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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大學 또는 高校에 서 佛語릎 배우는 現下 韓國의 學生들의 贊情에 가장 알맞는 佛語

敎授法은 果然 어떠한 形態、의 것이어야 할 것인가? 이 훨問은 적어도 佛語 敎育에 關心이

있는 者들 사이에서는 數없이 되풀이 되어 온 것이 事寶이다. 그램에도 不폐하고 이 問題

에 對한 또렷하고 시원스러운 解答은 過去 35年間 한번도 주어지지 않은 채 敎캘할에 선 敎

師는 주어 진 敎材에 매 달려 個A의 能力껏 最善을 다해 왔을 뿐이 다. 꺼論 그間 두어 번에

걸쳐 斷行된 敎材의 改編， 새로운 應用言語學의 基本原理를 터득한 새 敎師들의 輩出， 等

等의 몇因이 zp:均的으로 본 韓國의 佛語敎授法의 改善에 이 바지 해 온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寶이 다. 그러 나 그것은 어 디까지 나 時代的 與件에 副應하기 寫한 部分的인 修표에 不過

했을 뿐y 學習 겠果面에서 보아 두투러진 成果플 期待할 수 있는 根本的인 改휠은 되지 못

했다. 하기는 그것도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왜냐면 學校 敎育에서의 敎授法의 땀本的안 改

를흉은 制度·施設·敎材等 三者의 그것과의 密接한 違關 下에서만 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른바 舊式 敎授法 methode d’enseignement traditionne Ile에 對해 서 新式 敎授法 m강thode

directe 이 갖는 理論上의 優位性이 나 利點을 살려보기 위해서 아무리 敎師를 再敎育한다고

해도 新敎授法을 뒷받침해 주는 制度나 施設이나 敎材의 再編이 이푸어지지 않는 限， 도리

어 舊制度， 舊施設， 舊敎材로써 舊式 敎育을 寶施하는 것보디- 非能率的인 結果밖에는 얻지

옷할 것이 明白하다.

뿐만 아니 라 methode directe가 必몇로 하는 갖가지 與件의 造成은 集團敎育을 하는 學

校로서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 2 참조). 그렇다고 짧代의 듬‘語科學者들

의 叫彈의 對象이 된지 오래인 methode traditionnelle에 復歸하는 어리석음을 犯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現實的S로j그 根本的인 修正을 期待하기가 어려운 制度나 施設 面에

는 손을 대지 않고 現狀을 그대로 維持시킨 채 敎材와 敎授法에 修正을 加함으로써 最大限

의 成果를 얻을 수 있는 妙案은 없을까 ? 筆者는 오래 전부터 體系化된 exercices struc

turaux를 通한 佛語 學習만이 現下 韓國 情勢가 露뭘하는 여 러 가지 難關을 克服할 수 있는

同時에 最大限띄 學習 했果를 期待할 수 있는 唯一한 妙案이라고 생 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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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면 以下에 왜 methode traditionnelIe이 나 methode directe가 現 韓國의 實情에 맞지

않￡며， 이 두 methode의 折喪이 라고 할 수 있는 exercices structuraux를 通한 學習法이

왜 韓國의 學校 敎育에 適橋인지를 먼저 l과 2에서 說明하기로 하고， 끝에 가서 本案을 適

用할 境遇에 지켜야 할 몇가지 原則(條件)을 提示찰까 한다.

1. methode traditionnelle와 그 批判

傳統的 敎授法이란 簡單히 말해서 文法 理論을 通한 佛語 學習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었다. 이 方法에 對한 批判은 이마 찰 알려져 있는 바다.

1- 1. meth. trad.기- 根據로 삼는 grammaire traditionnelIe 自體가 非科學的이으흔 해서 正

確하지 못할 째가 많다. 分찬[-0] 나 分類法이 意味 中心일 째가 있는가 하띤 形態 中心일 때

도 있어 一貴띈 論理性이 缺如되고 있다. 또 例컨대 機能이 꼭 같은 -連의 限定離들을 冠

詞， 指示形容詞， 所有形容詞， 等等 o로 分類하는 予居을 저지르기도 한다. 뿐만 아니 라，

Il est arrive κn accident에 서 accident에 定冠詞가 쓰이지 못하는 까닭이 나， Je regarde. 에

서는 regarder가 總對的 用法이 可能하나， Le mur regarde. 의 경우는 그것이 不可能한 까닭

을 아무런 規則도 說明해 주지 않는다. 또한 記述的이라기 보다는 規範的인 性絡을 지난

이 文法은 無數한 獨斷的인 規則을 쌓아 올린 直後에 그 規貝u의 獨斷性을 풀기 위한 例外

規則을 또 無數히 設定하게 되벼， 심지어 해로는 例外에 對한 例外 規則까지를 動員시켜야

하는 雙端이 있다.

1-2.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meth. trad.에 서 가장 論難의 對象이 되는 것은， 技術은 決

코 理論￡로 1習得되는 것이 아니고 등JII練에 依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命題다. 다시 말해

서 知識과 技術은 全혀 別個의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水泳이나 運轉 같은 것을 찰하는

것은 거기 대한 理論的 知識이 풍부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 다. 文法的 9ilJ識이 풍

부하다고 해서 말을 잘 구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는 方式， ~P 우

리가 지〈泳을 익히는 方式대로 佛語도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새 方法論y 郞 meth. dir.를 主唱

하는이들이 많아진 것은 너우나도 當然한 일이다.

1-3. 이 方法의 또 한 가지 缺點은 조뿔論 寫主의 講義이기 때문에 自然 langue vivante를

langue morte로 다루듯 하는 願向이 灌淳하다. 바치 우리가 漢文을 對할 때와 같이 文章을

이리 저려 分析하여 正確한 解釋을 얻어내는데만 神經을 쓰기 때문에 自然히 鍵흡같은 것

은 無視하게 된다. 따라서 會話 같은 것은 全혀 念頭에도 없다. 이것은 言語 本來의 擬能

인 communication을 完全히 忘회]한 敎授法이 라 아니 할 수 없다.

1-4. 文法 寫主의 佛語 敎育은 努力經濟의 原則에 비추어 보아도 合理的인 것이 못펀다.

簡單한 Ou va ton ami:? 같은 文章만 하더 라도 그 속에 들어 있는 文法的 規則은 한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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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 다. 疑問副詞의 位置， 單純倒置， 複合倒置가 쓰이지 않은 까닭 等等. 이 런 모든

規則을 알아야만 하나의 옳은 構文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면 文法 規則을 通해서만 얻을

수 있는 佛語의 mecanisme의 習得은 複雜하기 이를데가 없다.

2. methode directe와 그 觸用上의 難點

methode directe란 쉽 게 말해서 어 린애가 처음으로 actes de parole , 즉 여 러 performances

를 通해서 langue의 mecanisme, 郞 competence를 폼에 붙이 게 되는 過程을 그대로 敎室에

서 再現함￡로써 外國語블 成人에게 習得시 키는 方法을 말한다. 따라서， 實生活의 갖가지

場面을 集約해서 敎室에 再現시킬 目的우로 만들어지는 視聽覺敎材블 利用하는 이른바

methode audio-visuelle이 나， 여 러 가지 performances를 한데 모아서 集中的￡로 mecanisme

를 익 히 게 할 目的A로 寶輝하는 pattetn-drill(exercices structuraux)도 이 methode의 -種

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methode는 다음에 列靈하는 여 러 가지 不便한 制約만 克服할 수 있

다면 어떤 意味에서는 外國語 學習에 있어서 가장 理想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2- 1. 本格的인 meth. dir.에 서는 佛語의 competence블 갖추지 않은 韓國學生들과의 對話

를 寫해서 그것을 갖춘 佛A 敎師가 總對的으로 必훨하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

러나 이러한 條件은 現 韓國의 高校나 大學의 寶情으로 볼 때 하나의 著용다. 학교에 따라

서는 佛人講師를 써서 部分的오로 授業을 돕게하는 경우도 있 o나 이 것은 學生들의 發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뽑， 體系的인 授業에 도리어 支障을 주는 혈혔果를 일우키는 폐단

마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2. meth. dir.가 本格的이고 理想的인 것이기를 바란다면 모든 performances는 반드시

거 기 에 副應하는 situation이 수반해야만 한다. 그러 나 學校의 敎室은 그러한 situation을 만

드는 데 전혀 無能하다. competence를 形成해 주는 人間의 記憶力은 association의 도움이

있어야 그 機能을 제대로 짧揮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image나 action과 結付된 parole만

이 langue의 mecanisme을 익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佛語를 배우는 데 가장 理想的인 學

校란 그 構內에 프랑스 社會를 갖다놓은 것이라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寶現 不可能

한 條件이다.

2-3. 위에서 말한 situation을 造成하기 위한 하나의 劃期的인 方法A로서 cours audio

visuel이 考案되어 最近에 活用하고 있는 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視聽覺 敎育을 위한

撥材를 全國 모든 高校나 大學에 施設할 수 있는 날은 遺遠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

니 라 現在의 敎材도 methode audio-visuelle에 사용키 위해 짜여진 것이 아니 다. 또 아우리

훌륭하게 엮 어진 視聽覺 敎材도 competence를 갖춘 數師가 指훨하지 않는 境週에는 바라

는 成果블 期待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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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으로 指橋해 야 할 meth. dir.가 갖는 敎命的인 缺點은 時間上의 制約이다. 擊

校에서 佛語블 學習하는 學生들은 이 며 母國語의 competence를 갖춘 15歲 以上의 adolescent

인 것이 原則이다. 이들이 外國語인 佛語를 meth. dir.를 通해서 배우는 것과 就學 前의 아

동이 meth. dir.에 依해서 母國語블 배우는 것과는 天魔之差가 있다. 後者는 하루 열두 時

間씩이나 말하기를 익히는 機會를 갖지만 前者는 겨우 週 2"'-'3時間 정도 밖에는 佛語의

performance에 接할 機會가 없다. 게다가 前者는 學校에서 佛語 以外의 여러 科담을 배우

고 억혀야 할 處地일 뿐더러 外國語 時間 以外에는 계속 母國語의 강한 影響 속에서 生活

해야 한다. 따라서 前 ’ 後者 間에는 말을 배우는 faculte 自體에 벌써 근본적인 차이가 생

긴다. faculte 自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다가 어찌할 수 없는 時間的 制約마저 있으니

그 結果는 뻔한 일이다.

2-5. 知的￡로 밟就한 成年의 境週， 推理能力을 無視한 無條件 暗記에 反撥하는 心理가

作用하는 법 이 다. 갖가지 performance에 接할 때， 平均的인 成)、은， 知的 不具가 아닌 以上，

A례 反省하게 되고 整理하게 되고 分類하게 되는 習性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거나름대로의 整理나 分類를 한 후에 어떤 異例的인 構文에 接하면 그것울 기어코 究明

해 보고자 하는 강한 好奇心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이것은 程度問題이기는 하나 外國語}

學習에 서， 文法을 全的￡로 無視하는 meth. dir.가 의 례 갖는 解端의 한 가지 다.

2-6.meth. dir.는 根本的o로는 “自由로운 對話”에 基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설사 對

話를 위한 敎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話題에 對한 制限에 不過하다. 話題의 制限은 構

文이나 表現의 難易度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다. 즉 對話 中心의 敎育이란 쉬운 것에서 어

려운 것A로， 간단한 것에서 複雜한 것으로 移行케 하는 가장 根本的인 數育의 基本原理를

無m닮한 數授法。1 펼 可能性이 짙다. 따라서 外國語의 表現이 니- 構文의 難易度 @ 頻度를 敏

案한 段階的， 漸進的 學習이 不能하므로 이 는 方法論的， 技術的 測面에서 큰 缺隔이 아닐

수 없다.

2-7. 위 에서 言及한 技術的 缺階을 補完하기 위해 서 考案된 것이 이 른바 exercices struc

turaux(pattern drill)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을 專用할 때는 그 無味乾操한 內容으로 말미암

아 學生틀의 持續的언 興味를 期待할 수 없으므로 授業의 效果가 半減된다. 이는 數育心理

學的 見地에서 보아 敎授法上의 큰 缺짧이 아닐 수 없다.

2-8. 言語 mecanisme의 習得은 習慣과 直結되어 있다 한벤 익한 mecanisme도 그것을

利用할 機會가 全無하면 그 mecanisme의 -部 또는 大部分이 記憶에서 喪失된다. 이 것이

文法 敎育을 無視하고 communication orale만을 重視하는 meth. dit.의 또 다른 缺點이다.

이 에 만해서 주로 讀書 寫主의 外國語數育을하던 meth. trad.는 學校를 후業한 後에 外λ、

을 接할 機會가 전혀 없더라도 讀書力은 讀書를 通해서 維持할 수 있는 彈點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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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l ’2에 서 보아 온 meth. trad.과 meth. dir.의 갖가지 短點을/排除할수 있는 同時에

짧代 應用言語學의 原理에 어긋나지 않는 methode d’enseignement이 있다면 그것은

exercices structuraux블 通한 學習方法일 수 밖에 없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다만 이 後者가

갖는 몇 가지 섯點은 補完해야활것이며， 또한 mod송les 設定에서 나 그 補用에 있어서는韓

國의 現 敎育的 與件과 韓國 學生들의 言語學的 特縣性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3-1. 이 제 이 새 折-束 方案의 特徵을 簡單히 列靈하면 다음과 같다.

3-1-1. 이 方案은 現代 應用言語學의 諸 原理에 副應한다. 즉 첫째로 佛語를 배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佛語로 意思越通을 하는 手段(moyen de communiquer en franyais)을 배

우는 것 이 라는 原則， 다시 말해서 langue vivante의 學習은 langue morte의 그것과 그 目

的에 있어 서 나 그 方法에 있어 서 나 갚을 수가 없으묘로 1’ecrit 以上으로 l’oral에 重點을 둔

敎授法이 어 야 한다는 條件은 exercices structuraux가 주로 exercices oraux의 形態를 取함

오로써 能히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外國語 習得의 方法은 母國語 習得의 方法과 달라야

하는 同時에 母國語의 種類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한다는 原則도 exercices structuram썩

modeles 選定 過程에서 充分히 反映된다. 미 리 精選된 modeles을 通해서 하는 佛語學習은

이 밖에도 meth. dir.가 가장 重視하는 actes de parole의 되풀이를 通한 syst송me de la langue

에 의 接近의 原則을， 數的으로 無限한 performances를 制限된 數의 類型別로 精選된 enonces

로 代表케 함ξL로써 充足시 킬 뿐만 아니 라， 言語는 하냐의 systeme이으로 各 enonce를 成

立시 키 는 mots를 個別的오로 다루지 않고 그들 相互間의 relations structurales이 나 opposi-

tion 關係에서만 據提해야 한다는 또 다른 構造主義的 原則도 滿足시켜준다. 한 마디로 말

해서 exercices structuraux를 通한 이 methode는 現代 言語科學的 見地에서 보아도 何等의

理빠E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1-2. 이 方法은 다른 meth. dir. 나 meth. audio-visuelle에 서 와 같은 값 비싸고 複雜한

施設이 必몇하지 않다는 利點이 있다. 물론 佛A이 錄흡한 modeles의 tape와 그것을 再生

시 킬 수 있는 裝置가 最小限A로 평求되나 그런 程度의 施設은 現걷E 國內의 大部分의 敎育

機關이 이미 갖추고 있는 터이으로 별반 問題가 되지 않는다.

3-1-3. 이 方法오로 佛語學習을 할 때에는 구태여 佛人 歡師를 採用할 必횟가 없다. 위

에서도 指網한 바와 같이 佛語의 산 發륨을 배우기 위한 錄즙 테이프가 이미 準備되어 있

오묘로 exercices블 위한 여 러가지 指導는 準備되어 있는 敎師用 指針書(livre du maitre)

(3-2 참조)를 利用하여 韓人 敎師가 能히 맡아 할 수 있다.

3":1---4. 類型 別로 選擇된 modeIes을 通해 서 集中的으로 佛語의 mecanisme을 習得하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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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根本 目的인 이 方法은 meth. trad.이 나 meth. dir.보다 特別히 많은 時間을 훨求하지

않는다. 學生 個人的 測面에서 볼 때는 mecanisme의 早速한 習得은 modeles 暗記를 위해

서 學生이 쓰는 時間의 量과 正比例하묘로 復習 時間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거니와 敎師가 敎室에서 하는 指導 時聞은 全體的인 敎育課程의 負擔때문에

마음대로 늘일 수 없는 寶情이다. 그러므로 exercices structuraux를 위해서 選定되는

modeles은 高校 또는 大學에서 初級 佛語(franc;ais elementaire)에 配當된 時間에 能히 消

化할 수 있는 分量이 되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franc;ais elementaire 에 必委한

모든 構文의 類型이 카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1-5 參照)

3-1-5. 위 2-7에서도 본 바와 같이 exercices structuraux를 통한 佛語 學習이 갖는 唯一

한 것짧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서로 聯關性이 없는 短文들만을 學習하는 데서 오는

지 루함을 排除할 깊이 없다는 점 이 다. 그러 나 이 methode에 는 그와 같은 短點을 어느 정

도까지 除去할 수 있는 對備策이 미 리 미련되어 있다. 즉 이 methode는 exercices struc

turaux만을 專用하는 學習法이 아니라 現在 高校 또는 大學에서 寶施하고 있는 讀本 敎材

블 通한 佛語 學習도 同時에 佛行해 나가는 折喪的인 methode인 것 이 다. 이 讀本敎材의

따用은 단순히 잃어버린 興味를 되찾기 위한 目的에서만 發案된 것이 아니라 mod하es

structuraux에 서 배운 mecanisme을 굳히는 投劃을 밭는 同時에 制限된 數의 modeles struc

turaux를 떠 나 갖가지 situation에 서 생 길 수 있는 多樣한 performances에 接할 機會를 만

들어 주는 구실을 하게 하는 데도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이 讀本 敎材는 現在 韓國에서 使

用되고 있는 中언 敎材와 그 性格이 나 內容이 대체로 비슷한 것ι로서， 되도록 興味 있는

lectures를 中心드로 해서 vocabulaire, morphologie(動詞 變化， 名詞 • 代名詞 • 形容詞의 性·

數 變化)， exercices(oraux et ecrits) 및 構文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程度의 간

단한 統蘇 規則(文法) 따위를 包含케 한다. 다만 初級 佛語 學習에 劃當되는 繼 時間 數

中 半은 exercices structuraux에 配當되고 니-머지 半은 讀本 敎材에 配當되는 관계로 讀本

敎材는 現左보다 그 內容의 分量이 半減되어야 할 것이다.

3-1-6. 앞서 2-8에서 meth. dir.가 갖는 껏點 中의 하나로， 對話 中心의 敎育에서 염어

진 mecanisme은 對話의 習慣이 없어지면 喪失되기 쉽다는 점을 指據한 바 있거니와 本

methode를 쓸 경우에는 그와 같은 鷹端이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위에서도 說明했듯이 本

methode는 mecanisme을 위한 하1\練 以外에도 傳統的인 方法과 마찬가지로 franc;ais ecrit 및

약간의 文法까지 배우게 되어 있￡므로 學生들이 쪼業한 후에도 설령 佛語로 對話블 할 機

會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佛語를 쓰(書)거나 읽거나 하는 데는 아무런 支障이 없다. 따

라서 讀書를 通해서 佛文化에 接할 수 있는 機會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3-2. methode traditionnel1e와 methode directe를 折홍한 이 새 敎授法이 高校에서의 佛

語 學習이나 大學에서의 敎養佛語 學習에서 가장 效果的우로 活用되려면 다음과 같은 諸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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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이 尊重되 어 야만 한다.

3-2-1. mod허es structuraux의 設定은， 基本 mecanisme 習得을 위한 基本 modeIes과

transformation 練習에 modeIes이 되는 modeIes de transformation의 두 가지 categorie로

區別해 야 하며 그것을 다시 難易度에 따흔 漸進的 配列로 各 modele마다 번호를 붙여 나가

야 한다. 이 mecanisme 訓練을 위한 modeles은 항상 phrase 單位로 이루어지게 하되

morphologie (conjugaison과 dec1inaison)와 vocabulaire에 對한 訓練은 包含시키 지 않는다

(이 部分은 讀本 敎材 學習 時間 o로 비룬다). 또한 modeIes의 選定에 있어서는 우리 말 固

有의 言語的 特性을 考慮하여 韓國 學生플로서 消化하기 어려운 構文을 골라 넣는 것을 잊

지 말아야 한다. 그려고 반드시 日常生活의 會話에서 常用되는 모든 種類의 構文(대체로

現行 高校 敎科書 r. ll 에 包含된 構文)을 包含시켜야 하되， 100 單位 時間에 消化시킬 수

있는 500 가량을 modeles(但， mod승les de transformation을 除外한 modeles fondamentaux

의 數)로 뽑아야 한다. (現 f휩校에서의 佛語 學習 總 時間 數는 200時間 內外이묘로， 릅협本

敎材에 配當되는 100時間을 除外하면 構文 敎材를 위한 學習 時間은 約 100時間인 셈 이 다. )

3-2-2. 本 methode에 서는， 이미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exercices structuraux릎 위한

構文 敎材 外에 文法， morphologie, vocabulaire 및 mecanisme의 應用을 1 벗어 나는 g 用的

expressions figees 등을 함께 익히는 讀本 敎材의 使用이 必須的이다(3-1 -5 참조). 但， 이

敎材도 역시 本 methode플 採擇할 경우에는 그 內容의 分量이 現行의 그것보다 半減되어

야한다.

3-2-3. 構文 敎材와 讀本 敎材는 相互間에 聯關性이 있게 짜여져야 한다. 다서 말해서

讀本 敎침는 構文、敎材에 나오는 基本 modeles의 進度를 充寶히 反映하는 內容!l...로 짜여져

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나 該當 mecanisme을 反映한 讀本 敎材의 單元의 學習이 끝난 直

後에 exercices structuraux를 다룰 수 있게 敎科 進度가 調整되 어 야 한다.

3-2-4. exercices structuraux블 위한 構文 敎材에는 學生들을 위한 것 外에 반드시 敎師

用 指針書(livre du maitre)도 있어 야 한다. 그리하여 transformation을 指導하는 方法과 꺼

기 ;Jh、要한 應用 例文을 充分히 질어 주어 야 한다.

3-2-5. exercices structuraux의 學習 時間 初 마다 5"'-'10分 동안 반드시 지 난 時間에 배

운 modeles fondamentaux와 그 transformation에 對한 簡單한 test를 施行한다. 이 test를

위한 資料는 livre du maitre에 提示되 어 있어 야 한다.

그리고 定期的￡로 〈예컨대 每月 1回 또는 每 學期末에 -回씩) 基本 modeles에 對한 暗

記 test플 施行하여 學生들의 寶力 J)<.準을 評價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 다. (이째 試驗範圍

는 基本 modeles에 붙어있는 번호로 指觸할 수 있다‘ ] 또 大學入밟에서도 佛語 試驗이 課

해 지는 경우에는 modeles 試驗을 50% 정도 包含시 켜 서 出題하면 寶力 評價에 좋은 바로미

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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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지금까지 說明한 이 modeles structuraux블 通한 佛語 敎授法을 高校에서 活用할

경우에는 그 寶行方法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첫째 方法은 政府의 敎育 責任 當局에

서 개 인이 나 또는 몇 몇 學者들로 構成되는 委員會에 「標準 佛語 mod응les structurauxJ의

選定을 委購함으로써 全國的으로 統一된 構文 敎材를 作成하여 쓰도록하는 것이 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證本敎材만은 그 構文 敎材와 聯關性을 갖는 範圍 內에서 自由롭게 꾸며칠 수

있다. 또 둘째 方法은 modeles structuraux의 選定 作業을 各 高校 敎材編製者들에게 맡기

는 것이 다. 이 경우에는 各各의 讀本 敎材에 對應하는 構文敎材블 作威하게 되요로， 릅훨*

敎材와 橫文 敎材가 짝을 이루는 形態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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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 une meil1eure methode

d’enseignement de fran<;ais--

Pendant 1es trente-cinq dernieres annees , l'enseignement de franyais aux lycees coreens

<l beaucoup souffert de manque de methode adequate. Devant l'incessante pression exercee

sur lui de 1’ext강rieur en faveur d’une nouvelle methode, dite directe ou audio-visuelle ,

qui donne 1a priorite it l'ora1 sur l'ecrit, contre 1a traditionnelle qui s’attache it 1a

traduction et it·1’ecrit , i1 n’a pu rien tenter ni entreprendre de renovateur peur ame1iorer

1a methode d’enseignement jusqu’it ce jour, sauf un tres peu de modifications apportees

dans 1a composition des 1ivres de c1asse.

II nous parait que cet echec dans 1a renovation de I’enseignement peut etre impute

avant tout it 1’absence de tous moyens scientifiques et raisonnab1es: c’est it dire , au defaut

d ’equipements audio-visuels , oe materiel d’enseignement pour des cours audio-visuels y

compris des manuels d’enseignement, de professeurs qualifies (coreens) et de 1ecteurs

(franyais) ayant la competence parfaite de franyais.

Dans 1’impossibilit강 au se trauvent actuellement 1es professeurs careens de franyais

de s’assurer ces facilites modernes et scientifiques, i1 a faUu que nous pensions it y

remedier par des exercices structuraux du franyais parle.

Mais cette methode d' ense~gnement de fran~ais par 1es exercices des mode1esstructuraux

prese1ectionnes, pour etre p1einement effi.cace dans son application aux lycees careens,

devraitetre soumise it de certaines conditions , dont voici 1es plus importantes:

II faut:

que 1녕1aboration des m6de1es structuraux (qui fera 1’objet de notre prochaine recherche)

doive se faire tant pour des mode1es fondamentaux (ne depassant pas Ie nombre de

500, vu Ie nombre limite d’heures assigne it 1’enseignement de franqais aux 1ycees

coreens et couvrant pourtant tous les types de structures franqaises 강lementaires) que

pour ceux d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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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 ) art Ie livre d’ex ercices structuraux, on adopte un autre livre de classe qui sera

utilise paral1element avec ce premier, de meme nature que ceux actuellement en· usage

en classe compose de lectures pleines d’interetet de grammaire (-la methode est done

nouvelle mais de compromis, car elle comprend Ia grammaire) , et ceIa pour tirer

d’ennui les eIeves qui pourraient se Iasser de la monotonie des exercices structuraux.

que les deux livres de classe, I’un d’exercices structuraux et I’autre de lectures, main

tiennent une liaison etroite entre eux a I’egard de leurs types de structure, et qu’ils

soient utilises paralle1ement, 1’un apres l'autre, de telle fayon que ce qu’on vient

d’apprendre dans Ie livre de lectures se retrouve dans les exercices structuraux.

que dans 1a selection des modeles structuraux, on tienne. compte des interferences

linguistiques dans Iesquelles Ies 강Ieves cor강ens ont tendance .it to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