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써의 표황스어 짧λ} 양생011 째하여

조항덕*

1. 서롭
이 지구상의 여러 국가 중에서 프랑스만콤 언어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을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프랑스는 험법 2조에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 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어가 국가의

단합을 이루게 하고 법 앞에 모든 시민이 i껑뚱하다는 사상을 뒷받침해주

는 매개체라는 프랑스 국민들의 정신에 근거룹 두고 있다.
1004년 프랑스의 여론 기관인 SOFRES의 조사에 의하면 CJ7%의 프랑스
국민이 모국어에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5%는 프랑스어흘 보
호하기 위해 정뿌가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700/0는 프랑스어
권이 있다는 사설에 자부심올 느끼고 있고 7ff/o는 휴럽에서 강력한 영어

에 대형해 다언어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영어의 강세로 프랑스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
이 손상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프랑스어는 표짱스인 6천만 명1)올 포함

*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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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세계 많개국의 프량스어권(敏X때뼈1Îe) 에서 약 2억의 인구가 사
용하고 있는 당당한 세계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어에 이르기까지 그 위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프랑

스어는 12-15세기에 문학 언어， 16세기에는 행정 언어， 18세기에는 유럽
상류층의 언어 둥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불리며 위성이 변화하였다. 19세
기에는 러시아의 상류층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였고 ::n세기 중반까지 유럽
의 외교어로 자려를 잡았다. 그런 프랑스어가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
서 국제연합m.NJ이 설립되고 이룹 계기로 영어에 그 위치를 빼앗기게

된다. 프랑스어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되자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6}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Ð4
년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La

loi du 4 août

lffi4)올 채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언어가 바로 여러 문화 유산 가운데에서도 국가
의 결속을 가져오는 요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교육기관에서 학습되어지는 언어는 국어인 프랑스
어를 비롯히여 지빙어 Oan밍:teS 뺑ion머es)로 브르똥어， 얄자스어， 바스크
어， 카탈랑어， 오시팅어， 코르시카어가 있다.2) 공식적인 지방어 외에포 각
지방 특유의 방언(di머ætes)이 있는데 그 수가 약 ::n여 개나 된다. 프랑스

국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의 적용도
지벙어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1) 프랑스의 해외 영토(OOMfO뼈 인구까지 포함한 l쨌년도 통계임.

2) 바스크어， 브르뽕어， 알자스어， 카활령어， 오씨탕어는 19)1년 법에 의해 교육기관에
서 학습되어지고 있고 코프시카어는 1974년 이래로 학습되어지고 있대Quid， 1앓:

1Z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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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량씌 언어 쟁책
프랑스의 언어 정책홉 중세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프랭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중세에눈 꿇 깨우찬 사람틀이 많지 않았으

며 성직자나 소수 엘리트뜰이 라원어로 된 문장윷 읽고 쓰눈 정도였다.
또한 행정에 관한 서류도 라틴어로 작성되어 일반인틀은 그 내용올 잘 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행정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일반인툴이 사용하눈 언어로 이를 작성해야 할 펼
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1짧년 벌래료-꼬트레{찌ll~뾰
않따했) 칙령을 통하여 사법이나 행정에 관련된 업무 처리를 프랑스어

로 하도록 결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교회의 세력윷 약화시키는 한
편 왕권올 강화하는 기능도 하게 되어 국혁의 중양 집중햄l 도옴을 준
다: 1없4년에는 리셜리외(Ric뼈뼈)에 의해 φ}카데미 프랑세즈(Ac빼nie
뼈행i똥까 설립되어 프랑스어의 표준화 작엽을 시작한다. 보줄라{c.
V없g냉as

:

1짧 -1뼈)률 위시한 문법확자， 철학자， 문민들이 이 작엽을

맡아 진행한다. 점차로 프랑스어눈 라틴어에 못지 않게 그 표현이 풍뿌하
고 논리적이며 명확한 언어라는 생각어 널리 유포된다. 프랑스가 언어에

관련된 전문가를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표준화 직k겁을 설시한 결과인 것
이다.
그러나 프랑스어가 처용훈터 널리 쓰인 것은 아니었다. 국가외 언어 정
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내에서 프랑스어률 쓰논 띤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이 한창인 1때년 그레과르(HG!행빠-e : 11.))-

1&31) 신부의 주도하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 2천 3백만 가
운데 프랑스어를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3백만 명에 불파하였고
나머지는 지방어흘 쓰고 있었다. 이에 혁명 정후는 프랑스어를 국어로 사
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탈레링，c. Taleyrand-많'Íg빼 : 1'75::1 -1쨌)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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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육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

임은 프랑스어의 확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어휘와 용법이 풍부
해졌다~ 1쨌년에는 프랑스에서 초동교흉이 의무화되었고 프랑스어는 점

차 국어로 자리롤 잡아깐다~ 1914년 발발된 제 1 차 세계 대전푼 프짱스 국
민들의 대대적인 이동올 가져왔으며 이와 아옳러 프랑스어까 전 국민블
에 의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된다.

3. 프랑스어 꿇육
프랑스에서는 7세부터 16세까치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즉， 초뚱학교에
서 고동학교 2학년까지의 기간올 의무교육 기간으풍 정히·여 교육윷 실시

하는 것이다. 그련데 특이한 것은 이 끼깐 동안에 프랑스어에 대한 교육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초둥학교의 교육부터 알아보자. 국어로서외 프랑스어 교육은 초

뚱학교에서 그 기초를 닦는다. 유치원에서 단어 쓰기를 시작한 어련이는
초동학교에 오면서 문장과 다양한 표현올 접하면서 국어 교육을 받게 된
다. 초동학교의 총 수업 시수는 주당 æ시깐인데， 국어 9시간 수학 5시간，

세계의 발견(사회， 과학) 및 시민 교용 4시간， 예술 및 체육 6시간， 학습
지도 2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슐상으로 불 때 국어 시간이 34.60/0를 차지해
다른 파목에 비해 배당어 많고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니라

19.30/0,

일본

æ.6O/o,

영국 21.3% 퉁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치이다{한국 교육 개발웬 보고서

1!m).

국어 교과의 구성

도 읽기， 쓰기， 어휘， 문법， 시 퉁 다，óJ=하게 세현벼 교과서도 2-3권이
된다.9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나는 수업에서 국어 교육은 오전에

배당히여 수엽의 효율올 높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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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둥학교에서 기초률 닦은 국어 교육은 중학교에서는 구어와 문어로
자신의 의건올 정확하고 명확하저l 표혐홉}는데 목표활 푼다 그리고 고동
학교에서는 시민 생활에 핍요한 다양한 놓력윷 낄러주는데 목표를 두어

기회 균퉁이라는 의식 조정; 감정적 • 미척 • 지정 • 도덕적 능력 개밥， 자
율성파 책임감의 인식， 개인쩍이거나 사회적인 관계 개선에의 기여， 단체
의식의 개발 둥에 역점올 두어 국어 교옳올 한다.
수업 시수로 볼 때 중학교에서눈 총 'l1시깐의 수업 중 1-2학년에 5.5시

간; 3-4학년에 4.5시깐의 국어 수업융 받으며， 고흉학교에서논 1-2학년은

학생이 선택한 계열에 따라 4-5시깐의 국어 수업올 방는다~ 3학년에서는

국어 대신에 철학을 배우게 되며 2학년 말이 되변 국어에 대한 바칼로레
。l<Bacc때때"éat : 대학 입학 자격 고!-H를 치르제 되어 국어에 대한 교육

은 고풍학교 2학년에 마치게 된다.
중고둥확교에서의 국어 교육운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 작품을 다홀 뿔딴 아니라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형태， 구

문， 철자 동 여러 유형의 교육올 똥하여 논리적인 사고활 계발하고 명확
한 의사 표현을 하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국어의 교육01 바팅이 되어 프

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은 요약하기，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해설하기， 논술
하기 퉁 주관식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표량씌 대학파쟁
우선 프랑스에서 대학에 틀어가기 위해서는 바칼로혜이i&없:.alauréat)

를 통과해야 한다. 바칼로레아는 수도인 파리시와 그 주변 도시의 대학올
포함한 파리권과 지방 대학권의 두 가지 유형으뭉 본리된다. 바칼로레아

에 합격하게 되면 학생이 원하는 대확어l 지원하게 되고 대부분 자신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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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대회에 틀어가게 된다.

대한에서의 화업 과정은 3단계로 구환되는데 첫 번째 딴껴1는 우리의
교양 과정에 해당되며 2년에 걸쳐 이수환다. 두 번쩨 단계논 대학의 3년
째에 하는 학사 과정파 4년째에 하는 석사 파정을 일컨는다. 세 번째 단
계는 석사률 마친 사랍이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인 D많(I)i때獅
d’앉uc\es Awrofìα뼈es: 직역하면 ‘深化 學習證’이랴 할 수 었옴)와 박사
과정을 일걷는다. 학사와 석사 과정이 각각 1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각 2년에 걸쳐 마칠 수 있고 2년 이상윤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 번의 기

회를 주고 그 이상은 활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2년에 걸쳐 수행하는 교양 파정(DEUG : Di미ôme d’études
uniVI짧뼈11얹 g敏없 대학 일반 학위중)의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교양 과정에서는 차후에 전공올 선택하기 위한 준비 파정이기 때문에 첫
해 1학기가 마쳐지는 1 월 말에 그 통안 학생이 학습한 쩔파를 분석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진로 지도를 해준다.
현대 문학 분야를 예로 틀어 교양 과정의 수업 내용을 살며보겠디{다
옴의 예시는 투르 Tα1rS 대학의 ;영우이다)，

1) 교양과정 1년차

1 학기

(1) 교파 단위 1 : 기초 분야 (2학점)
-:l)세기 프랑스 문학
-프랑스 언어학

- 라틴문학과언어
-비교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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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단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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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문 분야의 벌견 (1학점)

- 고전 문학과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분야의 기초
분야에 해당하는수업

(3) 교과 단위 3: 일반 분석 방법론 (l학점)

- 표혐파분석 기술
- 분석 방법론
2학기

(4) 교과 단위

4:

기초 문학 (2학점)

- 18세기 19세기 프랑스 문학
-라틴문학
-비교문학

(5)

교과 단위

5:

기초 언어 (1.5학점)

-프랑스어

- 라틴어
-

외국어

(에 ji!.과 단위

6:

분석 방법룡 (1학정)

→문학분석

- 비평 분석 방법론
- 시학과수사학
(7) 교과 단위 7: 일반 문화 (1화점)
-문화

-

선택

제2외국어， 영화， 연극， 문화， 청소년 문학， 성껑과 신화， 외국 연극， 라
틴어， 그리스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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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양파정 2년체
1학기

(1) 교파 단위 1 : 중세 언어와 문학 0.5학챔)

- 르나르(빠뻐t)의 소설

(2) 교과 단위 2: 프랑스 문학과 비교 분학 (2학점)
-

16세기와 17세기의 문학

-비교문학

(3)

교과 단위

3:

언어학과 언어 (2학점)

-프랑스어

- 라틴어
- 외국어

(4) 교과 단위

-

4:

선택 (1학점)

1 년차의 선택 목록에서 선택

2학기

2학기는 1학기의 교과 단위， 화점， 강의 시수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덤임 교수가 하는 것(coors n顧빼)과 실습 지도(없V없X 빼és)，

실습(없V때xpra뼈es)으로 구분되며 1 화점 수업은 일주일에 I시간 $분
의 강의를 정주 동안 수강하눈 것에 해당된다. 수업 평점은 강의 피목에
따라 별도로 내지 않고 교과 단위 (UE:

Untié

d’en뼈g없뼈lt) 별，로 묶어서

처리한다. 하나의 교과 단위 안에 여러 파쭉.0]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
점이 평균(3)점 만점에 10점3)) 이상어 되면 일부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
3) 프랑스에서의 성적 맹점은 3)챔 만점 기준으로 16점 이상이면 야주 잘항fn앤s bien),

14점 이상이면 잘함-(Bien)， 12정 이상이변 핸찮원ASSI쪼 bien), 10점 이상이면 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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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통과가 된다. 수업 시수로 계산쨌윷 때 1학년 과청에서는 였7시간
의 강의룰 듣게 되며 2학년에서는 짧시간의 강의활 튿체 된다.
교양과정올 마치게 되면 2단계인 대학 3화년 학사 파정어l 흘어가게 되

는데 채} 과정은 전문 과정이라고 말홀}눈 석사 과정올 준뼈는 단계라
고 말활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무엇윷 첸공했다고 하면 석사 과
정율 이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학샤 석사 파정의 수업 내용올 알아
보기 위해 언어 과학 분야룰 예로 틀겠다.

3)

학사과정

언어 과학 학사 파정윤 일반 언어학， 프랑스어， 그리고 외국어에 판한
언어혹댈 전공으로 다루는 학문 과정이다. 다음파 같은 내용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1) 언어 단위 분석 (2학점)

- 옴성학

-

형태론과의미론

(2) 기호론파 음운론 (2화점)
-옴운론

- 광고 언어폴 홍한 기호론
(3) 사회 언어학과 생성 통샤론 (2학점)

- 프랑스어에 적용한 사회 언어화 분석
- 생성 흉사론 입문
(4) 발화 행위 이론 (1학점)

(5) 웅용 언어학， 언어 발달파 병리학 (2화점)

가능(Passa비e)으로 판정된다. 10점 이하는 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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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 생물학 : 문어의 처떠
- 언어와난청

(6)

앤어학의 어체와 오늘 (1학점)

(7) 언어학의 다양성 (2학점)
(8) 선택 파목 (2학점)
모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학

- 문힘써나 인문파학 분야에서 선택하여 수강

4) 석사과정
학과에서 설정한 2개 교과 탐위흘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 논문을 작성
하여 심시를 받는다'， 2개 교파 단위는 다융과 같다.

(1) 목록 A에서 2개의 세미나흘 선택하여 수강함.
2개의 세미나 기훈데 하나는 논문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목록

A:

사회 언어학， 언어 병리학에 판한 언어학， 의미론파 문법， 심
리 언어학과 학업 실패， 언어 분석 방법론

(2)

목록 A나 목록 B에서 자유롭게 션택홉때 수강함.

목흑

B:

재교육 방법론과 발음 교정법，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석사
강의， 현대 문학 석사 세미나， 고대 문학 석사 세미나

위의 내용에서 얄 수 있듯이 학사 파정은 석사 파정을 위한 준비 단계
라고 말할 수 있다. 학사 과정은 여러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
는데 반하여 석사 과정은 2개의 교과 단위를 이수하고 여기에 논문을 쓰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시수로 보았을 때 학사 과정에서는 14학점
떼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며 석사 과정에서는 3개의 세미나를 수깅하고
논문을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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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과정올 마치고 나띤 채3단계떤 박사 과정을 밟툰가 아니면 직업
전션으로 뛰어툴게 된다. 취직 분야는 전꽁과 상판 관계률 갖눈데 언어
파학율 천공한 사함률은 대체로 다음과 같운 직종헤 취직원다 : 교육 계
통， 행정부 계통， 시청각 훈야 신문 홍신 계통， 푼서 정려와 고문서 관련
업종， 기업의 내부 소통， 사회 문화 활통에서의 사회자.

5. 프랑스어l셔 교사.7t 되기 뀌한 과J생
프랑스에서 초동학교 또는 중둥학교 교사가 폐기 위해서는 IUFM

(InstiM UníVI짧때re de

FonnatiOl1 des

Mai빼s) 파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우리 나라의 사범대학에 해당히는 것으호 우리와의 차이눈 이 과
정에 틀어가기 위해서는 학사 또는 이와 동풍한 자격줌을 갖고 있어야 한

다， 즉，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수준인데 프땅스의 석사 과정이 1년에 이루
어지는 것에 비해 이 과정은 2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는 석사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껏올 의미한다.
교λ까 되기를 희뺑}는 학생뜰은 이 과정올 흉뼈 자기가 가르철 분
。뼈 대한 여러 7 l-À] 지식을 쌓는다. 다X양한 사람뜰올 대상으로 학습 상

황이라는 툴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교육학적으로 무엇올 개선해

야 활 것인가에 대한 고찰， 또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파에 홍미를 느끼
고 지속적으호 이루어질 교육올 어떻게 활용활 것인가 퉁 교육 관련 전반
적인 사항올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은 크게 3가지 환야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자신이 가르철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7년찰 콸야의 내용율 충분

히 소화해내도혹 획ι문 분야의 지식윷 쌓고 아올러 교수법파 교육학책인
방법론을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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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심려화， 철확， 사회함， 교육확에
관한 교육은 교육올 실행하는 방법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해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 71 술과， 교
육제도，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교육자의 상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셋째， 교육기관에서의 설습 과정으로 이 파정을 홍하여 미래 교사틀은
대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행올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다.
illFM에서의 첫 해부터 실습을 하게 되는데 과정의 목표에 맞도록 다양
한 유형의 실습이 행해진다. 실습윷 방。많셰는 학교의 i효육 위원회에서

실습생을 선별하며， 실습울 통하여 마래의 교사들은 교육의 절차나 과정
등올 관찰하고 분석하여 교수 방법론에 대한 지식윷 습득한다'.2년 써1
는 실습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책임올 맡아 교육을 실행해보며 일반 교과

목이 아닌 기술 계흉에서 교육올 담당할 미래 교사툴윤 판련된 분야의 기
업체에서 실습을 행한다.

m페I에서의 2년간의 과정은 각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둥학교에서 가르철 것인가에 따라서도 교육 내용
이 탈라진다. 그러나 예률 들어 어련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식， 교육 제도
에 대한 지식과 같은 일부 내용은 공통적으로 교육된다.
illFM의 첫 해 과정은 학생이 선택한 분야에서 치르는 외부 선발 시험

윷 준비하는데 학년말에 치르게 되눈 이 선발 시험에 합격해야만 2년 차
에 올라갈 수 있다.2년 치에는 실습 교사라 불리게 되며 가르철 분야에

서 필요한 지식올 쌓눈데 중점을 둔다'.2년의 파정을 마치고 현장에 발령
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교육 과정파 실습 이외에도 논문올 써서 발표를
해야한다.
즉， 이 과정의 톡정은 교사가 되지 위해서는 단순히 가르철 확문 분야

의 지식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며 심리화， 철학， 사회학 교육학 등 인깐
의 삶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두루 잦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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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이 2년간에 걸쳐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푼에 셀습윷 똥홉}여 교육자의

자질을 검중활 수 있고 과연 교육 활동어 학생의 적성에 맞는지도 확인해
활 수 있을 것이다. 우려의 갱우 대학 4년 중에 대략 한 달깐의 실습 기간

을 거치며 실제 수업을 담당해보논 것이 불과 몇 시깐 화지 않눈 것과 대
조가된다
일선 교사가 아니라 교육 관계 기관에서 장학 업무나 화사 업무룹 담
당활 사람즐포

IUFM

파정올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포 물론 확습하는 내

용은 일선 교사가 되눈 과정과 다르다.
이 과정을 마치고 교육 현장에 임용되기 위해서논 선발 고사즐 치러야
한다. 각 지방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의 충원올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
부는 전체 통계를 내어 수급에 펼요한 채용 공고륜 한다. 임용윷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송}는 지방의 관련 환야에 웅시해l 위해 서류를 제출한
다. 서류 심사에서 롱과되면 필기 고사와 구술 시험올 치룬다. 최종적으

로 필요한 인원의 숫자가 합척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발된 인원이 처옴
제시된 숫자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프랑스어l 현재 æ개 대힘써11IUFM 파정이 개설되어 있고 1總년도 홍계

로 볼 때 1년 차에 둥록한 학생 수는 5，791 명이며 이 가훈데 311명은 초풍
학교 5，뼈명은 중풍학교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선발 시험에 합격한 2년
써l 해당되는 실습 교사는 초둥학교 웠명， 중동학교 417명율 포함한 쨌
명의 일반 교사 지망생과 미래 교육 장합사 지망생 2j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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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어로셔와 프황스어(따)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와 푼화활 전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1쨌년 알리
앙스 프랑세즈(패liance Frar때se)룹 설립하여 오늘날 약 1])여 개국에 그
지부를 갖고 있다. 즉，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이미 백년 전부터 가르
치지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프랑스 대학의
정규 학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m였년에 와서이다" 1웠년 1 월 2:5일
자 교육부 장관령에 의해 설치된 이 과정은 그 후에 발전올 거듭하여 오

늘날 프랑스의 æ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1) 교쭉파정 내용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과정윤 학사와 석사 무 가지 코스률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사와 석사 꽁히 각작 1 년깐에 마철 수 있으며 교육
현징써1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석사륜 마쳐야 한다. 이것은 대

학의 일반 파정과 마찬가지로 석사룰 진정한 의미의 전공이라고 생각하
는 프랑스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학사 과정에 둥록하기 위해서는 현대 문학 외국어 또는 언어 과
학 분야의 학사 과정에 둥록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

사 과정은 하나의 선택 과정으로 인쟁되기 때문이다. 학위 수료중에도 현
대 문학 또는 언어과학 학위로 명기되며 여기에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부7l{ü떠1ce

en

따tres mx폈뼈s

avæ la rrention

FLE)"라고 표시원다. 등

록은 특별한 시험올 치루는 것이 아니고 담당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

어지며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사 과정은 총 12:5시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

는데 2학기에 걸쳐 있는 다옴과 같은 3개 교파 단위 (U띠té d'ens밍밍1elæI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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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었다. 수엽의 과목은 대화에 따라 쩌}이가 었으나 전체적인 툴은
교육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다옴의 예는 투르(1ì에rs)
대학의 경우이다.

(1) 세계 언어 가운데 프랑스어 (2화점)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와 언어 교용의 문제
- 자연언어의 단일성과 다t챔(문학과 언어화 전공 학생 대상)， 또는
프랑스어학t외국어 전공 학생 대상)

(2) 프랑스 문학파 문화 (1학점)

- 프랑스 문학f문학 전꽁으호 0] 파목윷 이수한 화생은 예외)

(3)

새로훈 외국어 학습 (2학점)

- 새로훈 외국어 ;생험에 대한 언어화적， 교육화적 고찰 세미나
- 새호운외국어 배우기
반면 석사 파정은 5개 교파 단위로 된 쨌시간외 수업파 논문，'37시간
$분에 해당하는 교육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1) 프랑스 문화 인류학 (4학점)

- 현대 프랑스 정치
- 프랑스문화
- 프랑스문학
-외국문화

(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학 (4학점)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학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업에 비디오 활용
- 언어 실습실 이용
- 컴퓨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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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학 이론과 프땅스어 분석 및 의사 전활 설행 (4학점)

- 의사 전달 이론과 언어의 습득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구어로

배우고 가르치기

- 문법과문법 교육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언어 교육

(4) 선택 과목 (2학점)
-프랑스어권의 역사
-자유선택

(5) 논문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에 관련된 주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사 과정에서는 수

업 시간이 많지 않다. 그것은 이 학사 과정이 현대 문학이나 언어에 관련
된 다른 일반 학사 과정을 선택한 다읍 추가적으로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학생이 원한다면 석사 과정도 다룬 파정의 석사와 동시에 수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엽의 양이 많고 논문올 써야 하기 때푼에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강 과목을 살펴보면 학사 과정에서는 프랑스어와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윷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겪는 경험이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틀이 겪게 되
는 경험과 통일할 것이가 때문이다. 수엽은 학생틀이 경험한 내용올 발표
하고 토론하면서 진행된다
반면 석사 과정에서는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 문화 언류학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와 정치， 문학， 나ó}가 외국의 문화
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선택 괴목에도 프랑

스어권의 역사를 수강하도록 유도하여 언어에 대한 지식 못지 않게 문화
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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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과 단위는 외국어 수업에 펼요한 교육학 여론과 아울러 수업
올 위한 비디오? 언어 실습실의 활용과 또 최근 또입되고 있는 멸티미디

어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학 교과 단위에서는
전통쩍언 구조주의의 언어 훈석이 아년 의사 전딸에 관한 구어의 분석에
중점올 두고 있다. 수업 중에 분석하는 언어 자료는 일반언들이 길거리에

서 나누는 대화를 녹취히여 야를 시용하거나 읍성으로 된 자료를 쓰고 있
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범대학의 외국어 교용과에서 학습하는 파목은 주
로 외국의 문학과 외국어 문법 구조의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치나 역샤 문화 둥에 대해서는 별로 디루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의 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문화 교육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다. 외국어 교수법 이론
의 변천을 보아도 전홍적인 구조주의 방식의 화습에서는 단순히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화용론적인 입
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었다 의사

소통 능력의 습뜩은 필연적으로 언어와 바당rol 되눈 문회룹 얄3!. 있지 않
으면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2) 파정이수후진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이수한 사랍윤 프량스어권이 아년 외국인틀
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올 맙는다. 이는 외국에 설치된 프랑스 학교
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에서 프랑스인틀을 상대로 프랑스어를 가르
치는 것도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프량스의 학교에서 모국어가 프

랑스어가 아닌 외국 학생틀에게 프랑스어흘 교육할 수는 있다. 교육뿌에
서는 이 과정을 이수한 사함틀에게 iìl.육활 수 있는 분야툴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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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하고있다.

프량스국내에서는，

- 외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대학여나 기판， 단체 동에서 외국인에제 행하
는프랑스어 수업

- 프랑스에 이민온 자들과 가쪽 구생원에게 프랑스어 깨우치기와 같은 활
동을할수있고
외국에서는，

- 성인에게 프랑스어 수업올 진행하는 기관
-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언어 기관 또는 문화원
- 얄리앙스프랑세즈
-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
-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외국 학교 기판에서 프랑스어롤 가르치
거나 프랑스어 교육에 관련된 활동올 한다，

우리 나라 대학의 불어불푼파에는 대부분 프랑스인 강사가 적어도 한
명씩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위의 석사 과정윷 이수하였으며
강사 자리가 나올 때에 지원을 하는 많은 사람틀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옴

을 본다.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소속되어 우리 나라 고동학교 프
랑스어 교사들의 언어 연수를 맡고 있는 어학 담당관도 이 과정융 마친
사람。l 다.

3) 임용 젊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교파 단위별로 명균 이상의 성적율 획득
하여야 한다. 논문은 공개 발표륜 하여야 하며 논문 성적모 일반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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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과 마찬가지로 명가된다.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빼년딸어1 학위중을
수여받체 되는데 좁업 후의 임용에 판해서는 본인여 알아셔 처리한다. 임
용올 위한 국가적인 치원의 선발 고사는 없다. 다음

Lyon II

대학의 수강

편람에 임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n n'e잉ste
COITeSPJ!X빼lt
따uvois

맹s

æ CO\1COOI'S æ r없U뼈rent æ 1’빠JCatiOn

à 었te filière, rmis

c없e

fOlTllrt:ion est

αise

Nati뼈le

en COOlte

jllJI I않

æ뼈tes à I’ét:ranger.

(이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임용 고사는 없다. 그려고 아 파정은 외국
에서의 자리룹 위해 고려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교사들이 국가에서 판장하는 임용 선발 고사를 치르고 해
당 학교에 임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취직윷 위해서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올 접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장에서 치르는 선발고
사에 웅시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기관얘서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설치된 대학에 신규 채용을 위한 정보를 보내 펼요한 인원을 선발해 가기
도 한다. 이 과정올 마친 사합들이 동창회 기구흘 만뜰어 외국에 설치된
기관에서의 충원에 판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툴에게 제공한다.
대체로 취직의 절차는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 학위중 사본과 함께 편지

를 써서 해당 기판에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기관에 자리가 있다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앨 젓이다. 해당 기

관에서는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자가 많
을 겸우에는 선발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가 개별 규정윷 둘 수 있을 것이

다. 또 하나 언급활 것이 프땅스에서는 임용시에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지도교수 추천 뿔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의 추천이 있을 수 있으며 추천자는 펴추천자에 대한 도의적인

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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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중인 역할올 하는 젓이 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과정은 외국인에게 프랑스어톨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프랑스인 합생틀이지딴 외국인에게도 그 문은
열려있다. 외국인의 경우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 프랑스어률 가르
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이 과
정을 마쳤으며 일부눈 대학에 전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가도 하다.

7. 외국인유학생
외국 학생이 프랑스의 대학에 플어가기 위해서는 먼져 대학에 설치되
어 있는 ‘퉁가 위원회의’ 섬사를 거쳐야 한다. 퉁가 위원회는 외국 학생이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이 프랑스 대학에서 어느 수준에 위치하눈가를 결정
하는 곳으로 서류 심사로 이루어진다，
대학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의 수준을 펑가하기 위하여 필지 고사를 치

르는 곳도 있다. 또한 프랑스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훤다. 프랑스는 영어의 1DEFL이나 1DElC어l 해당하
는 것으로 DELF( 기초 프랑스어 : Dir빼-e d’때뼈s
DALF( 심화 프랑스어 :Di때ÔIre 짜뼈uÍlα1di

en langue fra때ise)，

de la langue 없뼈isel 시험을 치

르는데 이 시험은 프랑스 문화원에서 주관하며 외국인 학생이 프랑스의 대
학에 유학하고자 할 때 프랑스어 실력을 인정받눈 기준이 훤다.
한국에서는 지난 1004년 처음으로 주한프랑스대사관 어학교육협력과
(Silll 와 서울 알리앙스 공동으로 제1회 불어능력시험(DELF
d’앉udes

en 떠19Ue Franc밍se)을

: Diploræ

시작으로 매년 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모두 2단계로서， 1 딴계 시험인 DELF에 합격하면 중서가 발급되고，

DALF

는 DELF플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치를 수 있고 합격하면 종서가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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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TOFEL

시혐의 경우앤 총점채01지만， 불어 능력 시험은 고른 능

력을 요구히는 각 영역을 모두 통협t여야 한다， 이 시험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오던 것으로 한국어l서논 최문에야 설시되

었으나， 앞으로 점차 많은 대학과 에콜에서 이 시혐의 합격올 요구활 전
멍이다.
D많2의 개설은 외국인흘이 갖추고 있는 붙어쩍 지식이나 구사력의 수
준을 프량스 교육쭈에서 인정할 수 있도룩 하기 위한 것이다. 많표E 시험
은 파리에 본뿌률 두고 있는 국가위원회의 롱제 하에 각 나라어l서 출제

시행되고 채점된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각국에서 실시되는 시험 내용 및
그 결과를 통괄함으로서 æ개국의 시험 시행 기관 간에 균형 잡힌 중명서
발급올 할 수 있도록 한다.

DELF는 1급과 2급의 무 종류로 구뿔된다; 1굽과 2굽에는 각각의 중서
가 주어지며 2굽은 1급을 취득한 후에만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중서둘은
각각 그것을 구성하는 독립된 영역에 합격한 후에 취득된다'.D많21급은
4개 영역(A1， k2, A'3, A4)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순서에 상판없

이 시험이 실시되며 2개의 영역(A5， A6)이 있다. 일단 취득된 각 영역은

영훤한 것이며 이것은 자쩍을 갖출 심사위원단에 의해 합격중으로 발부
된다. 즉 D따21급은 A1에서 M까지 영역을 취뜩한 것이고 D짧22급은
A5에서 뻐까지의 영역이다.

DELF 시험은 웅시자가 실제 상황11서 의사 소홍올 할 수 있는 능력 및
언어 지식올 명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연어 사용의 설제적 상뺑1 판계된
시험 문제툴을 주 대상으로 쌍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D많26딴계의 시험

에 통과하게 되면 프랑스 대학에서 언어 시험쓸 변제받게 된다.
D따F(I뼈에-e A없uflαldide 벼g없 Frnoc밍se) 시험은 용사자률이 문
화 생활 혹은 직업 생활에서 얻은 것틀에 대한 더욱 깊고 전문적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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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DALF의 불어 능력 수준은 확생룹이 대학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서，0.따f흘 취득한 사람은 대학 입화 언어 시
험올면제받는다.
DALF는 4개의 영역(B1， B2, B3, B4)으로 구성되는데，B1파 많는 일반

불어이며，B3와 B4는 전문 불어로서 구두 사헝파 필기 시험을 본다.
프랑스의 교육은 기회 균동의 실현윷 쭉표로 모든 사뺨1 무료로 학교
수업윷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학m띠versité)윤 모두 국립이며 사립
일 경우에는 &대e이나 fustitut라는 명칭을 갖는다. 사렵의 경우는 퉁록금

이 비싸지만 대학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년깐 우리 돈으로 20만왼 정도
에 해당되는 금액을 둥록급으로 내며 이는 프랑스인이나 외국인이나 마
찬가지이다.
수업은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수강하고 발표도 해야 되며 학
년말에는 필기 고사를 치루어 평균 점수 이상을 얻어야 상굽 학년으로 올
라갈수있다

8. 결혼
프랑스의 언어 정책과 외국어로서의 프짱스어흘 간단히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언어에 때한 정책올 쳐l 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윷 셜렵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눈 프랑
스 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윷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어 사용 판련법을 제
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언어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이 단순히 프랑스어의 사용을 확대하고 디륜 외국어를 배척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다언어주의(때띠파JgUÏsrre)
를 채택하여 이를 유렵 공동체 국가헤게 유포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어가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사 양생애 대하여 • 윷항덕

231

올바로 쓰이도훤따1 US짧e) 노력하고 그 표현윷 풍부하제 하려고 애쓰눈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대학혜 정규 학푼의 장으훌 틀어오게 된 것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프량스어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쨌고 실제로 외국인툴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었으나 대학 과정에 비교적 최근에 와셔야 삽입원 것은 세계화

의 추세 속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원화주의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어로셔의 프랑스어 교육 과정윷 보더라도 언어에 대한 지
식과 아·올러 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어 같윤 정도의 중요성으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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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않urré

Sur la forrnation des enseígnants de FLE en France

앙10，뼈빼∞k

la diffusion de sa lan밍le. L때iance
frar뼈똥， fOl熾 en1짧， est un établisserrent qui, installé 뼈lS environ 13) pays
dunα뼈 a fonction de diffu앉~ la lar맹ue fra때se. 뼈s， c'est 않띠없'61t en 1짧，
l00ans 取송s la flα피ation de I왜h없1Ce F때때se， que I’α1 a α앉 uæfili하'e de
Fra따ais 띠핑ue 뼈뼈뾰(FLEl 때18 d정 universítés en France. C' est une
formatiα1 des디r없e aux futurs en영gnants de la I때gue frar때se aux é뼈ngers.
pour dev，에ir enseigr뻐lt en France. on 뼈t s띠vre la fili앙'e de I’Institut
U띠versítaire de Formation des M빼æ(IU떼l. C’est une formation que I’on suit
뼈효s la Iicence, c’est-à냄re au 띠veau de la mai"tri se. (농tte formation se fait en
없lX an뼈sd’étude. pour 떠lX q버 ont passé avec suc않s le 따lCOUTS de I’IUFM,
le gOUVi얹nement frar때s a uæ 뼈gation de I빠 f에미r des jXlstes
d’ ens뼈1eI1'61t. par 따ltre. ∞ux qui ont s띠vi la fili없 de FLE doivent c뼈drer
de leur pr없'e moyen des jXlS없 d’ens짧I뼈nmt. n n’y a pas de C01l(뻐lTS jXlUI' le
eπutetrent de FLE. Les di며ôrrés de FLE 며lvent 얹1영gner la lar핑ue 따따aise
였j많'61t aux é뼈ngers en France et 없ns des pays é없I핑ers. nS 없lVent aussí
trouver des jXlStes 없ns des é떠버is쨌떠lts 때nrre I’Alliance frarlçaise ou des
cen뾰scultur허S eotnrre fOllC디onn없'eS jXlUI' I’en였g웠nmt du fra때s.
A뻐做 ætte différence de r없u뻐nmt. le FLE a eu un succès consi，뼈:able en
France. Non seuleI1'61t de oor빼'eUX étudiants choisís영lt ætte fili ère, mais aus외
ona 때nrrerx:녔 à décemer clf빼S ql뼈ques ar뼈es le di며허re de doctorat. 많πd
La France

f:머 t 없uαxψ d냥fαt jX)1.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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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cor없ls，i1 yenaqt뻐ques때IS

des

띠versi얹s

qui

어It

trouvé un IXlSte

en corée avec le diplôrre de doctorat de FlE.

d'en휩gnerrent 뼈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