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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by the Ministry of Statistics, human 

trade affairs have been minimally increasing at most. At present, foreign 

languages (except for ]apanese and Chinese) are at stake. In order to 

avoid these risky situations, it is urgent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requirement of the current Korean society. It would b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to cultivate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rather than oral 

communication skills in case of the context in which there are rare 

chances to encounter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ruction of written language 

(reading-writing) should be weighed more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s. 

1. 시대적 요구와 외국어교수법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외국어교육을 크게 둘로 나누면 기술(Art) 단계인 

전통교수법과 직접교수법 그리고 과학(Science) 단계인 구청각/시청각교 

수법과 의사소통교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교수법과 직접교수법은 가 

르칠 내용과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교수자의 직관과 경험 

에 의존한 반면， 구청각/시청각교수법과 의사소통교수법은 언어학， 심리 

학， 사회학 등을 원용하였다. 이 네 교수법을 다시 셋으로 나누라고 하면， 

교수자 중심의 전통교수법과 직접교수법 교재 중심의 구청각/시청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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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교수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의 3대 구 

성요소를 교수자-교재(또는 교수/학습내용)-학습자라고 한다면， 이런 의 

미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외국어교수법은 다 나온 셈이다. 

외국어교육사의 큰 흐름을 이루는 이 교수법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 

다면， 그것은 모두가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C. 

Puren(1988:98)은 이런 사실을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기대” • “기존의 

교수법으로 얻은 결과의 부족함과 부적합” • “새로운 목표의 설정” •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전통교수 

법은 15세기 인쇄기의 발명1)과 중앙집권의 강화로 많은 국가어가 생겨 

남2)에 따라 서서히 사어(死語)로 변한 라틴어를 가트치기 위해 개발한 교 

수법이고， 직접교수법은 19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유럽인들 사이에 의사 

소통의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구어 의사소통능력이 절설해져 개발한 교수 

법이다3). 다음으로 구청각 교수법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함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개발한 교수법이며4) 시청각교수법은 1950년대 초반에 영어가 ‘세계어’로 

대두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외국에 가능 

한 한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개발한 교수법이다.5) 마지막으로， 의사 

1) “라틴어 교육에 있어서 처음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문예부홍부터 
다. (...) 인쇄기의 새로운 발명과 인쇄술의 덕분으로 고대 라턴 작가들의 
작품이 널리 보급되면서 가르쳐야 하는 유일한 라틴어는 서서허 더 이상 

동시대인이 말하는 라틴어나 많은 로만어를 파생시킨 라틴어가 아니라， 생 

소하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통사구조를 가진 그런 라틴어가 되어갔다."(c. 

Puren, 1988:25) 
2) “ 17세기 후반， 라틴어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겸게 되는데， 그것은 프랑스어 
가 -그리고 유럽의 다른 언어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언어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라틴어는 사어 단순한 학교 교과목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 

이 다."(c. Puren, 1988:27) 
3) “모든 교수법이 그렇듯이 직접교수법도 (...)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 (].P. Cuq, 2002:236) 

4) “미국의 구청각교수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어가 아넌 다른 언어를 구 
사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양성해야 한다는 미국군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 

되 었다."(C. Germain, 1993:141) 
5) “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영어는 점점 국제어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불어는 점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불어를 외국에 계속해서 보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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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교수법은 1970년대 초반 유럽통합이라는 큰 정치 · 사회적 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 개발한 교수법 6)이다. 

우리나라 외국어교수법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이 네 교수법 중 시기 

적으로 가장 최근의 교수법인 구청각/시청각교수법과 의사소통교수법 사 

이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1970년대 초반 

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구청각/시청각교수법은 어떤 ‘부족함과 부적합’을 

이유로 의사소통교수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는가? H. Besse(1985:45)에 

의하면， “시청각교수법은 목표어의 원어민들과 (직접 만나서 말하거나， 인 

사나 상거래활동 등 관례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적 빨리 구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원어민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나와서 말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이해하게 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였다”고 한다. 차후에 다시 논하겠지만， 시청각교 

수법의 이런 ‘부족함과 부적합’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많은 유 

럽인들에게는 분명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구의 언어교육 

학자들이 이런 단점을 이유로 시청각교수법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 

턱대고 따라서 비판하는 것은 분명 자제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외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제5차 교육과정기(1988-1992년)까지는 구조주의교수법을 근간 

으로 하다가， 제6차 교육과정 (1992-1998년)부터는 의사소통교수법을 대폭 

수용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6차 교육과정기를 전후로 우리에 

게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에 이런 방법론적 전환이 있었는가? 제6차 

교육과정은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급속히 활발해진 국제 교류 활동과 

문민 정부에 의해 강조된 세계화의 움직임 보다 가속화 · 첨단화해 가는 

정보화의 물결 등을 시대적 배경"( 11제 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 

구J , 1997:36)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국제 교류 활동이 급속히 활발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구조와 형 

춰 지 에 서 여 러 가지 조치 가 취 해 졌 다."(C. Germain, 1993:153) 
6) “바로 이런 일부 연구 경향， 그리고 (공동시장， 유럽의회， 등과 같은) 확장 
된 유럽이라는 차원에서의 다양한 언어적 펼요의 대두가 함께 맞물려 의사 

소통교수법을 출현시켰던 것이다."(C. Germain, 19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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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중심의 (제 2)외국어교수법을 의미 중심의 외국어교수법으로 바꾸어야 

할 만큼 큰 사회적 변화였는가? 펼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교통 

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제 교류가 점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2외국어 

교육의 업장에서 보면 적어도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와 같은 서 

양어로 보면 그렬 정도는 아니었다. 그 반증의 한 예로 ‘국제 교류 활동’ 

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내 · 외국인의 출입국 실태7)를 통계 

청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제5차 교육과정기와 제6차 교육과정기 사이 

의 “국적별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와 “국민 평균 출국자 수”는 아래의 

<각주 6>와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을 오가 

는 사람들은 많고 또 많이 늘어났지만，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의 경 

우에는 고작해야 1-2만명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이런 정도의 증가폭으 

로 한 교수법의 부적합을 말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2외 

국어 교육과정은 우리의 시대적 요구보다는 서구의 외국어교수법에 따라 

변천해 왔음을 말해 준다. 

2. 우라나라 외국어교육의 목표에 대한 재고 

우리의 교육현실에 맞는 제2외국어교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2외국 

어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다시 한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 시대 

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시대의 요구를 논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나 

7) <국적별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 <국민 평균 출국자 수> 

1988-1992년 1992-1998년 1998-2002년 1988-1992년 1992-1998년 1998-2002년 

E 라“-λ 16,761 19,925 45,693 -효라“^ 26,675 48,259 58,581 

독일 28,514 36.295 74,424 독일 23.028 49,792 87.333 

스페인 스페인 5.078 5,470 5,968 

러시아 6,941 41 ,591 54,725 러시아 5.685 24.682 36.916 

일본 1,336,316 3,731,313 2,246,670 일본 908.522 1,173,766 1,254,&SO 

중국 11,812 54，않O 212,026 중국 14,112 343,889 1,572,644 

계 1,400,344 3,883,474 2,633,538 계 983,100 1,645,858 3,01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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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제2외국어를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R. 

Galisson(1986)의 ‘언어-문화교육 이론 및 설제 (Didactologie/ didactique 

des langues et des cultures, D/DLC)’는 눈여 겨 볼 만하다. R. Galisson에 

의하면， 언어(-문화)교육은 언어학， 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응용 

( application) 분야나 종속(dépendance) 영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율적인 

학문(discipline autonome)이고， 언어(-문화)교육이 이런 자율성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교육 내부의 이론화(théorisation inteme)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적 이론화 작업은 명분론， 내용론， 방법론으로 나 

누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명분론(déontologie)은 ‘왜 언어와 문화를 교수 · 

학습해야 하는가?’를， 내용론(programmologie)은 ‘언어와 문화에서 무엇을 

교수 · 학습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방법론(méthodologie)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어와 문화를 교수 · 학습해야 하는가?’를 그 핵심문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제2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명분론상 

문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일반적인 외국어교육 목표와 관련지어 생 

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실용적 (또는 의사소통적) 목표는 외국어로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영어는 다른 언어에 비 

해 매우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영어를 쉽게 접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 

가 영어로 쓰여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진황(1995:24)은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1995년에 이미 “전 세계 라디오 방송의 60%, 우편물의 70% , 전 

화통화의 85%가 영어로 되어 있으며， 전 세계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 

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제2외국어의 경우는 

(일본어와 중국어는 좀 다르지만) 이런 목표를 교육목표로 내세우기가 어 

렵다. 

둘째， 문화적 목표는 외국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점점 좁아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들어 이 목표는 점점 중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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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오늘날 중 · 고등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외국문화에 대한 호기섬과 이해력을 고양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어교육의 실용적인 

목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런 문화적 목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셋째， 교육적 목표는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접함으로써 자국어와 자국문 

화에 대해 갚이 성찰해 보게 하여 학생의 지적 영역을 넓혀 주고 인성 함 

양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두 번째 목표와 유사하나， 학생 

의 지성 및 인성 계발에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 

다. 

넷째， 언어적 목표는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규칙성을 파악하는 능 

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과거 전통교수법에서는 크게 강조되었으나 요즈 

음에 는 그리 중시 하지 않는 목표다. 

다섯째， 사회 · 정치적 목표는 외국어교육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요원해 보이는 

목표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외국어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들을 이 다섯 가지 외국어교육 

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영어는 실용적 목표에서는 상당히 우세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외 다른 목표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제2외국어는 실용적 목표로 보면 비록 열세이나 문화적 목표 등 

그 나머지 목표들로 보면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8). 따라 

8)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이근넘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제2외국어교육은 이와 같은 실용적 필요성 이외에 보다 본질적이 

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 언어란 문화를 비추는 거울 
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따라서 외국어를 다양화시켜 교육한다 함 
은 다양한 문화에 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동시에 상대주의적 관점에 
서 우리 문화와 외국 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외국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여 폭넓은 인간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 

을 만뜰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http:j /www.madang21. 
or.kr/200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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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나라 제2외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실용적 

목표보다는 문화적 목표나 사회 · 정치적 목표 등을 내세울 펼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제2외국어로 언제 어디서 의사소통을 

하느냐?’， ‘외국에 가면 영어만 잘 하면 의사소통이 다 되는데 무엇 때문 

에 제2외국어를 배우냐?’는 식의 비판을 초래하는 ‘자승자박’의 논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3. 읽가를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의 션례 

만약 우리 제2외국어교육의 목표를 ‘한 외국어를 배우고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인으 

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세운다면 현행 교육과정은 재고의 대 

상이 된다. 왜냐하면 현행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영어의 교육과정과 마찬 

가지로 구어 중심의 실용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구어를 통해 

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목 

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문어의 비중을 지금보 

다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제2외국어 교육과정이 얼마나 구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아보기 전에， 외국어교육사에서 문어교육， 특히 읽기를 강조한 선례를 간 

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영어권의 독해교수법 (reading method)과 볼어권의 

도구주의 불어 (franζais instrumentaD가 그런 선례에 속한다. 

먼저， 독해교수법은 1929년 『현대외국어연구(Modem Foreign 

Language StudY)J 의 일부로 발간된 콜먼 보고서 (Coleman report)와 갚 

은 관련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미국 학생은 외 

국어를 2년 정도밖에 배우지 않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비 집중적인 학교 

상황(nonintensive school situation)에서 네 가지 언어능력을 모두 신장시 

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이처럼 짧은 기간의 학습을 위한 가장 합리적 

인 목표는 읽기 능력의 신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수용하여 당 

시 교사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외국어를 배운 학생이 스스로 읽을 수 있 

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 교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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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번역하는 대신 새로 

운 언어를 바로 이해하는 습관인 직독직해(直讀直解)의 습관을 길러야 한 

다. 교사들은 독해력을 선장시키기 위해 H. Palmer의 권고를 따라 학생들 

이 정확한 발음， 복잡하지 않은 구어의 이해， 간단한 구어 문형의 사용 등 

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소리내어 읽어야 하고， 묵독을 

하더라도 읽는 것을 머리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쓰 

기 연습은 원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나 구조를 외우게 하는 연습문 

제로만 제한하였다. 문법은 읽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으 

로， 동사의 형태， 사제， 부정， 그 밖의 수식 등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중 

요한 것이지， 문법 하나 하나를 연습하는 일은 불펼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런 독해교수법은 단점도 많았다. 예를 들어， 우수한 학생은 이 교 

수법으로 외국어 독해력을 신장시켰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많은 것을 

읽는다논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겼고 극히 간단한 대화가 아니면 

그 외국어로 듣고 말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불어권의 도구주의 붙어 (français instrumenta1)9)에 대해서 간 

략히 알아보기로 하자. ‘도구주의 불어’란 용어는 본래 라틴 아메리가에서 

생겨난 교육적 활동과 방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국에서의 불어교육이라 

는 특수한 여건과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불어는 

(대부분의 경우 글로 쓰여진)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다. 따 

라서 그 목적이 의사소통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최소의 이해능력의 신장이 

었다. 예를 들어， 불어로 쓰여진 자료를 읽고자 하는 기술자는 그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을 원하는 것이다. 기초불어 (français fondamental)의 

관점과는 달리， 도구주의 불어는 당장 당면한， 그리고 제한된 목적을 달성 

하려고 하였으므로 표현보다는 이해에， 구어보다는 문어에 더 비중을 두 

고， 약간의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9) 도구주의 불어는 소위 직장인 또는 전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적어도 그 첫 단계에서는 기능주의 불어 (français fonctionnel)와 상당 
히 유사하나 교수 · 학습 목표나 내용에 있어서 분명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기능주의 불어란 명칭은 처음에는 (즉， 70년대 중반 경에는) 직장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과학적/기술적) 언어교육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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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실재자료(document authentique)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이 도구 

주의 불어 역시 독해교수법과 마찬가지 많은 단점이 있음은 물론이다.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두 선례는 적어도 ‘주어진 교육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문어능력 또 

는 독해력 신장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해력 위주로 하면 (구어)의사소 

통능력은 신장시키기 어려우나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와 관 

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등의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4. 읽기 벼중을 높이는 교육정책의 팔요성 

다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외국어교육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정치적 단위로서의 민족 중심의 국제 질서 

로부터 자생적 경제 단위들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로 전 

환되는 시기”라고 규정짓고， 이런 변화에 발맞춰 외국어교육도 “학생들에 

게 한국어와 더불어 주요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이질적인 문화 충격을 

수용하는 능력，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와 이해， 문명사적 변화의 이해와 

전망 등을 길러 줄 내용과 프로그램" ( 11제 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 

구J , 1997:1)으로 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7차 교육과정 

은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주요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신장한다는 실 

용적 목표와 함께， “이질적인 문화 충격을 수용하는 능력 특정 지역에 대 

한 연구와 이해， 문명사적 변화의 이해와 전망” 등을 길러 준다는 문화적 

목표 역시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어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실용적인 목표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프랑스어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나누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4.1 목표 11프랑스어 I』 , 『프랑스어 IIJ 는 교육목표로 “기초적 의사소 

통능력”과 “프랑스 문화 이해”로 설정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제7차 교육 

과정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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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1.11 의 목표 : “쉬운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며， 프랑스 문화를 바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프랑스어 II jJ 의 목표 :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교적 쉬운 프랑스어를 이해하 

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며， 프랑스 문화를 올바로 수용 

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 

4.2 내용 : 교육내용은 ‘의사소통활동’과 ‘언어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소통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어 I』 , 『프랑스어 II.n 모두 듣기

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고르게 기르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구어와 문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균형은 ‘언어 

재료’로 가면서 깨어지고 만다. 언어 재료는 (1) 의사소통기능， (2) 발음， 

(3) 어휘， (4) 문법， (5)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의사소통기능이다. 이 의사소통기능은 교과서의 내용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며， 교과서를 심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대 

학수학능력평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기 

능은 현행 외국어교육과정의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기능은 ‘speech act’, ‘acte de parole' 등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 

다시피 구어와 밀접한 관련이 았다. 이런 사실은 의사소통기능 예시문만 

살펴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프랑스어 1, II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은 ‘인사’， ‘감사’， ‘소개’ 등 모두 24개인데， 그 대부분 

은 구어체 예시문이다10). 구조주의교수법에서 중시하였던 어휘와 문법 역 

시 의사소통기능의 지배(?)를 받고 있어， C. Germain(1991:78-79)도 지적 

하고 있듯이 매우 약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여 새로 

운 항목으로 설정된 문화도 의사소통의 지배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교육 

과정은 “문화는 일상 생활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선택하되， 의사소통기능 

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4.3 교수 · 학습방법 : 의사소통기능은 교수 · 학습방법에도 지대한 영향 

10) 예를 들어， 만날 때 ‘인사’의 예시문은 Bonjour, M onsieur! Bonsoir! Ça 
va? Salut!이 고， ‘소 개’의 예 시 문은 Voilà M. Kim, G’est mon frère, ] e 
vous présente ma sæur, ] e m ’appelle ... , Enchanté{ e)! 이 며 , ‘익 견 또는 판 
단’의 예 시 푼은 {Je suis} D'accord, Tout àfait!, G'est sûr, Entendu!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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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 교육과정 ‘라’항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균 

형 있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 구어와 문어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항에는 “교수 · 

학습 계획의 중심을 처음부터 언어 형태에 두지 말고 의사소통기능의 활 

동을 통하여 이를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의사소통기능을 어휘와 문 

법과 같은 언어의 형태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4 평가 : 평가도 마찬가지다. ‘평가지침’ (1)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중 

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고루 평가한다”고 했지만 (2)에 

서는 “의사소통기능의 이해와 활용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11)"고 해 

서 구어 중심의 평가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은 구어 의사소통이라는 실용적인 목표에 치중되 

어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제2외국어교육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차후 교육과정에서는 

지금보다 문어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2외국어교육은 의사소통이라는 실용적 목표와 더불어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화 이해라는 문화적 목표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한 

다. 영어와는 달리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해 볼 기 

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용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12). 

11)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프랑스어 문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발음 및 

철자 3문항， 어휘 3문항， 문법 3문항， 의사소통기능 18문항， 문화 3문항으 

로， 의사소통기능은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았다. 
12) 제2외국어에 비해 훨씬 양호한 교육여건을 가진 영어의 경우에도 구어 의 

사소통기회가 별로 없음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 : “최근 들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인해 말하기 · 듣기 능력의 신장이 강조되어 다양한 지 
도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회화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도 

배운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고 듣기 · 말하기를 연습할 기회는 영어를 제2외 
국어로서 학습해야 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 11 영어과 교육론J , 19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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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어교육의 문화적 목표는 문어의 이해와 표현과 더 갚은 관련 

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문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주어진 학습시수가 100여 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 13) 문어의 이해 

와 표현을 모두 강조하기는 어려우므로 -독해교수법이나 도구주의불어처 

럼- 이해과정인 읽기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고 

등학교용으로 개발된 『독해』 교과서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읽기의 내용은 프랑스 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읽기의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 필요， 지적 수 

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현행 교육 

과정처럼 “의사소통기능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제한해서 

는 안펼 것이다. 

다섯째， 읽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을 강화해야 한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어휘와 문법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논 원칙 

과 (구어)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추세에 빌려 점점 약화되어 왔다14). 

그러나 읽기 능력의 신장을 중시하면 어휘 수도 좀더 늘이고， 제외했던 

문법도 선별하여 다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읽기 능력의 기초로서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읽기가 

묵독이든 낭독이든 간에 정확한 발음 휴지 연음 등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권고한 제6， 7차 

교육과정의 항목 역시 재고해야 한다. 

13) 매우 드물지만 『프랑스어 I』 , 『프랑스어 IIJ 를 모두 가르쳐도 192시간에 
불과하고， 이 시간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휘는 720-950 어휘 정도이고， 
문법은 35~45% 정도이며， 음성의 경우는 90-100%"(송정희 외， 1999:29이 

라고 한다. 

14) 프랑스어 어휘의 경우 제2， 3차 교육과정에서는 1,500 단어였다가，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1,200 단어로 줄었고， 제5， 6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1,000 
단어로 줄였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800 단어로 줄였다. 문법 역시 “학습 
분량의 최적화”를 내세워 제6차 교육과정에서 다룬 직설법 대과거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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