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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흔 

최근 응용언어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외국어교육 방법론의 여러 실험연 

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외국어교육 이론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여러 

교수방볍과 기술이 개발되어 제안되고 있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의 큰 변화는 Hymes (1972)가 언어능력의 범위를 넓 

혀 언어규칙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의 사회적 타당성 (appropriacy)을 포함하 

는 의 사전 달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의 정 의 를 제 시 한 후에 가장 현 

저 하게 나타났다. 즉， 언어 를 습득하려 연 문법 구조를 올바르게 익 혀 야 할 

뿐만 아니 라， 여 러 사회 적 상황에 서 그 사회 의 언 어 사용 규칙 (social rules 

of langange use)에 맞게 말의 의 미 를 파악하고 또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을 

걸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와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의사전달능력을 위 

한 여러 방법론이 연구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 

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즉， 교과과정 및 교 

수요목설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 방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여러 교수방법도 제안되어 왔다. 교과과정설계는 학습집단의 필요성 

연구(needs study)와 연령 및 칩단의 성격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설계는 교재펀찬과 수업계획 및 지도의 방향을 제시해주케 된다. 

교수요목(syllabus)에 관해서 는 Wilkins (1 976) , Widdowson (1978) , 

Johnson (1 979) , Munby (1978) , van Ek (1 976) , Yalden (1983) 등이 의 

사전 달 방법 론(communicative approach)과 관련 된 교수요목설 계 의 원 칙 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가 현실에 맞는 교육적 교수요목 

(pedagogical syllabus) 설 계 의 토대 가 되 고 있 다. 

본 논문에 서 는 교과과정 (curriculum)과 교수요목(syllabus)의 정 의 를 알이-

1 Canale/S￦ain (1980) 이 외 국어 로서 의 의 사천 달능 력 의 이 론적 테 두리 를 제 시 한 
것 에 업 각하고 있 음. 즉， grammatical competence, sociolinguistic competence, dis
course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의 네 성 분이 외 국어 의 의 사전 달능력 을 구성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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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설계의 원칙과 방향을 살피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적 교수요목설계의 방향과 시안의 일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교과과정 과 교수요목 

2. 1. 교과과정 

교수요목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한 교과목의 목표(objectives)， 내용 

(content) , 교수방법 (method) , 평 가(evaluation)를 포함한다. 목표는 회 습자 

가 성취할 행위와 관련되고， 내용은 학습자가 배우게 될 것과 관련되나， 행 

위와 내용은 구별하기 어 려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내용없는 행위를 이 

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떼문이다. 교수망법은 목표가 실현되고 내용이 

전달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평기-는 학습에서 나타난 결과와 목표에 

서 의 도된 행 위 를 비 교하여 평 가된 결과를 ‘feedback’으로 다시 입 력 하여 목 

표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위의 각 요소기- 고링되는 것이 아 

니며 목표 설정과 내용 설정이 거의 동시에 이 루어지고 이에 교수방법의 개 

발도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2.2. 교수요목 

앞에서 논한 교과과정의 네 요소 중에서 명가를 제외한 다른 세 부분이 포 

함된다. 그러나 주로 가르칠 내용을 계획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구미에서 
는 광의의 ‘curriculum’과 협의의 ‘syl1abus’를 거의 같은 돗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대 체 로 교과과정 중의 목표와 내 용의 션계 를 교수요목 섣계 (syUabus 

design) 라고 본다. 

3. 교수요목설계의 원칙 

교수요목설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교재현찬의 준비단계에서 필수적인 것 

으로 생각되어 왔다. 재래식 문법중섬의 교육에서는 내용을 크게 두 성분으 

로 나누어， 언어구조의 목록과 어휘 목록S로 구성하여， 난이도와 번도에 

따라 가르칠 순서를 배열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언어적 측변을 고려에 넣은 

의사전달능력 배양의 중요성 인식과 언어행위에 관한 화용론의 발달로， 실 
제 언어의 사용연 (use) 이 언어체계 (usage)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되 

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 다 즉， 언 어 헝 식 의 정 확성 (accuracy)보다 언 어 사용 

의 사회적인 타당성과， 어느 정도의 의사전달이 가능한 유창성(f1uency) 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은 흐름에 따라 최근의 교수요목 설계에서는 언어의 

2 Widdowson (1978) pp. 1-10 참조. 
3 외국어 사용에서의 유칭성은 모국어 시용파 유사한 정도의 유창성을 의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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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을 포함하는 것이 펼수적으로 되 어 있다. 다음에 교수요목설계의 로 

대가 되는 교육이론의 두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1. 동합적 방법 론(synthetic approach)과 분석 적 방법 론 (analytic approach)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최근의 외국어교육의 새 흐름은 과거와는 다른 교 

수요목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Wilkins (1 976)에 따르면， 현존의 

여러 교수망법은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 여러 교수요목은 이 두 유 

형을 연결한 어느 지점에 자리잠고 있다는 것이다. 

3. 1. 1. 통합적 방법론 

통합적 언어교육방법좀은 언어체계의 부분을 하나씩 분리하여 가르쳐 나 

가며， 작은 부분을 숨득시켜 나깎에 따라， 캠차 그 언어의 전체 구조를 배 

우게 하는 방법흔이다. 따라서 통합적 땅볍콘에 기반을 두는 영어 교수요목 

의 구성은 문법규칙의 목록과 어휘목록으로 이루어진다. 이 에 따른 교수법 

에서는 매 시간 언어체계의 작은 부분에 정하게 하며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 을 많이 한다. 

통합적 방법론을 따르는 대표적인 교수법으로서는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 

수법 , 청 화식 교수법 (audio-lingua l method) , 직 접 식 교수법 (direct method) , 

그리고 인지적 교수법 (cognitive method)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교수법의 

교수요목은 그 내용이 거의 같아， 운법 구조와 어휘를 제시하나 상황과 관련 

시키 지 않기 때문에 ， 의미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황에 서의 발화의 의미 

(value)가 아니 라 독립된 어구냐 문장의 의미 (signification)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 론을 토대 로 한 교수요목은 학습자료L 하여 금 단계 적 으로 제 

시 된 문법규칙을 잘 익히고 규칙에 맞는문장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교수요목에는 운법항목이 복잡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되 며， 이에 입각하여 펀찬된 교재는 문법항목이 세밀히 배 열된 업 력 

(finely- tuned input)을 학습자에 게 제 공하게 된 다. 

3. 1. 2. 분석적 방법론 

이 방법론은 그 목표블 학습자가 발화를 듣거 나 글을 원고 의미 를 이해하 

고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둔다. 따라서， 이 방볍론에서는 

초기 부터 학슴자의 현재 언어능랙브다 약간 높은 언어구조를 포함하는 한펀 

문볍 항목이 세 밀 히 배 열 되 지 않은 입 랙 (roughly-tuned input)을 주어 , 언 어 

행위를 첼 수 있는 능릭을 기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론에 입각한 교수 

요목은 의미 중심으로 설계된다. 

것이 아니아， 제한된 언어형식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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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방법론에 대하여 Stern (1 978)을 비 릇한 의사전달능력 배양을 주 

장하는 많은 언어 교육학자들은 분석적 방법론을 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방법 폰을 논한 Wilkins (1 976: 1 -2)의 관점 을 다음과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Choice of 
Approach 

표 1. 

Synthetic ... ........... ... .. .. ... .. .. . .... .. ... .... .. ........ γ . .. ...... ... ... Analytic 
• 

Leads to production of a 
Syllabκs 

Grammatical ... .... .... . .. ... .... ......... . .. ... ......... ... .. ............ . Semantic 
• 

Exemplifìed in a 
Pedaiogical Strategy 

Grammar translation Situational 
Audio-Lingual .. .............. .. ... ... .. .... .. . .... ...... .. ....... .. .... .. Functional 
• 

Conducts students to a 
Goal 

Linguistic perfection. ‘ .... .. .... " .. ........ .......... ...... Communicative 
competence 

(From Wilkins, 1976: 2) 

위의 도표에 따르면 의사전달능력 배 양을 위해서는 분석적 방법론이 바람 

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교수요목의 기 본유형 

Wilkins (1 972)가 제시한 교수요목의 세 유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문법 중심 교수요목， 상황중심 교수요목， 의 미 중심 교수요목 둥이 다. 

첫째의 문법중심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항목을 난이도와 빈도에 따라 배 열한다. 이를 토대로 한 교재 펀찬이 나 

교실 수업에서는 문법규칙을 익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법구조에 관한 지식 은 풍부하나 언어사용의 기회나 경험 이 없기 때문에 

의사전달능력을 기르지 옷하는 것이 결점 이다. 

둘째의 상황중심 교수요목(situationa l syllabus)은 문법중심 교수요목과 

결 합시 킬 수 있￡나， 순수한 상황중심 교수요목은 분석 적 방법 론에 가깜다 

고 하겠다. 이 교수요목은 사휘의 여러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을 중심으로 한 

다. 얀어는 항상 사회적 싱형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형 괴- 언어 표현이 연관되 

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실제 교육을 위해서는 문볍중심 교수요 

목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순진히 상황 중심의 수엽은 학숨자의 

동기를 높일 수는 있으나 펼요한 언어구조가 고르게 제시되기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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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청화식교수법에서는 상황 

과 언어구조를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언어사용이란 우리가 관 

찰할 수 있는 상횡-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냐 관점 

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상황중심 교수요목에는 한계점이 있 

다고 하겠다. 

세째 의 의 미 중심 교수요목(notìonal syllabus 또는 notìonal-functìonal 

syllabus)은 언 어 의 의 미 (notion)와 기 능(function)을 중정 적 으로 다룬다. 이 

는 앞의 두 교수요목의 결함을 보완하커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의미는 사회적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가령 언어기능이 나 

타귀는 의미와 언어형식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한 기능이 여러 언어형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한 문장이 여러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은 Allen (1 977)이 제 시 한 이 와 같은 예 이 다. 

(1) Function to form 

Function Sentence forms Realization 

-(a) Imperative -Please finish that letter, Miss Jones. 

-(b) Conditional -Perhaps it would be best if you finish that 
letter. 

Ordering-I-(c) Infìnitive 

-(d) Modal 

-We do expect you to fìnish that letter. 

- You must finish that letter, 1’ m afraid. 

-(e) Participle - You should have no difficulty in fìnishing 
that letter. 

(2) Form to function 

Sentence form Realiza tion 

I-(a) Give me some water. 

j-(b) Release me now. 

Imperative - I-(c) Buy Canada Savings Bonds. 

I-(d) Don’ t go in there. 

I- (e) Try this one on. 

Function 

Ordering 

Pleading 

Advising 

Warning 

Suggesting 

Wilkìns (1 916)는 의미중심 교수요목을 위해 세가지 법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1) ‘seman tico-gramma tical,’ (2) ‘modal’, (3) ‘communicative function' 

이다‘ (1)은 의미와 언어규칙이 밀접한 관계흘 갖는 범주이며， I시 간， 양， 

공간， 격， 조응」 등을 나타내는데 문법적， 어휘적， 음운적 규칙이 사용된다. 

(2)는 화자의 의도냐 태도에 관한 범주로 확신성， 자신감， 인내성 둥을 나타 

내는데 언어적인 방펀을 사용한다. (3)의 법주는 담화에서의 문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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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í인사， 질문， 대답， 사과， 경고， 동의 ， 반대 ... J 등， 딸화를 풍하여 수행 

하는 기능의 범주이다. 따라서 의미중심 교수요목은 언어형식보다 의미와기 

능에 집중한다. 그러나 최근 순전히 의미만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 및 교수요 

목 설계얘 대해서， 어구의 목록제시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최근의 의사전달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에서는 의미와 기능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방향부로 흐르고 있으 

며， 이와같은 교수요목에 업각해야 실제 교육에서 상호 의사교환 활동을 조 

장할 수 있는 방법 을 적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외 국어 교육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는 위의 세 유형의 기본적 교수요목을 토대로 하여 

학슴자의 펼요와 성격에 맞게 여러 종류의 의사진달 능랙을 위한 교수요목 

(communicative sy l1abus, 이하 cs라 부름)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다음에 cs의 구성 성 분과 그 유형 에 관하여 논하기 로 한다. 

3.3. 의사전달능력을 위한 교수요목 

3.3. 1. CS의 섬분 

의사전달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교수요목이라 할지 라도 언어형식의 선 

택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의 사회적 환경， 

학습자의 연령과 성격，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 따라 교수요목 설계가 달 

라질 것이다. 다음에 교수요목 섣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건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학습자의 외 국어 학슴 목직 

(2) 학습자가 외 국어 를 사용할 상황(communicative events) 

(a) 일상생활 상황 

(b) 학교상황 

(c ) 직업적인 상황 

(3) 위 의 각 상황에 서 수행 할 언어 기 능 (function) 

(4) 학슴자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할 것인가， 즉， 의미 (notion) 

(5) 펄요한 문법구조 

(6) 펼요한 어휘 

이와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교수요목의 설계가 이 루어지고， 이에 따라 교 

재가 펀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설계된 고수요목 중에는 이 모든 요 

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겠A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혜문에 ， 그 

내용을 재검트하여 회숨자의 펼요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s의 몇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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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에 여 러 학자의 관점 을 정 려 하여 Yalden (1 983)이 제 시 한 cs의 

여섯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3.3. 2. CS으| 유형 과 선택 

cs의 유형으로 여젓기-지를 을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존의 문법중심 교수 

요목을 수정한 것에서 부터 수업내용을 완전히 학습자가 선택하는 경우까지 

표-함되 고 있다. 

(1) CS 1 : Structural and junctional 

이 교수요목은 동합적 방법롱에 업각하면서 분석적 방법흔을 약간 받아 

들인 유형이다. 기존의 구조중심 교수요목에 언어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 

로， 언어구조의 목록과 언어기능의 목록을 따로 짜떤 된다. 이 교수요목에 

의한 실지l 수엽은 언어형식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배운 언어를 사용하여 

기 능 수행 의 활동을 하게 펀다. 따라서 Rivers (1972) , Paulston (1 976) , 그 

러고 Savignon (1972, 1983)이 제안한 두 단계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 단계는 안어재료를 조작하는 단계 (skill-getting)이고， 둘째 단계는 자발 

적인 의사교환 활동(ski l1 - using)을 하는 단계이다. 이 두 단계의 활동 중 둘 

째 단계의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CS 1은 현존의 교수요목에 기능의 성분을 추가하면 되기 때운에 현행의 구 

조 중섬의 교재나 교육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하겠다. 

(2) CS Il : Structures and junctions 

이 교수요목은 의사전달의 테두리 속에 문맹구초의 배 열을 단계적으로 제 

시하는 모형이 다. 그러나 아직도 문1셉구조가 중심이 되어 단계적으로 제시 

되면서， 이것이 기능과 관련되어 냐간다 Wilkins의 의미중심 교수요목이 

학습이 론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Brurnfit (1981: 91 )은 문 

화적 의미와 언어적 의마는 언어 사용자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이해되는 것이므로 합의의 망떤이 되는 언어구조를 직접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고 있다. 즉， 그의 주장은 언어형식을 교과 설계의 중심으로 하고 

언어기능과 의미를 관련지어야 한다는 것 이다. 다음은 Brurnfit의 모델을 도 

식화한 것 이 다. 

옆의 모델은 문법구초를 핵으로 하는데， 그 복잡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 

시하면서 다른 요소를 문법구조와 연관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이 유형은 문볍구조의 단계적인 배열로 정확성을 기하고， 기 능과 관련 

지어 교질에서의 상호 의사전달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유창성을 기하기 위 

한 것이라 하겠다. 

4 Yalden (1983) pp.lOl-11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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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E --I‘ 

(Yalden, 1983: 112, from Brumfit, 1981) 

Johnson (1 982)도 순전히 의미 중심의 교수요목보다 구조의 단계적인 전개 
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연관시켜 나기는 것을 주장하는 점에서 Brumfit과 관 
점을 같이 하고 있다. 띠라서 일만적인 외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능척인 연을 기존의 언어중심교육에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결국 CS Il에 따른다면 한 단원 안에서 구조를 기능과 의미와 연관 
시켜 나가게 된다. 즉， 특정한 주제하에서 기능과 관련된 연슴 자료를 제공 
하여 문법구조를 단계적으로 습득시켜 ， 언어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3) CS m: Variable focus 

이 유형은 학습자의 언어능력 수준에 따라 중심을 바꾸어 나가는 모델이 
다. 즉， 초기에는 구조띤숨과 조작활동(manipulation)에 치중하고， 중급 수 
준에서는 기능에 치중， 상금 수준에서는 상황이나 주제에 초점을 둔다. 
Allen (1 980)은 Ontario의 중등학교에서 실시된 세 가지 단계의 외국어교육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초기에는 언어구조에， 중금에서는 당화의 특정 
에， 상급에서는 습득한 안어를 여러 학과목 학습에서 사용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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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 와같은 교육의 최 종단계 에 서 는 펴nguage use’에 중점 을 두고 여 러 주제 를 

상황과 관련지어 다루고 자유롭게 언어 사용을 하게 한다는 것 이다. 다음은 

Allen이 제시한 세 단계의 의사전달 능력의 수준을 나타낸 도표이다. 

표 3. 

L얀’ζI~ 으c.Ç'_0]T끄~Ul1 !f ~ t!.V효 ζQ I낀 U얀인.1-'-<;'" 

Level I Level 2 Le\'el3 

Jìlr브인브댄l Funct iona! lnslru ment ‘d 

Focus on langu age Focus on language Foc us on the use 
(formal reaturcs) (disco urse features) 。 r language 

(a) Stru ctu ral ( J ) Disçoursc (3) Situ~lional or 
control control lopical conlrol 

(b) Malerials simpli- (b) Materials simp!ified (b) Authent ic 
fied 5tnμ: Iurally funttionally language 

(ci Mainly 51ru clu ral (c) Main ly disco urse ( c) Free practice 
pracllιe practlce 

CYalden 1983: 11 4-, from Allen 1980) 

(4) CS N: Fuhctioηal 

이 유형은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하고 이 커능에 따라 언어형식을 선택하 

게 한다. 이 모텔은 주로 직업적 인 요구에 의한 외국어의 특수교육(English 

for special purposes : ESP)에 서 는 매 우 유익 할 것 이 다. 즉， 의 사， 간호원 , 

기 술자동 여러 특수한 직업에서의 직무 수행융 위 한 준비교육으로서는 유효 

할 것이다. 

(5) CS V: Fully notional 

이 유형 은 완전히 의미 중심의 교수요목이며 Wilkins (1 976) , van Ek 

(1975) , 11unby ( 1978) 등이 이에 따르고 있다. 특히 van Ek의 Threshold 

Level이 이 모형의 대표적 인 것이 라 하겠다. 그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수 

준을 ‘threshold level ' 이 라 부르고， 이 단계 의 교수요목 설 계 를 위 한 여 러 성 

분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11nuby (1 978)도 Wilkins와 van Ek의 모텔을 더 

발전시켜 완전한 의미 중심 의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은 실 

제 교실환경에서의 적용성이 적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더우기 우리나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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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의 실정에서는 그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6) CSVI: Fully communicative 

이 모델은 완전히 학습자가 중심 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력 

될 교수요옥 (input syllabus) 이 거의 불필요한 경우이 다. 외국어 학습의 초 

기와 중간 단계에서는 자율적인 의사전달 활동이 요구되는 이 유형의 적용 

은 거 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3.4. CS의 적용 가능성 

CS의 여젓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적용이 가능한 유형은 

CS 1 과 CS II 일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중점을 바꾸어 나가 

는 CSffi 는 중 • 고 • 대학에 결쳐 적용가능성을 시 사하고 있다 CS W는 실엽 

학교 및 대학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csv 와 CSVI는 적용이 매우 어 렵 

다고 생각된다. 

교수요목의 성분을 언어형식과 기능면으로 나눈 CS 1 을 적용할 경우， 초 

기에는 적질하나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집에 따라 언어형식에서 의미 쪽으로 

초점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CS 1 은 CSffi 와 연결되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CS lI의 경우도 CS 1 과 같이 구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차 

CSm 와 연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초급 수준에서는 언 

어형식이 기능보다 더 중요하나， 상급 수준으로 올라강에 따라 언어형식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고 언어기능과 덤화기솔(discourse ski1ls)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을 위해서는 언어구조를 중심 

으로 하되 기능연을 관련시켜 나기-고， 고등학교에서는 언어형식보다 기능과 

담화기술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Yalden (1 983) 

이 초급CI ), 중급ClI ), 상급( ffi ) 에서의 두 성분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4. 

11 川

T 
Li nguislic rorm -J ---------- c。mrnunica l ive runc llon 

Three Levels in a 8 alanced Svstern 

(Yalden, 198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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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의 여러 유형 중에서 학습자의 연령， 언어능력의 수준， 프로그램의 목 

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해야 할 것 이다. 

4. 원형 적 교수요목(Proto-Syllabus)과 교육적 교수요목(Pedagogical Syllabus) 

교수요목 설계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주제， 언어구조， 어휘， 기 

능 등의 목록을 포함하는 원형적 교수요목의 설계로서 ， 응용언어 학자나 언 

어교육학자가 이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요목에 입각하여， 교재펀 

찬이나 교실수엽의 방향 설정과 지침이 되는 교육적 교수요목을 설계하게 

된다. 

4. 1. 원형 적 교수요목 

이 교수요목은 분석적 방법론과 통합적 방법 론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적 

뱅-법 론에 따른다면， 주제 (topics) , 일 반적 의 미 (general notions) , 기 능 

(functions) , 언어 형식(language forms) 등의 목록으로 구성된다. 한펀， 통 

합적 방법 론에 입 각한 교수요목은 문법 구조와 어 휘 의 목록으로만 구성 되 는 

것이 보통이 며 우리 나라 문교부가 제 시 하는 교수요목도 이 에 속한다. 그러 

나 영어의 사용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미와 기능 

의 목록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van Ek (1 975)의 목록을 참 

고로 할 수 있다. 다음에 그가 제시한 교수요목의 각 성분의 일부를 소개 

해 보고자 한다. 

(1) 상황(settings) 

학습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게 될 상황표로써 보통 생활 주변의 상황이 주 

가된다. 

Place: outdoors, street, square, park, garden, terrace, countryside 

Indoors: φ private life-house, apartment, room, kitchen 

(ì) public life - shop, supermarket, indoor market 

(2) 주제 ( topics) 

학숨자의 연령， 필요， 홍미에 따라 주제가 선택되기 때문에 많은 주제를 

포항하고 었다. 

Personal identification: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Free time, entertainment: hobbies, interests, radio, TV, cinema, theater, 

opera, concert. 

(3) 언 어 기 능 (language functions) 

기능의 목록을 위해서는 의사전달 활동을 다음과 같이 여섯 법주로 나누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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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mparting and seeking factual information; 

~ expressing and finding out intellectual attitudes; 

@ expressing and finding out emotional attitudes; 

@ expressing and finding out moral attitudes; 

@ getting things done (suasion); 

@ socializíng 

(van Ek 1975: 26) 

위의 각 법주에 속하는 기능이 단독으로 오기도 하고， 둘 이상이 한 언어 

행 위 에 함께 나타나기 도 한다. 가령 사실을 알고자 하면서 놀라움을 나타낼 

수도 있어 이 경우는 @과 @이 함께 수행되는 것이다. 다음에 각 범주에 

속하는 언어기능의 일부를 소개한다. 

<D identifying, reporting, correcting, asking ... 

~ expressìng agreement and disagreement, denying something ... 

@ expressing pleasure, liking, expressing surprise ... 

@ apologizing, granting forgiveness , expressing approval, disapproval... 

@ suggesting a course of action, requesting others to do something ... 

@ to greet people, when meeting people, when introducing people and 

when being introduced .. . 

(4) 일 반적 의 미 (general notions) 

이 법 주는 Wilkins (1 976)가 ‘semantico-grammatical categories' 라고 부르 

는 법주에 해당한다. 즉 「시간， 양， 질， 공간， 격， 조응」 둥이 포함되며 의 

미와 문볍 법주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van Ek은 일반적 의미를 크게 셋 

드로 분류하여 <D Notions of entities, ~ Notions of properties and qualities, 

@ Notions of relations로 묶고 있 다.<D에 는 조응과 관계 되 는 「대 명 사， 지 시 

대명사， 일반대영사， 관사」 둥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에는 「존 

재， 공간과 시간， 수량， 질」에 관한 의미，@에는 「공간에서의 관계， 시간 

의 관계， 동작과의 관계(격에 해당)， 비교관계， 소유관계， 논리적 관계」 등 

을 나타내 는 의 미 를 포함한다. 다음에 @의 「존재 」와 「공간과 시 긴」을 나타 

내는 의미의 목콕 중 일부를 들어보겠다. 

Existential: 

existencej non- existence, presencej absence, a vailability j non - a vailability ... 

Spatial and temporal: 

location, motion, dimension (size, length, pressure, weight, volume , 

temperature, age) , point of ti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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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 어 표현 (exponents) 

A. fuηctioη 중에 서 

1dentifying: demonstrative pronouns(this, that, these, those) + BE+ NP 

demonstrative adjectives (this, that, these, those) + N + BE+NP 

personal pronouns (subject form) 十BE+NP

declarative sentences 

short answers (Yes, he is, etc.) 

B. geηeral notion 중에 서 

existencejnon-existence 

availability jnon-availability 

There is .. . 

There’ s no ... 

Is there ... ? 

to exíst 

to have 

to have got 

There is ... 

There’ s no ... 

Is there ... ? 

이와같은 목록은 구라파의 여러냐라에서의 영어교육을 위한 것으로 작성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교수요목은 순전히 의미와 기능을 중심ξ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법구조의 목록은 없으며 기능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언어표현만이 제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맞는 의미 

와 기능 그리고 언어표현을 선택하여， 기존의 문법중심 교수요목과 관련지 

어야 할 것이다. 

4.2. 교육적 교수요목 

원형적 교수요목을 토대로 교재변찬이나 수업지도를 위한 교육척 교수요 

목을 작성하게 된다. 

다음에 CS 1 과 CSn 의 모형에 따른， 구조와 기능이나 의미를 관련시키는 

교육척 교수요목의 한 단원의 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시안 1)) 

(1) Situation or setting: Home 

5 van Ek (1975)가 제시한 언어표현 Cexponents)은 기본적인 것 이 대부분이여， 여 
러 상황과 상대에 따라 사용되는 표현 중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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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pic: Watching TV 

(3) Structures: 

CD to use negative questions in the simple present 

~ to use the question word 

@ to use expressions with ‘let’s’ 

@ to use expressions with ‘prefer’ 

(4) Functions: suggestingjagreeingjdisagreeing 

(5) Exponents: 

CD suggesting 

Ðon't you want to watch ... ? 

Let’ s watch TV. 

Why don't we watch ... ? 

W ould you like to wa tch . .. ? 

~ disagreeing 

Couldn’ t we watch ... ? 

1 prefer to watch .. . 

1 don't like to watch . .. 

@ agreeing 

O. K. 

Sure, why not. 

1 don ’ t mind. 

Let’s do that. 

이 시안은 문법구조를 중심￡로 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중학교 수준에 적함할 것이다. 

《시안 2)) 

기능을 중십으로 하는 CS f{ 와 CSv 의 모형에 따른 교육적 교수요목의 시 

안을 다음에 제시한다. 

(1) Situation or event: shopping (Buying a shirt) 

(2) Central functions: suggestingj agreeing j disagreeing 

(3) Exponents: 

A: With one’ s friend 

CD Suggesting 

Let’s go. 

Shall we go? 

Why don’ t w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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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bout going .. . ? 

We might go .. . 

We could go .. . 

(2) disagreeing 

Couldn’ t we begin at ... ? 

Do you think we’ 11 have enough time? 

1 think it might be better if we began at ... 

@ agreeing 

O. K. 

Sure, why no t. 

A11 righ t. 

1 don't mind. 

You’ re righ t. 

Let’ s do tha t. 

1 agree with you. 

B. With the sales-woman 

여기애서는 질문과 요구의 기능을 추가한다. 

CD Request 
Can you help me? 

Are you busy? 

(2) Questioning 

Where can 1 find a ... ? 

Where are the ... ? 

I’d like to buy a .. . 

On what floor ... ? 

What size is this? 

Do you have a size ... ? 

Do you have a larger/smaller size? 

@ Disagreeing 

1 don't think it fits me. 

1 don’ t like it_ 

1t doesn’ suit me. 
1 don' t think 1 like it. 

1 don't want it. 

@ Agreeing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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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nk it fits me. 

1 like it. 

It suits me. 

1 think 1 like it. 

1 t looks all rig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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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안 2는 학습자의 언어능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언어 구초항목 

의 단계적 제시가 줄어들면서 언어기능과 의미에 중점을 두게 되는 중곱 및 

상급에서 적용가능한 유형이다. 

교재면찬과 수업지도에 앞서 위와 같은 교수요목의 설계는 필수적이며 특 

히 교육 현장에서는 이 를 토대로 여러 의사교환활동을 시킬 수 있으며， 상 

황과 상대에 따라 척절한 언어표현을 선태하는 연습을 통하여 의사전달능력 

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5. 물맺는 말 

교과과정과 교수요목 설계는 외국이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교육 

의 테두리 (framework)를 설계하는 것이다. 1950"-'60년대에는 구조 중심으 

로 설계된 교수요목이 1970년 대에는 의미와 기능 중심으로 제안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신축성이 있는 여러 유형의 의사전달능력을 위한 

교수요목이 제안되고 또 척용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둥학교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도， 학습자의 연령과 언어 

능력의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척절한 교수요목이 설계되어， 언어사용 능력 

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의사전달능력은 본국인의 의사 

전달능력에 미치지는 옷하나， 제한된 언어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강정을 어느 갱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킬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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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wards Designing a Communicative Syllabus 

Ke Soon Lee 

In recent years, theories of secondj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have 

greatly develope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witch of emphasis from 

linguistic forms to notions and functions of the language, and it has been 

attempted to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communicative aspects of language 

as wel1 as linguistic forms in sy l1abus construction. 

What 1 should like to do first in this artic1e is to discuss two approaches 

in language teaching, synthetic and analytic approaches, which produce 

different types of syUabus. Second, 1 wi l1 also discuss more practical models 

of communicative syllabus types, and finally will present a tentative peda

gogical syllabus designed for the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classroom teach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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