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교육연구 제 1 집 1998년 12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권 종 분 

(상명대학교) 

K won, Jong-Bun. (1998). The importance of gesture competence in foreign 

Ianguage learning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culture and gestur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 111-137. 

The object of language learning is to develop communicative competence. πl1S 

paper intends to include gesture competence as an indispensable constituent in 

communicative competence. Gesture competence refers to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different gestures from each culture. The main p따pose of t피s paper is 

to place a high value upon the role of g않ture competence as an errπee accessible to 

the culture of the target language. ηús paper serves to help foreign language leam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gest파e competence with which they can speak a foreign 

language more naturally and more 않sily. 

1 . 서 론 

외국어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계발시 

켜주는 것이다. 이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은 미국 사회언어학자 하임즈(D. H. 

Hymes)가 제안한 것으로서 일찍부터 외국어 학습 · 교육에서 사용되어졌었다. 지 

금까지 시대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전통적 방법론(méthodologie πaditionnelle)에서 

의사소통접근 방법론(approche communicative)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론의 주된 

목표는， 다소 정도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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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문법과 어휘를 익히는 것으로 그치기 마련이다. 그 

렇지만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의 습득은 그 언어의 문화습득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외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문화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는 신체언어능력은 이 

문화적 능력의 필요 불가결한 일부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 신체언어능력이란 

무엇인가? 한 사회의 제스처들을 이해하는 능력，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제스처들 

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 맞는 제스처， 어떤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스처를 파악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외국어 교수법 자체의 변화나 전반적 사회들의 문화적 · 기술적 변화 등， 이 

런 여러 요소들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현시점에서 신체언어능력은 확실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루이 포르쉐(Louis Porcher)는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 

한다. 

1) 외국어 습득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2) 의사소통능력의 획득은 배우는 이의 목적이자 가르치는 이의 목표이다. 

3)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4) 이 비언어적 능력의 요소틀 중， 이해나 의사 표현함에 있어서 신체언어능 

력이라고 합법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있다. 

5) 한 사회의 제스처는 임의적 시스댐이 아니라 언어처럼 역사적. 시대적으 

로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도 언어처럼 배워야하고 가르쳐져야 

한다. 

한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은 그의 고유한 어휘로 자기의사를 전달하듯이 자기 

나라나 자기가 속해있는 환경， 즉 문화를 특징짓는 행동이나 제스처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즉 다시 말해서 외국어를 일상적으로 말 할 줄 안다는 것은 

각 나라에 있는 이 말없는 언어(1때g뻐ge sans p따이e)를 이해하고 사용 할 줄 알 

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그들이 표현하는 이 말없는 언어를 막연 

하게 의식할 뿐이다. 인간의 신체감각들은 이 말없는 언어， 즉 행동언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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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표면화시킨다. 

이 비 언어(langage non verb외)는 타문화의 사람들에 의해 정확하게 해석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제스처는 단어보다 

이유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제스처를 목표언어 

(langue cible)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기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스처는 한 문화권 내에서 이유나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제스처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을 늘 동반하면서 언어와 함께 의사 

소통에 참여한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있어서， 제스처는 

말을 동반하면서 말의 의미를 보강하거나 때로는 약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론까지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제스처는 단순히 의사 

소통의 부차적인 도구가 아니라 말과 함께 의사소통의 일차적인 도구이다. 제 

스처는 말만큼 의사전달기능이 있고， 제스처와 말의 관계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보완 · 보충해주는 관계이다.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의 

이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선 의사소통에 관한 전반적인 이 

론을 소개했다. 이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 

한 오케스트라형의 의사전달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했고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 

통의 정의， 구성요소의 분류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의 관계를 다루 

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언급했다. 

제3장에서는 제스처와 문화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화의 정 

의를 내렸고， 다음에는 제스처의 정의와 특성들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앙케트 

에서 수집한 한국제스처를 소개했다. 제4장에서는 한국학생들이 본 프랑스인 

들과 대화할 때 제스처의 역할과 가치， 한국사람들간의 대화에서 제스처의 역 

할과 가치를 알아보았다. 

II. 의사소통{communication} 

1. 의사전달구조 

우선 50년대까지 쓰여졌던 전신모델(modèle télégraphique)에서 따온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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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구조의 전통적 개념은 송신자로부터 수신자로의 단방향적 정보전달의 

시스댐이다. 이 전신모델에 반대한 베잇슨(0. Bateson), 버드휘스텔(R Birde

whistell), 홀(E. Hall), 고프만(E. Ooffn뻐1)과 같은 미국학자들은 인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맞는 오케스트라 모델(modèle d’orchesπe)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사 

회적 동물인 인간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 제스처， 침묵， 눈길 기 

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의사전달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의사전달을 하는 구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텔은 지금까지 의사전달구조의 전통적 개념에서 배 

제된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시켰다. 

윈킨(Y. Winkin, 1981: 24)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말， 제스처， 눈길， 폼짓， 개 

인간의 거리간격과 같은 여러 가지 의사전달경로를 통합하는 끊임없는 사회적 

과정이다. 즉， 의사소통은 이 모든 요소가 통합된 것이지， 언어적 의사소통 

(commu띠cation v앙b떠e)과 비 언 어 적 의사소통(non verb떠e)을 대 립 시 키 는 문제 가 

아니다”고 했다. 

결국 이 오케스트라 모텔은 말이라는 의사전달수단을 통한， 송신자로부터 수 

신자로의 일방적 정보의 전달형식에서 벗어나， 말 이외의 다른 의사전달수단， 

즉 비언어적 방법에 의해서도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상호의존 · 상호 분리할 수 없는 두 방식의 의사전달수 

단을 갖고 있다. 즉 언어적(verb떠) 의사전달수단과 비언어적(non verbal) 의사전 

달수단이 있다. 

이 비언어적 요소를 음성(음색， 억양， 리듬， 말의 속도， 휴지 등)과 비 음성(제 

스처， 얼굴표정들， 태도와 자세 등)으로 분리하면서， 일부학자들은 세 방식의 의 

사전달수단을 제안하기까지 한다: 언어적(verb떠) 의사전달， 음성적(voc떠) 의사전 

달， 그러고 신체적(gestuel) 의사전달. 

2. 비언어적 의사소통 

1) 정 의 

코라즈(1. Coπaze， 1980: 12)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혹은 문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간의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모든 수단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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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짓， 손짓， 태도， 신체운동(버드휘스텔 R. Birdwhistell의 용어: kinésique), 개인간 

의 거리간격(흘 E. Hall의 용어: proxémique), 얼굴표정들， 그리고 억양 등을 두 

고 말한다. 

2) 구성요소들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요소들의 분류는 한편으로 올제(G. Gschwind-Holtzer, 

1981)와 다른 한편으로 코스니에와 브로사르(1. Cosnier & A. Brossard, 1984)를 

참조할 것이다 

올제(G. Gschwind-Holtzer)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음성적 

요소와 비 음성一시각적 요소 

이와 반면 코스니에(1. Cosnie다와 브로사르(A. Brossard)의 분류는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음성-청각적 요소， 신체-시각적 요소， 그리고 후각 · 촉각 · 열(熱)에 

의한 전달수단. 

A. 음섯적 요소듬 혹은 유사언어( paraverbal) 

이 유사언어의 개념은 운율적(pros여ique) 현상이나， 초 분절음(suprasegmentaux) 

현상과 같은 음성적 요소들을 가리킨다. 

a) 음성의 특성들(억양， 음색， 높이， 발음의 강도， 어조， 휴지， 발음의 특성 그 

리고 음성의 특징) 

b) 모음의 발성들(하품， 웃음， 소리지르는 것， 기침， 코고는 것， 울부짖는 것 

둥) 

B. 선체-시각적 요소툴 

신체-시각적 요소들은 달리 표현하자면 비 음성-시각적 요소들로 신체(근육) 

운동(바lésique)과 개인들간의 거리간격(proxémique)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신체-시각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된다: 정태(情態)적 요소， 느 

린 동작(動作)적 요소， 그리고 빠른 동작(動作)적 요소 

a) 정태(情態)적 요소 : 겉모양(“look") , 선천적 특정들(체격， 얼굴형， 신장)， 후 

천적 특정들(주름， 상처자국들， 햇빛에 살을 태우는 것)， 첨가된 것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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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화장 등) 

b) 느린 동작(動作)적 요소 : 태도， 자세， 사람들간의 거리간격 

c) 빠른 동작(動까~)적 요소 : 제스처 (폼짓， 손짓)， 눈동자의 움직임 

C. 후각 • 촉각 · 염(熱)에 의하 천담수단 

코스니에(1. Cosni떠와 브로사르(A. Brossard)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요소 

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금지까지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주 

요기능이 성적인 것과 결부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여기에서 또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이 요소들이 문화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 

다. 한 실례를 들어본다면， 유학시절의 한 프랑스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 

기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즉 그는， 피부색깔에 따라서가 아니라 냄 

새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3) 비 언어의 의사전달기능과 언어의 관계 

여기에서 비 언어의 의사전달기능과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코라즈(1. Corraze)는 에프롱(Efron) ， 에크만(Ekman) , 그리고 프라이슨(Friesen)의 

생각들을 참조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비 언어기호들 

- 언어와 연결되어 있는 비 언어기호들 

- 언어와 완전히 별도의 비 언어기호들 

@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비 언어기호들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비 언어기호들에 속하는 것이 표상부호 (embl하ne)이다. 

에크만(Ekman)과 프라이슨(Friesen)에 의해 제안된 이 표상부호는 말과는 독립 

적으로 쓰이며，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들을 가리킨다. 

이 표상부호는 문화적 획득물이기 때문에 제스처의 형태나 의미는 다르다. 

‘자살’이란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서양사람들은 관자놀이에 인지와 가운멧손가 

락을 댄다(권총자살)， 뉴 기니에서는 편 손으로 목을 조른다고 한다(목매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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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주먹을 복부에 푹 찌른다(할복자살). 

표상부호는 주로 소음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대화가 불가능할 때나 침묵이 요 

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진다. 이 표상부호는 송신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수신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이 표상부호는 말을 보강하거나 반론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 하거나 멸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부 그룹에서만 쓰이는 제스처들이 

있다. 왜냐하면 표상부호의 사용은 사회 충， 세대， 성，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 

이다. 

@ 언어와 연결되어있는 비 언어기호들 

언어와 연결되어있는 비 언어기호들에 속하는 것이 유사언어(paraverb따)이다. 

여기에는 목소리의 변동(높이， 강도， 리듬의 변동 동)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말 

하는 사람의 태도， 건강상태， 감정상태， 성격 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학자들은 하품， 웃음， 소리지르는 것， 기침 등과 같은 음성적 표현까지도 포함 

시킨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두 기호는 삽화적 기호(illustrateurs)와 규제기호(힐gu

lateurs)를 둘 수 있다. 

삽화적 기호란 언어적인 것을 수반하여 설명하는 표현동작으로서 전달하는 

내용을 보강 · 보충하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갖는 제스처를 말한다. 

이 삽화적 기호에 관한 에크만과 프리이슨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a) les “bâtons" . 어 휘 나 표현을 강조하는 동작들 

b) les “ idéographes" : 논리적 사고의 경로를 나타내며 생각의 흐름을 묘사하 

작
 

동
 

는
 

c) les “ déictiques" : 사물을 가리키는 동작들 

d) les “퍼nétographiques" : 신체적 행위를 표현하는 동작들 

e) 1잃 “ spatiaux" . 공간을 묘사하는 동작들 

t) les “ pictographiques" : 지시하는 대상물을 묘사하는 표현동작들 

규제기호는 대화를 유지， 조절하는데 쓰이는 기호이다. 예를 들면， 화자의 말 

을 듣고 있다는 표시로， 청자가 위아래로 머리를 끄덕거리는 행위， 화자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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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자로부터 말 막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바닥을 펴서 드는 경우나 발언 

권을 요구하기 위해 기침을 하거나， 손을 든다. 이런 경우 화자는 말을 빨리 마 

치거나 발언권을 양보해야 한다. 이 기호들은 상호 의사 소통함에 있어서 화자 

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다시 말을 잇거나， 멈추거나， 서둘러 말하도록 하는데 

쓰인다. 

@ 언어시스렘에서 벗어난 비 언어기호들 

에크만과 프라이슨에 의하면， 여기에 속하는 것은 감정표현들( expressions 

affectives)과 조정 부호(adaptateurs )이 다. 

이 감정표현은 특히 얼굴표정들을 내포하는 생리적 현상들이다. 이것들은 말 

하는 사람의 감정상태(두려움， 놀람， 노여움， 걱정 등)를 나타낸다. 

조정부호는 물건이나 자신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신경 

을 진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이나 개인적으로 신체적， 생리적 욕 

구를 만족시켜주는 행위로서 의사소통과는 무관하나 화자의 심리적 감정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 세 부류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제스처이 

다. 이 표상부호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 표상부호는 

말을 동반하면서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강， 반론까지 하면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쉽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표상부호의 사용 

은 소음， 거리상의 이유， 남의 이목을 꺼릴 경우 구두표현하기가 힘들거나 적절 

하지 못할 때， 또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할 때 부정적인 표현이나 말로 표 

현하기 적 당치 않는 애 정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 밝혀둘 것은 표상부호든 아니든 제스처는 문화와 관련된 지리적 환경 

에 일치한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예’의 제스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라면 그리스에 

서는 ‘아니오’를 의미한다. 

사람을 부를 경우， 손가락을 자신 쪽으로 오게 할 때， 프랑스에서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는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면을 향해 있다. 

모리스(Morris， 1981)에 따르면， 나라마다 다른 제스처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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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한 제스처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 

한 해결책은 개방된 정신으로 각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이 제스처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스처와 그 의미의 관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상부호는 기호와 대상물 

의 자연적 유사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문화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문 

화권 내에서조차도 다르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과 인지로 원을 그려 보일 때， 프랑스에서는 ‘제로’， 

‘가치가 없다’; 미국에서는 ‘완벽하다’， ‘오케이’; 우리 나라에서는 ‘돈’을 의미한 

다. 주의할 점은 프랑스에서， 이 원 기호는 ‘오케이’， ‘완벽하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치가 없다’로 쓰일 때는 ‘제로’를 묘사하는 원이다. 그래서 이 제스 

처의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신경 써야 하고， 제스처를 하는 

사람의 얼굴표정을 살펴야 한다. 

3.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여기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갖고， 언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측면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사전달구조는 상호의존하며 서로 분리할 수 없 

는 두 방식의 의사전달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언어적 요소로만 

구성되었던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을 넓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래서 우리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두 측면에서， 즉 언어적 측면과 비언 

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4개의 구성요소들로 세분한다: 문법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그리고 전략적 능력. 

1) 문법 적 능력 (compétence grammaticale) 

문법적 능력은 좁은 의미에서 언어학적 능력을 말한다. 즉 한 언어의 어휘， 

음운， 문장구성， 형태의 요소들을 판별하는 능력과 단어나 문장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짜 맞추는 능력을 말한다. 문법적 능력은 문법의 기술에만 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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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또한 문법 기능의 규칙을 설명하는 

순히 아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면에서 볼 때， 표상부호와 

것에 그치지 않는다. 즉 문법규칙을 단 

그것을 이용，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유사언어(paravebal)， 즉 억양， 리듬， 악센 

트. 어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억양으로 긍정， 명령， 의문문과 

같은 문법규칙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2) 사회 언 어 학적 능력 (compétence sociolinguistique)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거나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결정 

짓게 하는 사회규범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대화자들의 역할， 그들이 주고 받 
'-
τ- 정보를 결정짓고 상호작용(interaction)의 기능을 분명히 밝혀 말하는 능력. 

즉 다시 말해서， 말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함은 물론이요， 우 

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그 처한 현실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지를 판단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한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침묵을 지켜야 할 순간， 때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처럼 보여야 할 때도 알아야 한다. 

비언어적 변에서 볼 때，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하 

는 것이 옳은지， 이와 같은 예의범절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람들과의 거리간 

격， 자세， 웃음， 침묵， 신체적 접촉， 눈길 마주치기， 놀라움， 즐거움， 노여움과 같 

은 감정표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위에서 언급한 이 비언어적 

화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요소들은 문 

요약하면， 사회언어학적능력은 어떤 

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를 아는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이 모든 상 

것을 말한다. 

3) 담화적 능력 (compétence discursive) 

담화적 능력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일상생활에서 현 

지인 들과의 담화(예를 들어， 어떤 문서나 라디오방송의 주제파악) ; 강의실에 

서 다른 구성원들간의 담화(언제， 어떻게 발언권을 취하고 어떻게 토의를 진행 

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황판단 등)， 즉 대화에 따른 모든 규칙들을 능수 능란하 

게 다룰 줄 아는 능력: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의 규칙들， 토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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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들. 담화적 능력이란 텍스트를 작 

성할 줄 아는 능력， 또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대화할 때 화자 

의 말의 의도나 목적이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책을 읽 

으면서 독자가 작가의 의도나 목적이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동을 가 

리킨다. 

비언어적 변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발언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손을 들거나，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표시로 또는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규제기호(régulateurs)를 두고 말한다. 

4) 전략적 능력 (compétence stratégique) 

전략적 능력은 위에서 언급한 세 구성요소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능력이다. 

사실 한 언어의 모든 문법규칙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 · 문화적 모든 규범들을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며 대화 상대자의 의 

도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불가능하다. 전략능력은 제2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며， 대화 상대자의 사회 · 인 

간관계에서 때때로 예기치 못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 

리킨다. 

이 전략적 능력은 모든 어학수준에 현존하며 다른 구성요소에 비교하여 그 

중요성은 다른 세 구성요소들이 발전함에 따라 감소된다. 

전략적 능력도 역시 언어적 · 비언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이름 

을 모를 때 그 물건을 가리키는 걸로 어휘의 부족을 보충한다. 박수， 갈채를 보 

낸다는 의미로 손빽을 친다. 

외국어의 문법이나 발음상에서 자신이 없을 때 의식적으로 그 발음이 들어있 

는 단어를 피하거나 문장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이렇듯 신체언어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각 구성요소에 통합되어질 수 있다. 그 

러므로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는데 언어적 측면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절반이 

빠져나간 원의 반쪽부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표상부호는 그 나라 문화와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듯이 

제스처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쓰여진다. 이제는 제스처와 문화의 관계를 

다룰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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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문화와 제스처 

1. 문화의 정의 

모든 문화는， 한국문화든 중국문화든 프랑스 문화든 간에 그들 고유의 정 체 

성， 언어， 비언어적 의사전달방식， 민족성， 역사， 그것들의 사용법을 갖고 있다. 

문화는 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조건짓고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준다. 

문화는 늘 인류학자들의 고유 영역이였다. 그들은 문화에서 한 국민의 태도 

나 행동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았다. 즉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홀(Hall)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류학자들 

은 세 가지 특정을 들어 문화의 정의를 내린다: 1)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획득 된 것이다， 2) 문화의 다양한 면들은 하나의 시스댐을 구성한다. 즉 문화 

의 모든 요소는 연관성이 있다， 3) 문화는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그룹의 

범위를 정한다. 

흘(Hall)은 문화는 의사전달의 기능이고 의사전달의 기능은 문화로 나타난다. 

다른 포유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일체의 행동 속에 신체언어를 동화 · 종속시키 

기 위해 신체언어를 특수화시켰다. 즉 신체언어는 문화적 상황에서 결정지어지 

고 해석되어야한다. 태도나 행위의 의미는 문화적 측면으로만 지각되어질 수 

있다. 흘(Hall)에 따르면， 문화， 민족간의 만남에서， 타문화의 언어행동이나 비 

언어행동의 정확한 해석은 모든 수준에서 대화를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미소’조차도 문화에 따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소’가 우 

리 나라 문화에서 단순히 기쁨과 동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혹함이나 

거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눈물의 의미가 단순히 불행이나 

슬픔의 표현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즉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의사를 전달한다. 

문화는 표현하는 방식， 즉 감정표현，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전달 

방식의 기능과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2. 제스처의 정의 

문화가 결정짓는 의사소통의 모든 형태 중에서 가장 기술적인 것이 언어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123 

다. 언어 외에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확증하거나 약화시키는 의사소통 

의 다른 방법들이 있다. 제스처는 어떤 것을 실행하거나 표현할 목적으로 아니 

면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신체의 움직임(특히 팔， 손， 머리)으로 정의된다. 

데상(Desc뼈rnps， 1989: 167)에 따르면， 제스처는 의미가 있는 신체적 움직임으 

로서 정의될 수 었다. 제스처는 그 자체로서 비언어적 의사전달에 속하는 의식 

적인 행위이다. 

3. 제스처의 특성들 

외국어를 말할 줄 안다고 할 때는 이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모든 양상을 사용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비언어적 의사전달방식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각 문화는 저마다 고유의 걷는 방식， 앉는 방식， 서 

있는 방식， 제스처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루이 포르쉐(1989: 15 -16)는 몇 가지 제스처의 특성을 끄집어냈다. 

1) 제스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위를 두고 말한다. 즉 두 상태의 지나가는 

행위， 어떤 기준상태에 비하여 변화되는 행위， 다시 말한다면， 완전한 정 

지상태의 제스처는 없다. 제스처 그 자체는 묘사할 수 없다. 단지 신체의 

위치에 기준 하여 묘사할 수 있다. 

2) 제스처는 시각적， 촉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지각되 

지 않은 제스처는 많지만， 지각될 수 없는 제스처는 없다. 의식적이든 무 

의식적이든， 필요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 타인에게 특정한 의 

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교통체중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는데， 그러나 상대방은 대화를 계속하고 싶 

지 않을 때， 그는 자주 짧은 한숨을 내쉬면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볼 것이 

다. 이 제스처는 화자에게 피곤함과 짜증을 나타낸다. 상대자가 이 제스처 

를 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했다면， 그도 역시 그의 행동이나 제스 

처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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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스처는 임의적인 시스댐이 아니다. 한 사회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만 

들어졌다. 언어체계가 협약된 규칙이 있듯이 제스처도 각 공동체의 사회 

적 규범에 근거하는 규칙을 갖고 었다. 

예를 들면， ‘인사’의 경우를 들어보자. 우리 나라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면， 프랑스 사회에서는 뺨에 입을 갖다댄다. 

4) 따라서 제스처는 문화적 · 민족적 · 사회적 소속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국사회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혹은 부하직원이 웃어른이나 직속상사를 만 

났을 때 상반을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편이고 어른들은 인사를 받은 표시 

로 가볍게 고개 짓을 한다던가， 친분정도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신상에 대 

한 소식을 묻는다. 

5) 제스처는 문화적 측면에서 의미가 주어진다. 제스처는 문화에 따라서 해석 

되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에서 몸짓， 제스처는 개발되지 않았고， 대화 

를 할 때 오히려 좋게 인식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 

기 위해서 개인 감정표현이나 신체적인 반응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반면， 프랑스인 들의 대화에서 의사전달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6) 제스처는 사회적 실행이다. 한 사회는 그 사회가 가르치고， 전달하고， 창안 

해내는 제스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사회를 벗어나 존재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제스처는 문화적 행위이다. 정의상으로는 유산 

(遺옳)， 상속(相續)， 변화(變化)를 가리킨다. 제스처는 익히고 배워야 한다. 

제스처는 가르쳐야 하고， 전달하고， 남겨진다. 제스처는 모방， 설명， 분석된 

다. 제스처는 전체 사회현상의 모든 특성을 다 지니고 있다. 즉， 이 현상을 

통해서 한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의 총체를 발견한다. 

4. 한국제스처 소개 

“한국제스처”란 제목으로 연구기사를 발표한 알렉상드르 기-모(Alexandre 

Guillemoz, 1983: 37)가 말하기를， “한국어와 같이 불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배 

울 때는， 한국어에 맞는 고유한 제스처의 학습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는 어떤 기관도 한국제스처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 서양학생은 대화 중에 조금 

씩 한국인들의 제스처를 채택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에게 익숙한 제스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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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또 그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말을 할 때 제스처를 하지 않고， 서양인들과는 달리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고 혼히 말한다. 그렇지만， 서양학생은 한국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몸(corps)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서양에서 사용된 톰의 테크닉과는 다른， 그 

들만의 고유한 몸의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고 말했다. 

알렉상드르 기-모도 자신의 실제경험을 통해서 말했듯이， 제스처의 학습은 외 

국어를 습득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제스처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국 제스처에 대한 지식이 특별하게 없는 

관계로 한국에서 제스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앙케트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어나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제스처들은 프랑스에 비해 숫자 면에서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제스처의 폰재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고， 우리 나라 문화 

의 한 요소인 제스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의사소통에 나타난 제스처 

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앙케트에서 수집한 한 

국제스처들을 소개한다. 

1) 머리를 이용한 제스처 

* “예"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인다. 

*“아니오" 머리를 좌우로 혼든다. 

2) 업을 이용한 제스처 

* 혀를 내밀어 아랫입술에 댄 경우 : 이 제스처는 당혹감， 어려움， 놀라움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할 경우 사용되는데， 주로 여학생들이 이 제스처를 

한다. 

* 혀를 내밀어 위로 올리는 경우 : 이 제스처는 놀리거나 모욕을 줄 때 사 

용되는데， 주로 아이들이 사용한다. 

3) 손이나 팔을 이용한 제스처 

*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을 위로 드는 제스처는 가정의 “가장”이나 회사 

나 그룹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또 “우수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른손이나 왼손의 새끼손가락만을 드는 제스처는 “애인”을 가리키거나 

“약속”을 의미한다. 

*오른손을 펴서 목 주위에 대고， 비스듬하게 위에서 아래로 절단하는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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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직장이나 권력을 잃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위협을 하거나 경고할 

때도 사용된다. 

* 엄지와 인지로 원을 만드는 제스처는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Ok'’를 뜻 

하기도 한다. 

* 입술 위에 인지를 수직으로 놓는 제스처는 “침묵”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 

* 관자놀이 위치에 수평적으로 오른손의 인지를 대고， 작은 원을 몇 번 그 

리는 제스처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뿔처럼 양 관자놀이 근처에 인지를 위로 뻗는 제스처는 화가 난 사람을 

가리킨다. 

*“식사하셨어요?"를 물을 때， 밥 먹을 때 숨가락의 움직임을 연상하는 제 

스처를 한다. 

*양손의 손등을 붙였다， 떼였다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제스처는 두 사람 사 

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담배를 요구할 때， 엄지와 가운렛손가락으로 입에 담배를 문 시늄을 한다. 

* 성냥불을 요구할 때， 왼손에 든 성냥의 마찰 면 위에 오른손의 엄지와 인 

지사이에 있는 성냥을 긋는 시늄을 한다. 

* 양손의 인지손가락 끝을 반복해서 접촉하는 제스처는 남녀가 처음 만나 
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녀가 서로 사랑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술 한잔을 권하기 위해， 입 위치에 오른손으로 작은 술잔을 들고 먹는 시 

늄을한다. 

* 허공에 불끈 쥔 주먹을 여러 번 흔드는 제스처는 “힘”이나 “위협”을 의 

미한다. 

* 엄지와 인지로 귀 볼을 잡는 제스처는 지금 막 뜨거운 것을 만졌다는 것 

을 나타낸다. 

* 입 주위에서 두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부는 제스처는 춤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 손 손바닥을 지면을 향해두고， 또 다른 손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는， 
두 손을 나란히 놓는 제스처는 겉과 속， 즉 언행(듭行)이 다른 사람을 가 

리킬 때 사용한다. 

* 한 손을 한번은 손바닥을 지면을 향해 돌리고， 한번은 하늘을 향해 돌리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127 

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제스처는 늘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나 쉽게 거 

짓 말하는 사람 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 엄지와 인지로 작은 원을 만들어서 아래팔을 여러 번 혼드는 제스처는 
자기이익에 눈먼 사람，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가 

리킨다. 

* 입가에 밸브모양으로 접힌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부딪히면서 말할 

때 턱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이 제스처는 “수다쟁이”를 의미한다. 

* 지면을 향해 돌려진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여러 번 혼드는 제스처는 저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 

* 양손의 손바닥을 비비는 행위는 “아첨”을 의미한다. 

N. 앙케트 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학생들의 제스처에 관한 일반적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한국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트 결과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한국학생들이 본 제 

스처의 역할과 가치를 1) 한국학생들이 프랑스인과 대화할 상황과 2) 같은 모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간의 대화를 할 때， 즉 한국사람들간의 대화상황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1)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학생들， 2) 체류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의 학생들， 3)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학생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석사학위 이상을 준비하는 중. 한국에서 떠날 때는 그 

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 오리기를 기원하 

지만 프랑스에 도착한 후 짧은 어학연수를 마치면， 불어는 대학수업을 위한 도 

구적 역할로 한정되어진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체류기간， 공부목적， 언어나 문 

화의 습득동기， 그리고 현지인과의 교제 빈도수에 따라 언어와 문화적 동화 수 

준도 다르다는 것이다. 

1. 한국학생이 본 프랑스인 들과 대화할 때 제스처의 역할과 가치 

질문 1 : 대화 상대자의 재스처나 얼굴표정에 신경을 씁나까? 

체류기간이 길면 길수록， 프랑스인들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에 덜 주의한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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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표현하자면， 언어수준이 높을수록， 비언어적 요소에 럴 의존하는 것 같다 

우리 생각으로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부담없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준에 이르면， 

비언어적 요소도 언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파악되어， 마치 주의를 덜 쓰는 것처 

럼 여겨진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는 상호의존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질문 2 : 대화 상대자의 채스처나 얼굴표정이 의사전달의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2년 미만의 학생들 : 1) 일부 제스처는 단어나 문장을 대체할 수 있기에， 주 

어진 상황을 안다면 구두메시지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2) 어떤 말의 뜻을 정 

확히 모를 때，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이 이해를 돕는다. 3) 잘 모르 

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이 그 단어의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4) 제스처는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의 

미가 모호해 파악하기 힘들 때， 제스처는 그 의미를 보강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5)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6) 말의 뜻을 잘 이해 못 

할 때，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으로 의도를 파악해서 대화를 끊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7)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듣지 못했을 때， 대화 상대 

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으로 무엇을 말했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알아차린다. 

2년 5년 사이의 학생들 : 1) 잘 이해 못 할 때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 

표정은 의사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인 들은 말만큼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 대화 상대자의 얼굴표정을 살피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맞출 수 있다. 3)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전 

달한 의사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5년 이상의 학생들 : 1)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나， 

때때로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듣는 이의 집중을 분산시키며， 의 

사 전달하는데 혼란을 주고 경박하게 보인다. 2)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 

표정은 문장이나 단어의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3) 대화 상대 

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말을 아끼는데 사용되고， 상대방의 감정상태를 파악 

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반대의 경우에， 즉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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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이해 못할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파악이 힘들다. 

질문 3 :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이 구두의사의 표현이나 이해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나? 

2년 미만 : (예) 제스처가 구두표현을 대신할 때， 그 제스처를 모르면 상대방 

의 제스처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사내용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니오)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일종의 언어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2년 5년 사이 : (예) 지나친 얼굴표정이나 제스처는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이 

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스처를 지나치 

게 빈번히 사용할 경우， 화자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기는 커녕 화자의 

제스처에 대화 상대자의 관심을 오히려 돌려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아니오)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의사전달의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기에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예’를 표현하기 위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스처나 말은 동시에 의사 전달하는데 참 

여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구술의사내용의 이해를 주지 

는 않지만， 언쟁을 할 경우， 화자의 의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한 충 더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5년 이상 : (예) 대화 상대자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은 의사 전달하는데 지장을 

준다. 왜냐하면 불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으로서 어려움이 있기에 대화 상대자가 

권태로워 한다던가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 지나친 제스처는 

이해를 돕기는 커녕 대화분위기를 흩으러 놓는다. 

(아니오) 프랑스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그들의 제스처나 얼굴표정을 이해 

할 수 있기에 지장은 주지 않는다. 

절문 4 : 프량스인과 대화할 때 제스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요성을 인정했다. 

2년 미만 : 1)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아주 많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제 

스처나 얼굴표정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프랑스인들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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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자기의사표현을 한다. 

2) 대화할 때 제스처의 사용은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며 불어로 대화할 때의 

긴장감을 감소시켜 준다. 

3) 프랑스인들의 제스처를 눈여겨보면，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반대 

로 프랑스사람들은 우리들의 제스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4) 우리에게 

있어서 제스처는 일종의 언어의 기능을 하는 반면 프랑스인 들에게 있어 우리 

들의 제스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 5) 프랑스인 들과의 의사소통의 특별 

한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스처는 대화를 쉽게 이끌어준다. 왜냐하면， 제 

스처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의사소통수단이기 때문이다. 6) 제스처의 사용은 대 

화자들간의 친근함을 표시하는데 쓰이고， 그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킨 

다. 7) 제스처는 말을 보강하거나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제스처를 이해 

한다면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2년 5년 사이 : 1) 개인적으로 제스처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 

러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자신 

을 이해시키는데 쓰이는 의사전달의 보충기능을 할 수 도 있다. 2) 제스처의 사 

용은 대화자간의 호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제스처를 알면 상대방의 의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4) 제스처는 대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며， 살아있는 대화로 만들 

어준다. 5)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프랑스인 들과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6) 제스 

처의 사용은 프랑스인들에게 자기가 불어를 꽤 잘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 

한다. 7)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습관과 비교해 볼 때， 제스 

처는 대화를 활성시킨다. 

5년 이상 : 1)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 못했을 때， 그의 제스처만 

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게 해준다. 상호간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더욱 가깝게 느 

껴진다. 2) 제스처의 사용은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고 극복시킨다. 제스처는 대 

화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고 대화자간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다. 왜냐하면 제스처 

의 사용은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3) 제스처의 사용은 언 

어지식부족으로 중단될 수 있는 대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4) 제스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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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 

한국학생들에 따르면 제스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에 관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힌트를 준다. 비언어적 의사 

전달기능은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 

을 확인， 보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프랑스인들과 대화할 때，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서 언어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의사 전달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즉 의사 

전달기능으로서 제스처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한국학샘들이 본 한국사람들간의 대화에서 제스처의 역할과 가치 

첫 번째 질문은 말을 할 때 제스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2 

년 5년 사이의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두 그룹의 과반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누구와 가장 자주 제스처를 사용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삼가는가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친구와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자주 제스처를 하는 반면， 

연장자나 직장상사，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삼가한다고 했다. 

한국사회에서 제스처는 가까운 사이에서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팔이나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무례하고 거 

만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고， 특히 연장자나 상사 앞에서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똑바로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예의이다. 

칠문 2 : 한국사람들간의 대화에서 제스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2년 5년 사이의 학생들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다른 두 그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2년 미만 : 1) 한국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스처의 역할은 별로 없다. 일반적으 

로 한국사람들은 말하면서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제스처나 얼 

굴표정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준다. 즉 한국인들간의 대화에서 제스처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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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다. 3) 제스처는 대화의 흐름을 끊고 상대방의 집중을 분산시킨다. 4) 

제스처는 의사전달의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친밀감이나 감정을 표현할 뿐이다. 

4) 제스처는 단어나 문구가 생각 안 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쓰이는 

보조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구실을 한다. 5) 

제스처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동반한다. 6) 일반적으로 남의 결점을 말할 때만 

제스처를 사용한다. 

2년 5년 사이 : 1) 제스처는 상황을 묘사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경박한 것 

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2) 어떤 표현을 강조하거나 과장할 때 쓰인다. 3) 제스 

처는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용하고 자기의사를 강조할 때 긴 문장을 

사용하기보다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서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한다. 4) 작은 제스 

처의 사용은 친근한 것을 나타낸다. 5) 제스처는 웃음을 자아내거나 대화를 더 

욱 살아있게 만든다. 6) 지나친 제스처의 사용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년 이상 : 1) 화자의 문화나 국적과 상관없이 제스처의 역할은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 2) 제스처는 의사전달내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3) 한국문화에서 

는 언쟁할 때， 열이 났을 때만 제스처를 사용한다. 4) 예의기능이나 지시기능을 

가진 제스처를 제외하고는 한국인들간의 대화에서 제스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신체적 접촉은 가까운 사람틀끼리만 하기 때문에， 제스처의 행 

위는 가까움을 나타낸다. 

질문3 : 대화할 때 제스처를 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언다고 

생각하섭니까? 

한국학생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대화할 때 제스처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제스처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부 

터 말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제스처나 비언어적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받았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말하면서 제스처를 하는 것은 서양문화의 영향 

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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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1) 제스처를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고 행동이 가볍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고 잘못 자란 사람으로 간주한다. 2) 빈번 

하게 제스처를 하면 가볍다，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자 

기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을 억제시키는 교육을 늘 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3) 제 

스처의 사용은 서양문화의 영향 탓으로 간주한다. 4) 작은 제스처는 의사전달의 

보조기능으로 간주한다. 5) 특히 어른들에게 있어서 제스처는 가벼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제스처의 사용을 되도록 삼가야한다. 그 반면， 젊은 사람들 

은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한다. 6) 제스처의 사용은 한편으로 지적수준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이 자유롭고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 

으로본다. 

2년 5년 사이 : 1) 지나친 제스처의 사용은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예의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2) 어른들 앞에서 제스처의 사용을 삼가야 

하는 반면 같은 나이 또래간에는 좀 하는 편이다. 3) 프랑스문화에 비해 한국문 

화에서는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지나치거나 과장된 제스처는 부정적 

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경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4) 한국인들간의 제스처 

는 가볍고 과장된 행동이라고 간주하나 적당한 제스처는 대화를 용이하게 만든다. 

5년 이상 : 1) 가볍고 경솔한 사람이나 감정상태가 불안하거나 서양문화에 

영향을 받았거나 거만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2) 어른들로 봐서 제스처를 하는 

행위는 부정적이다. 3) 지나치고 반복적인 제스처는 대화를 방해한다. 

질문4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그룹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 

가 특이할만한 것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제스처의 사용을 다르게 평가한다. 

즉 한국어를 말할 때 제스처의 사용은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불어를 말할 때 

긍정적으로 본다. 

2년 미만 : 1) 지나친 제스처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2) 제스처는 의도 

를 나타내고 의사전달 내용을 강조한다. 3) 지나치고 과장된 제스처는 가벼운 

행동으로 간주한다. 4) 제스처나 얼굴표현은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만들어준다. 

대화자간의 거리를 좁혀주고 단어나 대화내용을 암기하는데 도움을 준다. 5) 제 

스처의 사용은 의사표현이나 이해를 돕는다. 6) 제스처를 하면서 말을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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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현이 풍부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2년 -5년 사이 : 1)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기능을 하고 대화자 

의 참여를 부추긴다. 2) 제스처는 의사전달내용의 이해를 돕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3) 지나치게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스처는 

말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긴다. 4) 말을 대체하는 제스처는 대화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같은 나이나 가까운 사람들간의 제스처는 친밀감 

이나 연대성을 표명하나， 직장상사나 어른들 앞에서 제스처의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5년 이상 : 1) 한국어를 말할 때 제스처의 사용은 부정적이다. 즉 말하면서 

제스처를 하는 사람을 성실해 보이지 않는 반면 불어를 말할 때는 참여의 의지 

와 타인에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를 원활하게 만든다. 2) 제스처가 

지나치지 않아서 대화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대화를 원활하게 만든 

다. 3) 제스처는 화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보강한다. 상대 대화자의 제스처나 얼 

굴표정은 의사 전달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4) 말하면서 제스처를 하는 행위는 

가볍고 경솔한 사람이나 거만하고 서양문화에 물이든 사람으로 간주한다. 

소결론 : 

이렇게 학생들에 따르면， 제스처의 사용은 유교의 전통적 가치에 충실한 한 

국문화에 적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함에 제스처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다. 

2년 미만의 학생들은 그들 고유문화의 의사소통의 행동들과 함께 프랑스인 

들의 의사소통의 행동들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면， 2년 -5년 사이의 학생들은 두 

문화의 혼란 속에서 불어에 적절한 프랑스인 들의 의사소통의 행위들을 흡수하 

고 있다. 5년 이상의 학생들은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의사소통의 행위들을 적절 

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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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논문의 주목적은 목표언어(langue cible)의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관문으로서 신체언어능력의 역할과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로도 목표언어를 표현 

함으로서， 좀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신체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데 있다.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은 언어학적 능력에 비해 거의 개발되 

지 않았다. 배우는 사람은 신체언어능력의 존재 및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폭넓게 프랑스 문화를 알고자 하는 의 

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문화적 접근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특히 단어 

나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제스처의 습득은 그 문화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 

고， 현지인 들과 더 쉽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언어뿐만 아니라 불어 고유의 제스처를 습득함으로서， 불어를 표현하거나 이 

해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사 

람간의 의사소통에서， 이해나 표현능력은 언어적 요소와 함께 비언어적 요소를 

해석하는 규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스처는 문화에 속한다. 모든 사회는 그 문화에 종속된 고유한 신체언어 코 

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마찬가지로 그 언어를 동반하는 

신체언어코드를 배우고 그것을 풀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실 대개 제스처 

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특히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제스처도 사 

회에 따라， 나라에 따라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스처 

는 문화에 따라 특정지어진다. 모든 문화는 제스처란 의사전달 방식을 갖고 있 

으며， 제스처는 말을 동반하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아예 말을 

대신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외국어를 배울 때 완벽한 의사소통능력을 갖기 위 

해서는 언어의 비언어적 요소의 습득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칼브리스(Calbris)나 몽르동(Montredon)에 따르면， 의사전달은 우리가 말하는 

문장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운율(pros여ie)과 말의 뜻을 

확인， 약화， 대체할 수 있는 얼굴표정이나 신체언어행동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겠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표상부호 

(emblème)와 같은 제스처의 사용을 가르쳐야 하나? 학생은 어디에서 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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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해야 하나?" 

교수법 측면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에 이 제스처의 습득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스처는 언어， 문화습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이 

다. 이 제스처의 학습은 학생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돕고 어휘를 암기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사소통 측면에서 볼 때， 표상부호는 의사소통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로서， 

언어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학습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목표언어의 문화와 자기 

고유문화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아주 민감하다. 그런 이유로， 이런 유의 제스처 

는 목표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관문이 될 수 있다. 

어휘학습 측면에서 볼 때， 외국어를 배울 때 우선 어휘를 익혀야 하는데， 이 

를 위하여 두 경로(말과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 보다 제스처가 동반되면 말의 의미를 보강해 줌으로서 암기를 용 

이하게 해준다. 즉 제스처를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쉽게 상기시켜 준다 

는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표현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생기를 주는 제스처를 많이 하면서 말을 한다. 이 사 

람들은 의사전달기능에 참여하는 신체근육활동에 자유를 주면서 그들의 신체를 

완전히 이용한다. 

미국인이나 유럽인에 비교하여 ‘소심하다’， ‘말수가 없다’， 그리고 참여도의 

결여로 ‘수업시간에 뒤쳐져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아시아문화계의 학생들 

은 그들의 언어나 문화와 너무 동 떨어져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어려움 

을 만나기도 전에 미리 긴장이나 겁을 먹게 하는 목표언어와 그 문화 앞에서 

갖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신체적인 긴장 

완화는 인간관계와 연결되어있는 다른 분야에서처럼 외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몽르동(1. Montredon)이 말했듯이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은 우리 폼 전체가 언 

어행위에 참여해야만 완전하게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학습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행위와 함께 자연적인 제스처의 표출을 하게끔 장려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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