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기 

그리스샤람과유교사양 

-문화간 이해 증진옳 위한 효택어교육-

김영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적 상황 

과 교육 목적 및 학습자 구성원의 특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 

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는 한국어교육을 할 때 문화교육의 중 

점을 한국 문화에 두기 보다는 한국 문화를 여러 다양한 문화의 하나로 

인식히여 학습목표를 문화 간 이해(intercul뻐강1 awareness)의 증진에 바탕 

을두어야한다. 

언어 교육과정은 언어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 

어 교육ö] 이루어지는 곳의 정치 • 사회적인 측면 등 거시적인 변에서 바 

라보아야 한다. 한국어 및 문화교육이라는 공홍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법이 펼요하다. 예플 들 

어 한국어를 한국에서 가르치는 경우와 한국어를 외국에서 가르치는 경 

* 호주 Monash U띠versí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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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다르다. 한국어를 외국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도， 각 나라에서의 한국 

어의 위상이라든지， 외국어에 대한 언어 정책이 우호적이냐 배타적이냐 

에 따라 한국어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호주 사회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로 약 2백밍만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4백만이 영어 외의 언어플 제1언어로 사 

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주고 이민자들을 영어 화자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으 

나， 현재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가 호주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문화 및 다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예를 틀면， 집 

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언어 이 

상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어만을 사용하는 가정 

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도 영어 외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연방정부의 언어에 관한 국가 정책 보고서(National Policv 

on Languages Re!x>rt)에 반영되었다-(lο Bianco l !E7; Scarino 외 l ffiS: 1에 

서 재인용). 

이 보고서에서는 언어 학습을 장려하는 이유로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 

서 언어 학습이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을 밝혀놓았으며， 둘째는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언어 학습이 호주 사회의 

자산이 된다는 점을 밝혀 놓았다， 즉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호주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산업， 외교 관계를 수 

립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정 

치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호주에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의 능력 배ÓJ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 

어야 한다. 즉 호주에서의 정치 •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어교 

육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학생 자신의 문화 혹은 다양한 다른 문화와 비교 분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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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도록 문화 인식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호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물의 문화적 배경이 

어떠한지， 왜 문화 간 이해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수업을 실시해야 하 

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학습 사례를 소개하겠다. 

2. 어떤 학생률이 한국어를 배우는7까 

호주의 경우 대학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배경에 차이가 있다. 시드니 같이 한국 교민뜰이 많은 경우는 교포 학생 

들이 콘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포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그밖에 대학들은 교포 학생들이 별로 없는 관계로 교포 학생들도 

다양한 학습자 구성원의 일부에 속한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는 모나시 대학교의 경우는 두 번째 범주에 드는데 

학습자의 구성원이 아주 다양하다. 학생들의 다양성은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 등에 기인한다. 학생틀은 대디수가 대학생이므로 때대 초반에 속한 

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평생 학습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꽤 있다. 교포가 아닌 호주 학생인 경우에도 한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부터 초동학교나 중고둥학교에서 한국어를 몇 학 

기 배운 적이 있는 학생 한국어를 고풍학교에서 대학 입시 과목으로 선 

택뼈 배운 학생째 다양하다. 또 호주 사람이지만 한국인 배우자를 가 

1) RiversO쨌)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언어 학습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 

。12:'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르칠 때는 그 목표 언어의 문형이나 어휘 둥과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문화 인식 능력(c버tur려 literocy)이란 목표 언어의 생각과 감정， 행 
동 전반에 걸쳐 그것이 지년 사회적 • 문화적 의끼까지도 이해하고 소화해 낼 수 있 
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눔력플 멸컨는대태rsch， 1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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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다 온 경우， 한국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이 학교에서만 한국어를 배운 경우도 있다. 이밖에 교포 학생 

중에서도 부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학생 자신은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 호 

주에 어렸을 때 이민 온 경우가 있고 미국 교포인데 모나시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온 경우가 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에 

서 유학 온 학생도 한국어를 배운다. 

이렇게 다양한 학습 배경 빛 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이 각자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마련인데 이를 다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을 문제점으로 보지 않고 장점으로 살린다면 한국 

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 

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 왜 문화 간의 이해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학습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문화에 관한 정의를 살펴볼 펼요가 있다. 문화의 정의에는 여러 가 

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문화란 ‘해당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 

고 있는 지식과 의미의 체계 및 상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대T∞I~y 

19)7: 짧).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틀이 공유하고 있는’ 무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사람틀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즉 목표 언어의 모국어 

화자에 대해서 살펴볼 펼요가 있다. 과연 모국어 화자는 누구인개 

Kramsch(1뺑:21)는 모국어 화^t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국어 화자의 지위란 태어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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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서， 사람틀은 교육을 통해서 모국어 화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중산충， 

주류 계급의 모국어 화지라는 지위까지 획득한다. 이렇게 모국어 화자의 

지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야 송}는 것이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 

간에도 주류 문화에 속한 사람과 주변 문화에 속한 사람이 생겨나고 이 

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문화 간의 갈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주류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고 할 수 없다. 좋은 예로서 대부분의 사람틀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학교에서 사용 

하는 언어， 직챔l서 사용하는 언어， 외국인 사업가와 사용하는 언어를 

구분해서 언어를 구사한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주류 문 

화가 여러 가지 하위 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 

분의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담화 집단에 속혜 있으며(다DSJ얹n 1앓， 

Kramsch 1æ3에서 재인용) 문화의 기본 원리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해석하는 원리를 공유하는 것이대대rfinkel 1972. Kramsch 1뾰 

에서 재인용). 

문화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어 학습에서의 문화 학습은 다양한 문 

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특 

히 호주처럼 다민족 • 다문화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즉 

한국어 교육을 할 때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 이해 배양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문화 및 다른 다양한 문화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효}는 문화 간의 이해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때m는 언어 학습의 다섯 가지 목적 중의 하나로 언어와 문화 인식올 

들고 있는데 학습자들은 언어 학습을 통해서 일상써1 있어서 언어와 문 

화의 역할과 본질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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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쨌: 29-31), 

모나시 대학교처럼 다양한 학습자들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특히 문화 

간의 이해 배양이 중요하다， 이논 교포 학생뜰과 비교포 학생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포 학생 

들에 따라 다르기도 해만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포 학생틀의 경 

우에는 듣기와 종종 말하기에서 비교포 학생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2) 

따라서 수업이 목표 언어 지식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면 비교포 학생틀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성적이 교포 학생들보다 나쁘게 나올 

것을 염려한다. 한편 비교포계 학생틀을 염려하여 언어 학습 목표를 낮추 

게 되면 교포 학생틀은 학습이 도전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곧 흥미를 앓게 된다 따라서 학습을 할 때 사회 · 문화적인 요소에 중점 

을 두게 되면 학습자는 해당 언어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 횡t상을 통 

해， 여러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당 문회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세상사 경험을 쌓거나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자신 

의 정체성이나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대Scarino 1쨌: 29-31). 

4. 문화 간 이해를 중진 시키는 학습은? 

특정 학습법을 도엽하기에 앞서 고려할 문제 중의 하나는 과연 그 학 

습볍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논가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2) 손성옥(겠)])은 Campæll & Rosend뻐(~Xl)건← 인용하띤서 교포학생닫이 음성 음운론 
면에서 9.)'시) 이상 0 ，슨 이 111 승득하고 있는 헨%에 개Tl1 교포 2서l에게서도 냐타난다 

고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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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생이 어느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는 데 

Scarino 외는 이륜 아래의 여넓 개의 원칙으로 집약해 놓았대1쨌: 17) ‘ 

1. 학습자 개개인의 펼요와 흥미에 맞올 때 

2.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목표 언어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쓸 

때 

3. 학습 자료가 이해 가능해야 하며 학생들의 자신의 필요에 맞고 홍미 

로운의사소통자료일 때 

4. 언어습득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언어 형태， 기술 및 책략에 중점 

이 주어졌을 때 

5. 사회문화적 자료가 주어지고 목표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문화를 직 

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6. 언어와 문화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언지하기 시작할 때 

7. 학습자가 학습 진전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때 

8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때， 

문화 간 이해룰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제 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개개인의 필요와 흥미 

에 맞는 것을 학습에 또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Sass09.l))가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 한국어 교과서에 실린 한국 문화는 대부분이 전통적인 문화이 

며 내용에 펀견이 들어 있어서 대학에서 쓰기 힘뜰고 학생뜰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따라서 학습자의 펼요와 흥미에 앗거l 한국 사람뜰의 사고방식 

이나 가치관 둥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법을 도입히여야 할 것이다. 즉 학 

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학습 자료룹 직접 선택히여 그것에 대해서 연 

구하고 이를 발표하고 토의할 경우 학숨 효과는 진작되기 마련이다. 이러 

한 기회는 문화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실제 자료뜰 사용히셔 만들 수 있 

는데， 실제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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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화 간 이해 증진에 적합한 실제 자료로 신문， 영화， 소설， 드라마 광 

고 등이 있다. 그 중 광고는 텍스트가 간단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직접적 

흑은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학습 자료로 쓰기에 적절 

하다. 특히 광고는 소비자의 문화 및 심리를 연구히여 만들어진 활동의 

산물이므로， 다른 문화 혹은 근접문화 간의 이해를 북돋을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쓰기에 적절하다. 광고는 전통적인 시각 이미지와 현대적인 시각 

이미지 등을 비롯해서， 대중문화가 지닌 사회 가치관과 사람들의 생각 등 

풍부하고 광범위한 사회 · 문화 양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 

이 이를 관찰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화 간의 쩨를 깨닫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고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학습은 학습자들이 모국 

어를 통해 배운 인지 능력 흑은 배경적 지식을 십분 발휘하게 하여 흥미 

를 진작시킬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유추 능력， 추론 

능력 및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관찰 분석 같은 인지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 또 학습자는 토론을 통해 동 

료학습자나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수준보다 한 수준 높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 다문화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 설제 학습의 예 

토의 방식으로 수엽이 진행될 때에는 다양한 의견이 많을수록 좋다. 따 

라서 한국어 학습에서 광고를 분석하여 문화 간의 차이 및 유사점을 논하 

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 배경이 큰 장점으 

로 작용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수엽은 보통 구성원 중 다수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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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 집단에 맞추기 쉬운데 그 경우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은 소 

외되고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다. 그러나 

광고를 분석하고 토의하는 수엽은 다양한 배경이 오히려 학습에 도옴이 

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식으로 

광고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플의 눈을 통해서 보는 문화 

해석은 수업을 흥미롭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광고 분석 학습은 l땐년 3학년 과정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학습 대상 

은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통해 한국어를 모나시 대학교에서 163시간 정도 

수업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한국어 구사력이 있는 학생뜰이다. 수엽은 

한국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광고를 학생틀 자신이 직접 고 

른 후 수업에서 토의를 하고 다시 의견을 모나시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운 

영하는 웹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수업 방식은 김영아 :IDl 참조) 

지금까지 학생들이 한국 문화 분석을 위해 고른 광고3)는 보험， 약， 속 

옷， 화장품 풍 그 종류가아주 다양하다{김영아:mz 참조). 이뜰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성역할， 생활 방식， 사고방식， 민족주의， 유교 시장 등으로 분 

류된다. 여기에서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인 성역할과 유교 

사상을 예로 들겠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어떤 광고를 선택뼈 어떻게 분 

석하고 토의하였는지 살펴보겠다4) 

3) ADIC 광고 정보 센터(htφ:; /www.adìc.co.kr/l에 가면 광고를 볼 수 있지만 화질이 나 
빠서 광고 문얀올 읽올 수가 없다 따라서 수업에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나 수엽은 
듣지 않지만 토론에 찬여하고 싶어하는 메일렁 리F트에 있는 회원들에게 해당 광 

고가 어느 것인지를 알려 줄 때 이 웹시아프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기서 한 가지 밝혀불 점은 이 글에서는 실제 수엽에서 주고받은 토론 내용 중 본 
고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의 내용만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의 토의를 위해 

서 전자우편으로 보낸 끌이나 교실에서 토의륜 거친 디융 자신의 의견을 다시 정리 

해서 보낸 글은， 학생들의 실제 글을 보이기 위해 닫린 곳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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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역할 

학생들이 선정한 광고는 매우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의의 초점이 

자주 성차별로 쏠리게 되었다. 특히 호주나 미국에서 자란 여학생들은 성 

차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동양권의 학생들에게 상 

당한 문화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는 ‘아내와 함께 하는 시원한 

OB 한 잔， 아내는 언제나 가까운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좋다".OB가 좋다.’ 

라는 맥주 광고를 가지고 수엽 시간에 토의한 후， 자신의 의견을 모나시 

대학교 한국학과 웹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호주 여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이 광고를 성차별 광고로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 여학생은 남편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차별로 해석하는 호주 여학생들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주에 공부한 OB 광고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고 생각합 

니다. 

: 이 광고는 아내와 같이 OB 맥주를 마시면 소비자들에게 부부λ씨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렇게 해서 광고는 성차별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광고에서 아내가 언제나 가까운 친구로 표현된 것은 아주 

좋은느낌이 틀어요 

;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것입니다. 

: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는 개념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아니에 

요 

(맥주 광고에 대한 호주 여학생 글) 

이 광고에서는 남펀이 ‘아내는 언제나 가까운 친구’라고 하고 아내하고 

같이 맥주를 마셔요.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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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한 후에 집에 안 오고* 남자 친구들이나 다른 여자하고 술집에 

가면， 아내는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기분이 이주 나뿔* 것 같아요 저하 

고 저희 남편은 술을 안 마시는데 저는 남편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 

으니까 저녁밥을 먹은 후에 언제나 제*가 차를 준비해서* 같이 마셔요. 저 

는 이것이 아주 기분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호주 여자들은* 

이 광고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올 들었을* 때 정말 놀랐 

어요. (맥주 광고에 대한 일본 여학생의 글) 

이러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호주 여학생들의 민감한 반웅파 이 민감한 

반응에 반박하는 글은 다른 광고인 소주 광고에 대한 토의에서도 나타난 

다 

소주 광고 두개 있는데 미소주하고 진로소주 광고들은 그런 소주는 순 

수하고 자연의 술올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남자들만 술올 마셔서 

소주 광고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 소주 광고에 있 

는 벌거벗은 여Z까 남자들올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프트 광고에 

별거벗은 남자들은 소프트소주를 마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이 보내고 있습 

니다 (소주 광고에 대한 호주 여학생의 글) 

이 소주 광고는 남자를 중심으로 한 것 같다. 남자들만 같이 앉아 소주 

를 아무 옷도 안 입고 마신다. 이 돗은 이 소주는 편하게 마실수 있다는 것 

이다. 이 남자들은 술집에 앉아있다. 술집에는 손닙블은 남자툴 뿐이다. 한 

국에서는 여자들은 이런 술집 같은 데는 잘 안 간다， 여때까지 남자 장소라 

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자만 있는 술집 광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련 광고는 성차별적인 광고 라고 생각 할것 

같다'. (소주 광고에 대한 호주 교포 학생의 글) 

어디에서나 알코올은 거의 남자의 음료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μ시)0。아}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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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아직더 있어요. 여^}를 위한 

술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거의 괴질주 이에요 토모코씨가 발표한 소 

주의 광고는 남자에게 미인의 모델을 사용때 남지를 끌려는 게 주 목적 

이에요 (소주 광고에 대한 타이완 여학생의 달) 

여성의 역할에 관한 호주 여학생틀의 민감한 반응은 동양권 학생들에 

게 문화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엽 시간에 호주 남학생과 여학생 

들 간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예를 틀면 소주 광고에서 남 

자틀이 나체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호주 남학생은 만약 이때 남 

자가 여자로 대체되면， 그 광고는 여성틀에 의해서 성차별적인 광고로 몰 

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차별의 또 다른 예로 이 학생은 여성을 대상 

으로 한 보험 광고를 틀었는데， 호주의 한 자동차 보험회사는 여성들이 

통계상 사고율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특별 할인을 주는데， 이것은 남 

성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 논리는 만약에 아시아인이 사고 

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이외에 할증금을 내야 한다면 이것은 인종차 

별로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λ에에 학생틀은 문화의 J;}0 1가 반드시 다른 사회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인식 혹은 재 

인식하게 된다 Bennett(19}ì)는 자기만족중심주의( ethnocentrism)가 부정， 

자기 l:ld에， 최소화의 세 단계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에서 예를 

든 광고의 성차별에 관한 토론을 보면 외국어 수업에서도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된다. 즉 여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의 여성과 남 

성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성에 

대해서 빙에적인 태도플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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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교사상 

유교 사상은 한국의 사상 중에서 현대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것으로 

많은 광고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있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다룬 

유교 사상은 가부장제도에서 나온 부모의 지위 및 여성상， 효도 등이 었 

다. 다음은 주부 잡지에 실린 미성년자 속옷 광고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 

의한 글인데， 문화 간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타나 있다. 

Adverti없ænt for pre• tæn bras. 

이 광고는 미성년자 브라자 광고인데 아버지가 불쑥 미성년자인 딸의 

방에 들어 왔어요. 그 아빠가 딸의 속옷 입은것만 보고 ‘하야， 우리 공주님 

이 벌써?’라고 합니다 이광고는 미성년자 브라자를 선전 합니다. 

이 것은 누구를 겨냥한 소비자 광고인지 애매 합니다. 내 생각에는 미성 

년자의 어머니를 소비자로 겨냥한 광고 같습니다. 떼냐하면 이 광고는 주 

부 잡지에서 나온 션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 한국 사회와 호주 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뜰과의 관계 

가 어떻게 다른지 볼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 광고가 적당치 않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변 일종의 변태로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달리 아버지가 딸이 빨리 자란 것에 놀래는 것으로 봅니다. 이버지들 

이 이런 생각 하는 것은 한국과 호주는 같다고 생각 합니다. 서양 미디어도 

선전이나 영화에서도 아버지가 딸을 어리게만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만 호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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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이유눈 호주에서는 아동 보호를 더 강화 하고 있기 때문 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순진함을 약간이라도 벗어난 것을 광고에 보 

일수 없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틀에 대한 무서운 법죄가 호주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면 한국 사회가 호주 사회에 비하여 더 순수한 사회 이기 때문 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미성년자 속옷 광고에 대한 호주 교포 여학생의 글) 

호주사람들이 이 광고를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한국사람들이 “호주 

사람틀이 너무 개인적!"라고 많이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방을 개인의장소 

는 이고 부머님들이 자녀들의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미성년자 속옷 광고에 대한 호주 여학생의 글) 

S가 발표한 광고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 

제 생각에는 호주에서 이 광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호주에서 아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의 역할이 한국하고 

호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호주에서 사람들은 이이들이 순진함 이고 상치를 입가 쉬운니까 아이들 

이 아동 보호를 펼요하는다고 생각해요. ó}마도 한국 사람틀는 0에의 순 

진함 종요한다고 생각히는데도， 호주에서 사람들이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 

욕에대해서 겁정해요. 호주 잡지에 이 광고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 광고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국에서 부모님하고 연장자는 。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권위를 7t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은 유교사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국에서 아버지가 딸의 방에 들어 오면 괜잖아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어 

들이 더 독립적 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방에 들어 올 수 없은다고 생각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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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웃 광고에 대한 호주 남학생의 를) 

위의 예는 부모의 역할이 두 문화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학 

생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며， 여해하고자 하는가에 띠라서 

글의 논조카 다르게 나타난다. 한 학생은 아직 챔l의 문화에서 한국 문 

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학생은 한국 사람들도 호주 사람 

처럼 아이들이 순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교 사상윷 모르는 호 

주 사람틀이 이 광고를 보면 이를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면서 문화 간의 

~tol를 이해히여야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나오는 것인데 다른 학생틀은 이 학생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검토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웹게시판이나 메일링리스 

트에 보내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글에 한국 사람들이 답장을 하곤 했다. 

한국 사람들은 호주 학생이 쓴 글을 고쳐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쓴 글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왔다고 지적도 하였다. 홍미롭게도 학생틀 

은 이러한 글들을 자신의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플이기보다는 자신 

의 글을 한국 사람틀이 읽고 답변을 하였다는 데 더 주목을 하고 흥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에서 히는 글쓰기는 학생틀에게 자신이 쓴 글 

이 단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유용하다는 생 

각이 툴게 만든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가 유발된 것은 

두말할여지가없다. 

광고에 나타난 유교 사상 중에 호주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잘 반영 

한다고 생각한 또 다른 주제는 ‘효도’이다. 다음은 태평양제약 ‘케토톱’ 광 

고를 주제로 한 학생(K)이 한국의 유교 문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광고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으로 설명한 것이고， 다른 학생틀이 여기에 대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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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아일보’에 실린 ‘태평양 제약 광고를 골랐어요 이 광고에는 할 

머니와 성장한 아틀이 미소짓고 있어요 이 사진 옆에 글자는 할어니가 관 

절염(Artluitisl같은 것으로 고생하는 것 같다고 해요 아들은 어머니를 모사 

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것을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은 유교사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광고는 

한국문화를 잘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유교사상이 아직도 현대의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유교사상의 

4대 주요 사상 중에 부모들과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이 그 중 하나예요 유 

교사상은 연령과 지혜가 관련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틀이 연장자에 

게 반항하거나 연장자와 논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 광고는 전통적 가 

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틀을 대상으로 한 광고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 

문에 사진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 뒤에서 정중하게 서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아들은 어머니를 자랑과 사랑으호 바라성교 있어요 제약 기업은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이 광고 볼 때 좋은 기분을 갖기를 바래요 

한국에서는 자식이 노부모틀과 같이 살고 노부모를 모시기를 기대해요 

이런 구식적인 태도는 국가의 정신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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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들도 이렇게 어룬을 공경해요， 한편으로 호주에서 

는 노부모들이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을 드물어요. 한국사람플은 호주사람들 

보다 대기족제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뺨능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서는 북지시설과 연금 같은 젓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틀이 가족과 

살이야하는것 같아요 

1.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에 현세대가 아직도 연장자를 존경승뜯 것 같아 

요? 

서양 영향때문에 이런 것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2. 호주사회는 한국사회만큼 연장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3.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은 무엇입니까? 

호주와 비교해서 어떤점이 비슷하고 어떤점이 다를까요? 

4. 이 광고는 설날이 다가 올때 설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광고플 호주에 

서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5. 여러분들은 자식과 부모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호주 여학생의 발표) 

제 생각에는 호주사회는 한국 사회만큼 연장자들을 생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호주는 너무 자본주의국가 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별고 싶 

어해서 노부모들이 일 못 하변 호주 사회가 연장자를 보살피는 것 중요 하 

지않아요. 

호주사람틀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 하지만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 그다지 

중요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들은 보살피는 것 비싸요 그래서， 노부모들은 

모시면 돈 많이 없어요 

하지만， 호주에서 북지시설과 연금은 있어서 성장한 아이들의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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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들은 보살피는 것 필요는 없어요 한편으로， 볼충분한 복지시설 있니 

까 노부모들이 돈 많이 없어요 (호주 여학생) 

호주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연장자에 대하어 덜 생각하는것 보다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K씨가 말한것 처럼 한국에는 복지시 설과 연금 같은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꼭 연장자들을 모셔야 해요. 그리 

고 한국사회는부모들을 더 좋와해서 모시는게 아니라 그것이 한국식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호주 교포 여학생) 

제생각에는 한국에 현세대가 아직도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서 

양영향때문에 현세대가 많이 바뀌어젓지만 그런데 바뀐것은 유행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연장자들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씨가 말하는것이 맞습니다， 하국 가족들은 언제나 부모님들 

과 연장자를 존령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회에서 방면들은 슬슬 바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유교사상에서 나 

오는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바핍니다. 그리고 호주사회가 연장자들을 샘 

각하지 않다고는 않인 것 같아요. 그냥 문화가 달라서， 호주사렴하고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미국 교포 여학생) 

K 발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변에서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 

좋은것 같아요. 모든사람은저마다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기 때문에 나 

이가 적거나 많은것은 안 중요해요 모두 다 중요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역 

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대， 우리 생각에는 엣날 한국 사회 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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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견， 생각， 가치란에 대해서 비명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역할 

을 가지고 있으면 장잠과 단점을 있어요 (호주 남학생) 

수업 시간에 학생 K는 해당 광고에 실린 이미지가 한국의 문화를 잘 

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호주 광고에서 부모와 자식을 이 

미지에 담고자 했으면 아마 서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는 광고를 

사용하였겠지만， 한국의 광고는 유교 사상 때문에 자식의 이미지가 부모 

앞이나 혹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부모 뒤에 놓이게 된다고 호주와 한 

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 광고에서 자식이 부모 뒤에 놓인 것은 

광고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이미지 담긴 문화 코드를 찾아내는 능력은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교 분석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또 한국 

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는 혼히 유교 사~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 

음을 지적함으로써 문화 간의 공통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흔히 이러한 

유교 문화는 동아시아 국가의 고유한 것으로 여기지만 효의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데 정도의 채1라는 것이다. 

광고의 문화척 특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예로서 다국적 기업의 AJ-품 

광고가 있다. 다음은 시셰이도라는 화징댐이 어느 나라의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하느냐에 따라，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미지가 무엇을 상정하는지와 그러한 상정이 소비자의 어떤 생활방식을 

반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광고에서는 한국의 여성상이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그려져 있옴을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왜 한국 여자들이 흰 피후를 원하는지， 그 

리고 왜 호주에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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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한국에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은 논에서 일 했어요 그리고 햇 

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흰 피부색의 여자들은 귀족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족층틀은 힘든 일 안 해도 됐어요 

하얀색이 많이 상정있어요 

Whiteness 

Pure 

Innocent‘ 

Youth’ 

UntouchErl: 

Frdgile: 

1. cl얹nliness: 순결 

2. purity: 결백 

1. not mixErl with anything else, cl않n: 깨끗한， 순수한 

2. fræ from sins, innoccnt: 결백한， 죄없는， 순결한 

knowing no eviI; pure in heart and life: 천진 난만한， 순 

진한 

꺼1 .2.. 
WP 

손대지 않은 

부서지기 쉬운， 약한 

이것이 한국 여자들 왜 하얀 피부를 원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일거예요 

왜 이런 생각은 호주 여자들과 다를까요? 

첫째로， 한국에는 호주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날씨가 별로 얀 뜨거워요. 

호주의 환경은 황량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시내에서 살아요. 하지만 호주에는 

사람들 대체로 해안과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해얀과 시골에 살면 햇빛에 

많이 노출될 거예요. 

호주 여자들이 거뭇한 살결이 좋아하는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휴가를 

갔다온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한가한 시간이 많아서 햇볕에 

얄맞게 태울수있어요. 그리고 호주사람들은 일로부터의 해방을 존중해요. 

하지만 한국에는 일 하는 시앤 호주보다 더 걸어요， 이젓이 한국에는 

직업윤리와 관련 있어요. 한국에는 일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한가 

다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로부터의 여가 활동을 옷 해요. 호주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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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햇볕에 알맞게 타기” 원해요 거뭇한 살결의 건강하고 생명력 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흰피부색은 병약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호주는 다문화적 나라에요 다른 거뭇한 살결의 국적 사람들 

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유럽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레서 거뭇한 

살결의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단일 인종 국가예요. 그래서 검은 살결의 외국인 많이 얀 

봐요 

거무스름한 색의 상정 있어요 

exotJ.c: 이국 정조 

mys따1OUS: 신비한 

영uctive: 매혹적인， 유흑 하는 

첫번째 그립은 한국잡지에서 나오는 광고에요. 이 광고를 보면 서양사람 

이 있어요 이 여자는 서양 사람이기는 하지만 한국 여자들과 관계가 있어 

요 왜냐하면 이 여지는 이주 양전하고 우아하게 생겼어요 

이 광고는 피부를 하양게 만드는 로션을 광고해요. 이여자는 독자여러분 

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사람 안 같아요 조각품과 비슷해 

요. 이것이 상정이에요. 조각품은 미술품이에요. 미술은 값을 매길 수 없고 

영원해요. 조각품은 인공적이에요. 그래서 미를 손으로 만들어도 돼요. 

호주 광고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상정이 있어요 이 광고는 피부를 태우 

는 로션을 광고해요. 이 여자는 독자 어러분올 똑바로 뻐} 봐요. 그리고 

행복한 표정이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활동적인 것올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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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에서 전형적인 한국여자가 나와요 한국사람한테는 이여자는 아름 

답고 천진난만하게 보여요. 이여자는 독자 여러분을 안 쳐다봐요. 이여자는 

꿈꾸는 듯 있어요. 배경도 실제 적이지 않은 풍경에요. 하얀 보수적인 옷을 

입었어요. 소녀 비슷하게 입술은 분홍색 이고 이를 보여 줘요. 

호주 광고 2에 있는 여자는 독자 여러분을 똑바로 봐요. 입술은 빨장고 

윤기가 나요. 입술도 매력 적으로 축축해요.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있어요. 

배경은 없지만 따뜻한 분위기 예요. 

한국 광고 3에 있는 여자는 부끄럽게 땅을 보고 있어요. 몸 살결은 하얘 

요. 손대지 않았다는 생각 있어요， 그리고 몸이 햇볕에서 노출된 것 같지 

않아요.그래서 다른사람한테 자신의 옴은드러낸적 없는것 같아요. 속 

옷류 밖에 안 입었지만 순진한 여자처럼 생겼어요. 배경으로 아무런 풍경 

이 없어요. 이 광고는 아주 추상적이에요， 

호주 광고 3을 보면， 한국 광고와 아주 달라요. 이 여자는 독자 여러분 

한 대 매혹적으로 바라보}요 화장 많이 했어요. 아주 섹시한 광고이에요、 이 

여자 신체는 탄 살결이에요 몸에 대해서 펀한 하게 생각 하고 성에 대해 

노골적이에요. 이것은 호주에서는 괜찮아요. 이 여자 신체 언어는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배경에 춧대하고 장미가 있어요. 이곳은 냥만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가 있고 밤시간은 이 광고를 환상적으로 보이 

게 해요회웅}품에 대한 호주 교포 학생의 글) 

이 학생은 주로 이미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미지에 나타난 상정5)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고에 나타난 이미지， 특히 색이 가지고 있는 문화 

5) 상정이란 ‘그것이 관례적으로 대변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그 상정의 대상물로서 공 

통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인 대상 혹은 ‘다른 설체를 

대신빼 가리키거나 대표하는 하나의 실체’(韓一洙 lffi3)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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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갈색은 ‘건강하 

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여성을 상정하는 색으로 이는 호주 여성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색으로 여겨진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첫 번째 광고는 한국 

시세이도 광고로써 모델을 외국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모텔 

을 ‘양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것은 성품 소비자가 한국 

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원하는 여성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함으호써， 

같은 제품이더라도 그 광고에 각 나라 문화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잘 설 

명하고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생은 자신의 모쾌인 영어로 배운 인지 

능력， 곧 사회학 분석 능력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 학생 

자신이 홍미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이를 실생활과 관련시켜 썼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을 효파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의 글을 보면 분석적인 

사고능력에 비해， 문장은 아주 단순하다. 이는 광고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반드시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력을 가진 학습지에게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 이 학생이 상정이 어떻게 광고에 사 

용되는지를 이미지 분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신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국어라는 목표 언어로 구체화했을 뿐만 아 

니라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은 동료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었디는 

점에서 구성주의가 장려하는 협동학습도 이푸어졌다고 볼 수 있다. 

6. 끝맺는말 

문화 간 이해 증진을 위해서 광고를 이용한 학슐이 학생들에게서 이주 

긍정적인 반웅을 얻었지만 수업 진행상 어려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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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토의 과정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학생들에게 한국 

어만 사용하라고 하면 토의의 흐름이 깨지기 쉽다. 이 때 수업 담당자가 

학생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학생의 말을 한국어로 다시 해주게 되면 자 

연스럽게 언어 코드가 한국어로 바뀌게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고정 

관념을 심어주지 않느냐이다. 광고는 어떤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제 

작되기 때문에 특정 그룹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다. 문화에 관한 토의는 흔히 문화 간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 

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그룹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그린 광고를 토의 

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토론을 통해 학습A}들이 해당 문화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강화 받을 수도 있다， GOO없rd(1뺑)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고정관념화 과정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결러내기 위한 하나의 책 

략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흑은 인식의 재구성 없이는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엽 시간에 학생틀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토의를 이끌어가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고 

정관념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 흑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 

에 대한 고정관념을 인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해 나가면서， 그 과 

정에서 생기는 혼란과 모순을 통해 문화 간의 이해를 넓히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게 된다. 즉 학습을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 

정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설정하여 토론을 통하 

여 광고에 문자로 표현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깔린 의미도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대Hìmley， lffiL p，때liotet， 1됐 재인용)， 

이상에서 소개한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광고에 나온 이미지에 포함되 

어 있는 문화 코드를 면밀히 관찰하고 토론함으로써 한국 문회를 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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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의사소통적이면서도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학습자 

들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었다. 또 상호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수준보다 한 수준 높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 

양한 배경이 학습자들의 갈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 

로상승작용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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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Greek and Confucian Value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ntercu1tural Awareness Development 

김영아 

As Aus뼈ia is a mùti cu1tural sα:iety， Kon댔1 1때g뻐ge classes have students 

뻐th diverse cu1tural 빠뼈m뼈s. This diversity 0故1 αætes problerns since it is 

very difficu1t to have one y때stick and a뼈y it to such a diverse group. In 

‘.Jarticu1ar, a conventional rrrx1e of te때ng 떠n le<피 m 뼈lsion 하nce bac뼈rour떠 

students are 없떠v어 to have some advan떠ges over non-벼때m뼈 stu따lts. 

1be conventiαml rrrx1e of 않aching also 않때s oot to mæt the different 1얹nung 

needs of bac앵rour띠 a떠 뼈l-bac뼈l'OUIld sh뼈ltS. 

This PaIff aims to explα'e a teaching rrethoclol(쟁y which deals with a Kor없n 

dass consisting of Stul뼈lts from various backgrounds. Group discussion on 며nt 

adVI뼈땅ænts comprised the 때'e of the rrethod tried this study. 1be use of 

adv때였ænts was bas떠 on the fact that they ilIustrate many aS{Xrts of (x빼ar 

cu1ture and pro찌de a rich 뼈 뼈de range of soci외 때 cu1tural cαltexts， including 

ooth tr때itional and cont없ljXll'aI)' 띠S뻐1 images. 

Class ob웠vation revl얹led that these acti띠ties oot only gave stu짧1언 the 

야聊tunity to develop in뼈띠tural awar엔lesS， but also s마때ated their intell없뻐l 

curiosity and enhanced their rrotivation f，따 leaming the Korean lar땅uage and 

cu1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