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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FL context, Korean students don'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directly experience the target culture, prompting the need to offer

some well-organized culture education in class.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many cultural contents are reflected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o suggest an implication for cultural learning.

These textbooks were carefully examined, focusing on the cultural

contents, by four categories: ‘cultural skill section’, ‘cultural patterns’,

‘related language skills’, and ‘target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like the following: First, although many of the textbooks

are dealing with the culture skill sections, their contents were still

wanting consistency and were small in quantity. Second, as for the

cultural patterns, the pages dealing with behavioral culture were 43%,

spiritual culture, 35.7%, material culture, 21.3%. Third, as for the

related language skills,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textbooks were

organized in the order of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and

cultural skill sections. Since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language skills

from culture, we suggest that the aspects of target culture should be

incorporated in various forms into the learning situations. Fourth, a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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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target countries, the contents about the general or whole

English culture were insufficient. So we suggest that English textbooks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providing students with various cultural

information about various English speaking countries.

[cultural skill section/cultural pattern/target countries, 문화란/문화

유형/문화적용 국가]

I. 서론

이제 세계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거나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구식처럼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계가 가까워지고 교류

가 활발해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쉽게 뒤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오늘날 세계의 정보는 대부분 영어로 이

뤄지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영어는 더욱 중요해지고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

로 자리 잡고 있다. 현 영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다. 여기서 의사소

통 능력은 궁극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것으로 구조화되어있고 표면적

인 언어적 지식과 기능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통합

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의 문화적인 내용까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와 같은 EFL상황에서 영어를 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제한된 영어수업시간에 문화이해를 밑바탕에 둔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

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수자료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

과서로 간주된다. 우리는 영어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는 문화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2001년부터 도입된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과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과서의 소재

및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직까지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실 수업에서 교사들이 교과서에 실린 문화적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교과서들이 학생들의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내용

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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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문화와 언어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와 언어의 선후관계에 대해 주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 먼저

문화의 개념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본 후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

는 보통 한 사회를 대표하는 특성 정도로 사용되며 그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학자

들의 입장에 따른 개념도 다양하다.

Ogburn(1946)은 문화를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와 비물질 문화(nonmaterial

culture)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물질 문화를 다시 정신문화(spiritual culture)와 행

동문화(behavioral culture)로 구분하였는데 정신문화는 학문, 종교, 예술 등 정신적

창조물을 총칭하고 습관, 제도 같은 것을 행동문화라 하였다.

Bierstedt(1970)는 문화를 정신, 행동, 물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신

문화는 인간이 생각하는 문화이고 행동문화는 사고방식이 아닌 행동양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때 여기에는

법률, 규칙, 명령, 유행 등 규범으로 행하여지는 문화들도 포함이 된다. 기계, 도구,

건물, 음식물 등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질항목들은 물질문화이다.

Hammerly(1986)는 문화를 언어 목적 상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세 가지

는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이다. 정보문화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은 원어민이

그의 사회, 그 나라의 지리와 역사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들과 관련된

문화이다. 행동문화는 일상생활의 총합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욕구와 지리적․경제적 환경, 전통과의 함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성취문화는 사회의 예술적․문화적 업적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이 세 가지의

문화형태 중 행동문화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문화 형태로 외국어 학

습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 온

문화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문학, 미술, 음악 등 사회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전통적․인문 과학적 개념이며, 나머지는 공동체

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그 사회 속에서 학습되고, 공유되는 행동의 유형으로서 보

다 포괄적이며 사회과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문화

는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이해되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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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문화를 다음 세

대에 전수하는 데에도 언어는 필수적이다. 결국 언어가 없는 문화는 성립될 수 없

으며 문화를 대변하지 않는 언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간단하게 학자

들은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Brooks(1964)는 언어는 문화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요

소라서 언어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한 언어의 고유한 특성은 그 문화의

실재로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어는 거의 모든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학습

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

고 있다.

최현욱(1991)은 어떤 사회의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의 한 양상이며 문화와 언어

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문화 속에 언어가 존재하

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언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

도록 하고 다시 문화를 창조하고 지식을 축적,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문화와 언어의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문화교육이 외국어 교육에 있어 중요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가설이 ‘언어상대론(linguistic

relativity/Sapir-Whorf hypothesis)’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언어는 일반적인 좌표계

가 되어 그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그 틀에 맞게 형성해 간

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한 많은 다양한 자료를 나타내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에 대한 표현이 다른 민

족보다 다양한 것이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위의 정의들을 통해 우리는 영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목표어 집단

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사용에 있어 문화적 이

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 저변에 깔린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문화와 교육

그동안 문화는 사회와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레 접해지고 습득되는 것이라 여겨졌

고 이 때문에 특별히 문화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그

방식 또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다양해졌다. 그러나 외국을 알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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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학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물며 외국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문화 학습

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Seely, 1981).

Chastain(1976)은 학습자들이 문화교육을 통하여 외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목표언어를 사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외국문화와 자국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자국의 문화를 새로

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문화교육의 세 가지 목표라고 제시하였다.

그는 이런 면에서 언어학습은 문화학습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보여주고 있다.

임병빈(2001)은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교수학습에서

문화배경 및 세상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듣기와 읽기 학습에서 문화적

배경 또는 세상 경험에서 얻어진 청자 또는 독자로서의 학습자 자신의 고유한 ‘정

보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스키마(schema)’가 필연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았다(Garner, 1988; Im & Lee, 2004; Lee, 2003).

배두본(1997)은 문화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직접목표, 중

간목표, 최종목표가 그것인데 목표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언어사용, 관습

등 그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목표언어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직접목표이고, 목표문화의 사회에 사는 국민들이나 그들이 형성하고 있

는 문화의 장, 단점을 알고 그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하며 목표문화와 문물의 발달

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간목표가 되며, 민족문화의 발전, 국제적 이해와 협력,

국제적 평화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는 문화교육의 목표가 학습

자로 하여금 문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할 뿐 아니라 문화를 배움으로써 현실

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면으로 발전되는 것까지를 얘기한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아닌 직접적으로 영어교육에 영향을 주는 교과과정에서는

문화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제7차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

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 가운데 ‘문화’항목을 추가하여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이다(교육부, 2001, p. 28).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

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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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이제까지 살펴본 문화교육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어떤 문화적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될 목표언어의 언어적인 기능과 문화적인 내용을 모

두 교과서에 포함시켜 영어교실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광범

위한 문화의 내용을 제한된 교과서 페이지와 수업 시간에 담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꼭 지도해야 할 문화적 내용

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열하여 가르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Soh(1997)는 문화내용을 나누어서 실제 수업에 응용할 것을 주장했는데 사회언어

학적인 면과 관찰 가능한 문화의 측면 그리고 관찰이 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측

면의 문화 이렇게 3가지이다. 이들 문화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언어학적인면에는 첫 만남과 적절한 호칭, 칭찬 및 감사하기, small talk 또는

우리가 대화에서 피해야 할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찰 가능한 문화의 내

용으로는 역사나 인구, 정부, 주요 사업이나 명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관찰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문화에는 이민 및 원주민, 가족 구조, 교육, 일, 교제 또는 결

혼, 음악, 여가활동, 음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많은 문화 내용들 중 어느 부분을 문화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학습자의 필요성, 학습자의 모국어 및 모국문화, 목표어 구사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화교육 영역의

소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문화교육 영역의 소재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1, p. 35).

* 공통영어 문화영역

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 문화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

나. 영어권 문화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양식

다.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이제 교실 수업에서 문화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는 무엇이 될까? 가

장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Marckwardt(1981)에 의하면 문화교육을 고려한 교과서를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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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외국어 교과서가 얼마나 특징적이고 중요한 외국문화 현상을 다루고 있으

며 불확실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내용은 배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한

다. 그리고 모국어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얼마나 다루고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들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직접적인 문화내용의 제시가 아니더라도 다

양한 표현 속에 문화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문화내용을 습

득케 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다.

Dunnett(1981)도 교과서 선택의 유의 사항으로 문화에 관해 객관화된 관점을 견

지하고 문화소통을 잘 고려하여, 교과서의 각 구성요소와 주제 및 사진을 성의 있

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교과서의 구조가 문화적 문맥에 맞게 잘 배치되어 있

는지, 문화적인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화간

의 관점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는지, 제시된 문화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거나 과잉

일반화된 것인지, 사진이나 삽화가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

여 교과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교육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영어교과서에 있어서 문화내용 선

정의 기준, 반영 방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가 건국

한 이래 꾸준히 발전하고 쌓여온 산물인데 반해 그 오랜 세월을 학습하기 위한 여

건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어교과서의 문화적 내용은 그만큼 중

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7월에 검정한 교과서 중 9종의

고등학교 1학년용 영어교과서이다. 분석 대상 교과서의 출판사와 단원 수를 살펴보

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의 단원 수

출판사(단원 수) 출판사(단원 수) 출판사(단원 수)

A (10) D (12) G (12)

B (12) E (12) H (12)

C (12) F (12) 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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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과서의 구체적인 문화내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석 대상이 되는 위

의 각 교과서들을 표 2와 같이 비교해보자. 표 2는 교과서의 단원명들을 나타낸 것

이다.

표 2

무선 표집에 의한 교과서 3종의 단원명의 일부 사례

교과서 각 단원명

A

Lesson 1 : A Bright Future Is Waiting for You

Lesson 2 : How People Have Used Time

Lesson 3 : I Want to Be in Fashion

Lesson 4 : Alex's Concern About His Homeland

Lesson 5 : FAQs About Korean Culture

Lesson 6 : Living Life to the Fullest

Lesson 7 : How to Get a Great Idea

Lesson 8 : The Roman Times

Lesson 9 : The Paper Bag Princess

Lesson 10 : Knowledge of DNA Raises Ethical Questions

Lesson 11 : Two Heartbreaking Diaries

Lesson 12 : Two Words to Avoid, Two to Remember

B

Lesson 1 : Amazing Predictions for the Future

Lesson 2 : Bomba Escapes from the Zoo

Lesson 3 : A Perfect “Four-eyes”

Lesson 4 : Facts about Sports

Lesson 5 : Pages from Adrian Mole's Diary

Lesson 6 : An Unforgettable Night

Lesson 7 : Animals at Your Service

Lesson 8 : South Africa and Its Freedom Fighters

Lesson 9 : The Stairs to Romance

Lesson 10 : Thinking about Your Future Career

Lesson 11 : Our Ocean Planet

Lesson 12 : My Dream of a Bicycl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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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esson 1 : English: Why and How?

Lesson 2 : Western Names

Lesson 3 : High School Life in America

Lesson 4 : A Trip to the North

Lesson 5 : The Rainmaker

Lesson 6 : Auto Safety

Lesson 7 : Teen Worries

Lesson 8 : The DAN Century

Lesson 9 : When Did You Last See Your Father?

Lesson 10 : Buy Nothing Day

Lesson 11 : Win Over Your Audience

Lesson 12 : A Future for Tigers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과서들은 나름의 다양한 단원소재와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문화 내용을 다루는 단원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소개되고 있

는 문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교과서가 어느 정도 문화교육을 고려하고 있으며

문화내용의 선정과 배열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네 가지 기

준에 의해 분석하려 한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이 언어재료로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새로 생긴 각 교과서

의 문화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이다. 분석은 Bierstedt(1970)가 제시한 문화의 3가지

유형에 따른 것이며 즉,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이다. 다음의 표 3은 문화 유

형을 구체화한 분류표이다(Finocchiaro & Bonomo, 1973 참조).

표 3

문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문화유형 문화소재

물질문화

문물․풍경 건물, 풍경, 유적지, 유물, 화폐 등

의․식․주 음식, 음료, 의복, 주택, 주거환경, 가구 등

자연 동물, 식물, 날씨, 지형, 계절, 시차 등

교통․통신․과학 도로, 교량, 대중매체, 컴퓨터, 기계 등



164 임병빈과 구소영

행동문화

법․규범․범죄 사회제도, 법률, 규약, 금기 등

인사․소개 인사법, 인사예절 등

가족․일상생활 가족, 친척, 결혼, 건강 등

교육․학생활동 학습, 교육체계, 교실, 학생활동 등

사회활동

쇼핑, 환경보호, 병원, 직업, 진로, 친구, 약속, 초대,

전화 걸기, 길 묻기, 시간 묻기,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 등

편지․일기․쓰기 편지 쓰기, 일기 쓰기 등

관습적 행사
명절,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일, 축제, 풍속,

풍습, 관례 등

여가활동 춤, 운동, 취미, 게임, 여행 등

정신문화

국민성․가치관 가치, 유머, 미덕, 기질, 자세 등

역사․종교 역사, 유래, 신앙심, 신화, 전설, 미신 등

언어․신체언어 속담, 유행어, 손짓, 몸짓, 광고, 관용적 표현 등

인문 일화, 자서전, 전기 등

문학․예술 시, 소설, 희곡, 수필, 우화, 그림, 음악, 이야기 등

셋째, 언어의 기능에 따른 분석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기능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이들의 기능이 서로 배타적이거

나 습득에 있어 개별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거나, 어떤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언어의

네 기능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 기능의 향상은 다른 세 기능의 향상을 촉진시

키기도 한다(장복명, 1999; Rivers, 1981).

넷째, 문화내용의 배경국가에 따른 분석이다. 문화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우선 각각의 문화를 배운 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두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문화내용들이 어느 나라의 문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

내용의 국가별 배경은 한국문화(K), 영어권 문화(E), 기타 특정 국가 문화(O), 불특

정 보편 문화(U), 한․영 대조 문화(K-E) 등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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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서

단원

C

(Culture Tip)

D

(Culture

Tip)

E

(Fun with

English,

Culture Tips)

F

(Culture in

Life)

G

(Culture

Travel)

I

(This and

That)

1 ×
세계적 언어

사용 비율
× × Do you

have a

sense of

humor?

Mother's

Day

Father's

Day

Standard

Pronunci-

ation

2

199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아기이름

캐나다

학생들의

여가 선호도

×
소설 속의

명탐정
×

3 ×
직업명과

남녀평등

서양인들의

미신
× ×

4 ×
미국의

화폐단위

Culture Tips

선물을 즐기는

미국인

×
hand

gestures

Keep the

left or

right?

Broken

English

Words

Volunteer

Firemen

5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에서 날씨

묻고 답하기

전자 우편

예절
Sports Quiz

전자메일의

@

Parties in

the U.S.A

6

Students

Against

Drunk

Driving

(SADD)

영자신문의

Headline
× ×

영어단어에

도 남녀평

등이 있다.

초면에 물

으면 실례

인 질문들

Sports

How to

Shake

Hands

3. 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1) 문화란에 따른 분석

총 9종의 교과서 중 문화란이 존재하는 교과서는 6종의 교과서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용을 그 단원의 내용과 연관지어 소개하고, 문화란이 교과서 편성의 기

본 단위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과서는 2종에 불과했다.

표 4

9종 교과서의 고정 문화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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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영국에서

부모님에

대한 호칭

다양한

문화적 차이

각 나라의

국기와 특징
세계의 명화

DIY문화

Potluck

Party

영국의

섭씨와

미국의

화씨

우리나라의

죽이

미국에서는

Chicken

Soup

Various

Kinds of

Fast Food

×

8 ×

북한과

우리나라의

외래어 어휘

차이

미국 관습과

한국 관습의

비교

Culture Tips

미국의 Body

Language

× ×

9 속담 속담 ×
미국의 day

care center
Garage Sale

10

미국학생들의

Part-Time

Job

각 나라의

음식문화
× 세계의 춤

수화는

세계의

공용어

시드니

올림픽경기

장 이야기

환경과

자동차

Natural

Disaster:

Tornadoes

11 ×

미국인들의

환경보호

활동

×

세계의

환경보호

단체

×

12 × NGO 소개 × × ×

위의 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각 교과서는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지침에 맞게

비중이 강화된 문화란이 생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단원의 내용이나 대화문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란의 위치에도 수정이 필요하다. 보통 고정적 문화란의 위치는 각 단원의 뒷부

분인 경우가 많다. 아마도 문화란의 내용들이 단원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문화적 소

재들을 다루기 때문에 부록이나 첨가의 의미를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란의 내용과 본문 내용의 연관성과는 별도로 목표 언어의 문화권에 대

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표 언어의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로 볼 때, 각 문화란의 위치는 뒤쪽보다는 앞 쪽에 구성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일 것이다. 문화란이 모든 교과서의 각 단원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고정적인 문화란이 있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 본문의 내용에 맞춰 필요에 따라 문

화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란이 아닌 게임이나 이야기

등 복합적인 내용을 첨가시키는 교과서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소재 분석과 지도방안 167

A B C D E F G H J 총계

물

질

문

화

문물․풍경 2 1 1 7 5 3 3 4 2 27

의․식․주 1 3 1 1 2 8

자연 2 2 2 2 1 2 2 13

교통․통신․과학 3 2 4 4 2 2 1 2 1 20

계 7 5 4 12 10 8 6 10 5
70

(21.3)

행

동

문

화

법․규범․범죄 1 1 1 3

인사․소개 1 1 2

가족․일상생활 5 2 4 5 4 4 6 7 4 39

교육․학생활동 1 1 2 1 1 2 1 9

사회생활 3 5 7 7 1 3 1 1 5 33

편지․일기쓰기 3 3 3 3 1 1 2 1 2 19

관습적 행사 4 1 1 1 2 2 11

여가활동 3 2 2 2 3 2 3 3 3 23

계 18 14 20 19 11 11 15 16 17
141

(43)

정

신

문

화

국민성․가치관 5 3 6 6 5 3 7 1 2 37

역사․종교 2 1 2 2 1 2 10

언어․신체언어 3 1 2 3 2 1 3 3 1 17

2) 문화유형에 따른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내용의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분석대상인 9종의

교과서는 모두 많은 문화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 대부분이 비슷한 가운데 A

교과서와 B교과서가 가장 많은 문화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사실상 문화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만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적당한 양의 내용을 여러 기능을 통해 정

확하게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문화교육의 한 가지 방인일 수 있다. 폭넓은 문

화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학습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표 5는 9종의 교과서를 문화내용의 문화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이다.

표 5

문화유형별 문화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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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2 1 1 1 2 1 4 12

문화예술 6 3 2 3 7 4 3 4 5 37

계 18 9 12 12 18 10 17 9 12
117

(35.7)

총계 43 28 39 43 39 29 38 35 34
328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분석결과로 알 수 있듯이 행동문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정신

문화가 많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많은 행동문화를 배워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행동문화와 함께 정신문화나 물질문화 같은 다

른 문화를 좀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지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언어기능에 따른 분석

초등학교 때에는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더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킴으로

음성언어 활동이 주를 이룬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의사

소통의 유창성 뿐 아니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균형

적인 학습을 지향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자언어의 비중은 큰 편이 아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문자언어의 비중을 늘려간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변화를 보

이는데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부터는 그동안의 유창성을 바탕으로 정확

성의 성취를 위해 음성언어보다 많은 비중의 문자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사실 아직

까지 언어의 4기능의 학습 순서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반적인 주장은

문자언어보다는 음성언어를, 표현기능보다는 이해기능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그래

서 현재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순서로 그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언어의

기능을 나눠놓긴 했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언어기능들의 통합적 사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언어나 문화교육도 기능의 부분적인 지도보다는 통합적 방법의 채택이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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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언어기능별 문화내용 분석

음성 문자
문화기능 합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A 5 2 28 16 51

B 7 20 4 31

C 6 5 27 7 6 51

D 3 4 21 10 12 50

E 3 7 22 4 5 41

F 4 3 17 17 6 47

G 5 3 22 12 4 46

H 10 4 25 5 44

I 4 7 26 6 43

합계

47

(11.6)

35

(8.7)

208

(51.5)

75

(18.6)

39

(9.6)

404

(100)

82

(20.3)

283

(70)

39

(9.7)

404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4) 배경국가에 따른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 외국문화를 학습하는 목적은 외국문화를 통해 언어습득을 더

쉽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 문

화와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기반을 언어학습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분석대상이 된 9종의 교과서는 대부분 특정

국가의 문화가 아닌 보편 문화를 다루었는데 그 비율이 51%나 되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미문화는 26.9%에 그쳐 목표어 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

흡한 면을 보였다. 한국문화와 영미문화의 비교 부분도 총 349회 중 9회에 그치는

것을 볼 때 문화내용의 선정에 있어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교과서들의 문화내용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그 방법들도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내용들은 아직까지 진부한 경향이 있다. 현 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보편적인 내용들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꾸준히 다루어졌던 내용들

이 조금씩 내용만 더해진 체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칫 학습자들의 흥미를 떨

어뜨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문화의 유형 분석에서 뿐 아니라 문화의 배경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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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석을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표 7은 교과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문화

내용을 배경국가별로 통합 분석한 것이다.

표 7

배경국가별 문화내용 분석

K E O U K-E 합계

A 6 8 3 25 1 43

B 3 3 3 17 26

C 3 14 2 24 2 45

D 5 12 4 22 43

E 4 10 7 19 1 41

F 3 8 4 22 1 38

G 5 10 3 18 3 39

H 3 12 3 19 1 38

I 5 17 2 12 36

합계
37

(10.6)

94

(26,9)

31

(8.9)

178

(51)

9

(2.6)

349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 K: 한국문화 E: 영미문화 O: 기타문화 U: 보편문화 K-E: 한․영 비교문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어로 원어민과의 대화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과서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문화내용을 다룰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선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사실 불특정 국가의 포괄적 보통 문화

는 굳이 영어교과서가 아니라 해도 충분히 접할 수 있으며, 이들 문화내용의 비율

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영미문화를 접할 기회는 적어지는 것이다. 그

렇게 보통문화의 비율이 많아지다 보면 목표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고

결국 언어습득의 성취도 낮아질 것이다.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영미문화를 충분히 소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올바른 문화 소개라는 것이 영미인

들의 총체적이고 차별화되는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때, 영미문

화에 대한 현재 교과서들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또한 학생

들이 다양한 영미문화의 학습을 통해 영미문화에 대한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

기 위해서는 진정한 문화학습과 통찰력을 통해 우리문화와 비교하며 우리문화의 소

중함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우리문화와 영

미문화의 비교문화 비율이 2.6%에 그친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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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지도 방안 및 교사의 역할

1. 문화지도의 효율적 방안

Hammerly(1986)는 문화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이며, 문화학습을 배제한 언어의 학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학

습과 병행되지 못하는 언어학습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며 타 문화권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차이의 이해 부족으로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Brown,

2000). 한편, Hammerly(1986)는 문화지도의 방법을 30가지로 나열하면서 교실은 문

화 환경으로 채워주고 자주 일주일 혹은 2주일 간격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

야 한다고 하였다. 교과서만으로 학습자들에게 목표문화에 대해 지도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교과서 이외의 교실에서 활용가능한 문화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 방백(culture aside)은 현재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지

도 방법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 내용상 필요할 때 간단

하게 목표 문화에 대해 수시로 교사가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업 진행 상

황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것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수업 전반에 부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화이해가 수용적인

자세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 체계가 조직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완

벽하지는 않더라도 주제를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고 친밀한 관심사로 정한다면 단

점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청각․동작 반응법(audio-motor unit)이 있는데 이는 교실에서 학생들

의 변화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교수법은 Asher의 전

신반응교수법(TPR)이다. 교사의 명령에 의하여 학생들이 직접 식당 방문, 장보기

등 목표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지도방법으로 교사가 보여주

는 행동을 학습자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다. 교사가 직접 외국어를 사용함으

로써 문화 지도와 듣기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교사나 테이프

의 명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주의 깊

게 선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TPR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교사가 구어로 명령

할 뿐 아니라 교사가 몸짓, 판토마임, 표정 등을 지으면서 자신의 느낌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사법이나 제스처 또는 식사예절 등을 지도할 때 효과

적이다.

또한 문화 캡슐(culture capsule)이란 방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와 목표문

화 사이에서 대조적인 것을 골라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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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목표문화의 차이점을 아는 대로 말하게 한 후 그룹별

로 차이점들 중 하나씩 골라 관련된 사진, 실물, 그림 등을 가지고 와서 그 차이점

에 대해 설명을 쓰도록 한 뒤 발표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커다란 줄거리는 교사가 설명해주되, 세부적인 조사나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해

야 한다. 사진이나 화보, 신문 등을 스크랩해서 발표하게 되면 수업시간에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학습동기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어 유의미한 학습을 유도하는데 효과

적이다. 문화 캡슐의 목표는 목표 문화의 이해 뿐 아니라 스스로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는데 있다.

문화 동화자(culture assimilator)라는 것은 목표문화권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과

의 상호작용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과 반응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신문의 모든 부분을 한번에 지도하기보다는 매 시간 다른 면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사를 읽고 제목을 추측해보게 한다든지

광고란을 읽고 무엇을 광고하려고 하는지 혹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는 활

동 등을 할 수 있다. 언어의 네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신문의 고민상담 부분을

읽은 뒤 학생들 스스로 소그룹을 만들어 해당 문화권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고민하

는지, 왜 그런 고민을 하며, 해결 방법에 있어 우리 문화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토론

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고민상담란에 편지를 보내어 네 기능을 자연

스레 접목시킬 수 있다. 간단하게는 미국의 TV편성표와 우리나라 TV의 편성표를

비교하면서 차이가 무엇인지 서로 얘기하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영어 속담이나 격언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은 표면적인 의미 설명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격언이나 속담이 함축하

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도 함께 생각하고 탐구해 보아야한다. 즉 속담과 격언들로부

터 영미문화권의 대표적인 가치관, 신념 등을 추론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는

우리나라와 영미문화권에서 함께 사용되는 주제에 관련된 격언, 속담 등을 찾아보

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문화이해 학습활동에 관한 유용한 자료 중 하나는 Tomalin과

Stempleski(2001)이다. 여기에서는 문화이해(cultural awareness)를 위한 정의적 요소

와 인지적 요소를 일곱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마다 교실 수업에서 학습할 수 있

는 각종 비교문화체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곱 가지 영역

은 문화 심상과 상징(cultural images and symbols), 문화 산물(cultural products), 일

상생활 문화, 문화 행위, 의사소통 유형,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문화 경험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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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개되는 모든 활동은 교수목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준비물), 학습자의 언어수

준, 소요시간 및 수업활동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본 활동

사례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하여 문화학습에 적용해 볼 수 있다.

2. 교사의 역할 및 유의점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그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EFL을 배우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좋은 교

재와 최신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학습 의욕이 강한 학습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두를 두루 잘 활용하는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만 한다.

문화를 지도할 때 교사의 임무를 보면 교사가 문화를 정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목표언어의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므로

문화를 학습할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을 간단히 나열하자면, 우

선 교사는 확고한 가치관, 문화관을 정립해야 한다. 문화를 지도한다는 것은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 지도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가르쳐야한다. 언어 습득이 문화 습득의

일부이며 문화 습득이 곧 언어습득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불

가분의 관계인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문화를 지도하는 데 있어 교사는 학생들이 목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

록 학생들의 자기 방어 심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문화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문화를 지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교구들을 이용하고, 외국 견문이나

외국인과의 친교를 통해 교사 스스로가 문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

다.

문화 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문화내용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되, 정보와 학생의 경험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 뒤, 학생들이 애착과 중요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시각화나 극화의 장점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좋으며 다수 집단인

경우 시범을 통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문화를 교육하는 데 있어 교사

는 열정이 있어야 하겠다.

문화는 단지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에 관련이 있

으므로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쯤, 좀

더 재미있고 알기 쉽게 목표문화에 대한 내용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대체적인 영어교실 수업은 아직도 그 동안 배워왔던 교수법에서 크게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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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수법을 위한 교사의 재교육도 형식적으로 치우쳐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자질함양을 위한 자율연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임병빈,

1998). 특히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 기회는 더욱 미흡하다. 앞으로는 교사에

게 목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언어는 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의 일부로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 환

경, 문화적 배경, 사고방식을 반영한 의사표현의 한 체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의 표현과 기능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형

성하고 있는 문화도 함께 수용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흔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

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교육에 있어 문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집필된 현행 영어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화지도를 위해 별도의 문화란을 마련한 교

과서는 9종의 교과서 중 6종이었으나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내용을 좀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다룬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문화코너를 마련한 교과서는 과반수

가 넘었지만 대부분의 문화 내용은 본문이나 단원의 주제와 일관성이 없게 제시되

었고, 제시된 내용도 대체로 너무 피상적이어서 학생들이 영미 문화를 이해하기에

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단원의 마지막이나 또는 불규칙하게 배

정된 문화란은 정규 수업시간에서 제외되거나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란은 단원 안에 좀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분량이나 내용의

충실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문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겠다.

문화의 내용 선택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생활, 상품광고, 직업 선택, 미래사회, 인

간 복제 등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소재

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런 소재들은 영미문화의 이해를 도와주기보다는

어느 나라에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사실들의 설명에 더 가깝다고 보아진다. 또한 다

른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에서 다루는 문화의 내용들이 문화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룬 본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각 나라의

문화를 다루었다고 해도 보통 관광책자에서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음식이나 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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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언어와 문화, 외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지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 교과서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소개는 질과 양

두 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김정희, 2002).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하는데 있어 4가지의 언어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

요하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이해

측면에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비율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자세한 문화내용 설명

을 위해 읽기 영역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나 지나친 읽기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수업의 방향이 문화이해가 아닌 그저 단순한 독해나

문법 수업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다. 읽기 영역에서 다룬 문화 내용을 듣기․말하기

나 쓰기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통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하다.

아울러 교사는 목표문화 이해를 위한 꾸준한 탐색과 함께 TV, 신문, 영화, 인터

넷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 유용한 지식과 직․간접 경험 습득에 유념해야 한다. 언

어와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교실활

동을 통해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

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우리 문화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

을 지녀야 하며 목표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치, 예술, 문학, 역사, 일상생활, 가치관 등도 함께 지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

게 될 때 영미문화에 대해 정확한 안목을 길러주어 맹목적인 수용이나 거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Ⅰ.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영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정희. (2002).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영미문화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

문. 계명대학교.

배두본. (1997).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임병빈. (1998). 공식연수와 자율연수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어 교사의 의사소통 능

력 향상. 영어교육, 53(4), 291-316.

임병빈. (2001). 영어교실 학습지도 전략. 대전: 보성출판사.

장복명. (1999). 표현기능 지도 내용 분석을 통한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 평가. 영

어어문교육, 5, 123-148.

최현욱. (1991). 한․미 문화와 언어교육. 서울: 한신문화사.



176 임병빈과 구소영

Bierstedt, R. (1970). The social order. New York: MaGraw-Hill.

Brooks, N. (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NJ:

Prentice Hall.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Chastain, K. (1976).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2nd

ed.). Chicago: Rand McNally.

Dunnett, C. (1981). English language teaching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In V. Joyce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nocchiaro, M., & Bonomo. M. (197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rner, R. (1988).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Hammerly, H. (1986). Synthesis in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Washington: Second Language Publishers.

Im, Byung-Bin, & Lee, Jong-Hee. (2004). The applicability of schema theory to

scientific tex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1), 1-22.

Lee, Jong-Hee. (2003). The implications of content schemata for standardized

reading tex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special ed.),

79-98.

Marckwardt, H. (1981). What literature to teach: Principles of selection and class

treatment, English Teaching Forum, 19, 2-3.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gburn, F. (1946). Social change. New York: Viking Press.

Seelye, H. N. (1981).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Soh, Yoon-Hee. (1997). Bringing culture into the English classroom. English

Teaching, 52(3), 3-26.

Tomalin, B., & Stempleski, S. (2001). Cultural awar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소재 분석과 지도방안 177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College

임병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850-8189

Fax: 041-856-8190

Email: rainbow@kongju.ac.kr

구소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850-8190

Fax: 041-856-8190

Email: te0mang@hanmail.net

Received in Jan. 2005

Reviewed by Feb.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