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셔의 ‘운화’ 
-효댁의 학교 외국어교육율 중심으로-

1. 틀어가는말 

권오현* 

일반적으로 외국어교육은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길러 주 

는 데 기본 목표를 둔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 

합하게 사용하는 자질”로λlJl 언어 능력과 더불어 언어사용의 순발력에 

대한 훈련을 통해 배양된다 그리하여 최근 들어 외국어교육은 ‘지식 

Wissen’에서 ‘능력 F때igkl잉t’으로1 다시 ‘능력’에서 ‘숙달 F따ig~잉따1’로 지 

향점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학교 외국어교육이 단순히 언어 자질의 확보 

만이 아니라 이 자질을 실제 생활에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훈련히는 장 

(場)이 됨으로써， 교과서나 수업 과정도 언어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습 

하여 의사소통의 숙달에 도달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훈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옥어교육과. 
1) 당nst A뼈tauer 냉띠el: lnt려rultu떠le Kommuni때011， ln: A Wierlacher lla (뻐연，g.) ， 

Blickl찌rlli빙， iudicitllll V려ag， S.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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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맞도록 외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언어 자 

체만이 아니라 목표어 국가의 문화적 사실에도 능통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은 목표어 국가의 내용이나 지식과 필수적으로 관련되는데”，2) 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교육에는 문화 이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3) 언 

어와 문화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외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언어 행위의 

숙달도를 지힘}는 것에 맞추어 이제 문화도 ‘행위 능력’의 차원에서 접 

근하여야 한다. 즉， 배워야 할 것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문화 맥 

락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교 외국어교육에서 문화를 다루는 방법은 아직 부 

족한 면이 많다. 특히 제7차 외국어 교육과정은 문화를 지나치게 부각시 

킨 나머지 오히려 학습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외국어교 

육의 구성 영역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문화’로 명 

명한 후 이를 별도로 다룸으로써 교육 체계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제7 

차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과대한 배려’가 역으로 문화의 비 

중을 축소시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별도의 항 

목이 아닐 때는 소재 차원에서 모든 사실들이 거론될 수 있던 반면에， 문 

화의 항목화는 지식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거나， 관심을 특정 영역으 

로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외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직접 반영하려는 의지는 강한 반면에 정작 문화를 외국어교육의 

체계와 실상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 따른다. 특히 

문화가 모국어로 전달되는 지식의 영역에 머옮으로써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리해 본 연구는 현재 

2) Günther Storch: Ih1tsche 외s Frem:lsprache-Eine Di빼떠k， W. Fink, 191), S.285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12 외국어， 때1 ，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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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화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육과 

정， 교과서， 국가고시(수능시험)에서 살펴보고1 행동 능력으로서의 문화를 

매개로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을 탐색 

할것이다. 

2.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2.1 문화개념의 총 

문화는 학술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지만 그 뜻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루트 에서(Ruth E뼈)가 “문화는 정의 

를 내리려는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현^d-이다”라고4) 말했듯 

이 ‘문화’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기는 볼가능하며， 오로지 시대나 

학문 영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 개념믿f이 존재한다. 그리하 

여 트리포노비치(Trifono띠tch)는 1쨌년에 이미 앙)개 이상의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5) 다OJ=하게 존재하는 문화 개념의 층 가 

운데 외국어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안문정문화개냥 

이 문화 개념은 일상 생활의 어법에 가장 부합한다. 우리는 일싱써에서 

‘문화 국민’， ‘문화 행샤， ‘대중 문화’ 동의 용어를 듣고 말할 때， 문화라는 

단어가 형성송}는 의미률 자연스럽게 ‘예술’의 성격과 연결시킨다:6) 이러 

4) 뻐따1 Eßer: 앉was jst 찌r gl하뼈m geblie야n am deutschen Re따llt， iudìcium, 1007, S.l7 
5) 재인용， 당성a， S.l7 
6) 맨처음 문화{뻐tur)는 자연(Natur)과의 대비에서 나타났다. 이때 자연은 언간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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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적 가치’η) 중심의 문화는 인간의 창조 능력이 결설로 내어 놓은 정 

신적 물질적 산물을 지칭한다. 어느 집단이 통시적으로 이루어 낸 문학， 

미술， 무용， 기술， 건축 둥 분야의 산물과 이 산물들의 생성 과정(역사)을 

서술하는 것은 문화사 고유의 과제이다. 

인문적 개념에 따른 문화는 ‘고귀한 것’， ‘엘리트적인 것’， ‘아름다운 것’ 

으로서8) 특정 집단이 역사적으로 구축해 온 미적，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 

고 었다. 이러한 인문적 문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민족’을 단위로 하여 분 

류된다. 즉 여기서 문화는 민족적 단위의 경험 축적으로서 ‘문명 

Zivilisation’의 국제성과 대비된다，.9) 과거로부터 누적된 가치 있는 유산을 

사회 변화를 초월히여 초시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문적 문화 개 

념은 다분히 과거지향적이며 정태적이다. 

인문적 문화 개념은 순수 어문학의 관심에 부합한다. 대학의 제도 혹은 

학문 분야로서 어문흑L이 문학과 언어학을 토대로 관심 영역을 확장할 때 

일차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개 이 관점의 문화이다. 이러한 접근은 해 

당 민족의 문화사 및 정신사적 맥락 속에서 보다 넓게 어문학을 통찰하는 

길을 열어 준다. 일본 대학의 어문학 연구가 빌헬름 시대의 “내면성 문화I 

에10) 의존하고 있는 현^J-이 좋은 예이다. 

싸고 있는 환경이나 생물학적 실체나 문명화 이전의 미개성을 의미한 반면， 문화는 

자연의 힘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 창출을 지칭하였다. 이것은 <K버tur>의 어원인 라 

틴어 <cultura>가 자연을 활용하는 기술인 농업경작(Acker벼u) ， 혹은 땅의 관리 
(Pflege des BOOens) 등의 의미를 지닌 것과 일맥상통한다. 

7) Henrnnn Bausinger: Zur Problematik des Kulturt맹riffs. In: Jahrbuch 냉F 1, 7-16, 1975, 
S.7 

8) Vgl. ebda., S.8-11 
9) 일반적으로 문화는 민족 단위의 분류에 의존하지만 문명은 초민족적 범위에 적용된 
다 독일의 전통적 ‘문화’ 개념은 민족 단위로 구분되는 정신적 가치에 토대를 두는 

반면에(독일 문화， 영국 문화 등)， 프랑스와 영어권의 ‘문명’ 개념은 사회적 발전 과 

정에 작용하는 모든 영역의 사실(정치， 경제， 종교， 철학， 일상 등)을 포함하며 민족 

단위의 차이성을 배제한다{독일 문명 x 영국 문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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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운화깨냥 

확대된 문화 개념은 예술적 표현 혹은 정신적 가치로 대변되는 인문적 

범위를 벗어나 사회의 물질적 요소 및 정치 • 경제적 측면까지도 포함한 

다. 학문， 정치， 법， 경제， 기술， 일상생활 둥 모든 영역을 단일 범주 속에 

둠으로써 확대된 문화 개념은 초국가적인 문명과 민족 단위의 문화를 하 

나로 합한다. 인문적 문화 개념이 주로 초시간적 현상에 관섬을 두는 반 

면에， 이 개념의 문회는 사회적 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맥락 속에서 움직인다)1)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 동조되어 모든 분야에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확대된 문화 개념은 인문적 개념보 

다더욱 역동적이다 

문화 개념의 확대는 이미 1871년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타일러(E. B. 

Ty]or)에게서 관찰되는데， 그는 “광범위한 인종지U .. 種誌)적 의미의 문화 
혹은 문명 개념은 지식， 종교 예술， 도덕， 법률， 윤리， 그밖에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인간이 섭취한 모든 능력파 관습을 의미한다."12)고 하였다. 독일 

에서는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에 대한 관심의 중대와 더불어 인문척 토 

대의 문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둥장하였다. 예를 들어，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비어라허(A Wierlacher)는 

문화를 “정치 사회적 제도뿔 아니라 예술 작품이나 일상생활 행위까지 모 

두 포함하는 규칙체계， 가설체계， 적용체계”로 보고 “이러한 체계들은 나 

름대로 웅집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순이 없지도 않다”고13) 하였으며， 

10) 뼈따피na， Kenichi: zur Situatiα1<ler IÆUt앙1Iands뼈en in J;뼈n In: 버뼈landstt뼈en 

intematiαlIlI - l. Ihkurra1tatiα1 des WolfenÞ1tteler DAAD-SYJ11X)Siums l~뺑， hrsg.v. 
뻐ns-JIα뼈im A1thof, h빼cium， uro, 127-14), S.l~ 

11) 비교， 많벼 Thum: Ei피리tur쟁. In: Gt횡enwart a1s 빼lturelles Erbe, hrsg.v. B. Thum, 
iudicium, 1쨌， XV-LXVll, SXXIX 

12) 재언용， V. Hinner뼈nψ Wie띠에 뼈 was Íst ’ kultuJ낭l ’ in der int때rultur번len 
없nrm뼈katiOl1? In’ In때rulturelle Korrmunil‘atiα1， hrsg.v. 밟1피 Spinner, 19.:X),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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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징어(Bausinger)도 문화를 “일상적 영역， 물질적 삶의 영역， 평범한 존 

재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14) 

현대의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에서 국가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나 

타내는 ‘지역사정 매ndes뼈nde’ 개념은 확대된 문화 개념에 의거한다. 사 

실적 지식은 목표어 국가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무한정성’과 ‘통 

속성’을 특정으로 하는 확대된 문화 개념은15) 언어 요소와 언어 외적 사 

실을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지금 한국의 외국어교육에서 언급되는 

문화도 주로 이러한 문화 개념을 따른다. 여기서는 “독일의 수도는 베를 

린이다” 흑은 “독일인은 맥주를 즐겨 마신다”라는 지식 정보나 생활 정보 

도 모두 문화로 간주된다. 

<!.싸소통 껴}원앙 운행 

의사소통 차원의 문화는 ‘확대된 문화 개념’을 넓은 의미의 기호를 통 

한 이해 및 해석 상황에 제한한 것이다. 개인은 문화에 결속되어 활동하 

기 때문에， 그의 의사소통 또한 문화적 차원을 지닌다. 헤스 뤼티히 

(Hess-L디ttich)는 문화가 지닌 의사소통 측면을 언급하여， 문화로의 소속 

은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였다.16) 

즉， 그에 의하면 문화는 “적극적인 의사소통행위”가 낳은 결과이다.17)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의사소통을 언어에 의한 의사전달에 

13) Alois Wierlacher: lntematioruùität und lnterkulturalität. ln: Wie international ist die 
Literaturwissensc뼈ft? hrsg.v. μltz DdI1I1en밟g u.a. Metzler, lffi3, ffi)-앉Xl， S 또B 

14) 바m뻐m Bausinger, S‘ 15 
15) F뻐 Mc펑:K버turkat탱orien d얹 Alltags 안1마ickelt am deutsch-~ri뼈nischen 

Vergleich. ln: A Wierlacher u.a(바sg.l. Blick뻐며æl， iudicium verlag, S.æ5 
16) 암nst W.B. Hess • Lüttich: Sprache und K버따 ln: Sprache und Kultur in 따 

interkulturellen Marketingkommunikation. hrsg.v. Theo Bungarten, Attikon, lffi4, 
ffi-94, S.ffi 

17) EI:뼈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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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지 않고 언어， 행동， 자세 둥의 복합 작용으로 간주하는 데서 출발 

한다. 대인적(對A的) 맥락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태도(:::행태 

Ver벼l따1)는 자체의 기능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 

회적 판계에서 행해지는 행태는 모두 의사소통적이다”뻐 이 때， ‘행태’란 

언어， 제스춰， 표정， 행동 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인간의 

행태를 조종하고 평가하는 규범이나 모범’을 ‘의사소통 차원의 문화’라 한 

다. 문화는 행태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 

시아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집단 내의 의사소통에 

웅집력을 키워주는 매개로 작용한다 문화가 집단마다 공동의 이해 및 해 

석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에， 서로 다른 문화에 소속된 사람틀 사이의 의 

사소통은 개인 간의 만남이며 동시에 문화 간의 만남이 된다. 

문화가 인간의 행태에 대한 공동의 이해 가능성들을 지칭한다면， 행태 

로서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 능력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고정된 대웅관계를 제어 

하고 이들 λ에에 함축성 흑은 맥락성을 부여하는 지시관계의 중요한 변 

수이다， 이렇게 의사소통 차원의 문화 개념은 넓은 의미의 기호(행태 및 

형상) 사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서는 특히 ‘언어 문화’가 여 

기에 해당된다 

2.2 휠윌목표로서의 ‘문화 능력’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 외국어교육은 학습목표로 언어 구사력과 

더불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추구한다. 목표어 국가의 문화 맥락 속 

에 들어가 사람들과 틈이 없는 의사소통을 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 

18) 뻐πwig K머verk없lff: KulÍl!l'e!æ erkennen, 1앙뾰n 뼈 l없뼈1. In: F1μL 24. Jg. læJ,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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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넘어 낯선 문화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19) 의사소통이라 한 

다면，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 능력을 전제한다”때 언어 사용과 더 

불어 문화적 맥락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국어학습을 통해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 

는 과정은 단순히 그것을 인지적으로 아는 치원을 넘어 그 나라 문화의 

맥락 속에서 혹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행동하는 자질로 나아7바 한다. 

즉 외국어교육의 중심이 의사소통의 ‘숙달’에 두어진다면， 문화도 ‘지식’이 

아니라 ‘능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컨대， 외국어교 

육에서 ‘문화 능력 K버turl때igkl밍t’이란 낯선 문화와의 만남에서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문화 능력’ 개념을 보다 세멸하게 조망해 

보자. 여기서 문화는 앞에서 언급한 개념 충 가운데 ‘확대된 문화’ 개념과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 개념이 융합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목표어 국 

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언어 사용의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 

를 지칭한다.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 둘은 ‘언어가 표현하는 세계(대상 

이나 사실)’와 ‘언어를 운영하눈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세계(대상이나 λ냉)는 언어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로서 대개 언어를 

통해 이해되는 것P로 간주된다. 즉 언어 외적인 것이 언어를 통해 인식 

된다는 뭇이다. 그리하여 외국어 학습에서도 대상이나 사실에 대한 지식 

과 언어에 대한 지식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의 대상인 세계는 언어를 통한 이해 이전에 이미 언어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가다머는 인간은 세계를 가지고 있고 세계는 

19) 앙nst ~ltauer: Lemziel: InteI뼈lturellc Komm.mikatioπ In: Blick배따<el， hrsg.v. A 

Wierl뼈1er， iudiciurn, lffiì, π3-7ffi， S.π8 

20) Emst ~lta야r， Sη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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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20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와 더불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런 점에서 보면 언어의 진행 방향이 인간에서 출발하어 기호라는 도구를 

거쳐 세계에 이른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언어의 흐름은 세계에 

서 출발하여 언어를 거쳐 인간의 활동과 접하는 역방향을 따른다. “말을 

형성하는 출발점은 사상博象) 자체이다”라는22) 가다머의 주장은 언어와 

세계는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점을 언어습득에 대입하면 언어를 익히는 것과 세계를 익히 

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며 

세계에 스며 있는 언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와 언어는 의사소통 

이전에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언 

어에서 홀로 출발할 수 없으며 언제나 세계에 대한 관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언어를 통한 세계의 존재는 시간파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 

지 않다. 어떠한 이해의 지평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세계 속의 언어를 운 

영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가다머는 주로 전승(傳承)으로 대변되는 시 

간성의 변수에 주목하였지만 이해의 지평은 공간적 혹은 사회적 영역 사 

이에서도 치이가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번째 문화 개념은 공 

간적 차이에 토대를 두고 언어가 운영되는 각기 다른 방식에 주목한다. 

공간적으로 분류된 집단 사이의 언어 활동에 대해 다르게 이해할 터전이 

마련된 경우에 문화적 요소를 말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관습화하며 구성원의 이해와 표현 행위에 공통분모로 작용한다. 

다시 ‘문화 능력’ 개념으로 돌아와 고찰해 보면， 이제 ‘문화 능력’은 언 

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안목이 아니라 문화 속에 스며든 언어를 구사 

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문화’는 세계 즉 언어적 대상이나 사실 

21) 뻐ns-Georg C빼arrer: W:띠1따it 뼈 h뼈10de애 3, erw. Aufl., 1972, S.419 
22) 당피a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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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화 개념)과 더불어 언어 운영의 측면(세 번째 문화 개념)을 지 

칭하기 때문에， ‘문화 능력’은 목표어 국가의 지역적 사실에서 출발해f 

여기에 펼요한 언어를 상황 맥락에 맞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외국어 학습에서의 ‘문화 능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문화와 문 

화의 만냥이라는 ‘상호문화적 inter때1따-ell ’ 관점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것 

은 자기 문화를 배경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는 외국어 학습에서 ‘문 

화 능력’이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 능 

력을 습득하는 데 자기 문화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문화 능력이 다시 자기 문화 능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 

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우선 새롭게 추가된 <inter>의 성격을 들여다 

보면， 여기에는 ‘사이 찌lÌschen’라는 의미와 ‘함께 miteinander’라는 의미가 

섞여 있다잃) 

상호문화성에서의 ‘λ에’는 ‘보펀적 인류 문화’ 이면에 존재하는 ‘서로 

변별적인 문화의 복수성(複數性)’을 강조한다갱) 그러나 변별적이라 하여 

두 문화가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님을 전제하지는 않으며 문화와 문화 사 

이에는 언제나 보편성과 십L이성이 공존할 수 있다. 이때 보편성은 문화적 

중첩에 의한 공통적인 존재 표현 및 활동(주거， 노동， 식사 등)으로서 외 

국어 학습자에게 이해의 거리를 좁혀주며， %F이성은 하나의 문화가 지닌 

독특한 자질， 그리고 여기에 기인하는 사고， 판단， 표현의 독립적인 가치 

로서 경험의 다양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편성과 %에성이 섞여 있기 때 

문에， ‘문화 능력’을 ‘문화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공통성을 토대로 개별적 특성이 가미된 상태를 나 

타내는 “문화적 색채”잃 혹은 “문화 가담'26) 등이 외국어교육의 ‘문화’에 

23) 참조 Maπus H에1Íg: China und die interkulturelle Gerrnanistik, iudicium, a뼈1， S.9 
24) 당성a， S.9 
25) Ruth 되3er， S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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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적절하다 

상호문화성에서의 ‘함께 rni뼈nander’는 문화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 

혹은 “상호 교류”를 의미한다.앙) 특정 대상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대 

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할 기 

회가 여기서 창출된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두 문화 사이에서 인 

지적， 정서적 혹은 언어적으로 적합하게 판단하며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 

는 자질이다. 지역학적 사실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의사소 

통 대상으로 삼는 능력， 모국어와 외국어 ;..l<> 1에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 대한 전략 및 긍정적인 태도 언어표현 능력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 

다. 그리하여 아펠타우어(E. A뼈tauerl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능력을 ‘적 

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마음가짐’ ‘지식과 정보습득 전략 및 ‘언 

어 및 상호행위적 구사력’의 종합으로 보았다，잃) 괴링(H Göhring)에 의하 

면， “인간은 복합 문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29) 이러한 능력을 자극하면 

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제도화된 장치가 외국어교육인 것이다. 

3. 외국어교육에셔 ‘문화’의 실태 

3.1 교육과정에서 

한국은 교육법 제lffi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마다 국가 수준에 

26) V. Hìnner뼈rnp: Wie찌el ur떠 was ist ‘뼈turell’ in der int앉kuJtureJlen Komrrrunikation? 
S.46 

'Z7) Maro.ls 뻐미g， S.9 
28) 암nst A떠tauer: 며nziel in때rulturelle Komrrrunikation. In: Blickwink려， hrsg.v. A 

Wierla마Jer， iu여 ciurn， l!ffi, 7rJ-7í，험" S.78H84. 
29) Heinz Göhring: 않utsch a1s Frer며sαache und interlrulturelle Komrrrunikation, In: 

Fr，없피sprache 않utsch Bd 1, hrsg.v. A Wierlacher, W. Fink, 1뼈，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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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과정을 고지하여 교육 내용의 펀성과 운영을 위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학교교육 

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진행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 ·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도 1앤7년 12월 30일 고지된 ‘외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라 성격과 내용이 결정된다. ‘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외 

국어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일상 생활에 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초 

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때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편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의사소통활동 중심의 ‘내용 체계’를 명 

문화 하고， 부록에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과 ‘기본 어휘표’를 제시한다.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은 독일어의 경우 29개의 상황 빛 주제 영역을 설 

정한 후 이를 세분히여 1177H의 ‘의사소통 목적’ 항목을 나열하고 각 항목 

마다 예시문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기본 어휘표의 8147R 낱말과 더불어 

독일어 교수 학습 내용의 기본 단위가 된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다른 특성은 외국어 학습이 언어습득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을 토대로 “목표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 

해”로31)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목표어 국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해당 

국가의 지역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외국 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상호문화적 차원까지도 포함한다. 

우선 교육과정 상에 문화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 

보자 

30)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과정(II)， 1ffi7, 124쪽. 

31)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과정(II)， 1ffi7,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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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저17차 교육과정(독일어)에서 문화에 대한 언급 

교육과정의 항목 문화에 대한언읍 

성격 
독일어를 사용하T 국가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문 
회흘 얄고 이해하며， 의사소통능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목이다. 

목표 
독일어권의 얼상 생활에 대한 판섬파 이해를 지니파 동}는 적극 
적인 태도를가진다. 

* 소재 선택 영역 
〈독일어1> 
교우 관계 둥 개인 생활에 관한 것 
-학교 생활에 관한것 
→취미， 오락， 운동， 여행 둥에 관한 것 

내용체계 
-독일어권의 일상 생활을 이해히는 데 도옴이 되는 것 

나 ‘언어 재료’ (6) 
-한국 문화와 독일어권 문화의 차이점올 보여 줄 수 있는 내용 

〈독열어2> ; 추가된 영역 
‘문화’ 

-사회 생활에 관한것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옵이 되는 것 
-직업， 교통 둥에 판한 것 l 

* 이러한 영역에서 학생의 홍미， 펼요 지적 수준 둥을 고려하여 소 
재를 선택하되， 선택된 내용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표혐 방 l 
식과 연결시킨다. 

교수및 학습방법 
한국과 독엘어권의 문화적 차이점을 드러내 주는 내쌍용방을간의 학습 진함정으한 l 
로써， 각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와 이플 통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평가 문화에 대한언급이 없음 

교육과정 상에 문화가 언급된 부분을 보면 성격과 목표에서 독일어권 

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비중올 둠올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체계에 

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 하여 생활 문화의 영역을 제시하고 그 영역의 내 

용을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표현 방식과 결합히여 대화로 구성하도록 

하고 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외국어교육올 ‘의사소통활통’ 중심으로 편 

성하는 기본 방향과 일치한다. 

여기서의 문화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념 충 가운데 주로 ‘확대된 

문화 개념’에 상웅한다. 그리히여 교육과정 상의 문화는 ‘지역학J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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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지 않으며 생활 영역의 다양한 분야를 통칭하는 도구적 기능을 수 

행할 따름이다. 외국어교육과 문화가 접목하는 주요 통로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은 본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화 항목의 위치도 수긍하기 어렵다. 문화가 지역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언어적 성격보다는 소재적 성격이 강한데도 문화를 발음， 문 

자， 어휘， 문법 등과 더불어 ‘언어 재료’ 중의 한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설 

득력이 없어 보인다. 문화가 언어 내적 범주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는 

대싼l라면， 문화 항목은 ‘언어 재료’의 하부 개념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 

위를가져야할것이다. 

교수 학습 방법 항목에는 ‘목표 문화’와 ‘기점 문화’ 사어의 차이를 인식 

하고 이를 통한 쌍방간의 진정한 이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문화적 이해’는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 방식이 충분히 거론된 다음 

의 문제이다. 우선 목표 문회를 목표어 속에서 다루는 것과 모국어로 문 

화 지식을 전달하라는 것 씨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교과서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화는 지역학 

적 정보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대화 소재로서의 문화’는 전변에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를 지역학적 지식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는 별도의 영역을 설정하여 이곳에서 

문화를 일괄적으로 다루는데， 이 영역은 각 과의 뒤에 위치하며 지역학적 

정보를 주로 모국어로 섣명승}쓴 방식을 취한다. 물론 “지역학적 지식이 

언어적 지식과는 별도로 계발될 수 있음”을32) 인정하지만 모국어로 제시 

되는 문화 지식과 앞부분의 언어 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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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이 크다. 

교과서별로 문화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의 명칭은 ‘문화 뻐tur댄재， 

세기)， ‘지역학 매ndes뻐nde’(두산， 교학， 민중)， ‘쉬어 가는 곳 Pause’(금성)， 

‘독일 알기 밟ltsc버and kermen 1많:ten’(진영)， ‘더 나아7]-7] Noch rr빼’(지 

학) 둥 다양하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언어와 별도로 학습되는 

영역으로 취급되며， 심지어는 언어 학습에 지친 학생들에게 홍빗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쉬어가는 곳’) 혹은 언어 학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 대상(더 나。}가기)으로 간주된다. 

교과서의 문화 항목이 다루는 지역학적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거리 

풍경， 결혼식， 휴일과 축제， 관광 명소， 교육제도， 교통/기차 시간표 기후/ 

날씨， 노래/동화， 도시， 생일 파티/생일 축하카드 및 초대장， 수업 시간표 

식사/음식， 신문， 안내표시판， 의료보험제도1 의복， 독일인의 이륨， 존칭법， 

지도 직업， 주택/거주， 취미 생활， 펀지， 화폐 둥. 이 기운데 ‘존칭법’만 언 

어 문회아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학적 정보이다. 

교과서 내의 구성을 보면 문화에 접근하는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주)천재교육 발행 교과서는 모두 11개 과로 구성되는데 모든 

과는 ‘듣기 뻐ren’， ‘대화 및 말하기 뻐뼈Sprec밟1’， ‘읽기 및 연습 Le앞ν 

뻐ung’， ‘쓰기 Schreí밟1’， ‘놀이 S때elen’， ‘학습(문법) 밟뼈l’， ‘과제 Aufg.삶al’， 

‘심화학습 Vertiefen’, ‘문화 K버tur’ 동 9개 영역을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있 

다. 여기서 문화 영역에 나타나는 소재는 독일인의 이름과 성(1과)， 독일 

인의 호칭 du/Sie(2과)， 독일의 교육 제도(3과)， 독일인의 취미(4과)， 독일 

학생의 일과/인터뷰핸})， 생일 파티(6과)， 쇼핑 문회/계절 마감 판매(7과)， 

독일의 통일과 베를린(8과)， 독일인의 건강 요법(9과l， 독일의 음식(10과)， 

32) Die암 But디es: Lar빼~~-Di때때k 뼈 landeskundliches Curriculum In: 뼈I빼uch 

Frer띠sprac밟lUI1때icht， 바sg.V. 없↑-Richard E없usch u.a, 3.Aufl. Francke, 19li, 
142-149,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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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명소(l1과)로 구성된다. 이들 ‘문화’ 영역은 모두 한글로 문화적 지 

식을 제공하며， 앞에서 전개된 언어학습과의 연관성도 약해 보인다. 

3.3 대흐k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는 총 %문항 가운데 ‘발음 및 철자’ 3 

문항(100/0)， ‘어휘’ 3문항(100/0)， ‘문법’ 3문항(10%)， ‘의사소통기능’ ￡문항 

(00%), ‘문화’ 3문항(100/0)을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 3문항은 독일어권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 

화 내용을 위주로 출제한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독일어의 읽기 

능력만이 요구될 뿐 독일어권의 문화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 

는다. 지금까지 수학능력시험에서 독일어는 세 번 치루어져 문화 영역은 

총 9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들을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2)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문호F 항목의 문제 

년도 문항내용 비고 

28 독일의 음악가{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llJl년 aJ. 독엘의 음식 문화 

% 인사말(여행 떠니눈 사람에게) 

28. 독일 청소년틀의 1멸 텔레비전 시청 시?젠통계) 

:llJ2년 aJ. 광고 읽기(베를런으로의 관광 여행) 

lJ 문학 작품(하이네의 시) 

28. 독힐의 기업 및 노동자 수(통계) 

:rm년 aJ 독열의 펀지 양식 

lJ. 독일어 사용 국가 문화적 지식 펼수 

내용{소재) 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화’ 문항은 교육과정과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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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문화’ 영역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과정에서 문화적 소재 

로 추천한， 교우 관계 등 개인 생활에 관한 것(:m2-~)， 취미， 오락， 운동， 

여행 등에 관한 것(axJl-28 없)2-2)) 독일어권의 일상 생활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axJl-2))이 출제되었으며 지역학적 지식으로서 학생들 

의 생활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m3-28， :m3-l)) 및 독일의 언어 문화 

에 대한 것(때1-l)， :m2-l), :m3-29)도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 

국 문화와 독일어권 문화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내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화’ 문항올 별도로 둘 펼요가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문화를 지역학적 지식으로 보든， 소재로 보든， 

언어 문화로 보든 문화 자체가 이미 언어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 

화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외국어교육에 큰 의미도 없 

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 문항들은 ‘문화’라는 범주로 분류를 하기는 하 

였지만 앞에 위치한 ‘의사소통’ 문제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문제에 문화 

적인 요소가 들어 있을지라도 출제의도는 언어능력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독일어를 해독할 수 있으면 문화적 내용을 몰라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 

제들이다. 예를들면， 

# 다옴 글의 내용은? [1.5점] 때1년 영문항 

In~뼈대land ißt man gl머1 Brot mit Bt따erundK없e. 

많m Es땅ltri뼈 n갱n oft Bier αler Wí얹l 

CD 독일의 정치 @ 독일인의 취미 생활 @ 독일의 통일 

@ 독일인의 음식 문화 @ 독일의 역사 

이 문항은 독일인의 음식 문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ißt, Brot, 

But따，Käse 둥의 어휘만 가지고도 수험생은 답올 추론할 수 있다. 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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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요소는 문제를 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m Leutschlarx~ und in 따 Sch때Z 

spricht man ~뻐ch als Mut따S뼈che. 

CD Schweden 

@ ÖSterreich 

CZl Sparúen 

(5) Frankr떼ch 

@ England 

이 문항은 독일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오스트리아의 모국어 

는 독일어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 하지만 문화적 사실 자체 

가 전면에 있는 문항은 이것밖에 없고 다른 모든 문제는 문화적 사실을 

언급하더라도 문화적 사실이 문제를 푸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다. 그리하여 문화 문항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의사소통’ 항목에 포함시키 

고， 여기에 문화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더욱 합리 

적으로보인다. 

4. ‘문화’ 중심의 외국어교육 구상 

4.1 소재로서의 문화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국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학교 외국 

어교육에서 문화가 다루어지는 상황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속이 없어’ 

보인다， 교육목표가 외국어교육을 문화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교 내용체계에서는 문화를 지역학적 지식으로 설정하여 언어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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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으로 분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왜곡과 비중 축소가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외국어교육 그 자체가 이미 문화교육인데도 굳이 문화 영역을 

만들어 여기에 일정 비윷을 할당핸(예 수능에 100/0 할당 둥) 교육과정 

의 ‘잘못된 배려’ 때문이다. 지금의 외국어교육 내용 체계는 다음파 같다. 

표(3) : 저17차 교육과정의 외국어교육 내용 체계 

〈언어 재료> <언어 재료〉 

발음 문볍 

문자 • ” 와사소훌훌흉 • |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어휘 풀활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의 출발점은 ‘의사소통 활동’으로 

간주된다.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재료를 선 

택하여 구두 혹은 문자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표현 의도플 해당 재료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언어 활동의 기본 구도이다. 여기서 문화는 의사소통 

활동의 내용을 보조히는 지식 영역(지역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문화 

를 보조적 위치에 둔 채 의사소통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육체계는 

“의사소통의 내용과 의도 및 텍스트의 언어 외적 연관성을 도외시하는 경 

향”이 있다.잃) 

필자는 의사소통 의도를 언어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고 본다. 언어 활동은 의사소통 의도에 앞서 언어가 대상으로 삼는 

‘분야를 전제한다. 분야는 인간 삶의 전체 영역을 상황이나 펼요성에 따 

라 분류한 것으로서 언어 사용을 요구하며 그 스스로도 언어에 의해 표현 

33) 참조 Dieter B따디es，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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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각 분야에 필요한 언 

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때 분야는 공간 개념(병원， 백 

화점， 역 등)일 수도 있고 활동 개념(진료、 쇼핑， 여행 등)일 수도 있고 사 

회 제도 개념(정치， 종교 지리 등)일 수도 있다. 분야가 개인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화제의 대상을 구성하였을 때 이를 소재라 하는데， 언어 활동에 

서는 대개 소재가 먼저 설정되고 여기에 따라 의사소통활동파 언어 재료 

가동원된다. 

지역학을 “사회의 모든 연관”이라34) 한다면 언어 활동의 분야는 곧 지 

역학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적 정보나 소재를 나타내는 

확대된 문화 개념을 외국어교육에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의 출발 

점은 당연히 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 

B 의사소통활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표(4) ‘ 새로운 내용 체계 제안 

A: 소재 및 지역학 
("문화) 

•-•, 

\ 

C 언어 재료 

(발음，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이 도식에 따르면， 언어 활동은 ‘외국어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하 

는 소재 및 지역학(A)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의 관심 분야 목표어 국가의 

생활 문화 양식， 목표어 국가의 지역학적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런 다음 ‘이 내용에 대해 어떤 언어 기능이 필요한캐에 따라 의사소통 형 

태(B)가 설정되고 ‘이를 위해 펼요한 언어 재료(C)가 선택적으로 사용된 

34) Ebda., S.l42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267 

다. 언어 재료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 가능성이나 언어 구사 

의 수준이다. 

내용 체계의 2원 분류를 3원 분류로 확대하면 기존의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만을 외국어교육의 근거로 삼는 것운 바랍직하지 

않다 이들은 언어 재료로서 언어 외적 소재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리하 

여 ‘소재 및 지역학 차원올 대변하는 문화를 외국어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본 어휘표’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버금가는 외국어 

학습 근거(예를 들면 ‘소재 영역 분류표’ 둥)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영어 교육과정은 소재 영역을 별도로 분류하였지 

만，잃) 분야의 영역을 나열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소재 영역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소재 및 지역학이 외국어교육의 출발점 

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 영역 분류에서 더 나아가 그 영역에 사용되는 기 

본 어휘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텍스트 종류’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표(5) : ‘소재 영역 분류표’의 예 

소채 및 지역확영역 
표련어후| 텍스트종휴 1 

상위분류 하우| 문류 

교통수단 
z’‘“‘ 

열차시간표 목적/목적지 

시깐시각 
버스v 택시， 기차， 지하철， 비행기， 역， 공항， 차 차표 

교통 ““ ι ‘‘ ‘·‘ 표、 운행 시간표 타고 가다， 도착하다， 출발하 
얀내/광고 다， 걸리다， 빠르다， 늦다 안전하다 둥 

승객 
얀내방송 

」←→

소재 및 지역학 영역의 분류를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로 나눈 것은 독 

35) 참조 교육부， 초·중동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됐， 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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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헤센 주를 위시하여 독일에서는 ‘소재 영역 

Theræn’과 ‘그 소재에 접근하는 측면 Therænaspekt’을 구분하는데，%) 이 

것은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다. 사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영역 y-누듯이 동일한 차원에서 테마로 구분지을 수는 없다. 그 

리하여 테마의 큰 영역(상위 분류)을 설정하고 그 테마에 접근하는 다양 

한 통로(하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암) 

‘소재 영역 분류표’는 외국어 학습에서 얽기 교육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의사소통기능’ 중심의 외국어교육 편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읽기 교육을 소홀하게 다룬다는 점이 

다. 외국어에 따라서는 말하기보다는 읽기가 더욱 중요할 수 있고 또 인 

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문자 언어의 해독과 작문이 두루 펼요해진 상황 

에서 읽기 교육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자주 제기되었다 비록 ‘의사소통’ 

이라는 용어 자체는 말하기와 듣기뿐 아니라 쓰기와 읽기를 포함하는 개 

념이지만， 교육과정에는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내용 구성의 핵심적 기 

능을 수행함으로써 원기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 그리히어 소재 영역을 

외국어교육의 출발점으로 구안하고 각 소재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종류’ 

를 교육과정에 명시하면， 이는 읽기와 말하기를 균형있게 교육하는 데 도 

움을줄수 있다. 

36) Hessis뼈s Kultus때ms때um: Rahrænplan - Neue Sprachen 
h때://www.때ltusrr뼈steriumhessen.cle 

37) 한국의 외국어(영어) 교과가 제시한 소재는 소재 사이의 계열 관계가 고려되지 않 
아 내용 분류에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 즉 1번에서 7번까지는 ‘ 에 관한 내용’ 
으로， 8번부터 17번까지는 ‘-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술되기 때문에 서로 내용 

의 중복이 일어난다. 참조 교육부: 제7차 초 • 중둥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4ill쪽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t품확’ 269 

4.2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 

이미 앞에서 의사소통은 ‘행태’이고 모든 행태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언어를 포함하여 인간의 총체적인 행위나 태도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어 수엽은 곧 낯선 행태를 익 

히기 위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38) 

언어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행위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규 

칙이 실현되는 외부환경으로서의 상황은 인간의 행위가 고정된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OJ=하게 구체화되는 지극히 유동적인 실천 

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려는 언어 학습은 학습자가 직첩 그러한 

행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외국 

어에 의한 상정 행위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문화 

의 독특한 행태방식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행위 지향에 대한 보편적 요구로 인하여 문화특유적 범주들이 

실제로 언어나 행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펼 

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때 옥사르(E. 않짧r)의 ‘문화소(素)-행위소(素) 

Kulturem-많뻐띠orem’ 모텔이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옥사르에 의하면 

‘문화소 뻐llturem’란 의사소통의 “추상적 단위”로서 “다양한 의사소통 행 

위에서 서로 다르게 실현된다?'39) 즉 문화소는 어떤 집단 내에서 문화특 

유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 범주[예: 인사， 감샤 방문， 초대 

동]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아직 실제 행위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 

상적’이다. 반면에 ‘행위소 많m띠orem'는 추상적 문화소를 실제 행위로 실 

현시키는 ‘언어적 V며갱1’ ‘비언어적 nonvl엄Jal’ ‘초언어적 앉tra뼈없l’ ‘부차 

38) 없ns J. v，에reer: Sα-oche ur엄 빼따~명ie. In: J때h압1 fultsch 머S 
Frer며S마검che Bar엄 4, 1978, S‘9 

39) Vgl., Els 아{SSélf : Kulturemthrorie, 1~， S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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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parasprachlich’ 수단을 일걷는다'，40)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인새 

라는 문화소를 선택하여 행위소를 통해 구체화되는 형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같다. 

표(6) 효댁 문호때|서의 [인새 문화소 실현 모델 

문화소 [언새 

행위소 

+•-- ••-------------+-------• •• --• +-• ---• ---• ----•+ 

초언어적 비언어적 언어적 부차언어적 

*존대법 드11x F4즈 안녕하세요! nEL-E「

*인사를 해야합상황 허리 굽히기 건강하세요! 역양 

*인사방식 선택 목려l 오래 사세요! 강세 

*인사시점 미소짓기 식사히셨어요 

*상대와의 거리 。←7l끼A→ 다녀오세요 
l。τ 손잡기 맛있게 E세요 

l二 [二

걷r τr 

행위소는 각각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기 때문에， 위의 모델을 다 

른 문화에 적용하면 행위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 

이다. 이 모델이 실제 외국어 수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소의 네 부 

분에 해당되는 제반 요소들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그것이 문화특유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밝혀내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소의 각 부분 

들은 문화소를 실현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요소들의 독특한 의존관계도 해명되 

어야 한다. 이 의존관계는 우선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나머지 세 행위소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초언어적 행위소와 

다른 행위소들과의 의존관계ψ 사회규범과 인사예절과의 관계 [예， 한국 

40) Vgl., E벼a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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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존대법/ 독일의 악수 예절 둥] 

둘째，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세 행위소들 간의 의존관계. 특히 비언어 

적 표현법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언어 표현을 통반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차언어적 요소는 언제나 언어적 요소에 개입한다. 

이러한 행위소의 의존관계는 다충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었고 또 문화 

가 다르면 의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언어 문화’ 중심의 외국어 수업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능한 한 많은 ‘문화소-행위소’ 모델을 정립 

해 둘 필요가 있다. 특정 문화가 지닌 모든 문화소의 실현 기능성을 분류 

하는 작업은 그 문화가 지니고 있는 제반 의사소통 가능성을 체계화한다 

는 의미를 지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 규칙을 넘어 문화 규칙을 설정하 

는 것이라고 보면， ‘문화소-행위소’ 모델은 외국어 수업에서 ‘언어 문법 

Sprac때때m떤빼’과 더불어 ‘문화 문법 뻐turgrdITltTlatik’을 정립하는 기초 

가 된다고 하겠다~42) 

5. 결론및요약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이나 의사소통능력 신장 변에서 볼 때， 외국어교 

육의 출발점은 ‘의사소통기능’이 아니라 ‘소재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 때 소재 영역은 목표어 국가의 문화(확대된 문화 개념)를 의미한다. 

4]) E α‘saar는 비언어적， 언어적， 부차언어적 행위소를 ‘실행하는 유형 aus떠rrende 
Tπ:en’으로1 초언어적 행위소를 ‘통제하는 유형 %때i없n TYrJeI1’으로 분류하였다 
Ygl., Els α‘잃ar: a.ao. S.z7-~ 

42) Ygl., 뻐ns J. Y，빼짧:Sprache 뼈 K내turnnthrop:)lo밍e， aao.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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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 ‘문화’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어 국가의 사실 내용은 ‘소재 영역’ 흑은 ‘지 

역학(적 사실)’으로1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는 ‘언어 문화’로 통일하 

여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 소재 영역을 외국어교육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 어휘 

표’와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2원 체제는 ‘소재 영역 분류표’가 첨가 

된 3원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에 따라 내용 체계에서는 언어 재료 

속의 ‘문화’를 밖으로 내어 ‘소재 영역’이란 명칭으로 별도로 두어야 

한다. 

@ ‘소재 영역 분류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학습자의 관 

심에 부합하는 영역을 선택 · 분류하고， 각 영역에 많이 사용되는 어 

휘와 텍스트 종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재 영역 분류표’는 구두/서 

면 의사소통의 균형적인 교육을 이루는 바닫f이 된다 

@ 목표어 국가의 언어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옥자르(E. 않잃ar) 

의 ‘문화소 행위소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문화소 실현을 체계화하여 목표어 국가의 ‘문화 문 

법’을 정리해두면， 언어 문화 학습을 위한 좋은 기초 자초로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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