 2.78
237 Laforêt 상표명사 16 24 21 44 45 2.73
238 râteau 공유문화적재어 14 18 57 16 45 2.73
239 UFC 축약어 18 10 45 32 45 2.73
240 AB 축약어 18 22 18 36 55 2.71
241 billard 공유문화적재어 14 32 24 24 55 2.71
242 Persil 상표명사 14 32 18 40 45 2.71
243 Prince 상표명사 12 28 39 44 25 2.69
244 Roundup 상표명사 24 10 9 40 65 2.69
245 Graal 공유문화적재어 15 26 33 28 45 2.67
246 M 공유문화적재어 19 20 21 32 55 2.67
247 Métro 상표명사 15 22 39 36 35 2.67
248 coop 줄임말 14 26 36 20 50 2.65
249 Matignon 고유명사 10 24 45 36 30 2.64
250 Petit écolier 상표명사 19 18 30 28 50 2.64
251 Castrorama 상표명사 19 8 33 24 60 2.62
252 braderie de Lille 시사어·신어 15 26 33 24 45 2.6
523 matelas 공유문화적재어 13 34 30 36 30 2.6
254 Marie 고유명사 19 22 27 20 55 2.6
255 poire 공유문화적재어 15 32 30 16 50 2.6
256 pie 공유문화적재어 20 20 27 20 55 2.58
257 Bic 상표명사 17 22 33 44 25 2.56
258 Gala 상표명사 16 30 30 20 45 2.56
259 André 상표명사 17 20 45 28 30 2.55
260 SOCIÉTÉ 상표명사 23 16 21 20 60 2.55
261 SUPER CROIX 상표명사 17 20 48 20 35 2.55
262 Nuit tranquille 상표명사 20 20 36 8 55 2.53
263 CDI 축약어 16 20 36 16 50 2.51
264 Feu vert 상표명사 19 20 39 20 40 2.51
265 RELAY 상표명사 25 8 30 24 50 2.49
266 bling-bling 외래어 18 28 21 44 25 2.47
267 Mont Blanc 상표명사 17 40 9 20 50 2.47
268 Mont d'Or 공유문화적재어 14 42 21 24 35 2.47
269 Meunier 고유명사 23 18 30 8 55 2.44
270 Bridel 상표명사 18 30 33 12 40 2.42
271 moutarde 공유문화적재어 22 18 30 8 55 2.42
272 soirée pyjama 공유문화적재어 20 22 30 36 25 2.42
273 poulet de Bresse 공유문화적재어 19 28 24 40 20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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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thon 대중어 21 24 21 44 20 2.36
275 Alice 상표명사 19 30 33 16 30 2.33
276 Garnier 상표명사 20 28 27 28 25 2.33
277 Smartbox 상표명사 25 18 15 44 25 2.31
278 L'Etudiant 상표명사 22 28 24 16 35 2.27
279 vélo-taxi 시사어·신어 27 18 12 32 35 2.25
280 choucroute 공유문화적재어 22 34 15 16 35 2.22
281 DUT 축약어 25 14 42 20 20 2.2
282 Tanguy 공유문화적재어 24 28 18 20 30 2.18
283 Gibert Joseph 상표명사 27 14 39 8 30 2.15
284 coworking 외래어 25 26 24 16 25 2.11
285 Saint-Louis 공유문화적재어 25 26 24 16 25 2.11
286 Clinique 상표명사 28 12 39 16 20 2.09
287 Les halles 고유명사 28 12 39 16 20 2.09
288 Jules 상표명사 29 16 27 12 30 2.07
289 or 공유문화적재어 28 18 24 28 15 2.05
290 coolitude 외래어 32 12 27 0 40 2.02
291 vieux dossier 공유문화적재어 28 28 9 20 25 2
292 Pomme de pain 상표명사 33 6 33 16 20 1.96
293 doodle 시사어·신어 33 12 24 20 15 1.89
294 baleine 공유문화적재어 25 38 27 8 0 1.78
295 Palavas-les-flots 공유문화적재어 33 20 15 24 5 1.76
296 marronnier 공유문화적재어 38 16 12 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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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lexique culturel 문화 어휘 유형
1.빈도

수점수
안정 암시 의·비

2.문화 

어휘성격 

점수 

문화요소 3.해당점수 총합계 순위

1 Quatre-Quarts 공유문화적재어 3.96 5 5 5 5.00 Aa 5.00 17.92 1
2 pot-au-feu 공유문화적재어 3.84 5 5 5 5.00 Aa 5.00 17.68 2
3 rosé 공유문화적재어 3.76 5 5 5 5.00 Aa 5.00 17.52 3
4 eau-de-vie 공유문화적재어 3.73 5 5 5 5.00 Aa 5.00 17.46 4
5 Auchan 상표명사 4.36 5 1 5 3.67 Ae 5.00 17.39 5
6 pub 줄임말 4.67 5 1 5 3.67 Dk 4.33 17.34 6
7 Bleu 공유문화적재어 3.98 5 5 5 5.00 Df 4.33 17.29 7
8 Canal plus 상표명사 4.27 5 1 5 3.67 Ae 5.00 17.21 8
9 nez creux 공유문화적재어 3.93 5 5 5 5.00 Dk 4.33 17.19 9
10 Vert 공유문화적재어 3.93 5 5 5 5.00 Dg 4.33 17.19 9
11 Le monde 상표명사 4.22 5 1 5 3.67 Ae 5.00 17.11 11
12 langue de bois 공유문화적재어 3.87 5 5 5 5.00 Dk 4.33 17.07 12
13 quatre 공유문화적재어 3.84 5 5 5 5.00 Dk 4.33 17.01 13
14 La vache qui rit 상표명사 4.16 5 1 5 3.67 Ae 5.00 16.99 14
15 Sarko 줄임말 4.42 5 1 5 3.67 Dk 4.33 16.84 15
16 carton 공유문화적재어 3.75 5 5 5 5.00 Dk 4.33 16.83 16
17 SDF 축약어 4.38 5 1 5 3.67 Da 4.33 16.76 17
18 pigeon 공유문화적재어 3.71 5 5 5 5.00 Dk 4.33 16.75 18
19 IKEA 상표명사 4.04 5 1 5 3.67 Ae 5.00 16.75 19
20 dragée 공유문화적재어 3.69 5 5 5 5.00 Di 4.33 16.71 20
21 PS 축약어 4.35 5 1 5 3.67 Dg 4.33 16.70 21
22 BD(bédé) 축약어 4.35 5 1 5 3.67 Dk 4.33 16.70 22
23 Roquefort 공유문화적재어 3.33 5 5 5 5.00 Aa 5.00 16.66 23
24 La Tribune 상표명사 3.98 5 1 5 3.67 Ae 5.00 16.63 24

■ 문화 어휘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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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6 상표명사 3.98 5 1 5 3.67 Ae 5.00 16.63 24
26 poisson 공유문화적재어 3.64 5 5 5 5.00 Di 4.33 16.61 26
27 taupe 공유문화적재어 3.64 5 5 5 5.00 Dk 4.33 16.61 26
28 Evian 상표명사 3.96 5 1 5 3.67 Ae 5.00 16.59 28
29 Carrefour 상표명사 3.96 5 1 5 3.67 Ae 5.00 16.59 28
30 lune 공유문화적재어 3.6 5 5 5 5.00 Dk 4.33 16.53 30
31 TF1 상표명사 3.93 5 1 5 3.67 Ae 5.00 16.53 31
32 navet 공유문화적재어 3.58 5 5 5 5.00 Dk 4.33 16.49 32
33 Le nouvel observateur 상표명사 3.89 5 1 5 3.67 Ae 5.00 16.45 33
34 pot de vin 공유문화적재어 3.55 5 5 5 5.00 De 4.33 16.43 34
35 dos d'âne 공유문화적재어 3.87 5 5 5 5.00 Fd 3.67 16.41 35
36 Perrier 상표명사 3.87 5 1 5 3.67 Ae 5.00 16.41 35
37 Thonon 상표명사 3.87 5 1 5 3.67 Ae 5.00 16.41 35
38 Fnac 상표명사 3.87 5 1 5 3.67 Ae 5.00 16.41 35
39 Marianne 공유문화적재어 3.53 5 5 5 5.00 Df 4.33 16.39 39
40 31 공유문화적재어 3.53 5 5 5 5.00 De 4.33 16.39 40
41 Libération 상표명사 3.85 5 1 5 3.67 Ae 5.00 16.37 41
42 Bonne Maman 상표명사 3.85 5 1 5 3.67 Ae 5.00 16.37 41
43 Tisane 상표명사 3.85 5 1 5 3.67 Ae 5.00 16.37 41
44 Monoprix 상표명사 3.84 5 1 5 3.67 Ae 5.00 16.35 44
45 Stabilo 상표명사 3.84 5 1 5 3.67 Ae 5.00 16.35 44
46 blaireau 공유문화적재어 3.49 5 5 5 5.00 Dk 4.33 16.31 46
47 coup du lapin 공유문화적재어 3.49 5 5 5 5.00 Dk 4.33 16.31 46
48 pot aux roses 공유문화적재어 3.49 5 5 5 5.00 Dk 4.33 16.31 46
49 France Inter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49
50 Le Huffington Post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49
51 PICARD 상표명사 3.82 5 1 5 3.67 Ae 5.00 16.31 49
52 France Culture 상표명사 3.8 5 1 5 3.67 Ae 5.00 16.27 52
53 Intermarché 상표명사 3.8 5 1 5 3.67 Ae 5.00 16.2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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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resto 줄임말 4.11 5 1 5 3.67 Dk 4.33 16.22 54
55 perso 줄임말 4.11 5 1 5 3.67 Dk 4.33 16.22 54
56 baccarat 공유문화적재어 3.44 5 5 5 5.00 Dd 4.33 16.21 56
57 Erasmus 공유문화적재어 3.44 5 5 5 5.00 Dd 4.33 16.21 56
58 Super U 상표명사 3.76 5 1 5 3.67 Ae 5.00 16.19 58
59 Elysée 고유명사 4.07 5 1 5 3.67 Dg 4.33 16.14 59
60 pot 공유문화적재어 3.4 5 5 5 5.00 Dk 4.33 16.13 60

61
Question pour 

champion 상표명사 3.73 5 1 5 3.67 Ae 5.00 16.13 61

62 PSG 축약어 3.73 5 1 5 3.67 Ae 5.00 16.13 61
63 BN 상표명사 3.71 5 1 5 3.67 Ae 5.00 16.09 63
64 Vittel 상표명사 3.71 5 1 5 3.67 Ae 5.00 16.09 63
65 PASTIS 공유문화적재어 3.04 5 5 5 5.00 Aa 5.00 16.08 65
66 vache maigre 공유문화적재어 3.36 5 5 5 5.00 Dc 4.33 16.05 66
67 Café-tabac 상표명사 3.69 5 1 5 3.67 Ae 5.00 16.05 67
68 requin 공유문화적재어 3.35 5 5 5 5.00 Dk 4.33 16.03 68
69 boudoir 공유문화적재어 3.35 5 5 5 5.00 Dh 4.33 16.03 68
70 apéro 줄임말 4 5 1 5 3.67 Dk 4.33 16.00 70
71 E.Leclerc 상표명사 3.65 5 1 5 3.67 Ae 5.00 15.97 71
72 Printemps 상표명사 3.65 5 1 5 3.67 Ae 5.00 15.97 71
73 Figaro 상표명사 3.64 5 1 5 3.67 Ae 5.00 15.95 73
74 Oncle Ben’s 상표명사 3.64 5 1 5 3.67 Ae 5.00 15.95 73
75 Le Bon Marché 상표명사 3.64 5 1 5 3.67 Ae 5.00 15.95 73
76 pommade 공유문화적재어 3.29 5 5 5 5.00 Dk 4.33 15.91 76
77 L'équipe 상표명사 3.62 5 1 5 3.67 Ae 5.00 15.91 77
78 PRÉSIDENT 상표명사 3.62 5 1 5 3.67 Ae 5.00 15.91 77
79 FN 축약어 3.95 5 1 5 3.67 Dg 4.33 15.90 79
80 carotte cuite 공유문화적재어 3.25 5 5 5 5.00 Dk 4.33 15.83 80
81 Que choisir 상표명사 3.58 5 1 5 3.67 Ae 5.00 15.83 81



- 316 -

82 exo 줄임말 3.91 5 1 5 3.67 Dk 4.33 15.82 82
83 casquette 공유문화적재어 3.24 5 5 5 5.00 Dk 4.33 15.81 83
84 cocon 공유문화적재어 3.24 5 5 5 5.00 Dk 4.33 15.81 83
85 barbu 공유문화적재어 3.2 5 5 5 5.00 Dk 4.33 15.73 85
86 paon 공유문화적재어 3.2 5 5 5 5.00 Dk 4.33 15.73 85
87 Carte noire 상표명사 3.53 5 1 5 3.67 Ae 5.00 15.73 87
88 Panzani 상표명사 3.53 5 1 5 3.67 Ae 5.00 15.73 87
89 Le Point 상표명사 3.51 5 1 5 3.67 Ae 5.00 15.69 89
90 langue de chat 공유문화적재어 3.16 5 5 5 5.00 Dk 4.33 15.65 90
91 pros 줄임말 3.82 5 1 5 3.67 Dk 4.33 15.64 91
92 galette 공유문화적재어 4.15 5 5 5 5.00 Ga 2.33 15.63 92
93 papa poule 공유문화적재어 3.15 5 5 5 5.00 De 4.33 15.63 93
94 bonne poire 공유문화적재어 3.13 5 5 5 5.00 Dk 4.33 15.59 94
95  tablettes de chocolat 공유문화적재어 3.13 5 5 5 5.00 Dj 4.33 15.59 94
96 Milka 상표명사 3.45 5 1 5 3.67 Ae 5.00 15.57 96
97 rapace 공유문화적재어 3.11 5 5 5 5.00 Dk 4.33 15.55 97
98 semelle 공유문화적재어 3.11 5 5 5 5.00 Dk 4.33 15.55 97
99 GEO 상표명사 3.42 5 1 5 3.67 Ae 5.00 15.51 99

100 Bobo 축약어 3.75 5 1 5 3.67 Dk 4.33 15.50 100
101 marseillais 공유문화적재어 3.07 5 5 5 5.00 Dd 4.33 15.47 101
102 pain blanc 공유문화적재어 3.07 5 5 5 5.00 De 4.33 15.47 101
103 blé 공유문화적재어 3.05 5 5 5 5.00 Dc 4.33 15.43 103
104 coq 공유문화적재어 3.05 5 5 5 5.00 Df 4.33 15.43 103
105 L'Humanité 상표명사 3.38 5 1 5 3.67 Ae 5.00 15.43 105
106 Poulain 상표명사 3.38 5 1 5 3.67 Ae 5.00 15.43 105
107 Mr. Propre 상표명사 3.38 5 1 5 3.67 Ae 5.00 15.43 105
108 boîte 대중어 4.38 1 5 1 2.33 Dk 4.33 15.42 108
109 EDF 축약어 4.36 5 1 5 3.67 Be 3.00 15.39 109
110 Guignol 상표명사 3.36 5 1 5 3.67 Ae 5.00 15.3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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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dirlo 줄임말 3.65 5 1 5 3.67 Dk 4.33 15.30 111
112 Le Pastis 51 상표명사 3.29 5 1 5 3.67 Ae 5.00 15.25 112
113 maison mère 공유문화적재어 3.62 5 5 5 5.00 Be 3.00 15.24 113
114 madeleine 공유문화적재어 2.95 5 5 5 5.00 Dh 4.33 15.23 114
115  Kiri 상표명사 3.27 5 1 5 3.67 Ae 5.00 15.21 115
116 Champion 상표명사 3.27 5 1 5 3.67 Ae 5.00 15.21 115
117 promo 줄임말 3.6 5 1 5 3.67 Dk 4.33 15.20 117
118 quatre heures 공유문화적재어 3.93 5 5 5 5.00 Ga 2.33 15.19 118
119 ardoise 공유문화적재어 2.93 5 5 5 5.00 Dc 4.33 15.19 119
120 prépas 줄임말 3.58 5 1 5 3.67 Dk 4.33 15.16 120
121 cocorico 공유문화적재어 2.91 5 5 5 5.00 Df 4.33 15.15 121
122 chouchou 공유문화적재어 2.91 5 5 5 5.00 Dk 4.33 15.15 122
123 Géant 상표명사 3.24 5 1 5 3.67 Ae 5.00 15.15 123
124 Le petit marseillais 상표명사 3.24 5 1 5 3.67 Ae 5.00 15.15 123
125 poissonnier 공유문화적재어 2.89 5 5 5 5.00 Df 4.33 15.11 125
126 VTT 축약어 3.22 5 1 5 3.67 Ad 5.00 15.11 126
127 Vieux Papes 상표명사 3.22 5 1 5 3.67 Ae 5.00 15.11 126
128 GRAND MÈRE 상표명사 3.2 5 1 5 3.67 Ae 5.00 15.07 128
129 LU 상표명사 3.2 5 1 5 3.67 Ae 5.00 15.07 128
130 La vache 대중어 4.2 1 5 1 2.33 Dk 4.33 15.06 130
131 crêpe 공유문화적재어 3.85 5 5 5 5.00 Ga 2.33 15.03 131
132 Femme actuelle 상표명사 3.18 5 1 5 3.67 Ae 5.00 15.03 132
133 PQ 대중어 4.18 1 5 1 2.33 Dk 4.33 15.02 133
134 Peugeot 상표명사 4.16 5 1 5 3.67 Be 3.00 14.99 134
135 Casino 상표명사 3.16 5 1 5 3.67 Ae 5.00 14.99 134
136 Citroën 상표명사 4.15 5 1 5 3.67 Be 3.00 14.97 136
137 Mont d'Or 공유문화적재어 2.47 5 5 5 5.00 Aa 5.00 14.94 137
138 Canard 상표명사 3.13 5 1 5 3.67 Ae 5.00 14.93 138
139 Le chat 상표명사 3.13 5 1 5 3.67 Ae 5.00 14.9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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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Total 상표명사 4.11 5 1 5 3.67 Be 3.00 14.89 140
141 J'ai lu 상표명사 3.11 5 1 5 3.67 Ae 5.00 14.89 140
142 SMIC 축약어 4.11 5 1 5 3.67 Bc 3.00 14.89 140
143 Bourjois 상표명사 3.11 5 1 5 3.67 Ae 5.00 14.89 140
144 HLM 축약어 4.09 5 1 5 3.67 Bb 3.00 14.85 144
145 Le Parisien 상표명사 3.09 5 1 5 3.67 Ae 5.00 14.85 144
146 Mamie Nova 상표명사 3.09 5 1 5 3.67 Ae 5.00 14.85 144
147 Ed 상표명사 3.09 5 1 5 3.67 Ae 5.00 14.85 144
148 râteau 공유문화적재어 2.73 5 5 5 5.00 Dk 4.33 14.79 148
149 billard 공유문화적재어 2.71 5 5 5 5.00 De 4.33 14.75 149
150 8 à huit 상표명사 3.02 5 1 5 3.67 Ae 5.00 14.71 150
151 Paul 상표명사 3.02 5 1 5 3.67 Ae 5.00 14.71 150
152 Petit bateau 상표명사 3.02 5 1 5 3.67 Ae 5.00 14.71 150
153 PME 축약어 4.02 5 1 5 3.67 Be 3.00 14.71 153
154 demi 상황어 4.02 5 1 1 2.33 Dk 4.33 14.70 154
155 Graal 공유문화적재어 2.67 5 5 5 5.00 Di 4.33 14.67 155
156 M 공유문화적재어 2.67 5 5 5 5.00 Dh 4.33 14.67 155
157 Petit-suisse 상표명사 3 5 1 5 3.67 Ae 5.00 14.67 157
158 2CV 상표명사 2.98 5 1 5 3.67 Ae 5.00 14.63 158
159 Tilleul 상표명사 2.95 5 1 5 3.67 Ae 5.00 14.57 159
160 Truffaut 상표명사 2.95 5 1 5 3.67 Ae 5.00 14.57 159
161 matelas 공유문화적재어 2.6 5 5 5 5.00 Dc 4.33 14.53 161
162 poire 공유문화적재어 2.6 5 5 5 5.00 De 4.33 14.53 161
163 vide-grenier 시사어·신어 3.93 1 5 1 2.33 De 4.33 14.52 163
164 pie 공유문화적재어 2.58 5 5 5 5.00 Dk 4.33 14.49 164
165 label rouge 공유문화적재어 2.91 5 5 5 5.00 Fd 3.67 14.49 165
166 pif 상황어 3.91 5 1 1 2.33 Dk 4.33 14.48 166
167 hyper 줄임말 3.24 5 1 5 3.67 Dk 4.33 14.48 167
168 BNP 상표명사 3.89 5 1 5 3.67 Be 3.00 14.4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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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sso 상표명사 3.89 5 1 5 3.67 Be 3.00 14.45 168
170 SFR 축약어 3.89 5 1 5 3.67 Be 3.00 14.45 168
171 Simply market 상표명사 2.89 5 1 5 3.67 Ae 5.00 14.45 168
172 VSD 축약어 2.89 5 1 5 3.67 Ae 5.00 14.45 168
173 film culte 시사어·신어 3.89 1 5 1 2.33 Dh 4.33 14.45 173
174 Danone 상표명사 3.85 5 1 5 3.67 Be 3.00 14.37 174
175 PACS 축약어 3.85 5 1 5 3.67 Bc 3.00 14.37 174
176 Franprix 상표명사 2.85 5 1 5 3.67 Ae 5.00 14.37 174
177 NICOLAS 상표명사 2.85 5 1 5 3.67 Ae 5.00 14.37 174
178 Le vieux Pané 상표명사 2.84 5 1 5 3.67 Ae 5.00 14.35 178
179 Fiat 상표명사 3.84 5 1 5 3.67 Be 3.00 14.35 178
180 Orange 상표명사 3.84 5 1 5 3.67 Be 3.00 14.35 178
181 RMI 축약어 3.84 5 1 5 3.67 Bc 3.00 14.35 178
182 JDD 축약어 2.84 5 1 5 3.67 Ae 5.00 14.35 178
183 Renault 상표명사 3.82 5 1 5 3.67 Be 3.00 14.31 183
184 Nouvelle star 상표명사 2.82 5 1 5 3.67 Ae 5.00 14.31 183
185 Paris première 상표명사 2.82 5 1 5 3.67 Ae 5.00 14.31 183
186 vélib' 혼성어 3.82 1 1 5 2.33 Dd 4.33 14.30 186
187 Rue du commerce 상표명사 3.8 5 1 5 3.67 Be 3.00 14.27 187
188 motocrotte 시사어·신어 3.8 1 5 1 2.33 De 4.33 14.26 188
189 Badoit 상표명사 2.78 5 1 5 3.67 Ae 5.00 14.23 189
190 coloc 줄임말 3.09 5 1 5 3.67 Dk 4.33 14.18 190
191 moutarde 공유문화적재어 2.42 5 5 5 5.00 Dd 4.33 14.17 191
192 PDG 축약어 4.4 5 1 5 3.67 Ce 1.67 14.13 192
193 carte orange 상표명사 3.73 5 1 5 3.67 Bd 3.00 14.13 193
194 SNCF 축약어 3.73 5 1 5 3.67 Be 3.00 14.13 193
195 poulet de Bresse 공유문화적재어 2.38 5 5 5 5.00 Dd 4.33 14.09 195
196 LUSTUCRU 상표명사 3.71 5 1 5 3.67 Be 3.00 14.09 196
197 Persil 상표명사 2.71 5 1 5 3.67 Ae 5.00 14.09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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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Carte vitale 상표명사 3.69 5 1 5 3.67 Bc 3.00 14.05 198
199 Roundup 상표명사 2.69 5 1 5 3.67 Ae 5.00 14.05 198
200 Métro 상표명사 2.67 5 1 5 3.67 Ae 5.00 14.01 200
201 freebox 시사어·신어 3.67 1 5 1 2.33 De 4.33 14.00 201
202 SEB 상표명사 3.65 5 1 5 3.67 Be 3.00 13.97 202
203 Petit écolier 상표명사 2.64 5 1 5 3.67 Ae 5.00 13.95 203
204 RATP 축약어 2.96 5 1 5 3.67 Dj 4.33 13.92 204
205 colissimo 상표명사 3.62 5 1 5 3.67 Bd 3.00 13.91 205
206 plomb 대중어 3.62 1 5 1 2.33 Dk 4.33 13.91 205
207 second degré 상황어 3.62 5 1 1 2.33 Dk 4.33 13.91 205
208 castrorama 상표명사 2.62 5 1 5 3.67 Ae 5.00 13.91 205
209 bab 줄임말 2.95 5 1 5 3.67 Dk 4.33 13.90 209
210 Prince 상표명사 2.6 5 1 5 3.67 Ae 5.00 13.87 210
211 livre d'or 대중어 3.93 1 5 1 2.33 Fd 3.67 13.86 211
212 Gala 상표명사 2.56 5 1 5 3.67 Ae 5.00 13.79 212
213 Bic 상표명사 2.56 5 1 5 3.67 Ae 5.00 13.79 212
214 marché noir 시사어·신어 3.56 1 5 1 2.33 De 4.33 13.79 214
215 choucroute 공유문화적재어 2.22 5 5 5 5.00 Dk 4.33 13.77 215
216 bar-PMU 시사어·신어 3.22 1 5 1 2.33 Ae 5.00 13.77 215
217 SOCIÉTÉ 상표명사 2.55 5 1 5 3.67 Ae 5.00 13.77 217
218 André 상표명사 2.55 5 1 5 3.67 Ae 5.00 13.77 217
219 SUPER CROIX 상표명사 2.55 5 1 5 3.67 Ae 5.00 13.77 217
220 Nuit tranquille 상표명사 2.53 5 1 5 3.67 Ae 5.00 13.73 220
221 VAE 축약어 2.85 5 1 5 3.67 Dl 4.33 13.70 221
222 Tanguy 공유문화적재어 2.18 5 5 5 5.00 De 4.33 13.69 222
223 Feu vert 상표명사 2.51 5 1 5 3.67 Ae 5.00 13.69 223
224 TGV 축약어 3.49 5 1 5 3.67 Bd 3.00 13.65 224
225 RELAY 상표명사 2.49 5 1 5 3.67 Ae 5.00 13.65 224
226 classe 대중어 3.49 1 5 1 2.33 Dk 4.33 13.64 226



- 321 -

227 Siemens 상표명사 3.47 5 1 5 3.67 Be 3.00 13.61 227
228 ma pomme 대중어 3.47 1 5 1 2.33 Dk 4.33 13.61 228
229 caisse 대중어 3.47 1 5 1 2.33 Dk 4.33 13.60 229
230 Saint-Louis 공유문화적재어 2.11 5 5 5 5.00 Dd 4.33 13.55 230
231 DRH 축약어 4.09 5 1 5 3.67 Ce 1.67 13.52 231
232 Premier Fils 상표명사 2.76 5 1 5 3.67 De 4.33 13.52 231
233 Bridel 상표명사 2.42 5 1 5 3.67 Ae 5.00 13.51 233
234 or 공유문화적재어 2.05 5 5 5 5.00 Dk 4.33 13.43 234
235 Alstom 상표명사 3.38 5 1 5 3.67 Be 3.00 13.43 235
236 RSA 축약어 3.38 5 1 5 3.67 Bc 3.00 13.43 235
237 AB 축약어 2.71 5 1 5 3.67 Dk 4.33 13.42 237
238 poisson d’avril 공유문화적재어 3.04 5 5 5 5.00 Ga 2.33 13.41 238
239 poulet 대중어 3.35 1 5 1 2.33 Dk 4.33 13.36 239
240 Garnier 상표명사 2.33 5 1 5 3.67 Ae 5.00 13.33 240
241 coop 줄임말 2.65 5 1 5 3.67 Dk 4.33 13.30 241
242 Matignon 고유명사 2.64 5 1 5 3.67 Dg 4.33 13.28 242
243 tupperware 외래어 3.96 1 1 1 1.00 Dk 4.33 13.25 243
244 bluff 상황어 3.27 5 1 1 2.33 Dk 4.33 13.21 244
245 L'Etudiant 상표명사 2.27 5 1 5 3.67 Ae 5.00 13.21 244
246 Marie 고유명사 2.6 5 1 5 3.67 De 4.33 13.20 246
247 pied 상황어 3.25 5 1 1 2.33 Dk 4.33 13.17 247
248 MAAF 축약어 3.24 5 1 5 3.67 Bc 3.00 13.15 248
249 téléréalité 시사어·신어 3.24 1 5 1 2.33 De 4.33 13.14 249
250 taxe carbone 시사어·신어 3.22 1 5 1 2.33 Dd 4.33 13.11 250
251 SICAV 축약어 3.15 5 1 5 3.67 Be 3.00 12.97 251
252 Gibert Joseph 상표명사 2.15 5 1 5 3.67 Ae 5.00 12.97 251
523 arabe du coin 시사어·신어 3.15 1 5 1 2.33 De 4.33 12.96 253
254 copains d’avant 시사어·신어 2.8 1 5 1 2.33 Ae 5.00 12.93 254
255 baleine 공유문화적재어 1.78 5 5 5 5.00 Dk 4.33 12.89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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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lait 상황어 3.11 5 1 1 2.33 Dk 4.33 12.89 256
257 covoiturage 시사어·신어 3.44 1 5 1 2.33 Fd 3.67 12.88 257
258 Meunier 고유명사 2.44 5 1 5 3.67 De 4.33 12.88 258
259 Palavas-les-flots 공유문화적재어 1.76 5 5 5 5.00 Dd 4.33 12.85 259
260 Clinique 상표명사 2.09 5 1 5 3.67 Ae 5.00 12.85 260
261 Jules 상표명사 2.07 5 1 5 3.67 Ae 5.00 12.81 261
262 Axa 상표명사 3.02 5 1 5 3.67 Bc 3.00 12.71 262
263 chouya 외래어 3.64 1 1 1 1.00 Dk 4.33 12.61 263
264 Pomme de pain 상표명사 1.96 5 1 5 3.67 Ae 5.00 12.59 264
265 MMA 축약어 2.95 5 1 5 3.67 Bc 3.00 12.57 265
266 marronnier 공유문화적재어 1.6 5 5 5 5.00 De 4.33 12.53 266
267 clou 대중어 2.91 1 5 1 2.33 De 4.33 12.49 267
268 petit pot 상황어 2.91 5 1 1 2.33 Dk 4.33 12.48 268
269 DUT 축약어 2.2 5 1 5 3.67 Dl 4.33 12.40 269
270 Folio 상표명사 2.85 5 1 5 3.67 Be 3.00 12.37 270
271 Seuil 상표명사 2.85 5 1 5 3.67 Be 3.00 12.37 270
272 banane 대중어 2.85 1 5 1 2.33 Dk 4.33 12.36 272
273 titi 대중어 2.84 1 5 1 2.33 Dk 4.33 12.35 273
274 Livre de poche 상표명사 2.82 5 1 5 3.67 Be 3.00 12.31 274
275 baraque 대중어 2.8 1 5 1 2.33 Dk 4.33 12.27 275
276 Darty 상표명사 2.78 5 1 5 3.67 Be 3.00 12.23 276
277 Les halles 고유명사 2.09 5 1 5 3.67 De 4.33 12.18 277
278 soirée pyjama 공유문화적재어 2.42 5 5 5 5.00 Gd 2.33 12.17 278
279 UFC 축약어 2.73 5 1 5 3.67 Be 3.00 12.13 279
280 Laforêt 상표명사 2.73 5 1 5 3.67 Be 3.00 12.13 279
281 bonus-malus 시사어·신어 3.22 1 5 1 2.33 Bc 3.00 11.77 281
282 bakchiche 외래어 3.18 1 1 1 1.00 Dk 4.33 11.69 282
283 CDI 축약어 2.51 5 1 5 3.67 Bc 3.00 11.69 283
284 Mont Blanc 상표명사 2.47 5 1 5 3.67 Be 3.00 11.6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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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Benjamin(e) 고유명사 3.05 5 1 5 3.67 Cc 1.67 11.43 285
286 thon 대중어 2.36 1 5 1 2.33 Dk 4.33 11.39 286
287 Alice 시사어·신어 2.33 1 5 1 2.33 De 4.33 11.32 287
288 fête des voisins 시사어·신어 3.31 1 5 1 2.33 Gd 2.33 11.29 288
289 smartbox 시사어·신어 2.31 1 5 1 2.33 De 4.33 11.28 289
290 vélo-taxi 시사어·신어 2.25 1 5 1 2.33 De 4.33 11.17 290
291 vieux dossier 대중어 2 1 5 1 2.33 Dk 4.33 10.67 291
292 doodle 시사어·신어 1.89 1 5 1 2.33 De 4.33 10.44 292
293 bling-bling 외래어 2.47 1 1 1 1.00 Dk 4.33 10.27 293
294 braderie de Lille 시사어·신어 2.6 1 5 1 2.33 Ga 2.33 9.87 294
295 coworking 외래어 2.11 1 1 1 1.00 De 4.33 9.55 295
296 coolitude 외래어 2.02 1 1 1 1.00 Dk 4.33 9.37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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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lexique culturel 문화 어휘 유형 C.C.P. 빈도수

순위

수준

(A. B. C)
문화

요소

해당

순위

전체

순위

1 AB 축약어 　프랑스 무공해 농산물 라벨 240 C Dk 2 237

2 Alice 상표명사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275 C De 2 287

3 Alstom 상표명사
프랑스 전력생성 및 철도운송 

전문 업체　
137 C Be 4 235

4 André 상표명사 신발 상표　 259 C Ae 1 217

5 apéro 줄임말 아페리티프　 28 A Dk 2 70

6 arabe du coin 시사어·신어 북 아프리카인이 운영하는 식료품점　 176 C De 2 253

7 ardoise 공유문화적재어 빚　 211 B Dc 2 119

8 Auchan 상표명사 대형마트　 6 A Ae 1 5

9 Axa 상표명사 생명보험사　 199 C Bc 4 262

10 bab 줄임말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　 206 C Dk 2 209

11 baccarat 공유문화적재어 바카라 산 크리스탈　 132 A Dd 2 56

12 Badoit 상표명사 탄산수 상표　 235 C Ae 1 189

13 bakchiche 외래어 뇌물 172 C Dk 2 282

14 baleine 공유문화적재어 뚱뚱한 여자　 294 C Dk 2 255

15 banane 대중어 　행복 220 C Dk 2 272

16 baraque 대중어 건장한, 체력이 좋은 사람　 233 C Dk 2 275

17 barbu 공유문화적재어 이슬람교 극단론자　 168 B Dk 2 85

18 bar-PMU 시사어·신어 마권 놀이 하는 바　 163 C Ae 1 215

■ 종합적인 문화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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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BD(bédé) 축약어 만화　 8 A Dk 2 22

20 Benjamin(e) 고유명사 막내아들　 194 C Cc 6 285

21 Bic 상표명사 　볼펜상표 257 C Ae 1 212

22 billard 공유문화적재어 수술대　 240 C De 2 149

23 blaireau 공유문화적재어 속물　 123 A Dk 2 46

24 blé 공유문화적재어 돈　 194 B Dc 2 103

25 Bleu 공유문화적재어 프랑스인　 29 A Df 2 7

26 bling-bling 외래어 사치스러운(사르코지 대통령 묘사) 266 C Dk 2 293

27 bluff 상황어 사기　 151 C Dk 2 244

28 BN 상표명사 비스킷 상표명　 87 A Ae 1 63

29 BNP 상표명사 은행　 45 C Be 4 168

30 Bobo 축약어 보보족　 80 B Dk 2 100

31 boîte 대중어 유흥장　 4 B Dk 2 108

32 Le Bon Marché 상표명사 세계 최초의 백화점　 99 B Ae 1 73

33 Bonne Maman 상표명사 잼 상표　 55 A Ae 1 41

34 bonne poire 공유문화적재어 친절한 사람 179 B Dk 2 94

35 bonus-malus 시사어·신어 　보험료의 할증 및 할인　 163 C Bc 4 281

36 boudoir 공유문화적재어 사적인 공간　 144 A Dh 2 68

37 Bourjois 상표명사 화장품 상표　 183 B Ae 1 140

38 braderie de Lille 시사어·신어 유럽 최대의 벼룩시장 축제　 252 C Ga 5 294

39 Bridel 상표명사 유제품 상표　 270 C Ae 1 233

40 Café-tabac 상표명사 담배 가게를 겸한 카페　 91 A Ae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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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aisse 대중어 자동차　 128 C Dk 2 229

42 Canal plus 상표명사 지상유료텔레비전채널　 10 A Ae 1 8

43 Canard 상표명사 신문　 179 B Ae 1 138

44 carotte cuite 공유문화적재어 절망적인 상황 묘사 154 B Dk 2 80

45 Carrefour 상표명사 대형마트　 32 A Ae 1 28

46 Carte noire 상표명사 커피 상표　 118 B Ae 1 87

47 Carte orange 상표명사 지하철·버스 공용 정기권　 82 C Bd 4 193

48 Carte vitale 상표명사 의료보험　 91 C Bc 4 198

49 carton 공유문화적재어 성공　 80 A Dk 2 16

50 Casino 상표명사 슈퍼마켓　 174 B Ae 1 134

51 casquette 공유문화적재어 역할, 지위　 156 B Dk 2 83

52 Castrorama 상표명사 가정용 수리 용품 생산 기업　 251 C Ae 1 205

53 CDI 축약어 불특정 기간 계약 　 263 C Bc 4 283

54 Champion 상표명사 대형 슈퍼마켓　 151 B Ae 1 115

55 Le chat 상표명사 세탁세제 상표　 179 B Ae 1 138

56 chouchou 공유문화적재어 코믹영화 제목　 212 B Dk 2 122

57 choucroute 공유문화적재어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　 280 C Dk 2 215

58 chouya 외래어 조금　 99 C Dk 2 263

59 Citroën 상표명사 자동차제조회사 및 생산제품　 16 B Be 4 136

60 classe 대중어 〔감탄〕멋진　 123 C Dk 2 226

61 Clinique 상표명사 화장품 상표　 286 C Ae 1 260

62 clou 대중어 전당포　 212 C De 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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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ocon 공유문화적재어 은둔 156 B Dk 2 83

64 cocorico 공유문화적재어 프랑스인 응원 구호 212 B Df 2 121

65 Colissimo 상표명사 우체국 소포배달서비스　 105 C Bd 4 205

66 coloc 줄임말 공동 세입자 188 C Dk 2 190

67 coolitude 외래어 쿨(cool)한 태도　 290 C Dk 2 296

68 coop 줄임말 유기농 판매 상점　 248 C Dk 2 241

69 copains d’avant 시사어·신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33 C Ae 1 254

70 coq 공유문화적재어 프랑스 상징　 194 B Df 2 103

71 coup du lapin 공유문화적재어 목 부위 마비　 123 A Dk 2 46

72 covoiturage 시사어·신어 　카풀 132 C Fd 3 257

73 coworking 외래어 협업, 사무실 공유　 284 C De 2 295

74 crêpe 공유문화적재어    사순시기 전에 먹는 크레이프 빵　 55 B Ga 5 131

75 2CV 상표명사 프랑스의 대중적인 차　 204 C Ae 1 158

76 Danone 상표명사 식품회사　 55 C Be 4 174

77 Darty 상표명사 전자제품매장　 235 C Be 4 276

78 demi 상황어 맥주 250mL　 26 C Dk 2 154

79 dirlo 줄임말 통솔자　 95 B Dk 2 111

80 doodle 시사어·신어 최적의 모임 날짜를 정하는 사이트　 293 C De 2 292

81 dos d'âne 공유문화적재어 과속 방지턱 50 A Fd 3 35

82 dragée 공유문화적재어 세례식 날 주고받는 사탕　 91 A Di 2 20

83 DRH 축약어 인사 담당자　 22 C Ce 6 231

84 DUT 축약어 기술전문대학 수료증 　 281 C Dl 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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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Leclerc 상표명사 대형마트　 95 A Ae 1 71

86 eau-de-vie 공유문화적재어 증류주　 82 A Aa 1 4

87 Ed 상표명사 체인 슈퍼마켓　 188 B Ae 1 144

88 EDF 축약어 프랑스의 국영전력회사　 6 B Be 4 109

89 Elysée 고유명사 엘리제궁　 24 A Dg 2 59

90 L'équipe 상표명사 스포츠 신문　 105 B Ae 1 77

91 Erasmus 공유문화적재어 유럽연합교환학생　 132 A Dd 2 56

92 Esso 상표명사 석유회사　 45 C Be 4 168

93 L'Etudiant 상표명사 학생 잡지　 278 C Ae 1 244

94 Evian 상표명사 식수 상표　 32 A Ae 1 28

95 exo 줄임말 연습　 43 B Dk 2 82

96 Femme actuelle 상표명사 여성잡지　 172 B Ae 1 132

97 fête des voisins 시사어·신어 　이웃 간 교류 독려 행사 148 C Gd 5 288

98 Feu vert 상표명사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관련 기업　 263 C Ae 1 223

99 Fiat 상표명사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61 C Be 4 178

100  Le Figaro 상표명사 조간신문　 99 A Ae 1 73

101 film culte 시사어·신어 　컬트영화 45 C Dh 2 173

102 FN 축약어 국민전선　 36 B Dg 2 79

103 Fnac 상표명사 서점 및 음반 체인점　 50 A Ae 1 35

104 Folio 상표명사 출판사　 220 C Be 4 270

105 France Culture 상표명사 라디오 방송　 74 A Ae 1 52

106 France Inter 상표명사 공영 라디오　 68 A Ae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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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Franprix 상표명사  체인 슈퍼마켓　 220 C Ae 1 174

108 Freebox 시사어·신어 통신사　 94 C De 2 201

109 Gala 상표명사 잡지　 257 C Ae 1 212

110 galette 공유문화적재어 주현절 축제용 과자　 16 B Ga 5 92

111 Garnier 상표명사 화장품 상표　 275 C Ae 1 240

112 Géant 상표명사 대형 마트　 156 B Ae 1 123

113 GEO 상표명사 잡지　 135 B Ae 1 99

114 Gibert Joseph 상표명사 서점　 283 C Ae 1 251

115 Graal 공유문화적재어 실현이 어렵지만 성사시킨 일 245 C Di 2 155

116 GRAND MÈRE 상표명사 커피상표　 168 B Ae 1 128

117 Guignol 상표명사 풍자·비판 프로그램　 142 B Ae 1 109

118 Les halles 고유명사 중앙 시장　 286 C De 2 277

119 HLM 축약어 임대아파트　 22 B Bb 4 144

120 Le Huffington Post 상표명사 인터넷신문사이트　 68 A Ae 1 49

121 8 à huit 상표명사 식료품점　 199 C Ae 1 150

122 L'Humanité 상표명사 신문　 137 B Ae 1 105

123 Hyper 줄임말 슈퍼마켓　 156 C Dk 2 167

124 IKEA 상표명사 인테리어 브랜드, 모던함 상징 25 A Ae 1 19

125 Intermarché 상표명사 체인 상점　 74 A Ae 1 52

126 J'ai lu 상표명사 출판사　 183 B Ae 1 140

127 JDD 축약어 일요 신문　 226 C Ae 1 178

128 Jules 상표명사 남성의류 상점　 288 C Ae 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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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Kiri 상표명사 치즈상표　 151 B Ae 1 115

130 label Rouge 공유문화적재어 최우수 질을 상징하는 인증마크 212 C Fd 3 165

131 Laforêt 상표명사 부동산 중개소　 237 C Be 4 279

132 lait 상황어 크림　 183 C Dk 2 256

133 langue de bois 공유문화적재어 동문서답 50 A Dk 2 12

134 langue de chat 공유문화적재어 비스킷　 174 B Dk 2 90

135 Libération 상표명사 일간신문　 55 A Ae 1 41

136 Livre de poche 상표명사 출판사　 230 C Be 4 274

137 livre d'or 상황어 방명록　 37 C Fd 3 211

138 LU 상표명사 비스킷 상표　 168 B Ae 1 128

139 lune 공유문화적재어  déchrocher la lune 하늘에 별따기 111 A Dk 2 30

140 LUSTUCRU 상표명사 면 상표 회사　 87 C Be 4 196

141 M 공유문화적재어 연예인 이름　 245 C Dh 2 155

142 M6 상표명사 상업 텔레비전　 29 A Ae 1 24

143 MAAF 축약어 보험　 156 C Bc 4 248

144 madeleine 공유문화적재어 추억　 206 B Dh 2 114

145 maison mère 공유문화적재어 　모기업 105 B Be 4 113

146 Mamie Nova 상표명사 식품 상표　 188 B Ae 1 144

147 marché noir 시사어·신어 암거래　 116 C De 2 214

148 Marianne 공유문화적재어 프랑스 공화국 상징　 118 A Df 2 39

149 Marie 고유명사 여성 이름　 252 C De 2 246

150 marronnier 공유문화적재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 296 C De 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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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marseillais 공유문화적재어 목소리가 크고 행위가 과장된 사람 192 B Dd 2 101

152 matelas 공유문화적재어 비자금　 252 C Dc 2 161

153 Matignon 고유명사 　총리 관저 249 C Dg 2 242

154 Métro 상표명사 　무료 신문 245 C Ae 1 200

155 Meunier 고유명사 (가족의) 성　 269 C De 2 258

156 Milka 상표명사 초콜릿 상표　 131 B Ae 1 96

157 MMA 축약어 상호 보험　 206 C Bc 4 265

158 Le monde 상표명사 일간신문　 11 A Ae 1 11

159 Monoprix 상표명사 대형마트　 61 A Ae 1 44

160 Mont Blanc 상표명사 필기구 상품명　 266 C Be 4 284

161 Mont d'Or 공유문화적재어 치즈　 266 B Aa 1 137

162 motocrotte 시사어·신어 배설물 청소기　 74 C De 2 188

163 moutarde 공유문화적재어 디종의 겨자 270 C Dd 2 191

164 Mr. Propre 상표명사 청소세제 상표　 137 B Ae 1 105

165 navet 공유문화적재어 졸작　 113 A Dk 2 32

166 nez creux 공유문화적재어 눈치가 빠른　 37 A Dk 2 9

167 NICOLAS 상표명사 포도주 상점　 220 C Ae 1 174

168 Le nouvel observateur 상표명사 주간지　 45 A Ae 1 33

169 Nouvelle star 상표명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명　 230 C Ae 1 183

170 Nuit tranquille 상표명사 차 상표　 262 C Ae 1 220

171 Oncle Ben’s 상표명사 　쌀 상표 99 A Ae 1 73

172 or 공유문화적재어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　 289 C Dk 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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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Orange 상표명사 프랑스텔레콤자회사　 61 C Be 4 178

174 PACS 축약어 시민연대협약　 55 C Bc 4 174

175 pain blanc 공유문화적재어 좋은 일, 쉬운 일　 192 B De 2 101

176 Palavas-les-flots 공유문화적재어 낡아빠진, 흥미 없는 곳　 295 C Dd 2 259

177 Panzani 상표명사 스타게티 상표　 118 B Ae 1 87

178 paon 공유문화적재어 거만한　 168 B Dk 2 85

179 papa poule 공유문화적재어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아버지　 176 B De 2 93

180 Paris première 상표명사 텔레비전 방송 채널　 230 C Ae 1 183

181 Le Parisien 상표명사 신문　 188 B Ae 1 144

182 PASTIS 공유문화적재어 식전주　 197 A Aa 1 65

183 Le Pastis 51 상표명사 음주 상표　 149 B Ae 1 112

184 Paul 상표명사 빵 상표　 199 C Ae 1 150

185 PDG 축약어 사장　 3 C Ce 6 192

186 Perrier 상표명사 식수 상표　 50 A Ae 1 35

187 Persil 상표명사 세탁세제 상표　 240 C Ae 1 196

188 perso 줄임말 사적인　 18 A Dk 2 54

189 Petit bateau 상표명사 의류 상표　 199 C Ae 1 150

190 Petit écolier 상표명사 비스킷 상표　 249 C Ae 1 203

191 Le petit marseillais 상표명사 비누, 샤워용품 상표　 156 B Ae 1 123

192 petit pot 상황어 아기, 아동용 음식　 212 C Dk 2 268

193 Petit-suisse 상표명사 미니 요거트　 203 C Ae 1 157

194 Peugeot 상표명사 자동차 제조 회사 및 생산제품　 14 B Be 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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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Picard 상표명사 냉동식품상표　 68 A Ae 1 49

196 pie 공유문화적재어 수다쟁이　 256 C Dk 2 164

197 pied 상황어 　멋진 154 C Dk 2 247

198 pif 상황어 눈치로, 육감으로　 43 C Dk 2 166

199 pigeon 공유문화적재어 얼간이　 87 A Dk 2 18

200 plomb 대중어 péter les plombs : 신경질이 나다 105 C Dk 2 205

201 PME 축약어 중소기업　 26 C Be 4 153

202 Le Point 상표명사 주간잡지　 122 B Ae 1 89

203 poire 공유문화적재어 배 증류주　 252 C De 2 161

204 poisson 공유문화적재어 기름기 없는 고기　 99 A Di 2 26

205 poisson d’avril 공유문화적재어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　 197 C Ga 5 238

206 poissonnier 공유문화적재어 말을 크게 하는 사람　 217 B Df 2 125

207 pommade 공유문화적재어 아첨　 149 B Dk 2 76

208 ma pomme 대중어 ‘나’지칭　 128 C Dk 2 228

209 Pomme de pain 상표명사 샌드위치 체인점　 292 C Ae 1 264

210 pot 공유문화적재어 행운　 136 A Dk 2 60

211 pot aux roses 공유문화적재어 비밀　 123 A Dk 2 46

212 pot de vin 공유문화적재어 뇌물　 117 A De 2 34

213 pot-au-feu 공유문화적재어  서민요리　 61 A Aa 1 2

214 Poulain 상표명사 초콜릿 상표　 137 B Ae 1 105

215 poulet 대중어 경찰　 144 C Dk 2 239

216 poulet de Bresse 공유문화적재어 최고 품질의 닭　 273 C Dd 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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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PQ 대중어 화장지　 13 B Dk 2 133

218 Premier Fils 상표명사 포도주 상표　 231 C De 2 231

219 prépas 줄임말 예비과정　 113 B Dk 2 120

220 Président 상표명사 치즈상표　 105 B Ae 1 77

221 Prince 상표명사 비스킷 상표　 243 C Ae 1 210

222 Printemps 상표명사 백화점　 95 A Ae 1 71

223 promo 줄임말 동기입학자　 111 B Dk 2 117

224 pros 줄임말 전문가　 68 B Dk 2 91

225 PS 축약어 사회당　 8 A Dg 2 21

226 PSG 축약어 프로축구클럽　 82 A Ae 1 61

227 pub 줄임말 광고　 1 A Dk 2 6

228 quatre 공유문화적재어 많은 양, 적은 양 61 A Dk 2 13

229 quatre heures 공유문화적재어 간식　 37 B Ga 5 118

230 quatre-quarts 공유문화적재어 케이크　 32 A Aa 1 1

231 Que choisir 상표명사 소비자 잡지　 113 B Ae 1 81

232
Question pour  

champion
상표명사 텔레비전 채널명　 82 A Ae 1 61

233 rapace 공유문화적재어 탐욕스러운 사람　 183 B Dk 2 97

234 râteau 공유문화적재어 prendre un râteau : 바람 맞다　 237 B Dk 2 148

235 RATP 축약어 파리 교통 공사　 205 C Dj 2 204

236 RELAY 상표명사 　 신문, 책 판매 상점 265 C Ae 1 224

237 Renault 상표명사 자동차회사　 68 C Be 4 183



- 335 -

238 requin 공유문화적재어 탐욕스러운 사람　 144 A Dk 2 68

239 resto 줄임말 식당　 18 A Dk 2 54

240 RMI 축약어 최저통합수당　 61 C Bc 4 178

241 Roquefort 공유문화적재어 치즈　 147 A Aa 1 23

242 rosé 공유문화적재어 포도주　 78 A Aa 1 3

243 Roundup 상표명사 제초제 상표　 243 C Ae 1 198

244 RSA 축약어 실질연대소득　 137 C Bc 4 235

245 Rue du commerce 상표명사 인터넷쇼핑사이트　 74 C Be 4 187

246 Saint-Louis 공유문화적재어 설탕 상표　 284 C Dd 2 230

247 Sarko 줄임말 사르코지 대통령　 2 A Dk 2 15

248 SDF 축약어 주거부정자　 4 A Da 2 17

249 SEB 상표명사 가전제품, 주방용품 회사　 95 C Be 4 202

250 second degré 상황어 암시적인　 105 C Dk 2 205

251 semelle 공유문화적재어 질긴 고기　 183 B Dk 2 97

252 Seuil 상표명사 출판사　 220 C Be 4 270

253 SFR 축약어 이동통신회사　 45 C Be 4 168

254 SICAV 축약어 신탁증서　 176 C Be 4 251

255 Siemens 상표명사 전기전자기업　 128 C Be 4 227

256 Simply market 상표명사 체인 슈퍼마켓　 217 C Ae 1 168

257 smartbox 시사어·신어  쿠폰이 들어있는 책　 277 C De 2 289

258 SMIC 축약어 　최저 임금 18 B Bc 4 140

259 SNCF 축약어 프랑스 국유 철도　 82 C Be 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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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Société 상표명사 치즈 상표　 259 C Ae 1 217

261 soirée pyjama 공유문화적재어 잠옷을 입고 즐기는 파티　 270 C Gd 5 278

262 Stabilo 상표명사 펜 상표　 61 A Ae 1 44

263 SUPER CROIX 상표명사 세제 상표　 259 C Ae 1 217

264 Super U 상표명사 　체인 슈퍼마켓 78 A Ae 1 58

265 31 공유문화적재어 se mettre sur son 31:가장좋은옷을입다 　 118 A De 2 40

266  tablettes de  chocolat 공유문화적재어 복부 근육　 179 B Dj 2 94

267 Tanguy 공유문화적재어 독립성이 결여된 성인　 282 C De 2 222

268 taupe 공유문화적재어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　 99 A Dk 2 26

269 taxe carbone 시사어·신어 환경세　 163 C Dd 2 250

270 téléréalité 시사어·신어 방송 장르　 156 C De 2 249

271 TF1 상표명사 상업 텔레비전　 37 A Ae 1 31

272 TGV 축약어 고속전철　 123 C Bd 4 224

273 thon 대중어 못생긴 사람　 274 C Dk 2 286

274 THONON 상표명사 식수 상표　 50 A Ae 1 35

275 Tilleul 상표명사 　차 상표 206 C Ae 1 159

276 Tisane 상표명사 　차 상표 55 A Ae 1 41

277 Titi 대중어 파리의 불량소년　 226 C Dk 2 273

278 Total 상표명사 정유회사　 18 B Be 4 140

279 La Tribune 상표명사 경제 일간지　 29 A Ae 1 24

280 Truffaut 상표명사 원예 전문 회사　 206 C Ae 1 159

281 tupperware 외래어 방문판매　 32 C Dk 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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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UFC 축약어 프랑스 최대 소비자보호단체　 237 C Be 4 279

283 la vache 대중어 〔반어〕멋진　 12 B Dk 2 130

284 vache maigre 공유문화적재어 경제적 궁핍　 142 A Dc 2 66

285 La vache qui rit 상표명사 치즈 상표　 14 A Ae 1 14

286 VAE 축약어 경력 인증 절차　 220 C Dl 2 221

287 vélib' 혼성어 파리 시내 공용자전거 대여 서비스　 68 C Dd 2 186

288 vélo-taxi 시사어·신어 자전거로 끄는 차　 279 C De 2 290

289 Vert 공유문화적재어 녹색당 후보　 37 A Dg 2 9

290 vide-grenier 시사어·신어 벼룩시장　 37 C De 2 163

291 vieux dossier 대중어 지나간 일　 291 C Dk 2 291

292 Le Vieux Pané 상표명사 치즈 상표　 226 C Ae 1 178

293 Vieux papes 상표명사 포도주　 163 B Ae 1 126

294 Vittel 상표명사 식수 상표　 87 A Ae 1 63

295 VSD 축약어 잡지　 217 C Ae 1 168

296 VTT 축약어 어떤 곳이라도 달릴 수 있는 자전거 　 226 B Ad 1 126

출처 : 현지인 조사(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 

       B 수준의 교재 총 4종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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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Étude de l'établissement d'un lexique culturel 
pour l'enseignement et l'apprentissage efficace du français 

 -  À destination des apprenants sud-coréens de niveau B  -

                                       KIM En-Jung

  Aujourd'hui, le but final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consiste à 

développer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Cette compétence apparue avec l'approche 

communicative est devenue depuis la deuxième moitié du 1970 un concept majeur 

dans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La communication peut se révéler accomplie et fluide quand les cinq 

compétences - deux compétences de compréhension (compréhension de l'oral et des 

écrits), deux compétences d'expression (expression orale et écrite) et la 

compétence culturelle - s'expriment en harmonie. Parmi ces cinq compétences, la 

compétence culturelle est surtout mise en relief par les didacticiens comme D. H. 

Hymes qui l'ont définie comme une des composantes essentielles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En résumé, le développement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peut se réaliser non seulement avec la compétence langagière mais aussi  

culturell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nous devons considérer l'intégration de ces deux 

aspects quand nous cherchons à améliorer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Cependant, malgré cette reconnaissance, il est difficile de trouver des études 

concrètes et approfondies sur ce sujet. Cette étude présente donc le « lexique 

culturel » comme un moyen qui permet de développer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en contribuant à nourrir en même temps les compétence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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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e et de culture. 

  Le lexique culturel est basé d'une part sur le concept de la lexiculture qui a 

pour but d'entrer dans la culture par les mots, afin de solidariser, d'intégrer la 

langue et la culture dans un même enseignement/apprentissage (Galisson, 

1988:76) et d'autre part sur les 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 (mots à 

C.C.P.) qui véhiculent la lexiculture. Cette culture est le dénominateur culturel 

commun aux individus du groupe, identificateur collectif (Galisson. 1987:131), 

c'est un obstacle majeur à la communication dissymétrique entre natifs et 

non-natifs (Galisson. 1995:5) et cela devient alors ce qui manque 

prioritairement aux étrangers désireux de communiquer (Galisson. 1991:116).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nseignement/apprentissage de ces mots est important pour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Toutefois, comme R. Galisson a mis en exergue ces concepts pour les 

apprenants européens, ils sont trop restreints pour les appliquer aux apprenants 

coréens au niveau du contenu culturel et de la forme linguistique qu'ils doivent 

avoir.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a du créer le terme de « lexique 

culturel » en prenant en compte les apprenants coréens comme un concept 

plus large et développé au niveau du contenu culturel et de la forme 

linguistique en prenant pour référence les concepts de R. Galisson. 

  Dans cette étude, nous avons redéfini le lexique culturel : son contenu et de 

sa forme.

  Tout d'abord, au niveau du contenu : le lexique culturel est le lexique qui 

éclaire le changement social, économique ou culturel et la spécificité du pays 

de langue cible. De plus, nous avons redéfini le lexique culturel comme le 

lexique qui contient en abondance la culture partagée et populaire que la 

plupart des membres d'une société acquièrent dans leur vie quotidienne. Il faut 

ajouter que le lexique culturel est le lexique qui est surtout difficile à 

appréhender pour un étranger dans la communication, car son étendue est très 

large et pragmatique. Ainsi, le concept de lexique culturel est plus étendu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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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 à celui de R. Galisson. Il contient non seulement la culture partagée et 

mais aussi populaire.

  R. Galisson exclut la culture populaire pour définir le lexique culturel. Selon 

lui, la culture partagée n'a pas le sens de culture spécifique à une certaine 

couche de population. La culture populaire est un tout pour ceux qui en 

disposent, alors que la culture partagée n'est qu'une partie seulement des 

cultures de tous et de chacun. 

  Malgré tout, nous comptons sur la culture populaire pour définir le lexique 

culturel. La culture populaire est nécessaire pour les apprenants coréens dont la 

culture est très différente de celle de la France. 

  Dans cette étude, on présente cinq critères pour poser les limites du lexique 

culturel avec les différents types de lexique culturel qui y sont associés.

   Le premier critère est celui du lexique qui contient la culture partagée qui 

constitue une marque, discrète mais essentielle, d'appartenance au groupe (mots à 

C.C.P., mots-valises, noms de marque, mots de situations).

   Le deuxième critère est celui du lexique dont l'origine de dérivation existe 

uniquement dans le pays de langue cible (France). De plus, c'est celui du 

lexique ayant le sens unique référentiel qui a une double interprétation 

culturelle (nom propre, sigle, lexique de troncation).

 

   Le troisième critère, c'est le lexique qui reflète la tendance sociale et 

culturelle (lexique des évènements actuels et celui des nouveaux).

   Le quatrième critère est celui du lexique qui contient la culture populaire 

que les jeunes, surtout, emploient (lexique populaire).

   Le cinquième critère est celui du lexique provenant de langues étrangères 

qui est réinterprété sur le terrain français et que les Français utilisent comme un 

mot assimilé dans leur langue (lexique) et que les apprenants coréens peuvent 

soit confondre avec du français et/ou soit avoir des difficultés à compre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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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que d'origine étrangère).  

  Ainsi, les types de lexique culturel comme objet d'enseignement/apprentissage sont au 

nombre de dix : quatre types définis par R. Galisson : « mots à C.C.P., 

mots-valises, noms de marque, mots de situations » et six types nouveaux du 

lexique culturel : « nom propre, sigle, lexique de troncation, lexique des 

évènements actuels et nouveaux, lexique populaire, lexique d'origine étrangère »

  Ensuite, au niveau de l'aspect de la forme et l'étendue, le lexique culturel 

comprend non seulement le lexique mais aussi la locution. 

  Après avoir dressé le concept de lexique culturel, on a produit une 

nomenclature du lexique culturel par ordre de priorité déterminé selon son 

importance. Un lexique culturel plus important influencera d'autant plus le 

développement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Etablir une nomenclature 

efficace est donc primordial. 

  Le processus de création d'une nomenclature et de collecte du lexique culturel 

s'est réalisé ainsi : tout d'abord, nous avons pris en compte le niveau de langue 

des apprenants. Dans cette étude, les apprenants sont de niveau B, ce qui 

correspond au niveau d'un utilisateur indépendant selon le CECR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Comme le lexique culturel 

est difficile à saisir car il contient non seulement un sens référentiel mais aussi 

un sens culturel, il semblait possible de l'acquérir quand le niveau de langue 

des apprenants est plus élevé que le niveau élémentaire.        Ensuite, nous 

avons collecté du lexique culturel dans les conversations des natifs, grâce aux 

panneaux publicitaires dans la rue, les médias, et dans les quatre méthodes, « ICI 

2, Alors ? 2, LATITUDES 2, Scénario 2 » qui contiennent beaucoup d'éléments 

culturels. Enfin, nous avons défini l'ordre du lexique culturel. Pour cela, les 

critères qui permettent de mesurer l'importance d'un lexique culturel doivent être 

expliqués. Dans cette étude, fréquence, caractère du lexique culturel, élé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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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s étaient présentés comme critère.

  La fréquence se situe au premier rang à considérer parmi les trois critères. 

Connaître les lexiques culturels les plus usités influence davantage le 

développement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Nous avons donc fait une 

enquête par email auprès de natifs français vivant en France. Dans un souci 

d'objectivité et de fiabilité du résultat, l'enquête a été renouvelée une fois. 

  L'analyse du caractère du lexique culturel a été réalisée suivant les six critères 

qui se trouvent en opposition : stable opposé à instable, explicite opposé à 

implicite, dépendant d'une situation opposé à indépendant d'une situation. Selon 

le résultat de l'analyse du caractère, nous avons catégorisé le lexique culture en 

trois niveaux - lexique de niveau A (correspondant à utilisateur élémentaire), 

lexique de niveau B (correspondant à utilisateur indépendant), lexique de niveau 

C (correspondant à utilisateur expérimenté) - et examiné le contenu en se 

concentrant plus particulièrement sur le niveau B, niveau de l'apprenant cible. Le 

trait du lexique culturel du niveau B est stable, implicite, indépendant.

  Les éléments culturels, que le lexique culturel implique, sont un autre critère 

permettant de mesurer l'importance du lexique culturel. Pour cela, le premier 

travail était de choisir les éléments culturels de base. Nous avons donc regardé 

chronologiquement les éléments culturels proposés par le CREDIF (Centre de 

Recherches et d'Études pour la Diffusion du Français, 1959-1996), J.-P. Fichou 

(1979), L. Porcher (1982), CECR (2001). Puis, parmi ces quatre cas, nous avons 

pris les éléments du CECR comme éléments culturels de base. Ceci dit, le CECR 

présente des éléments quotidiens que les apprenants coréens doivent 

fondamentalement connaître, ainsi que des éléments linguistiques et culturels aidant 

à améliorer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et jusqu'aux éléments profonds culturels 

permettant de mieux comprendre la culture des natifs et d'établir des liens étroits 

avec eux. 

  Ensuite, nous avons établi l'ordre de priorité de sept éléments du CECR : vie 

quotidienne, conditions de vie, relations interpersonnelles, valeursㆍcroyance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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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rtements, langage du corps, savoir-vivre, comportements rituels. Les trois 

critères que sont 'situation de l'enseignement/apprentissage', 'culture spécifique', 

'condition de bagage culturel, besoins et intérêt des apprenants' mentionnés par 

R. Richterich (1985) ont décidé l'ordre de priorité de ces sept éléments. 

  Pour déterminer l'ordre de priorité du lexique culturel, il était inévitable de 

rapporter les mesures à une certaine échelle. C'est pourquoi que nous avons 

introduit un diagramme de calcul pour décider de l'ordre des lexiques culturels 

de niveau B. Ils sont calculés par ces trois étapes : la première étape, 

fréquence → la deuxième étape, caractère du lexique culturel → la troisième 

étape, éléments culturels. Le total obtenu par ces trois étapes a déterminé 

l'ordre du lexique culturel.

  Après avoir mis en place l'ordre du lexique culturel, la préparation d'un plan 

efficace pour l'enseignement/apprentissage du lexique culturel était notre 

dernière tâche. Dans cette étude, nous avons formé l'écrit dialogique basé de la 

théorie, approche interculturelle. 

  Enfin, il est vrai que nous avons tendance à minimiser ou négliger 

l'importance du lexique culturel. Concrètement, beaucoup de lexiques culturels 

ne sont pas encore entrés dans le dictionnaire. Nous avons pu constater dans la 

conversation la difficulté que les apprenants étrangers peuvent avoir en 

observant les divers types de lexique culturel.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nomenclature ou le dictionnaire de lexique culturel comme objet de 

l'enseignement/apprentissage a été de toute urgence préparé en prenant en 

compte les apprenants pour arriver au but final de l'enseignement de la langue 

étrangère : le développement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Comme nous l'avons annoncé en introduction la nécessité de ce travail, malgré 

la reconnaissance de l'importance de ces compétences, compétence langagière et 

culturelle, ce sujet ne fait pas l'objet de beaucoup d'études. Le lexique culturel, qui 

contient la culture, est le moyen idéal pour nourrir dans le même temps du fait 

qu'il est au centre l'union entre la langue et la culture. C'est la raison p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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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quelle les matériaux de l'enseignement exploitant le lexique culturel doivent 

être mis en valeur.

  L'écrit dialogique employant le lexique culturel, contenant des éléments culturels 

est un des matériaux. Par conséquent, comme les banques d'exercices, nous 

pouvons penser à produire une banque d'écrits dialogiques contenant du lexique 

culturel.

  En espèrant que la redéfinition du concept de lexique culturel et de ses 

acceptations pour des apprenants coréens contribue à mettre en place une 

nomenclature ou un dictionnaire du lexique culturel plus concret. Et pourqoui 

pas à créer des écrits dialogiques ? Mais ceci fera l'objet d'une prochine étude.

  MOT-CLÉ

   lexique culturel

   nomenclature du lexique culturel

   compétence communicative

   lexiculture

   mots à C.C.P.(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


	1. 서론
	2. 어휘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관계
	2.1.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요인들
	2.2.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역할
	2.3. 어휘 학습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2.3.1. 언어 외적 측면
	2.3.1.1. 동기 유발 및 지속
	2.3.1.2. 창의력 향상

	2.3.2. 언어 내적 측면
	2.3.2.1. 효율성
	2.3.2.2. 경제성
	2.3.2.3. 신속성
	2.3.2.4. 문법 능력 향상


	2.4.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2.4.1. 시대별 어휘의 위상
	2.4.2. 교수법에서 어휘의 위상

	2.5. 종합적 고찰

	3. 문화 어휘(lexique culturel)와 의사소통 능력
	3.1. 외국어 학습과 문화
	3.1.1. 언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문화의 중요성
	3.1.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로서의 문화

	3.2.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
	3.3.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범주
	3.3.1. 문화의 범주 - 공유문화를 중심으로
	3.3.2.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3.4. 어휘문화(lexiculture)
	3.4.1. 어휘문화 개념의 등장
	3.4.2. 공유문화 적재어(mots ? C.C.P.)
	3.4.3. 공유문화 적재어와 문화적 어휘
	3.4.4. R. Galisson의 어휘문화 발현 양상
	3.4.4.1. 공유문화 적재어 
	3.4.4.2. 혼성어(mots-valises)
	3.4.4.3. 상표명사(noms de marques)
	3.4.4.4. 함의어(palimpsestes verbo-culturels, PVC)
	3.4.4.5. 상황어(OC〔V〕et mots de situations)


	3.5. 문화 어휘 개념의 정의
	3.5.1. 개념 재정의의 필요성
	3.5.2. 문화 어휘의 정의와 기준
	3.5.3. 문화 어휘 형태 및 범위의 확대

	3.6.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3.6.1. 문화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
	3.6.2. 문화 어휘 유형
	3.6.2.1. 고유명사
	3.6.2.2. 축약어(sigle)
	3.6.2.3. 줄임말(lexique de troncation)
	3.6.2.4. 사회·문화 시사어 및 신어
	3.6.2.5. 대중어
	3.6.2.6. 외래어


	3.7. 문화 어휘 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
	3.7.1. 언어적 측면
	3.7.2. 문화적 측면
	3.7.3. 교육적 측면

	3.8. 정리 및 요약

	4. 문화 어휘 목록화 및 문화 어휘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모색을 위한 선행 작업
	4.1. 학습자 언어 수준 고려의 필요성
	4.1.1. 학습자 언어 수준, B

	4.2. 문화 어휘 수집
	4.2.1. 수집 기준
	4.2.1.1. 빈도수 대 대기성

	4.2.2. 수집 방법
	4.2.2.1. 일상대화, 길거리 간판 및 대중매체
	4.2.2.2. 교재(M?thode de Fran?ais)


	4.3. 문화 어휘 목록화를 위한 문화 어휘 선정 및 분류
	4.3.1. 빈도수
	4.3.1.1. 문화 어휘 빈도수 설문 조사

	4.3.2. 문화 어휘 성격
	4.3.2.1. 안정적 문화 어휘 vs 유동적 문화 어휘
	4.3.2.2. 암시적 문화 어휘 vs 명시적 문화 어휘
	4.3.2.3. 의사소통 상황 의존 문화 어휘
	의사소통 상황 비 의존 문화 어휘

	4.3.2.4.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문화 어휘 성격

	4.3.3. 문화요소
	4.3.3.1. 기준 문화요소의 선정
	4.3.3.2.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요 문화요소의 선정


	4.4. 종합적 고찰  

	5. 문화 어휘 목록과 교수·학습 방안
	5.1. 문화 어휘 목록화의 필요성
	5.2. 문화 어휘 목록의 어휘 수
	5.3. 문화 어휘 목록
	5.3.1. 제시 방법
	5.3.2. 목록화 요소
	5.3.3. B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화 어휘 목록

	5.4. 문화 어휘의 교수·학습 방안
	5.4.1. 이론적 접근 방법 : 상호문화 접근법(approche interculturelle)
	5.4.1.1.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둔 문화 어휘 습득 모델

	5.4.2. 실천적 접근 방법
	5.4.2.1. 대화문
	5.4.2.2. 대화문을 활용한 교수·학습 안의 예


	5.5. 정리 및 요약

	6. 결론
	Bibliographie
	Annexe
	R?sum?
	표  목 
	〔 표 1 〕의사소통 능력 상관성에 따른 어휘 위상 
	〔 표 2 〕외국어 교수법 상에서 문화 위상 
	〔 표 3 〕S?와 C.C.P. 형성 특징 비교
	〔 표 4 〕비 문화 어휘의 공통 자질 및 특징 
	〔 표 5 〕어휘 범위와 문화 어휘의 개연적 상관도    
	〔 표 6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
	〔 표 7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
	〔 표 8 〕안정적ㆍ유동적 문화 어휘의 특징과 소속 문화 어휘
	〔 표 9 〕암시적ㆍ명시적 문화 어휘의 특징과 소속 문화 어휘
	〔 표 10 〕의사소통 상황 의존ㆍ비 의존 문화 어휘의
	소속 문화 어휘

	〔 표 11 〕언어 수준에 따른 문화 어휘 성격
	〔 표 12 〕CREDIF(1959-1996)가 제시한 문화요소  
	〔 표 13 〕J.-P. Fichou(1979)의 문화요소
	〔 표 14 〕L. Porcher(1982)의 문화요소
	〔 표 15 〕유럽평의회(2001)에서 선정한 문화요소   
	〔 표 16 〕문화요소 포함 관계
	〔 표 17 〕한국인 학습자가 처한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 
	〔 표 18 〕설문지 구성
	〔 표 19 〕문화요소 설문 결과
	〔 표 20 〕1번(잘 알고 있는
	4번(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의 오차 범위 

	〔 표 21 〕상위 문화요소 순위
	〔 표 22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주요 문화요소  
	〔 표 23 〕전체 하위 문화요소
	〔 표 24 〕주요 문화요소 등장 횟수    
	〔 표 25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상위 문화요소
	〔 표 26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하위 문화요소
	〔 표 27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문화 어휘
	〔 표 28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알아야
	주요 문화 어휘 순위화 도식

	〔 표 29 〕B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목록
	〔 표 30 〕문화 어휘를 활용한 대화문의 주제
	〔 표 31 〕문화요소 별 B 수준의 문화 어휘 목록  
	그  림  목 
	〔 그림 1 〕C. Puren(1988)의 19세기 라틴어 교육 목표들
	〔 그림 2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 그림 3 〕signfi?와 C.C.P. 형성 도식
	〔 그림 4 〕‘공유문화 적재어’와 ‘문화적 어휘’와의 관계
	〔 그림 5 〕대중문화와 공유문화 
	〔 그림 6 〕전체에 대한 문화 어휘 유형
	〔 그림 7 〕‘빈도수가 높은 문화 어휘’의 유형
	〔 그림 8 〕1. 잘 알고 있는 문화요소 
	〔 그림 9 〕2. 프랑스어 학습에 도움이 될 문화요소  
	〔 그림 10 〕3. 배우고 싶은 문화요소(통합적 동기) 
	〔 그림 11 〕4.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화요소 
	〔 그림 12 〕5. 배워야 할 문화요소(수단적 동기) 
	〔 그림 13 〕5번의 답을 선택하게 된 이유 
	〔 그림 14 〕주요 문화요소(상위 요소) 
	〔 그림 15 〕한국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요 문화요소 
	〔 그림 16 〕Defays(2003)의 상호문화 접근법
	〔 그림 17 〕Defays의 상호문화 접근법에 기반을
	문화 어휘 습득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