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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성을 염두에 두
고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상호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문화교육에서 교사는 교수 내용을 선별 및 전달하고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특히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현
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지점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
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문화
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상대화
시키고 타 문화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적절한
교수 전략이 지식, 태도, 실행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체제 접근 모델을 도입하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을 위한 교수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수 전략의 실제적인 양상을 지식, 인식,
실행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문화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을 교
수하는 한편, 교수 내용의 차원을 내용적 지식에서 절차적 지식까지 확장하는 양
상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은 결과 중심적이
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교수 내용의 범위가 절차적 지식
의 차원까지 확장되지 못해 학습자가 문화 일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
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문화 간 인식의 촉진 측면에서 교사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며
수업을 진행하거나, 상호문화적 태도에 대해 교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문
화 간의 비교가 단편적일 경우 오히려 고정관념이 고착화되거나 문화권의 특성으
로 설명될 수 없는 개개인의 특성이 외면되기도 하였으며, 상호문화적 태도에 대
한 교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일 경우 교수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실행의 추구 측면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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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짓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특수한 맥락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제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한
된 환경 속에서 해석 및 관계 짓기가 간소화되거나,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맥락
이 소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상호문화적 실행을 위한 기술을 연마하기 어려웠다.
이상의 양상이 시사하는 바를 바탕으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을 설계하였다. 이때 교수 전략의 목표는 각각 지식, 태도, 실행 측면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인 문화 지식 습득 촉진,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인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해, 타문화에 대한 해석과 상호작용의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순서화와 군집화, 상호문화적 의
사소통 능력 함양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인식 촉진,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촉진
을 위한 학습자 참여,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상호문화적 실행
으로 전이되는 훈련의 설계라는 교수 전략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체제적 관
점에 기반을 두고 사전 교수 활동, 내용 요소 제시, 학습자 참여, 평가, 후속 활
동을 구체화한 것이며, 상호문화교육의 절차인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교수 전략의 방법으로는 문화 교수 내용의 분류와 가공,
동기 및 인식을 활성화하는 발문과 의사소통, 상호문화적 토의 및 협동 학습, 문
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심화하는 보조 자료 및 과제, 상호문화적 실행을 유도하는
시뮬레이션과 역할극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을 바탕으로 교수 전략을 고안하여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체제 접근 모델을 도입하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교수 전략이 체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는 점, 궁극적으로 체계적이고 평준화된 상호문화교육으로 나
아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수 전략을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상호문화교육, 교사 교육, 상호문화적 능력, 상호문화적 의
사소통 능력, 교수 전략, 체제 접근 모델, 지식, 태도, 인식, 실행, 기술

학번: 2012-2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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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성을 염두에 두
고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신장
시키기 위해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고안하고자 한다.
언어교육 연구자 및 언어 교사들은 ‘언어 능력의 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목표 하
에 언어 교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에서 중심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 접근법은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인데, 이 접근
법에서는 언어의 일차적인 기능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라고 본다. 때문에 의
사소통 중심 접근법에서 언어 능력의 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
력의 모든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화용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
로 구체화된다.1) 이러한 목표를 통해 증진시키고자 하는 언어 능력은 목표 언어
에 대한 형식적 체계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득할 때 진정으로 함양된다. 이에 대해서는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사회 언
어적 측면에 주목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포함시켰다. 의사소통 능력에 사회 언어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2) 이러한 논의 하에 의사소통 중
심 접근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그동안 도외시되어 온 ‘언어 사용 능력’을 중심에 두
1) H. Douglas Brown, Teaching by principles, Longman, 2008, 권오량‧김영숙 역, 『원리
에 의한 교수』,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0, 14~54쪽 참조.
2) M. Canale & M. Swain,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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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지만, 학습자가 낯
선 문화와의 만남에서 상호문화적 상호행위(interkulturelle Interaktion)를 자율적
으로 실현하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3) 다시 말해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언어의 기능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낯선 문화에 맞
닥뜨린 학습자가 적합한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추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
는 능력, 즉 상호문화적 능력을 키우는 데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호
문화적 능력은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호문화적 능력이 필요한 이유로는 먼저 대다수의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고 충돌하는 교실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빚어지는 특수한 상황은 다시 두 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 교실에서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학습·
습득의 대상인 목표 문화가 부딪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는 학습자의 목
표 언어와 다르므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브라운(Brown)은 언어는 문
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언어든 문화든 그 중요성을
잃지 않으면서 둘을 떼어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4), 그렇다면 한국어가 아닌 언
어가 모국어인 학습자의 모국 문화는 자연히 여러 측면에서 학습자의 목표 문화
와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 문화와 다른 문화의
지식, 태도, 실행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인지적·정서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러
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습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는 목표 문화가 문화적 배경인 원어민 교사5), 각기
다른 모국 문화를 지니고 있는 동료 학습자들, 새로운 교육 환경 등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모국 문화의 익숙한 교육 현장에서 겪을
수 없었던 특수한 인지적·정서적 상황을 야기한다.6) 학습자는 이러한 특수한 상
3) 권오현,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외국어교육」, 『독어교육』 14, 1996, 5~6
쪽 참고.
4)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007, 이흥수 외 역, 『외
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0~228쪽 참조.
5) 교사가 한국어 원어민이 아닐 경우 교사와 학습자의 모국 문화가 서로 일치할 수도 있
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과 같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한국인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학
습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교사의 모국 문화는 서로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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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맥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와 마주하게 된
다. 이때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능력의 신장을 통해 교실 맥락 속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타인과 타문화를 올바로 대하기 위한 지식·태도·기술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밖으로 나서서 실제로 한국 사
회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는 문화는 결국 삶의 방식이며, 학습자는 서로 다
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는 타인들과 상호 소통하며 타문화인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곧 문화라는 통합적인 관점 하에 언어교육이 곧
삶의 방식(way of life)인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김대행의 논의는 이
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7) 교실 밖은 학습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며, 여기서 학습자는 교
실에서 익혔던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낯선 문화
속에서 타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습자에게 있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
유될 수 있는 지점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상호문화적
능력이 필요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실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맥락 속에서
소통해야 하고, 교실 밖에서는 낯선 문화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호문화적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상호문화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는 아직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다양한 문화 간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낯선 문
화와의 부딪힘이 곧바로 상호문화적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학습자, 교수 학습 내용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
치가 필요한데, 이중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교사
6) 더 나아가 산물·행위·사고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화 간 차이는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정체성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문화가
지닌 속성 때문으로, 문화 교수 학습이 고유한 내용과 방법을 지녀야 하는 근거가 되기
도 한다.
7) 김대행, 「언어 교육과 문화 인식」,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1호, 200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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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 상황
을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상호문
화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문
화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한국어 교실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학습 또는 습득의 기회로 삼아 상호문화적 능력 함양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교사 교육이다.
전통적으로 교사 교육 분야에서 좋은 수업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로 교
사의 바람직한 성품, 성격, 태도, 적성, 능력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자
질이나 심리적 특성이 교사의 실제 수업 행동과 상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
면서 수업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교사의 수업 행동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
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 교사의 자질보다는 교
사가 설계하고 실행하는 수업 계획 및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나가려 한다.
현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상호
문화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해보고, 각 상
황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고안하려고 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 문화 교실의 장에서 교사가 수
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
한 적절한 교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의 방향을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교육 연구와 한국어 교사 연구, 한국어
교수 전략 연구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8) 권혁일, 「교수 전략에 대한 초등 교사와 예비 초등 교사의 인식」, 『초등교육연구』
25-1, 2012,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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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교육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주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상당
수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수진
(2009)9)의 논의는 정의적 영역에서 문화교육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문화 교수 전략 설계에 있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도 고
려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면서 상호문화적 접근의 특성을 드러낸
다. 김수은(2010)10)이나 전홍(2012)11) 등의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국어 문화 수업의 실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전홍의 논의는 교사의 발문이 학습
자의 상호작용과 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면서 교사가 활용하
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오지혜(2013)12)의 논의에서는 보다 기
본적인 측면에서 문화교육이 목표로 설정해야 할 ‘문화 능력’의 개념을 문화 이해
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의 네 가지 하위 능력의 통합 능력으
로 재개념화하였고, 실제로 활용되는 한국어 문화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
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문화 능력에 대한 정밀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교육의 현황을 짚어보았으나, 실제적인 교육 내용의 영역 및
요소를 규정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사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
했다. 한국어 교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로는 민현식(2005)13)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사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좋은 한국어 교
사의 자질을 제시하면서 교사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하였다. 보다 세분화된 연구
9) 조수진, 「한국어교육의 간문화교육 연구-정의적 영역에서의 접근」,『한국언어문화
학』, Vol.6 No.2, 2009.
10) 김수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배양을
위한 한국어문화 수업 개발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0 No.1, 2010.
11) 전홍,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시 읽기 양상 연구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Vol.29 No.-, 2012.
12) 오지혜,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 연구 : 문화 교재 분석
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Vol.10 No.1, 2013.
13) 민현식, 「한국어 교사론 - 21세기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 『한국어교육』 16
권 1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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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행되었다. 고경숙(2008)14)에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관점에서 한국어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목록화하였고, 양민애(2008)15)·원미진(2009
)16)·김정은(2009)17)에서는 이문화(異文化) 개념을 차용하여 교사 교육의 지향
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문화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연구들을 수행한 사
례이다. 강승혜(2010)18)에서는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을 목록화했으며, 김선
정(2010)19)에서는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재의 개발 현황 및 개발 방향을, 박지
순·최진희(2010)20)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 재교육 프로그
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시온(2011)21)에서는 221명의 한국어 교사 및
예비교사의 문화지능 수준을 측정하여 한국어 교사의 문화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 문화 교수 전략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수 전략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전략 연구에 비해 한국어 교수 전략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었다. 이영숙(2004)22)은 교실 환경 요인을 찾고 다
변화시키는 주요 역할자는 교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와 학습자가 교실
운영의 협력자여야 한다는 논지 하에 교실 환경 요인과 교사 학습자 상호 협력을
통한 교실 운영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논의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과
14) 고경숙, 「문화간 의사소통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사의 역할」,『언어와 문화』, Vol.4
No.3, 2008.
15) 양민애,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 제
38호, 2008.
16) 원미진, 「한국어 교사의 이문화간 소통능력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어
교육』 20권 2호, 2009.
17) 김정은, 「한국어교사의 이문화능력과 교사를 위한 이문화교육 방안」, 『언어와 문
화』, Vol.5 No.3, 2009.
18) 강승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 교육』,
Vol.21 No.1, 2010.
19) 김선정,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재의 개발 현황 및 개발 방향」, 『교육문화연구』,
Vol.16 No.1, 2010.
20) 박지순·최진희,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
어 교육』 21권 3호, 2010.
21) 성시온, 「한국어 교사의 문화지능 조사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Vol.28 No.-,
2011.
22) 이영숙, 「교실 환경 요인과 교사 학습자 상호 협력을 통한 교실 운영 전략」,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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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실 운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남명애·김영주(2011)23)는 학습자들이 교사들의 동기 전
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동기, 학업 성취도와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교사의 교수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논의의 초점이 교사의 교수 전략 설계보다는 교사의 교수 전략
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서진숙(2012)24)은 한국어 교사의
자질 중 하나로 학습자와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전제하에 학생 상담 카드 내용의 분석과 교사 인식 조
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기관 내 상담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상담은 한국어 교실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며, 특히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화교육에서는 교수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영숙과 남명애·김영주, 서진숙 등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언어교육의 경향을 강조하
면서 이에 맞는 교수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문화 간 의사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각 학습자의 모국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호문
화가 형성되는 문화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알맞은 교수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축문영(2012)25)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사의 모어
사용 교수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수
전략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과 교사 교육 및
교수 전략의 필요성은 각각 상당히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호문화교육에서 교사
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호문화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고안해내는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한국어교육의 목표가 학습자
로 하여금 숙련된 언어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23) 남명애·김영주, 「교사의 동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87, 2011.
24) 서진숙, 「한국어 교육기관의 상담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23-3,
2012.
25) 축문영,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교사의 학습자 모어 사용 전략 연구: 중국에서의 한
국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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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교수 전략을
비롯해 상호문화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장치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위한 교수 전략을 설계하고
자 하는 바, 먼저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상호문화교육에서 증진
시키고자 하는 능력인 상호문화적 능력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하였
다. 다음으로는 교수 전략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호문화교육의 특
성에 의거하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전제
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의의 또한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후 실제로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교수 전략의 양상을 관찰하여 지식 함양, 태도 형성, 기술 습득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목표
와 단계, 방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가 존재하는 국내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교수 학습하는 한국인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의 모국 문화와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목표 문화는 일치하게 된다. 이는 국내 한국어교육 현장의 경우 대개 한국인 원
어민 교사가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외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모국 문화를 교수하는 동안 특유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대상인 학습자들은
단기 연수나 체험 학습 등의 기회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회적으로 한
국어를 배우려는 자가 아니라 학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한
국어를 학습하는 자로 제한하였다.26)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
26) 문화적 접촉(cultural contact)의 차원에서 학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하며 한국어를 학습하는 자는 문화 간 접촉 유형으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있
음(between members of different societies)’에 해당하며, 접촉 변인에 따르면 ‘단기
(short term)~중기(medium term) 체류’, ‘학문(study) 목적’으로 분류된다. 문화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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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의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이 보다 크게
요청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27)
각 조사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8)

<조사의 내용>
예비 조사
구분

본 조사

학습자 대상

교사 대상

설문 조사

설문 조사

실험 조사

변형된 DCT

다양한
한국어

4급 이상

조사

고급 한국어

교수

한국어

대상

학습자(16명)

경험자

학습자

(74명)

(7명)

문화권의
학습자를
다대일로
교수해본
한국어 교사
(30명)

수업 관찰

다양한
문화권이
혼재된
한국어
교실의 교사
및 학습자

촉 유형과 접촉 변인에 따라 문화적 접촉을 하는 이의 속성이 달라지므로 연구 대상인
학습자의 속성을 명확히 초점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S. Bochner,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Pergamon, 1982;
C. Ward, S. Bochner, & A. Furnham,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Routledge,
2001, p. 26에서 재인용.
27) 페이지(Paige)는 문화 간 상황에 놓인 학습자가 목표 문화에 더 몰입할수록(cultural
immersion) 학습자가 겪는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타문화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증가하면서 의사소통 실패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문화 간의 접촉을 넘어 문화 간의 성공적인 상호 소통을 이루기 위한 교수 전
략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R. M. Paige, On the nature of intercultural experiences and intercultural education,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Intercultural press,
1993, pp. 1~20 참조.
28) 조사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Ⅲ장 1절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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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기간

11월

4월~8월

9월

2월~3월

3월~4월

(1)
상호문화
(1)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설계의
조사

필요성 증명

목적

(2) 한국어 교수 과정에서
문화 간의 차이로 일어나는
충돌의 유무와 정도 조사

교육이
실시되는
현장 관찰
(2) 한국어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전략의
시도

총 12개의

총 22개의

조사

문항에 대한

문항에 대한

방법

온라인

온라인

설문 조사

설문 조사

(1)
상호문화
교육에서

문화

교수 전략이

수업에서

요구되는

활용되는

상황의

교수 전략의

유형화

실제 양상

(2) 교사의

관찰

교수 전략
관찰

상호문화
교육에

총 9개

초점을

문항에

맞춘 문화

대한 서술

수업 실시

각 상황의

비고

개방형 문항

개방형 문항

총 4차시

1개 포함

2개 포함

수업 진행

발생
가능성을
5점 척도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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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준
한국어
수업(5차시)
관찰

완전한
관찰자
(complete
observer)
입장에서의
수업 관찰

각 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였다.

① 학습자/교사 대상 설문 조사: 【조사 구분_설문 항목 순번_조사 대상_조
사 대상 순번】29)
② 실험 조사: 발화의 경우 【조사 구분_수업 차시_조사 대상(_조사 대상
순번)】, 자료의 경우 【조사 구분_조사 자료 종류_조사 대상 순번】30)
③ 교사 대상 DCT: 【조사 구분_상황 순번_조사 대상 순번】31)
④ 수업 관찰: 【조사 구분_수업 차시_조사 대상(_조사 대상 순번)】32)

29) 예를 들어 2차 설문조사에서 16번째 문항에 대한 교사 10번의 기호는 【Q2_16_T_1
0】이 된다.
30) 예를 들어 문화 수업 3차시에서 학생 07의 발화는 【C_03_L_07】, 교사의 발화는
【C_03_T】이고, 학생 03의 피드백은 【C_F_03】이 된다.
31) 예를 들어 세 번째 상황에서 교사 05의 응답은【D_03_05】가 된다.
32) 예를 들어 수업 관찰 2차시에서 학생 01의 발화는 【C_02_L_01】, 교사의 발화는
【C_02_T】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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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전제
이 장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하여 우선
상호문화교육의 기본 개념 및 특성과 함께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가 무엇
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또 다른 초점인 교수 전략의 개념과 유
형을 정리한 후,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1. 한국어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교육
(1) 문화의 개념과 문화교육의 방식
상호문화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culture)와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는 매우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
므로

이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크로버와

클럭혼(Kroeber

&

Kluckhohn)이 문화의 정의를 164가지로 내린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1) 일반적
으로 문화란 인간의 의식 전반에 작용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이를 이루
고 있는 문화 요소는 '산물(products)', '행위(behaviors)', '관념(ideas)'가 통합적
으로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2) 문화교육 연구자들은 이렇게 광범위
하고 거대한 의미의 문화 개념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타당한 문화교육의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의 개념은 먼저 모런(Moran)의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3)

모런은

문화는

산물(products),

실행(practices),

관점

1) A. L. Kroeber, & C.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Papers of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 Ethnology vol. 47, 1952.
크로버와 클럭혼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문화의 개념과 정의를 다양하게 내려왔다.
이 자체로 문화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다.
2) 윤여탁, 「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 –문화연구와 교육적 실천을 위하여-」, 『국어교육연
구』 31집, 2013, 402쪽 참조.
3) P. Moran, Teaching culture –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2001, 정동빈 외 역,
『문화교육』, 경문사,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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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4)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공동체(communities)와 개인(persons)이
더해져 문화의 5차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문화의 요
소에 문화의 구성원인 공동체와 개인을 더한 형태이다. 모런에 따르면 공동체는
문화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과 환경, 특정한 사회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며, 개인은 문화나 공동체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다.5) 이렇게
문화의 요소에 문화의 구성원을 더한 이유는 문화적인 산물, 실행, 관점이 문화
의 구성원인 사람들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브로디(Brody)6)에서는 문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높이 평가되는 문명의 산물과 관련된 문화(Culture), 두 번째는 특정 집단의 사
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문화(culture), 세 번째는 인류학적 개념의 문
화다. 이 중 첫 번째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의 문화는 토말린과 스템플레스키
(Tomalin & Stempleski)7)의 문화 분류, 즉 ‘대문화(Big C)’와 ‘소문화(little c)’
분류와 궤를 같이 하며, 세 번째 측면의 문화는 앞의 두 문화를 포함한다. 대문
화가 문명에 의한 성취 문화라면 소문화는 문화 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
는 문화이므로 보다 비가시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문화에는 드러난 부분, 즉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처럼 문화에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문화인류학자 홀(Hall)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비유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 빙산(cultural iceberg) 개념에 비추어 이해
할 수 있다.8) 문화 빙산 개념에서 문화 전반은 하나의 빙산으로 비유되며, 물에
잠겨 있지 않은 빙산의 꼭대기는 문화 요소 중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바다에 잠겨 있는 나머지 부분은 관점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화 현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 가치, 신념, 태도
4) 이는 '산물(products)', '행위(behaviors)', '관념(ideas)'과 각각 대응되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5) P. Moran, 위의 책, 31~34쪽 참조.
6) J. Brody, A linguistic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In D. L. Lange & R. M. Paige(Eds.), 앞의 책, 37~51쪽
참조.
7) 토말린과 스템플레스키의 문화 분류는 B. Tomalin, & S. Stempleski, Cultural
awareness, Transaction Publishers,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8) 문화 빙산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논의는 E. T. Hall(1976)의 Beyond Cul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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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괄한다. 홀에 따르면 표면적인 행동 등은 빙산의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신념, 가치, 사고의 양식 등은 빙산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문화 빙산 개념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 요소의 존재와 비중을 드러내며, 눈에 보이지 않
는 것 또한 문화교육의 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함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빙산 개념은 물론 문화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속성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베넷(Bennett)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오래도록 널리 사용
된 문화 빙산 비유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베넷에 따르면 문화 간 의사
소통 이론의 바탕을 지니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화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도적인 산물과 행동 양식을 산출해내면서 의미와 행동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화를 바다에 떠있는 빙산에 비유하는 것
은 은연중에 문화가 실제의 사물(actual thing)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또
한 문화 빙산 개념에서 바다에 잠겨 있는 부분은 불가사의하고도 알 수 없는 것
이어서 해당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침몰’시킬 위험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문화 빙산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을 지
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문화가 의미와 행동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드
러내지 못하며, 문화를 하나의 사물로만 잘못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로는 낯선 문화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자칫 낭만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만 바
라보게 하여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빙산 개념이 암시하는
사실 중 문화에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용하되,
비가시적인 부분이 낭만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으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또한 문화
가 하나의 빙산처럼 실체가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역동적인 과정이
라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베넷은 문화가 흘러가는 강
(river)과 같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문화적 다양성을 초월적인 통합
속으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9)

9) M. J. Bennett(2013년 5월 6일), Culture is not like an iceberg,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에서 가져옴.
(http://www.idrinstitute.org/page.asp?menu1=14&post=1&page=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자체가 매우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온전하게 설
명할 수 있는 비유를 들기란 무척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의 속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비유를 찾기보다는, 문화를 논의하고자 하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비유를 차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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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홀의 또 다른 논의10)는 의사
소통이 곧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란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는
언어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실재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상 말로 이야기한
다는 것은 고도로 선택적인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일 뿐 의사소통의 모든 것이 아
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과 다른 문화 체계와 소통할 때 언어의 수준에서 전달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수준에서 소통되는 전혀 다른 의사소
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즉 말로 표현되는 것 외에 말없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존재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말보다도 말 이외의 표현
이 훨씬 웅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11) 의사소통이 곧 문화이며
문화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곧 문화가 ‘말로 표현되는 것’과 ‘말
없는 언어’ 모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홀은 이렇듯 문화를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의사소통 체계에 비추어 문
화의 구성 요소를 개별체(set), 고립요소(isolate), 양식(pattern)으로 분류하였
다.12) 개별체는 문화에서 가장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존재의 양상으로, 몇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합쳐져 이룬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제일 먼저 새로운 문화의 개별체를 지각하게 되는데, 이것만
으로 새로운 문화를 습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양식은 이러한 개별체에 의미
를 부여하는 조직적 구도이자 문화에 내재하는 규칙으로, 개별체는 양식에 의해
배열되면서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고립요소는 추상적이며 지각하기 어려우
나, 개별체나 양식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개별체로부터 양식으로의 이행을 가능하
게 하고 양식들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주요 수단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으로서의
문화를 교수하거나 학습할 때 그 목표는 문화를 구성하는 개별체와 양식, 고립요
10) 이후 홀의 논의는 E. Hall, Silent Language, The Palmer & Dodge Agency, 1959, 최
효선 역, 『침묵의 언어』, 한길사, 2013을 참조하였음.
11) 홀은 인간의 활동에는 ‘기본 의사전달체계’(Primary Message Systems: PMS)로 명명
되는 10가지 독립적인 활동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PMS인 상호작용만이 언어를 포함
하고 나머지는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PMS는 치밀하게 얽혀 있는 문
화의 기원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체계이므로, 열 가지 PMS 중 하나의 PMS에만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문화에서 ‘말없는 언어’가 차지하는 위상을 유추할 수 있게 한
다.
E. Hall, 위의 책, 62~84쪽 참조.
12) 홀은 이를 메시지의 구성 요소에 비추어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개별체는 ‘단어’와 같
은 것이고, 고립요소는 ‘음성’과 같은 것이며, 양식은 ‘문법’이나 ‘통사법’과 같은 것이다.

- 15 -

소 모두를 지각하거나 습득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힌 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대개 산
물, 행위, 관념으로 구성되며, 문화의 구성원인 개인 및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둘째, 문화는 마치 빙산과 같이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으
로 구성된다. 다만 문화는 빙산과 같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와
행동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며,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불가사의하고 이질
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문화는 의사소통이며 언어적으로 표현
되기도 하나 비언어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넷째, 문화가 의사소통이라는 관점
하에 문화를 개별체, 고립요소,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둔 채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식을 몇 가지 방향으
로

분류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13)

먼저

문화

요소(cultural

component) 중심의 문화교육, 즉 문화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문화
는 지식으로 습득해야 할 인지적 학습 대상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되
어야 할 정의적, 태도적, 경험적 학습 대상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
로 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
는 한국 문화교육을 한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활용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교육에 중심을 두고 통합적인 교수 학습을 지향하는 방식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
의 통합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와 더불어 언어교육을 실천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이 있
다. 이는 문화를 교수 학습에 활용하기보다는 목표 언어의 (사회)문화에 대한 교
육을 통해서 외국어교육이나 제2 언어교육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문
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 문화교육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목표는 문화 간 차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 또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습
득 및 창조 등이 된다. 이는 문화 간 상호 이해와 문화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관점 및 문화를 소통(communication)으로 보는 문화론과 관련이 있으며, 문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본 연구의 지향은 문화교육의 세 번째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
13) 이하 제시된 문화교육의 방식은 윤여탁,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문화교육의
벼리[綱]』, 태학사, 2013, 147~159쪽에 제시된 문화교육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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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교육 방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지혜의 논의 또한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교육의 목표인 문화 능력의 하위 범주를 각각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활동을 교재를 통해 분석하였다. 문화 교재에 드러난 활동
은 문화 능력의 각 하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네 가지 활동, 즉 문화 기술 언어
활동, 문화 해석 언어 활동, 문화 반응 언어 활동, 문화 참여 언어 활동으로 분류
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어 문화 교재에는 주로 문화 이해력을 위한 언어 활동의
비중이 컸으며 문화 비판력과 문화 적응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적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4) 이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방식이 주로 한국 문화 지식을 습득
하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데 머무르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판
단·가치화의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문화를 의사소통으로 보는 관점 하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한국
어 교실 맥락에서 학습자가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식·태도·기술을 전반적으로 길
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 이해뿐 아니라 문화 비판과 적응, 더 나아가 적
용까지 도모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상호문
화교육은 보다 광범위한 범주로서의 문화교육에 속해있는 하나의 하위 범주로 설
정되었다.

(2)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특성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항에서는 상호문화성
(interculturality)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적 관점을 취하는 교육, 또는 상호문화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문화성과 상호문화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상호문화교육의 지향과 내용을 알 수 있다.
상호문화성은 상이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 문화 간
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문화 간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을 창출하는 것을 강조한
14) 오지혜,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 연구: 문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0-1, 2013, 75~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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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의 속성은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상호문화성의 개념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 보호 및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에서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상호문화성”이란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
호작용 그리고 공유된 문화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15)

이러한 상호문화성의 개념은 다양한 맥락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대두되
는 자·타문화 이해 및 공생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상호문화적인 교
수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양한 문화 간에 열려진 대화와
결합이 보편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로 귀결된다.16) 이에 따라 상
호문화적 관점에 근거한 교육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며 모든 문화를
평등하게 이해하고,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화적 정
체성도 새롭게 확립하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평
화로운 공동체를 확립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17)
허영식에 의하면 상호문화주의18)에서는 타자와 자신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
을 넘어 경계와 접촉의 서로 겹치는 부분, 상호의존, 상호침투에 관심을 기울인
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culturality” refers to the existence and equitable interaction of diverse cultures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shared cultural expressions through dialogue and
mutual respect.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31038&URL_DO=DO_TOPIC&URL_SECTI
ON=201.html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8&page=1&SearchItem=&s
earchStr=&Gubun=&Cate=에서 가져옴.
16) 박인철, 「상호문화성과 윤리 ― 후설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 제103집, 2010,
134쪽.
17)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교육과학사, 2014, 234쪽, ‘상호문
화적 관점(intercultural perspective)’ 항목 참조.
18) interculture은 문화의 간성(間性, interity)에 주목한 개념으로 ‘상호문화’ 혹은 ‘간문화’
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허영식(2010)에서는 ‘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상호문화’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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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또한 김순임은 두 개의 다른 문화가 만나 관계를 형성할 때 고유문화
(Eigenkultur)와

이방문화(Fremdkultur)

그리고

문화중첩상황(kulturelle

Überschneidungssituation)이 나타나고, 이로부터 상호문화(das Interkulturelle)
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20)
<상호문화의 형성 과정 (김순임 2005)>
남의 것

자기 것

고유 문화

문화
중첩
상황

이방 문화

상호 문화

문화 중첩 상황의 활동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이문화적 행위나 행동양식은 상
호작용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상호문화는 상호행위적이다.21) 또한 상호문화는 역
동적이고 상대적이다. 어떤 문화 간에 중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상호 문화의 내
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구분된다. 다문
화주의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반 동화주의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처음 쓰인 것
으로 보이며, 이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었다. 다문화주
의는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이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복수주의(pluralism)를 문화
적 차이의 인정에 맞추어 수정해 만든 것으로,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정치적으
로 인정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먼저
19)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강현출판사, 2010, 42쪽.
20) 김순임,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29집,
2005, 102-103쪽.
21) 김순임, 앞의 논문, 2005,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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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나다 프랑스어권인 퀘벡 주가 캐나다 영어권의 다문화주의에 맞서 내놓은
이론으로, 개인적인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국가나 지역의 지배적인 문화를 공통분
모로 권장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상호문화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캐나다의 상호문화주의와는 달리 계몽주의 철학을 충실히 따
르고 보편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호
문화주의의 핵심은 ‘상호작용’에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타인을 그의 문화
나 소속으로가 아니라 타인 그 자체로 본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22) 특히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인
이나 서술 차원에 그치고 다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강조하고 있
다는 데 반해,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행동의 차원에 비
중을 두고 있고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들 간의 만남(rencontre)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조류가 차이를 보인다.23) 본고에서 초점화하
고자 하는 한국어 문화 교실은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되어 필연적인 충돌을 불러
일으킨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적절한
지식·태도·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개념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상호문화주의에서 파생된 상호
문화교육이라고 하겠다.
압달라-프렛세이(Abdallah-Pretceille)에 의하면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는 보편
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늘 불안정한 균형을 전제로 한다. 상호문
화주의의 목적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것
인데, 이는 다시 말해 타인을 특수한 존재이면서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이란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되 타인의 문화보다도
타인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24)

22)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112~122쪽.
23)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
육』 제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116~118쪽 참조.
24) M.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9, 장한업 옮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
안』, 한울아카데미, 2010, 74~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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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호문화성과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상호문화교육
은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 주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의
편견을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시
각을 가지게 하며, 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5) 이를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 교실의 맥락에 적용해본다
면,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이란 ‘문화 간 상황에 놓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접하게 되는 한국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의 편견을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하
며, 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또한 새롭게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타인을
특수한 존재이면서도 보편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상호문화교
육은 일화적인 것, 문화적 특성의 잡동사니, 축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
다.26) 상호문화교육이란 문화와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문화의 개념과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을 미루어볼 때 한국어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은 유의미하다. 이미 자문화 속에 스며
든 모어를 구사하는 학습자가 타문화인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로 소
통을 시도할 때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의 대상이 되는 한국문화
뿐 아니라 소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 자문화 및 타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원활한 소통을 위한 문화능력 형성을 위해서는
타문화를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본인의 가치나 의견에 대한 이해가 타문화의 대
상·방법·이유를 알아가는 경험과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이 기
25) O. Meunier, APPROCHES INTERCULTURELLES EN ÉDUCATION - Étude
comparative internationale,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pédagogique, 2007, 장한업,
위의 책, 137~138쪽에서 재인용. 장한업 또한 뫼니에(meunier)의 정의가 상호문화교육
의 대상, 내용, 방법, 목표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정의를 가장 선호
한다고 밝혔다.
26) J. Gabry, Les racines intérieures, in L’école métisse. Vers une pédagogie
interculturelle?, Cahiers Pédagogiques, C.R.A.P., N°232, 28, J. Kerzil & G.
Vinsonneau, L'interculturel: Principes et réalités à l'école, SIDES, 2004,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교육과학사, 2013, 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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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념 등의 독립적인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과 함
께 두 개 이상의 문화 사이에서 의사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상호문화
적 능력'이다.27)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기르려는 목표로 운영되는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는 낯선 문화인 한국 문화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기 인식 속에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타문화 구성원들과 능동적으로 의사소
통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인 상호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은 다른 문
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상
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8)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스피츠버그와 챙넌(Spitzberg & Changnon)은 지금까지 이
루어진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상호문화적 능력
과 연관된 개념과 요소를 동기, 지식, 특정 행동을 활용할 수 있는 고차 기술, 거
시적 수준의 기술/역량, 배려·평정심·협동·표현·맥락적인 능력·결과·맥락 등과 관
련된 기술이라는 분류 하에 목록화하였다.29) 스피츠버그와 챙넌이 제시한 분류에
서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상호문화적 능력은 대인 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과 따로 떼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능력은 상
호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 또한 연관되거나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에 스피츠버그와 챙넌도 세 가지 능력의 구성 요소를 함께 살폈다. 둘째, 상호문
화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동기, 지식 다양한 수준의 기술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
27) 조수진, 「한국어교육의 간문화교육 연구-정의적 영역에서의 접근」, 『한국언어문화
학』 제6권 제2호, 2009, 197쪽.
이 논의에서도 ‘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편의상 이를 ‘상호문화’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4, ‘상호 문화
적 능력’ 항목 참조.
29) B. Spitzberg, & G. Changnon, Conceptualizing Intercultural Competence, pp. 2~52,
In D. K. Deardorff (Ed.),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SAGE
Publications, In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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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밝힌 개별적인 논의 중 하나로 세르큐(Sercu)
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30)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Sercu 2005)>
지식

기술/행동

태도/특성

(knowledge)

(skills/behaviour)

(attitudes/traits)

- 해석하고 관련짓는 능
- 문화적으로 특정한/일
반적인 지식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
- 상호작용에

대한

지

식: 개인적/사회적
- 문화가 언어와 의사소
통에

미치는

관한 이해

영향에

력

- 자신을 상대화하고 타

- 밝혀내고(밝혀내거나)
소통하는 능력

- 상호문화적 능력을 배

-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고

실제

인을 가치화하는 태도

의사소통과

우는 것에 대한 긍정
적 성향

상호작용의 제약 하에 -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지식, 태도, 기술을 운

에 대한 고려를 바탕

용하는 능력

으로 한 비판적 적용

-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으로 특징지어지는 일
반적 성향

인지적 전략

스피츠버그와 챙넌의 분류와 비교해볼 때 세르큐의 논의에서는 ‘동기’가 ‘태도’
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기술이 ‘능력’이나 ‘전략’의 형태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호문화적 능력이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스피츠버그와 챙넌이 제시한 분류
의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문
화성은 활발한 상호작용과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
30) L. Sercu et al.,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Multilingual Matters, 2005, 3쪽의 표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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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모두 요구한다. 때문에 상호문화적 능력은 타문화와의 접촉 상황이 낯
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역량을
말하게 되며, 타인의 행동과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방식으
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31)
그런데 상호문화교육과 언어교육이 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호문화교육
이 반드시 언어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호문화교육의 범주에는
언어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와 같이 언어교육에서의 상호문화교육에 대해 논할 때는 교육의 목표를 보다
초점화할 수 있다. 언어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므로, 상
호문화교육 목표로서의 상호문화적 능력은 언어교육에서의 상호문화교육에서 상
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으로 재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데,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은 홀이 ‘문화는 곧 의사소통’이라는 관점 하에 처음 사용한 개념이
다.3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측면을 포함하며, 다양한 수준의
의미 전달을 포함하기 때문에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문화적 능력은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상호문화적 능력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논한 세르큐의 논의는 바이럼(Byram)의 논의와 상당히 많은 접점을 지니
고 있다. 바이럼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지식(knowledge),
해석 및 관련짓기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발견 및 상호작용 기
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태도(attitude), 비판적 문화 인식
(critical cultural awareness)을 제시하고 각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목표

31)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앞의 책,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 항목 참
조.
본고와 달리 이 책에서는 ‘competence’의 번역어로 ‘역량’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실
제로 ‘ability’는 ‘능력’, ‘competence’는 ‘역량’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능력’이라는 번역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 ‘intercultural
competence’를 ‘상호문화적 능력’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32) E. Hall, Silent Language, The Palmer & Dodge Agenc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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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였다. 바이럼이 제시한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33)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모델(Byram 1997)>
해석 및 관련짓기 기술
(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다른 문화
의 자료나 사건을 해석하
고 이를 자신의 문화의
자료나 사건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능력, 조정 기
술을 포함함

지식(knowledge): 구
체적인 문화에 대한 지식
이라기보다는 자신과 타
인의 사회 집단과 정체성
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식

비판적
문화
인식
(critical
cultural
awareness): 분명한 기
준, 관점, 실행, 산물을
바탕으로 자문화와 타문
화 및 다른 나라에 대해
비판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태도(attitude): 호기심
있고 개방적인 태도, 타
문화에 대한 불신과 자문
화에 대한 신뢰를 유예할
수 있는 태도, 자신의 가
치, 신념, 행동을 상대화
할 수 있고 자신의 문화
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이 외부인의 관점에
서는 어떻게 비쳐질지 볼
수 있는 능력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문화와 문
화적 실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의사소통
과 상호작용에서 지식,
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바이럼 외(Byram et al.)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5가지 하위 구성능력,
즉 문화 지식(connaissance), 문화 적응력(savoir être), 문화 이해력(savoir
comprendre), 문화 학습 및 적용력(savoir apprendre/faire), 문화 비판력(savoir
33)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1997과 A. Müller-Hartmann, & M. Schocker- von Ditfurth,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Klett, 2006을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 25 -

s'engager)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 다섯 가지 구성 능력은 위에서 밝힌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와 각각 대응된다.34)
한편 호프스테드(Hofstede)는 문화를 권력거리의 크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여성성과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의 강도, 유교적 역동성의 다섯 차원으로 나눈
후,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지식, 기술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35) 클로프(Klopf) 또한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36), 행위적 능력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밝혔고, 도예(Doyé)도 상호문
화적 의사소통 교육의 목표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지식 획득 및 이해, 평가적 측
면에서의 편견 없는 태도, 실행적 측면에서의 문화적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37)
위 논의들의 핵심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가 대체로 지식 습득, 태도 형성, 기
술을 통한 실행의 세 가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도달하는 방법은 인지 또는
인식, 가치 판단과 평가, 지식과 태도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38)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이 도
달해야 할 목표가 지식, 태도, 실천에 있다고 보고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
략을 고안하고자 한다.

34) M. Byram, B. Gribkova, & H. Starkey, Developing the Intercultural Dimension in
Language Teaching: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ers, 2002; 오지혜, 앞의 논문,
76~78쪽에서 재인용.
35) G. Hofstede,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s,
1991,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36) 여기에서의 정의적 능력은 고정 관념, 편견, 태도 등과 관련된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4,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항목과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1997, 43-44쪽 참조.
38) 본 연구에서는 상주로 세르큐와 바이럼의 논의를 참조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지
식 습득, 태도 형성, 기술을 통한 실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바이럼이 상호문화적 의사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인식’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로 전면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인식’과 ‘태도’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
이다. 세르큐가 제시한 구성 요소 중 ‘태도/특성’은 바이럼이 제시한 구성 요소인 ‘인식’
및 ‘태도’와 모두 일맥상통한다. 또한 학습자의 태도 형성은 인식의 촉진 및 변화를 통해
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식을 통해 태도가 형성되며, 태도의 바탕
에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후술할 내용에서 인식과 태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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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특성
이 절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
고, 딕과 캐리(Dick & Carey)의 체제 접근 모델(systems approach model)을 도
입하여 교수 전략 개발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수 전략의 개념과 특성
교수 전략의 개념을 제시하기 앞서 ‘교수’와 ‘수업’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교수와 수업은 각각 instruction/teaching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교수 전략’이라는 용어와 ‘수업 전략’이라는 용어 또한 얼마간 혼
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교수’와 ‘수업’의 특성을 살펴
보면서 교수 전략의 개념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서는 수업에 비해 교수를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서, 다음과 같이 교수와 수업의 특성을 비교하였다.39)

<교수와 수업의 비교(교육심리학 용어사전(2000) 재구성)>
교수(teaching)

수업(instruction)
주로 학습자의 지적, 탐구적 특성을

학습자의 모든 능력을 자극함

자극함

학습자의 의도적·비의도적 변화를

학습자의 의도적 변화만을 의미함

모두 포함함
교사와 학생 간의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함

전제하지 않음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학급 경영 등

교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사가 교사 자격으로 하는

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모든 행동을 포괄함

활동만을 포함함

39)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학지사, 2000, ‘교수’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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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른다면, 수업이 보다 의도적이며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개
념이라면 교수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모든 행위와 이에 영향을 받는 학습
자의 모든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스타인과 래슬리 2세(Ornstein & Lasley II)는 ‘교수’는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
는 교사의 모든 행위이며, ‘수업’은 교사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활동과 특
정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40) 그렇다면 ‘교수’란 교사의 행동이나 학습자에
게 일어나는 변화 등의 측면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 보다 넓은 개
념이며, ‘수업’은 보다 의도적이고 계획된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수 전략이란
‘교수를 위해 고안되고 활용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사전에서는 전략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략(strategy)4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계획 혹은 방법을
말한다. (중략) 전략의 속성으로는 유연성(柔軟性, flexibility), 통합성(統合性,
integration), 발견성(發見性, heuristic) 등이 있다. 유연성은 전략의 사용자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기계적인 규칙의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여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종합,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발견성은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나 절차를 알
게 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위의 정의는 전략의 특성을 유연성, 통합성, 발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수
전략의 경우에도 전략의 사용자인 교사가 교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다양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여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역동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수 전
략을 활용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한 새로운 내용이나 절차를 발견적으로
알게 된다는 교육학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략이 지니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42)
교수 전략43)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마련되어 있다.44)
40) A. C. Ornstein & T. J. Lasley II, Strategies for Effective Teaching(4th ed.),
McGrawHill, 2004, 박인우 옮김, 『교수 전략』, 아카데미프레스, 2006, 176쪽.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 ‘전략’ 항목 참조.
42) 이러한 전략의 특성은 후술할 체제 접근 모델에서 제시하는 교수 전략 개발의 필요조
건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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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략(teaching strategy)45): 교사가 특정한 교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다.
발달 이론, 인지 이론, 행동주의 이론, 생태학적 이론 등의 여러 가지 이론
과, 이에 대한 교사의 관점은 교수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학생
의 능력 수준과 학습 양식, 가르칠 교과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교과의 내용, 학
습 집단이나 교실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교수 전략이 활용
될 수 있다.
교수 전략(teaching strategy)46): 특정 교수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
하여 어떤 교수 내용과 과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교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활동이나 구체적인 기법들을 교수기
술(instructional tactics)이라 한다.47)
교수 전략(instructional strategy48))49): 특정 교수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
하기 위하여 어떤 교수내용과 과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한다. 교수 전략은 주로 교수자가 주도하는 수업에 관한 방법을 의미하며,
상세한 수준의 방법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원래
교수 전략은 처방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교수설계이론과
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교수 전략은 학습목표, 주제나 내용의 본
질, 강사진의 역량, 공간 활용성, 부대시설, 장비, 기자재, 시간, 비용 등을 고
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볼 때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특
43) ‘교수 전략’과 ‘수업 전략’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 구분되는 용어지만, 두 용어가 실
제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업’이라는 개념이 ‘교수’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 기대어 두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다.
44) 연구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4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 사전』, 하우, 2009, ‘교수 전략’ 항목 참조.
46) 한국교육심리학회, 앞의 책, ‘교수 전략’ 항목 발췌.
47) 같은 저서에서 ‘수업 전략’은 ‘instructional strategy’로 번역되어 있으나, 그 정의는 ‘교
수 전략’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교수 전략’과 ‘수업 전략’가 혼용되어 활용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8) 위의 두 정의와 달리, 해당 정의에는 교수 전략의 원어로 instructional strategy가 제
시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teaching strategy와 instruction strategy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9) 한국기업교육학회, 『HRD 용어 사전』, 중앙경제, 2010, ‘교수 전략’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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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둘째, 교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방법이다. 셋째, 교수의 관점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리치 외(Orlich et al.)는 교수 전략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세운 계획(thoughtful planning to do
something)이라고 간단히 정리하였으며50), 에겐과 카우착(Eggen & Kauchak)에
서는 (수업) 전략이 다양한 내용 영역에 적용되고 다양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업의 일반적 접근이라고 표현하였다.51)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수 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 것을 바탕
으로, 이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정의하고 고안하
기 위해 딕과 캐리의 체제 접근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52) 체제 접근 모델을 도
입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교수 전략의 일반적인 개념을 잘 담고 있으면서 교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 전략 개발의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교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방안은 교사가 보다 많은 지식 및 지식 전달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제적(systematic)인 관점에서는 교사, 학습자,
교재를 비롯한 학습 환경의 모든 요소들이 조직적인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
에 기여한다고 본다.53) 체제 접근에 의한 교수 설계가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50) D. Orlich, R. Harder, R. Callahan, M. Trevisan, & A. Brown, Teaching strategies:
A guide to effective instruction, Wadsworth, 2010, pp. 3-4 참조.
51) 에겐과 카우착은 전략(strategies), 수업 전략(instructional strategies), 수업 접근
(instructional approaches), 수업 모형(instructional models) 등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어 왔다고 하면서도, 전략의 예시로 ‘발문’과 같은 교수 전략을 들고 있다. 에겐과 카
우착의 연구에서는 ‘교수 전략’과 ‘수업 전략’이 각각 ‘teaching strategy’와 ‘instructional
strategy’라는 용어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두 개념이 엄밀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같
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2) 이하의 내용은 W. Dick, L. Carey, & J. O. Carey,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5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2001, 최수영·백영균·설양환 공역,
『체제적 교수 설계(제5판)』, 아카데미프레스, 2003, 2~15쪽 및 184~243쪽을 참고하
여 정리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논의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원문을 변형 없이 인용할 경우 별도로 각주를 병기하였다.
53)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는 본고의 논지는 교수 발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
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과 같이 교수 전략은 학습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수
전략을 직접 실행하거나 때로 개발에 관여하는 한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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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처음부터 학습이 끝났을 때 학습자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될 것,
즉 목표에 초점을 둔다. 둘째, 각 단계의 요소들이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
히 바람직한 학습 결과와 교수 전략이 연관되어 있다. 이는 체제 접근 모델이 교
수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습 조건을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54)
체제 접근 모델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55)

<교수 설계를 위한 딕과 캐리의 체제 접근 모델(Dick & Carey 2001)>

위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제 접근 모델에서 교수 전략 개발 단계는 교
수 목적 규명을 위한 요구 사정, 교수 목적 및 학습자와 상황 분석, 수행 목표 작
성, 평가 도구 개발 단계를 거친 후 실시된다.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 선행되어
실시된 교수 개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관한 질문을 다
룬다면,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관한
질문을 다룬다.56) 따라서 교수 전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연결시키고
조직하며, 학습 활동을 구체화하고, 내용과 활동을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

체제적 관점에서 교수 전략을 개발할 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또한 본고
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체계적인 교수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므
로, 다양한 교수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교수 목표를 이루어가는 체제 접근
모델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54) 위의 책, 11쪽.
55) 위의 책, 2-3쪽.
56) 본고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수 전략 개발 단계의 선행 단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론
교수 설계의 모든 단계는 각각 세심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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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다양한 양상을 다루는 데 사용된다.57)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교수 전략
의 특성, 즉 특정 교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고, 교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전반
적인 계획 및 방법이며, 교수의 관점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58)

(2) 교수 전략 개발의 절차
체제 접근 모델에서 교수 전략 개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체제 접근 모델에서 교수 전략 개발의 절차(Dick & Carey 2001)>

교수 전략 개발의 첫 단계는 교수 목표와 내용을 가르치기 쉽게 순서화하고,
학습자에게 교수 내용이 한 번에 얼마나 제시되어야 할지 군집화(群集化)하는 것
이다. 이때 순서화 및 군집화하는 교수 목표와 내용은 교수 전략 개발에 선행되
어 실시된 교수 설계 단계를 통해 이미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교수 전략의 학습 내용 요소를 계획하고, 학습 내용 요소를 위한
57) 위의 책, 186쪽.
58) 딕과 캐리의 연구에서 ‘교수 전략’의 원어는 ‘instructional strategy’이며, 앞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면 ‘instructional strategy’는 ‘수업 전략’으로 번역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수 전략이 수업 전략을 어느 정도 포
괄하는 맥락에서 두 용어가 혼재된다는 점, 그리고 본고가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
어 논지를 전개해나간다는 점에서 ‘교수 전략’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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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단을 선택하며, 학습 내용 요소 전달을 위한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세 단계는 분리되어 있으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학습 내용
요소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교수 전략은 일련의 교수 자
료의 일반적인 내용 요소와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의 숙달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에 사용될 절차를 진술한다. 그럼으로써 교수 전략은 학습자에게 제시될 내용의
개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59)
딕과 캐리는 교수 전략의 개념의 기원이 가네(Gagné)의 Conditions of

Learning(1970)에서 설명된 교수의 요소들이라고 하였는데, 가네가 학습의 내적
정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외적 사태로서 제시한 교수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
다.60)

<학습의 내적 정신 과정과 그에 대응하는 교수 요소(Gagné 1970)>
내적 정신 과정

교수 요소

수용

주의 집중하기

기대

학습자에게 목표를 알려주기

작동 기억으로의 인출

사전에 필요한 학습을 상기하도록 자극하기

선택적 지각

자극 자료를 제시하기

의미론적 약호화

학습 안내를 제공하기

반응

수행을 이끌어 내기

강화

수행의 정확성에 관해 피드백을 제공하기

인출과 강화

수행 평가

인출과 일반화

보유와 전이를 고양하기

이를 바탕으로 딕과 캐리는 교수 전략의 다섯 가지 학습 내용 요소, 즉 ‘사전
59) 위의 책, 191쪽.
60) R. M. Gagné,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CBS
College Publishing, 1985, 전성연·김수동 공역, 『교수 학습 이론』, 학지사, 1998,
303-307쪽.
딕과 캐리의 저서와 가네의 저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같은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
우가 있었는데, 이때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경우 딕과 캐리의 저서에서 채택된 용어를 활
용하였다. 예컨대 딕과 캐리의 저서에서 ‘교수의 요소들’로 표현된 용어가 가네의 저서에
서는 ‘외적 사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교수의 요소들’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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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활동’, ‘내용 요소 제시’, ‘학습자 참여’, ‘평가’, ‘후속 활동’을 구성했다. 각
교수 요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61)

<교수 요소의 구성(Dick & Carey 2001)>
교수 요소의 단계
사전 교수 활동

구성
학습자들에게 동기 부여, 목표 진술,
출발점 행동 진술과 평가

내용 요소 제시

교수 순서, 내용, 사례

학습자 참여

연습, 피드백

평가

출발점 행동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후속 활동

기억을 위한 암기 보조 활동, 전이에 대한 고려

이는 교수 전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로,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수
전략들과도 궤를 같이 한다. 예컨대 에겐과 카우착은 교수 전략 중에서도 모든
학생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 행동, 신념 및 기능을 필수 교수 전략
(essential teaching strategies)으로 분류하였다.62) 이들이 제시한 아홉 가지 필
수 교수 전략은 교사의 행동과 신념63), 수업 체계화, 의사소통, 초점화, 피드백,
모니터링, 발문, 회고 및 정리이다. 교사의 행동과 신념은 교수 효능감, 모델링과
열의, 배려, 긍정적인 기대로 이루어지며, 수업 체계화는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
사이의 조화를 위해 마련된다. 의사소통은 정확한 용어, 관련된 담화, 전환 용어,
강조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초점화는 도입 초점과 감각 초점으로 나누어지며,
피드백은 즉각적, 구체적, 정보 제공, 수행에 의존, 감정이 들어있는 어조를 지니
는 등의 특성을 지닌다. 발문은 빈도, 공정한 기회, 격려,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고

61) W. Dick, L. Carey, & J. O. Carey, 최수영·백영균·설양환 공역, 앞의 책, 199쪽 인용
및 191-218쪽 참조.
62) P. D. Eggen, & D. P. Kauchak, Strategies and Models for Teachers: Teaching
Content and Thinking Skills(6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12, 임청환·강영하·
권성기 옮김,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 시그마프레스, 2014, 5쪽, 74~105쪽 참조.
63) 단, 교사의 행동과 신념은 정확히 말하자면 교수 전략은 아니지만 수업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략의 첫 단계로 제시된다고 하였다.
D. Eggen, & D. P. Kauckak, 앞의 책, 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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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64)
한편 미국 중부 교육-학습 연구소(Mid-Continental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McREL)는 395개의 교수 전략 관련 실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meta-analysis)을 통해 학업 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아홉 가지
의 수업 전략(instructional strategy65))을 도출해내고, 각 전략의 평균 효과 크기
와 백분위 증가,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66) McREL에서 제시한 수업 전략으로는
유사성과 차이점의 규명, 요약과 노트 필기, 노력에 대한 강화와 격려, 숙제와 연
습, 비언어적 표현, 협동 학습, 학습 목표의 설정과 피드백, 가설 진술과 검증, 질
문·단서·선행조직자가 있다.
또한 국내 논저 중 조용개 외는 교수 전략(instructional strategy)을 ‘어떤 수
단과 방식을 통하여 교수 목적을 달성하는, 즉 수단과 목적을 연결 짓는 원리’로
파악하면서 보편적인 전략인 수업 설계 전략, 강의식 수업 전략, 토의식 수업 전
략과 함께 마이크로티칭 전략,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 블렌디드 러닝 등의
최신 교수 전략을 소개하고, 학습 동기 유발 전략, 교수 매체 활용 전략, 피드백
을 통한 평가 전략 등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67) 위와 같은 교수 전략들은 구체화
된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사전 교수 활동, 내용 요소 제시, 학습자 참여,
평가, 후속 활동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교수 전략의 기본적인 학습 요소는 지적 기능, 언어 정보, 운동 기능, 또는 태
도를 위한 교수 설계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각 내용 요소 안에서 학습 결
과의 각 형태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차이점은 있다.68) 따라서 본고가 연구하고자
64) 모둠 학습 전략, 협동 학습 전략, 토론 전략 등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전략도 모두 교
수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P. D. Eggen, & D. P. Kauchak, 임청환·강영하·권성기 옮김, 위의 책 참조.
65) McREL의 연구에서는 teaching strategy 대신 instructional strategy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으며, 번역 용어로도 ‘교수 전략’이 아닌 ‘수업 전략’이 채택되었다. 이는 McREL의
연구가 효과적인 학업 성취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략이 교수 전략에 포괄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수 전략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McREL의 연구 또한 인용한다.
66) R. J. Marzano, D. J. Pickering, & J. E. Pollock, Classroom instruction that works,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2001, 홍영기·김영천·이영만·
권혁일 역, 『(성공적인 수업으로 가는) 아홉 가지 수업 전략』, 양서원, 2006, 13~23
쪽 참조.
67) 조용개 외,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전략』, 학지사, 2009 참조.
68) W. Dick, L. Carey, & J. O. Carey, 최수영·백영균·설양환 공역, 앞의 책,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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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에 있어서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69) 예를 들어 추병완의 연구는 다문화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편견, 고정관
념, 차별을 배제하는 반편견 교수 전략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학습 내용에 따라
특성화된 교수 전략이다.70)
학습 내용 요소를 위한 학습자 집단을 선택하고, 학습 영역을 위한 매체와 전
달 체제를 선정하는 단계 또한 병행된다.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을 고안할 경우, 학습자 집단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자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외에도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교수 목표를 고려하여
학습자를 집단화해야 하며,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인 형태의 매체와 전달 체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과정이 완료된 후에는 활동을 수업(lesson)에 실
제적으로 할당하고 시간을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수
전략을 재검토하며 교수를 개발해 가게 된다.

(3)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전제
앞서 밝힌 문화와 상호문화성의 개념을 미루어볼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전제는 한국 문화가 모국 문화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요소인 산물, 행위, 관
념과 문화의 구성원인 개인 및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므로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가 일치하지 않는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의 산물, 행위, 관
념, 구성원에 대해 새롭게 익혀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의 드러난 부
분을 익혀야 할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특히
낯선 문화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익히는 것은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론을 요
청하게 된다. 셋째, 학습자들은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에 따라 의

69) 앞서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는 지식, 태도, 실행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
라 교수 전략을 고안함에 있어서도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Ⅳ장에서 후술하
고자 한다.
70) 추병완, 『다문화 사회에서의 반편견 교수 전략』, 도서출판 하우, 2012 참조.
여기에서는 특히 고정 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수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
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수 전략은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범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 전략은 교수 내용에 따라 특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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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의 방식과 양상을 알 뿐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여 상호문화적 의
사소통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상호문화를 형성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단일 문화권 교사-학
습자로 이루어진 교육 현장과는 다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은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문화가 다르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 현
장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전략을 고안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특이성과, 이로 인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 문화가
교수되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교사-학습자, 교수 학습 내용, 교실
환경 등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딪힘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부딪침은
근본적으로 교사, 학습자, 교수 학습 내용, 교실 환경 등에 스며들어 있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곧 의사소통이라
는 관점을 차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실패
나 어려움의 경험은 결국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실패라고 할 수 있
다. 사모바와 포터(Samovar & Porter)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가리켜 ‘한 문
화 사람이 다른 문화 사람이 소모할 메시지를 창출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71),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들이 교실 내에서 다양한 의도의 메
시지를 창출했을 때 이것이 광범위한 문화적인 이유로 잘 표현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 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실패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간의 부딪침, 더 나아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실패가 일어
났다고 하여 이것이 무조건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
다. 비록 발생하는 순간에는 학습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심리적 부담을 야기
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문화 교실 내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의 문화를 하나의 빙산으로 비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만남은 두 빙산 간의 충
돌(collision)로 설명할 수 있다. 위버(Weaver)는 문화 간의 충돌(빙산 간의 충
71) L. A. Samovar & R.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adsworth
publishing, 2004, 정현숙 외 옮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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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은 드러나 있지 않거나 의식되지 않은 부분의 문화를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72) 즉 두 빙산 간의 충돌과 같은 문화 간의 충돌은 학습
자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문화의 새로운 측면을 배울 수 있
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상호문화교육이다. 특히 언
어교육에서의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에서 효과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식, 태도,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 전략이 활용된다면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 간 괴리가 존재하며 다
양한 문화적 맥락이 혼재되어 있는 문화교육 현장은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
려 보다 나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전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전제를 이후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을 설계하는 기반
으로 삼을 수 있다.

1) 학습자 중심의 유연성과 과정 지향성
문화 빙산 비유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기는 하지만, 베넷의 주장과 같이
문화는 빙산과 같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이다. 또한 상호문화성
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내는 데서 그 특성을 찾
아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교육은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문화 지식 전
달만으로는 물론 완성될 수 없다. 학습자는 문화라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문화가 지닌 속성인 역동적인 의미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문
화 그 자체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한국
어 교실에서 타인들과 소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 교수 학습은 궁극적으로는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인 성향을 띠게 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과정 지향적인 문화 교수 학습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교수요목의
유형인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product-oriented syllabus)과 과정 지향적 교수요
목(process-oriented syllabus)의 특성을 참고하고자 한다. 교수요목은 한 교과
의 교육 내용을 주제와 방법 등으로 분류·조직하여 열거한 것이므로 특정 교과에
72) G. R. Weaver,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cross-cultural adjustment stress, pp.
137~168, In R. M. Paige(Ed.), 앞의 책, Intercultural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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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73) 따라서
교수요목의 방향성을 검토하면 해당 교과의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이 어떤 원리
로 조직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에는 본 연구에
서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원리가 잘 구현되어 있다고 여겨지므로,
역으로 그 특성을 참고하여 과정 지향적인 문화 교수 학습의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교수요목은 학습 내용과 방법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은 학습 내용에 초점을 두고, 과정 지향적 교수요
목은 내용보다는 학습 과정이나 방법에 초점을 둔다.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은 목
표어 습득을 위한 학습 내용을 사전에 선정, 배열, 조직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
는 반면,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은 배워야 할 언어 항목들을 미리 선정하여 등급
화하지 않고 학습자들을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으로 끌어들여 언어 사용의 경험
을 쌓고 자연적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74)
전문가가 정한 문화 학습 내용을 교사와 전문가가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교사
중심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현재 한국어 문화교육은 결과 지향적
성향을 보다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가?’,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학습자 중심적으로 수업을 운영해가는 과정 지향적 교수가
필요하다. 다만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학습자와 교실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개작하고 알맞은 교수 전략을 사용
하여 과정 지향적 문화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에
서의 교수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교수 전략의 유연성을 활용해야 한다. 즉 자신이 미리 계
획해온 전략에 맞추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학습자 중
심적인 사고로 학습자의 인지와 수용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자신의 전략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활용하여 상호문화교육을 할 수 있다.
7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 사전』, 하우동설, 1995, ‘교수요목’ 항목 참조.
7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4, ‘교수요목
유형’,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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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타인 인식의 활성화
모런은 학습자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해야 하는 학습 상호작용으로서 ‘문화 지
식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 대상을 아는 것(knowing about), 방법을 아는
것(knowing how), 이유를 아는 것(knowing why), 자신을 아는 것(knowing
oneself)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문화교육의 내용과 활동, 기대되는 결과를 다
음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다.
<문화 지식구조에 따른 문화적 이해(Moran 2001)>
문화 지식

교육 내용

활동

기대되는 결과

대상을 아는 것

문화 정보

정보 모으기

문화적 지식

방법을 아는 것

문화 실행

기술 발달

문화 행동

이유를 아는 것

문화 관점

설명 발견

문화 이해

자신을 아는 것

자신

반응

자기 인식

문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했을 때 ‘대상을 아는 것’은 산물에 대한 학습, ‘방법
을 아는 것’은 행위에 대한 학습, ‘이유를 아는 것’은 관념에 대한 학습과 대응되
며, 이러한 학습이 잘 수행되었을 경우 각각 학습자의 문화적 지식 함양, 적절한
문화 행동 수행,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상, 방법, 이유와 관련된 문화교육의 내용은 지금까지 연구되고 출간된 한국
문화 교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제시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으로는 우선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한국 문화 기초 용어’75)를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산물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토말린과
스템플레스키의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문화 중심의 문화교육 내용이다. 즉
‘한국 문화 기초 용어’는 가시적인 문화적 산물이자 성취 문화 중심의 문화교육
내용이며, 비교적 비가시적인 문화의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소문화 내용이 뚜렷
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펜즈(Penz)는 대문화에 대한 교수가 교육과정에 명확하
게 드러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삼는 반면 소문화는 일화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으
75) 국립국어원 웹 사이트 ‘한국 문화 기초 용어’ 참조.
(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cultur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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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어지기 쉽다고 지적하였는데76), ‘한국 문화 기초 용어’를 한국 문화교육
에 활용할 경우 소문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 문화 기초 용어’는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므로 한국의 현대 문화
를 교육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이기도 하다.
한편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12종의 한국어
통합 교재와 29종의 문화 분리 교재 등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
화 범주를 제시하였다.77) 이 범주에는 한국 문화를 구성하는 산물, 행위, 관념에
대한 문화교육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재에 산물, 행위, 관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산물, 행위, 관념은 분절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므
로, 어떤 한 구성 요소가 부각되는 내용의 문화교육을 하더라도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모두 잘 드러나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런이
제시한 네 번째 지식 구조인 ‘자신을 아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모국 문화와 목
표 문화가 다른 학습자의 경우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과 특징
을 아는 것을 넘어 목표 문화와 다른 모국 문화 속에서 형성된 자기 자신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모
런은 자신을 앎으로써 목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통합하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며, 문화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기복을 인식·처리할 수 있고, 자기 자
신과 자신의 상황 및 의도를 인식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78)
문화교육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거는 브라운(Brown)의 논의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브라운은 문화를 각 사람의 정신적 구인(mental construct)
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현실을 주관적으로 인식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76) H. Penz, Cultural awareness and language awareness through dialogic social
interaction using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In A. Fenner(Ed.), Cultural

Awareness and Language Awareness Based on Dialogic Interaction with Text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1, 103쪽 참조.
77)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
어원, 2011, 90~103쪽.
78) P. Moran, 앞의 책, 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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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79) 그렇다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
방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구
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루너(Bruner)는 정신이 문화를 구성할 뿐 아니라 문화 또한 정신을 구
성한다는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80) 정신은 문화를 통해 형성되어가며, 개인은 맥
락 속에서 자신의 해석적 사고를 통하여 의미를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문화권
의 일부이면서 개인이기도 한 문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창조와
의미 교섭이 이루어진다. 브루너는 타인의 정신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앎의
방식으로 ‘설명하기’와 ‘해석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낯선 문화 속에 구성되
어 실현되는 타인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낯선 문화 속
에 처한 개인은 새로운 문화의 구성원이 지닌 정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궁극
적으로는 자신의 정신을 새로이 구성하게 된다.81) 이는 결국 개인이 지니고 있는
모국 문화의 특성이나 개인적 자질로 구성된 마음을 말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
운 세계의 거시적·미시적 문화를 질료로 삼아 정신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교육이란 결국 다양한 내·외부적 근원을 지닌 크고 작은 요소들이 복
잡다단하게 정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학습자가 새로운 세계 속에서
정신을 잘 형성해갈 수 있는 발판(scaffolding)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신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탐구
하는 것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유네스코

가이드라인(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2006)82)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알기 위해 배우
79)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007, 이흥수 외 역,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1 참조.
80) J. Bruner, The culture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165~166
참조.
81) 이는 브루너 논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내러티브(narrative)’ 개념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브루너에 따르면 내러티브란 세계에 대한 해석, 즉 세계관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와 감정의 양식이며, 세계 속에서 개인의 삶과 입장 또는 위치
(place)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 학습자는 자신의 정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데, 이것이 문화교육의 궁
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J. Bruner, 위의 책 참조.
82)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78/147878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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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해 배우기(learning to do)’, ‘함께 살기 위해
배우기(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해(~이 되기 위해) 배우기
(learning to be)’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 간 교육의 목표가 ‘지식’을 습
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문화적 행동을 ‘실행’하는 것,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어 역시 산물, 행위, 관념에 대한 학습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의 형성은 자기 자신
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 문화의
산물, 행위, 관념을 학습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 학습 및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주체가 자신의 인식을 이루고 있는 구인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자각하는 것은 상
호문화교육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의 태도 형성과 직결되며, 궁극
적으로 상호문화적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에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83) 문화교육의 방법도
상당 부분 문화 지식 전달을 위한 것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타문화 구성원 및 타문화 내용과 소통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의 장려
상호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인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이며,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
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 교실 맥락에서는 더욱 그
렇다.
외국어 교실에서 문화 학습은 교실 안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맥락 속에

83) 김중섭 외(2011)에서 제시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의 범주 중 ‘자신을 아는 것’과 관
련된 범주로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이
한국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외국인으로서 수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자신을 아
는 것’과 관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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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가 의미와 정체성을 타협하고 조정해가며 이루어진다. 이는 문화가 지
니고 있는 속성에 근거하여 볼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대화’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 학습을 대화라고 본다면, 이는 문화의
내용에 근거한 대화일 뿐만 아니라 학습 매체에 근거한 대화이다.84) 학습 매체는
교사와 학습자가 지닌 학습 문화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학습 문화는 전반적인 문화의 한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모국 문화가
서로 다른 교사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문화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학습 문화는 무의식적인 문화 해석의 틀이 되어 목표 문화 내용에 관한 학
습을 조정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해석 차이에 대한 장애를 일으켜 문화 학습의
장애가 되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한국어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교사는 자신의 모국 문화인 한국 문화의 학습 문화를 가지고 한
국 문화 내용을 교수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 문화는 한국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꼬르따지와 진(Cortazzi & Jin)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설정했다. 첫 번째는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 학습
문화와 다른 한국의 학습 문화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을 했을 경우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는 목표 문화 방법론을 이용해 원어민과 목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한편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 문화에 비추어 예상했던 학습
문화가 활용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사가 학습자의 모
국 학습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기대대로 교수 학습을 했을 경우이다. 이러
한 경우 교사는 학습자들의 기대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목표 문화에
서 더욱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 학습 문화에 대
한 이해를 확보해야 하는 한편, 목표 문화인 한국 문화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학
습 문화를 올바로 활용해야 한다.
꼬르따지와 진의 논의는 교사가 학습자와 소통하는 학습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꼬르따지와 진이 제시한 상황을 더욱 확장시켜 교
84) 이하의 내용은 M. Cortazzi & L. Jin, Cultural mirrors: Materials and methods in the
EFL classroom, In E. Hinkel(ed.),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김덕영 역, 2009, 「문화의 다양한 거울: EFL 교실
에서의 자료와 방법」, 『문화와 제2언어 교수 학습』, 한국문화사, 302~315쪽을 참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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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구성하고 있는 교사와 학습자들의 모국 문화가 다를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
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 문화 방법론도, 특정 문화 방법론도 아닌 새
로운 제3의 방법론을 창출해내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이 지향하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및 관계 형성일 것이다.

3.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의의
(1)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상호문화적 능력 신장
한국어 문화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문화적 가장자리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골드버그(Goldberg)에

따르면

문화적

가장자리

상태(cultural

marginality)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경계에 있으면서 어떤 문화의 구성원도 아
닌 상태이다.85) 한국어 문화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 문화를 떠나 어느 정도 고립
(isolation)의 상태에 있으면서 아직 목표 문화에 완벽하게 몰입(immersion)되지
는 못한 상태이므로 문화적 가장자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에
게 결국 필요한 능력은 문화 ‘간(間)’ 의사소통 능력, 즉 ‘한 문화 사람이 다른
문화 사람이 소모할 메시지를 창출했을 때 이 메시지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수용
되도록 하는 능력’86) 또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와 동등하게 상호
작용하며, 이를 통하여 공유되는 문화적 표현을 창조하는 능력’87)이다.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은 문화적 가장자리 상태인 학습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문
화, 또한 문화적 가장자리에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
간이며,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메타적 이해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
국어 문화교육 현장의 특수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필
요성을 인지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때 교사는
상호문화교육에 알맞은 교수 전략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자의 상호문
85) J. M. Bennett, Cultural Marginality: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R.
M. Paige(Ed.), 앞의 책, 109~112쪽 참조.
86) Ⅱ장 3절에 기술된 사모바와 포터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관련 논의 참조.
87) Ⅱ장 3절에 기술된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의 ‘상호문화교육’ 관련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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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언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은 결국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로 이어져
성공적인 언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한국 문화에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뿐 아니라 문화 일반적인 내용과 문화에 관한
절차적 지식까지 포섭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교수 전략이 의의를 가진다.

(2)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체제적 접근 방식 확보
교육은 언제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육에 대
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에 관련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들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연구나 교수 학습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변인에 따라 교육의 실제 양상이 다양하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보다 범위를 좁혀 보았을 때 교수 전략 역시 교수 전략이 활용되는 환경에 지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수 전략에 있어서도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그 당위성은 다음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의 초등학교에서 제1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언어 교수 전략과, 한국
의 언어 교육 기관에서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언어 교수 전략은 비
록 같은 ‘언어 교수 전략’ 범주 하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목표와 내용을 실현한
다. 이는 두 교육 환경 간의 변인이 무척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변인에 따라 교수 전략은 다양하게 변화한다.
체제적 접근 방식은 성공적인 학습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있
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상호문화교
육만의 고유한 교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한국
의 교실 문화를 비롯한 한국 문화 전반이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 한국어 교실을
구성하는 주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원어민 또는 비원어민으로서의 교사에 대
한 이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전략의 개발 및 활
용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수 있고, 상호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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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체제적 접근 방식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 필요한 고유의
교수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교사 교육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상향평준화 도모
문화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데, 페이지는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
고 있다.88) 첫째, 학습자들은 직접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는 문제들에 대해 숙고
해야

한다.

둘째,

주로

인지적

학습과

지식

습득에

있어

비인격화

(depersonalized)된 형태를 강조하는 여타 교육적 접근과 달리 문화교육은 고도
로 인격화된 행동과 정의적인 학습, 자기반성, 문화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을 포함하게 된다. 셋째, 결과 중심 교수 대신 과정 중심 교수가 활용되므로 ‘배
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learning-how-to-learn)’이 주된 목표로 바뀐다. 넷째,
문화교육은 이제껏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앎의 방식과 입증 방식에 대한 실증적
탐구를 포함하므로, 학습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세상
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문화들이
각자의 내부적 논리와 일관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다.89)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화교육은 그 특성상 비인격화된 지식 전달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고유의 내용과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교
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 자극을 주며,
정체성과 같은 개인적·심리적·정신적 영역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더욱이 상호문
화교육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다른 분야의 교육과는 다른 특유한 교수 전략을 필요로 한다. 즉 상호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는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 정신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상호문화교육에 최적화된 교수 계획과 방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88) 이는 문화교육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89) R. M. Paige, On the nature of intercultural experiences and interculural education,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Intercultural press,
1993,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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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부담을 교사 개인이 지닌 자질이나 역량에 맡기게 된
다면 교사에 따라 상호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준의 편차를
가져올 가능성도 커진다. 이때 체제적 접근 방식으로 고안한 교수 전략은 한 가
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교사는 교수 전략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통해 고른 수
준의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구축된다면 상호문화교육은 계속해서 상향평준화될 것이다.

- 48 -

Ⅲ.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양상
1. 조사의 설계
본 연구의 조사는 학습자·교사 대상 설문 조사, 수업을 통한 실험 조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변형된 DCT1), 수업 관찰로 이루어졌다. 각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과 이 상황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어 문화 교실에서 일어나는 특유한 현상을 가늠해보고 대략적인 양상
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로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개의 개방형 문항을
제외한 11개의 폐쇄형 문항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따라 각각 교사-학
습자 간, 동료 학습자 간, 교수 내용-학습자 간에서 일어나는 ‘문화 간 충돌’2)
경험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학습자의 문화 간 충돌
경험 유무를 물은 이유는 문화 교수 학습 내용의 수용자이자 교수 전략 활용의
대상자인 학습자가 문화교육 과정에서 느낀 마찰이나 불편함을 관찰한다면 교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을 도출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총
16명의 학습자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학습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3)

1) 문화 수업에서 활용하는 전략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와 실험 조사
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 전략이 요청되리라고 여겨지는 상황을 도출하여 응답자에게 제
시한 후,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전략을 서술하게 하였다.
2) 모든 설문 조사에서 ‘문화 간 충돌’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내려주지는 않았으나, 응답자
들의 서술형 응답을 확인해보았을 때 각 응답자들은 ‘문화 간 충돌’이 문화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비교적 가시적인 갈등 혹은 내면적인 갈등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었다.
3) 본 설문의 응답자 중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에 비교적 친숙하여 특수한 언어 학습자라고
여겨지는 조선족 학습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나, 응답자의 국적이 한 국가에만 치우쳐
져 있는 점은 본 설문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실험 조사에서는 비교적 다양
한 국적의 학습자가 교실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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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12

1

1

1

1

한국어를 배운 기간4)

한국인 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운 기간

평균

최솟값

최댓값

평균

최솟값

최댓값

4.57년

2년

12년

2.63년

1년

4년

다음으로 실제 한국어 교실의 구성을 파악하고 한국어 교사가 경험한 문화 교
수 학습 현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시 예비 조사로서 한국어 교수 경험자
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4명의 한국어 교수
경험자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중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응답
자는 53명,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어 교수 경험만 있는 응답자
는 21명이었다.5) 본 연구의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를 가르치는 교사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지만, 2차 설문 조사의
대상은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수해본 한국인 원어민 교사로 그 범
위를 넓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문화교육 현장의 특성은 국내와 국외 모
두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실 환경 등의 변인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예비 조사 단계에서는 국외의 사례 역시 교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설문은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어 교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 간 충돌’6)의 양상과 대처 방법을 묻는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설문에 응한 학습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본 설문의 응답자 중 한 응답자는 한국어를 배운 기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고, 한 응
답자는 자신의 연령 및 한국어를 배운 기간을 모두 ‘25년’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한국어
를 배운 기간’과 ‘한국인 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두 응답자의 응답을 제외한 나
머지 14명의 응답으로만 계산하였다.
5)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서도 문화 간 충돌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문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한국어교원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 21명 중 10명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 (재)교육을 받
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 한
국어지도사 자격증 소지 등)
6) 이 역시 각주 15)의 내용과 같이 ‘문화 간 충돌’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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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교수 기간
현재 한국어
교수 여부
국내외 교수
경험

2.7년
교수하고 있음

71.6%(53명)

교수하고 있지 않음

28.4%(21명)

국내만 있음

62.2%(46명)

국외만 있음

13.5%(10명)

국내외 모두 있음

24.3%(18명)

설문 조사는 한국어 교실에서 겪은 문화 간 충돌 경험의 유무와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설계되었는데, 특히 문화 간 충돌의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묻는
개방형 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교육에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관
찰하고자 하였다.
1·2차 설문 조사에 포함된 개방형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분류

문항 내용

1차 설문 조사

12. 한국인 선생님이나 동료 학습자와의 문화 차이를

(학습자 대상)

느꼈던 경험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15. 수업 내에서 문화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2차 설문 조사
(교사 대상)

대처하시는 편입니까?
16. 실제로 경험한 문화 간 충돌의 사례가 있다면 자유
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쇄형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학습자 대상의 1차 설
문 조사에서는 폐쇄형 문항의 각 보기에 1에서 5까지의 가중치를 준 후(‘매우 그
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에 따라 변환한 결과가 중간값 3 이상인 문
항을 의미 있다고 보고 따로 추출하였다. 이는 1차 설문 조사의 폐쇄형 문항이
각 변인에 따른 문화 간 충돌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이었다.7) 한
7) 폐쇄형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선생님과의 수업은 모국의 수업과 분위기가 다르다.
5. 수업 중에 한국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다.
9. 동료 학습자가 나의 모국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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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교사 대상의 2차 설문 조사에서는 각 폐쇄형 문항에 대한 응답의 비율을 각
각 계산하였다.8)
설문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화 교실의 실제
를 관찰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화 수업을 통한 실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한 수업 당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실험 대상은 서울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7명이었다.9) 학
습자의 국적은 다양했으며 신분은 모두 학생이지만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몇 주
에서 몇 년까지 다양하였다. 학습자 전원은 4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
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4차시의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서면으로 제공받았다. 실험 조사에 참여한 학
습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별

1

여

2

연령

국적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체류 기간

25세

중국

4년

4년

남

21세

대만

3년

2주일

3

여

25세

몽골

1년

2년 8개월

4

여

25세

키르기스스탄

5년

1주일

5

여

19세

말레이시아

1년 3개월

7개월

6

여

19세

말레이시아

1년 2개월

6개월

7

여

20세

일본

9개월

9개월

(만)

실험 조사의 목적은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면서 효과를 확인하
고 교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와
절차로 이루어졌다.10)
다.
8) 각 폐쇄형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후술하였다.
9) 3, 4차시에만 참석한 말레이시아 학습자가 1명 더 있었으나, 4차시의 실험 조사에 모두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52 -

차시

주제

절차
(1) 각자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것을 연상해서 활
동지에 씀
(2)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해 연상한 내용을 이야

1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것

기하면 교사가 각 내용을 ‘사물’, ‘행동’, ‘생각’으로
나누어 칠판에 적음
(4) 학습자 간 토론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연상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함
(3) 교사가 토론 내용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하

10) 다음 자료들을 개작하여 수업에 활용할 읽기 자료를 제작하였다.
① 이선이·조운아, 『외국인을 위한 살아있는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2011.
「결혼의 계절 – 부담스러운 혼수비용」, 20~21쪽.
「여름휴가 – 2010 직장인 여름휴가 풍속도」, 62~63쪽, ‘스포츠월드’ 2010년 7월 22일
기사.
「여름휴가 – 여름휴가의 필수품 모바일」, 62~63쪽.
「해외여행 – 해외여행과 사회적 스트레스」, 64~65쪽, ‘경향신문’ 2010년 7월 21일 기
사.
「커피공화국 – 커피! 싸고 간편하게 마실까, 맛있고 고급스럽게 마실까?」, 128~129쪽,
‘경향신문’ 2010년 4월 28일.
「찜질방 – 한국의 방문화」, 137~138쪽.
② 권영민·양승국·장소원·안경화·김성규·박성현·채숙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읽기』, ㈜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2009.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134~139쪽.
「오늘 저녁 노래 한 곡 불러 보실래요?」, 154~159쪽.
「한국 TV 드라마의 매력」, 160쪽~167쪽.
③ 양승국·박성창·안경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30강』, 도서출판 박이정, 2014.
「한국의 여가와 놀이 문화」, 192쪽~195쪽.
④ 김해옥,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읽기』, 에피스테메, 2010.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우리주의」, 46~52쪽.
「혈연·지연·학연으로 뭉치는 연고 의식」, 60~65쪽.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인」, 76~80쪽.
「‘체면’과 ‘눈치’ 속에 투영된 서열 의식」, 81~85쪽.
「권력 거리를 통해 본 권위 의식」, 86쪽~91쪽.
「감추기와 드러내기」, 102쪽~108쪽.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신바람 문화」, 156쪽~161쪽.
「권력 거리를 통해 본 권위 의식」, 86쪽~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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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해 연상한 모든 내용이 ‘한
국 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됨을 알려줌
(4) 한국 문화에 대한 읽기 자료 제시(‘한국 문화
기초 용어’ 및 한국 문화를 분류한 각종 체계)
(1) 무작위로 짝을 지은 후, 짝별로 자신이 한국
인이라고 가정하고 ‘휴가 계획’, ‘소개팅과 결혼 계
획’, ‘드라마 방영 계획’ 세우기(계획을 세울 때 고려
해야 할 내용이 담긴 활동지 활용)

2

내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2) 짝별로 세운 계획을 발표하고, 왜 그렇게 계
획을 세웠는지 이야기해보기
(3) 계획된 내용이 모국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
해보고, 교사가 토론 내용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
해줌
(3) 교사가 한국의 여가 문화, 연애와 결혼 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읽기 자료 제시
(1) 모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자기소개 작성(활동
지)

모국어와
3

한국어로
자기소개하기

(2) 돌아가면서 모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자기소개
를 한 후, 자기소개의 내용과 태도,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학습자 간
평가하고 토론하기
(3) 교사가 한국의 인사 문화, 체면과 눈치 문화
에 대한 읽기 자료 제시
(1) 교사가 한국의 교실문화에 대한 명제를 읽어

한국의 교실문화
알아보기
4

주면 학습자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퀴즈 형식으로 맞
추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교사에게 질문하기
(2) 교사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교실 문화에 대한
읽기 자료 제시

현대 시
‘진달래꽃’과

(1) 쉬운 말로 개작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고, 내가 <진달래꽃>의 화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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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뒤의 구절 바꾸
어 써 보기
대중가요 ‘썸’
비교하기

(2) 대중가요 <썸>의 가사를 읽고 노래를 들어
본 후 <진달래꽃>과 달라진 점 생각해보기
(3) <진달래꽃>과 <썸>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사랑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수업은 상호문화교육의 특성에 기대어 다음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다.
첫째, 한국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도모한다. 이를 위해 1차시에 ‘산물’, ‘행위’, ‘사고’의 틀을 차용
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
나 사고까지도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습자가 자신의 인식을 이루고 있는 구인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자각하
도록 비교 문화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모든 수업에는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를
비교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습자 간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들 중 하나인 자신의 모국 문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상호문화적 의사소
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매 시간 서로 다른 모국 문화를
지닌 학습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 문화의 특수한 내용뿐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도 메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시에는 ‘한국에
대해 연상되는 모든 것’이 한국 문화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고, 한국
문화 분류 체계를 제시하여 문화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매 시간 학습자 간 토론을 통하여 문화의 보편적인
속성을 인지하게 했다.
넷째, 교사는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이야
기를 충분히 들은 후 한국 문화 읽기 자료를 제시하며,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수
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문화 수업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지식의 전달에
그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수업의 주된 부분은 학습자 간의 인식 공유와 토론
이다. 예컨대 2차시에 교사가 한국의 여가 문화, 연애와 결혼 문화, 대중문화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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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료를 먼저 제시했다면 학습자들이 그 내용에 맞추어 휴가 계획, 소개팅과
결혼 계획, 드라마 방영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를
읽기 전에 계획을 세워봄으로써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활성화하
고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한 후 읽기 자료를 통해 문화 지식을 보완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와 실험 조사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수 전략의 실제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주로 화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가 특정 화행의 양상을 밝히기 위
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배경, 나이, 성별 등의 상황을 가정
하여 그에 따라 짧은 담화 형식으로 서술형 문항을 완성하도록 하는 테스트이
다.11)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 분야에서 화행 연구는 주로 비교문화 화용론과 중
간언어 화용론에서 비교 연구로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화행 수집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담화 완성 테스트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국어교
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떤 교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화행 연구에 사용되는 담화 완성 테스트를 변형시켜 실제 교수 전략 활용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화행과 교수 전략의 공통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화하고 있는 교
수 전략은 언어적일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측면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
으로 교사와 학습자라는 각각의 행위 주체가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협동하여 이
루어가는 과정에서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화행과 유의미한 공통점이 있다.13) 따라서 화행
연구에 활용되는 담화 완성 테스트를 변형한다면 교수 전략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연구의 효율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사 면담(interview)을 활용하여 교
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담화 완성 테
스트’ 항목 참조.
12) 김인규, 「한국어 화행 수집 도구 분석 – 거절 화행 DCT를 중심으로 -」, 『국제한국
어교육학회 제22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2, 302-304쪽 참조.
13) H. Clark,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김지홍 역,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경진, 2009, 36~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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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문화 교수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교사마다 문화교육과 교수
전략에 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실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상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지 조사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이에 담화 완성 테스트의 원리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 완성 테스트를 활용하기에 앞서 두 가지 부분을 조정했다.
첫째, 변수의 조정이다. 담화 완성 테스트의 변수는 주로 권력 관계(power
relation;

P),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D),

부담의

정도(degree

of

imposition; R) 등으로 상정되는데, 이는 이러한 변수들이 비교 문화 화용론
(cross-cultural pragmatics) 연구에 있어 독립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다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어 권력 관계
는 교사-학습자로 고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또한 어느 정도 고착
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6) 또한 본 연구는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화행을 관
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 혼재되어 있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하는 전
략의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교육 현장의 교수 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상황의 초점이 문화 지식에 관련된 것인지, 태도에
관련된 것인지, 교실 내에서의 실행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둘째, 응답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담화 완성 테스트는 화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응답자는 짧은 담화 형식으로 서술형 문항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전략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응답자는 서면으로 주어진 상황을 읽은 후 이러한 상
황에서 자신이 활용할 것 같은 말과 더불어 행동까지도 폭넓게 서술하게 된다.
변형된 DCT에 응한 교사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 다만 교사 면담 자료는 설문 조사 자료와 함께 담화 완성 테스트를 설계하기 위한 예
비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Ⅲ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15) T. Hudson & Y. Kim, Pilot instrument for assessing cross-cultural pragmatics of
nonnative learners of Korean(Research Note #13),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p.3 참
조.
16) 물론 각 교실 상황과 교사-학습자의 관계에 따라 이러한 변수는 가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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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교수 기간
현재 한국어
교수 여부

5년
교수하고 있음

86.7%(26명)

교수하고 있지 않음

13.3%(4명)

변형된 DCT에서 제시한 9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

제시 상황

항

상황 원인

당신은 친인척 간에 사용하는 호칭을 가르치면서 한
상
황 1

국의 가족 문화를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들
이 복잡한 친인척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
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는 이유도 이해

문화 지식의
난이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내용은 이해가

관념 문화에

황 2

되었으나, 이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대한 이해 부족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
황 3

당신은 학습자들과 함께 탈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

모국 문화와

다. 그런데 무슬림 학생이 자신은 종교적 이유로 이런

목표 문화의

춤을 출 수 없다며 탈춤 체험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충돌

학습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있는 나라에서 온 학
상
황 4

습자가 자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발표하자 타문화권

학생이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남자들은 좋겠
다고 장난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발표한 학습자는 언짢
은 기색을 내비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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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에
대한 존중의
부족

이성교제와 데이트에 대한 지문을 배우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치페이를 하는 것
상
황 5

이 자연스러운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와, 그렇지 않고

남자 쪽에서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하는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가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도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제사를 지

상

내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구

황 6

권 학생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비합리적이고 이해되
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교육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룹

상
황 7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권 학습자들
끼리 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권의 학
습자들과는 별로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교실 환경으로
인한 혼란

한국의 세시 풍속 학습을 위해 각 달에 있는 절기와
각 절기별 풍습을 교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절기와
풍습을 설명하면서 이를 칠판에 필기하였는데, 일부 학
상

습자들이 필기를 하고 싶지 않아하면서 각 풍습의 유래

황 8

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해당 학습자들의 문화
권에서는 쓰는 방식의 학습 스타일이 보편적이지 않고,

교수
학습법의
문화적 차이

질의응답이나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합
니다. 다른 학습자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

다양한

상

이 이야기하자 아시아권 학습자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

문화가 혼재된

황 9

칩니다. 아시아권 학습자는 교사를 대하는 서구권 학습

교실 환경으로

자의 태도가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 59 -

인한 혼란

타당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예비 조사와 실험 조사에서 교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을 물었고, 여기에서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 교실에서 교수 전략이 필
요한 전형적인 상황의 원인을 ‘문화 지식의 난이도, 관념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의 충돌, 타문화에 대한 존중의 부족, 다양한 문화가 혼재
된 교실 환경으로 인한 혼란, 교수 학습법의 문화적 차이’로 정리하였다.
각 상황을 제시한 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할지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문화
교육을 실행하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 전략이 어떤 것인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유의미성을 위해 수업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
황에 대한 교수 전략을 설계해야 하므로, 각 상황마다 ‘이 상황은 한국어 수업에
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입니까?’라는 질문을 첨부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발
생 가능성을 답하게 하였다. 변형된 DCT에서 제시한 9가지 상황에 대한 발생 가
능성은 모두 평균이 3 이상(‘일어날 가능성이 보통이다’)이며, 중앙값도 3 또는 4
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제시한 상황은 모두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을 담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권이 혼재된 한국어 교실의 교사가 실제로 어떠한 교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수업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하
였다. 관찰(observation)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주변 상황에 치중하여 내부
적인 현장(setting), 상호작용, 관계, 행위, 사건 등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찰하
여 자료를 창출해 내는 방법인데, 관찰을 기획할 때 연구자는 완전한 참여자
(complete participant)와 완전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디에 자신의 역할을 맞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17)
본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의 방법을 선택하되 수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는 완전한 관찰자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여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이들이 진행하
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교사가 자연스럽게 교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교사와 학생에게 미
리 양해를 구한 후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관찰하면서 수업 내용
을 녹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였다. 수업 관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7) J. Mason, Qualitative Researching, Sage Publication, 1996, 김두섭 역, 『질적 연구방
법론』, 나남출판, 1999, 101~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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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사
경력

학습자 수

학습자의 모국
문화권 수

수업 내용

1

1년

10

5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것

2

3개월

2

2

3

1년

8

5

한국의 날씨

4

1년

4

3

경어법

5

5년

4

2

이성교제와 결혼

수필 읽기
한국 전통 문화 학습

2.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양상
본 장에서는 설문 조사와 실험 조사, 그리고 변형된 DCT 답변의 내용을 바탕
으로 하여 상호문화교육 현장에서 지식, 태도, 실천을 위해 교사들이 활용하는
교수 전략 양상을 조사하였다.18)
본고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가 대체로 지식 습득, 태도 형성, 기술을 통한
실행의 세 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세 가지 목표는 통합적인 형태
를 띠고 있어 분리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성취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활용
양상을 분석할 때는 연구의 용이성을 위하여 지식적 측면, 인식적 측면, 실천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교수 전략의 활용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
기 위하여 교사 자료나 학습자 자료에 언어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연구자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실었다.

18) 본 장에서 관찰된 교사들 중 자신이 상호문화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였거나, 의도된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했던 교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지식, 태도, 실천의 측면에서 상호문
화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 행위를 실시한 경우 결과적으로 이를 상호문화교육으
로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활용한 교수 전략이나 교수
방법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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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지식의 전달
사모바와 포터(Samovar & Porter)는 효과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식’을 들면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적용된 지
식이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행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모바와 포터는 모리얼(Morreale), 스피츠버그(Spitzberg), 바지(barge) 등
의 논의에 기대어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내용적
지식19)과 절차적 지식이다. 내용적 지식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화제, 말, 의미
등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고, 절차적 지식은 특정한 상황에서 내용적 지식을 어떻
게 수집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지 아는 것이다.20) 내용적 지식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므로, 한국어교육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절차적 지식은 한국 문화와 같은 특정 문화를 넘어 일반적인 문화 전
반을 이해하는 방법론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서 필요한 지식은 특정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자신과 타
인, 개인과 집단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며, 학습자 중심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직접 문화 지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를 체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한국 문화에 특정하
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요소를 교수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학
습자들을 위해 절차적 지식을 교수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다양
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 중심적이라기보다 교사 중심적으로 다루어졌
으며, 결과 중심적이면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국 문화 요
소에 대한 지식을 넘어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원까지 미처 나아
19) 내용적 지식은 무엇이 어떻다(knowing what)는 것을 아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20) L. A. Samovar & R.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adsworth
publishing, 2004, 정현숙 외 옮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426쪽.
다만 이 저서에서는 ‘지식의 축적에 추가할 정보를 발견하는 법’ 또한 지식의 범주에 추
가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화와 문화적 실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기술
(skills)의 범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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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한 수업의 양상도 드러났다. 이런 경우 상호문화교육은 그 고유한 특성을
잃고 일방적인 문화 지식의 단편적 전달로 전락하게 된다.

1)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 제시
한국어교육에서의 상호문화교육은 한국 문화에 특정되는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 요소는 산물, 행위, 관념이 통합적으로 존재하
는 형태를 띠고 있어 분절적으로 교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수의 편의
상 수업 목표와 난이도에 따라 특정 요소가 보다 강조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관찰한 수업에서도 산물, 행위, 관념을 골고루 교수하였다. 예를 들어
【o_04】의 경우 수업의 소재는 경어법이었는데, 여기서 교사는 호칭, 경어법의
체계, 경어법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학습자들에게 모두 소개하였다. 이는 경어법
이라는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교수
한 것이다.
학습자는 비교적 낯설고 난이도가 높은 문화 지식이 제시될 경우 학습의 어려
움을 겪는데, 대개 관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화 지식일 경우 학습자가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관념 문화는 문화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문화 체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보이는 부분’과 연결되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므로 문화 학습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다. 또한 관념 문화는 보이지는 않지만 해당 문화의 개별체(set)에 의미를 부여
하고 이를 배열하는 양식(pattern)의 역할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타인
의 사회 집단과 정체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21) 관념 문화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물 문화와 같이 비교적 가시적인 문화 교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 문화에 대한 지식의 교수 학습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는 단적으로 ‘국
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각 교육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
하고 있는 등급별 목표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22) 문화교육 영역의 문화 지식에
관한 목표를 살펴보면 낮은 등급에서는 식생활 문화, 행동 양식, 교통 문화, 기후
등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문화 요소들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높은 등급으로 갈

21) Ⅱ장 1절에 서술된 바이럼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관련 논의 참조.
22)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
어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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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 교육 문화의 특징, 종교, 철학, 윤리, 민간신앙
에 반영된 가치관 등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화 요소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 문화는 학습자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사도 가르치기
어려운데, 이는 관념 문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비해 복잡하고 추상적일 뿐 아니
라 학습자와 교사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험 조사 1차시에서 학습자
들은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적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습자
들이 제시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
- 한국은 매일 화장품 세일 하고 있다.
- 한국에서 살게 되면 경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야 한다.
- 먹는 것에 (관심) 신경을 많이 쓴다.
- 여름 장마철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 김치를 먹는다.
- 한 민족보다 더 외향적이고 자신을 표현한다.
- 자신만만 및 자격지심이 심하다.
- 한복, 경복궁, 세종대왕, 한글
- 대중교통이 너무 좋다.
【c_01】

위에서 제시한 사항 중 군 입대, 화장품 세일, 장마철의 특징, 김치, 한복, 경복
궁, 세종대왕, 한글, 대중교통 등 산물 및 행위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자의 이해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지만, 밑줄로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소 어려워지거나 학습자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
다. 해당 내용은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 속한 개인이 어떤 가치관이나 관념에
기반을 두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정체성이나 삶의 양식에 보다 깊이 관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내용, 즉 관념 문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 간의
관점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 교수가 필요하
다.
다음은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교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 중 하나
로 제시한 내용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권과 차이가 뚜렷한 관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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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익히게 한다는 점에서 위의 예시와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문화 직장문화가 수업의 소재일 경우 서양권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수업진행에 문제가 있음. 【Q2_16_T_30】

서양권 학습자가 한국의 가족 문화나 직장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유 중 하나를 현재의 가족 문화와 직장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의 관념 문화
가 서양권의 관념 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
황에서 관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교사는 주로 어휘 학습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학습자의 필요에 따른 제한적인 교수만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는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 체계에 대한 심도 있고 단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생략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고츠키(Vygotsky)에 따르면 발달의 첫날부터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 행동체
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며,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다. 인간 발달 과정은 개인과 사회 역사 사이의 연결 고리
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복잡한 인간의 구조를 만들어낸다.23) 특히 비고츠키
는 이성적 사고와 학습과 같은 고등 정신 기능이 사회적 활동에 시작된다고 하였
는데, 개인 외적 국면, 즉 개인 간(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국면이 개인 내 국면
으로 전환되는 것이 비고츠키가 주장한 고등 인지 기능의 발달 순서이다.24) 따라
서 사회 속의 개인은 개인적인 특성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이 한데 얽히고
어우러져 빚어낸 복잡한 발달의 산물이다. 개인이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
니며, 문화와 개인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가 곧 자신의 모국 문화인 한국인 원어민 교사는 한
국 문화 외부의 관점에서 이를 낯선 문화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때문에 자신도

23) L. S. Vygotsky, Mind in society,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78,
정회욱 옮김,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 – 비고츠키의 인간 고등심리 과정의 형성과 교
육』, 학이시습, 2009, 29~46쪽 참조.
24) M. Johnson, A philosoph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Yale University, 2004,
김희숙·문은주 옮김, 『외국어 습득 원리의 이해: 비고츠키의 사회문화론과 언어습득』,
한국문화사, 2011, 152~1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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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게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현상과 기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하
고 교사 중심적인 관점에서 학습 내용을 제시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문
화가 모국 문화인 개인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한국 문화를 목표 문화
로 학습하고 있는 개인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가 모국 문화인 교사의 관점으로 학습 내용의 종류와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DCT를 통해 문화 지식 제시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의 교수 전략을
관찰한 자료이다.

<상황 1> 당신은 친인척 간에 사용하는 호칭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를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복잡한 친인척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는 이유도 이해하
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전략) 친인척 관계의 호칭(이모, 고모, 숙모, 숙부, 삼촌 등)까지는 아니
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1촌-4촌 정도의 호칭 정도까지는 문화 어휘 차원에서
도 필요하기에 이 부분이 공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후략)【st_01_t_01】
- 먼저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가족 관계도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자
료가 부족하다면 학생들이 잘 아는 인물들 사진으로 친인척 관계 표를 만들어
제시합니다.) (후략)【st_01_t_06】
- 간단한 호칭만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필요하다면 가족
관계도를

보여주면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후략)

【st_01_t_21】
- 한국에서 특히나 가족간에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킨다. (후략)【st_01_t_25】

위의 사례에서 대다수의 교사는 친인척 체계 및 호칭에 대해 어휘적 차원이나
학습자 요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교수하겠다고 하였으나, 복잡한 친인척
체계가 활용되는 바탕인 관념 문화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한 교사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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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t_01_t_25】와 같은 답변처럼 가족 간 호칭의 중요성을 설명하겠다고 한
데에서 한국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로서의 관념 문화를 교수할 필요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답변은 많지 않았다.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항목을 가르
쳐야 하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제약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st_01_t_06】과 같
이 드라마, 가계도 등과 같은 보조 자료를 준비하여 강의식 수업을 하겠다고 답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문화교육에서 학습자
스스로 낯선 문화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한국 사회 집단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다루어보는 과정 없이 결과 중심적인 지식
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게 되었다.
수업 관찰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에서 각각 ‘지역감정’과 ‘호(號)’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인 원
어민 교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 및 반응했다. 아래 수업 장면 중 첫 번째 장
면은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도중 부차적으로 나온 이
야기를 교사가 설명해주는 상황이고, 두 번째 장면은 한국 전통 문화를 학습하면
서 위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T: 한국은 지역감정이 있어요. 지역감정. 경상도랑 전라도가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에 대
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전라도도 그렇고.
【o_01】
(다산 정약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T: 정약용, 다산 정약용 알아요? 다산? 들어봤어요?
S: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T: 다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산 정
약용, 추사 김정희, 율곡 이이... 이렇게... 어떤 사람 이름 앞에 다른 별명이.
붙는 거.
【o_02】

위 두 장면에서 교사가 초점화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각 ‘지역감정’과
‘호’다.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25)에서 ‘지역감정’이나 ‘호’는 각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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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사회-사회 문제’와 ‘한국의 역사-역사적 인물-유명 인물’ 등의 분류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각각 한국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갖
추어져 있어야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지역감정’이나 ‘호’는 한국어
원어민인 교사 자신에게는 이미 익숙한 문화 항목이며, 교사는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 문화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있어 ‘지역감정’이나 ‘호’는 낯선 문화 항목이며, 학습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역감정이 촉발
된 이유나 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역감정이나 호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교사 중심·결과 중
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호’를 사용하고
있는 인물들 몇 명을 예로 들어주고 매우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는 피상적인 수준의 한국 문화
지식을 지니게 될 위험이 있으며, 문화의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되 이
러한 부분의 근원에 대해서는 모르게 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관념
문화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 상황에 따라 교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문화 요소는 교수를 생략하거나 이후에
교수하는 것이다. 지역감정과 같은 경우 학습자가 굳이 해당 수업에서 알아야 하
는 문화 요소가 아니면서 난이도가 높은 요소였으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두 번째
는 학습자의 자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게 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낯선 문화
요소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등의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문
화 요소에 대한 학습이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이 되도록 하는 방향성이지
만, 위의 두 수업 장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다차원적 문화 지식의 전달
학습자가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지식은 문화적으로 특정한 지식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 자신와 타인의 사회 집단과 정체성이 어떻게
25) 김중섭 외, 앞의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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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며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어 상호문화교
육의 내용에는 흔히 ‘한국 문화교육’ 하면 떠오르는 한국의 산물, 행위, 관념뿐
아니라 문화 자체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압달라-프렛세이(Abdallah-Pretceille)는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활동에
서 나타나는 한계 중 하나로 ‘문화의 민속화(folkorisation)’를 들었다. 문화의 민
속화란 문화교육의 내용이 종종 음식, 공예품, 무용, 축제 등과 같이 눈에 가장
쉽게 띄는 분야만으로 한정되어 민속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역
동성을 잃고 귀납적인 일관성을 따르는 ‘박제화된’ 문화는 지나친 일반화, 탈문맥
화, 시대착오로 인해 무기력해진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교육에서 ‘눈에 쉽게 띄는 분야’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
은, 이렇게 가시적인 문화 지식 내용이 교수 학습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차츰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교재에서 ‘한국
문화 소개’와 같은 부분이 각 단원과 독립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
국어 문화교육에 있어 문화의 민속화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음은 교사 대상 2차 설문조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학습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총 74명의 한국어 교사들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27)
수업을 통한 명시적 지식 전달

24.7%

체험 학습 등의 행사

31.3%

수업 시간 내 문화 관련 학습
활동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등 원어민과의 대화 및 교류

문화 학습 방식

기타(체험 학습을 통해

22.0%
19.3%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체험 학습의
내용이 한국 문화와 관련 없는

2.7%

경우가 많음, 읽기 지문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후속 활동으로, 교재 내용)

26) M.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9, 장한업 옮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
안』, 한울아카데미, 2010, 110~112쪽.
27) 해당 문항에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총 응답은 150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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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제시된 것처럼 문화교육을 위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은 ‘체험
학습 등의 행사’였고, 다음은 ‘수업을 통한 명시적 지식의 전달’이었다. 즉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에서 문화 지식의 전달은 가시적이면서 학습자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교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 자체가 지니고 있
는 속성에 대한 지식은 거의 교수되고 있지 않다.
다음 사례는 교실 관찰에서 관찰된 것으로, 교사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수
업을 하면서 정약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T: 다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산 정
약용, 추사 김정희, 율곡 이이... 이렇게... 어떤 사람 이름 앞에 다른 별명이.
붙는 거. (...) 정약용은 목민심서, 목민심서도 쓰고... 거중기도 만들고. 우리나
라 정조 시대 사람이에요.
【o_02】

위의 사례에서 정약용은 ‘목민심서’, ‘거중기’, ‘정조 시대’ 등의 문화 항목으로
단편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해당 수업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 수업’에서 한국의
위인, 한국 전통 음식 등이 제시되었으나, 각자가 단편적이면서 학습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개별체(set)로서의 문화만을 강의식으로 다루는 양상을 보였
다. 개별체로서의 문화는 처음 낯선 문화를 접하는 사람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
고, 그만큼 습득도 쉽다.
그러나 개별체로서의 문화만으로 모든 문화를 습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
화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문화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했
다고 이를 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중요
성이 강조된다. 또한 이는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순서화와 군집화의 필요성을 드
러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28) 개별체로서의 문화 지식, 다시 말해 단편적인 문화
지식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순서화와 군집화를 통해 문화 자체를
다루는 지식을 포함한 상호문화교육 내용이 효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8) 이는 교수 전략의 단계를 다루는 Ⅳ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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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학 작품이라는 산물 문화를 통해 문화 학습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교사에 대한 사례이다.

저는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문학 작품 학습 시 여러 차례의 설명과 해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Q2_16_T_29】

여러 차례의 설명과 해설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
지 못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아직 문학 작품을 소화하
기에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교사의 설명이 학습자에게 모두 수용되지 못
했을 수도 있고, 문학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학습자가 한국어에 매우 능통하다 하더라도 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한 일반적
인 이해가 없다면 이를 통한 한국 문화 학습은 요원해진다. 즉 어떤 경우 학습자
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같은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특정
문화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지식 교육의 측면에서 문화 일반에 대한 지식은
강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서 각 급별의 목표를 대표하는 문화 지식의 내용은 29가지로 설정되어 있는
데29), 이 내용들은 모두 ‘한국의 ~를 이해한다.’, ‘한국인의 ~를 이해한다.’, ‘~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와 같은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즉 한국 문화라는
특정 문화를 벗어난 일반 문화에 대한 지식은 포괄되어 있지 않다.30)

교사 (재)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문화 관련 내용31)

한국 문화 내용 지식
한국 문화 교수 기법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 및 기법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교실의 운영 전략
무응답

29) 김중섭 외, 앞의 논저, 2011.
30) 이러한 특성은 ‘문화 실행’과 ‘문화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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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3.8%
31.3%
21.9%
1.9%

위의 표에 나타난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교
육에 가장 포함되기를 원하는 항목은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 및 기법’이었는데,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첫째, 교사들
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칠 때
문화 간 이해와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교사들이 문화 간 이해와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실제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해야
할 학습자들에 대해 문화 자체에 대한 지식 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을 교
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업을 통한 실험 관찰에서는 학습자가 ‘문화’ 자체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
해 1차시에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해 떠올렸던 모든 항목을 칠판에 쓴 후 칠판에
적힌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문화’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습
자들과 함께 칠판에 적혀있는 항목들을 산물, 행위, 사고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
시하였다.32)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았다.

- 문화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문화라는 용어는 작은 일이나 습관이나 생각에(서) 나옵니다.
- 앞으로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문화적인 지역을 다녀보면 큰 도
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문화를 실제로 체험해볼 필요성
을 느끼게 되는 모습은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촉발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문화적인 행사’나 ‘문화적인 지역’과 같이 아직도 ‘문화’ 자체가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라고 분류한 것은 한계지만, 일반 문화와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께 병행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1) 본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32) 다만 ‘산물’, ‘행위’, ‘사고’와 같은 단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고 여겨 ‘산물’, ‘행동,’ ‘생각’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고 영어 원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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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간 인식의 촉진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타문화로서의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타문화 인식과 문화 간 비교·유추는 상호문화
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학습자는 자문화와 타문화, 그리고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실 밖에서 다양한 문화와 실제로 상호작
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들 역시 문화 간 인
식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단편적
인 비교 문화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상호문화적 교수에 실패하거나, 올바른 상호
문화적 태도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만 교수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비교
압달라-프렛세이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활동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한계로
지적한 것은 ‘비교와 유추의 남용’이다. 이는 상호문화교육에서 문화 간의 비교나
유추의 방식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거나, 이분법적 시각과 같은 편협한 시각으
로 문화 간 비교와 유추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화 간의 비교와 유추가 남용된
다면 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위
험이 있다.33)
그러나 비교 문화 활동 자체는 문화 간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전략이므
로, 많은 교사들은 비교 문화 활동을 통해 타문화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
진시키거나 문화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난관을 타개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한
다. 실제로 실험 조사와 변형된 DCT, 수업 관찰을 통해 문화 교수 현장을 관찰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문 중 하나는 ‘여러분의 나라는 어때요?’였다. 이
러한 질문은 한국의 어떠한 특이한 현상을 설명할 때나,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
날 때 주로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는 각각 한국의 특이한 문화 중 하나인 경어법
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1]), 문화 간의 차이 때문에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2])에 일어난 것이다. [1]은 수업 관찰을 통해, [2]는 변형된 DCT를 통해 얻

33) M. Abdallah-Pretceille, 장한업 옮김, 앞의 책, 1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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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료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비교 문화적 발
문이나 활동이 전략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한국의 경어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T: 한국은, 복잡해요. 이 사람이랑 나랑 별로 안 친할 때나, 나보다 (손을
올리면서) 높은 사람한테… 높임말을 써야 되지요? 영아 씨가, 슌 씨가 영아
씨보다 어리지만 존댓말 쓰고 있죠? 슌 씨가, 그럼 누나라고 불러요? (중략)
(학습자 한 명을 지목하면서) 대만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도 누나라고 불러요,
부르지 않아요? (중략) (다른 학습자를 지목하면서) 일본은 어때요?
【o_04】

[1]의 경우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경어법’이라는 문화
요소가 각 나라마다 비교적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적 차이가 크게 나타
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학습자들은 각각 자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면서 보다 수월하게 경어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2-1]과 [2-2]의 사례는 ‘결혼 문화’와 ‘이성교제와 데이트 문화’에 대한 내용
을 다루고 있다.
[2-1] <상황 4> 학습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있는 나라에서 온 학습자가 자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발표하자 타문화권 학생이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남자들은 좋
겠다고 장난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발표한 학습자는 언짢은 기색을 내비칩니다.
- 이것을 계기로 학습자 모국에만 있는 풍습이나 독특한 문화가 무엇이 있
는지 발표하게 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것이다.
【st_04_t_29】
[2-2] <상황 5> 이성교제와 데이트에 대한 지문을 배우고 이에 대해 이
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와, 그렇지 않고 남자 쪽에서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하는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가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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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각 문화의 장단점을 설명하게 하고 각각 체험하게 해 본다.
【st_05_t_03】
- 먼저 국가 별로 더치페이를 하는 문화인지, 남자가 부담하는 문화인지를
조사합니다. 본인의 나라에서는 왜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운지, 본인은 그런 문
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곳은 왜 그런지, 그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
다.
【st_05_t_06】
- 데이트시 더치페이는 문화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임을 상기
시키고 한국어 교실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으므로 타문
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장려한다.
【st_05_t_31】

이러한 교수 전략을 활용했을 경우 학습자들은 보통 자문화의 특징에 대해 이
야기하였으나, 대답을 망설이거나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화란 항상 변화
하는 역동적인 성질의 것이며,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중첩된 수많은 자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한 문화만으로는 그의 행동과 사고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의 나라는 어때요’, 달리 말하면 ‘(한국 문화와 다른) 타문화
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상호문화적 관점에
서 보았을 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다. 특히 질문의 범위가 포괄적일
수록 이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개개인으로서의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국가 또는 민족 집단을 통해 형
성된 정체성만을 가지고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4)
따라서 【st_04_t_29】와 같은 활동은 보다 구체화된다면 문화 간 인식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추상적으로 제시될 경우 학습자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34) 【Q2_16_T_10】에서는 교사가 중국에서의 소수 민족에 대한 문화를 소개했을 때, 중
국인 학습자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를 낯설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서술하고 있다.
문화를 형성하는 단위는 국가, 학교, 가족 등 매우 다양한데, 이와 같은 서술은 국가와
같은 광범위한 단위 내에서는 문화의 특성이 더욱 단일화되기 어려우며 같은 집단 내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문화의 발현 형태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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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위험이 있다. 이에 [2-2]의 【st_05_t_31】와 같은 사례에서는 ‘더치페이’라
는 특수한 상황이 반드시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을 지적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은 단편적인 비교 문화적 발문이나 활동을 통해
각자의 문화를 재단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립맨(Lippmann)
에 따르면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해 생각할 때 머리
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이다. 케르질과 벵소노(Kerzil & Vinsonneau)는 고
정관념에 대해 ‘상당히 편리한 지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집단들 간의 만남을 통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개인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
다고 생각하고, 이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
다고 하였다.35) 이는 편견(prejudice)이라는 개념에도 어느 정도 적용시킬 수 있
는데, 편견을 가진 개인 역시 이방성을 지닌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편견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편견(prejudice)은 어떤 집단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태도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올
포트(Allport)는 편견을 ‘그릇되고 완고한 일반화에 근거한 적대감’이라고 정의하
였다.36) 이처럼 고정관념과 편견은 낯선 문화에 대한 고정적인 혹은 적대적인 태
도와 함께 자문화에 대한 이해의 저하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은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 나온 교사의 발화이다.

T: 내가 듣기로는 중국은 돈이 최고라고 들었거든. 인터넷이나 중국 학생들
에게 들었던, 뭐냐면 돈이 우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OO(*중국 국적 학습자)는
좀 달라. (중략) 아니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중국
은 정말 그렇대. 서양에서는 약간 그렇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아시
아에서는 음 그러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o_05】

교사는 중국 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에서 ‘인터넷이나 중국 학생들에
게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국’이나 ‘서양’,
35) J. Kerzil & G. Vinsonneau, L'interculturel: Principes et réalités à l'école, SIDES,
2004,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교육과학사, 2013, 31~37쪽 참
조.
36) 추병완, 『다문화 사회에서의 반편견 교수 전략』, 도서출판 하우, 17~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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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같은 광범위한 문화권에 대한 이러한 재단은 어떤 면에서는 고정관념
이라고 할 수도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사가 이미 자신의 눈앞에 있는 중국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라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거나 태도를 달리 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의 자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 학습자가 해당
자문화에서 ‘예외적인’ 현상인 것으로 치부한 것에 지나지 않아, 타인을 타인 그
자체로 보고 관계를 하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는 어긋난다. 이는 결국 자기 자
신은 개성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면서 타문화권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모순을 야기하거나,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를 둔감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교 문화 교수 전략을 활용할 때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며, 상호
문화교육의 전제와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교 문화적인 활동을 철저하게
설계하고, 어떤 내용이 비교 문화적인 활동에 적합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상호문화적 태도에 대한 교수
한국어 교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설문 조사에서 학급 내 평균 문화권
수는 1~3개가 60.8%로 가장 많았고, 4~6개가 29.7%로 뒤를 이었다.

1~3개

60.8

학급 내

4~6개

29.7%

평균 문화권 수

7개 이상

6.8%

기타(1~6개, 학기마다 상이함)

2.7%

한국어 문화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모국 문화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난 편은 아니지만, 교실을 구성하는 학습자들의 모국 문화는 매 학기 바뀌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문화가 한 교실 안에서 서로 섞이게 된다.
수업을 통한 실험 관찰 4차시에는 한국의 교실 문화37)에 대한 OX 퀴즈와 자
37) 퀴즈의 내용을 한국의 교실 문화로 한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실험 대상
자들이 거의 학생 신분이므로 대상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문화 중 하나라고 여겨졌다. 둘
째, 이 기회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의 교실 문화에 대해 익히도록 하여 실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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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실 문화에 대해 말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견을 포함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 제가 나이가 더 많아도 선생님한테 꼭 존댓말 써야 하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주소를 옮겨요.
- 대만이랑 말레이시아랑 좀 비슷해요.
- 엄마가 학교에 많이 오면 아이도 활발해요. (치맛바람)
【c_04】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와 자문화의 차이를 인지할 뿐 아니라 다른 문화와 자문
화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고, 때로 이러한 문화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많은 한국어 현장의 경우 교사와 학습자들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맥
락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기란 어렵다. 또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 교실에서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
로, 이때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충돌하는 목표 문화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1], [2]번 사례는 한국어 교사
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에 관한 서술이다.

[1]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탈춤을 교수하는데, 무슬림 학생이 자신은 종교적
이유로 춤을 출 수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였다. 【Q2_16_T_15】
[2] 일본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의 일부로 한 활동의 일부가 일본의 민간
신앙에서 금기시하는 것이라고 한 아이가 수업에 불응 【Q2_16_T_47】

위와 같은 사례는 문화교육 현장에서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는 아래의 답변과 같이 학습자의
활용하도록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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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문화를 존중하고 해당 활동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해당
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활동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는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타문
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 학습자들이 탈춤을 체험할 동안 무슬림 학생은 탈춤을 추지 않고 구경
하도록 합니다.

【st_03_t_06】

[2] 정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st_03_t_11】

그러나 각 교사가 활용하는 전략은 각각 이러한 장애 상황을 촉발한 학습자에
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와 문화 간의 충돌을
겪고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가시적으로 보인 해당 학습자에 대해서는
상호문화적인 전략을 취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화 간의 충돌을 간
접적으로 체험하는 교실 내 다른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교실 내 다른 학습자들 또한 문화적 가장자리에 처해있는 입장에서 언제든지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의 충돌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동료 학습자의 태도에 따라
수업 내용이나 수업 방식 등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놓여있기
도 하다. 따라서 교사는 가시적인 충돌을 겪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인 학습자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의 영향 하에 있으며 문화 간 충돌을 겪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도 문화 간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은 타문화 구성원을 이해하는 관점을 지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 간 상황을
메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한편 한국어 문화 교실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존중 부족, 자문화 중심적 사고,
편견 또는 고정관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인식으로 인해 문화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학습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국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공간을 낯선 문화적 산물·행위·사고가 채울 때 정체성의 위기를 맞
게 된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이들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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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낯선 문화의 바탕 위에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할 경우 학습자는 모국 문화 속에서 발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대심을 품게 된다.

[1] 중국 학생이 사우디의 일부다처제를 부러워하는 듯 장난을 쳤다.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 보는 듯 하다가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냐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Q2_16_T_04】
[2]【L_01】 (한국에서)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가 애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화가 나요. 【L_04】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있을 때 남자만 아기를 돌보면 남
자가 아내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일동 웃음) 【L_04】 아, 아내가 남편
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다녀요.
【C_02】
[3] (한국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S1: 한국에 봄에는 먼지가 많아요. 황사.. 황사가 중국에서 와요. 공기가 안
좋아요.
S2: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아 그런데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황사가 오
는 곳은) 몽골입니다.
【O_01】

로렌스-라이트풋(Lawrence-Lightfoot)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 간의 존중
(respect)는 교수와 학습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존중 개념의 핵심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 관계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대칭과 상호 의존성
이다. 학습자는 지적인 활동에 관여하거나 안전함을 느끼려고 할 때 존중의 개념
을 필요로 하고, 교사는 존중을 통해 바람직한 교실 분위기를 조성한다.38) 그러
나 [1]의 경우와 같이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 존중의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학습자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에서 오는 안전
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특히 다양한 문화 간에서 수준의 고저나 경중을 따질 수

38) C. I. Bennet,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Pearson education, Inc.,
2007, 김옥순 외 공역,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380~3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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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냐’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모국 문화를
비하하는 모습은 해당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
능성이 있다.
[2]의 경우는 문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간 토론을 하다가 생긴 문화 간 충
돌인데, 【L_04】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에서 통용되는 관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다른 학습자들이 웃음을 터뜨려 【L_04】 학습자가 당황하면서 자신의 발화
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L_04】 학습자를 제외한 다른 학습자
들이 자신의 모국 문화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L_04】 학습자는 처음에 자신이 했던 발화를 취소하고 이를 수정하면서 원래
의도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 【L_04】 학습자의 행동은 사모바와 포터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문제 요소로 제시한 움츠림(withdrawal)이다. 이는 자신
과 다른 문화권에 속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거나 만족
할 정도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 못할 때 의사소통 행동이 움츠러드는 것이
다.39)
[3]의 경우는 황사 현상의 근원을 특정 국가에서 찾자 해당하는 국가에서 온
학습자가 황사에 대한 가치 판단 하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 근원을 다른 국가로
넘기는 발화인데, 타당성은 있으나 타문화 학습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다른 국가에 책임을 넘긴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문화 간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자고 제안하거나 문화 상대주
의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전략을 주로 취했다. 이러한 전략 자체는 문화 간
상황에 부적절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하지만, 교사가 다소 일
반적인 수준의 제안을 하는 선에 그칠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학습자들의 태도는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세계관
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한 교수가 추상적일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문화 간의 충돌)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으므로 문
화의 상대성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다. 【st_04_t_16】
다름을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st_05_t_8】
39) L. A. Samovar & R. E. Porter, 앞의 책,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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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은 문화 간 충돌로 인한 상호문화적 태도가 필요할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조치도
소극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 실제적인 수업 상황에서 이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발화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T: (학습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기분 상한 거 아니죠? 황사가 중국이 아니
라 몽골에서 오나 봐요. OO 괜찮죠?
【O_01】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들이 섞여있는 수업 현장에서 오리엔테이
션을 하던 중 교사의 발화)
T: 이번 학기는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온 학습자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이
야기도 많이 하고..
【O_02】

첫 번째 사례는 수업 관찰에서 발견된 장면으로, 앞서 서술하였던 황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인 학생이 불쾌감을 드러냈을 때 이를 무마하고 넘어가기 위한 교
사의 언행이 드러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들의 교류
를 촉진하고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라’라고 권유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
다. 이런 경우 교사는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문화 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상호문화적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아예 이야
기하지 않거나 직간접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문화들의 접촉과 더불어 선언적인 교수만으로 상호문화적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데, 그 이유는 사회 속에서 상이한 문화들이 날마다 접촉하지만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다양한 문화를 공존시
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활
용하는 것이다.40) 다음은 문화 차이가 두드러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
실 상황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교수 전략의 예다.
문화 차이를 비판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서양의 무덤이
도시 길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st_06_t_2】
40) J. Kerzil & G. Vinsonneau, 앞의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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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서로 이해할 것을 암시적으로 내비치거나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
거나 짝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거나 소수 문화권 학생이 수업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Q2_15_T_23】

위와 같은 예는 학습자의 문화 간 인식과 이에 따른 태도가 개선되도록 보다
구체적이면서 학습자 중심적인 활동을 촉진하려는 장면이다. 예시를 들어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거나, 짝 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태도를 익히고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문화적 관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하거나 최소한 상호문화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동
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활용되어야 한다.

(3) 문화적 실행의 추구
상호문화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해석 및 관련짓기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등을
연마하여 궁극적으로 실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상황에서 지식, 태도, 기술을 운
용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학습자가 실제로 살아가는 한국 사회 속
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교실에서 이를 확인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교사는 유의
미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단이자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기술을 연마하고 실
제로 상호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 교사는 해
석 활동을 간소화하여 학습자가 해석 및 관련짓기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축소시
키기도 하였다. 또한 교실을 상호문화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다양한 문화가 혼재
된 교실 맥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 문화적 해석과 관계 짓기의 유도
바이럼(Byram)은 상호문화적 능력의 하나로 해석하고 관계 짓는 기술과 발견
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들었지만,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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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았다. 예컨대 뮐러-하트만과 쇼커-폰 디트푸르트(Müller-Hartmann &
Schocker-von Dithfurt)는 해석하고 관계 짓는 기술과 발견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의 예시로 각각 ‘문학 텍스트를 통한 창의적 과제, 주변 인물의 관점을 통해
문학 작품 관찰하기, 학습자의 문화 간 경험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나 시뮬레이션’
등과 ‘이메일 비교하기, 면대면/가상 대면 프로젝트, 채팅, 수업 방문, 민족지학적
관찰 과제, 문화적 오해 협상, 역할극, 비판적 사건’ 등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
다.41) 그러나 문화 수업 관찰 결과 이러한 활동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해석하고 관계 짓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성상 시간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교과과정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가 문화적 실행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경우 교실에서 문화적 해석과 관계
짓기가 유도되기는 힘들다.
5차시에 걸친 수업 관찰 동안 교사들이 활용하였던 방법으로서의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수업 관찰 동안 교사들이 활용했던 교수 전략>
차시

수업 내용

교수 전략

1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것

학습자 발표, 교사 질문

수필 읽기

필기, 어휘 설명, 소리 내어 읽기,

한국 전통 문화 학습

발문을 통한 초점화, 보조 자료 활용

2

간단한 비교 문화 발표,

3

한국의 날씨

4

경어법

보조 자료(가계도 그림) 활용, 역할극

5

이성교제와 결혼

학습자 발표, 토의

보조 자료(지도) 활용

41) A. Müller-Hartmann, & M. Schocker- von Ditfurth.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Klet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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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활동에서 문화적 해석 및 관계 짓기와 관련된 활동은 밑줄로 표시된 ‘학
습자 발표’, ‘비교 문화 발표’, ‘역할극’, ‘토의’다. 다른 문화에서 온 자료나 사건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거나, 각기 다른 문화를 연결하여 제2 활동으로 나아간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간단한 수준의 비교 문화 활동은 어렵지 않게 찾
아볼 수 있었으나, 시공간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인해 해석 활동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보조 자료나 동료 학습자의 발화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화를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두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거나 고유한 관점으로 새로운 사항을 도출해 보기는 어
려웠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의 문화 학습은 피상적인 면에 그치게 되며, 상호문
화적 의사소통도 어려워진다.
다음은 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문화적 해석 및 관계 짓기와 관련된 활동의 내용과 특징>
활동

활동 내용

특징
학습자 발표에 대해 교사가 코멘트

학습자
발표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점을 를 하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해하
각자 발표함

기 힘든 부분을 한국인의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함

비교
문화
발표

자신의 나라의 날씨가 지닌 각 나라의 날씨가 지닌 특징은 한
특징에 대하여 각자 발표함
경어법을 연습하기 위해 가족

역할극

구성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역할극을 함

국 날씨의 특징과 각각 비교되었음

일상적인 대화를 역할에 따라 변형
해가며 경어법을 연습하였음

각국에서 결혼할 때 중요하게 교사도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
토의

여기는 기준에 대해 자유롭게 는 맥락의 한 구성원으로 토의에
토의함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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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활동 중 학습자 발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새롭고 낯선 문화 현상
을 해석해볼 기회 없이 교사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설명으로 수렴되었다는 점에
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교사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관점이 무엇
인지 알게 해주기는 하나, 학습자 스스로 문화를 해석해보고 자신이 발표한 자문
화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볼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비교 문화 발
표와 역할극의 경우 각각 ‘날씨’, ‘경어법(연습)’이라는 소재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재는 학습자의 문화적 해석과 연결을 촉진한다기보다는 지식을 습득하
게 하는 데 더욱 적절하다.
한편 결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대한 토의는 보다 주목할 만 하였는데,
여기에서 교사는 한국 문화의 해석자 및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관점을 공
유하고 토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문화의 관념적인 부분과
연결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학습자
로 하여금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 해석하고 이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맥락의 활용
앞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어 교실은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혼재되어 있는 독
특한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활발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성을 항상 담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이
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차단된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이 차단될 경우 학습자들은 문화 간 상황에서 타
문화 구성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진다.
학습자들이 문화 간 상황에서 타문화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
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문화교육은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 인식, 실행을 전달하고 촉진하
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문화 자체에 대한 속성이나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
해서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
표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게 하여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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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거나 한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문화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렇게 문화 간 상황에서의 상호작용도 충분히 한국어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교사의 답변과 같이 한국어 교실에서 같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인 동료 학
습자가 아닌 경우 교류하고 싶지 않아한다면, 이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가능
성이 차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학생 간 문화나 언어가 다른 경우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것 같았다.
【Q2_16_T_2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지도 방
식은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각기 다른
문화 구성원들이 소통하면서 올바른 문화 간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
을 장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을 학습자가 더 선
호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상황 7> 각 나라의 교육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룹 활동을 하기
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권 학습자들끼리 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신
과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들과는 별로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습니다.
- 활동 주제를 고려하면 다른 문화권별로 얘기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고 이야기하고 일부러 섞음. 이런 주제의 경우 학생들도 같은 문화권끼리 이야
기하는 것을 크게 고집하지 않음. 재미없어지는 걸 아니까.【st_07_t_05】
- 같은 문화권은 내용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다른
문화권 학생과 이야기를 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또는 연습지를 주고 적어도 3
개 문화권 이상의 예를 조사하게 해 여러 문화권의 학습자와 이야기할 수 있
도록 합니다. 【st_07_t_06】
- 일반적으로는 반대의 현상이 심합니다. 다른 나라 문화권 학습자들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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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같은 나라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든
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특히 중국학습자들끼리) 호, 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입
니다. (후략)【st_07_t_22】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실험 조사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실험 조사 2차시의 경우 ‘내가 한국인이라고 가정하고 휴가 계
획 세우기’ 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휴가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하였는데, 이
경우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끼리 짝을 지어 세 조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단
한 조에는 동일한 문화권의 학습자 2명과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 1명이 들어갔는
데, 이 경우 동일한 문화권의 학습자 2명이 모국어로 소통하며 거의 비슷한 의견
을 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42)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율적이며,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아할 때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
는 수업의 수월성이나, 대다수가 성인인 학습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전략이
라고 볼 수 있었다. 위의 <상황 7>에 대한 답변 중 하나인 【st_07_t_12】나
【st_07_t_1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학습자가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 활동하고 싶어 할 때) 자기가 말하고
싶은 사람들과 조를 만들어준다. 【st_07_t_12】
- (같은 문화권끼리) 하고 싶은 학습자끼리 (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 정도
는 수업의 수월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st_07_t_12】

이는 학습자에게 상호문화적 의사소통과 단문화적 의사소통 간 선택의 여지를
준다. 그리고 보통 다른 문화와의 소통보다는 같은 문화 내에서의 소통이 인지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하므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외면
하게 된다.
42) 다만 실험 대상자들의 연령이 전원 20대로 거의 비슷하고, 신분도 비슷하므로 전반적
으로 휴가 계획이 아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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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업 관찰 1차시에서 교실에는 다섯 개의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들
이 섞여 있었는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점’을 주제로 말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문화권 간의 교류나
토의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로의 차이점을 느끼면서 상호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은 것이
다. 또한 2차시에는 중국 학습자와 러시아 학습자가 있었는데, 교사는 러시아보
다 중국에 대해 더 많은 배경 지식이 있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중국인 학습자에
게 조금 더 집중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예컨대 교사는 중국 학생의 고향에
가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중국의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러시아 학습자가 소외감을 느낄 확률이 높
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교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일
한 문화권 중심으로 수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문화 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업이 보
다 갈등 없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상호문화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
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수업 시간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기회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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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설계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을
설계한다.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교수 전략은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을 능동적으로
발견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지식·태도·실행
의 세 가지 목표를 고르게 성취해야 한다. 한편 교수 전략 개발의 절차에 따라
교수 전략은 사전 교수 활동, 내용 요소 제시, 학습자 참여, 평가, 후속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목표
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Ⅲ장에서 살펴 본 문화 교수 전략 활용 양상에 대응하는
교수 전략의 다섯 단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수 전략 조건을 구성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1.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목표
상호문화교육에서 교수 전략은 문화 교수 학습의 비계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전략은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문화와 모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원활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해 의미를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문화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이 적절하게 운용되었을 때, 교사는 문화 교실에서 원인, 자원, 중재자, 도출자,
모델, 코치, 안내자, 공동 연구자, 청취자, 증명자, 공동 학습자 등의 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1) 능동적인 문화 지식 습득 촉진
온스틴과 래슬리 2세(Ornstein & Lasley Ⅱ)는 ‘교수’와 ‘수업’의 차이를 구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교수는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모든 행위이며,
수업은 교사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활동과 특정한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
1) P. Moran, Teaching culture –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2001, 정동빈 외 역,
『문화교육』, 경문사,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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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업과 교수가 적절하게 조합되면 교수 학습의 예술적 특성이 드러나게 된
다.2)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 전략은 특정한 활동과 방법을 통하여
한국 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교실 운영 차원을 포괄하므로,
수업과 교수의 차원 모두에 걸쳐 문화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
는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뿐 아니라 문화와 상호작용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각 문화 집단
의 기능과 정체성에 대해 알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
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또한 과정 중심적으로 문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며, 내용적 지식을 넘어 절차적 지식과 문화 일반적인
지식을 교수하는 것이다.

(2)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인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실패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인식과 태도가 갖춰지지 않
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학습자는 문화 자체에 대한 속성을 알고 메
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모국 문화와 다른 기반의 문화를 지닌 사람들, 교
실의 경우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와 문화를 비교하고 낯선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를
위한 교수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어떤 한 문화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것을
경계하고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속한 집
단에서 오는 집단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지배적인 차원
을 형성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3) 따라서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는 목
표 문화인 한국 문화와, 자신의 동료 학습자들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신의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2) A. C. Ornstein, & T. J. Lasley Ⅱ, 박인우 옮김, 앞의 책, 176쪽 참조.
3) 허영식·정창화, 『간문화성과 한국의 정체성』, 원미사, 2012, 13~18쪽.
다만 현대사회에서 집단정체성, 특히 국가정체성(또는 국민정체성)이 세계 여러 곳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아정체성(ego-identity)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6~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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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성공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근간이
다. 보다 확장해서 말한다면, 학습자는 낯선 문화를 만났을 때 차이를 느끼는 자
신을 돌아보고 인식한 후 이를 기반으로 타문화 속의 타인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
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타문화에 대한 해석과 상호작용의 활성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함께 살아가는 것(learning to live together)’
임을 기억한다면, 관련짓기, 해석, 발견, 상호작용 등의 기술을 통해 한국 사회에
서 상호문화적 행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실은 지식이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그 결과로서의 실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상
호문화교육의 궁극적인 효과는 교실 밖에서 실제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을 위해 교실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타문
화에 대해 해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을 하는 중요
한 역할 중 하나이다. 타문화에 대한 해석과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교수 전략
에서 기대되는 바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삶이 상호문화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2.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단계
이 절에서는 페이지(Paige)와 장한업의 논의가 지식·태도·실천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의 기반이라 보고, 체제적 관점에서 교수
전략의 다섯 가지 요소로 제시한 ‘사전 교수 활동’, ‘내용 요소 제시’, ‘학습자 참
여’, ‘평가’, ‘후속 활동’을 바탕으로 교수 전략을 구성하는 단계를 제시하였다.
페이지는 문화 간 상황에서 교육하는 교사들이 인지해야 할 위험 요인(risk
factors)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4) 이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수를 하기 위하
여 교사가 인지해야 하는 위험 요인이다. 페이지가 제시한 위험 요인으로는 개인

4) R. M. Paige, 위의 글,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pp. 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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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폭로의 위험, 실패의 위험, 곤란하게 할 위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문화적으로 소외되게 할 위험, 자기 인식의 위험 등이 있는데, 교
사는 이러한 점을 주지하여 상호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통용되는 원칙
을 교수 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
또한 앞서 장한업은 다양하게 제안된 상호문화교육의 절차들을 종합하여 상호
문화교육의 방법을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
용)’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5)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장한업 2014)>
방법

자문화 인식
너무나

익숙해

서 제대로 보기
어려운 자기 문
내용

화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
능한
로

객관적으
바라보도록

노력함

타문화 발견

타인의

양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용)

문화에 비교를 통해 숨

대해 다양한 방 겨져 있던 특수 타인의
법을

동원하여 성을

알아보면서

각이

발견하고 대한 인정과 존

타 자신과 타인 사 중을

인과 자신의 생 이의

지니며,

변증법의 문화상대주의를

다를 수 창의적인

있음을 깨달음

문화에

풍요 제대로 이해함

로움을 찾음

장한업이 제시한 네 가지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한편 복합적이고
나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 즉 학습자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문화
를 성찰하면서 그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를 발견·비교하고 수용하는 행위를 반복
하게 된다.

5) 장한업, 앞의 책, 154~1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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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순서화와 군집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은 지식, 태도, 실행의 측면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학습자
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순서화되고 군집화될 필요가 있다.
모국 문화와 목표 문화가 다른 학습자의 경우 자기 인식은 상호문화교육의 중
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모런은 다른 문화 속에 처한 자
기 자신을 앎으로써 목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통합하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며, 문화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기복을 인식·처리할 수 있고, 자기 자
신과 자신의 상황 및 의도를 인식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6)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 인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화 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와 교실, 교수 학습 내용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여 상호문화교육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제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교실 운영 및 교수 전략 활용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
이며,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학습자의 자기
인식과 상호작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지식, 태
도, 실행 측면에서 학습자가 ‘한 번에’ 배워야 할 내용의 분량을 결정하며, 이를
알맞은 순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상호문화교육의 경우 학
습자의 자문화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낯선 문화를 발견하고, 양문화를 비
교하고, 타문화를 관용하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2)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인
식 촉진
이는 교수 전략의 다섯 가지 요소 중 주로 사전 교수 활동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들
이 교수를 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페이지가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수를 하기 위해 문화

6) P. Moran, 앞의 책, 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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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각종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요인이 잘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가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필요
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
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적극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충분히 동기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장한업이 제시한 상호문화교육의 단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듯이, 상호문화
교육의 입문은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상호문화교육
의 사전 단계로서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촉진을 위한 학습자 참여
상호문화교육의 절차에 대해 파르툰(Partoune)은 ‘중심 탈피’, ‘타인의 체계로
입장’, ‘협상’의 3단계로, 클레망(Clément)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 ‘타인의 입
장이 되어보기’, ‘협력하기’, ‘타인이 현실과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기’의 4단
계로, 마가(Maga)는 ‘자신의 고유한 해석 체계를 인식하기’, ‘타인의 문화를 발견
하기’, ‘문화적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고정관념에 대해서 활동하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 간에 관계를 설정하기’, ‘타인의 문화를 내면화하기’의 6단계
로 제시한 바 있으며, 장한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호문화교육의 절차들을
종합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
문화 관용(수용)’의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7)
따라서 교수 전략은 문화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자문화 인식과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등은 문화 간의 깊이있
는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더욱 공고해진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주어진 특수한 공간인 ‘교실’에 대해
이해하고 이 안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한다.

7) 장한업, 앞의 책, 150~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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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평가는 교수 전략의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평가를 학습자가 지닌 상호문화적 능력을 측정해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따
라서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심화할 수 있는 과제를 고안하고 이를 교사가 피드
백하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에서 한 단계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때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심화하는 과제는 과정 지향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과정 지향적인 교수 학습은 내용보다는 학습 과정이나 방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관념 문화와 같은 난이도 높은 문화 지식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에 따라 학습자 동기가 고취되고 학습 효
율이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교사는 과정 중심적인 과제를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측정하고 학습
자를 지도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
력은 ‘박제된’ 상태의 문화 지식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거대한 문화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
을 때에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이미 정제되어 있는 문화 지식을 일
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문화와 상호작용 자체에 대한 지식
을 스스로 탐구하며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적절한 문화 간 비교와 해
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사는 이를 통해 학습자를 평가하고 지도할 수 있다.

(5) 상호문화적 실행으로 전이되는 훈련의 설계
상호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실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문화 인식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
를 교실 밖으로 전이시키기란 쉽지 않다. 이는 교수 전략 중 후속 단계에 해당하
는 것으로, 후속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는 교실 안에서만 이
루어진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지 성공적인 상호문화교육으로 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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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문화 차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많은데 기억하는 건 나라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 나라 사람의 문화
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
어서 신기해요. 원래 교통을 할 수 없었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
어요.
【C_F_02】

실험 조사로서 진행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 중 하나를 살펴보면, 해당
학습자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문화 차이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로 다
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들었다. 이는 질문의 의
도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학습자가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
밖에서 실제적인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습자 대상 예비 설문조사에서 문화교육의 문제점으로 지
적된 부분 중 하나는 학습한 내용과 실생활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습의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상호문화적 실행
으로 전이되는 훈련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3.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의 방법
(1) 문화 교수 내용의 분류와 가공
이는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전략의 방법 중 유일하게 수업 전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교수 내용을 분류하고 가공하
는 절차이다. 이를 순서화와 군집화의 일반적인 원리와 함께 상호문화교육의 원
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앞서 장한업이 제시한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은 상호문화교육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분류의
방식이다.
Ⅱ장에서 제시되었던 교사가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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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문화 직장문화가 수업의 소재일 경우 서양권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수업진행에 문제가 있음. 【Q2_16_T_30】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교사는 수업 전에 미리 문화 교수 내용을
분류하고 가공할 수 있다. 관념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경우 이를
과정의 후반부로 배치하거나, 다른 교수 내용에 비해 작은 단위로 분절하여 제시
할 수 있다. 또한 낯선 타문화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교수 내용을 선행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 교수
내용을 분류하고 가공하는 것이 교수 전략 개발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때 교
사는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에 한국 문화의 특수한 부분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 교수 내용을 분류 및 가공해야 한다.
실험 조사에서 차시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 조사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한 내용>
차시

1

2

3

4
현대시

내용

‘한국’하면

내가 만약

생각나는 것

한국인이라면

모국어와

한국의

<진달래꽃>과

한국어로

교실문화

대중가요

자기소개하기

알아보기

<썸>
비교하기

이는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관용(수용)이라는 네 가
지 방법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을 한국어 문화 교수 내용에 적용시키면서, 문화
교수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는 수업 전에 전략적으로 문화 교수 내용을 분류하고, 학습자에게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가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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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및 인식을 활성화하는 발문과 의사소통
학습자의 동기와 인식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발문이나 의사
소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발문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실생활을 연결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주의 집중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8) 발문과 의사소통을 잘 활용한다면 학습자 중심의 과정 지향적 분위기
를 조성해줌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고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발문과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교사는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필요와 학습 목표를 조화시켜 수업을 진행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문화의 범주가 매우 넓고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
으면서도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화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교수하고자 하는 의지에
서 비롯된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가 문화 교수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거나
특정한 활동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를 설득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상수는 솜버리(Thombury)와 유은영의 논의를 참고하여 실제로 한국어를 교
수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의 발문 전략을 ‘단계성 전략’과 ‘명료성 전략’으로 나누
고 세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9)

<한국어 교사의 발문 전략(김상수 2013)>
유형

내용
지목하기

단계성 전략

학습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돕기
교사가 대답이나 목표어의 일부를 말하기 시

도움 주기

작하기
동작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발화 돕기

8) P. D. Eggen, & D. P. Kauchak, 앞의 책, 83~92쪽 참조.
9) 김상수,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60, 2013,
173~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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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성 전략

응답 대기

발문 후 학생의 응답 발화 기다려 주기

연속 발문

앞의 발문에 이어서 관련 발문하기

발문 재조정

질문의 형식이나 단어 및 문장 구조 바꾸기

명료화 요구

학생의 응답 발화 재확인하기

발문 반복

재진술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
기 위해 같은 발문을 반복하기
학습자의 이해 혹은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쉬
운 말이나 학습자 모국어로 바꾸어 발문하기

이 중 특히 상호문화교육에서의 자기 인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연속 발문’과 ‘재진술’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어떠한 발화
를 했을 경우, 자신의 발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
을 유발하는 연속 발문을 하거나, 하나의 발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가며
학습자가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진제희는 교실 상호작용에 있어 중심은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도, 이를 위해 교사가 해야 할 발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실이란 교사의 적절한 통제와 주도가 학습자에게 발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의 발화를 유도하며 학습자가 발화를 생산,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교사-학습자
간의 상호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는 모든 책임을
학습자에게 넘기고 학습자를 관찰, 평가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대
화를 주도, 통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10)
상호문화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문화 간 교류를 하는 학습자이지만, 교
사는 교실이라는 공간 내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활발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마련해주고 발문을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등 비계를 마련
해줄 책임이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로 나아

10) 진제희, 「교실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역할 – 스캐폴딩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13-1, 2002 참조.

- 100 -

가는 상호문화의 특성상, 교사의 인도는 자기 인식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실험 조사 4차시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대중가요 <썸>을 비교해보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진달래꽃>을 읽게 한 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뒷부분을 다시 쓰게 하는 활동과, 내가 <썸>의 가사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
떻게 할지 써보는 활동을 시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한 이유는 한국의 전통 문화
와 현대 문화를 비교해보고 관념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하기 위함이었는
데, 활동지에 제시된 두 활동만으로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의 개입 전 학습자들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화나고 슬픕니다.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선물이나 사진을 버릴 거예요.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무리 슬퍼도 그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다.

이와 같은 단순한 답변일 경우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인식
을 촉진하고,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교수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간의 소통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학습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무리 슬퍼도 그 사람 앞에서 울
지 않는다.
(1) 슬픈데 왜 울지 않아요?
(2) <진달래꽃>을 쓴 사람은 왜 안 운다고 했을까요? 지금 내 답변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썸>에 등장하는 사람이 만약 이별을 맞는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4) <진달래꽃>을 쓴 사람과 <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별을 맞는 자세
에 차이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5) 나의 자세는 둘 중 어디에 가깝나요?
(6) 친구의 답변과 나의 답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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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5)는 학습자 자신의 인식을 활성화시키는 발문, (2)는 비교 문화적 인
식을 활성화시키고 한국 문화 인식을 시작하게 하는 발문, (3)은 텍스트 이해를
돕는 발문, (4)는 한국 관념 문화의 변화를 인지하게 하는 발문, (6)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발문이다. 또한 이러한 발문을 통해 촉발된 교사-학
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의사소통을 이어나감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고 문화 간 인식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수업 전 활동이 아니라 수업 중 활동에 관한 것
이지만,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는 위의 발문과 의사소통을 활용하
여 본격적인 문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활동을 간소화시켜 학습자들에게 구두로 간단하게 시나 노래
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말해보게 한다든지, 시나 노래에
담긴 정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3) 상호문화적 토의 및 협동 학습
학습자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타문화인 목표 문화를 학습하고 교사 및 동료
학습자들과 소통한다. 이러한 학습과 소통은 지식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상호문화적 태도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타인과
의 성공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문화 간의 교류
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토의 및 협동 학습을 설계하고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발문,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요소를 포함한 역할극, 문화 간 교류가 필수적인 과제 수
행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면서 낯선 문화인 한
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거나, 또는 동료 학습자의 모국 문화이자 자기 자신
에게는 타문화인 특정 문화를 익히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문화적 태도
를 기르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문화와 상호작용 자체에 대한 속성을 깨
우치게 되면서 문화에 대한 메타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 수행했던 실험 조사 동안 행해진 거의 모든 활동은 상호문화적 의사
소통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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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땠나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
요.>
- 수업이 재미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데, 여러
나라 사람들의 고향이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게
해주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C_F_05】
- 학생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참 복잡해요. 【C_F_06】
-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많이 느껴졌
다. 【C_F_01】

【C_F_05】 학습자나 【C_F_01】 학습자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문화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다양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C_F_06】 학습자은 각 학습자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고정 관념과 편견,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의 발생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11) 이는 원활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문화 학습에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문화 교실은 나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교사가 학습자
들에게 인지적 전략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학습자 간의 교류를 도모하
면서 고정 관념, 편견,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고정
관념, 편견,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한 문화 간 충돌은 대개 정의적 측면에
서의 타격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는 각 학습자를 최대한 존중하
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
한 전제하에 여기에서도 상황극이나 모둠 활동 전략, 협동 학습 전략, 토론 전략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들 수 있다.

다른 문화권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각자 나라의 생각과 반대로 상황대화를
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더치페이 하는 문화권 학습자는 남자 쪽에서 부담하

11) 페이지(Paige)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 자체가 자문화 중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경우 학
습자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경향도 더 강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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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권으로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하는 문화권 학습자는 더치페이 하는 문화
권으로 상황대화를 하게 한 후 다른 문화권을 직접 체험해보니 어땠는지 얘기
해 보도록 한다. 【D_05_17】

또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발판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모둠 활동 전략이나 협동 학습 전
략, 토론 전략 등 서로 다른 문화의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의 교사들은 문화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
을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 학습 내용과 관계가 있는 중고급반의 경우 (문화 간 의견 차이를 촉발한
주제를) 토론의 주제로 삼고 토론 태도를 주지시킨 후 토론 수업으로 진행함.
【Q1_15_T_37】
- 해당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에 대해 말해보도록 한다. 충돌하는 부분을 함
께 짚어보되, 학생 간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Q1_15_T_45】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되, ‘토론 태도를 주지’시키거나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문화교육, 더 나아가
문화교육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에는 정의적인 측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히 토론 태도나 감정적인 충돌의 방지가 필요해진다.

(4)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심화하는 보조 자료 및 과제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을 통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을 점검해보게 하는 방안으로서의 전략이다.
앞서 실시한 실험에서 각 교사는 상황에 따라 보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모습을 보였다. 알맞은 보조 자료는 학습자 요구와 교수 목표에 부합하는 타
당성(relevance)을 지니고 있으며, 교사로 하여금 전문 지식을 개발(develop
expertise)하게 하여 학습자가 더욱 심도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교수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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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12))를 높여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업에 유연성
(flexibility)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3) 특히 보조 자료는 교재에 비해 내용
과 활동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교재
에서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맞는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타문화의 다
양한 모습을 확장해서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에게 친근감, 생소함, 문화적 충격 등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14)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과 인식을 되돌
아보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즉 적절한 보조 자료는 교재를 통해 배운 내
용들을 확장하여 심층적인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시작하는 문으로 기능할 수 있
다. 다만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조 자료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
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가 기능적이거나 문법적인 목표로 완전히 전이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복잡한 가족 관계가 나오는 드라마(예: KBS 왕가네 식구들)를 보여 주며
가계도를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주며 서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인지하게 한 후 한국인의 호칭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st_01_t_06】

위의 사례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화 요소인 친인척 호칭15)을 가르칠
때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전략인데, 드라마16), 가계도, 교사의 설명 등 보조 자
료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드러나 있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를 촉진하고
낯선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이는 실험 조사 이후 받은 학습자의 다음 피
12) reputation은 ‘명성’이나 ‘평판’ 등으로 주로 번역되지만, 맥락상 이를 ‘권위’로 번역하였
다.
13) J. C. Richards(Ed.),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261 참조.
14) 장한업, 앞의 책, 155쪽.
15) 그러나 이러한 문화 요소도 결국은 한국의 유교 문화나 역사적 배경 등의 관념 문화와
연결되게 된다.
16) 문화교육 과정에서 드라마와 같은 복합 양식적(multi-modal) 성격을 띤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가 보조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더 깊이 있고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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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화면
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더 나아요.
【C_F_03】

한편 본 연구의 실험 조사 4차시에는 모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자기소개를 작
성하여 발표하면서 자신의 태도와 심리가 어땠는지, 동료 학습자의 태도가 어떻
게 바뀌었는지 관찰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는 보다 실제적으로 자기 인식을 바탕
으로 한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심화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 중 한 학습자의 자기소개서는 다음과 같았다. 위의 내용은 모국어로 작성한
자기소개, 아래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한 자기소개이다.

<모국어와 한국어로 작성한 자기소개>

위의 자기소개서와 같이 모국어로 작성한 자기소개와 한국어로 작성한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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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있어 대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차이가 나타났다. 분량의 차이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내용도 한국어 자기소개에서 더 간단해졌다. 또한 스스로의 태도 변화와
동료 학습자의 태도 변화 관찰 결과에 대해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소
개를 할 때 좀 더 긴장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었다’, ‘한국어로 자기
소개를 할 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 ‘동료 학습자가 모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한 학습자는 한국어 자기소개를 할
때 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내용으로 소개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문화와 타문화가 불러오는 태도와 실행의 차이를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해 무작위로 연상하게 한 후,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에 포함됨
을 인지시키면서 ‘문화’의 속성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 다음 짝 활동 및 발표를
통해 자문화와 한국 문화, 동료 학습자의 자문화 간 비교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화 자체의 속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타문화의 자료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
다. 이 외에도 최대한 교사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타문화 학습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해석해보게 하
였다. 이에 대한 【C_F_02】 학습자의 피드백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

<질문: 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문화 차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많은데 기억하는 건 나라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 나라 사람의 문화
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
어서 신기해요. 원래 교통을 할 수 없었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
어요.
【C_F_02】

위의 피드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이 심화되면 눈에 보
이는 차이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으
며, 한국어를 매개체로 하여 타문화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서 단순한 문화 비교를 넘어 문화 간 비교와 해석이 심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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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문화적 실행을 유도하는 시뮬레이션과 역할극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의 상황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역할극과 문
제 해결 학습을 혼합한 형태로서 극화 학습을 변형시킨 교육 방법을 말한다. 시
뮬레이션은 일련의 규칙 하에 역할에 따라 행동하는 학습자들이 복잡한 실제 문
화 현상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 문화적인 기능과 가치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유도한다.17)
실험 조사 2차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 세 가지를 주고 학습자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가정한 뒤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보게 하였다.

[1] 나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1. 어디로 갈까요?
2. 얼마 동안 갈까요?
3. 가서 무엇을 할까요?
4. 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2] 나는 다음 주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개팅이 잘 되면 나는 내년
가을이나 겨울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1. 어디서 만날까요?
2.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3. 결혼 상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3] 나는 드라마를 만드는 PD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회
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어떤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까요?
2. 주인공은 어떤 사람으로 할까요?
3. 어떤 요일, 어떤 시간에 방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4.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 사전』, ‘시뮬레이션’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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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후속 활동으로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해보았다. 이에 대해 학습자
들은 한국 문화와 자문화의 차이를 깨달을 뿐 아니라, 문화 간의 공통점을 관찰
하거나 개개인의 생각이 같은 문화권 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연습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예컨대 휴가 계획을 세운 학습자들은 한국의 휴가 문화와
자국의 휴가 문화가 지닌 세부적 요소들이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면서도 일상을
벗어난다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휴가 계획 세우기는
동일 국적 학습자 두 명과 이들과 다른 국적의 학습자 한 명이 함께 수행했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 간에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동일 문화권
인 두 학습자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개개인이 자신 속
한 문화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상호문화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휴가 계획을 실제로 세워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휴
가지나 통상적인 휴가 기간, 휴가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항목 등을 알게 되었
다. 이렇게 학습자의 실행을 이끌어내는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은 지금까지 논의
했던 상호문화적 방법의 종합적인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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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교육에서의 상호문화교육은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마땅한 교수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상호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은 지식·태도·실행 측면에서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었다. 본 연구
에서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수 전략의 목표와 조건, 구성에 대하여 연구한
이유는 교수 전략의 운용자인 교사가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
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인지 또는 인식, 가
치 판단과 평가, 지식과 태도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등을 통해 문화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태도를 형성하며,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상호문화
적 의사소통을 실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습자가 문화 간 상황에 존재하는 것
만으로는, 그리고 단편적으로 문화 지식을 전달하거나 선언적으로 문화 내용을
교수하는 것만으로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체제 접근 모델
을 도입하여 체제적 관점에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 맞는 교수 전략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
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유연성과 과정 지향성, 자
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타인 인식의 활성화,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의
장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수 전략 활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2차에 걸친 설문 조사와 수업을 통한 실험 조사, 변형된 DCT, 그리고 수업 관찰
을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관찰된 교수 전략 활용 양상은 지식, 인식, 실행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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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먼저 문화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 제시와
다차원적 문화 지식의 전달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한국 문화에 특정하게 나타나
는 다양한 문화 요소를 교수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학습자들을
위해 내용적 지식의 차원을 넘어 절차적 지식을 교수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그러
나 어떤 경우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지식은 교사 중심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제
시되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였으며, 교수 내용의 범위가
절차적 지식의 차원까지 확장되지 못해 학습자가 문화 일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할 기회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화 간 인식의 촉진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비교와 상호문
화적 태도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는 한국 문화와 학
습자의 모국 문화를 비교하거나, 학습자들의 모국 문화들을 서로 비교하며 문화
간 인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 혼재되어 문화 간 충
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어 교실 내에서 학습자들이 상호문화적 태도를 지니도
록 교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 간의 비교가 단편적일 경우 오히려 고정관념
을 고착화하거나 문화적 특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상호문화적 태도에 대한 교수가 추상적이
고 선언적일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실행의 추구 측면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문화적인 해석과 관
계 짓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특수한 맥락을 활
용하여 실제적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환경 속
에서 해석 및 관계 짓기가 간소화되거나,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맥락이 소극적으
로 활용될 경우 학습자가 교실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상호문화적 실행을 하기 위
한 기술을 연마하기에 알맞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양상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을 설계하였다. 이때 교수 전략의 목표는 각각 지식, 태도, 실행 측면에 초점
을 두고 능동적인 문화 지식 습득 촉진,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타인의 보편성
과 특수성 이해, 타문화에 대한 해석과 상호작용의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순서화와 군집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인식 촉진,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촉진을 위한 학습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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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상호문화적 실행으로 전이되는 훈련
의 설계라는 교수 전략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체제적 관점에서 교수 전략의
다섯 가지 요소로 제시한 '사전 교수 활동', '내용 요소 제시', '학습자 참여', '평
가', '후속 활동'에 대응되는 것이며,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
타문화 관용(수용)'이라는 상호문화교육의 절차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교수 전략의 방법으로는 문화 교수 내용의 분류와 가공,
동기 및 인식을 활성화하는 발문과 의사소통, 상호문화적 토의 및 협동 학습, 문
화 간 비교와 해석을 심화하는 보조 자료 및 과제, 상호문화적 실행을 유도하는
시뮬레이션과 역할극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문화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내용뿐 아니라 문화 일반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왔다. 이에 상호문화교육을 바탕으로 고안한 교
수 전략이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수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교수 목표
를 달성해가는 체제 접근 모델을 도입하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교수 전략
이 체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교사 개인의 자질에 기대는 상호
문화교육을 넘어 체계적이고 평준화된 상호문화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방법
으로 교수 전략을 고안하였다. 아직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이 고유하게 구축한 교
수 전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활로의 첫 몇
걸음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교수 현장을 다루었으며, 의도된 상호문화
교육의 현장보다는 일반적인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교수 전략에 적용할만한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교수 전략의 예를 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로 중·고급 학습자에
게 적용될만한 교수 전략을 연구하였으므로, 한국어교육 학습자 층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초급 학습자에게 적용될만한 교수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
다. 다양한 상호문화교육 현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원리의 제시,
더욱 구체적이고 폭넓은 교수 전략의 모색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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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KIM, Hye-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analyzing the trait of Korean teaching class, where many cultures are
mixed.
Teachers play significant roles in intercultural education, such as sorting
the teaching contents out and delivering it to learners, activating interaction
among

learners,

and

helping

learners

to

communicate

interculturally.

Therefo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teacher's role, especially to
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could be used by Korean teacher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ideal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For this matter,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e meaning of intercultural
education and discover how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an be
developed.
respect

Intercultural

and

understand

communicative
other

competence

cultures,

relativize

enables
their

learners

own

to

cultures,

communicate with other cultures, based on knowledge about other cultures.
This study shows that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grows through
acquisition of knowledge, attitude formation by cognition and awareness, and
practicing skills. Then this study introduces the systems approach model to
create the basi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On this theoretical basis,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in aspects of knowledge, awareness,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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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spect of cultural knowledge delivery, teachers taught various cultural
components

which

appear

in

Korean

culture,

and

instruct

procedural

knowledge over contents knowledge for learners who come into contact with
new cultures. However, in some cases, knowledge about various cultural
components were presented by teacher-oriented ways or one-sided way. In
other cases, coverage of instructional contents could not be expanded to the
dimension of procedure knowledge, so learners could not receive a chance to
acquire general knowledge about culture.
In aspect of cultural awareness promotion, teachers tended to compare
Korean culture and learner’s own culture or cultures to promote cultural
awareness. They also taught intercultural attitude to learners. But in cases
which the comparisons among cultures were fragmentary, it fixed stereotypes
or made leaners dismiss each person’s personality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culture traits. Also, in cases which teaching about intercultural
attitude

were

abstract

or

declarative,

the

effect

of

instruction

was

insignificant.
In aspect of pursuit of cultural practices, teachers induced the students to
interpret and relate culturally, and to use the diverse culture context for
actu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owever,

in

classes

with

limited

conditions, cultural practices by intercultural abilities did not appear well or
was simplified. And the passive use of the diverse cultural context was not
suitable for polishing learners’ skill for actu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real world.
Next,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are

designed based on these aspects. The purpose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to promote active cultural knowledge acquisition, to understand others’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based on self-awareness, and to activate
interpretation and interaction of other cultures. Based on these, stages of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are presented; ordering and group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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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ultural education contents, motivating and promoting awareness about
develop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learner participation for
promot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designing training which shifts to intercultural
practice. It corresponds to pre-instructional activities, content presentation,
learner participation, assessment, and follow-up activities, which consist of
instructional strategy in systematic perspective. It also reflects the procedure
of intercultural education; awareness about one’s own culture, discovery of
other cultures, comparison of each culture, tolerance(accommodation) other
cultures.
Actual method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grouping and processing
cultural contents, teacher question and interaction which activate motivation
and awareness, intercultural discussion and cooperative activities, additional
materials and tasks which improve comparison and interpreting between
cultures, simulation and role-play which induce intercultural practic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ays attention to instructional
strategies as one certain way for intercultural competence, which includes
wide view about culture. It also presents a systematical approach to
intercultural education. Continuous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would be expected to lead to upward leveling
of intercultural education ultimately.

Key words: Korean education, intercultur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intercultural
instructional

competence,
strategies,

intercultural

systems

approach

awareness, practice, skill

Student Number: 2012-23481

- 123 -

commun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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