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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외국어 또는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목표어 문화에 관한 내용은
학습자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성취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다루
어져 왔다. 언어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사소통 요인이 되는 문화 요
소에는 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화나 담화 방식과 관련한 문화뿐 아
니라 사회적 현상 및 구성원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와 세계관
(R. Scollon & S.W.Scollon, 1995: 127～163)1)도 포함된다. 한국적 특수 상황

을 고려할 때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한국 사회
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뿌리 깊은 영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사(제1저자)20)
**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21)
http://dx.doi.org/10.17313/jkorle.2015..36.115
1) 민현식(1996: 110～1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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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일은 현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중요한 사회공동체적 가치 또는 목
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
국인이 이에 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국어교육 영역에서는 최근 들어 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영역에서 ‘통일’이나
‘분단’ 문제에 집중한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외
국어로서 독일어 교육의 ‘통일’ 교육에 관해 외국어로서 독일어 교
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문화 교육에 있어서 ‘분단’과 ‘통일’에 관한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과 통일 교육
현재 출판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들을 살펴볼 때 한국어 문화 교육은 주로 세시풍속, 명절 등 전통
문화나 한국적 사회규범과 예절 그리고 의식주 및 일상생활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 사상 및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
략하게 다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는 그동안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한국어 교육 현장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을
2) 그동안 통일과 관련하여 주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문제 및 동질성 회복 방안(최용
기, 2007), 남북한 국어 교육 실태에 대한 고찰과 방향 모색(박갑수, 1999 ; 김혜정,
2013 ; 김중신, 2014 등), 북한어 연구와 교육(김정선, 2015)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
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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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2010)에서 개발한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
형’의 경우 문화 영역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하위 요소로 문화 지
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언어ㆍ문
화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
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국립국어
원, 2010: 2011) 문화 영역의 구성 그리고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분단 및 통일 교육과 관련한 논의와 교육 현황에 관해서도 간
략히 살펴보겠다.

1.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논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문화 요소를 범주화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석주
(2002), 박영순(2002, 2003), 조항록(2004), 강현화(2011) 등이 있다.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범주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석주(2002) - 언어 예절, 언어 내용
(2) 박영순(2003) -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
문화, 과학기술문화
(3) 조항록(2004) - 의식주 문화, 역사 문화, 민속 문화, 사상 문화,
관념과 가치관, 일상생활 문화, 제도문화, 예술문화, 문학, 기타
(4) 강현화(2011) -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 가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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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통일’은 한국의 역사, 정치 또는 사상 범주에 속하는 문
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 범주 설정에 관한 위의 논의
를 살펴보면 이석주(2002)를 제외한 모두가 한국어 문화 교육에 이
들 범주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중 조항록(2004: 211)에서는 사상문
화의 범주 안에 냉전 이데올로기와 한국적 상황의 자주 이데올로기
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강현화(2001:13)에서는 정보문화의 범주에
기본 정치 체제와 더불어 남북관계, 남한과 북한의 차이, 육이오전
쟁, 이산가족 등의 주제를 포함시키고 있다.3)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의 경우 문화영역의 하위 요소로 설
계된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을 Hammerly(1986)에 따라 정
보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로 구분하여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등
급화하고 등급별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0: 155～173).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단’이나 ‘통일’과 관
련이 있는 교육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급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국립국어원, 2011: 90-103).

3) 박영순(2003: 70)에서는 위에 나열한 여섯 가지 문화 교육 범주를 언어 교육에서 모
두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하여 언어문화와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
으나, 문화 항목들을 수준별로 하위분류하여 다룰 수 있다고 하면서 정신문화의 하
위 범주에 ‘사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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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 문화 영역의 ‘분단’ 및 ‘통일’ 관련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기술(국립국어원, 2011: 90~92)

구분

등급

교육
목표

6급

교육
내용

6급

문화 영역의 목표 및 내용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성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교육, 군사, 종교, 경제 등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특징적인 역사(식민 지배, 한국전쟁, 분단 상황 등)를
이해한다.

1.
2.
3.
4.

<표 2>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 문화 영역의 ‘분단’ 및 ‘통일’ 관련 교수 내용
(국립국어원, 2011: 102)

등급/

교수 내용

유형

대분류

6급/

한국

정보

사회

중분류
정치

소분류
남북
관계

예시
38선, 비무장지대(DMZ), 햇볕정책, 통
일, 남북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
산 관광) 등

한편,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어 문화 교육의 실정을 파악하고 문화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 연구로는 민현식(1996), 강현화ㆍ홍혜란(2011), 권성미
(2013), 박영미(2014) 등이 있다.
민현식(1996)에서는 내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국제 한국어 교육 모두를 위한 국어 문화론의 학문적 정립이 필요
함을 지적하며, 선행 연구 및 당시 한국어 교재들에 나타난 문화 교
육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어 문화론의 구성 내
용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강현화ㆍ홍혜란(2011)의 경우 한국어 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국내 교육 기관의 문화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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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Hammerly(1982)의 분류 기준에 따라
이 세 분야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는 문화 교육 내용을 성취문화, 정
보문화, 행동문화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대분류 항목으로 묶어 제
시하였다. 이 중,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문화
의 한국어 범주에 ‘북한말’을 경제 범주에 ‘북한 경제’를 제시하고 있
으며, 행동문화의 정치 범주에 ‘남북 관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강현화ㆍ홍혜란, 2011: 6-7).
권성미(2013)에서는 한국어 통합 교재 대화문에 나타난 문화 요
소들과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의 문화 교육 항목들을 비교함
으로써 표준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 항목들이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말하기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점검하
고자 시도하였다.4)
박영미(2014)에서는 한국 문화 교재의 적합성을 분석 검토하고
향후 한국 문화 교재 개발 가능 영역을 주제 중심, 매체 중심, 활동
중심 교재의 세 영역으로 구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2. ‘통일’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현황
통일 교육은 문화 교육 일반 목표의 궁극적 성취를 위해서도 필
요하다. Seelye(1988)는 문화 교육이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 목표어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행동 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화
지식을 폭넓게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5)
4) 참고로 권성미(2013)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 대학기관에서 출판된 한국
어 통합 교재 4종의 경우 1～4급 교재 16권에서 ‘분단’이나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문화 요소는 3급 교재 대화문의 ‘판문점’ 단 한 항목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민현식(2004: 88)에서는 Seelye(1988)가 제시한 이러한 문화 교육의 목표가 목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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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든 한국어 교육
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 문화 범주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통해
이를 다양한 상황 맥락에 맞게 적용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
를 위해 다양한 주제와 문화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며 통일과 분단
이라는 주제는 분명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단’ 또는 ‘통일’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문화 교
육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된 논
의가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6)
실제 한국어 교재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아직은 이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이해 과정 교재의 경우 <24. 한국의 국제관계>라는 단원의 하위
주제로 ‘분단’을 도입하고 ‘한국의 분단 현실 이해’라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전쟁과 휴전협
정, 남북관계 개선 등 1945년 해방 이후 분단과 관련한 역사적 전개
상황에 대한 간단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텍스트와 관
련한 과제 활동은 다음에 제시한 문제풀기에 국한되어 있다.

습득 및 목표 언어 능력 향상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어 문화교육의 목표를
한국어 문화적 표현 학습, 한국어 습득 및 사용 능력 향상, 목표 문화 및 모어 문화
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 이해 공감 능력 함양 등 다섯 가지로 재설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
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2010, 2011)의 표준모형에서도 6급에 한해서만
원론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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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교재의 ‘통일’ 관련 과제
활동(구현정ㆍ서은아, 2009: 109)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분단 및 통일에 관한 한국어 문화 교육
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DaF)의 통일 교육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많은 역사적 정치적 공통점
을 가진 독일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다음 해에 이어진
동ㆍ서독 통일을 전후하여 ‘통일’이라는 주제가 외국어로서 독일어
(DaF) 문화 교육7)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후, 교재 및 교수
학습 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7)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분야에서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지역학(Landeskunde)’이
라는 명칭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학(Landeskunde)의 개념은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지
만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에 있어 지역학 교육의 내용 및 그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볼 때 목표 언어 사회와 연관된 문화 교육의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에 준하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문화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학 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Buttjes(1989: 113), Penning(1995: 628),
Deutschmann(1982: 225)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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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이 의사소통능력 중심
의 교육을 추구하면서 외국어로서 독일어 문화교육의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 문화, 예절, 관습, 명절, 직업, 지리 등으로 이루어졌고 역
사나 정치에 관한 내용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한국어 문화
교육이 발전해 온 양상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동ㆍ서독 통일이라
는 역사적 전환점을 전후로 ‘통일’에 관한 내용이 외국어로서 독일
어 문화 교육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고 교재와 수업모형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게 되었음이 주목된다.

1. DaF의 문화 교육과 통일 교육
독일 통일을 전후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분야에서 분단 및
통일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Buchholt(2001: 1281-1283)
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문화 교육 내용에는 일상생활 문화와 예절,
문화적 전통뿐 아니라 독일에 관한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지식 등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여기에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시화된 동독과 서독의 차이와 통일에서 비롯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 및 미래의 전망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
며, 학습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언어 습득을 넘어서 독일어 문화
권에 대한 통찰과 사전지식을 얻고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Altmayer(2007: 15)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 학습이 중
요한 이유에 관해 “문화 해석의 틀(kulturelle Deutungsmuster)”8)을
통해 설명하면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문화 해석의 틀을 예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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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 독일 통일에 관한 ‘문화 해석의 틀’
(Altmayer, 2007: 15)

이 그림은 의사들이 환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벽이 또 하
나 있군”이라고 말하는 그림이다. 뾰족한 나이트캡을 쓰고 있는 그
림의 환자는 ‘독일인 미셸’이라는 명칭으로 오늘날 평범한 독일인의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는 캐릭터인데 아파서 병원을 찾은 미셸의 머
8) Altmayer(2007: 15)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있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다고 생각해
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장이나 텍스
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이러한 많은 함축
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 해석의 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
며,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표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해석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해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지배하고 있는
가시적, 비가시적 기저 원리를 인식하고 이를 담화를 구성하는 데 적용 활용한다면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지배하는 문화적 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상황까지 나아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국어를 지배하고 있는 기저 원리가 가시적일 수도 있
으나 때로는 함축적, 비가시적이라는 점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비가시적 부분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어져 교육되어야 함을 뜻한다(석주연, 2008: 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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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에 또 하나의 “장벽(Mauer)”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발견하
고 있다. 즉, ‘독일인 미셸’이라는 ‘문화 해석의 틀’은 ‘(베를린) 장벽’,
‘독일의 분단과 통일’, ‘오씨와 베씨(구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 간에
서로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속어) 간 생활 격차 및 갈등’ 등에 관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2. DaF의 ‘통일’ 교육 사례: 교재 분석
여기서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통일 교육 방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
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어 교재의 사례를 교육 단계,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실제적 교수 학습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직후부터 2004년까지 출간된 외국어로서 독일어 교재의 통
일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 고찰하고 있는 Bordoy(2005)9)에 따르면
통일 전후 시기부터 십여 년간은 독일 통일에 관한 교육 내용이 범
용 통합 교재와 문화 교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새로 출간
된 범용 교재에서는 독일 통일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일 이후 십 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통일 관련 교육 내용의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2005년 개정된 독일의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
setz)에 따라 ‘독일어과정(Sprachkurs)’과 ‘독일사회 입문과정(Orient
ierungskurs)’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상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인 ‘통
합 과정(Integrationskurs)’이 도입 시행되면서 ‘독일사회 입문과정’
9) 스페인 Illes Balears 대학 스페인어ㆍ라틴어ㆍ독일어학과의 교수인 A. C. Bordoy(2005)
는 통일 직후부터 2004년까지 출간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 12종을 대상으로 독
일 통일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 고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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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문화교육 교재들이 별도로 다수 출판된 영향도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10). 한편, 현재 ‘독일사회입문과정’을 위한 문화 교재들
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2005년 이후 출간된 범용 통합 교재 한 종과 문화 교재
두 종 등 모두 세 종의 사례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 있
어 통일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3> 분석 대상 교재

교재명
Themen Aktuell11)
45 Stunden Deutschland
Zur Orientierung

발행처

츨판
년도

Hueber

2005

범용 통합 교재

Klett

2010

통합과정 문화 교재

Hueber

2010

통합과정 문화 교재

교재의 유형

10) 2005년 발효된 독일의 새로운 이민법에서는 처음으로 이민자의 ‘사회 통합(Integration)’
을 법적 의무 과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이주민 집단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언
어ㆍ문화 교육프로그램 ‘통합과정(Integrationskurse)’을 도입하였다. 이후, ‘통합과정’은
독일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으며 독일
연방이주난민청의 직접 관장 하에 2011년까지 전국 1,500여 개 교육기관에서 70만여
명의 이주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독일어교육을 받
았다(박혜숙, 2014: 133).
11) Themen Aktuell(Hueber, 2005)은 Themen Neu(Hueber, 1999)의 개정판으로 초판이
2003년에 출판되었으며, 2005년에 두 번째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2005년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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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n Aktuell(2005)
(1) 교재의 유형: DaF 범용 통합 교재(본교재, 워크북)
(2) 단계 및 단원: 중급(2권), 8과(제목: “독일연방공화국”)
(3) 영역: 읽기, 읽고 쓰기, 읽고 듣기, 듣고 말하기
(4) 구성 및 내용:
구성

내용 및 제시형태

학습ㆍ과제 활동

읽기,
읽고
쓰기

ㆍ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역
사에 관한 사진과 글 제시

ㆍ텍스트 내용을 읽고 시간 순서에 따른
역사적 사건의 목록 만들기
ㆍ문법 연습 활동(워크북):수동태 문장
전환 연습
ㆍ학습자 출신국의 최근 정치적 역사에
관해 연대기를 작성하고, 제시한 접속
부사들을 활용하여 그 중 중요한 몇 가
지 사건에 관해 짧은 글 쓰기
ㆍ문법 연습 활동(워크북): 접속사, 전치
사를 활용한 문장 전환 연습

읽고
듣기

ㆍ1989년 11월 9일 동독의 국경이
열리던 날에 관한 사진과 글 제
시
ㆍ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의 사진
과 함께 당시 일반 국민들의 느
낌 및 일상에 관한 문장들을 목
록으로 제시
ㆍ현장 소음과 더불어 베를린 장
벽 붕괴를 축하하던 주민 세 사
람의 인터뷰 듣기

ㆍ듣기 후 활동: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장 중 당시의 분위기와 일치
하는 문장 찾기
ㆍ사진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야
기하기

읽고
듣기,
듣고
말하기

ㆍ1961～1989년 사이에 서독으로
탈출한 구 동독 주민의 연도별
숫자와 주요 탈출 이유 제시
ㆍ1989년에 서독으로 탈출한 구
동독 사진작가의 경험담 듣기

ㆍ듣기 후 활동: 탈출 동기 및 과정, 느낌
에 대해 이야기하기
ㆍ듣기 후 활동(워크북): 선행절과 후행
절 짝짓기를 통한 내용 파악하기
ㆍ문법 연습 활동(워크북): 격변화,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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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ur Orientierung(2010)
(1) 교재의 유형: DaF 문화 교재
(2) 단계 및 단원: 중급(B1), Module 2(제목: “분단에서 통일까지”)
(3) 영역: 읽기, 듣기
(4) 구성 및 내용:
구성
도입

내용 및 제시형태

학습ㆍ과제 활동

ㆍ1945년 분단부터 1989년 10월 통일
ㆍ사진을 보고 사진이 나타내는 역사
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적 사건에 대해 추측해 보기
사진에 번호를 붙여 제시
ㆍ각각의 설명이 구 동독과 서독 중 어
느 나라에 관한 것인지 분류하고 앞
에서 제시한 사진과 설명글을 짝짓
기

읽기 1

ㆍ각각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설명
글 제시

읽기 2

ㆍ통일 전후의 사건에 관한 신문의
보도 사진과 기사 제목을 각각 6 ㆍ사진과 기사 제목 짝짓기
가지씩 분리 제시

듣기

ㆍ평범한 독일 국민 세 사람(전쟁 경
험 세대, 전후 세대, 통일 후 세대)
ㆍ통일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내용의
에게 현재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인터뷰를 듣고 각각 어느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인터뷰 듣기
인터뷰인지 추측하여 대답하기
ㆍ인터뷰를 한 세 사람의 사진과 이
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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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Stunden Deutschland(2010)
(1) 교재의 유형: DaF 문화 교재
(2) 단계 및 단원: 중급(B1), Module 2(제목: “1945년 이후 독일의
주요 역사”, “통일 독일과 유럽에서의 생활”)
(3) 영역: 읽기, 읽고 말하기
(4) 구성 및 내용:
구성

도입

내용 및 제시형태

학습ㆍ과제 활동

ㆍ2차 대전 직후 독일 국내 상황에
대한 사진(5가지) 제시
ㆍ나치의 국가사회주의와 2차대전
패망으로 독일 사회가 처했던 사
회적 단절과 폐허를 상징하는 관
용 표현 “die Stunde Null(0시)”의
뜻을 묻는 질문 제시
ㆍ전후 독일 사회와 독일 국민의 삶
을 묘사하는 문장을 항목으로 제
시

ㆍ사진을 보고 “0시(die Stunde Null)”라
는 말의 의미 추측하기
ㆍ제시된 문장과 사진 짝 짓기
ㆍ사진을 바탕으로 전후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독일 국민들의 삶에 대해 추측
하여 말해 보기
ㆍ학습자의 나라에도 독일어의 “0시(die
Stunde Null)”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
현이 있는지 말하기
ㆍ어떤 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0’의
상태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지에 관
해 토론하기

ㆍ분단 이후 통일까지(1945～1990년)
서독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ㆍ읽기 활동: 분단 시기의 역사적 사실
사진과 설명을 항목별로 제시: 냉
정보에 관한 설명문을 읽고 각각의 역
읽기 1
전, 동서독 갈등, 경제원조, 헌법, 서
사적 사실과 관련 사진 짝 짓기
독의 경제발전, 70년대 동독에 대한
서독의 화합 정책 등
ㆍ분단 이후 통일까지(1945～1990년)
동독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관한
ㆍ제시된 역사적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설명을 항목별로 제시: 동독 정부
읽기 2
맞게 분류하기
수립, 베를린 장벽 설치, 동독의 민
주화 봉기 등
ㆍ각각의 진술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
ㆍ전쟁을 경험한 동ㆍ서독 주민 두 건을 <읽기 2>에서 찾기
읽고
사람의 사진과 진술(분단 시기의 ㆍ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읽고 동ㆍ서독
말하기
진술과 통일 이후의 진술) 제시
분단이 독일 국민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하여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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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 단계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이들 세 종의 교재는 모두
‘독일 통일’에 관한 내용을 중급 단계의 교재에 도입하고 있다12).
Themen Aktuell(2005)은 초ㆍ중ㆍ고급 각 단계별로 각 1권씩 구성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중급에 해당하는 2권에서 다루고 있으며,
‘통합과정’의 독일사회입문과정은 독일어과정 수료자, 즉 B1(유럽공
통참조기준)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역시 중급에 해당된
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은13) 외국어 숙달도 등급을 6단계(A1∼C2)로
나누고 있는데 B1 단계는 자립적 언어 사용을 목표로 하는 단계로서
한국어 능력 3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독일의
‘통합과정(Integrationskurse)’ 독일어 과정의 목표 등급이기도 하다.
즉, 독일의 경우 ‘통일’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인 독일어 능력 함양
을 목표로 하는 고급 단계보다는 독일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
본적으로 필요한 독일어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중급 단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4).

12) Bordoy(2005)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서 통일 관련 내용은 이전에도
일관되게 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져 왔다.
13)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괴테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oethe.de/z/50/commeuro/i6.htm)나
유럽평의회 홈페이지의 <언어교육 및 정책>(http://www.coe.int/t/dg4/linguistic/cadre1_en.asp)
을 참조할 것.
14) 교육 단계와 별도로 교육 대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통일에
관한 교육내용이 성인 대상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Bordoy, 2005). 이는 EggemannㆍGrabsch(1988)의 청소년 대상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 이후 정치적 주제의 비중이 낮아진 청소년 대상 독일어 문화 교육의 추
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ggemannㆍGrabsch(1988)는 1987년에 14개국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독일 청소년에 관해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외국 청소년들은 독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청소년을 위한 독일어 문화 교육내용에 있어 전반적
으로 정치적 주제의 비중이 낮아졌다(Steinig, 2001: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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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재의 구성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독일어 문화 교재인
Zur Orientierung(2010)과 45 Stunden Deutschland(2010)는 독일 통
일에 관한 학습 목표로 통일과 관련한 사실적 역사 정보, 전후 독일
국민의 삶, 통일 전후 독일 국민의 정서적 경험 및 반응, 통일의 영
향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ㆍ부정적 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이
해 달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이들 두 교재는 한 단원 전체를 ‘통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
여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범용 통합 교재인 Themen Aktuell(2005)의 경우에는 두 교재와
달리 ‘독일 통일’이라는 항목을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관한
단원의 하위 주제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역시 통일이라는 주제를 문
법 학습을 위한 문화 범주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기 또는
듣기 영역의 독립적인 학습 요소로서 도입하여 통일과 관련된 독일
의 역사와 통일을 전후한 독일 국민의 경험 및 정서적 반응 등에 관
한 이해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학습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교재 모
두 공통적으로 역사적 사건들 이면에 놓인 다양한 정치, 사회적 배
경 요인에 관한 이해는 학습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주제가 국내ㆍ외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
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문화 교육에 있어
정치, 사회적 주제와 관련한 교육 목표가 정보의 구성에 그치기보다
는 “문제 상황에 관한 정확한 이해”(Bleicher u.a. 1989: 214)가 되어
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점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
가 가진 상황적 한계점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교육 내용에 관한 것이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
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들은 사실적 역사 정보 및 독일 국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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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경험과 느낌 등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
며, 독일 통일에 대한 역사적ㆍ정치적 평가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역사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볼 때는 세 교재 모두 독
일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2차 대전 패망과 분단 이후부
터 통일까지의 독일 역사에 관해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45 Stunden
Deutschland(2010)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등장과 폐해까지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관련 내용을 분단 시기, 통일 전후의 격동기 그리고 통일
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한편, 세 교재 모두 통일을 전후한 독일 국민 개개인의 경험과 정
서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은 평범한 독일 국민들의 개인적 경험담이나 인터뷰, 증언 등을
통해 교재에 도입되고 있으며, 긍정적ㆍ부정적 경험과 의견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주제에 관한 내
용을 개인의 경험을 통해 다룸으로써 객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통일과 관련하여 실제 독일인들의 정서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독일 국민의 개인적 경험, 느낌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이들 세 가
지 교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든 교재들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
제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에 제시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과 이름 등 구체적인 인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제시된 이야기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태도를 전쟁 경험
세대, 전후 세대, 통일 후 세대로 나누어 소개함으로써 통일 전후의
상황 변화와 독일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관해서도 비교하여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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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과제 활동의 예: 각기 구 동독과 서독 출신인 Lily Wagner와 Herbert
Meier 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읽기(45 Stunden Deutschland, 2010: 52)

<그림 4> 과제 활동의 예: Tonnies(19세, 통일 후 세대), E. Gutmann(43세, 전후 세대),
Rehm(68세, 전쟁 경험 세대),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의견 듣기(Zur Orientierung, 20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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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제 활동의 예: 통일 후 구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Dieter Karmann에 관한
이야기 듣기(Themen Aktuell 2, 2005: 107)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연방은행, 기차역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나 ‘월요시위’, ‘베를린 장벽 붕괴’ 등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의 사진과 당시의 실제 신문 기사 면
등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제시 내용의 실제성을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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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체적 장소, 시간, 사건 관련 시각 자료 제시의 예(Zur Orientierung,
2010: 36)

마지막으로, 과제 활동의 유형으로는 세계사에 관한 학습자의 배
경지식 활성화, 역사적 사건에 관한 보도 자료나 사실 자료를 바탕
으로 정보 분류하기, 시간 순서에 맞추어 정보 구성하기, 독일 국민
의 생활적 정서적 경험 등과 관련하여 추측하기 그리고 학습자의
생각 및 느낌 표현하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법 연습 활동은
문화 교재의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Themen Aktuell(2005)
의 경우 읽기 후 단계의 과제 활동과 연계하여 그리고 워크북을 통
해서 문법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6

국어교육연구 제36집

<그림 7> 과제 활동의 예: ‘분단 이후 통일까지 역사적 사건의 내용과 사진
연결하기’(45 Stunden Deutschland, 2010: 51)

이 외, 주목할 만한 과제 활동은 독일의 역사와 학습자 나라의 역
사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쓰기 또는 말하기 활동이다. 예를
들어 Themen Aktuell 2(2005)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역사에 관한 읽기 활동을 한 후 이어지는 연계활동으로 앞에 제시
된 독일 역사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학습자 출신국의 최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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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관한 연대기를 작성하는 쓰기 활동을 도입하고 있다. 또, 45
Stunden Deutschland(2010)의 경우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여 전후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삶에 대해 추측하여 말하기 활동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8> 과제활동의 예: 독일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비교하여 말하기(45 Stunden Deutschland, 2010: 50)

이상에서 2005년 이후 출간된 독일어 교재들의 사례를 통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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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에 있어 독일 통일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Bordoy(2005)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통일 직후부터 10여 년간 출간되었던 교재
들에 나타난 통일 관련 내용 제시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최근 외국어
로서 독일어 교육의 통일 교육 내용이나 큰 틀이 통일 직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과 관련한 독일 국민의 개인적,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
용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눈에 띈다. 2004년
이전의 교재들이 주로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
다면 이후의 교재에서는 분단 시기, 통일 전후의 격동기, 통일 이후
의 시기로 나누어 비교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전의 교재들이
예외 없이 구 동독 주민들의 증언이나 경험만을 통해 통일과 관련
한 독일 국민들의 개인적, 정서적 측면을 제시했던 데 반해 최근의
교재들에서는 구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제시하
고 있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균형 있는 시각의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점
은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태도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눈에 띄
는데 최근의 교재에서는 이를 전쟁 세대, 전후 세대 통일 후 세대로
나누어 비교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태도에 세대별로 차이가 있
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독일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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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교육에의 시사점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통일 관련 교육을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동ㆍ서독 통일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걸쳐 외국어로
서의 독일어 교육에서 통일이라는 문화 항목을 교육 내용으로 반영
하는 교육 단계가 일관되게 ‘중급’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이라는 주제를 생활 독일어 교육 내용의 일부로 활용하려는
큰 맥락 속에서 보통의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중급 단계 생활 독일어 교육 내용 기반을 이루는 주요 요소
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Altmayer(2007: 15)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있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
는 부분이 많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많은 함
축적 의미를15)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여러 가지
‘문화 해석의 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
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목표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 해석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급 과정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고급 단계에만 통일 교육의 내용이 반영된다면 보통의 한
국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은 중급에서는 다루기가 어렵
15) 여기서 문화의 함축적 의미란 문화 교육의 내용요소가 가지는 비가시적 측면과 상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가시성(overtness)과 비가시성(covertness)은 정
도적 개념이긴 하지만(석주연 2008: 523- 542) 한국어 문화 교육 내의 통일 관련 교
육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교육 내용의 이러한 함축적, 비가시적 내용을 명시적으
로 드러내어 교육 현장에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해 내는 교수자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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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학습자 모두가 한국어 교육의
고급 단계로 진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급 단계의
생활 한국어에도 그 수준과 단계에 적절한 통일 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에 있어 통일 교육 내용 제시 방
식은 교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 교재에서는 문법과
독립적으로 언어 기술 영역과 연계하여 제시되었으며 범용 통합 교
재에서는 문법 범주와 독립적인 요소로 도입되었으나 읽기 후 과제
나 워크북을 통해 문법 학습과 연계되어 있었다. 언어ㆍ문화 통합의
관점과 언어 사용 능력의 함양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두 제시
방식이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특정 용도의 교재에 국한시켜 통
일 교육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교재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
로 통일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통의 한
국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구체적인 한국어
사용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주요 문화 요소 중 하나임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에 있어 통일 관련 내용 및 범위
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통일에 대한 정치적 평가 등 가치중립적
이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통일을 다룸에 있어서도 가치평가적
인 부분보다는 역사적 사실 정보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통일을 둘
러싼 국민들의 실제적 경험 및 사회적 분위기에 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교육에서 교육 내용의 범위는 통일 이전 독일의 역사와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통일에 관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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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어 교육에서 통일 내용
을 다룰 때 참조할 수 있는 점이다.
넷째, 실제적 교재에서 과제 활동의 영역 및 유형은 교재의 성격과
상관성을 가지는 부분인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주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추측하기, 학습자 모국의 문
화와 독일의 문화 비교하기, 가설 세우기, 보도 자료나 사실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표현하기, 학습자 모국의 문화와 독일의 문화를
비교하기 등의 과제 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또, 어휘 학습도 주제 관
련 어휘 학습을 중심으로 한 과제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 활동 유형이 비단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언어 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자칫하면 학습자보다는 교사 주도
가 되기 쉬운 문화 수업을 좀 더 학습자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다룰 때에도 다양한
과제 활동 유형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외국인 학습
자가 한국 문화 범주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통해 이를 다양한
상황 맥락에 맞게 적용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과 분단은 한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
고 있는 중요한 행위맥락(Handlungskontext)이지만 때로는 비가시
적이어서(covert) 드러나기 어려운 의사소통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의 주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 속에 있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고찰하였으며, 본격적인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앞으
로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좀 더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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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인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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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으로서의 ‘통일’에 관한 연구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 교육의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

박혜숙・석주연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 독일어(DaF) 교육의 ‘통일’ 교육 사례를 통해
향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에 있어서 ‘분단’과 ‘통일’에 관한 교육 방향
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DaF 교재의 관련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DaF 교재 분석의 결과 대상 교재는 모두 관련 내용을 중급 단계의 교재에 도
입하고 있었으며, 통일과 관련한 사실적 역사 정보, 통일 전후 독일 국민의 정서
적 경험 및 반응, 통일의 영향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ㆍ부정적 태도 등에 대
한 종합적 이해 달성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통일과 분단이 독
일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해석의 틀(Deutungsmuster)' 형성에 중요
한 요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분단과 통일은 공동체 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적 상황맥락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
를 위한 문화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또, DaF 교재의 경우 학습 목표 달
성을 위해 사실적 역사 정보 및 독일 국민의 개인적 경험과 느낌 등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독일 통일에 대한 역사적ㆍ정치적 평가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다.
한국어 문화 교육의 통일 교육 역시 중급 단계에 적절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
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교재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도입하고 다뤄야 하며, 가치평가적인 내용보다는 분단과 통일을 둘
러싼 국민들의 실제적 경험과 사회적 분위기에 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한국어 문화 교육, 통일, 분단,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문화 교재, 문화
해석의 틀, 행위맥락,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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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fication’ as Pedagogical Content in Korean Culture Education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German Textbooks for Foreigners-

Hyesuk ParkㆍJu Yeon Suk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to set up the contents of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by considering how the topic of Wiedervereinigung
und Trennung(통일과 분단) was dealt with in the German culture education
for foriegners. To achieve this goal we will analyze the recently published
textbooks of German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and then accordingly
make some suggestions for setting up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contents.
In the German textbooks, contents related to the unification and division
issues are introduced at the intermediate level, because these issues have been
a major factor in shaping kulturelle Deutungsmuster(문화 해석의 틀). This is
applicable to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considering that the
unification and split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resh in the minds of
Koreans, activated across Handlungskontext(행위맥락). In terms of pedagogical
content, the German textbooks include not only historical information,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the unification and division, but also influences of the
unification, while completely excluding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evaluations.
We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the unification and division issues at the
intermediate level in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Depending on
the type of textbook, we need to accommodate the pedagogical content within
them, especially focusing on the authentic experiences about and the social
atmosphere around the unification and division issues.
[Keywords]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Wiedervereinigung,
Trennung, German culture education textbooks for foreigners
kulturelle Deutungdmuster, Handlungskontext, pedagogical 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