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와 한국어 

심승자 

1. 프랑스 Baccala뾰없 

프랑스에서 고둥학교 졸업 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 

아는 우선 일반 바칼로레아와 기술 바칼로레아 및 직업 바칼로레아 세 종 

류로 크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과목과 선태과목이 있다. 

선택과목 중에는 필수선태과 자유선택이 있으며 필수선택은 6월에， 자유 

선택은 3월 중순 이후에 시행된다. 한가지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국어， 

즉 프랑스어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2학년에서 실시된다. 수험 

생들의 부담을 분담해 주려는 문교부 정책이다. 

필수선택과 자유선태의 다른 점은 필수선태일 경우 바칼로레아 종류에 

따라 전국이 시험 문제가 같다. 자유선택은 시험관이 고동학교 과정에서 

취급한 문제 중 하나를 골라 15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구술시 

험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 

* 프량스 국립동양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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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필수선돼은 10점 이하일 경우에는 바칼로레아 종류와 과목에 

따르는 계쉬m뼈dent}에 의해 감점이 된다. 그 반면 자유선돼은 10점 미 

만인 경우 감점이 되지 않고 10점 이상인 접수만 그만큼 득점이 되어 총 

점에 혜태을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정말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 

는 과목들을 선태한다. 이는 시험 총점을 조금이라도 올려 좋은 평균 점 

수를 얻으려는 것이다. 

바칼로레아 총 평균 점수가 3J점 만점에 1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그러나 총 평균이 12점 이상이어야 대학이나 학과 선태에 별 지장이 없 

다. 물론 바칼로레아에 합격만 되면 대학에 갈 수 있으나 아무리 평균화 

된 공립대학이라 할지라도 각 대학의 명성이 있고 더불어 각자 선택이 있 

는데다가 해마다 소위 인기를 타는 대학과 학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뼈 Ecole(전문대학)올 가려면 2년의 예비반 과정을 거쳐야 하 

는데 이 예비반에 들어가려면 경쟁이 극히 심하여 총 평균 16점이 되어야 

구애를 받지 않고 좋은 예비반을 선태해 갈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선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 수능시험 못지 않게 바칼로레아 성적은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어느 고둥학교에서나 다 가르치는 영어， 독어， 이태 

리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2 외국어 필수 선택 과 

목으로 한다. 그리고 또 일부 고둥학교에서 수업하는 프랑스 지방어(브르 

타뉴， 코르시카 바스크， 카탈로니아 말 둥)， 전통 아라비아어， 중국어， 덴 

마크어， 현대 회랍어， 히브리어， 일어， 네덜란드 어， 폴란드 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와 같은 12개 외국어 중에 하나를 선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 

랑스에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지 않은 외국 학생들은 영어를 제 1 외 

국어로 선택하고 나면 제 2 외국어 필수선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모국어를 필수선택 과목으로 허용하였다. 

모국어를， 필수선택인 제 2 외국어로 하는 수험생들은 문교부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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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올 해야만 한다. 즉 프랑스 문교부에다 프량스에 온지 2년 이상이 되 

지 않았다는 중명서와 함께 특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벌 

어려움이 없이 신청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점점 특혜의 경우를 없앨 

방침이라한다. 

2. 자유 선택 외국어의 전형 형식 변경 

1쨌년대에는 필수선택은 필기 시험이고 자유선택은 고퉁학교 수업 과 

목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모두 구술 시험이었다. 그러나 1!m년대에 와서 

구술시험이었던 자유선택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프랑스 전국 및 

일부 고둥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지방어 및 외국어는 자유선택이나 구술 

시험이고 거기서 제외된 외국어들은 전부 필기시험으로 바뀌었다. 

자유선택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외국어일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학교 교 

과 과정에서 취급된 분제틀을 준비해 오면 시험관이 그 중에서 골라 질문 

을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외국어는 수험생 각자가 제 마음대로 준비해 

온 문제들 중에 골라 답올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千差萬別임은 물론이 

고， 독해력올 비롯하여 맞춤법이나 여러 표기법올 평가할 수 없올 뿐만 

아니라 성적의 균등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평동을 방지하지 하 

기 위하여 자유선태의 전형 형식을 구술에서 필기시험으로 바꾼 것이었 

다. 그 외에도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수험생들올 위하여 시험판들을 각지 

에 배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교부에 큰 부담이 되고 그 

렇다 해서 수험생들을 한 곳으로 집합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러한 방침올 취한 것이었다. 

한국어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1쨌년대에는 필수선택과 자유선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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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과 동시에 펼수선돼은 필기시험이고 자유선돼은 구술시험이었던 

것이 1때년대에 와서 필기시험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어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어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불리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 수험생들이 정해진 수준 내에서 

도 이해가 쉬운 문제들을 준비해 올 수 있었고1 둘째 이해와 표현력만이 

문제시되었고 맞춤법 및 문법 능력은 평가할 방법이 없었으며， 셋째 아무 

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여도 동족 선생이 시험관이어서 수험생 개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하는 단순한 시험관이었지만 전 수험생들에 

대하여서는 모든 시험관들이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구술 시험에서 필기 시험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폐단이 완전히 제 

거된 것이다. 시험관인 우리에게는 이주 좋은 일이었다. 예로 한국어의 

경우를 들면， 같은 동족끼리 접수를 잘 주지 않고 그처럼 몰인정해 자기 

아이가 드러누워 있다고 하는 협박 비슷한 전화， 시험 전에 찾아보지 않 

아서 자기 아이만 점수를 잘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오는 원망 

의 전화 및 자기 아이는 한국말올 별로 잘 못하는데 점수를 잘 주어서 감 

사하다며 꼭 점심올 대접해야겠다는 둥 별별 전화가 다 온다. 바칼로레아 

의 자유선돼 언어 중， 우리 학교에서 취급하는 언어가 31개인데 한국어 

외에는 그런 전화가 오는 언어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어머니들의 

학교 성적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시험관이 장래 수험생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 수업도 할 수 있으나 나는 이를 절대적으로 피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도 능히 이해가 될 줄 믿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고둥학교 교과 과정에 없었 

던 외국어는 오래 동안 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다. 

자유선태 제 2 외국어가 필기시험으로 바뀌면서 문교부에서 출제된 시 

험 문제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되었다. 매년 10월에 발표된 요강에 맞추 

어 보통 그 다음 해 1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시험 문제를 두 가지씩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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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본문 및 질문올 모두 불어로 번역하여 문교부에 보낸다. 검사 결 

과 시험 문제가 평가 기준에 벗어나면 즉，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재 

출제를 요구하고 질문이 적합하지 않으면 수정하도록 톨려보낸다. 수준 

평가에 통과된 시험 문제 둘 중 하나를 선돼하여 바칼로레아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하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문제가 쉽다고 수준올 올린 재 출제를 요구하여 다시 출제하여 보냈으나 

막상 입시 문제로 나온 것은 수년 전에 이미 입시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 

일 뿐만 아니라 제일 쉬었던 문제인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놀라움은 더더 

욱 컸다. 어떤 평가 기준이 세워져 있으나 입시 문제 선태 당시 담당자가 

임의로 무책임한 선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현행 바칼로레아 자유선택 외국어 명가 기준 

여기서 말하는 자유선택 외국어는 펼기시험을 전형 형식으로 하는 외 

국어만을 말한다. 매년 조금씩 다르나 현재까지 적용된 문교부 시행 평가 

기준올 종합해 보면 독해력과 표현력을 위주로 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같다. 

시험 소요시간 :2 시간 

본문 길이 : A4 용지에 :l)-3) 줄 

내용: 

1-각 국 고동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신문， 잡지， 단편 및 장편， 수펼 둥의 

범위에서 참고 서적이나 다른 정보에 도웅의 없이 출제된 본문의 이 

해만으로 답올 할 수 있어야 한다. 

2-현대문이어야 한다. 고어나 전문용어 및 어려운 어휘는 원칙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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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註률 달되 그 나라 말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漢字는 피해야 한다'. I며흡·異義 語일 경우에만 수험생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한자률 표기할 수 있다. 

3-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 • 외교상 서로 유대가 좋지 않았던 나라에 대 

한 반감이 담긴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그 예로 한국어의 경 

우 일본을 비방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4-수험생틀의 의식 및 감수성을 다칠 위험이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한다. 

5 지나치게 민속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6-대학 수준에서 다루는 식의 질문은 피해야 한다. 

질문 :3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1- 불어 번역 - 8줄 내지 10줄의 한국어 본문 (6점 내지 8점) 

2- 본문 이해 : 질문 2개 

3 표현 및 문장 능력 2개 

2번 3번은 시험관 임의로 결정하나 총 12점.2번 3번올 크게 3가지 질문 

으로할수도 있다. 

4. 한국어 응시 수험생에 관하여 

수험생 수 : 초창기에 자유선택이 구술시험이었을 때는 평균 10명이 넘 

었으나 필기시험으로 바뀐 뒤에는 10명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수가 증가 

되었다. 참고로 1ffi5년부터 뻐E년까지 수험생 수에 대한 전체적인 도표 

를 첨부하였다. 

출신 : 한국 입양아 1명， 한국 월남 혼혈아 1명， 유네스쿄 이북 대표 자 

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험생들이 프랑스 및 스위스 거주 한국인 자 

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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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 자녀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0점 미만 

일 경우에도 감점이 안 되므로， 전체 결과에 손해 될 일이 없다는 관점에 

서 수험생 자신이 결정하는 것보다 부요 특히 어머니가 주장해서 선돼한 

다. 이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한국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전달해도， 자기 자식이 한국을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어 한국말이 

서툴다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사람이니까 다른 외국 

어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또는 출제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 

떻게 해서든지 펀의를 봐 주지 않겠나 하는 망쐐 기인된다. 

결과 :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프랑스에 온 지 오래 

되기 때문에 佛譯은 우수하나 한국어를 잊어버려 다른 질문에서 이주 약 

한 학생， 둘째는 한국어 실력은 충분하나 불어가 약해 번역에서 점수를 

많이 잃는 학생이다. 물론 불어가 약하고 한국어를 잘 아는 학생이 결파 

적으로 성적이 우수함은 말할 것도 없다. 

aα년 성적은 아주 우수했는데 æ점 만점에 최고점 17.5점으로 총 평 

균 성적은 14.3점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한글학교에서 바칼로레아 입시 준 

비 반이 생긴 뒤부터는 평균 성적이 이주 많이 향상되었다. 그 이전에는 

최고 성적이 12-14점 사이였으며 평균은 10.5-12점 사이였다. 최하 접수로 

0점도 이따금씩 있다. 구체적으로 답안지를 보면 한국어를 전혀 이해 못 

하는 학생， 철자법이 전혀 없는 학생을 비롯하여， 한글을 전부 로마자로 

풀어 쓴 학생， “다음엔 공부를 잘 해서 잘 쓰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붙인 

학생들이 간혹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교부에 통보하여 

그에 대한 웅정 처분올 받도록 하게 돼 있지만 이 점만은 묵살하고 넘어 

간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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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명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 능력의 개념이다. 

그 개념에 의하여 언어 능력의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동}는가가 결정 

되고 이에 따라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 도구 또한 달라질 것이다. 

언어 능력의 요소는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양하여 어떤 평가 기준 원 

칙 하에 만들어진 개별적인 평가 도구로 언어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즉， 작문， 독해 및 논술올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험관이 주관적 판단 

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완벽한 채점을 한다는 것은 현실 상 불가능 

하다. 그리고 몇 줄의 본문이나 질문으로 충분한 평가가 안 되며 그렇다 

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프랑스 바 

칼로레아의 경우는 한국어 위주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수십 개의 언어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명가 도구를 만들어야 하므로 명가 기준을 

세우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프랑스 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 맞춤법， 독해력 

및 이해력， 표현력 둥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어휘력， 문장력과 문법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이지 실제로 구체적인 명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에도 발음， 읽기， 듣기를 비롯하여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 

기법은 명가할 기회나 방법이 전혀 없다. 

시험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률 고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올 중시해야 되겠다. 

1 - 전형 형식올 필기와 구술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2 - 어휘력， 문장력 및 문법의 구체적 측정 (제시된 어휘 활용 및 뜻 셜 

명，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약， 대용 및 생략， 문장의 오류 수정 ...... ) 

3 - 원기， 듣기， 말하기 능력의 측정 (발음， 이해， 구사 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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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어 및 표기력의 측정 (외래어 한글 표기， 한글 로마자 표기， 맞춤 

법) 

5- 프랑스의 경우 책정된 평가 기준은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험문제 

수준이 초둥학교 6학년 정도에서 고둥학교 사이로 담당자에 따라 

임의로 바뀌는 것을 없애야 한다. 

6- 프랑스 고둥학교 한국어 강의 개설 필요 (외교적 교섭 및 한국 정부 

재정 지원)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언어 능력 요소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평가 기준도 없음은 물론 그러한 명가 도구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교육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유치원 교육이 언어 교육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 프량스는 유치 

원부터 고둥학교까지 장기적인 언어 정책이 확립되어 체계적이고 단계적 

인 언어 교육올 하고 있다. 

2, 중 • 고둥학교에서 전 수업 과목을 통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0 

분 정도의 발표를 하거나 10-15 쪽의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 자신의 의사 

를 정확히 표현하는 구사 능력과 문장 능력을 비롯한 제반 언어 능력을 

키우도록 철저한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우리말에 외국어 단어를 섞어 한국말도 외국어도 아닌 절름발이 말 

을 하는 습관을 없애며 국어 순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프랑스 유학생들은 "COJI뼈s 가 잘못되었어요” 또는 11잘못 

con뼈lS 되었어요” 라는 식의 우리말을 쓰고 었다" (‘@取-endre 이해하다’ 

의 과거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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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언어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은 없애야 한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 <<세 살 버릇 여 

든까지 간다'.>> 는 속담처럼 언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초기 

교육에서 고둥 교육까지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영어 만능 시대라는， 조기 유학이 최상의 교육 방법이라는 생각과 같은 

현실을 망각한 태도와 정신올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현 세계화 무대에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의 역할과 중요 

성， 조기 유학이 빚어내는 교육 및 정서적 문제와 암암리에 작용하는 인 

종 차별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하여 온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가를 하기 전에 좋은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임을 

거듭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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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택어 훌제 견본〉 

슬견설 (이와 개의 이야기) 

어떤 손1)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규보지음 

장덕순옮김 

“어제 저녁엔 아주 비참한 광경올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 

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올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옴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 

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이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1 

“이는 미몰2)이 아닙니까? 나는 아주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숭이 죽 

는 것올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 

하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섬명합 펼요를 느꼈다. 

1) 손 : 손님 

2) 미물 : 아주 보잘 것 없이 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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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락으로부터 소 망. 돼지. 약. 범레. 개미 

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겸캄이 삼기름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쩨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 즉. 객완 

이의 죽음온 감은 것임니다. 그래서 예를 듬어서 큰 녹과 작은 녹음 절절 

히 대조하 것이지. 닦센음 놀리기 위해서 하 맘은 아님니다. 닦선이 뾰팔 

음 믿지 못 하겠으면 닦씨의 영 손가락음 깨물어 보섭시오 억지손가락반 

이 아프고 그 나머지논 아프지 않습니까? 하몹며. 각기 기훈과 숙음 반유 

자로서 어찌 저 녹은 죽유음 싫어하고 이 녹유 쫓아합 턱이 었겠습니까? 

탕선은 불러가서 눈 깎고 고요히 셋각해 보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 

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3)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 

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했다 

효물 

1. 위의 밑줄 친 부분을 프랑스 말로 번역하시오 

다음 질문은 한국말로 대답하시오. 

R 이 이야기의 제재는 무엇인가? 

m 위의 이야기에 단락을 지어 각 단락을 15자 이내로 요약하시오 
N. 어떤 손이 실망한 까닭은 무엇인가? 

3) 대붕:상상의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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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들〉 

한국어처럼 고동학교 교과 과목은 아니지만 바칼로레아 선태 과목인 

언어들은 모두 31개이며 1댔년부터 :m2년까지 총 수험생 수는 다음과 

같다i 

언어 1915 1003 19J7 1團 1!m 었m 때1 :m2 

알바니아 12 12 12 16 15 19 15 01 

암하라{많úqja) 여 12 12 00 æ 12 00 æ 
아랍마그랩 5182 fI1J1 ml &j3 9197 0때 

아랍 베르베르 14뼈 114'3 1감7 1003 17밍 1됐 1612 1671 

시리아 레바논 및 llì læ 152 171 100 이-al 

파레스틴 

이집트 19 52 64 61 ffi α하 

아르메니아 124 π f엉 æ fi) 33 
밤바래&π정:a1) 45 46 ffi 47 43 E씹 

불가리아 19 14 21 z3 25 29 21 

캄보디아 10 18 18 16 11 18 

한국 14 06 æ 00 17 14 z3 16 

크로아티아 144 111 111 78 g) 100 92 73 
피니쉬(윈띠aIXI) 16 10 10 Cθ æ 10 [엉 16 

하우씨:](Nig떠a & Niger) 04 m g m 01 m 02 m 
힌디 00 04 여 00 æ æ 02 
헝가리아 41 ~ g 32 42 27 æ g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æ æ æ m æ 02 æ 
라오스 19 13 15 19 14 11 æ 
린가라 66 78 폐지 

마케도니아 16 21 15 19 25 10 m 
말가쉬(M;빼맹scar) æ 28 114 157 162 z3 1~ 1: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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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29 41 æ 31 g 25 25 21 

펄(띠밍0τ:ongo!esse) 40 41 43 43 42 õ7 fJ7 74 

루마니아 ro m æ æ m 62 49 73 

세르비아 243 1fB 182 176 191 146 119 115 

슬로바키아 04 m 10 æ 14 11 10 M 

슬로베니아 04 m m m (lj m 01 
슈와이리(Kenya&T，없갱nia) 04 12 11 16 12 (lj 14 (lj 

타밀 f{) 52 49 64 66 66 75 
체코 II g z5 '37 29 'l1 19 :æ 
베트남 75 121 fJ1 112 75 f입 75 
노르웨이 15 æ 
스웨멘 40 31 

터키 619 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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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않t떠ct 

Baccalaurat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in France 

Sim, Seung-Ja 

For 뼈 Bacca1aurat (않1eral cer뼈.cation of 뻐ucation) ， SID뼈1않 have the 

pos~뼈iψ to choose Korean language as an 빼αJa! test Ne~뼈reless， if the 

S따셨1t 떠s been stud끼ng in a French high school for less than 2 yl않rs， he rrny 

때‘e， with derogation, 없없n 1없gUé필e as one of the 2 따nrclsory 때핑뻐ges. 

There 하e tow types of 않amination， for eVI엠r 뼈m머 test: 

1 - or머 않amination， for the 1뻐gu떻es studied in Frer파1 high s따lOls， 

2 - wri뼈1 앉때nation， for tho똥 not studied in French high schools. 

There are two ca뼈에es of Iar땅uages that rrny be cho않1asa se:겠떼 

뼈19uage: 

1 all 1때때ges studies in French 뼈1 schools, 따 당19li양1， 않man， s뼈I빼 

빼 I때i뻐， like French 앵ion외 I뼈l맹es， α1Ìnese， ]，따없se， classic Ar뼈c， 

@빼‘ Polish, PC뼈Jgl않똥， etc. 

2alllar聊ges not studied in Frer뼈1hi따1 schools, 빼ch are 뼈ut 뼈ty， 파re 

없æn， TutXi양1， some African langt퍼ges， 많sian， etc. 

R맹arding the qJti때al tests, if the grade ~αros 10, it is ac냥rl to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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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If, on the contrary, it is 뼈ow 10, it is oot ta뼈1 into 없runt 

Sb.뼈1않 must pass a writ따1 앉와n for Korean 1뼈uage which evaluation 

conditions 뼈 αi따iα1S are d앉errnir빼 by 뼈 French M띠stry of Natiαlal 

뻐lcatiOn， as fol1ow: 

찮aminatiα1 마re: 2 뼈lI'S; 

Quantity: A4 하læt， 때-l) 피leS; 

T않t levl밍: High s다1OO11evel; 

αlOÍæ of te었:s: 당않따 of school h뼈books， OOVI려s， 양뼈t s따ies， 

new일~ar피 IrngaziTleS; 

Cαxlitions: 

- In st뼈ard mxlem 1뼈uagξ wi뼈ut neither 때mical nor SIRÏ외i뼈 

vocabularγ. In unavoidable 뎌똥s， the voc없ù없y must be ex때려r빼 in the 

native 1뼈uage. In 뎌:se of Kor없l αlÍr뚱뚱 charac따'S must be avoi뼈 

eX!α!pt for a 따1빼뼈le， in 이뼈 to help tl얻 때xlidate; 

- Sh외1 be avoi뼈 all 뼈ts which αm뼈1t refers to 였tain conflictu외 rus뼈대l 

as야였s (X' to an 뻐itmsity towards a for갱gn country. A Ko뼈n 없t 양빼d 

oot inch뼈 any hostile cænrent on j，따lID， for 않따뼈e; 

-1ì없s， 빼ch 찌ght hurt the 때rxlidates’ 때lSCÍenæ (X' 휩1뼈ity， 양10uld be 

excluded as well; 

- Subjects 빼ch are too tn뼈따lal or æademic must be aVI어(뼈 왜lCe 

때xlidates do rα have the cultur하 a엄 뻐밍istic 없빼'ed kno때g휩e (as 

뼈y 뼈'e oot 따뼈1t the ev，외뻐때 l밍핑uage); 

- The 얹빼nation is divi뼈 into 3 questions: 

Tran허ation from Kor없1 to French (8-10 liTIeS, 6-8 며nts); 

T앉tcor따하leI1외on(2questiα15); 

Personal eJql"eS앙oo(2questiα1S) 

The last two questiα15 count for 12 뼈ntsar피， 江 necessarγ， there mi양1t of 3 

instead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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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α-esent Fì뼈남1 evaluation is det.em피빼 f<r a 뼈-ge nUrnJ:ø- of 

l때gu앵es， αle cannot 뼈삐-e an 짜뼈aisal system weJl 때따뼈 to the Korean 

뻐핑뻐ge. Neva깐1eless， we s뼈U 때æ the following 띠nts into 없:ount: 

- 까lere 해allbean α퍼 and a writ뼈1 exarninatiα1; 

- Grarπ1짧" VOC뼈ùary 뼈 writing s따ùd be tes뼈; 

- Reac빼， lis빼ng 뼈 sp:빼ngc따B디ties 양빼d be tes뼈; 

- Kno때edge of the s때피ard 때핑때ge as weJl as 없n없iption of Korean words 

in Latin 메때삶Jet， or fo어gn 뼈ùs in Kor없n 양lOuld be tes뼈; 

- There is a ne::essity to establish the teac비I핑 of Kor얹n ianguage in French 

high s따JOIs. 

As Iα19 as there are no ideal αi따ion or nlea!1S of 뻐핑뻐ge 따pai잃1， αle 삶때l 

not have 없1 때solute fate in it. Prior to discuss t1ús su비없 we 하뼈d establish 

a Iα19-term 빼U행eteé뼈lÌng !X>licy from kinc암 gar빼1 schools to high 잉1OO1s. 

We should be aware of the significaoce of language ever 랩x:e the your핑est age, 
때 we should teé암1 it as corrtrtly as !X>Ssible. This w피 be the most ideal 

따uaisal that we 해all f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