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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not imagine textbooks without visual imag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hat are their roles and fuctions in language 

teaching? Are they simple decorations for just visual effects? Or are 

they presented to facilitate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sion? To 

answer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se the 

relations between visual images and texts i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based on communicative approach, and to argue that visual 

images are means of conveying their own autonomous meanings. 

1. 들어가는 말 

요즈음 외국어교육에서 시각 자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결 

파， 교재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그림책처럼 변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도 그림 사진 만화 비디오와 같은 각종 매체들이 활발하 

게 이용된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시각 자료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과정으로 

서의 그림 이해에 대한 문제들은 텍스트 이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 

구가 미비한 형편이다. 이렇게 그럼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그림은 “표현력이 제한된 유아적 수단”이기에 1)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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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적절 하다는 언식에 기인한다. 섬지어 그림을 통한 의사소통은 문자 

해독이 여의치 않는 문맹언을 위한 배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교육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 

어졌다，2)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림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 

다. 그것은 그림이 문자보다 저급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달 

효과를 지닌 가치 있는 매체이며 오히려 문자보다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어교육에서 시각자 

료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요즈음 교사들은 이중적 경험을 하게되는데， “한 

편에서는 수업에 기꺼이 그림을 투입하여 학습자의 동기화를 높이려 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익히 알고 있는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는 그림 분석 

이 여의치 않아 난감해 한다 "3) 이와 같은 의지와 실제의 상충을 반복적 

으로 경험하면서 학교 현장에는 그림은 많은데 그림의 활용은 제한적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그림의 효용성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극복되어야 한다. 언어교육에서 그림은 대개 

비본질적 영역으로서 단순히 텍스트적 이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간주되 

며 그런 만큼 이해를 위해 특별한 인지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 하지만 그림 역시 텍스트처럼 나름대로의 표현 규칙과 원리에 따 

라 활동한다는 사실에서 보면 그림도 객관적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았다. 그리하여 그림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높 

여주기 위해서는 그림 이해의 규칙과 관습이 연구되고 더 나아가 이를 학 

생들에 학습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어교육에서 그림 이해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Schwerdtfeger는 언어활동의 네 기본 영역인 읽기 쓰기 말 

하기 듣기 능력 외에 ‘시각적 이해 Seh-Verstehen’를 다섯 번째 능력으로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울대학교 연구처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음 
1) Dietrich Sturm: Das Bild im Deutschunterricht. In: Fremdsprache Deutsch, 

Heft 5/0ktober 1991, S .4 
2) 나이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에서 그램이 널리 사용되는 사실이 결국 교육 
학이 그림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 참조， Ebda. S .4 

3) Dominique Macaire u.a.: Bilder in der Landeskunde, Langenscheidt, 199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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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는데，4) 이것은 그림 이해도 외국어교육의 본질적 영역이라는 하 

나의 반증이 된다. 

이렇게 그림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는 외국 

어학습에서 시각적 자료， 특히 그림이 어떠한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림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우선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 그림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외국어교재 속의 그림 

이 수행하는 교수법적 기능을 유형적으로 탐색하여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 

용하는 토대로 삼으려 한다. 이 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림은 ‘정적인 그 

림 stehende Bilder’에 한정하는데5) 이 속에는 각종 그림， 사진， 도표 등이 

포함된다. 

2.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6) 정보 전달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호 활동 

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실천하는 데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상 커뮤니케 

이션， 문학 커뮤니케이션， 의료 커뮤니케이션， 수업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 

의 각 영역에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는 독특한 의사소통 양 

식들이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자와 정보 수취자로서의 

발신자(Sender)와 수선자(Empf감nger) 및 전달할 내용을 전달 가능한 상 

태로 변환시킨 기호(Zeichen)가 있어야 한다. 기호는 의미를 부여하는 형 

상체로서 다른 어떤 사실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 

호들이 모여 정보(Nachricht)를 이룬다. 

인간이 기호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호 자체가 

전달 가능하도록 코드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언어는 가장 완벽한 

4) 참조， Inge Christine Schwerdtfeger: Sehen und Verstehen. Arbeit mit Filmen 
im Unterricht Deutsch als Fremdsprache, Langenscheidt, 1989 

5) 반면에 영화， 텔레비전 등은 동적 시각자료Oaufende Bilder)에 속한다. 
6)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된다. 주요 개념층으로는 
@대화(Dialog)로서， (2)매스미 디어 (Massenmedien)로서，@행 태 (Verhalten)로 
서， 그리고 @문화(Kultur)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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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춘 코드라 할 수 있다. 언어적 코드의 체계화는 인간의 사유 및 

활동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의미전달에 한계를 보인 아날로그적 (analog) 

전달방식을 차츰 디지털화(digi talisiert) 한 결과이다. 아날로그적 전달방 

식은 상형문자처럼 기표와 기의 사이에 유사성이 매개되며， 말과 글과 그 

림이 하나로 융합되어 존재한다. 아마 소통수단의 디지럴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옛날에는 글과 그림이 하나의 덩어리여서 그림 속에는 말과 글이 스 

며 있고 말속에는 생생한 그림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차츰 공유해야 할 정보가 복잡해짐에 따라 글은 그림에서 분 

리되어 전달수단으로서의 기호를 세분화하고 각 기호의 연관 체계를 정교 

하게 구성함으로써 의사소통 수단의 정점에 서게된다. 인류의 문화사는 

부분적으로는 바로 그림기호와 언어기호(말과 글) 사이의 지배를 위한 연 

장된 투쟁의 역사야며 각자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특권과 소유권을 주장 

하면서 삼자의 관계를 위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7) 

현대에 이르면 매체의 다원화와 더불어 말-글-그림의 위계화보다는 다 

시 상호 결속을 통한 표현기능의 최적화가 추구된다. 텔레비전， 컴퓨터， 

영화와 같은 기술(mechanical) 매체의 발달은 펼연적으로 언어성과 시각 

성의 결속을 이끌었다. 언뜻 보면 대립적인 두 표현 수단인 언어와 그림 

이 동일 매체 속에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이제 시각매체는 ‘단순히 보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각적 이해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분석해야 하는 인 

식과정이기 때문에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해독력 Bild-Alphabetismus’이라는8) 별도의 능력을 교육 

이 나서서 배양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그림은 언어와 함께 제시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림과 언어의 상호관계에 대한 

갚은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R. M. 레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영상적으 

로 강렬한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든 매체로부터 매일 끊임없고 지 

칠 줄 모르는 영상자극의 포격을 받으면서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 참조， 김성도: 말 · 글 · 그림. In: 영상문화와 기호학， 한국기호학회 엮음， 문학과 
지성사， 2000, p .42 

8) Dietrich Sturm: a.a.O. ,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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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단지 문자를 이해하는 것만을 배웠다. 우리는 문자를 읽는 

것보다 더 많이 매개된 이미지를 본다. 몇몇 전문가들은 만일 이러한 경 

향이 계속되면 문명은 무식과 무법의 천지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좀더 낙관적인 연구자들은 기술적 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자와 그림이 통합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9) 

또한 Kolers는 텍스트 이해와 그림 이해를 동일시하여 그림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는 “그림 읽기 Lesen von Bildern" 개념을 

사용하였다 10)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그림이 언어처럼 독자적 원리에 따 

라 구성되어 그림 이해도 정교한 인식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토대를 

둔다.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그림의 구성 원리는 많은 점에서 유 

사하다. 다음의 표를 보자. 

언어 
單音 흡素· 形態素 句 文章

(phone) (phoneme) (morpheme) (phrase) (sentence) 

그림 
單畵 畵素 畵形 畵句 畵像

(pict) (picteme) (pictoform) (pictophrase) (pictoframe) 

(표): 언어 구성 단위와 그림 구성 단위의 비교11) 

언어에서 말을 구성하는 기본음을 單音(phone)이라 하듯이， 그림에서는 

점이나 션， 혹은 하나의 획 등이 單짧(pict)로서 기본 단위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언어의 음소(phoneme)에 대응하는 없素(picteme)는 단화들이 모 

여 표현의 일차적 단위를 이룬 것을 말한다. 하나의 화소 속에 포함되는 

무리들은 필요한 경우에 기본 역할을 변경하는 것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지만， 대체 후 표현의 효과는 달라진다. ‘코’라는 화소를 예를 들면， 우 

9) P. M. 레스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있는 이미지(금동호， 김성민 역)， 
나남출판 1997, 
13쪽 

10) P.A. Kolers: Rea이ng pictures and reading texts. in: Perkins, D./Leondar, 
B.(Hrsg.) The arts and cognition.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1977 

11) 참조， 랜달 P. 해리슨， 만화와 커뮤니케이션(하종원 역) , 이론과 실천， 1997, 

p .1 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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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단화의 배치를 통해 다양한 ‘묘’의 모양들을 실제적 혹은 가장적으로 

구성한 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양을 선택하여 열굴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코’라는 기본 역할은 동일하지만 화소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 효과가 나타난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음소는 변별성을 통해 여러 가지로 의미 구분 

의 가능성을 낳으며 이러한 구분 가능성은 음의 순서에 의해서 더욱 확산 

된다. 예를 들면 n과 O는 어떤 음이 먼저 오느냐에 따라 기호로서의 변별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no와 on). 그런데 그림에서는 각 기본 요소들 

간의 관계가 그러한 연쇄적 순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적 배치에 따라 좌우된다. 이를테면 얼굴 속에 점으로 눈을 표시한다고 

하면 눈으로 찍게되는 두 점을 높게 혹은 낮게 또는 서로 가깝거나 멀게 

배치함으로써 다른 효과를 얻는다. 그리하여 그림의 이해는 언어에서와 

같은 직션적 과정이 아니라 상하 좌우의 거리 관계에 주목하는 “공간적 

독서”라 할 수 있다.12) 

언어에서 음소들이 모여 형태소를 구성하듯이 그림에서는 화소들이 모 

여 짧形(pictoform)을 만들어 낸다.13) 두 개 이상의 화형체들이 화구 

(pictophrase)를 이루고 이 화구들이 다시 화상(pictoframe)을 형성한다. 

하나의 완성된 그람은 화상에 해당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대상온 언어로도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될 때는 각각 단어나 구 문장이 제공하는 의미들을 순차적으로 조합 

하여 전체적 정보를 구성하면 된다. 반면에 그림에서는 대개 전체적 상을 

먼저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듬어 들어간다.14) 그림 

12) D. Roven월-Frumu~ani: L'iconicit응 dans le discours scientifique. In: Revue 
Rou,aine de 
Linguistique XXV /6, 673-687, 1980, S.674 

13) 어떤 두 화형이 상호 대체가 가능한 유사한 것일 때 그들은 같은 화형제 
(pictomorph) 속에 포함된 다고 한다. 

14) Weidenmann은 그 림 에 대 한 일 차적 인 이 해 를 “der attentive Prozess des 
Bildverstehen"로， 그림의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며 행하는 이해를 “der 
präattentive Prozess des Bildverstehen" 로 칭 하 였 다. 참조， B. Weidenmann: 
Informierende Bilder. In: Wissenserwerb mit Bildem. hrsg. B. Weiden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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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형상은 구상적으로 제공되어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텍스트 

에 비해 이해가 분명하고 속도가 빠르다. 

연속적인 사건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거나 사람의 내적인 상황(감정 등) 

을 표현하거나 개념체계에 의해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언 

어에 의한 표현이 유리하지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Weidenmann은 언어표현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대상의 외관，(2)공간 

적 배치，@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변하는 모습 

등을 언급하고 있다)5) 

이러한 것들은 반대로 시각적 표현이 더욱 유리하다사대상의 외관’， 즉 

생김새， 표정， 행위와 같은 외적 형상은 그림이 표현하는 본질적 요소이 

다. 근본적으로 시각성에 의존하는 외적 형상은 미세한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려 하면 다양한 변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기표와 기의 사이에 유사성을 매개로 하는 아이콘(lkon)적 특성이 

사라진 현대의 언어 기호는 대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형적 사실을 대응 

적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사실이 그러한 경험에 

근거를 갖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전체 형상을 분해하여 그 구성 요소를 순 

차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외적 형상을 전체로 인식하는 데 

익숙한 수용자에게 언어를 통한 구성요소의 분할적 표현은 이해되기 어렵 

거나 쉽게 오해에 노출된다. 열굴 묘사 등이 대표적 예이다. 

공간적 배치도 시각성을 특정으로 한다. 장소 묘사와 같은 실제적 공간 

제시나 지도/약도와 같은 도안적 공간 제시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공간 

성은 특정한 영역 내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그 속에 있는 것 

(사물， 생물)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규정한다. 일상적 언어는 위치관계를 

대개 좌우 상하 앞뒤와 같은 전형적 요소를 통해 표현하는데， 위치관계에 

서 전형적 요소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 

제로 잠재적 관계가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공간 배치를 언어로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시각적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시들의 공간 

적 배치를 언어로 설명할 때와 지도로 보여 줄 때의 효율성이 좋은 비교 

9-55, Bern 1994, S .1 1 
15) B. Weidenmann, a.a.O. S.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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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세 번째， ‘하나의 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변하는 모습’ 

은 시간 전개에 따라 구성요소들의 입체적 변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그림의 시각성을 펼요로 한다. 뜨개질을 예로 들면， 뜨개질하는 

순차적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반면에， 시각적 

표현은 순차적으로 구성요소인 설과 바늘과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내용을 동일한 성격의 몇몇 시 

각적 단위로 나열하여 순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수의 컷을 

지난 만화도 여기에 해당한다. 

3. 의사소통교수법에서의 그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 발달사를 더듬어 보면，16) 그림은 외국어교수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문법-번역 방법론’의 대표 

적 교재로 간주되는 슐츠 그리스바하의 W'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김nderJ (1955년)는 전체 199페이지에 그림은 33개만 게재하고 있는 

한마디로 ‘철자로 가득한 책’이다. 게재된 그럼틀도 단색인 것은 물론이고， 

성격 또한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반복할 뿐 특별한 교수법적 기능을 수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T. Scherling u.a.는 “이 책 속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몇몇 삽화들은 교실은 바닥과 천장과 네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저쪽으로 들어가는 동작 hinein 과 이쪽으로 나오는 

heraus 동작 사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구분해 줄 뿐이다"고 말한다.17) 

그것은 이 교재가 문법 규칙의 습득을 통해 언어구사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 굳이 시각성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2년 후(1967년)에 출판된 W'Deutsch als FremdspracheJ 는 ‘청각구두 · 

16) 외국어 교재에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긴 전통을 지년다. 이미 17세기에 체코 
교육학자 Johann Amos Comenius는 외국어교육에서 시각성의 효과를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 1658년에 출판된 그의 라틴어교재 Orbis sensualium에는 
지금 감각으로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지만 많은 시각자료들이 들어 있다. 참 

조， D. Macaire u. W. Hosch: Bilder in der Landeskunde, Berlin 1996, S .10f. 
17) Th. Scherlimg u. H. - Fr. Schuckall: Mit Bildern lemen, Berlin 1992,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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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방법론’을 토대로 편성된 교재인데 여기에는 갑자기 많은 그림들이 

등장한다. 각 페이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림들은 이전보다 상당 

히 정교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주며 듣고 말 

하기 훈련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은 “장면을 만들며 

텍스트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며 연습을 이끌어가고 구조적 연관성을 설명 

해 주는데”，18) 이 그림들을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가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각 상황， 예를 들면 간이판매소， 사무실， 플랫폼 등에서 사 

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12년 후(1979년)에 나온 ~Deutsch 삶tiv .J] 를 보면 외국어교재는 

곧 그림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의사소통교수법’에 따라 제작된 이 

책을 처음 펼친 순간， 그림과 도안만이 가득하고 텍스트가 눈에 뜨이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데， 잠시 후 텍스트가 그림 속에 들어 있고 의사소통 

상황이 그림과 더불어 제시됨을 알게 된다. 모든 의사소통 상황이 시각적 

으로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는 더욱 쉽게 해당 상황 속에 들어가 대화 연습 

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교재에 그림의 등장 회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림 문화’를 형성하는 수용 관습의 변화와 의사소통중심의 수업에 

기인한다.19) 현대 외국어교재에는 그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어 언어 

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며 학습자 또한 그림이 없으면 관심의 집중도를 쉽 

게 앓어버려서， 벌써 몇몇 사람들은 교재의 ‘과도한 시각화’를 경고하는 

실정이다. 

수업에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교수법에 따른 외국어수업의 핵 

심적 요소이다. 교재의 시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의사소통교수법 

에서는 그림을 구성하는 기발한 착상들이 개발되어 이전의 수업방법과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각적 자료들이 교재에 들어가며 또 수업에 활 

용된다. 교재의 구상화(具象化) 원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은 그림 

의 효과와 인지에 대한 연구 성과들에 의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소통 

18) Ebda. S.6 
19) Dietrich Sturm: Visualisierung. In: Zur Analyse, Beguachtung und 

Entwicklung von 
Lehrwerken, hrsg.v. B. Kast u. G. Neuner, Berlin 199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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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이 외국어수업을 언어체계 중심에서 학습자를 통한 실제적 발화 중 

섬으로 변화시킨 데 따른다. 의사소통교수법이 시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를 탐색하기 위해 우선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살 

펴보자 2이 

한마디로 의사소통중심 수엽이란 “언어행위가 중심에 있고 학습자의 욕 

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업 형식”을 말한다.21) 의사소통은 언어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일부로서 늘 다른 행 

동과 더불어 수행되는 활동이다. 행동을 멈춘 채 업으로만 하는 대화는 

드물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중섬 수엽은 학생들이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사유는 문자성에， 행동은 

시각성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재에는 필연적으 

로 시각적 자료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즉 말이 아니라 말하는 행위를 가 

르치는 의사소통교수법은 교재 속에 행위를 시각화하여 삽입함으로써 교 

재 속의 시각적 자료들이 학습자에게 행위의 간접 체험이 되게 한다. 교 

재의 시각화는 행위중심적 언어활동이라는 의사소통교수법의 취지와 수업 

에서의 직접적 언어 체험 활동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그림은 교육적 의미에서도 의사소통교수법과 연결된다. Th. 

Scherling u.a.는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언어표현이 열린 상황이나 장면 

속에서 진행되어 학습자가 함께 탐구하고 구성할 수 있는 수업”， “그림， 

텍스트， 상황뿐만 아니라 수엽과 학습 자체에 대하여 그리고 규칙의 체계 

와 암기와 응용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엽”， “말하고 

20) 의사소통교수법에서 그림의 활발한 사용은 시각자료의 교수법적 가치를 발견 
한 것과 더불어 인쇄기술 상의 진보가 그렴의 화질을 크게 개선시켜 준 데에 
기인한다. 어떠한 종류의 그림이든 그것이 외국어교재 속에서 학습 효과를 창 
출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 변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데， 이제 
그러한 조건의 충족이 가능해졌다. 특히 그림은 언어 코드보다 많은 지면을 차 
지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D. Sturm 
은 교재에 그림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한 
다:1) CD 그림의 교수법적 목적이 무엇인가?CZl 전달의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가? @ 그림의 배치가 적절한가?@ 그림의 질적 특성이 우수한가? Vgl. 
Dietrich Sturm: Das Bild im Deutschunterricht. a.a.O. , S.6f. 

21) “ein Unterricht, in dem sprachlcihes Handeln im Mittelpunkt steht und der 
an den Bedürfnissen der KT ansetzt." Th. Scherling u.a. , a.a.O.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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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욕구와 호기심이 자극되는 수업”으로 규정한다.22) 그림의 특성은 규 

격 생산되고 완결되어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언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보다 열린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대입 

하여 표현하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그림은 학습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학습자의 경험을 자극하며 학습자가 비록 언어 능력이 미숙하 

더라도 기꺼이 언어표현을 하도록 용기를 심어준다논 점에서 보면， 의사 

소통중심 수엽의 취지와 많은 부분에서 공유점을 지니다. 

의사소통교수법이 대화의 화제를 학습자의 일상 생활과 관련시키는 것 

도 교재의 시각화를 부추긴다. 우리는 알상사를 대개 시각적 장면으로 인 

식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되는 장면들은 학습 

자에게 체혐의 ‘실제성 Authentizit설t’을 감소시켜서 자칫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습관적 사실들에 대해 말하고， 생활 주변 

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나 특성을 기술하며 일상을 영위해 가면 

서 마주치는 사건들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고하거나， 시작과 진행 과정 

및 결말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할 때， 시각성은 언어 행위가 이루 

어지는 상황을 부각시컴으로써 학습자에게 발화의 자극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발화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일상생활 중심의 대화가 강조됨으로써 교재 속에 등장하는 그림 

들도 가능하면 일상성에 부합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그리하여 추상적 그 

림보다는 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습대로 그린 ‘모사그림’이 주로 교재에 

사용된다. 다의적인 예술 그림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도 

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모사그림은 현실의 시각적 재환을 통해 실 

제성을 더욱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모사그림은 

“일상적 경험에 가까이 있기에” 특별한 “노력 없이도 보는 순간에 바로” 

이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23) 모사그림과 같은 시각기호는 인지적 스키마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의 뇌를 만족시키기에 이해가 용이하다. 뇌는 자연적 

22) Th. Scherling u.a.는 이 외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학습자료가 투입되는 수 

업”， “학습자의 잠정언어 (Interimsprache)가 허용되는 수업”을 ‘의사소통중심적’ 

이 라 한다. V g l. Th. Scherling u.a., S.9 
23) Bernd Weidenmann: Bilder f너r Lerner. In: Fremdsprache Deutsch, 

5/0ktober 1991 , S.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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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세계와의 경험을 통해 인지적 스키마를 저장하고 이를 개발해 가는 

데， 모사 그림은 이러한 경험에 부합함으로써 그림을 통한 간접 경험이 

실제적 경험에 근접하도록 해 준다. 의사소통교수법에서 교재는 독립된 

자질을 갖춘 학습공간이 아니라 사회 현장을 대변하는 동질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교재가 설제적 생활 현장으로서 외국어가 말해지는 공간이 되 

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설생활의 모습(백화점， 역 등)을 그 

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재의 모사그림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이다.24) 

4. 그럼의 교수법적 가능 

4.1 언어 텍스트의 의미론적 재현 

외국어교재에 등장하는 그림의 대부분은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의 내용 

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재의 시각적 요소들은 

언어 텍스트에 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미론화 되어 텍스트가 언급하는 

대상과 연결된다. 텍스트의 핵심 어휘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거나 내용 전 

체 혹은 일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시각화는 특히 언어 표현에 실제성 (Authentizit김t)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 

정보 파악이라는 관점에 한정할 때 교재에서 그림과 텍스트가 결합하 

는 양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잉여적 redundante 결 

합’으로서 언어 표현과 그림 표현의 정보가 서로 겹치는 것을 말한다. 둘 

째는 ‘보완적 komplement하re 결합’으로서 이 때는 텍스트와 그림이 서로 

의미론적 빈자리를 보충해 주는 관계에 있다.25) 다음의 두 그림을 보자. 

24) B. Weidenmann은 모사그림이 사용되는 목적으로 “발화 행위 야기 
Sprechalass", “ 의 견 이 나 경 험 교환 Geyser허chainless" ， “ 이 해 의 용 이 함 부 여 
V erständnishilfe", “ 학습단위 에 대 한 정 보제 공 Organisationshilfe" , “ 기 억 보조수 
단 Merkhilfe" 등을 언급한다. Vgl. B. Weidenmann: a.a.O. , S .12 

25) V g l. V. A. Ghenghea: Sprache und Bild im Fachtext. Leseverstehen im 
Unterricht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Frankfurt께tÍ. 2000,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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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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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나) 

Das ist Lore Sommer. 
Sie ist Deutsche und 
lebt in Hamburg. 

Sie ist verheiratet 
und hat zwei Kinder. 

Sie ist Grafikerin. 

Kuh(소)라는 단어와 소의 그림이 결합되어 있는 그림(가)는 잉여적 결 

합관계가 우세한 전형적 예이다. 여기서는 두 코드 사이의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여 ‘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소의 외형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장보가 단어 ‘Kuh’를 의미론적으로 

확장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정보가 중복되는 잉여성이 존재한 

다. 의사소통에서 잉여성은 추가적 정보 제공 없이 오직 수용자가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에 그림(나)에서는 그림 코드와 언어 코드 사이에 일정 부분 의미 

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 Lore Sommer 여사의 신상을 소개하는 상황에 

서， 언어텍스트는 여인의 이름， 국적， 거주지， 결혼 여부 및 자녀수， 직업 

등을 제시하는데， 이 때 그림이 첨부되어 언어텍스트의 내용을 중복적으 

로 확언시켜주는 것 외에 언어 텍스트에는 없는 내용 즉 ‘zwei Kinder(두 

자녀)’가 ‘zwei Jungen(두 아들)’이라는 사실 혹은 가정 내의 행복한 분위 

기 등을 추가로 알려 준다. 

물론 각각의 그림이 잉여적 형태나 보완적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텍 

스트와 관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그림은 두 관계를 동 

시에 형성한다. 그림(나)에서는 그림 코드와 언어코드 사이에 잉여적 관계 

와 보완적 관계가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그림을 통해 언어정보의 현장성을 

높여주는 효과(잉여적 요소)와 더불어 상호 역할 분담에 의해 정보를 효 

율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보완적 요소)가 동시에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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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보완적 요소를 지니는 경우에， 그림 속의 추가 정보를 언어정보로 

옮기는 연습을 수행하는 것도 외국어수엽의 좋은 학습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림과 텍스트의 보완적 관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교재에서 

그림과 텍스트의 ‘보완성 Komplementarit김t’이란 두 정보원천이 함께 제 

시되어 수용자가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서로 도움을 주는 결합관계 

를 말한다. 이 때 보완성은 단순히 정보 내용 파악만이 아니라 정보에 대 

한 관심도와 같은 수용자의 정의적 측면들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언어 

적 표현만이 제시될 때 따분해 하는 학습자가 그림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 

에 더욱 관심을 같게되고 또 그 내용을 보다 실감나게 이해하였다면， 이 

런 경우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26) 

그리하여 v. A. Ghenghea는 보완성을 “정보내용의 보완성”과 “구조적 

보완성”으로 나눈다.강)구조적 보완성은 정보내용의 추가적 제공보다는 정 

보 이해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사용되는 결합 관계를 말한다. 이런 

경우， 그림은 구조적 차원에서 텍스트의 응집력을 높이고 이해를 더욱 

쉽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텍스트와 관련된 특정 부분들을 그림을 

통해 추가적으로 표현하여 수용자에게 실감을 높여주거나 다양한 선행조 

직자(advanced organÌzer)를 시각적으로 구성해 수용자가 텍스트의 내용 

을 조망토록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다-1)은 Alga씨와 M띠ller양이 헤어지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 그림은 ‘헤어짐’ 상황과의 필연적 

연결을 갖지 않으며， 언어 표현과 관련하여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 

는다. 다만 “Auf Wiedersehen." 이라는 인사말의 표현에 실감을 더해주기 

위해 그림이 구조적으로 배치되었을 뿐이다. 교재 fThemen J] 에는 언어표 

현만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인물을 시각적으로 배치한 그림들이 많 

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비록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언어표 

현의 맛맛함에서 벗어나 그림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줌으로 

26) 이런 사실에서 보면， 정보 파악이라는 관점에서는 잉여적 요소와 보완적 요소 
가 이분화되지만， 정보 파악과 수용자의 정의적 혹은 태도적 측면을 포함하는 

전체적 관점에서는 잉여적 관계도 넓은 의미의 보완적 관계 속에 포함된다. 

27) Ebda. ,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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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1) 

그림 (다-2) 

써 학습의 현장성을 높여준다. 거주지를 묻고 답하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 

는 그림 (다-2)의 경우도 그림은 거주지 묻고 답하기라는 의사소통 기능 

과 그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없으며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도 없다. 

구조적 보완성에서는 특히 텍스트와 그림의 자리배치 문제가 중요하다. 

페이지 내에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림과 텍스트의 외적 관계를 어떻 

게 설정하느냐 하는 ‘마크로인쇄술적 요소’는 교재의 마적 자질로서 수용 

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8) “대체로 인상갚게 기억되는 이미지들 

28) ‘미크로인쇄술적 요소’는 글자의 형태를 ‘마크로인쇄술적 요소’는 페이지에서 
그림의 배치 dìe Gestaltung der Buchseite als ganzes 혹은 그림과 텍스트의 
언쇄술적 관계 das typographische Verh퍼tnis Bild und Text릅 말한다. Vgl. 
Dìetrich Stunn: Visualisierung. In: Zur Analyse, Beguachtung und 
Entwìcklung von Lehrwerken, hrsg.v. B. Kast u. G. Neuner, Berlì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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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한 언어적 내용이 미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디자인 요소들과 합해 

진 것들이다”는 P.M. 레스터의 지적처럼，29) 그림의 구조적 보완성은 외국 

어교육에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4.2 언어 구조의 시각화 

교재에서 그림은 언어 구조나 문법 규칙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도 

많이 이용된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보다 시각적 

으로 표현할 때 더욱 강한 인상을 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제롬 부르너 

(J erome Bruner)에 의하면， 사람은 듣는 것의 10%, 읽은 것의 30%, 보는 

것의 80%를 기억한다.30)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텍스트의 의미는 기 

억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시각적인 것은 하나의 체계로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뇌에 오랫동안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현대의 외국어교 

재는 학습자의 기억에 도웅을 주기 위해 문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이제 문법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문법 보기 

Grammatik sehen’31) 개념이 외국어교육에서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문법이나 언어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은 외국어교재에서 오랜 전통을 지 

닌다. 1658년에 Johan Amos Comenius가 편찬한 ~ Orbis sensualium 

pictus .J] 에는 이미 오늘날의 교재에 사용하는 기억 강화 기법틀， 특히 단 

어나 철자를 강조하는 방식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시각화를 통해 언어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기본 방법들인 이태릭체， 굵게 하기， 밑줄 

치기 등은 이미 외국어교육의 초창기부터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60년대의 

청각구두 · 시청각 방법론 이후부터는 대화 텍스트의 보조 자료로서 제시 

되는 문법변화표가 시각적 효과를 주도한다. 동사의 어미변화， 형용사의 

비교변화 등이 도표로 제시됨과 아울러 색깔 넣기를 통한 강조 방법이 사 

S.86 
29) 참조， P. M. 레스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금동호 · 김성민 역)， 1997, 658쪽 
30) 재인용，R. M. 레스터: 벼주얼커뮤니케이션， S.662 
31) V gl. H. Funk u. M. Koenig: Grammatik sehen. In: Fremdsprache Deutsch, 

Heft 5/0ktober 1991 ,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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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마)는 타원형과 직사각형 

을 추상적 상징 물로 사용하여 3 

격지배 동사를 시각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화는 동 

사를 문장의 중섬에 두며 1격과 

3격을 동사에 필요한 구성물로 

인식하도록 해준다. 

그림(마) 

@구체적 상징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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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바) 

컴퓨터， 가위， 클램프와 같은 도구나 다리， 건물과 같이 우리 일상 생활 

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을 활용하여 언어 규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는 것을 말한다. 언어 구조를 도구들의 모양이나 특성과 연결하여 제시함 

으로써 학습자가 언어 구조를 구상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림(바)는 화법 

조동사가 있을 때 본동사가 문장 끝에 위치하는 상황을 클램프의 두 날에 

대엽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외에 도구를 이용하여 언어규칙을 표현하는 

기법들은 다수의 외국어교재에서 발견되는데， rUnterwegs Deutsch j]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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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재완료기 계 (Perfekt-Maschine)와 rDeutsch aktiv Neu 1A.n 에 있 

는 복수형 컴퓨터 (Plural-Computer)는 기계의 작동 방식을 벌어 언어 규 

칙을 ‘제조’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특히 학습자의 호기심을 끈다. 

이와 같이 “시각화된 도구를 통해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각화의 완결 

성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빈칸을 완성시키도 

록 하는 장점을 지닌다[참조 rStufen 1.n 의 가위 모형]. "33) 

4.3 텍스트 생산을 위한 자극 

제시된 그림을 보고 내용을 해당 외국어로 표현하는 상황을 말한다. 의 

사소통 중심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나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그림이 표현의 자극제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 외국어수엽이 진행되는 교실은 사회 실제 속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그 

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림을 통해 현실 세계가 교 

실로 들어 와 이를 통해 실제적 의사소통이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34) 

발화자극으로서는 텍스트보다 그림이 더욱 유용하다. 텍스트는 반드시 

앞에서 뒤로 읽어나가야 하기에 한눈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발화 자극으로서의 텍스트 자체가 외국어로 되어 있 

기에 간혹 해독이 필요하며 또 사람마다 해독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화 

연습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하는 표현 

연습은 필연적으로 발화가 텍스트 속의 어휘나 문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자의적인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그림은 언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동일한 속도로 이해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 

다. 즉， “그림을 보면 스스로 연상작용이 얼어나 관찰자의 감각 및 감정세 

계가 빠르게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관찰자는 쉽게 자발적인 반응을 보여 

33) H. Funk u. M. Koenig: S.56 
34) H. Eichheim: Bild als Sprechanlass. In: Fremdsprache Deutsch, 

Heft5/0ktober 1991 , 28-30,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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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된다 "35) 그림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 

고 있으며， 또한 특정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도 다양한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능력에 맞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을 발화의 단서로 하여 언어로 표현할 때 그림이 통제적 역할을 

하는 경우와 자유로운 발화를 자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 

에서는 그림의 핵심 정보를 찾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자에서는 그 

림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 자신의 표현 의도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Aber der 30. Januar 1983 W1U' 갱n 'Or뱅&상@빼g.En확11m 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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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1) 

그림(사-1)과 그림 (사-2)는 전자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컷에 해당 

되는 언어표현은 학습목표 면(하루 진행의 순차적 표현)에서나 수업 실제 

면(어휘구사 능력)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대개 각 그림의 핵심 

정보만을 제공하면 된다는 기대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자리잡고 있기 

35) Ebda. ,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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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2) 

그림 (아) 

때문이다. 그림 (사-1)의 첫 컷의 경우， 핵심 정보인 “Um acht Uhr ist 

er aufgestanden‘”이 집중적으로 발화될 것이며 추가정보로 기대되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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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 hat er geg김hnt."는 수엽실제 면에서(어휘부족 등) 발화되기 어렵고 

이보다 더 가능성 이 있는 “Er wollte noch weiter schlafen, aber er hatte 

keine Zeit." 또한 하루의 진행을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부차적 

인 발화로 인식될 것이다. 그림 (사-2)는 개인의 기호나 취미를 묻고 답 

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난 후 학습한 내용의 종합적인 점검 차원의 연습으 

로 제시된 그림으로서， 학습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발화하게 될 표현들은 

선행 과 혹은 현재 학습이 진행 중인 과에서 배운 표현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발화를 야기하는 그림은 핵심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정보를 골라 자신의 능력에 맞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림 속 정보가 열려 있어서， 예를 들어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면 그의 신 

분， 성격， 특성 등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거나 맥락적 연결이 무한 

정 확장될 수 있어서 학생들은 활발하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 

여 그림에 충실하게 언어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을 발판으로 원 

래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아) 

를 보자. 

그림(아)는 여인이 쇼핑을 하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장면으로 추측되지 

만， 내용이 하나의 핵심적 정보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학습자는 그 

림의 내용에서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다. 

그림의 자유로운 텍스트화(freies Vertexten)은 특정한 언어 훈련을 집중 

적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연습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학습자는 그림 

(아)그림의 정보를 자극으로 삼아 자신의 어휘 및 문법 수준에 상응하는 

영역 내에서 자유로운 텍스트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텍스 

트화가 학습자 사이에 큰 편차를 보여 훈련의 공통성이 상실된다면， 교사 

는 텍스트화 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을 잡아줌으로써 모든 학습자에게 일 

관성 있는 연습이 이루어지게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Wer ist die 

Frau wohl? - Warum hat sie es so eilig? - Wo ist das? - Woher 

kommt sie? - Wohin geht sie? - Wie schaut sie/wie sieht ihr Gesicht 

aus? - Warum ist sie so ernst? 등의 질문을 제시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텍스트화를 실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외국어교육 111 

4.4 이해과정이 낳은 산물로서의 그럼 

4.3과는 반대로 텍스트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즉， 언어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하여 시각적 코드가 만들어진다.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된 사항을 학습자가 직접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직접 생산 

방식) 아니면 몇몇 연관된 시각자료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도(선택 방식) 있다. 전자는 학습자가 직접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비전문적 그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반 

면에 후자는 다수의 그림이 미리 제시되고 그 가운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림의 질적 수준에 제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제시되는 그림들이 특 

별한 관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Regtüßungsformen Sn hegr상잃1m셨n ~j‘;h ìn ‘’‘、‘i‘~chlánd‘ 4 

그림 (자) 

후자의 방식은 특히 테스트에서 많이 활용된다. 물론 테스트인 경우에는 

시각자료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테스트에서는 다 

수의 텍스트와 그림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것들을 서로 짝짓기 하는 ‘연결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Welches Bild passt zu welchem Text? 
a) Er verbeugt sich. Sie nickt mit dem Kopf. ( 
b) Sie geben sich die Hand, d.h. sie gibt ihm die Hand, und er 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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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 die Hand. ( ) 
c) Sie verbeugen sich. Aber die Dame verbeugt sich nicht so tief wie 

der Herr. ( ) 
d) Sie verbeugen sich. Aber der Herr verbeugt sich nicht so tief wie 

die Dame. ( ) 
e) Sie um따men sich und küssen sich. ( ) 
f) Sie legen die H김nde zusammen und verbeugen sich leicht. ( ) 
g) Er küsst ihr die Hand. Sie nickt mit dem Kopf. ( ) 
h) Er wirft sich auf den Boden. ( ) 

그림(자)는 연결 방식의 테스트를 위한 시각자료이다. 언어텍스트와 그 

림이 병렬적으로 냐열될 때 학습자가 출발점을 그림으로 삼느냐 언어텍스 

트로 삼느냐에 따라 유형은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언어텍 

스트를 먼저 읽고 그것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그림을 찾는다는 사실에 

서 보면， 그림과 언어텍스트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여기서도 그림이 이해 

과정의 산물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4.5 학습과정 의 시 각화 

그림 (차) 

교재에서 학습 진행에 도움을 주는 상징물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징물들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하는 부분에서 어떤 매체 

가 사용되며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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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들은 학교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살표나 손가락 혹은 의문 

표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도안을 한 기발한 

상징물[참조 그림(차)]들이 등장한다. 

현대 외국어교재에서 학습과정을 시각화하는 대표적 예는 소위 “수업도 

우미” 혹은 ”만화 캐릭터”들이다.36) 이들은 교재에서 교사의 역할을 대신 

하여 텍스트나 그림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하며[참조: 그림(라)의 연 

필맨] 더 나아가 학생들의 발화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코믹하 

고 친근하며 비권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들의 설 

명에 보다 흥미롭게 반응을 한다. 

4.6 텍스트 장식으로서의 그럼 

정서 및 동기화 차원의 기능을 수행할 뿐 텍스트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 

는 그림을 말한다.37) 이러한 장식적 그림들은 학습자의 관심을 환기시키 

지만 정보습득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즉 이들은 “텍스트가 지 

닌 글자의 황무지 Bleiwüste des Textes"에서 38) 오아시스 역할을 하며 

책읽기의 편안함을 부여한다. 

rStufen1JJ 에 있는 그림(카-1)은 발음 기호를 제시하는 장식 그림이다. 

발음 기호만 제시되는 삭막함을 완화하기 위해 발음 기호를 어떤 인물이 

역기처럼 들고 있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교재에 즐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게 

한다. IFPanoraml j)에서 프랑스어 발음 [y]를 연습하는 부분에 제시된 그 

림 (카-2)도 발음 [y]와는 필연적이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기서 그림 

은 발음연습에 사용된 문장들의 제목인 철학자라는 제목에 맞는 그림으로 

36) Dietrich Sturm: Das Bild im Deutschunterricht. In: Fremdsprache Deutsch, 
Heft 5/0ktober 1991, S.9 

37) 교재의 그림은 크게 텍스트이해와 관련이 있는 그림( verstehensrelevante 
Bilder)과 텍스트이해화 무관한 그림 (textirrelevante Bilder)으로 나펀다. Vgl. 
V. A. Ghenghea: a.a.O. , S.67 

38) Dietrich Sturm: Visualisierung. In: Zur Analyse, Beguachtung und 
Entwicklung von 
Lehrwerken, hrsg.v. B. Kast u. G. Neuner, Berlin 1994,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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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반복 연습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적 그림들의 미적 특성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열마나 기여하는 지 

는 알 수 없다. “그림의 심미적 효과는 객관화되어질 수 없다"는39) 지적 

처럼， 텍스트 장식으로서의 그림의 효과는 모든 유형의 그림 기능 가운데 

가장 상대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림 (카-1) 

5. 맺는 말 

Répétez. 

Philosophie 

l’ai tout lu. 
J'ai tout vu. 
J'ai tout connu. 
J'ai tout entendu. 
j'ai tout eu. 
Et je suis ... un peu perdu. 

그림 (카-2) 

지금까지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 그림을 의미를 분석하고， 교재 

속에 등장하는 그림들을 유형론적으로 분류하여 그 기능을 살펴보았다. 

교재 속 그림의 다양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외국어교육은 보다 적 

극적으로 그림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도 교재 속의 그림은 교수법적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개 그림은 언어텍스트와의 연관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교수법적 기 

능이 불분명하면 오히려 학습자의 언어 정보 습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 

다. 명확한 기능 설정 속에 뚜렷한 전달의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림이 

들어갈 상황 맥락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과 언어텍스트의 

관계 및 그림과 그림 사이의 관계가 교수법적 지향점에 의거하여 체계적 

39) Ebda.,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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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될 때， 비로소 시각성은 학습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그림과 텍스트의 지면 구성도 그림의 효용성에 영향을 준다. 하나 

의 페이지 내에 텍스트와 연관하여 그림을 어떻게 자리 배치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이해의 효율성과 미적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교 

재 속의 그림은 화질이 좋아야 한다. 광고 등을 통해 현대인은 고급 화질 

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그림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쉽게 외면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재에서 그림을 선정할 때는 

늘 그림의 교수법적 기능과 더불어 그림 자체의 질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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