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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French education in high 

school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major content and emphasis 

of each revision period, and changes brought about by each revision, as 

well as suggest directions for more advanced objective setting in French 

educ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s to objective setting 

directions in future French education: First, the spirit and principles of 

a curricular introduction should be explicitly reflected in the objectives 

because the structure makes it inevitable for the spirit of the in-

troduction to be reflected in particular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country’s centralized curriculum development system in which the 

national‐level introduction is closely related to particulars (subject cur-

riculum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Second, the theories and prac-

tice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methods in vogue at the time of set-

ting an educational objective in French education should be embraced, 

connected and presented explicitly in the description of the objectives. 

Curriculums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hat the latest foreign lan-

guage theories can be well integrated into the curriculums in order to 

provide high quality and consistent foreign language education. Finally, 

there should be balanced materialization works for the three domains of 

objectives, namely language, culture, and attitude. Currently, only the 

language objectives are materialized with the culture and attitude do-

main still at the abstract level. When setting curricular objectives in the 

future, materialization works should be done in the culture and attitude 

domain in a similar level to the language objectives.

Keywords: 교육과정 Curriculum, 교육의 목적과 목표 Educatio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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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교과 교육의 핵심 내용은 교과를 통해 무엇(quoi)을 어떻게(comment) 

가르쳐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있다. ‘무엇’과 ‘어떻게’는 전통적으

로 교과 교육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이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은 교육과정에서 ‘목표’와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어떻게’는 ‘교

수․학습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무엇’에 해당하는 목표와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교육 목표의 설정은 마치 집을 지

을 때 우선적으로 하는 기반 공사와 같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목표 설정은 성공적인 교육 내

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담보한다. 이처럼 교육의 핵심인 목표에 관해 심층

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해당 교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의 프랑스어과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이 제정․공포된 1963년에 최초

로 공식 문서화된 이래,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

치면서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프랑

스어과 교육의 목표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정 시기별로 주된 내용과 

강조점이 무엇인지, 개정을 거듭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분석해보고 향후 

진일보한 프랑스어 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목표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프랑스어 교육 목

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해보고 향후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사를 얻고자 한다.

둘째, 시기별 외국어 교수법의 주요 특징과 각 교수법이 표방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교육과정기별 프랑스어 교육 목표와의 연관성을 도출하

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도 연계시켜 분

석을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기별 교육과정 개정의 의의 및 원칙이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 

설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에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프랑스어과 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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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목표 

2.1. 교육 목표에 대한 일반적 논의

교육의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 이념부터 교과별 한 단원의 수업 목표까지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국가 교육의 방향과 각 교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교육과정에서도 학교급별 목표, 학년 목표, 교과 목표, 과목 목표 등 목표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과목 

목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과목 목표 수준에서의 목표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수준의 목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교과 교육과정의 기본 틀 구성에 기초를 제공한 Tyler(1949)1)는 “교육

목표는 교육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의 다양한 행동 변화의 표현”2)으로 제

시하여 목표 설정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 필요, 관심사, 발달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교육 목표 설정

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게 된다. Tyler는 또한 교육 목표 진술 방식에 있어서 내

용과 행동의 이차원적 진술을 제안하였다. 이어 Bloom은 Tyler 행동의 유형을 

지적, 정의적, 운동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위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분류는 교육 목표 설정이나 교육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3) 

또한 교육의 목표는 흔히 교육의 목적과 함께 언급이 되는데 교육의 목적과 목

표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현, 김석우(2005)는 교육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나 사회 

일반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개발되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

이라 규정하고,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적에서 도출되며 교육의 목적에 비해 덜 

포괄적이고 적용 기간이 짧다.”고 한다.4) Beauchamp(1981)은 교육의 목표

(objectives)는 “교실에서 실제 가르쳐지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 목적(goals 

혹은 purposes)은 “외적인 기준과 관련된 것이며 이 기준들은 통상적으로 더할 

1) Tyler(1949)는 자신의 저서인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전 장에 걸

쳐 교육과정과 수업을 계획할 때 해결해야 할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첫째, 학교가 성취해야 할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목표), 둘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야하는가(내용), 셋째, 이와 같은 교육적 경험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교학습 방법), 넷째, 이러한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평가)로 제시하였으

며 이는 프랑스어를 포함한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안은 필자 주. 

2) R. W. Tyler.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

3) 김대현․김석우. (2005).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265쪽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

4) 김대현․김석우, �상게서�, 95-96쪽.



802 이 근 님

나위 없이 실용적인 것”5)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Print(1993)는 교육의 목적

(goals)과 목표(objectives)의 관계를 “목표란 교육 기관이 목적을 교육적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로 해석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진술로 제시되는 것”6)

으로 설명한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들의 개념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목적은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한편, 목표는 특정한 혹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목적이 장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갖는 반면 목표는 단기적

이고 현재의 성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목적이 구체적인 목표를 개발

하기 위한 일반 지침이라면 목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특수한 수행 지침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Richterich(1994)는 1990년대 외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의 특징과 관련하

여 “교수․학습 목표의 조작적인 정의에 관한 새로운 테크닉이 개발되고 적용되

어야 하며, 목표 기술은 의사 소통, 협상, 학습, 개념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함”7)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교수․학습 목표에 관한 조작적인 정의라 

함은 이전 목표의 고정성 혹은 필수성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동기 유발 정도, 학습 여건, 예컨대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 지리적 특성, 교사의 특성 등에 따라 교육 목표가 유연성 있고 탄력적

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더 이상 한 개의 목표로 학습 대상 학습자 

모두를 일률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의

사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점과 협상, 개념화 등의 개념이 목표 설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목표는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행동을 

수반한 수행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적, 정의적, 운동기능적 행동 영역이 포

함되고, 특히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지향하는 목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인 교육과정의 과목 목표는 교과서나 각종 

학습 자료와 교사의 수업 설계 시 참조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용과 

행동을 수반한 수행 지침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면에서 지금까지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어 교육의 목표 분석

시 상술한 목표의 개념과 틀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5) G. A. Beauchamps. (1982). Curriculum theory (4th ed.), Itasca: F.E. Peacock Publishers, 
INC., pp. 131-132.

6) M. Print. (1993). Curriculum Development and Design (2nd ed.), Sydney: Allen and 
Unwin, p. 124.

7) R. Richterich. (1994). ‘A propos des programmes’. dans D. Coste etc. (Eds), Vingt 
ans dans l'évolution de la didactique des langues (pp. 175-188). Paris: Hatier/Didier,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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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어 교수법에서의 교육 목표

본 항에서는 외국어 교수법 가운데 대표적 교수법이라 할 수 있는 문법번역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 의사소통 접근법, 행위중심 접근

법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법번역식 교수법(Méthode grammaire‐traduction)에 의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쓰인 문헌이나 고전 문학을 읽고 글에 담긴 내용과 

저자의 사상을 탐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실제 언어 사용과는 거리가 먼 교수법

이었으며, 문법 규칙을 교수․학습하고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따

라서 언어의 네 기능 가운데 읽기가 가장 강조되었고, 독해, 번역 등의 일부 읽기 

기능이 다루어진다. 문화 교육은 현대의 외국어 교수법에서와 같이 문화의 소재, 

문화 교육의 범위 등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헌 교육을 통

해 문학, 역사, 철학 등 추상적이고 사상적 측면의 문화와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었다.

청화식 교수법(Méthode audio‐orale)의 목표는 원어민과 같은 구두 의사소통

의 유창함을 키우는 것으로 언어적 측면에서는 정확한 발음, 어휘력, 구문의 통제

력, 의미 이해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모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문법 설명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 및 구문 연습을 통해 제한

된 회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청화식 교수법은 구어 교육에 중점을 두

어 듣기와 말하기가 우선시되고 읽기와 쓰기는 2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문화적 요

소는 Germain(1993)8)에 의하면 일상 생활의 구어를 기본으로 하는 언어와 밀

접히 연관되며 외국어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데 모국어와 목표어 사용국의 

문화의 비교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다룬다.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Méthode stucturo‐globale audio‐visuelle)이 추구

하는 목표는 학습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두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다. 구두 

의사소통 능력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이해 능력, 즉 듣기 능력으로 언어의 청각적 

요소를 매우 중시하였다. 물론 읽기, 쓰기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문자 언

어 보다는 구두 언어를 우선시하였다. 문법은 청화식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으로 다루지 않고 언어 학습을 하는 가운데 저절로 익히게 하는 귀납적 방법을 채

택한다. Germain(1993)9)에 의하면 문화적 요소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언어에 

8) C. Germain. (1993). Évolution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5000 ans d'histoire, Paris: 
CLE international p. 143.

9) C. Germain, op. cit.,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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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한 요소로 다루어졌으며, 종전의 교수법에서 다루었던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교육이 아니고 목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요소와 심리

적 요소를 고려한 문화 학습 내용을 다루었다.

의사소통 접근법(Approche communicative)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언어의 4기능을 고루 가르치는 데 목표를 두며, 수업에서는 의미․기능적 교

수 요목을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특히 의사소통 의

도(설득하기, 명령하기, 요구하기 등)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언어 형태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확한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청화식 교수법이나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과는 달리 언어의 유창성과 

의미 전달에 더 무게를 둔다. 문화 교육은 일상생활 문화에 중점이 두어지며 언어

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비언어적 행동을 중시한다. 따라서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제스쳐, 표정, 시선, 억양 등의 비언어적 요소도 문화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다. 또한 문화 상호적 접근법(approche interculturelle)의 관점을 택하며 “문화 

상호적 의사소통”10)을 중시한다.

행위중심 접근법(Approche actionnelle)에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추구하

는 통합 유럽 정신에 따라 일터와 학교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행위자(acteur social)를 전제로 언어를 매개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교실과 사회를 별개로 

보지 않고 교실에서 배우는 언어 학습과 사회에서의 언어 사용을 구분하지 않는

다. 최희재(2009)는 “교실에서의 언어 학습의 목표가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communiquer pour communiquer)’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의사소통(com-

muniquer pour action)’이다”11)라고 설명한다. 즉 외국어 사용 자체보다는 외

국어를 사용하여 실제 과제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언어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는 기능적 관점을 다루지 않고 수용, 

생산, 상호작용, 중개라는 행위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언어 재료는 실제자료를 다

루되, 과제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변형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 교육의 관점은 상호문화주의를 더 발전시켜 다중 상호 이해를 전제로 다

중문화(pluriculture) 습득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une compétence plurilingue et pluriculturelle”12)로 보며, 사회 문화적 배

10) 문화 상호적 의사소통이란 강성영(2000)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언어, 문화권에 속한 

대화자들에 의해 하나의 언어,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뜻한다. 강성영. ｢우리나라 

프랑스 언문화교육 있어서 문화 상호적 접근법 적용 실태｣, 269쪽, �불어불문학연구� 제41집, 
한국불어불문학, 263-283쪽.

11) 최희재(2009). �유럽연합의 언어문화정책 고찰을 통한 프랑스어 언어‐문화 통합 방안 연구－행

위중심접근법의 한국 프랑스어 교육에의 적용‐�,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3쪽.

12) Conseil de l’Europe. (2005). Un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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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전제된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요소는 동

등한 위상을 갖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며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3. 프랑스어과 교육과정 목표의 변화

3장에서는 1963년에 프랑스어가 정식 교과로 도입된 이래 2011 개정 교육과

정기까지 프랑스어과 교육과정 목표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육 목표의 

특징 분석에 있어서는 각 시기별 교육의 목표가 어떤 외국어 교수법의 이론과 관

점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론의 정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

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 개정)

1963년에 제정 공포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도 목표

  1) 표준적인 현대 프랑스어의 평이한 내용으로 된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과 

간단한 발표력을 기른다.

  2)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풍속, 습관 및 그들의 감정, 

사고 방식, 문화 등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

  3) 우리와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의 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특색을 

비교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더욱 굳게 한다.

  4) 우리 고유의 생활 양식, 미풍 양속, 전통, 문화 등을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

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적 힘을 기른다.

프랑스어 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된 시기인 1960년대는 문법번역식 교수

법이 쇠락하기 시작하고 청화식 교수법이 성행하고, 이어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

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전의 문자 언어 위주의 

학습을 비판하고 구두 언어 학습을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발

음, 어휘력, 구문 통제력 등을 중시하였다. 

상기한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이러한 교수법의 새로운 경향을 따르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다만 ‘지도 내용’에서 용어, 문법, 독해를 청취, 발표보다 우선시하고 

apprendre, enseigner, évaluer. Paris: Didier,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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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으로 미루어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정확한 발음과 청취력 지도를 위하여는 녹음기, 레코오드, 라디오 등 

청각 지도 보조물을 구비하여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청화식 

교수법의 원리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목표는 언어적 목표와 문화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목표는 ‘…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어보다는 문어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문화 목표로서 프랑스인의 일

상생활을 비롯해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네 번째 목표는 문화와 언어를 결합시킨 목표로 프랑스어

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능력을 기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목표의 특징은 언어 그 자체보다는 언어를 매개로 프랑스인의 문화

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문

화를 프랑스인에게 소개하는 정도의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문화 보다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각, 우리의 문화를 프랑스인에게 소개해주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외국인과 의사소통

을 하는 것 보다는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문

화를 외국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4․19와 5․16을 거치면서 국가의 자주성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자 하는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13)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제3차 교육과정기(1974년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1974년에 처음으로 개정․공포되는데 전체 교육과정 개

정의 맥락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목표

  가) 표준적인 현대 프랑스어의 기본 어법을 익히게 하여,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기초적인 기능을 기른다.

  나) 프랑스인의 생활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 협조심

과 안목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 프랑스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와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13) ‘이 교육과정은 … 교육과정 내용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고 …’, 이원희 외. 
(2010).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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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청화식 교수법과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이 쇠퇴

의 길을 걷고 의사소통 접근법이 태동하던 시기로 외국어 교수법에 큰 획을 긋는 

‘The Threshold Level’(1975)과 프랑스어판 ‘Un niveau-seuil’(1976)가 연

구․개발된다. 이 당시는 의사소통 기능과 이 의사소통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개념

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1974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의 조류

를 따르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에 읽기와 쓰기가 듣기와 

말하기를 우선하고 있지만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구두 훈련을 중시하고 문법 

용어의 도입을 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법은 귀납적 지도를 제안하고 

정확한 발음과 듣기 지도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원리는 퇴색하고, 청화식 교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구조총괄 시청

각 교수법의 기법도 일부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에서는 종전까지 문어 교육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 네 가지 기능을 배양하는 목표로 발전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즉 프랑스어 교

육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네 기능 배양의 전제 조건으

로 프랑스어의 기본 어법을 익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문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는 문화 관련 목표로 이전의 교육과정

과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국가관 확립과 더불어 국제적 안목과 협조심을 기르

는 것으로 세계로 시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이원희 등(2010)은 “(1968년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적 자질의 함양 및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의 쇄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자아 실

현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 함양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14)라고 기술하고 있

는데 세 개의 목표를 통해 자아 실현(‘가’, ‘나’, ‘다’항 전반적인 내용)과 국가 발

전 및 민주적 가치 함양(‘나’항의 국제적 협조심과 안목을 기르고, ‘다’항의 우리

나라 문화와 현황의 소개)의 내용을 목표에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 개정)

제4차 교육과정기인 1981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14) 이원희 외, �상게서�,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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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

  프랑스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프랑스인의 문화를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문화 발

전에 기여하게 한다.

  1) 일상 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비교적 쉬운 말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

는 능력을 기른다.

  2) 프랑스인의 생활 및 문화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한다.

1980년대는 의사소통 접근법이 꽃을 피운 시기로 이 교수법에 의한 각종 교재

들이 출판되고 의사소통 접근법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이 성행하던 시기이다. 

1981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종전에 어법 교육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어 사용 능력 신장과 프랑스 문화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의사소

통 능력에 대한 언급이나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 교육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의 언어 기능에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읽기와 쓰기를 우선해 제시되었고, 언어 재료에 기본 어휘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기본 어휘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단어 목록으로 단어 선정이나 제시 방

식에 있어서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에 의해 집필된 교재에 사용된 기초 프랑스어

(Français fondamental)와 유사한 어휘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에서 구두 훈련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청각 자료 및 기구 활용을 권장

하며, 어휘와 글을 자연스러운 문맥 속에서 제시하여 익힐 것을 강조하는 등 구조

총괄 시청각 교수법의 원리를 수용한 부분이 많이 있다.

목표 측면에서는 종전의 교육과정이 문화 교육 목표에 강조를 두었던 데 비해 

이 시기 교육과정에는 언어적 목표와 문화적 목표 각각 한 항목씩 제시함으로써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 목표의 비중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더 이상 우리 문화

를 소개하는 도구로서의 프랑스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

로 보아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의 문화 교

육의 목표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우리 문화 소개를 강조했던 데서 이 시

기에는 프랑스인의 생활 문화를 포함한 폭넓은 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역사상 최초로 전문 교육 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

여 연구개발형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이원희 

등(2010)에 따르면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고수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종합

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교육

과정의 토대 위에서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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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하였다”15)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4차 프

랑스어 교육과정 목표에 외국어 교육의 핵심 내용인 언어 기능과 프랑스 문화 교

육을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자주성,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관이 

강하게 부각된 2, 3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각 교과의 학문적 논리에 따라 프랑스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 제5차 교육과정기(1988년 개정)

1988년에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목표

  1) 일상 생활 및 주변의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쉬운 말을 들어 이해하고, 간단

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

  1) 일상 생활 및 주변의 일반적인 소재에 관한 쉬운 글을 읽어 이해하고 쓸 수 

있게 한다.

  1) 프랑스어 상용 국민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을 폭넓게 이해시킨다.

이 시기도 제4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접근법이 성행하던 시기이다.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198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두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언어의 네 기능과 문화 목표를 구분하여 기술한 것과는 달리 언어 기능을 구어와 

문어로 구분하고 두 개의 항목으로 기술하여 언어 기능을 한층 더 강조한 한편,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묶음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수

행되는 언어 기능을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16) 또한 일상생활에

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 

접근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적 목표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어 상용 

국민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프랑스 문화뿐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 즉 

프랑스어권 국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문화 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소통 접근법의 원리는 특히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명시적으

로 드러나 있는데, 예컨대 의사소통 중심의 연습과 활용 능력의 강조, 말하기 연

습시 정확성보다는 의사 전달력을 중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15) 이원희 외, �상게서�, 79쪽.

16) 언어의 네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구어/문어 또는 이해기능/표현기능으로 구분하는 예는 

의사소통 접근법에 관한 이론서에서 접할 수 있는데 흔히 Widdowso(1981:69)이 인용된다. 
제5차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구어/문어로 구분하여 목표가 진술되어 있고,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해기능/표현기능으로 구분하여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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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정의 큰 명분은 없고 개선이 필

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취지하에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4차 교육과정과 마

찬가지로 외국어 교과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 목표가 설정되었다.

3.5.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 개정) 

1992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어 I

  2. 목표

    가) 일상 생활과 관련된 쉬운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일상적인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다) 프랑스인의 일상 생활과 관습을 이해하게 한다. 

프랑스어 II

  2. 목표

    가) 일반적인 화제와 관련된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일반적인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다) 프랑스인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다.

이 시기 교육과정 목표의 특징은 종전의 프랑스어 교과가 한 개의 과목으로 구성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어 I과 프랑스어 II 두 개의 과목으로 편성된 점

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로 이수 과정을 늘리고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원칙이 반영되었다.17) 

언어의 네 기능 배양 목표 기술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구

어(듣기, 말하기)와 문어(읽기, 쓰기)로 통합하여 기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해 기능(듣기, 읽기)과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으로 묶어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제5차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의 네 기능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기술한 목표라 볼 수 있다.

문화 교육은 제5차에서 프랑스어권 문화로 범위를 넓혔다가 프랑스로 범위를 

17) 상세한 내용은 윤유숙(2010). �국가 정책으로서의 일본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변천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8쪽 및 이원희 외, �상게서�, 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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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좁히고 있으며 프랑스어 I에서는 프랑스인의 일상 생활 문화와 관습을, 프랑

스어 II에서는 문화 이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내세

우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추구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교육과정 ‘내용’ 항목에 ‘의사소통 

기능’을 도입하고 부록에 의사소통 기능별 예시문18)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

에서 학생의 흥미와 동기 유발,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중요, 즉각적인 오류 수정 

지양, 역할놀이 게임 등 의사소통 활동을 적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사소통 접근

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시기라 할 수 있다.

3.6.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 개정)

1997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어 I

  2. 목표

  쉬운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프

랑스 문화를 바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가)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나) 쉽고 간단한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

    다)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라) 간단한 말을 글로 표현한다.

    마) 프랑스인의 일상 생활과 관습을 이해한다.

프랑스어 II

이하 생략

1997년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는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

을 갖고 있다. 우선, 목표를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목표

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또 하위 목표로 다섯 개 항

목을 두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목표 각 한 항목, 문화 목표 한 항목으로 제

시되어 있는 점이다. 상술한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 개정에서는 언어 네

기능 연마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과 더불어 문화 능력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접근법을 채택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한

18) Un niveau seuil의 핵심 내용인 actes de parole 목록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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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더 발전시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강조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근님 

외(1997)는 제7차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프랑스어를 포함한 외국

어 교육과정 목표 설정의 중점을 의사소통 능력 배양으로 명명하며 “정확한 문장

을 가리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compétence linguistique)뿐만 아니라 적

절성과 사회적인 용인성의 관점에서 합당한 언술들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의

사소통 능력(compétence de communication)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19)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과정 내용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언어 재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언어의 네 기능을 고

르게 기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점, 말하기 지도에서 개인별․분단별로 역할놀이, 

게임 등을 권장하고, 학생 중심의 상호 작용 학습 활동, 오류의 즉각적인 수정 지

양,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활용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문화 목표는 언어 기능에 관한 목표에 비해서 종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에 문화 항목이 별도로 

제시되고 다루어야 할 문화 소재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어 I에서는 일

상 생활 문화 위주로, 프랑스어 II에서는 사회 생활, 환경 보존, 직업, 경제, 역사, 

예술 등 문화 소재의 폭을 넓게 아우르고 있다. 

총론의 개정 방향은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정보화 및 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20)을 들 수 있는데 제6차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확대에 발맞추어 프랑스어 I과 프랑스어 II 과목을 편성하였다.  

3.7.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어 I

  2. 목 표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프랑스 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프랑스 

어권 사람들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한다.

   가. 언어 기능21)

     ⑴ 듣 기

        ㈎ 단어를 듣고 소리와 철자의 호응 관계를 이해한다. 

19) 이근님 외. (1997).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

원회, 10쪽.

20) 윤유숙, �상게서�, 71쪽, 이원희 외, �상게서�,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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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인 연음 현상과 연쇄 현상을 이해한다. 

        ㈐ 짧고 쉬운 문장을 듣고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을 구별한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대화를 듣고 소재 및 주제를 파악한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대화를 듣고 상황 및 대의를 이해한다. 

     ⑵ 말하기

        (이하 생략)

     ⑶ 읽 기

        (이하 생략)

     ⑷ 쓰 기 

        (이하 생략)

   나. 문 화 

     ⑴ 프랑스 어 학습을 통해 프랑스 어권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⑵ 프랑스 어권 국가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문화적 특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⑶ 프랑스 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프랑스 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⑷ 프랑스 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을 인식한다.

   다. 태 도 

     ⑴ 프랑스 어로 의사소통을 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⑵ 프랑스 어권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

진다. 

     ⑶ 프랑스 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

르며, 타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

진다. 

프랑스어 II

이하 생략

2007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종전 교육과정의 목표와 비교해 많은 변

화가 있다. 우선 목표 기술이 보다 상세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 기능별 목표를 세분화하여 각 기능별로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목

표로 기술하였다. 언어와 문화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던 목표를 언어, 문화, 태도 

영역으로 나누어 목표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변화를 주었다. 문화 목표도 프랑스

21) 말하기, 읽기, 쓰기 목표는 듣기 목표와 항목 수 및 구체화 수준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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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으로 확대하여 문화 교육의 범위를 넓혔으며, 정의적 영역의 목표인 태도 영

역을 다룬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근님 외(2005)는 제7차 프랑스어 목

표의 문제점에 대해 “목표의 비구체성과 위계화의 불충분성”22)을 지적하며 구체

적이고 위계를 가진 목표 설정을 위해서 “포괄성에서 행동성으로 가는 목표의 위

계화, 목표와 내용간의 유기적 연계성, 내용 제시의 상세화와 난이도를 고려한 최

종 목표의 배열”23)이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정의적 영역 목표인 ‘태도’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목표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와 동시에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 간의 

위계화를 도모하였다. 

문화 영역 목표를 통해 문화의 범위를 프랑스어권으로 확대하고 문화 상대주의

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도 영역의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진술을 통해 다문화주의(pluricultur-

alisme)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7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의사소통접근법에 기반을 두고24) 행위중심접근법의 관점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론의 개정 방향은 첫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둘

째,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셋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넷째, 교과별 교육 내용의 적정화, 다섯째,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25) 등으로 프랑스어 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직접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8. 2009 개정 교육과정

최근에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목표는 다음과 같다.

22) 이근님, 김영준, 김영춘. (200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5쪽.

23) 이근님, 김영준, 김영춘, �상게서�, 94-96쪽 내용 참조.

24) 2007 개정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목표에서 언어의 네 기능 고른 강조, 프랑스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식을 강조하였고,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습 활동

을 과제 중심,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퀴즈, 게임, 노래 활용, 실물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통합 평가의 비중 강화 등 제7차 교육과정보다 의사소통 접근법의 원리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윤유숙, �상게서�, 73-75쪽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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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표

  언어는 자신의 세계를 표명하는 도구이자 세계를 파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지

구촌’ 시대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략) … 또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소통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학습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언어기능의 연마를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제공, 다중 언어․

문화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언어, 문화, 태도 측면이 

결합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프랑스어 학습의 유용성을 돌

아볼 수 있다.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I’ 과목은 초급 수

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길러 쉽고 간단한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I’ 과목을 통해 

배양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프랑스어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된 일상 문화는 물론 프랑스어권 국가의 사회 제도,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장차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 I’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 기능

    ⑴ 듣 기

       ㈎ 단어를 듣고 소리와 철자의 호응 관계를 이해한다. 

       ㈏ 기본적인 연음 현상과 연쇄 현상을 이해한다. 

       ㈐ 짧고 쉬운 문장을 듣고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을 구별한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대화를 듣고 소재 및 주제를 파악한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고 쉬운 대화를 듣고 상황 및 대의를 이해한다. 

       ㈓ 간단한 말을 듣고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 옮긴다.

    ⑵ 말하기

       (이하 생략)

    ⑶ 읽 기

       (이하 생략)

    ⑷ 쓰 기 

       (이하 생략)

  나. 문 화 

    ⑴ 프랑스어 학습을 통해 프랑스어권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⑵ 프랑스어권 국가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816 이 근 님

    ⑶ 프랑스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프랑스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⑷ 프랑스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

  다. 태 도 

    ⑴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을 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⑵ 프랑스어권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진다. 

    ⑶ 학습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태도

를 가진다. 

    ⑷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하여 상대적인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새롭게 바라

본다.

    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

관을 가진다. 

프랑스어 II

이하 생략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교육의 목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종전의 교육과정 체제인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체제가 ‘성격’과 ‘목표’를 합쳐 ‘목표’로 재조직한 점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목표에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하기 전에 프랑스

어 교육의 전반적인 목표를 길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문화, 태도 목표 항목이 2007 개정 교육과정보다 다소 많아졌다. 

전반적인 목표 진술 내용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소통이라는 교육적 가치’,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제공, 다중 언어․문화적인 가치를 수용

하는 태도의 양성’, ‘학습자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 등의 문

구를 통해 언어의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 다중언어, 다중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행

위중심 접근법의 근본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서는 여전히 언어의 네 기능의 고른 

강조, 프랑스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인식, 의사소

통 기본 표현,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습 활동을 과제 중심, 학생의 상호 작용 강

조,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퀴즈, 게임, 노래 활용, 실물자료, 멀티미디

어 자료 활용, 통합 평가의 비중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의사소통 접근법의 원

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재설정, 교과별 수업

시수 20% 증감 허용,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 이수로 학기당 이수 교과



고등학교 프랑스어과 교육 목표의 변천 연구 817

목수 축소,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도입, 학생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등26)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특징들 가운데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재설정의 이유로 프랑스어를 비롯한 여타 외국

어는 기술․가정, 한문, 교양 교과와 생활․교양군으로 편성되어 ‘제2외국어’ 교

과의 명칭이 새롭게 부여되고 자유 선택 교과가 되었다. 자유 선택 교과란 학교에

서 자율적으로 선택 유무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2외국어를 가

르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가 된 것이다. 또한 교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 이수로 학

기당 이수 교과목수 축소 원칙에 따라 이수 단위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종전에 

6단위에서 5단위로 축소되었다.  

4. 프랑스어과 교육과정 목표의 핵심 요소 분석

앞서 제시한 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에서 목표는 목적과 대비해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단기적이고 현재의 성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목적에 도달하

기 위한 특수한 수행 지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각 

교육과정기별 프랑스어 교육의 목표가 상기한 교육 목표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

하고 있는지를 기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어 교육 목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적 내용 항목과 문화적 내용 항목으로, 항목의 수

를 비교하여 각 교육과정기별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교육과정기별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문서 체제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개정기별로 어떤 외국어 교수법의 원리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목표 진술의 구체성27)

제2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진술되어 있다. 예컨대 ‘…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과 간단

한 발표력,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풍속, 습관…’(제2

26)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윤유숙, �상게서�, 78-83 참조.

27) 목표 진술의 구체성의 기준을 정확히 정하기란 어렵다.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한 과목의 교

육 목표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교육과정이 교과서 집필자들

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고 동시에 교사들이 교안 작성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지침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내용과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목표 진술의 구체

성은 교과서 저자들과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의 구체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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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기초적 기능을 기른다, 프랑스인의 생활과 그 나

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 협조심과 안목을 기르고 …’(제3차), 

‘프랑스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프랑스인의 문화를 이해시킴으로써 …’(제4차), ‘일

상 생활 및 주변의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 프랑스어 상용 국민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을 폭넓게 이해 …’(제5차), ‘일상 생활과 관련된 쉬운 말…, 프랑스인의 

일상 생활과 관습 이해 … 프랑스인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

게 한다’(제6차) 등등 앞서 논의한 목표의 정의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진술들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까지의 목표의 포괄성과 추상성을 다소 벗어나 구체성

을 띠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일상적인 간단

한 말을 표현한다’, ‘일상적인 내용을 쉽고 간단한 글로 표현한다.’ 등의 진술을 

통해 이전보다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 목표에 있어서는 

‘프랑스인의 일상생활과 관습을 이해한다.’ ‘프랑스인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이해하

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등 목표 진술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영역이 언어 기능, 문

화, 태도로 구분되었으며 각 영역별 목표 기술이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매우 구

체적이고 상세해졌다. 특히 언어 기능 목표에서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예

컨대 2007 개정 언어 기능 목표 ‘단어를 듣고 소리와 철자의 호응 관계를 이해한

다.’(듣기), ‘연음과 연쇄 현상, 억양에 유의하며 짧고 쉬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

한다.’(말하기), ‘접속사에 유의하면서 짧고 쉬운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

다.’(읽기),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써 넣는다.’(쓰기) 등 언어 기능 

영역의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러나 문화 영역과 태도 영역의 목표는 여전

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목표 전체가 구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2. 언어 기능, 문화, 태도 목표의 비율

언어 기능, 문화, 태도 목표 구성 항목수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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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과정기별 프랑스어 목표 구성 항목수 비교

교육과정기 전체 언어기능 문화 태도 비  고

제2차 4 2 1 1

제3차 3 2 1

제4차 2(3) 1 1

총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성된 첫 번째 

교육과정 목표로 전체 항목수는 총괄목표

를 제외한 항목수인 2개와 총괄목표를 포

함한 항목수인 3개를 괄호 안에 제시함

제5차 3 2 1

제6차 3 2 1

제7차 5(6) 4 1 (1) 총괄목표 안에 태도 목표가 제시됨

2007 개정 27(28) 20 4 3

2009 개정 33(34) 24 4 5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언어기능 및 문화․태도 항목의 비율이 2 : 1 정도로 유지

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언어 기능의 비중이 문화와 태도에 비해 증가하

기 시작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에 비해 언어 기능 항목수가 5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화 항목수도 1개에서 4

개로 태도 항목도 0∼1개에서 3∼5개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목표 

항목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언어 기능 항목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세분화되었다.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언어 기능을 목표를 세분해

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균형적인 목표의 세분화 차원에서 어느 한 영역의 

목표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4.3. 프랑스어과 교육과정 목표와 외국어 교수법과의 관련

각 교육과정기별 프랑스어과 교육의 목표와 외국어 교수법과의 관계를 <표 2>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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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과정기별 프랑스어 교육 목표와 외국어 교수법과의 관계

교육과정기
대표 외국어

교수법

교육과정에 구현된 

외국어 교수법

교육과정상의 근거

(근거 항목)

제2차 

청화식교수법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

문법번역식교수법

청화식교수법

∙문법, 독해의 중시(목표)

∙정확한 발음과 청취력 지도(지도상의 유

의점)

제3차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

의사소통접근법

청화식교수법

구조총괄시청각 

교수법

∙구두 훈련 중시(지도상의 유의점, 이하 

동일)

∙문법을 귀납적으로 지도

∙시청각 자료 이용

제4차 의사소통접근법

청화식교수법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

∙구두 훈련 강조(지도)

∙시청각자료 및 기구 활용강조(지도)

∙기본 어휘 제시(내용)

제5차 의사소통접근법

구조총괄시청각 

교수법

의사소통접근법

∙구어 기능 강조(목표)

∙정확성보다는 의사 전달 능력 강조(지

도, 이하 동일)

∙시청각 기자재 활용 언급

∙프랑스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

한 이해

제6차 의사소통접근법 의사소통접근법

∙의사소통 기능 강조(내용)

∙학생의 흥미와 동기 유발(방법, 이하 동일)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 중요

∙즉각적인 오류 수정 지양

∙역할놀이 게임 등 의사소통 활동

제7차 
의사소통접근법

행위중심접근법
의사소통접근법

∙의사소통 능력 배양(목표)

∙의사소통 기능 강조(내용)

∙언어 네 기능의 고른 교육(교수학습 방

법, 이하 동일)

∙개인별 분단별 역할놀이 게임 권장

∙학생 중심의 상호 작용 학습 활동

∙오류의 즉각적인 수정 지양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활용

2007 개정 
의사소통접근법

행위중심접근법
의사소통접근법

∙언어의 네 기능 고르게 강조(목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채택(목표)

∙학생의 상호 작용 강조(교수학습 방법, 

이하 동일)

∙과제 중심 학습 활동

∙퀴즈, 게임, 노래 활용 등 의사소통활동 

강조

∙실물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통합 평가 강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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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기
대표 외국어

교수법

교육과정에 구현된 

외국어 교수법

교육과정상의 근거

(근거 항목)

2009 개정 행위중심접근법
의사소통접근법

행위중심접근법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소통이라는 교육

적 가치’,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한 문

화적 지식의 제공, 다중 언어·문화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의 양성’, ‘학습자

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목표)

∙의사소통 능력 강조(목표)

∙언어의 네기능 고르게 강조(목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채택(목표)

∙학생의 상호 작용 강조(교수학습 방법, 

이하 동일)

∙과제 중심 학습 활동

∙퀴즈, 게임, 노래 활용 등 의사소통활동 

강조

∙실물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통합 평가 강조(평가)

<표 2>에서 보듯이 시기를 대표하는 교수법과 실제 교육과정에 교수법과는 시간 

상 차이가 있다. 가령 청화식 교수법과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이 한창이던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시대적 조류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 교수법이 문

법번역식 교수법의 잔재가 남아 있는가 하면, 최근에 와서도 의사소통 접근법과 

행위중심 접근법을 수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표를 통해 

드러나는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우선, 시기를 대표하는 교수법 이

론이나 원칙을 교육과정에 구현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 그리고 

교수법의 이론이나 원리는 교육의 목표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다른 항목 특히 내

용, 교수․학습 방법에도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프랑스어 교육과정

의 목표 변화를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 외국어 교수법의 원리, 교육 목표의 정의

에 비추어본 목표 기술의 구체화 정도 등 여러 요인들과 관련시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프랑스어 교육 목표에는 2차, 3차, 7차를 제외하고는 총론의 기본 

방향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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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위주로 배양하는 외국어라는 교과목의 특성상 총론의 정신을 목표에 구현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 전문가들이 협의 

과정에서 교과 내적 또는 학문적 논리에 집중하고 총론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관심

을 덜 갖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외국어 교수법이 성행하는 시기

와 교육과정에서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를 수용하는 시기 간에 간극이 크다. 또한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는 교육과정 목표에서보다는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 부

분에서 많이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표의 상세화 측면에서는 개정

이 거듭될수록 목표의 본질에 근접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만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3개 영역 가운데 언어 기능 영역만 목표의 

상세화가 이루어지고 문화와 태도 목표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행해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프랑스어과 과목 목표 설정의 방향을 제안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총론의 정신이나 원칙이 목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갖

고 있고 국가 수준에서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개발되

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총론의 정신이 각론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총론의 정신을 각론에서 교과의 성격에 맞도록 목표 설정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2차, 3차, 7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총론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차후 

프랑스어 교육과정 목표 설정 시에 교육과정 총론의 정신이나 원칙을 수용해 과목 

목표에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프랑스어과 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서 개정 당시 성행하고 있는 외국어 교

수법 이론과 실제를 우리의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하면서 목표와 적절히 연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최신의 외국어 이론과 잘 접목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질 높

고 일관성 있고 시대를 앞서 가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

표 설정뿐만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도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가 일관성 있고 타당하게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목표의 세 영역, 즉 언어, 문화, 태도에 대한 균형 있는 구체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언어 영역의 목표만 구체화되어 있으며, 문화 및 태도 영

역은 이전 교육과정 보다는 다소 구체화 되었으나 여전히 포괄적이고 추상성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다. 특히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 영역에 대한 구체화 작업

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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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과 교육과정 목표 분석을 통해 프랑스어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교육의 목표에 한 과목에서 중시

하는 모든 것을 다 제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와 내용,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목표와 평가 등 교육과정 요소들을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연구가 행해지지 못하였음을 안

타깝게 여기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목표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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