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자료와 구조의 문제
---도이취말을

중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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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성과에 대한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 학교에서의 조기 외국어 교육까지 거론되고，

심지어는

미미한 정도라고는 하겠￡나 이미 국민

학생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향이 더러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의 문제가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은 아니라고

각된다.

생

§

불만족스런 성과에 대한 원인은 요히 려 이제까지의 교# 현실에서 더욱 근원적우

로 규명되어 나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자료의 구성이란 점에 착목하여， 이로부터 교수 전략의 개선에 나아가
는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했다. 해당 외국어로는 도이취말이 중심 o로 되어 있다.

1.

언어관과 교육 실제

모국어 교육도 원칙적￡로는 마찬가지이겠 A나， 외국어 교육은 언어를 보는 관접에 따라

그 전체적인 성격의 를이 정해진다. 그것은 일반적￡로 두 가지， 즉 언어를 수단 o로 강조
하는 관점과 언어를 청신 형성과의 연관성에서 강조하는 관점으로 대벌된다고 하겠다.
외국어 교육이 언어의 수단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외국어가 청보 획득의 수단이

의사 소통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국어 교육의

되고，

과거는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그것도 문자에 의한 외국어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동양 문화권

의 한문 교육이나 기독교 문화권의 그리스말과 라턴말 교육이 그 대표적인 보기가 될 것이
다. 원전의 독해는 뮤법 문법의 통달과 함께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외국어 교육에서 정작 말을 한다는 것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세 기 에 들어와서였

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록 전쟁 수행이라는 목표와 결부되기는

했

오나， 외국어를 조직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한 선례블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훨요

성은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 먼저 생겨나서 점차적￡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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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외국어 문법 교육에

大

論

鍵

(19)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

￡며， 우리나라도 역시 같은 사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크게 달라져， 문자에 의한 균범 문볍의 외국어 교육보다는 소리에

의한 생활 언어로써의 외국어 교육이 우선적￡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에 의한 교육을 경시해서는 안펼 것이다.

이제까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는， 문자에 의한 성과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데도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그런 비판의 소리를 결코 운자에 의한 교육 그 자체의 가치를 전면적
으로 부인하려드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말의 본질인 소리에

의해서 외국어 교육이 주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문자에 의한

이 보완되어 가면서， 결국은 운자에 의한 학습 자체도 소리에 의한

학습

외국어의 이해와 활용

에 더욱 풍요한 결과를 약속하도록 운용되아야 할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인간의 정신 형성에 직결된다.

언어는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수동적인 면모를 지니지만， 인간의 사고 첼동을 주재한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면모블 지닌다. Humboldt는 인간 정신과의 관련에서 언어를 역통적으로

파악하

여 다음과 갚이 말하고 있다.
“언어 그 자체는 Ergon으 로 서 의 작품이 아니라 Energeia로서 의 활동이다.

따라서 그것의 참된 정

의는 요직 발생학적인 정의가 가능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언어란， 조음되어진 소려로 하여금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의 영원히 반복되는 작업이기 해문이다(1)

따라서 외국어 학습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칩단의 정신적인 활동 양식을

아올러 학숨、

한다는 것을 내표하고 있다. 학습의 엔 첫 시간부터， 외국어가 지닌 전혀 다른 모습과 하약
하나의 언어적 표현을 모두， 이 다른모습에 고유한 형식으로 하지 않A면 안된다는 필연성
￡로부터 발산되는 영향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2)

하나의 외국어는 확질히 하나의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학승자는 외국어 학
습에서 만나게 되는 이 행동 양식이 이제까지 모국어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자신의

행동

양식과 다름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이 갖는 차이를 학습자가 어떻게 해석하

느냐 하는 문제는 장차 그가 해당 외국어의 문화와 조우하게 될 때의 태도 결정에도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펀켠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것이다. 모든 상이한 정신 문화는 똑 같이 평등한 존재 가치를 지닌다.

이해를

연결

도모한다는

어떤 특정한 정신

(1) Humboldt , W.v.: Einleitung zum Kawi-Werk. In: Schriften zur Sprache , hrsg. v. M. Bδhler ，

Stuttgart 1973, S. 36.
(2) Gutschow, H.: Eη:g lisch an Volksschuleη. Berlin 1964, S. 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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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도 그 자체로서는 다른 정신 문화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렬 수 없는 고유한 세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국어와 외국어가 갖는 정신 문화의 차이를 다음에 간단히 보기로써 들어 보자. 영어를
배우는 학숨자는 일인칭과 이인청의 단수에서 대명사 I와 you를 알게 된다. 그런데 낮춤과

높힘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그 사정이 아주 다르다. 이것을 도표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
이

될 것이다 ( 3 )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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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에 나타나 있는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호칭의 발달은 우리말을

외

국어로 배우는 서양 사람들의 경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것은 언어상의 어려 ι
움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호칭의 배면에 칼려 있는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에 대한 이
해의 어려움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언어상의 이러한 차이를 들어내는
차이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각자 고유의

두 갱신
가치를

문화의

지니고 있

다. 이플테면， 우리말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하 수직의 대인 관계는 영어에 냐타
나 있는 것￡로 보이는 상호 수평의 대인 관계에 비해서， 가치상으로는，

아무런 비교도 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에 학습자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여기든가 또는 우리보다 상후 평등에 더 유의한다고 여긴다면， 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이미
다른 문화권에 패한 편견에 빠져버리는 것이며， 아울러 외국어 교육의 진정한 목적에도 크
게 어긋남은 말할 것도 없다.

영어와 도이취말의 경우도 같다. 위에 듬 보기의 경우， 이안칭 단수에서

노이취말은

du

와 Sie로 구분된다. 여기서도， 두 언어까 갖는 차이 및 그 차이의 배경에는 어떤 가치상의

우열 • 장단을 들어 말할 수 있는 근거 라고는 없다.
언어를 수단오로 보든 정신 활동으로 보든， 우리는 각 관점에서 응분의

고려를

외국어

교육의 실제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소리에 의한 학습이 고려의 주된 대상
(3) 춰현배 : 우리 말본. 정읍사， 서울 1977, 239쪽 에 다 영어의 경우즐 글쓴。1 가 덧붙혔융，

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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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論

이 되고， 후자의 경우， 세계상의 차이에 대할 편견 없는 이해의 도요가 고펴의

鍵

(19)

주된 대상

이 된다고 하겠다，

II .

학습 대상으로서의 언어

모든 지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의 경우도 해당 영역의 지식을 학교

교육에서

모두 취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하나의 언어블 다 안다는 것은 모국어에 있어서도

성취될 수 없는 목표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취급되는 지식의 법위는 매우 제한된

성

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외국어의 경우， 제한의 척도는 두 가지 점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
겠다. 첫번째는 언어、그 자체의 체계에서이고， 두번째는 언간 생활의 영역에서이다.

체계로서의 언어는 언제나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다. 제한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지식은

곧 이 기본 구조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지식은 그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영역의 모든 부면을 그 속에 내포하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의 구

조를 우리는 기초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 명료한 형태를 지난 지식을 기초 구조에서 학습하는 것은 장차 체계의 전체 영역에
나아가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출발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기초 구조는
다른 지 식 을 가장 용이 하게 유도할 수 있는 산출성 을 갖는다.

그 영역에 있는

비 유적 으로 말하자면，

고지를 이루면서 형성된 네거리의 광장과도 같아서， 해당 지식의 전 영역을

높은

부감할 수 있

는 특정을 지닌다.

언어 생활로서의 인간 생활을 역시 언어 학송의 단서를 제공한다.

언어는

일상

생활과

유리되어서 학숨될 정질의 것을 아니다. 이것은 특히 초보의 언어 교육에서 더욱 그렇다.
교육되어야 할 언어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
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일상 생활 속에 투입된 언어로써 행해져야 한다.
기초 구조와 생활 언어라는 두 가지 근거에서 우리는 외국어 학습이

월에 의한

언어적

생활 경험이 되어야 할 것유로 생각한다. 이 경우， 소리에 의한 학습은 월에서 억양의

형

태로 먼저 학슬된다. 월의 억양 학습은 개개의 낱말들에 대한 발음 학습에 우선 한다.

낱

*

말의 발음은 월과 함께 다루어지며， 이 학습은 별도의 독럽된 학습 단위라고

하기 보다는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회에 행해져야 할 성질의 학습이다 (4 )

lJI.

구조화의

언어의 기본 구조 및 학습 대상으로서의

(4) Richterich, R. u.a.: Handbuch jur
참조，

eineη

시도

기초 구조는 그대로 학좁 자료가
aktψen

되지는

않는

Sprachunterricht. Heidelberg 1969 , 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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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분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소리의 체제와 구조를 뒤로 미루고
우선 월에서의 기초 구조플 문제삼기로 한다.
월과 :동사

A.

월에 대한 정의는 일찌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된 적이 있으나，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좋다.

이를테면

그 완전한 정의는

H. Paul은 표상 연결의

상정 (5)으로， de

Saussure는 질제척 언어 행위로서의 parole의 단위 (6)로， H.Glinz는 언어가 밖으로 표현되
어 나온 최소 단위 (7) 등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월의 정의가 비록 140 여 개 를 넘고 또 그런만큼 난삽하다고 치더라도j

월이 객관

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에는 플림이 없다. 또 이 객관적 체계는 일정한 구조적 성격을 지니
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구조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며， 우리가 월에 의해서 r 의 사
할 째에 우리는 오랜 학습에 힘입어 습관화된 구조간의 연관성에 의존한다 (8)

표시를

도이취말의

경우， 이러한 월의 구조성은 몽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이취말의 월을 이룸에 있어서 통사는 여러 월성분 가운데서도
하는데， 이 때 동사의 가장 큰 특정은 그 자리의 확곤성에 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도이취말의 구문상의 고

유성은 술어부 (Pradikat)를 이루는 동사에서 유래하며， 동사의 자리라는 기본 골조에서 모
든 월의 형태가 확고하게 결정펀다. 이킷을 증명하기 위한 것오로 Glinz의 이른바 대치 시
도 (Ersatzprobe)와 전이 서도 (Verschiebeprobe) 가 있다.

모든 형식의 월에서 ‘행한 이들 질

험의 결과， 그는 다른 월성분은 하나의 월 안에서 다른 어떤 자리로‘ 이동해 갈 수 있고 또
다른 요소에 의한 대치도 가능하지만， 동사만은 “항상두번째， 끝또는 첫번째 자리에 나다
나면서"

(9)

전체 월의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으뜸 성분 (Leitglied) (1 0)

오로 부르고 있다.

이제， 움칙이지 않는 통사의 고정적 자리라는 관점에 따라 월의 형식을 청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11)

a. 두번째 자리 : 주문 (Hauptsatz)
(5) Paul , H.: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libingen 1968. 8.12 1.
(6) Saussure, F.de: Gruη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ηschaft. Ubers. v. H. Lomme!,
Berlin 1967, S. 126 u. 148.
(7) Glinz, H.: Die iηηere Form des Deμtschen. Bern u. 、 MUnchen 1973, S. 73f. u. 450.
(8) Fries, C.C.: Linguistics and Reading. New York 1963, S.62 참조.
(9) Glinz, H.: Die innere Form , a.a.O., S.96.
(10) Ebenda, S.97.
(11) Glinz는 Kernsatz, Stirnsatz , Spannsatz 라 는 용어를 쓰고 있요나， 여기서는 종래의 용어를 그대
로 척 어 둔다. Glinz의 이 에 대 한 자세 한 소건은 Die innere Form, a.a..O., S.96£. u‘ 422-425 참
조. 그리 고 본문 b.의 의 문문 유형 에 는 Aufforderungssatz 및 tmeingeldteter Bedingungssatz도
포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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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자려에 따른 이러한 분류는 모든 월을 다 포괄한다. 이를테면 개별문 (Einzelsa tz)

은 a와 b에 포함되고， 복합문(zusammengesetzter Satz)은 a, b, c 모두가 포함된다. 즉 대결
문 (Satzverbindung)의 경우에는 a와 b가 포함되고， 부결문 (Satzgeflige)의 경우에는

a와 c

또는 b와 c가 포함된다.
동사략는 관접에서 보아， 기초 구조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요소는

zu-부정 법 이 다 (1 2)

따략서 zu-부정 법 은 부정법 (InEni ti v) 의 테두리 안에서 기초 구조로 취급되어야

할 것 A로

생각된다. zu-부정 볍 과 같은 경지에서 분사 (Partizip)도 기초 구초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다 (1 3) 부정 법 과 분사는 모두 동사 끝 자리 의 변형 ε) 로 간주될 수 있다.

동사의 자리라는 관점에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월의 구조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

)

2) (

)

2>

0·········
O····· ..··@
(@)

0

4)

(@)

。

5)

(8)

3)

rv

•••••••••

기호의 풀이 :0 → 인 칭 동사

@→제 2 술어부
G →zu - 부 정 법

@→분사

(

)→속의 부분은 없을 수도 있음

~→부품을 이끄는 인도사 (E inle itewort)

동사는 그 자리의 기능오로 봐서 월의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뿐만 아니라， 월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진다. 내용상￡로 보아서，

어 외적인 현상 세계가 월에서 언어적 표현을 엄어

정착된 결과는

언

사건 (Ge schehen)이 아

니면 상태 (Sein)이다. 월의 언어적 표현 내용이 되는 사태 (Sachγerhalt)로서의 사건이나 상

태를 직접 나타내는 것은 술어부이며， 이 슐어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내용상으로도 역시 월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셈이 된다.

사건과 상태블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월의 사태에

(12) Der gro [3e Dιdeη. Ed. IV. Mannheim 1966, S.544£. , 또한 Glinz, H.: Dieinnere Form a.a.a. ,
에 서 의 Nennsetzung (S‘ 347) u. Spannsetzung (S.349) 창조.
(13) Dμdeη， S.548f., 또한 Glinz, H., ebenda, Artsetzung (S.347 u.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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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되어 들어 가 있는 개체나 사불은 역할 (RoUen)이며， 역할은 주어 기능 (Sub jektfunktion)
과 목적어 기능 (Objektfunktion)으로 나타나고， 그 수효는 셋까지 된다. 역할은 사태를 구
현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완칙상으로는 사태 그 차체블 나타내지 않고， 술어부의 내용을

보다 확실한 모습으로 규정 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 라 역 할
는 흔히 월에서 내용상오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 이를테면

그 자체
솔어 주어

(Pradikatssu bjekt) 나 술어 목적 어 (Pradikatsobjekt) 등이 나타난다. 이 러 한 현 상의 주된 원
인은 역 할에 서 연유한다기 보다는， 술어 부에 나타나는 동사가 그 자체 로서 는 사건이 나

상

태를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월성분과 더불어 술어부를 이루는 이른바 기능 동사 (Funk"

tionsverb)의 특정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기능 동사와 함께 술어부를 이루는 술어

보충어

(Pr홉dikatserganzung)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웰의 펼수적인 성분이 된다.
기초 구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할과 술어 보충어는 동사에 관련되는 요소로서 함께 취
급하는 것이 펀리하지만， 역할로서의 주어는 구조의 간명을 위해서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에 의거하여， 동사와 관련이 있는 월성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월의 구조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3>

0 ..·

0 ..·t>1
3) 0 ..·t> 1· .. L2
2)

4) 0·" t> 1 ... t> 2 ... t> 3
기호의 풀이 :0→ 안 칭 통사
A→동사와 관련이 있는 월성분， 즉 목적어 및 숭어 보충어

위의 도표 3은 앞서 나온 도표 2의 1)에 의해서 나타낸 구조화이다. 따라서 도표 2의 나
머지에 의한 구조화의 계속도 물흔 가능하다 . D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

한 모든 문법상의 조합이 목적어와 숭어 보충어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

B.

구조화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렴 통사는 월구조의 주도적 성분으로서， 학습 자료의 기초 구조는
이 를 토대 로 해 야함이 다당하다고 본다.
앞서 나온 도표 2와 3은 기초 구조의 준거가 된다. 이들 준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비로

소 전체적인 기초 구조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와 같이 결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들을 다음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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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흔표- I 3 - 1)
표
2 、

1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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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 (19)

4>
3 -3)

3 - 4)

2-- 1)
2-2)
2-3)
2-4)

2-5)
도표 4에 서 의 화살표는 학습되어야 할 구조의 전개 순서를

제시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구조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뀐다.

a: 2-，-1)""""3)과 3:-1) ，......，3)이 이 루는 부분

b; 2-1)""""3)과 3-4)가 이 루는 부분
2-4)""""5)와 3-1)"-'3)이 이루는 부분

c :.2-4) ，......，5) 와 3-4) 가 이 루는 부분
우리는 a의 부분을 핵심 기초구조로， b의 부분을 발전 기초구조로 그리고 C의 부분을 정
리 기초구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리 기초구조에서 표의 밖오로 헝:하는 굵은

는 기초 구초의 학습 범위를 넘어서는 장자의 발전적 단계을 나타낸다.

화잘표

이러한 기초 구조

가 지니는 3단계 의 구분-적 특칭은 교육에 있어서의 행동 변화플 아울러 고려해 볼 데서 연
유한다.

여기서는 F , Winnefeld의 행동 변화에 대한 모형을 중심오로‘기초 구초와의 상관성을 간
단히 살펴 보고 넘 어 가기 로 한다. Winnefeld의 모형 은 다음 쪽에 서 와 같다.

(14)

모형에 의하면 R 응 시점 t 1 에 서 특정한 행동을 나타낸다. 이 행동 양식은 E 가 바라고 있
는 규법에 맞지 않다 • t 1 에 서 의 행동 양식은 E 의 교육적 조작을 받아 시점 t z의 행동 양식
오후 변한다. 시점

ts에 서 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고정된다. 시점 t 4 어l 오면 R 의 행동 양식

응 E 후부 터 의 초작이 더이상 필요없을 정도후 정착된다. 물론，

행동 양식의 변화에 펄요한 시갚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다•

각각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E 로부터 의 실제적안 초작의 회

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형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처럼，

행동

양식의 변화와 강화

및 유지가 교육에서의 주요 관심사이며，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모든 활동은

“인깐 행동의

￡절 및 재 촉철을 목표로 하는 사회 적 상호 작용" ( 15 ) 01 다.

(14) Winnefeld, F.: Erziehungs'Wisseηschaft-Utopie oder Wirklichkeit? In: Theorie μnd Methode
der Erziehμngswissenschaft， hrsg. v. D. UUich, Weinheim und Basel, 1972, S.l54.
(15) Ebenda,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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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ch)

행동 (V erhalten )
시첨

(Termin)

이러한 과정을 기초 구촉의 학습이란 관접에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시점
핵심 기초구조의 학습이 시작되어 시점 t 2 까 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시점

t 1에 서 는

t2 에 서 는

기초구조의 학줍이 시작되어 시점 t 3 77} 지 점진적오로 진행되고， 시점 t 3 에 서 정리

발전

기초구조

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시점 t 4 의 행동 양식은 기초 구조의 학습 뱀위를 넘어서는

장차의

학습 단계에 직결된다.
그러면 이제 기초 구조의 각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떼한 항목의 지식이

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지식은 세부적인 학습
다.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앞서 나온 도표

목표의 상위

2와 3 에 바랑을 두면서，

시제 (Tempus) ， 화볍 (Modus) 그리뇨 대 (Genus verbi) 의

요건과

포함되어 들어가

월에

목록이 된

동사에 관계하는
관계하는 월성분

(Satzglied) 및 월종류(Satzart)의 요건에 따라 작성해 본 것이다. 이려하여 추총된 항목들
을 도표 4) 의 들에 넣어 보떤 다음 쪽에서와 같이 될 것이다.

CDrv

CDrv®는 핵 심 기 초구조， @rv@은 발전 기 초구조，@는 정 리 기 초구조를 나타낸 다.

@의 해당란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각각 그 단계에서 처음￡로 의식되기 시작하는
다. 말전 기초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 그 제시의 특정을 지난다.

것이

특히 핵심 기초구초의 항목들은 두 가지 측면에

첫먼째로， 어떠한 항목이든지 한 먼의 제시로 끝나지 말아야

하며， 계속적인 반복 제시로써 그 항목에 대한 학습 효과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점

은 외국어 교육이란 특수한 지식 영역을 다루는 교과에서 득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어

떠한 항목을 어느 정도로 반복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항목이 지니는 기초 구조에서의

비

중에 좌우된다.

두번째로，

어떠한 항목이든지

한 벤의

제시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지는 말아야 한다. 하나의 항목은 j 그것이 포함하는 지식의
일부분이

모든

하위 단위 전체에서

선택적오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마 다루어진 부분의 반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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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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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zelsatz
Pra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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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k. Obj. , Dat. Obj.

Verbzusatz
Modalverb , Futur

Nebensatz als
Subj. od. 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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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quamperfekt
@

Partizip I

l Konjl빼
Prasens

@

| KOI빼

Prateri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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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n았때
] 잃없 Z

@

Satzverbindung
Satzgeflige

@

@

’i 빼n야itiv 。“Is

Infinitiv 없als

Satzglied

Attribut

@

2-5)

Obj.
@

I:빠않kt

®
Infinitiv als
Priidikatsteil

I Gen.

@

@

2-4)

靈 (1 9)

3-2)

@

2-3)

論

3-1)

’

2-2)

大

@흉

@

P삶izip‘ ‘- 떠qυ 따?ι

P“a야”
ι
. .맹 II

@

Satzglieder
Gliedsatze

와 더불어 접진적으로 첨가되면서 학숨자가 그 영역을 관통하는 구조적 성격을

엔식해 나

가도록 학습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복적 • 점진적 진행 형태는 모든 지식의 구조에

나아가

는 기본적 전략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할 점은 각 항목의 번호는 바로 그대로

학습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즉 단선적인 진행이 아닌 복선적인 진행의 성격이다.

그러

니까 항목의 각 먼호는 단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 단위의 지식들이 부분적으로 제시

되는 전반적인 순서를 대체적요로 나타낸다.

(1)"，@는 @'"'-'@의 항목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1)rv @는 핵심 기초구조와

말전

기초구조와의 사이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표어} 나다나 있는 항목들은 더 세분화되어서 실제의 학습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달성되어
야 할 교육 목표로 되어야 한다. 개별 항목에 포괄된 하위 단위의 지식을 제시하는 순서나
다른 항목들에 ￡함된 하위 단위의 지식들간에 작용하는 연관성 등은 앞으로의 논의릎

기

다려서 비로소 그 완전한 모습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lV.

형식

도야

주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외국어를 기능 S로서의 지식우로 강조한다.

흔히 교육 효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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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운위되고 있는 것도 대개 이 기능a로서의 지식에 패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식은， 득히 오늘날의 지식은， 교육에 의해서，

펼요한만큼 충분히 숨득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된 지식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수 없었
지만， 그러한 지식만으로는 학습자가 장자 생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은 자명

한 일이다. 선택된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지식의 영역에 있는 나머지 모든 지식에로 나
아가는 출발접오로서의 단력적 산출성에 있다고 하겠다. 학습자는 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아울러 그 지식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체계의 특성을 점진적오로 인식해나가기도 히는

것

이다. 이 경우 후자의 학습헤서 경험되고 훈련되는 지적 능력， 다시 말하자면 지식의 체계
를 그 구조적 특정에서부터 파악하여 이를 같은 영역의 나머지 지식을 탐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능력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띈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언어가 인간

정신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카 패둔에 언어룹 통해 이러한 능럭의 함양은 더욱 강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의 외국어는 하나의 세계상이며， 이 세계상은

어디까지나 그 외

국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체계에서 연유하는 세계상이다. 이 체계에 나아가는 출발점이 곰

이제까지 이 글에서 추구해온 기초 구조가 된다.

구조와 체제의 해명에 관여하는 지적 능

력의 함양은 이른바 형식적 도야 가치의 함양이 띈다.
학습아 취하게 되는 설제적 방향은 이중적이다. 우선，

학융자로 히여금 구체적인 지식이

나 기술을 획득하게 하여， 그가 구체적인 것윤 알거나 할 수 있게 지도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학숨자가 학숨을 통하여 구체적인 잣에 성근해 갇 수 있는

방법싱의 지적

그

능력을

걸러주려는 것이다. 처음의 경우에는 보다 질질적 도야 목적이 추구되고， 그 다음의 경우에
는 보다 형식적 도야 목적이 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우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외국어 교육의 경우， 싣질적 도야 목적에 치우친 나
머지 형식적 도야 목적이 요히려 외면되어 왔다는 느낌이 짙다.

사실 외국어라는

새로운

체계에는 그 체계에 알맞는 지적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조작이 요구된다고 본다.
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까지의 다른 교과에서 훈련된

칙적 능력이 그패로

그

외국어

학습에 직접 전이될 것오로 막연히 기대하연서， 학습자의 부담 능력을 측과하는 새로운 체
계의 수준을 강요해 온 것이 외국어 쿄육의 일만적인 통폐었다. 그 건과 학습자는，

이 새

로운 체계를 소화할만한 정도의 사전 준비태세플 갖추지 봇했기 때푼에， 결국은 기대된 효
과의 수준에 투달활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학습 자료로서의 지식이 처음부터，

체계플

구성하는 구조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해체적 분석의 형태로 취급되는 례에 비중을 두어 왔
다는 것도 외국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플 불러 일으킨 요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

은 외국어 교육에서 너무나 형식적 도야-봄적을 경시해버린 이제까지의 배경을 껄고 았다.‘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양의 혼합된 지 식이 라고 하기 보다는， 적 은 양5껴 지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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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결된 그 지식 영역의 구조와 처l 계 에 이료는 몽안에 훈련된 지적 능력이략고

하겠다.

이 능력은 새로운 사물을 주저없이 받아들여， 자신의 목척에 알맞는 방식&로 검증하고 활
용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그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교

육적 성과라고 해도 좋다. 외국어 교육은 그 자체적인 교육 전략의 측면에서도 물온이거니
와， 이른바 고등 정신의 개발이라는 교육 일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기초 구
조의 학습에 연관을 지니면서 형식적 도야 목적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펀다.

간

추

림

오늘날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성과 부진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초기

교육론의 문

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 나 이 문제는 이제까지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면밀한 반성적

분

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오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도이취말

교육에서부터 찾아

보려고 했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견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수단￡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에서는 소리에 의한 교육을 우선￡로 하면서 지나치게

문자

에 의하는 교육에서 탈피해야 하며， 정신￡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에서는 정신 문화 및 세계

창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블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선택된 언어 자료는 기초 구조의 형식￡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 째 기초 구조의 뼈대

는 동사에 의한 월의 학숨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시도된 기초 구조의
목들은 장차 더욱 세분되어져 실제의 학습 현장에서 달성되어야 할

항

교육 목표로 나타나야

한다.
지식의 획득에 보다 관짐을 두는 실질적 도야 목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법에 보다 관심을 두는 형식적 도야 목적이 외국어 교육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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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Unterrichtsniaterial und das Problem der Strukturierung
-besonders im Fall des DeutschenKim Seoung-Dae
Zusammenfassung
Fremdsprachlicher Unterrieht bekommt
her seinen

grundlegenden Charakter:

anderseits Sprache als Hauptfaktor flir

γon

den zwei Ebenen der Spraehansehauung

einerseits Spraehe als Kommunikationsmittel
die Geistesbildung. Jener Aspekt fordert , daB

man beim Unterricht die lautliche Seite der Sprache statt der schriftlichen ins Zentralgebiet setzt , und dieser Aspekt fordert , daB man auf die unbefangene Verstandigung des
anderen kulturellen Wertes hinzie 1t, dem die Schuler von

der ersten Unterrichtsstunde

an begegnen.
Innerhalb einer Fremdsprache solI man den Umfang der zu behandelnden Kenntnisse
auf die Grundstrukturen besehranken. MaBstabe dieses Verfahrens sind das eigene
System der betreffenden Sprache und die alltagliche Lebenssphare , die man in erster
Linie als sprachliche Tatigkeit betrachten kann.
Die Grundstrukturen in der deutschen Sprache lassen sich hauptsachIich vom Verb als
Leitglied herausbilden. Das Verb hat immer eine bestimmte Stelle in einem Satz. Daraus
ergeben sieh drei Arten Satze: Satz mit der zweiten Stelle , Satz mit der ersten Stelle
und Satz mit der Endstelle. Dabei kommen aueh als Variation der Endstelle zwei Arten
SiHze mit in Betracht: In fi.nitivsatz und Partizipialsatz. Inhaltlieh gesehen wird der
Saehverhalt eines Satzes vom Pradikat ausgedruckt. Zur Spezi fi.zierung des Saehverhaltes
dienen die Rollen , die man

h5ehstens bis zu drei reehnen kann. Dabei kommen aueh

die Pradikatserganzungen mit in Betraeht. Aus dieser Ansieht ergeben sich vier Arten
Satze , wobei man die Rolle als Subjektfunktion verfahrens찌reise weglassen kann.
Die Verbstellen und die Rollen im Zusammenhang mit dem Pradikat bilden drei Typen
Grundstrukturen heraus; Kerngrundstruktur , Eutwieklungsgrundstruktur und Regelungs c
grundstruktur. Das Inventar der drei Grundstrukturen ist als ein Oberbegriff fur eine
Taxonomie fUr konkrete Zielgegenstande anzusehen.
Beim Erlernen einer Fremdsprache sollen sieh die Schuler aueh die Fiihigkeit aneignen ,
wie man die Kenntnisse aufgrund der Ordnung des Systems vom bestimmten Kenntnisgebiet erweiter t. Flir diese geistige Fahigkeit solI man auch die Formenbildung im
fremdspraehliehen Unterricht gebiihrend betan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