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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외국어 교육에 있어 언어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자연스러운 통합은 학습자의 의사소

통 능력 발달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은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español como

lengua exteranjera: ELE) 강의 내 언어·문화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언어

와 문화를 바라보는 발전적 시각을 제시하는 『유럽 공통참조기준』(2002)과 이 참조기준이 제시

하는 언어 교수·학습의 기본적인 틀인 ‘행위중심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 한국 대학의 교양 스

페인어 강의를 대상으로 행위중심 접근법을 적용하여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수

행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표 언어 학습 및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최종 과제 및 주제를 정한 후, 단계별 하위 과제 선정을 통해 절차를 확정한다. 실제 강

의 내에서 4개의 학생 그룹에 의해 이뤄진 과제 준비 및 발표를 통해 최종 과제를 마무리하고,

과제 수행 평가를 위해 학습자 대상의 설문지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언어·문화 통

합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ELE 교육’이란 목표에 기반하여 본 교육 방안의 설계 및 수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핵심어 행위중심 접근법,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안,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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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논문은 송예림(2015b)이 제안한 ‘유럽 공통 참조 기준(Marco común

europeo de referencia: MCER)과 행위중심 접근법(enfoque orientado a la

acción)을 도입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ELE) 교육 과정 내의 언어·문화 통합 교육’을 위해 2016년 2학기 서울대학

교교양스페인어강의실에서진행된 ‘교육방안(propuesta didáctica)’ 설계및

실행연구에해당한다.

외국어교육의역사속에서문화는당대의주도적인교수법에따라그의미

와 역할이 달라져 왔지만 ,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접근법(enfoque

comunicativo)에 의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문화능력에대한강조가이뤄지면서비로소외국어교육과정에서문화의

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했다. 따라서 ELE 교육속에서문화는언어와대등한

위치의중요성을지니며밀접하게상호연관되기때문에교육과정에서이두

요소의자연스러운통합은최근 ELE 교육의가장중요한교수·학습목표가

되었다. 문화의개념또한변화했는데기존의언어교실에서학습되던대문자

문화(Cultura con mayúscula) 혹은 형식 문화(cultura formal)는 “전통적 개념

의문화로한사회의지리, 역사, 정치적사실뿐만아니라위대한인물이남긴

업적들, 예술작품등”을일컬었지만, 이제는일상생활의모든사고및행동양

식을 모두 포괄하는 소문자 문화(cultura con minúscula), 혹은 비형식 문화

(cultura informal)가중요성을인정받게되었다. 다시말하자면, 이제언어교

실에서필요한문화는 “목표언어사회의구성원들이공유하는생활양식이며

사고와행동양식모두를포괄하는것으로, 이해하고, 행위하고, 상호의사소통

하기위해반드시알아야하는것”이 “본질적인문화(cultura esencial)”(Miquel

2004, 516)로서부각되었다(송예림 2015b, 208-210).

의사소통 접근법이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문화개념에대한재인식이생겨났지만, 언어교실에서문화적인요소를어

떻게가르쳐야할지에대한올바른방법론적방향을제시하지못했다. 문화교



003

육이란언어강의내에단순히목표문화(cultura meta)에대한정보를제공하

는것만으로충분한것으로여겼다. 따라서문화는언어교육에추가된지식정

보로만기능했고, 언어와문화라는두요소를어떻게연결할것인가에대한논

의가부족하였다. 그러나일반적으로학습자들의모국어로주어지는정보로서

의문화는의사소통능력의신장에는도움이되지못했을뿐더러, 단지다른문

화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문화들 사이에 진정한 이해를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이다(Isisag 2010, 256, 송예림(2015b)에서 재인

용).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언어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발

달시켜야하는문화능력이란무엇이며, 교수·학습과정에서언어와문화를

어떻게연결해나가야하는지해답을찾지못하고있었다.

의사소통접근법내의문화교육에대해비판과회의가생겨나면서, ‘상호문

화성(interculturalidad)’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유럽 언어의 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성, 혹은 ‘상호문화적 능력(competencia intercultural)’이란 개념의

등장은매우중요한전환적발상이었다. 유럽연합회원국간의소통과협력을

강화하기위한언어교육과문화적유산으로서의언어와문화보존은유럽연

합의핵심과제이다. 언어학습을통해타문화에대한관용과존중의정신을육

성하고유럽시민의식을고양하는것은유럽연합이유럽평의회(Consejo de

Europa)를통해외국어교육을장려하고있는중요한이유이다. 특히유럽내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사회 속에 조화롭게 포용해야 할 필

요성이 생겨났고, 외국어 교육 속에서 ‘상호문화성’의 도입은 이를 위한 해결

책이될수있었다. 즉, 학습자는외국어학습과정에서타언어및타문화를접

하게 되면서 타자의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타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기존의의사소통접근법이목표로삼았던 ‘원어민화자’가아닌 ‘상호문화

적 화자’를 이상적인 학습자 모델로 제시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

를풍부하게경험하여개방적이고수용적인세계관과긍정적인정체성을확립

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되었다”(송예림 2015b, 212-214). 상호문화성이란개

이
베

로
아

메
리

카
연

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

ericanos  27.3

002



송
 예

 림
   행

위
중
심
 접

근
법
에
 따

른
 대

학
 스

페
인
어
 언

어
·
문
화
 통

합
 교

육
방
안

념은목표문화에대한다량의정보제공에만치우쳤던기존의의사소통접근

법이해결하지못했던문화교육의방향을설정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상호문화성’의도입을바탕으로한학습자의상호문화적능력육성은문화

교육이근본적으로나아가야할방향이자목표에대한이론적논의의결과물이

지만, 실제 ELE 교육현장에서이를어떻게이뤄나갈것인지, 특히서로불가

분의관계에있는언어와문화를교육과정에서어떻게통합해서교수·학습

해야할것인지그실천을위한연구는여전히부족하다. 송예림(2015b)은ELE

교육현장에서언어적인요소와문화적인요소를자연스럽게통합함으로써학

습자의의사소통능력을신장할수있는교육방안을설계하는실천연구를위

해, 유럽외국어교육에있어막대한영향력을끼치고있는MCER과이참조기

준이제시하는언어교수·학습의기본적인틀인행위중심접근법을채택하였

다. MCER은언어의교수·학습에있어언어적요소와문화적요소를동등한

위상으로 다루며 최종 목표는 하나의 ‘다중언어적이며 다중문화적인 능력

(competencia plurilingue y pluricultural)’을지닌학습자로정의하여언어와문

화의자연스러운통합을추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접근법을실제교육현

장에서적용한구체적인실천사례연구는 ‘효과적인언어·문화통합’이라는

ELE교육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과제가될것이다.1)

II. 언어·문화 통합을 위한 ELE 교육 방안 설계

1. MCER과 행위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문화 교육의 목표

다양한언어와문화를가진회원국으로구성된유럽연합은일찍이 “유럽의

1) 본논문은송예림(2015b)에서전개한 ‘한국의 ELE 교육과정내언어·문화통합교
육’에대한이론적논의를기반으로실제한국대학교육현장에서실천할수있는교
육 방안의 설계 및 시행 과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가
된기존논문의연구내용을소개하고는있지만, 지면관계상간단히요약하도록한
다. 좀더자세한이론적논의를위해서는 「스페인어학습자의의사소통능력발달을
위한문화교육」(송예림 2015b, 205-234)을참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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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의 통일(unificación linguística y cultural de Europa)”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산을 수호하는 “다중 유럽

(Europa plural)”과 “상호문화적 유럽(Europa intercultural)”이 회원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Vez 2005,

18). 따라서, 국제공통어(lingua franca)에 의한 언어와 문화의 통일은 불가능

할뿐만아니라바람직하지도않다는입장에기반을두고유럽의통일과유동

성(movilidad)을위해다양한언어의학습을주요정책목표로제시하고있다.

MCER은이와같은유럽연합의정책기조하에, 언어및문화정책을담당하

고있는유럽평의회가 2001년출판하였고 2002년스페인의인스띠뚜또세르

반테스(Instituto Cervantes)가이를번역해내놓은현대유럽언어교수, 학습,

평가를위한공통된참조기준이다.

이 참조 기준이 제시하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다중언어적이며

다중문화적인능력’을발달시키고자하는것인데, 이는한개인이모국어및모

문화를바탕으로외국어를학습하는과정에서타언어및타문화에대해쌓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구성돼 그 안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Consejo de

Europa 2002, 4). 즉, 언어 습득 과정을 통해 다중언어 사용자(plurilingüe)가

되고상호문화성을발달시키는데, 한언어에관한언어적, 문화적능력은다른

언어에서의언어적, 문화적능력에영향을미치며, 상호문화적의식과기능, 능

력을익히는데도움이된다(Consejo de Europa 2002, 47).

MCER이언어및문화를바라보는시각은학습자가발달시켜야하는의사

소통능력의정의에서찾아볼수있다. 여기에서의사소통을위한인간의능력

은 ‘일반능력(competencias generales)’과 ‘언어적의사소통능력(competencias

comunicativas de la lengua)’으로나눠지는데, 여러상황에서특정대화상대자

와효과적인의사소통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언어적인능력뿐만아니라 “제

스처나표정같은언어외적인수단이나기존의다른언어나문화에대한지식

에서나오는능력”도필요하기때문이다(송예림 2015b, 216). 일반능력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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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적지식(saber), 기능과노하우(saber hacer), 존재능력(saber ser), 학습능력

(saber aprender)’의 네가지로세분화되는데선언적지식을구성하는 ‘세계에

대한지식, 사회문화적지식, 상호문화적의식’과기능과노하우에포함된 ‘상

호문화적인 기능과 노하우’는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의 문화적 측면을 구체적

으로설명한다. 또한언어적의사소통능력을구성하는 ‘언어적능력, 사회언어

적능력, 화용적능력’을정의하면서사회문화적한현상으로서의언어에주목

하였다. 이와같이MCER 내에구체적으로제시된학습자의사회문화적능력

은 ELE 교육뿐만 아니라 유럽 언어 교육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문화 교육의

목표설정이라는측면에서공헌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MCER은기존의외국어교육학에서정의한의사소통능력을뛰어넘어언

어와문화라는상호연관된두요소의결합이반드시필요함을주장하면서최

종목표로 ‘학습자의 다중언어적이며 다중문화적인 능력’이라는 전제 하에 이

상적인문화능력이무엇인지제시하였다. 그렇다면실제의교육과정에서이

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교수·학습과정설계의교수법적틀이필요한데,

이것이바로외국어교수·학습과정을바라보는새로운시각인행위중심접

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행위하면서 배운다(aprender haciendo)’란 기조 아래

언어의학습이언어사용과동시에이뤄져야한다고제안하는MCER의핵심

적 가치를 실제 강의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배경이 된다. 즉, 외국어

교수·학습과정에서학생들은언어의학습자이자동시에사용자로서배우고

있는언어를하나의소사회(micro-sociedad)인교실안에서사용할수있는사

회적행위자(agente social)로정의되는데, 목표언어의사용은일련의상황또

는특정한환경과행위영역에서과제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난다.2)

여기에서 행위는 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한 전략, 능력, 자원을 다루

는 중심축이자 최종목표로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며(Fernández

2005, 103), 단순히언어학습자로서의사소통에초점을두고과제를수행하는

2) “의사소통의 요구나 소망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겨나며, 의사소통의 형식이나 그
내용또한주어진대화상황에대한답변인것이다”(Consejo de Europa 200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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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넘어서, 실제사회에서자신이목표언어로해야할행위를의사소통상황

이 맥락화된(contextualizada) 과제를 통해 하는 것이다(송예림 2015a, 107-

108). 언어적인요소와문화적인요소가자연스럽게통합된올바른 ELE 교육

에있어행위중심접근법이기여할수있는부분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언어사용과학습이동시에이뤄지도록과제수행을요구하는강의에서는학
습자이며사용자인한개인은언어지식뿐만아니라언어사용능력도습득
해야만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습득하는의사소통능력은다른나라에서
의일상생활을가능하게해주고, 다른언어사용자와생각과감정을교환하
고전달하며, 다른문화를이해하게만들어준다. 여기에서의사소통능력발
달을위한언어교육의목표가문화교육의목표와교집합을이루는지점을
발견하게되는것이다.(송예림2015b, 226)

MCER과행위중심접근법을도입한 ELE 교육과정안에서언어·문화통

합교육을위해서송예림(2015b)는다음과같은교수·학습목표를설정하였

다. 첫번째및두번째목표는 “행위중심접근법을따른교육과정의일반적인

목표”이며, 세번째부터다섯번째까지의목표는 “학습자의문화능력발달을

위해 MCER이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구체적

인목표”라할수있다.

1) 학습자의의사소통및학습요구분석결과를고려한과제를활용해ELE
학습자가실제로목표언어의사용자가됨으로써학습과정에의미를부여
하도록한다.

2) 일반적으로스페인어과목의주요목표인문법의교수·학습에있어서실
제언어가사용되는맥락안에서언어형식을제시함으로써문법적능력이
다른의사소통능력과분리된지식이되지않도록한다.

3) 학습자가목표언어가사용되는국가들의외형적사실, 즉예술, 역사, 지리
등에대한기본적인지식에대한정보를이해하되이를의사소통활동과
연관지어활용할수있어야한다.

4) 학습자가문화적맥락이담긴목표언어사용환경에노출됨으로써비형식
문화, 즉목표문화화자들의일상생활, 가치, 의미체계를접해목표언어의
사회문화적측면을학습할수있도록한다.

5) 학습자가목표문화를통해모문화및원래지니고있던사회문화적경험
을객관적으로바라보고공통점과차이점을인식하고이해함으로써상호

이
베

로
아

메
리

카
연

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

ericanos  27.3

006



송
 예

 림
   행

위
중
심
 접

근
법
에
 따

른
 대

학
 스

페
인
어
 언

어
·
문
화
 통

합
 교

육
방
안

문화적능력을갖추도록한다.(송예림2015b, 226)

ELE학습자의의사소통능력의발달을위한 ‘언어·문화통합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담당한 2016년 2학기 서울대학교 ‘중급

스페인어1’을수강한 23명의학습자를대상으로행위중심접근법에바탕을둔

과제수행을위한교육방안의설계와수행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다.

2. 학습자 요구분석에 기반을 둔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안의 설계

1) 행위중심 접근법을 따른 강의 설계

행위중심접근법을따른 ELE강의설계는실제로왜이언어를학습하고사

용하고자하는지, 즉학습자의의사소통적요구가무엇인지에대한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학생들이그룹활동을통해수행해야할최

종 과제(tarea final)와 주제(tema)가 결정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하위 과제

(subtareas)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중인 언어에 대한 지식을 실생활의

맥락이 담긴 의사소통 상황 하에서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과 학습을 위한 전

략을발달시켜나가고의미있는의사소통행위를할수있게된다.

MCER의행위중심접근법을따른커리큘럼설계의핵심은다음과같이요

약될수있다.

1) 행위를통한학습
2) 사회속에서구체적과제를수행해야하는학습자이자사용자
3) 맥락화된발화행위를바탕으로한의미있는의사소통
4) 일반능력과언어적의사소통능력의통합
5) 평생에걸친자기주도적학습지향(Fernández, 2011, 13)

즉, 학습자들은실제사회에서자신이목표언어를가지고해야할것으로예

상되는 의사소통 행위를 실제로 교실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 학습과 사

용을동시에이뤄야한다. 이러한행위는과제수행을통해이뤄지는데, 전제하

고있는의사소통상황이실제일상생활의맥락을담고있는 ‘맥락화’된과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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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또한사회적행위로정의되는본과제는수업활동형태(dinámica)에

서그룹활동을권장함으로써 “공동행위, 혹남과함께행위하기”란형태로수

행하는것이특징이다. 이를위해학습자가지니고있는언어형식에대한지식

과 사회언어적, 화용적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소유한 지식, 기능과 노하우,

개성과 관련된 능력, 학습 능력 등 MCER이 요구하는 일반 능력과 언어적 의

사소통능력을함께발달시키게된다.

철저하게학습자의의사소통능력육성에초점을맞춰이들이실제자신의

의사소통적 요구에 따라 구성된 과제를 그룹을 지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연스럽게목표언어와목표문화를배우게된다는점에서학습자중심교육

의완성이자, 자기주도적학습이자연스럽게이뤄지는교육환경이라고할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한국대학의스페인어교육에행위중심접근법을도입했

을때의효용성을정리해보자면다음과같다. 목표언어의형식적측면, 즉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화된 의사소통 상황 하에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언어사용의전략을습득해나가도록한다는점에서기존의문법-번

역식교수법(método gramática-traducción)을탈피할수있다. 또한학습자의

의사소통적요구에대한분석에서교육커리큘럼설계가시작되고, 그룹과제

를통해상호간협동및조율을배워나가는것을강조한다는점에서현대외국

어 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송예림 2015a, 111-

116).

2) 학습자 요구 분석

행위중심접근법에따른 ELE 강의를설계할때있어우선적으로이뤄져야

하는단계는학습자들의요구와사회에서의필요성을정확하게분석하고이러

한요구와사회적필요성을충족시킬수있는과제, 활동, 과정을선정하는것

이다. 또한이를위해교수자는학습자들이개발하거나확장시켜야하는능력

과전략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학습자의의사소통적요구를분석하여강의

의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목표언어를학습하면서동시에사용

할수있도록하는주제및최종과제의설정이그출발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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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중심축으로한강의설계와관련하여, ELE교육에있어과제중심접

근법(enfoque por tareas)을 가장 먼저 도입한 에스따이레(Estaire)가 1990년

에 처음 발표했고 2009년 수정하여 제시한 <그림 1>의 ‘과제를 통한 교수 단

원 설계의 틀(Marco para la programación de una unidad didáctica mediante

tareas)’을참고할필요가있다.

<그림 1>에서보다시피, 과제를통한교수단원설계는주제와최종과제의

선정에서시작된다. 그리고이주제와최종과제는전적으로학습자의의사소

통적요구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결정되어야한다. MCER에따르면학습자

는 “사회적 행위자(agente social), 자율적 학습자(aprendiente autónomo), 상

호문화적 화자(hablante intercultural)”라는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진 교육 과정

<그림 1> 과제를 통한 교수 단원 설계의 틀(Estaire 20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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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MCER과 행위중심 접근법이 교수·학습

과정의핵심적축으로제시한과제선정을위한학습자의구체적인언어학습

및사용에대한요구조사가첫번째단계가된다. 이를위해연구대상강의인

‘중급스페인어1’의 학기시작첫날인 9월 5일, 수강생을대상으로 ‘2016년 2학

기 중급스페인어1 수강생 학습수요 자료’라는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

문지에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요구조사가포함되었다.

(1) 중급스페인어1 수강동기
(2) 기존의스페인어학습경험
(3) 보조교재(인터넷, 노래, 영화, 만화, 문학작품등) 관련수요
(4) 강의에대한요구사항

또한추가적으로 ‘언어및문화교육에관한학습자요구조사’3)를실시하여

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설문지조사도수행하였다.

(1) 스페인어강의수강목적
(2) 강의내에서다뤘으면하는스페인어권국가
(3) 문화학습방식에대한요구
(4) 스페인어를사용하여하고싶은일

학습자요구분석을위한설문지분석결과,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보듯 ‘스페인어학습목적’, ‘스페인어강의에서희망하는문화

학습방식’, ‘강의에서다루고싶은스페인어권국가’, ‘문화수업을위한보조교

재수요’ 항목과관련한학습자들의요구분석이이뤄질수있었다. 위항목의

답변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주관식으로 답변하도록 한

‘스페인어를 사용하여 하고 싶은 일’이란 항목에 대해서는, ‘남미 자유 여행’,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 ‘스페인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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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설문지는 Song(2014)에서 실시한 ‘한국 대학 내 스페인어 학습자 설문지(서울대
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No. E1301/001-009)’에서언어·문화통합교육에
대한학습자인식조사부분만을참고하여만들어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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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페인어 학습 목적

<그림 3> 스페인어 강의에서 희망하는 문화학습 방식

<그림 4> 강의에서 다루고 싶은 스페인어권 국가



013

페인 여행, 동계올림픽 봉사’,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한달 이상 지내기’, ‘스페

인어권국가에서살기’, ‘남미여행’, ‘스페인어사용국가에서현지인과어울리

기’, ‘청취및회화학습’, ‘스페인또는중남미여행가기’, ‘스페인여행할때의

사소통’, ‘스페인어못하는친구와스페인가서통역사되기’, ‘스페인어권나라

에 사는 친구 만들기’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인스페인어로하고자하는행위가 ‘스페인어권국가로의여행및연

수’를통해 ‘스페인어로의사소통하는것’임을분명하게알수있었다. 위의그

래프는최종과제와주제선정에필요한학습자의요구조사설문지분석결과

를정리한것이다.

3) 주제 및 최종 과제 선정

주제및최종과제선정에있어 ‘스페인어학습목적(최빈값: 스페인어권국

가로여행이나연수를가고싶어서)’ 및 ‘강의내에서다루고싶은스페인어권

국가(최빈값: 스페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의 의

견을종합하여최종선정된주제는 ‘스페인에서의연수및여행’이며최종과제

는 ‘스페인대학으로의가상교환학생생활에서의발표및 1박2일의도시여행

발표하기’가 되었다.4) MCER의 목표 언어 구사 수준 ‘B1(umbral)’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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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중심 접근법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활발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 페
르난데스와에스따이레와같은연구자들은목표언어를자연스럽게목표문화의구

<그림 5> 문화수업을 위한 보조교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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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급스페인어1’ 과목의특성상,5) 학습자들은단순히스페인어권국가로

의 여행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단기 언어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인학업및거주계획을세우고있는경우가많아서, 스페인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환경을 가상으로 설정하였다. MCER 또

한학습자가목표언어를구사하게되는구체적인상황을네가지의행위영역

(ámbitos: personal, público, profesional, educativo)으로 제시하면서 교수·

학습활동의상황, 의도, 과제, 주제, 텍스트는학습동기부여가가능한이같은

생활 영역이 하나 이상 결합한 행위 영역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Consejo de Europa 2002, 49). 본 교육 방안에서 학습자가 경험하게 될 행위

영역은주로개인적인영역과교육영역이결합된상황으로결정되었다.

최종과제수행을위한하위과제는 23명의학생들이 5-6인 4조의네그룹으

로나뉘어그룹별로선택한 ‘스페인대학내교환학생생활’을배경으로 ‘학업

중 발표 과제 수행’ 및 ‘1박2일의 도시여행 발표’로, 각 그룹은 우선 자신들이

교환학생을떠날스페인의도시와그도시의대표적인대학교를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룹별로 구성원들 사이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 및 대학교에

대한정보검색및토론이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합의한네곳의도시는 ‘바

르셀로나 , 그라나다 , 세비야 , 마드리드’였고 ,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

체적인의사소통맥락하에서사용할수있어교육적효과가높은과제주제로 ‘가상
여행 혹은 방문(viaje o visita virtual)’을 들고 있으며, 페르난데스의 ‘구겐하임 박물
관으로가상방문(Una visita virtual al museo Guggenheim Bilbao)’ 교육안은대표적
인 과제 제안으로서 Centro Virtual Cervantes(http://cvc.cervantes.es/)에서 참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프랑스어 교육 분야에서 유럽 공통참조기준과 관련해 지속적으
로연구하고있는최희재(2009, 235-238) 또한대학교양프랑스언어·문화관련강
좌를선택하는주된동기를 ‘순수교양, 프랑스여행, 전공관련정보습득’의세가지
로요약하고, 프랑스여행을주제로 ‘행위적의사소통과제’를구성한연구를발표함
으로써여행이란목표행위를기반으로외국어강의를설계할때참고할수있는 “학
습-행위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5) 서울대학교인문대학은제2외국어를네단계의수준, 즉MCER의 ‘A1, A2, B1, B2’
으로나누어교육하도록편제를바꾸었는데, 본교육과정에서 ‘중급스페인어1’은여
기에서 B1 수준에해당한다. 그러나실제교수·학습상의스페인어구사수준목표
가MCER의 B1 수준에맞춰져있는지에대해서는좀더연구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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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dad Autónoma de Barcelona), 그라나다 대학교(Universidad de

Granada), 세비야 대학교(Universidad de Sevilla),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

교(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가선정되었다.

4) 목표 및 절차

본 교육 방안의 일반적인 목표는 II-1절에서 제시한 ‘행위중심 접근법을 도

입한 ELE 교육과정 안에서의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로 규

정할수있을것이다. 최종과제및하위과제의구성에따른세부적인수행단

계는각그룹별로다음과같은절차에따르기로합의되었다.

(1) 교환학생으로수강중인대학의강좌에서자유주제로 3-5분가량의스페
인어발표를준비한다.

(2) 대학생활중겪게될만한한가지대화상황을스페인어로작성한다.
(3) 한국에서친구들이찾아왔다는가정하에현재거주중인도시에서의1박2

일일정의여행을계획한다.
(4) 여행의구체적인일정을설계한다음, 여행중에겪게될만한두가지대

화상황을스페인어로작성한다.
(5) 담당교수에게발표대본, 여행일정, 세가지대화상황을이메일로보내

는데, 이때지금까지진행된‘중급스페인어1’ 수업시간에다룬문법적지
식, 특히다양한시제(직설법현재, 현재완료, 부정과거, 불완료과거, 가능
법, 미래, 접속법현재, 현재완료, 불완료과거)를모두사용하도록한다. 또
한스페인어로작문이어려운경우한국어로써서담당교수의피드백을
받아야한다.

(6) 담당교수는일정및스페인어작문을모두점검및수정하여이메일로피
드백을제공한다.

(7) 수정된일정및스페인어작문을바탕으로사진, 영상, 지도등다양한시
각적자료를활용하여발표를듣는사람이실제로대학생활및여행에참
여해본듯한느낌을가질수있도록생생한파워포인트발표자료를구성
하여최종준비를완료한다.

III. 교육 방안의 실행 및 평가

1. ‘중급 스페인어1’ 강의 내 교육 방안의 실행

과제수행과정은그룹별로다음과같은단계로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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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내 발표문’ 및 ‘여행 일정과 대화문’ 작성

그룹별로발표준비를위한세부과제를수행하였다. 각각바르셀로나, 그라

나다, 세비야, 마드리드를목적지로하는개별그룹은선택한대학교에대한간

단한정보를찾고, 수강중인강의에서자유주제로 3-5분가량의스페인어발표

문을준비했다. 주제는발표를실제듣게될 ‘중급스페인어1’ 수강생을위한스

페인문화를주제로하거나, ‘스페인대학에서의가상발표’를고려한 ‘한국과

스페인문화의비교’를주제로하였다. 그결과, ‘스페인음식과한국음식의비

교: 상그리아 vs 담금주/ 빠에야 vs 볶음밥’, ‘스페인 전역의 음식 문화 비교’,

‘산페르민축제’, ‘2002 월드컵의경험과스페인의광장(plaza) 문화’를주제로

최종 5분가량의스페인어발표를준비하였다.

다음으로선택한도시에대한여행정보를찾아여행일정을계획하고각일

정에서겪게될만한구체적인의사소통상황을담은대화문을스페인어로세

가지씩작성하였다. 이중하나의상황은대학생활에서일어날만한일을배경

으로하였다. 여행일정작성시반드시실제지도를활용한실현가능한동선으

로일정을구상하고, 대화문의경우선택한여행지에서겪을수있는특별한상

황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여행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상한여행일정과대화문을바탕으로하여타수강생들이자신들이맡은도

시를실제로여행한느낌을받을수있게멀티미디어와시각적자료를통해여

행일정을입체적으로구성했다. <그림 6>은과제수행의예로서학생들이작

<그림 6> 과제 수행의 예: 실제적 동선으로 구성된 여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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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여행일정의동선및강의발표문을보여준다. 5-6명의그룹구성원중에

스페인에다녀온경험이있는동료가있는경우이들의경험이구성원들모두

에게공유되어가상여행이지만매우현실성있는여행일정소개로발표를듣

는이들의몰입에도움을주었다.

2) 강의 발표문, 준비된 일정과 대화문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

다음단계는강의발표문과준비된일정및대화문을교수자에게이메일로

제출하고, 이에대한피드백을받는과정이었다. 중요한것은일정에맞게구성

한대화속스페인어표현이어떠한실제상황에서사용되는것인지의사소통

의맥락을구체적으로전달하는것인데, 이를위해학생들은수업전에미리교

수자에게 발표문 및 대화문에서 사용할 스페인어 표현을 제출하고 수정받아

완성하였다. 교수자의피드백은최대한학생작문의원형을유지하되, 문법및

어휘와 같은 언어 형식(sistema formal de la lengua)과 관련된 오류 수정뿐만

아니라대화문과일정에담겨있는스페인의일상문화에있어좀더구체적이

고실제적인맥락이제시되도록유도하였다. 예를들면스페인식당의실제영

업시간, 2인칭 상대방을 칭할 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주어(tú/usted)의 사용,

스페인의전화번호시스템, 스페인문화에서의시간개념등에관한정보를제

공하였다.

이때지금까지 ‘중급스페인어1’ 강의에서배운문법및어휘와같은언어적

지식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언어 형식에 대한 학습이 의사소통의 실

제적인맥락을가질수있도록장려하였다. 본강의에서는스페인어의다양한

시제, 특히접속법시제학습을완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 학습

자들은그룹별로직설법의 6가지시제(현재, 현재완료, 부정과거, 불완료과거,

미래, 가능법)와접속법의 3가지시제(현재, 현재완료, 불완료과거)를모두사

용하여 작문하였으며, 스페인어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어로 작성해 교

수자의스페인어피드백을받아완성하였다. <그림 7>은과제수행의예로서

학생들의그룹발표에서사용된한대화문의슬라이드자료및실제대화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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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보여준다. 대화문내에과거차시에서집중적으로배웠던직설법현재

완료, 가능법, 미래, 접속법현재, 과거완료가사용된것이그예이다.

3) 최종 일정, 발표문, 대화문에 기반한 가상 여행 파워포인트 발표

마지막으로각그룹은교수자에게서받은피드백을바탕으로최종일정및

강의발표문과대화문작성을완료하였다. 이후미리정해진각각의발표일에

학생들은그룹별로준비한일정에따라시간의흐름에맞게가상여행일정을

소개하는 한편, 준비된 대화문을 파워포인트로 구성한 적절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수업시간에 발표하였다. 위의 <그림 7>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대화문을

대본(guión)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맥락이 담긴 상황극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현재 자신이 교환학생으로 수강중인 것으로 가정한 대학교에 대해 간단

하게소개하고, 스페인어로준비한주제에대해발표하였다. 자유주제발표는

1-3명의학생이단독, 혹은차례대로이어서스페인어로만진행되었다. <그림

8>은학생들이그룹별로선택한대학교에대해사전조사한것을바탕으로발

표를듣는동료학생들에게간단하게소개하고그대학캠퍼스를배경으로한

대화를진행하기위한슬라이드의예이다. 이러한일련의그룹별하위과제가

순서대로 마무리되면서 최종 과제인 ‘스페인 대학으로의 가상 교환학생 생활

<그림 7> 과제 수행의 예: 대화문의 제시 및 발표



019에서의발표및 1박2일의도시여행발표하기’가완성될수있었다.

2. 교육 방안의 수행 평가 및 논의

최종과제가마무리된후, 본교육방안에참여한학습자들을대상으로과제

수행평가를위한설문지조사를실시했다. 설문지에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

한 평가 조사가 포함되었다. 1) 항목의 경우 라이커트(Likert) 형 5점 척도(1=

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로평가했으며, 2)-4) 항목은주관식답변이

었다.

1) 다음항목에대한과제수행의유용성평가
(1) 스페인어학습
(2) 스페인과문화에대한이해
(3) 스페인어권국가와문화에대한관심
(4) 그룹동료들과협력하는학습전략
(5) 스페인여행혹은연수에대한계획의구체화

2) 과제수행에서좋았던점
3) 과제수행에서힘들었던점
4) 제언할점

학습자평가설문지분석결과, 과제수행의유용성평가에대해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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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같이정리되었다.

학습자들은 (1)스페인어 학습, (2)스페인과 문화에 대한 이해, (3)스페인어

권 국가들과 문화에 대한 관심, (4)그룹 활동을 통한 동료와의 협력 학습전략

습득, (5)스페인으로의여행이나연수같은계획의구체화라는다섯항목모두

에서과제수행이유용했던것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였다. 특히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선정한 두 가지 항목인 (2), (3) 문항에 대해 각각 4.25 및 4.3이라는

높은만족도를표시한점에서본과제수행이목표문화인스페인뿐만아니라

스페인어권문화전반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였다는평가가가능하였다.

주관식응답이었던 2), 3), 4) 항목의답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

있다. 우선 ‘2)과제 수행의 좋았던 점’으로는 ‘관심있는 여행지 선정과 여행이

라는주제의흥미(9인)’, ‘스페인어의사용(쓰기및말하기)을통한학습(9인)’,

‘현실적이고실용적인문화학습(7인)’, ‘학우들과의공동작업(2인)’와같이답

변하였다. 다음은학습자답변의예이다. “대화문, 여행계획세우기등실제로

있을법한 일들을 준비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있어서좋았습니다”, “실제로스페인어를쓰고배운시제들을모두활용한

것이스페인어실력향상에도움이많이된것같다. 또여행발표들을들으며

스페인여행에대한꿈이더커졌다”.

다음으로 ‘3)과제 수행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어휘나 문법, 해석 및

작문 같은 언어적 표현에서의 어려움(5인)’, ‘그룹 활동 시 역할배분이나 협동

과정에서의어려움(3인)’, ‘현지정보불충분(2인)’, ‘과제양의부담(2인)’, ‘발표

<그림 9> 과제 수행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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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부담(1인)’과 같은 답변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 답변의 한

예이다. “현실에서 쓰는 일상 스페인어를 잘 몰라 어휘의 한계를 느꼈다”,

“PPT제작과발표자가분리되어서그런지준비과정이매끄럽지못했다”.

마지막으로 ‘4)제언할 점’으로는 설문지 작성에 참여한 학습자 중 8명 정도

가과제수행과관련하여개선방안을제언하였는데, ‘동등한역할분배’, ‘스페

인어대화비중확대’, ‘여행일정스페인어로발표’, ‘참여시동일점수부여되

는현재평가방식유지’, ‘발표시간사전제한’과같은답변을찾아볼수있었다.

따라서학습자평가설문지분석결과, 학습자의의사소통적요구인 ‘스페인

여행이나연수’라는주제에기반한최종과제인 ‘스페인대학으로의가상교환

학생생활에서의발표및 1박 2일의도시여행발표하기’의수행은참여한학생

들로 하여금 흥미로운 주제 선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수있었으며, 이로써 ELE 교육커리큘럼은학습자요구조사에서시작

되어야한다는이론적주장을재확인할수있었다. 또한사용과학습이동시에

이뤄지는 교육 방안 설계로 인해 목표 언어 학습에 있어 사용-학습이 동시에

이뤄져야효과적임을주장한행위중심접근법의가치도인정할수있었다. 언

어·문화통합을추구하는과제의특성상목표문화인스페인문화에대한정

보뿐만아니라여행과학업이라는두가지행위주제의축안에서실제적인의

사소통을통한문화교육의목표가실현될수있는가능성도확인하였다. 또한

그룹활동중심의과제수행형태에만족하는의견도 2건있었으나, ‘3)과제수

행과정에서힘들었던점’에서보듯이그룹과제는역할배분이나협동과정에

서의어려움을겪게만들기도했기때문에효율적인그룹과제수행을위한보

다구체적인지침이세워져야함을알수있었다. 또한목표문화와매우떨어

진한국에서의과제수행과정에서실제일상생활에필요한문화적정보가불

충분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본 교육 방안이 ‘중급스페인어1’

이라는과목의원래교육과정외에별도로진행되었기때문에과제의양이학

습자들에게부담이될수도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학습자의과제수행평가를넘어서교육방안실행과정전반을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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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주목해야할것은여행일정을따라제시되는상황속에서스페인의다양한

일상문화가자연스럽게소개되며목표언어의사회문화적측면을다룰수있

었다는것이다. 학생들은인터넷을통해다양한시청각자료를확보하였고, 학

습자의 발표 준비와 교수자의 피드백 과정에서 스페인 사회의 특징적인 문화

항목(referentes culturales), 즉, 지리와역사같은일반적인국가정보뿐아니

라문화예술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식문화와여가활동, 쇼핑과여행,

사람간의 관계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식 및 행위(saberes y comportamientos

socioculturales)에대한정보가자연스럽게제시되면서스페인어권문화및모

문화인한국문화와의유사점과차이점에대한비교가이뤄질수있었다.6) ‘한

국과스페인의음식문화비교(예: 빠에야 vs볶음밥, 상그리아 vs담금주)’나 ‘광

장을둘러싼문화적기억과의의(예: 2002년월드컵시청앞광장 vs 스페인의

광장문화)’, ‘교통의중심지인세비야를고려한역에서의대화’와같은사례를

통해 실제적인 문화 정보와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더해져 몰입

(inmersión) 환경이 아님에도 상호문화적인 의식이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본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페인어 학습자이자 사용자로서 ‘스페인 대학

으로의가상교환학생생활및가상여행’이라는최종과제수행을통해문법이

나어휘와같은언어적지식을구체적인실생활의맥락속에서의사소통행위

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목표 언어 및 목표

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학습자의의사소통능력을발달하고자한본교

육 방안은 기존 ‘중급스페인어1’의 교육과정 교재인 『중급 스페인어 Español

intermedio』가 다루고있는학습내용, 특히문법및어휘와같은언어적내용을

고려하며병행해야하는만큼, 교수자가학생그룹의과제준비와발표후수업

6) 여기에서 ‘문화 항목’ 및 ‘사회문화적 지식 및 행위’에 대한 항목은 인스띠뚜또 세르
반테스가MCER의기준에맞춰 ELE 교육과정에서참고할수있도록출판한 『인스
띠뚜또 세르반테스의 커리큘럼 플랜. 스페인어를 위한 참조 레벨 Plan curricular del
Instituto Cervantes. Niveles de referencia para el español』(2006)에서제시한사회문화적항
목표를기반으로제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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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를연계할수있도록강의를구성하여야했다.

또한 본 교육 방안의 설계 및 수행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항은 대상 강

의수강생들이과제의수행을동일한 ‘중급스페인어1’ 타 강의를듣는학생들

에비해과중한부담으로느끼지않아야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과제의수행

이기존의교과과정이외의(extracurricular) 부가활동인만큼학습자들의요

구에따라과제난이도를유연하게조절할필요가생겼다. MCER또한절대적

인교수법을제시하여이를따르길요구하기보다는실제의교육환경(contexto

de enseñanza)에맞게적절한학습목표와방법론을선택하기를권장하고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행위중심 접근법에 기반하여 언어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ELE 교

육방안을설계하고시행하는과정을제시하고이를평가하였다. 실제대학강

의인 ‘중급스페인어1’을 연구대상으로하여목표언어와사용에대한학습자

의의사소통적요구를설문지조사법을통해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학

습중인스페인어를실제일상생활의맥락속에서직접사용할수있는주제와

최종과제를선정하였다. 이를위한하부과제로서학생들의그룹별과제준비

및발표과정이단계별로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스페인에서의연수및여행’

이라는주제와 ‘스페인대학으로의가상교환학생생활에서의발표및 1박2일

의도시여행발표하기’라는최종과제의수행과정이소개되었으며, 학습자의

자가평가결과분석에이어종합적인평가를완료하였다.

이를통해학습자들은자연스럽게목표문화인스페인에서경험할수있는

일상생활의구체적이고실제적인상황하에서학습중인스페인어의언어적지

식을활용하여실제로의사소통행위를하였음을확인하였다. 그결과, 학습자

들은 ‘스페인어 학습, 스페인과 문화의 이해, 스페인어권 국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 그룹동료들과협력하는학습전략, 스페인여행혹은연수에대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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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체화’라는항목과관련하여과제수행이유용했던것으로긍정적인평가

를하였다. 결과적으로본교육방안을통해학습자들은목표문화에대한지식

을 의사소통 활동과 연관지어 사용하였으며, “목표 문화 화자들의 일상생활,

가치, 의미체계를접해목표언어의사회문화적측면을학습할” 수있었다. 또

한 목표 문화와 자신의 모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써상호문화적능력을키워나갈수있었다는점에서본논문의이론적토대를

제시한송예림(2015b)이설정한 ELE교육과정에서의언어·문화통합교육

을위한교수·학습목표를일정부분달성하였음을확인하였다.

한국대학의 ELE 교육에있어언어와문화의자연스러운통합을바탕으로

한올바른문화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는있었지만, 지금까지이러한이론적

연구를교육현장에구체적으로적용한실천사례연구가없었다는점에서본

논문이한국 ELE 교육학에기여할수있는바를찾아볼수있다. 의사소통과

제수행을통해행위를통한목표언어사용을촉진하는교육방안을설계하고

시행한것은 ELE교육학에서필요로하는이론적논의의실제교육현장적용

의한사례가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본교육방안이차후연구대상강의이외의다른 ELE 교육현장전

반에도입될수있으려면, 개별적인학습자요구분석에기반한행위적과제수

행을 바탕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기 위한 ‘교수자 연수(formación del

profesorado)’가 필수적일것이다. 본교육방안은학습자중심교육을지향하

고있지만, 교수자또한연구자이자설계자로서기존의강의주도권을내려놓

고한걸음뒤로물러나학습자의과제수행과정을조정및보조하는조력자로

서의복잡하고도다양한역할(un amplio abanico de funciones)(Estaire 2009,

115)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에 의해 실제 교육 내용이 구체화되

는본교육방안의특성상그내용이언어학습이라는본래의목표를달성하고

유의미한학습과정이되도록끊임없이노력해야하는것이교수자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교재 혹은 교과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교재 개발

단계에 있어서도 행위중심 접근법을 고려한 교수·학습 활동이 설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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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현재한국대학스페인어교재의상당수가교재레벨및교재구성

의 이론적 배경으로 MCER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참조기준이 외국어 교

수·학습의 이론적 틀로 제시하고 있는 행위중심 접근법을 실제 강의 프로

그램안에도입하는것은대학의 ELE 교육커리큘럼발전에도움이될수있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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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ctic Proposal for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a University
Spanish Class according to anAction-
OrientedApproach

Yerim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g, Yerim(2016), “A Didactic Proposal for the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a University Spanish Class according to an Action-Oriented
Approac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1-27.

Abstract The natural integration of linguistic and cultural element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the development of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As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alizing
this task in teaching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this study uses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2002) and its action-oriented
approach. This study will present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didactic proposal for integrating language and culture in a Spanish class in a
Korean university. On the basis of the needs analysis results of the learners about
the target language learning and use, the final task and subject are identified,
and the procedure is determined by selection of the subtasks in each step. This
study will specify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tasksmade by four student
groups, and analyze the evaluation of learners on the task performance. Finally,
this study will evaluat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is didactic proposal in
relation to the goal of “Spanish education based on language and culture
integration”.

Key words action-oriented approach,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didactic proposal, culture education, teaching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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