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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olic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France and to analyze its effec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luding 

the changes that have recent1y taken place. Under the assumption that languages 

re f1ect their culture, the administrative of France has tried to co、rer a variety of 

languages in Europ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se efforts, however, appear to be unsuccessful due to the financial problems 

and the heavy emphasis on particular languages ba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Nevertheless, these efforts are valued highly, and provide 

some insights to the cωurre 

Korea. 

1. 서론 : 외국어 교육 정책의 원칙 

프랑스는 자신의 국어인 프랑스 어가 오랜 세월 동안 국제어로서 지위를 

향유해왔기 때문에 유럽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 외국어 교육에 특별한 관심 

을 쏟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그 위상이 나날이 커져온 영어에 꿋꿋하게 맞 

서 프랑스 어의 위상 유지와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다. 

1) 정확히 하자면 언어 교육 정책인데， 여기서 언어는 자국어인 프랑스 어를 제외하고 외국어， 지역어(Iangues 
régÍonales). 고전어(langues classiques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를 포괄하며 본고에서는 주관심사가 외국어 
교육정책이므로 외국어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로 하는데， 본문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외국어’는 통일한 개념 
으로 사용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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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들어 영어의 위상 강화에 한층 가속도가 붙더니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영어 일방주의’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영어권 국가에서의 외국어 학습븐 영어 학습과 거의 등가적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 치부되어 영어 학습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 

다. 영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마치 우주의 블랙홀 

이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사용자 수가 소수인 언어들은 불론이고 

여타 대 언어들의 존속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프랑 

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연합의 틀 속에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언 

어의 가치를 내걸면서 언어의 다양화 원칙을 축으로 하여 외국어 교육의 질 

적 제고와 (증등) 교육과정을 끝마칠 때 ‘적어도 2개의 외국어에 대한 구사 

력을 구비케 한다’는 공통 목표를 천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적어도 2개’라는 수치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영어의 압도적이고 더욱더 강화돼 가는 위상을 감안하면 학생들 

거의 전부가 취학기의 어느 시기에건 필수 외국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영 

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를 

추가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케 함으로써 유럽의(나아가 세계의) 언어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유럽에서 사용자 수로 볼 때 제 1 위 

인 독일어와 제2위인 프랑스 어가 영어의 위력으로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자국어들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 

다. 실제로 유럽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학습되는 언어는 프랑스와 

독일어인데 다른 언어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프랑스는 국내에서의 외국어 교육 정책의 핵심을 다양화 

에 두고 있는데， 특정 외국어로의 편중 현상， 특히 영어의 팽창을 최대한 억 

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었다 하겠다. 

프랑스 언어 교육 정책의 원칙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압축된다. 

1) 언어 제공 다양성의 원칙 

2) 선택의 자유 

3) 학습 연속성 보장의 원칙 

여기서 1)의 원칙은 강한 정책적 의지가 표출된 원칙이고， 2)는 민주주의 원 

리에 따른 현실인데， 1)과 2)의 원칙은 현실에서 상충되어 모순적 관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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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3)의 원칙은 1)의 원칙을 지지하가 위한 파생적 원칙이라 할 수 있 

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그 전에 배우던 외국어의 계속적인 학습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일 뿐 아니라 소수 선택 외국 

어 학습의 신장이라는 다양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프랑스는 학교 교육에서 교육 대상 언어로 지역어를 포 

함하여 20여 개의 언어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 

에서는 시험 대상 언어가 647~ 에 달한다 2)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외국어 교육의 질적 제고， 

즉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다. 왜냐하면 어떤 외국어 교육이 성과룹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원의 양 

성과 연수 교육， 교재 및 부교재의 개발파 보급， 교수 방식의 개선，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수준별 반 편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 외국어들을 다양하게 교육하면서 체계적인 조직과 관리를 하 

는 동시에 각 외국어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릎 목표 수준으로 이끄는 작업은 

외국어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와 재정상의 난점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 프량스 초 · 중등교육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과 정책상의 변화를 살 

펴보도록 하자. 

ß. 프량스 초 • 중등 외국어 교육 현황과 특징 

1. 초둥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1.1. 도업 과정의 혼란 

초둥학교에 외국어 교육을 도입하는 소위 외국어 조기 교육은 1950년대 말 

에 이를 시행한 북유럽 국가들이(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왜이， 스웨멘) 선구 

자로서， 현재는 거의 전 유럽 국가에서 일반화 되어 있고， 프랑스는 상당히 

늦게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9년에 당시 교육부 장관 리오넬 죠스팽 

2) 학교교육에서 제공되지 않는 언어도 시험대상 목록(한국어도 포함)에 있는 언어는 학생이 신청하면 웅시할 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 배운 제1언어(LVl). 제2언어(LV2)의 위상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이률 바꿀 수도 있 
다. 이 제도는 여러 여건상 학교에서 교육은 못하지만 언어의 측면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풍부한 개발을 위한 
조치이다. 

3) 현재 유럽 국가 중 초둥학교에서 외국어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영국，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와 
벨기에의 플라망드 어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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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el Jospin)이 초등학교 제4， 5학년(CM1 ， CM2)의 일부 학생들플 대상으로 

시 험 적 으로 외 국 어 입 문 교육( enseignement d’initiation aux langues étrangères) 

을 실시했다. 이렇게 도입된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실험 교육 대상과 목표가 변경되기도 하고 일반화 일정을 의욕만 앞세 

워서 무리하게 제시했다가， 후임 장관이 연기하는 등 상당한 혼션을 빚으면 

서 비효율성과 일관성의 부재 속에서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그 파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89 - 1992년 : 외 국어 입 문 교육(EILV) 

중학교 제 I 학년(6ème)부터의 진정한 학습의 준비의 역할을 하는 입문 교육으 

로 

주당 2~3시간의 수업， 자격교사가 수업 담당， CM 학년 대상 

2) 1995 - 1997년 : 외국어 입문(ILV) 

대상이 초등 제2， 3학년(CE1 ， CE2)으로 바뀌고， 학습의 개념보다는 ‘관심을 

갖게 하기 (sensibilisation) ，에 목표의 주안점을 두고서 매일 15분 동안 시청각 

교재(sans frontière 시리즈의 카세트 비디오)를 통해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즉，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지 않고 ‘언어에 눈 뜸’을 강조， 교육 대상 외국어 

를 교사가 선택 

3) 1998 - 1999년 : 외 국어 교육(ELV) 

다시 교육 대상의 우선권이 CM1 , CM2 학년에 주어지고 교육 목표가 학습으 

로 대체되고， 최초로 중학교에서의 언어교육과 연계에 의한 선택을 강조함 

자크 랑의 뒤를 이은 획 페리 (Luc Feπy) 장관은 초등 제3학년(CE2) 전체에 

대한 외국어 일반화 교육은 각 지역 교육행정구(académie)가 가용 수단에 따 

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히면서 파급 속도를 조절했다. 이것은 언어 교 

육의 양적인 확대만 중시함으로써 그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현 

실적인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를 의미한다. 

그 동안에 초등 제4， 5학년(CM)의 외국어 교육 보급률은 계속적으로 증대 

되어 2002-2003학년도에 공립학교에서 95.6%에 이르렀다. 

1. 2. 학습 내용과 중학교 과정에셔의 연계 

외국어 조기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습 효과가 아주 빠르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어린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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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학습한 것에 대한 관찰 결과 그 내용이 아주 미미 

한 것으로 드러난다. 국립 교육 연구소(INRP)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 

년간의 실험 교육을 받은 후에도 아동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학습된 내용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콘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중학 

교 언어 교사들은 종전의 학업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다.4) 이 조사보고서의 책임자는 ‘문제의 핵심은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에 있다’고 진단을 내린다 이런 평가와 비판에 따라서 교육 내용과 정확한 

목표가 규정된 초등학교의 새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주당 I 시간 30분에 

서 2시간의 수업시간(CM 학년)으로 2002학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비로 

소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서의 틀을 갖추고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1. 3. 외국어 교육 담당자의 문쩌 

초등학교에 외국어 교육을 도입할 때부터 근본적인 고민거리였던 외국어 

교육 담당 인적 자원의 부족 문제는 초등 외국어 교육을 여전히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교육자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편이지만 

2003학년도에 인원수로는 초등 교사의 70%가 외국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 

업 담당율에서는 절반에도 마치고 못하고(45.8%)， 외국인 보조 교사가 5% 미 

만의 인원으로 수요의 13.6%를， 중등 교사가 수요의 10.3%를， 도 장학청에서 

모집한 10% 정도의 외부 전문가가 수요의 24%를， 지자체가 급여를 지불하는 

2% 미만 인원의 외부 전문가가 수요의 8%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담당 

자의 외국어 능력과 교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교육의 균칠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 4. 선택 외국어 현황 : 영어의 압도적 우위 

교육부는 초둥학교 교육대상 언어를 8개의 외국어 5)와 여러 개의 지역어들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등)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영어로의 편중 현상이 심하다. 2002학년도의 경우에 영어 

는 공립학교의 사이클 3(초등 제 3， 4, 5학년) 학급의 78.6%를(학생수로는 

4) 이런 이유 외에도 전술했던 초둥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정책적 혼란으로 인해 초동 시절얘 외국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들과 1년 배운 학생들， 2년 배운 학생들이 동일반에 혼재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도었다. 

5)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46 외국어교육연구 제8집 

82%), 사립학교 학급의 89%(학생수의 90%)릎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예룹 들면 대상 학생수의 90% 이상이 영어를 

배우는 도(département)가 2001 학년도에 24개였던 것이 2002학년도에는 29개 

로 증가했다.6) 이는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라는 프랑스 언어교육의 대명제 측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어 

(1 6.4%), 스페인어 (2.2%)， 이탈리아어(1.3%)의 순으로 이어지고 이외의 다른 

언어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어 교육의 몰락인데， 이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1) 

1. 5. 지리적 인접성에 가언한 국지적 차이 

전국적인 경향과는 별도로 인접국과 접경 지역의 교육행정구(académie)들은 

그 지방의 지역어인 동시에 인접국 언어의 교육 점유율이 상당허 높은 곳들 

이 있다. 

- 독일과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교육행정구는 독일어의 점유 

율이 95%가 넘고， 낭시-메스(Nancy-Metz) 지역은 47.3%(영어는 51.5%) 브장송 

(Besançon) 지 역 은 23.5%에 달한다. 

- 이베리아 반도(스페인， 포르투갈)와 접경 지역인 툴루즈(Toulouse) 교육행정 

구에서는 스페인어의 점유율이 15%, 보르도와 몽펠리에 지역에서는 약 8%에 

불과하며， 이 지리적 인접 효과는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았다. 

- 이탈리아와 인접한 지역인 니스 교육행정구에서는 초등 제4， 5학년(CM1 ， 

CM2) 학생의 8%, 그러노블에서는 약 6%가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있지만， 니 

스 지역의 2개 도(道)인 알프-마리팀 (Alpes-Maritimes : 이탈리아어의 점유율 

16.2%) 지역과 바르(Var : 점유율 1.9%에 불과) 지역의 격차를 살펴보면 인 

접성의 효과의 영향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네렬란드와 인접한 릴(Lille) 교육행정구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불과 2%만이 

네멀란드어를 선택하고 있다. 

6) 프랑스의 시골 지역은 학생수가 작기 때문에(초둥학교의 60%가 4개 학급 이하) 이들 지역의 초동학교에서 실 
제로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개설하기는 어렵고， 특히 학생수가 작은 학교에서는(1학급짜리 초미니 학교도 상당 
수 있음) 주로 영어 하나만 가르치게 된다. 

7) 1970년대에 독일어를 LV1로 배우는 학생의 비율이 14%를 넘었지만， 현재는 8%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LV2 
로서 비율은 70년대의 36%에서 1995년에 20%로. 2001년에는 13.5%로 심하게 추락했고. LV3으로서의 비 
율도 1990년의 18%에서 1999년에는 7.4%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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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교육에서의 외국어 교육 

프랑스의 중등교육파정에서 언어 교육에 대해 최근에 취해진 조치들은 유 

럽 연합파 유럽 평의회(le Conseil de l'Europe)가 권고한 방향에 따라 중등교 

육을 마칠 때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2개의 외국어의 구사력을 갖추도록 한 

다’는 목표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화의 목표가 사회의 강한 경향성파 교육 풍토의 경직 

성의 벽에 부딪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최대 수치의 외국어를 공급하고 았지만， 실 

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선택이 제 I 외국어 (LVl)는 영어로， 제2외국어 (LV2)는 

스페인어로 편중되고 이러한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돼 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교육되는 언어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2. 1. 미완성 상태의 2개 언어 교육 얼반화 

전임 교육부 장관인 자크 랑은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LV2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이 목표는 초둥학교에서의 일반화 일 

정의 차질과 정책 수단(재정， 인적 자원 등)과 추진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상 학생의 LVl 의 학습률은 거의 100%이지만 

LV2의 그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77%(2002학년도 기준)에 이르고 있다. 

- 중학교 

1998학년도 이후로 LV2의 학습은 중학교 제3학년(4ème)에서 주당 3시간 비율 

로 필수 과목으로 시행된다. 뒤이어 중학교 제4학년(3ème)에서도 LV2 교육은 

계속되지만 기술계 선태반과 직업계 선택반에서는 비록 강력하게 권고하지 

만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된다. 

- 일 반계 고등학교(lycée général) 

그 전까지 경제 · 사회계열(ES)과 과학계열(S)에서는 선돼과목이던 LV2는 

2000학년도부터는 2학년(1빠) 전체로， 200학년도부터는 3학년(tenninale) 전체 

로 확대되어 일반계 고등학교 전계열에 걸쳐 필수 과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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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계 및 직 업 계 고등학교(lycée technologique et lycée professionnel) 

기술계 고등학교는 STT(과학 및 제 3차 산업) 계열에서만 LV2가 필수 과목이 

되 었 고(1993 년 이 후)， 나 머 지 계 열 에 서 는 여 전 히 임 의 선 택 ( option façultative) 

으로 남아 있다. 

한편， 기술계 고등학교는 LV2 교육이 훨씬 소외되어 있는 상태로 일부 직업 

계 바칼로레아 준비반과 제3차 산업과 호텔업 관련 직업 기능연구 면허 

(BEP)와 직업능력 자격증명 (CAP)8) 준비반에서만 LV2가 필수 교육과목이다. 

이 때문에 2001 학년도 기준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9.5%만이 제2외 

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것도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임). 

2. 2. 다양화의 실패 : <LVl = 영어， LV2 = 스패언어〉로의 고착화 

교육 당국의 외국어 교육 다양화 의지는 특히 중등과정에서 비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와 스페인어의 헤게모니는 더욱 강화되 

어 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외국어들의 점유율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는 LVl 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 

이는데 90%가 넘는 중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89%가 영어를 

선택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어는 LV2에서 해가 갈수록 우위를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일반계 및 기술계 학생들의 62%가 선택하고 있고， 중학생들의 약 

70%가 LV2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에는 더욱 이러한 경향성이 더 

욱 강화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착화된 외국어 선택은 프랑스 사회에서 보편화된 인식과 선입견 

에서 그 원언을 찾을 수 있다. 세계어로서 ‘의사소통 언어’인 영어에 대한 인 

식과 ‘배우기 쉬운 언어’인 스페인어 대한 인식 9)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과 

거에 독일어는 엘리트 언어로서의 명성을 누리면서 독일어 선택이 보다 우 

수한 학급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급 편성 

을 성적순이 아닌 혼합 편성반(classes hétérogènes)으로 하면서부터 외면을 받 

게 되었다. 

8) CAP(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는 교육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이 교부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직 
업능력 자격 증명으로 약 2507ß의 종류가 있고， BEP(Brevet d’études professionnelles)는 동일한 직업 분야 
의 여러 활동에 대한 자격이나 여러 분야에 공통적인 활동에 대한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업 기능연구 면 
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9) 프랑스인들은 독일어， 러시아어는 발음을 까다롭게 여기고 동일한 라틴계 언어인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를 쉽 
게 생각한다. 사실상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는 문법 체계와 어휘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대국 언어를 보다 쉽게 

배운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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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국가의 이미지도 결정 가준으로 작용하는데 문화적 측면에서 활 

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된 독일과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독일어 

와 랴시아어 선택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동양의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은 

저l 고된 국가 이미지와 이국 동경 섬리 (exotisme)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국 

어와 일본어는 여전히 점유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약적인 성장 

을 이루었다. 

바로 이러한 사회의 인식 현상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알려지지 

않은 외국어들에 더욱 더 무관심하게 만드는데 크게 작용하고 학습 외국어 

선택의 소수 외국어로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2. 3.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여타 외국어들 

공사립 중 · 고등학생 중 약 1 만 3천명만이， 벼율로는 2.32%만이 영어， 스페 

인어， 독일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들을 LV1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되는 독일어의 쇠퇴 

독일어는 중학교에서 LV1 의 9% 미만， LV2의 13%에 그치고 있고， 일반계 및 

기술계 고등학교에서는 LV1 의 10%, LV2의 20%에 불과한 실정인데， 1995학 

년도의 그 비율이 13.5%와 29%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축소되었고， 

독일어 교육을 진홍시키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하강세를 보 

이는 것이 더욱 걱정스러운 점이다. 

- 이탈리아어의 경우에도 5년전부터 약간 인원수가 증가했지만， 원래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남동부 일부 지역(특히， 그르노블)에서만 증가세가 집중된다. 

- 러시아어의 상황은 특히 악화되었는데， 인원수 기준으로 5위의 외국어의 

지위를 유지하고 었지만， 10년 만에 학습자수가 54%나 감소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특히 프랑스와의 접촉과 학교 교류 요구가 많 

아지고 았고， 유럽 연합이 동부 유럽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역설 

적인 결과에 해당된다. 

- 그 외 다른 언어들은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만 그것들의 점유율은 무 

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데， 다만 중국어는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의 중국어 사용 인구수를 감안하면 여전히 그 위상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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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고 있다. 

2. 4. 다양화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LV3의 역할 상질 

제3외국어 (LV3)의 선택 가능성이 학생들의 취향에 따른 외국어 학습의 다 

양화룹 끼대할 수 있는 장치라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대다수가 LV3으로 이탈리아어를 선택하고 있고， 

그 비율은 1990년대 초반이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다음으로 스 

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의 점유율을 보이고 여타 언어는 미미한 수준에 그 

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LV3 학습자의 절대 인원수의 부족과 LV3 교육 제공 기회의 제약으 

로 인해 LV3의 다양화는 현 시점에서는 난망한 것으로 보인다. LV3의 선택 

자체가 여전히 주변적이고 최근에는 분명한 후퇴를 겪고 있다. 왜냐하면 선 

택과목으로서 LV3의 학습 기회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만 주어지고， 최끈 

의 고등학교 교육 개편으로 인해 수많은 다른 과목들， 특히 경제 및 사회 과 

목과 경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어의 학습과 

문학계열의 선택 사이에 인위적이고 근거 없는 동일시 현상이 존재한다. 뒤 

집어서 말하자면 문학계열이 아닌 학생들은 굳이 여러 외국어를 학습할 필 

요가 없다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학계열 학생들에게만 3 

개 언어의 학습을 위해 주당 최대 11.5 시간까지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LV3을 배우는 학생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등학교에서 3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비율이 7.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의 10 ~ 14%, 1999-2000학년도의 9.5%에 비해 상당히 후 

퇴했음을 보여준다. 

3. 초 · 중등 과정에서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 장치 

3. 1. 외국어 교육 강화 특별반 

프랑스는 교육 제도에서 외국어 교육의 강화와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별 과정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개 외 국어 학습반(sec엔on b피뻐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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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제 1 ， 2학년(6ème， 5ème)에서만 운영하는 제도로서， 초등학교에서 외국 

어 선택이 영어로 편중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외국어 학습의 다양화를 유도 

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영어이외의 다콘 외국어 학습을 선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세2외국어 교육을 하는 특별반이다. 원래 제2외국 

어 학습은 중학교 제 3학년(4ème)부터 정규과정이 시작되는데， 외국어 조기 학 

습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학습을 선택케 하여 이들에게만 조기에 영어를 추가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다. 

2) 유럽어 및 동양어 특별반 

(les sections européennes et les sections de langues orientales) 

1992년에 창설된 유럽어 및 동양어 특별반은 학생들에게 외국의 문화에 대 

한 심화된 지식을 구비한 이중언어교육(bilinguisme)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중학교 제3학년(4ème)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최종 학년(terminale)까지 계 

속 시행하고， 최초 2년간은 주당 2시간의 추가 수업을 통해 언어 · 문화 

강화 교육 시행 

-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제 I 학년(2nde)부터 정규 수업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 

의 공통 비언어 교과목(예 : 역사， 지리， 생물， 수학 등)의 부분 혹은 전체 

를 해당반 외국어로 교육 실시 

- 각 학교 운영 안(prl이et d’étab lissement)의 틀에 서 문화 활동과 교환 활동의 

조직과 시행 

이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학위증 자체에 직접 기재 

되어 언어 능력의 차별성이 공인된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 소수의 학생들 

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에는 백 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1-2002 학년도에는 약 

2,500 개의 반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소수를 위한 제도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제도는 직업계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바칼로레아 

학위증에 ‘유럽어 특별반(또는 동양어 특별반)’의 표기의 획득 조건이 완화되 



52 외국어교육연구 제8짙 

었는데 학생들에 대한 흡인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즉， 2004학년도부터 언 

어 학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반 표지 획득 요건을 LV2로 확대시 

키고 최소 평점을 종전의 14/20에서， 12/20으로 낮추었다. 이런 조치들은 유 

럽어 특별반이 직면해왔던 비판파 부작용에 대한 대응인데， 그것은 프랑스의 

언어교육제도 전체에 족쇄룹 채우는 장벽을 드러내는 증상이라는 비핀-이었 

다. 여기서도 프랑스 교육의 오랜 전통인 엘리드룹 위한 교육 시스템의 배타 

성이라는 경직성을 엿불 수 있다. 

또한 유럽어반은 최초로 도입될 때의 목표인 다양한 유럽어들에 대한 강화 

교육은 다양화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어 선택비율(학생수) 

이 일반 정규교육의 비율보다는 조금 낮지만 약57%에 달하고， 독일어는 약 

13%, 스페인 어는 13. 5%, 이탈리아어 5.6%는 비율을 보여 4개 언어를 합치 

면 98%를 넘는 점유율을 보인다. 

3) 이 중 언어 학습반(section bilingue) 

유치원 초급반(petite section)부터 고등학교 최종 학년까지 운영하는 특별반 

으로 부모의 모국어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 이중 언어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이나 학생들， 혹은 이중 언어 사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이 

다. 

국가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전 과목을 2개의 언어(프량스 어 + 다른 
언어)로 동일 시간의 원칙 (à parité horaire)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특별반 

이다. 

4) 국채 반(sec엔on intema엔onale) 

198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 

교까지 운영되는 특별반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25 - 50%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프랑스 학생들)， 이 조건 때문에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 수엽은 

프랑스 교사들과 해당 외국인 교사들이 분담하고， 외국인 교사들은 해당국의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만든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하여 역사， 지리， 문학을 

자신들의 국어로 가르친다. 이 특별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바칼로레아에 

서 국제반 선태 표기가 기재된 학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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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 립 원 격 교 육 센 터 (le Cen뾰 nation삶 d’'enseignement à distance : CNED)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젊은이들은(외국 거주자 혹은 국내에서 주거부정 

인 가정) 통선교육(l'enseignement par correspondance)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993년에 교육부 산하에 국립 원격 교육 센터룹 설치하였다. 이 기관에 

서는 인터넷윤 이용한 화상 강의 (visioconférence)를 시행하고 있고， 연간 120 

시간 이상의 실시간 송출 강의를 실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학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외국어 선택 파목을 배울 수 없 

는 중고생들을 위해서 학습 인원이 적은 외국어들에 대한 강의를 시행하고 

있어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에 가여하고 있다. 

’ 상기 4가지 특별반 중 이중 언어반파 국제반은 소수의 특수한 상황에 있 
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2개 외국어 

학습반과 유럽어 특별반 제도의 성격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두 

제도는 태생적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유럽어반은 교육 내용 자체 

가 우수한 학생들을(적어도 외국어 능력에서) 대상으로 구성되었고(이중 언 

어교육파 유사한 수준의 교육 지향) 따라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 교 

육의 성격이 다분하다. 그러나 2개 외국어 학습반은 초등학교에서 영어에만 

몰라는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고안한 장치로서 이미 1980년대에 유 

사한 실험들이 지방의 곳곳에서 진행되다가 알사스(Alsace) 지방이 최초로 

1994년에 정식으로 제도화시켜 성과를 거둔 것인데 1992년에 도입된 유럽어 

반보다 정식 출범은 늦었지만 실험 단계의 시기를 감안하면 이것이 먼저 태 

동한 제도라고 할 수 었고，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해당 초등학생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보통 교육(l'enseignement général)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의 다양 

화를 위해 이 제도에 행정력과 재정적 투자를 집중했더라면 현재의 언어의 

다양화 양상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왜냐하 

면 초등학교부터 언어 교육 다양화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추후에는 관리만 

잘되면 다양화의 길은 보다 쉽게 열리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는 언어교육의 

다양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성격과 교육 대상의 범위가 다른 두 

제도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과 재정을 

분산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2개 외국어 학습반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량스의 교육 체제에서 계속 이어져 

온 평등 보통 교육과 엘리트 교육의 병행이라는 전통적 흐름과 일치한다. 이 

전통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안고 중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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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할 때 상호 모순적 성격의 두 제도룹， 하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 

착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추후에 보완적 의미의 제도룹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3. 2. 국채 협력을 동한 외국어 교육 강화 

: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 

(Enseignement des langues et cultures d’origine) 

프랑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띤자들이 많은데， 초 · 중학교와 직업계 고 

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에 취학한 외국계 학생들을 위해 

관계국과 양자 협정(engagement bilatéral)을 체결하여 출신국 언어 · 문화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고국 사회에의 통합을 돕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교육부에 소 

속으로 있으면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외국인 교사들이 담 

당하는 선택 활동의 형태로 시행되는데， 수엽은 정규 수업에 통합된 방식이 

나 혹은 별도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휴를 맺은 국가로 마그레브 3국(알제리， 모로코， 뒤니 

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터키가 있다. 여기에는 프랑 

스가 국제적 제휴를 통하여 이민자들을 교육적으로 배려하고， 또한 그에 대 

한 랫가로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 어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이 제도를 발전시켜 국적을 불문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 프 

로그램을 개방하는 사례도 구축되고 있다. 

4. 언어 교육 편성운영표(la carte des langues) 

4. 1. 언어 교육 편성 운영표의 성격과 목표 

1999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클로드 알레그르(Claude Allègre)가 시행한 언 

어 교육 편성운영표(la carte des langues)는 그의 후임 장관이 ‘다양화의 열쇠 

(clé de la diversification)’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 이 것은 언어 공급의 다양화 

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i 교육부는 1999년 6 

월 17일자 회람(circulaire)에서 그 목표와 시행 방식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 언어 교육 편성운영표는 국가가 제시한 방향성의 틀 속에서 각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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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académie) 의 , 또는 각 학군(bassin de formation)lO)의 특수성 을 고 려 하 

여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행 정구의 언어교육 운영의 구체적 발현이다. 

- 언어교육 편성운영표는 여러 언어에서 일관성 있는 학업 과정을 정멸하게 

수립하고， 교 

육과정의 급간({及댐l) 및 계열간의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언어교육 편성운영표는 특히 각 학군 내에서 보급률이 떨어지는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 

하여 언어 공급의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 교육행정구의 언어교육 편성운영표의 작성과 시행은 공급 언어들 및 각 

행정구와 각 학 

군의 언어 편성에 대한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까지 이뤄져 

야 한다. 

4. 2. 언어교육 편성운영표의 팔요성과 고려 사항 

프랑스의 학교 교육에서 언어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언어 교육 편성운영표인데， 이는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의 핵심 목표인 일관 

성 (cohérence)과 다양성( diversification)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간주 

된다. 일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프랑스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학교교육 시스랩에서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공급하는 언어의 수 

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려 20 여개에 이른다. 

- 이러한 다양한 언어 공급의 가능성은 언어 학습에 있어 가정에 주어진 선 

택의 자유의 원 

칙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 게다가， 프랑스는 보통 교육(1’enseignement général)의 틀 속에서 2개 언어의 

교육을 의 

무적으로 실시하는 드문 국가 중의 하나이다. 

- 또한， 교육 대상 언어의 위상이 학생들이 선태한 계열(les séries)에 따라 달 

10}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의 구획은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30개의 교육행정구{académie}와 그 아래 여러 개의 
학군(bassin de fonnation ou d’éducation), 또 그 하부 구역으로 지구(dis띠ct)가 있다. 교육행정구는 대교육 
구로서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의 광역자치단위인 지역(région)과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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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 는 데 , 즉 필 수 선 택 (obligatoire ), 임 의 선 택 ( facultati f), 추 가 선 택 ( optionnel) 

의 3가지 위상으로 나펀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언 

어교육의 다양화， 일관성(혹은 연계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학생들의 취향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고 또 다른 변수들(지역의 특수성， 가용 교육 자원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작업 

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언어 공급의 다양화와 합리 

화의 조화이다. 이 둘은 분명히 상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합리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운영， 즉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을 의미하고， 이는 소 

수 인원 선택의 언어반의 폐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라나 다양화라는 명 

제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조화시킨 운영 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는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룹 들면 소수 인원의 

언어반 폐지에 대한 가준으로 2년 연속 10명 띠만의 언어 반을 들 수 있겠 

고， 새로운 언어반의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개설 최소 인원으로 12명을 기준 

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언어 교육의 관한 논의에서는 그 목표들에 관한 문제보 

다는 언어 교육과정 의 구조화(la structuration des parcours linguistiques)의 문제 

가 항상 우선시되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과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서 

언어 반들의 수평적 배열과 수직적 연계를 포함하는 정밀한 편성운영표의 

작성이 어렵고 또한 여러 해에 걸친 추이를 고려하는 역동적인 작업이 요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교육 편성운영표는 단순히 현황의 복제(la photographie de 

l’existant) 11)가 아니 라， ‘교육행 정 구의 종합 운영 계 획(projet académique)에 통 

합된 영역으로서 언어 교육에 관한 정책과 전략의 구체적 발현이 되는 통괄 

적이고(모든 교육 과정을 망라) 다년간에 걸친 지칩의 개요(schéma directeur) ’ 

라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행정구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최근의 한 보고서 

는 밝히고 있다. 

11) 다양한 형태로 이휘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언어 교육에 대한 단순한 열거와 기술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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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 정책의 질패 원인 

아무리 정책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 작 

업， 정책의 일관된 실천을 위한 조직과 계통의 정비， 충분한 재원 마련， 현장 

실무자들의 책임감파 열정 등이 모두 어우라져야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의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는 자 

유 선택이라는 원칙에 따라 LVl 은 영어， LV2는 스페인어로 고착화되어 가는 

강한 경향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콘적으로는 프량스가 언어 교육 정책에서 공급 측면에서 최고의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 상황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2) “언어 교육이 여러 해에 걸쳐 만들 

어진 중층적(냐 I層的)이고 상호모순적인 체제 때문에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이 

어렵다 … 언어교육의 다양성이 프랑스에서 현재보다 약화된 적은 결코 없 
었고 ‘자유 선택’은 환상에 불과한데，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제약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요구가 2개의 외국어(영어와 스페인어)로 극히 

제한된 경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 1. 업무와 권환이 분산된 행정 조직상의 문재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언어교육 정책은 교육부의 학교교육국(direction 

de l'enseignement scolaire : DESCO) 이 담당하고 있는 데 , 이 부서 의 조직 구조 

는 교육적 지휘를 위한 것보다는 교육 수단들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구조로 

돼 있어 실제 교육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핵심적인 

장학 지도와 교육 업무는 하위 부서(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들이 관장하 

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과정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직 구성이 언 

어 교육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견지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 

게다가， 언어 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해당 하위 

부서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하위 부서들의 관할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 

다. 또한， 학교교육국은 정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서나 기관들의 

자료에 의거해야 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일부 중요한 업무들이 다른 부 

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 대학(lUFM)을 담당하는 고 

12) IGEN et IGAEN, av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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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국(Direction des enseignements supérieurs)과 교원 인사국(Direction des 

personnels enseignants), 국 제 협 력 국을 들 수 있 다. 

이와 같이 권한과 업무의 분산된 조직 체계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언어 교육 현황에 대한 다양 

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잠재적인 정 

책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 현장에 대한 경보를 보내는 것이나 대처 방안의 

수립도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차원의 정책 운용이 정확하게 수립된 

원칙과 방향성 없이 잠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른 교과목파는 달리 언어 분야는 전국에 걸쳐서 교육행정구의 운용팀들 

과 책임자들을 매개로 한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망은 활용되지 못하고 몇 해 전부터는 교육행정구 주무 책임자 

들의 전국적 모임들도 개최되지 않았다. 

5. 2. 교육 체채의 경직성과 강한 추진력의 부재 

1) LV1, LV2, LV3 간의 서 열 구분 

LVl , LV2, LV3 간의 서열 구분은 언어 교육의 조직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 이런 서열 차별은 학생이 학업을 마쳤을 때에 적어도 2개 언어에서 펼적할 

수준의 구사력을 갖게 한다는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 

- 게다가， 이것은 여러 언어반으로 학생들의 배치 기준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에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들 간에 수준이 아주 차이가 냐는 언 

어반(classe très hétérogène)들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특히 과밀 학급일 

때 부작용이 심하다.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와 추정에 의해 제시된 목표 능력 수준 사이에 인위적 

으로 설정된 관계는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많은 학생들이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LV3과 LV2룰 바꿔 응시한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 이러한 서열 구분은 언어 학습 과정의 경직성의 한 요인이 된다. LVl은 학 

습을 좀더 일찍 시작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언 

어인데， 조기 교육으로 학엽 연한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고 제 1외국어라는 명 

칭에 걸 맞는 학생들의 능력 평가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보다 유연한 

학습 과정의 방식들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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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과 관련된 문채 

- 외국어 교육 자격 획득의 문제 

많은 초등 교사들은 아직도 외국어 교육은 다른 교과목들의 교육과는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취 향이 있는 사람의 자원을 받아서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초등 교사의 특정인 전 과목 담 

당 의무에 대한 인식에서 외국어만은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에 초 

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의 개발을 교육 수요와는 별개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선택 외국어도 교사의 희망에 전석으로 맡겨버림으로써 이 

러한 경향을 조장했던 측면이 크다. 그런 이유로 외국어 교육 자격도 없이， 

외국어 연수 교육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고， 수요가 없어 

해당 지역에 맞지 않는 언어 교육 자격을 소지한 교사늘도 있는 실정이다. 

자격 교사들의 외국어 다양성이 부족한 현상도 동일 지구의 중학교에서 제 

공되는 언어들에 기초한 초등 과정에서의 언어 교육의 합리적인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 교사 배치의 문제 

교사의 초등학교나 학급에 배치하는 방식도 교육 수요 충족과 언어 교육의 

최소한의 다양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많다. 

@ 일부 자격 교사들은 인사이동 원칙이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언어 능력 

이 필요 없는 유치원에 배속된다. 

@ 초등학교 내에서 담당 학급을 배정할 때도 사이클 3{초등 3, 4, 5학년)에 

서의 외국어 영역에서의 우선 배려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3) 연계성 원칙의 제약 

언어 교육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서의 연계성의 원칙은 때 

로는 다양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동일 지구 중학교에서 가묘 

치지 않는 언어는 초등학교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해당 언어 자격 교사가 있 

어도 강의를 개설하기가 어렵게 된다. 소위 학습의 연속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 초둥학교와 중학교가 협의하여 초등학교에서 신 

설 언어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시에 해당 언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 및 협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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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대국민 홍보의 부재 

사회적 현상과 선입견에 의한 언어 선택의 고착화를 완화하고 다양화의 목 

표룹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교 

육 대상 언어의 특성과 장점， 국민들이 다양하게 외국어를 배우면 좋은 점 

등에 대한 홍보 책자 발간이나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도 불구하고， 고위 당국자의 정책적 의지만 간간이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13) 

이를 위한 세빌한 실천 계획의 수립파 재정적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5. 4. 재정적 제약 

1) 외국어 교사 공급에서의 재정적 압박 

많은 외국어 과목의 개설을 통해 언어 교육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언어 교사의 적정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언 

어에 따라 수강 인원수가 많은 격차를 보여 어떤 언어는 과밀반으로 운영되 

기도 하고(주로 영어)， 소수 선택의 언어들은 강좌 개설 최소 인원수(seuil 

minimum d’ouverture)에 미달하여 폐강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는데， 언어 담당 

교사의 충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즉， 영어나 스페인어 교사의 충원은 재정 

운용 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비인기 외국어 과목의 경우는 수강 인원이 적어 

서 상당수의 교사가 법정 시간수보다 적은 수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소수가 

선택하는 외국어 과목은 그만큼 비용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해당 외국어 교사의 모집을 꺼리게 하고 이 때문에 해당 언어 전공 

자의 교사 지망자 인원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화가 진행된다. 

13) 언어 회관 (la Maison des langues) : 200 1년 말에 교육부는 국제교육연구센터(CIEP)에게 다언어사용 

(pluriling띠sme)과 유럽과 세계에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프랑스의 단호한 활동의 창을 파리 중심부 
에 창설하는 임부를 부여하였는데， 이리하여 2002년 4월 16일에 언어 회관(la Maison des langues)이 탄생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기관은 자신을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웅을 겪고 있고， 재원의 부족으로 인 
해 원래 이 기관에 맡겨졌던 야심 찬 임무들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기관의 임 
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프량스에서 외국어 학습의 가능성과 방식들， 외국에서의 

체류 둥에 대한 정보 제공 
- 홍보 모임과 세미나 풍의 개최를 통한 언어에 대한 활성화와 다언어사용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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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현장에서의 재정적 압박 

- 초등학교에서 

초등 교사가 사이클 3에서의 외국어 교육 담당율이 46%에도 미치지 못하므 

로 초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상당한 과잉 /<1 출을 나타내고 있고， 냐머 

지 부족분은 다양한 교육자의 충원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이는 

현재 엄청난 비용의 상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이다. 

- 중등 교육에서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비용의 개념은 2개 외국어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 

되는 중학교 제3학년(4eme)부터 적응이 되는데， 이 비용은 학생 1 인당 시간 

지수(l’indicateur H/E)로 흔히 계산한다. 예를 들면， 영어반의 평균 인원수가 

23.2명이고 독일어반이 16명이라면， 영어의 H/E는 0.13h이고， 독일어는 0.19h 

인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I 인당 교육 비용이 높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독일 

어의 교육비용은 영어보다 46%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 당국이 한 학교에 배정하는 총 수업시수(dotation 

horaire globale : DHG)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학교의 상황과 결부된 

요소들(유급 학생수， 민감 지역 학교 등)을 감안하여 H/E 지수에 따라 계산 

된다. 각 학교는 이 DHG를 토대로 수업을 조직하는데， 만약 선택과목으로서 

인원수 10명의 LV3 과목과 30명의 사회 파목이 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호 

하게 된다. 그것이 학교의 수업 조직과 재정적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 

다 14) 

3) 해결책의 모쩍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꾸준히 외국어 자격 교사의 비율과 교육 담당율을 높 

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교사들 간의 업무 교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 

록 해야 한다. 

- 중등 교육에서는 소수 언어반을 폐지하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언어반의 

재편성을 통해 강좌를 유지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음의 

재편성 방법이 있다. 

14) 만약 어떤 학교가 DHG를 초과한다면 교육당국은 혜지 명령을 내리거나 초과분 수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취 
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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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의 다른 교육과정(초， 중， 고)에서 어떤 언어의 학습을 LVl , LV2 , 혹 

은 LV3으로 시작했던 학생들의 재편성 

2 다픈 계열(예를 들면， 문학계열， 경제사회계열과 파학계열)의 학생들의 혼 
합편성 (교사는 혼합반에 적합한 교수 방식 채택) 

3 학생들의 언어 지식과 능력을 테스트한 후， 수준별 편성 
@ 여러 학교 소속 학생들을 선정된 중심학교에서 수용하는 재편성 

@ 원격 화상교육 방식에 의한 여러 학교에 동시 교육 방식 

(학생들은 필요 기자재가 설비된 교실에서 수업) 

이와 같이 언어 교육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화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관 

리를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의 언어 교육의 다양화 정책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과목은 DHG의 범주에서 탈피시켜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펄요한 것이다. 

m. 결론을 대선하여 

지금까지 프랑스의 초등 • 중등 교육에서의 외국어(언어) 교육 현황과 정책 

의 주안점과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 

럽 연합의 테두리에서 언어의 다양성 추구라는 목표의 문화적 가치와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국어들의 위상 유지라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프랑스 교육 당국이 강한 정책적 의지로 추구하는 언어의 다양화는 현재 

보편화된 사회적 통념과 재정적 제약 등의 요인으로 실패하고 있음이 드러 

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프랑스는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 

리라 본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도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어 정책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 영어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어 정책과 결부시킬만한 아 

무런 말도 좀체 떠오르지 않는다. 무대책， 방임… 이런 정도의 낱말만 머릿 

속을 맴돌 뿐이다. 

우리는 이제 <왜 외국어 교육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야 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외국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슨 기준으로?> 

등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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