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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영어수업의 목표문화 교육 지도방안:
지도 목표 설정 기준과 교과서 학습자료의 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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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7차 영어교과과정의 기본 방향인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은 목표어 문화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영역이 추가되었고, 상당수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영어권 문화를 소개하는 학습자료가 단원별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문화교육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교육에 대한 목표와 원칙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의사소통중심 교육의 기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Seelye
(1993)의 목표어 문화교육을 위한 6가지 교수목표를 소개하고 둘째,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2
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부분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새롭게 고안한 활
동자료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Daemon (1987)은 문화를 외국어교육의 다섯 번째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개 영역
에 이은-으로 설정하며 외국어 수업에 있어서의 문화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언어교육은 문화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중언어습득자는 이중문화보유자라고 규정하였다. Daemon을 비롯한 교차 문화교
육주의자들은 의사소통의 핵심은 발화 맥락의 이해이며 이러한 맥락은 문화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문화교육 주창자들은 문화가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의 유창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목표 문화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Kramasch, 1999;
Thanasoulas, 2001)
더욱이 영어교육에 주류로서 인정받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이론의 핵심도 바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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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맥락에서의 언어능력을 기르는 것 (Bachman & Palmer 1982, Savignon 1983)이므로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영어 수업 내에서의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은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임에 분명한 것 같다.
다음은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수업시간에 원어민 교사와 나누는 대화의 일부로서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실례이다.
Student: ...(한국전래동화를 소개하며) The woman looked like a pumpkin, so she couldn't
marry.
Teacher: Um... She was cute, but she didn't marry, you mean...
Student: No. no. she was very ugly.

한국문화에서 호박(zucchini) 이란 주로 길쭉하고 못생긴 것으로 통한다. 즉 학생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호박같이 박색인 여인이었다. 그러나 호박(pumpkin)이란 미국인 교사에게는 포동포동하고 귀여
운 모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있는 것이다. 단편적이지만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언어 표상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실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상황은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국어 수업에서 목표어 문화교육은 그다지 본질적인 부분으
로 간주되지 못했었다고 지적한다 (Omaggio-Hadley 1993). 목표어 문화 소개는 부수적인 내용이며
정규적으로 학습하는 주요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화라는 틀에서 모든 대화의 문맥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화교육은 영어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의 형태 이상으로 중요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7차 외국어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6차 때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
통 중심의 교수법을 받아들이고자, 문화교육에 대한 부분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현 교과과정에 맞추어
개정된 상당수의 중, 고교 영어 교과서들은 문화교육을 위한 내용을 추가, 보강하였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들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문화를 가르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무시되어 있는 경우
가 많으며, 별도로 문화를 다루는 교과서들 역시 그 내용이 단순 암기거리의 사실(trivia)이나 혹은 역
사, 인물, 어원, 전통관습 등의 이른바 “big C” 영역에 그치고 있다.
Seelye(1993)는 이런 문화교육 방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트리비아 게임은 무언가
를 배우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 주지만 실제 진정으로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목표어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공유해야할 사회적인 정보가 아니며 이런 방식의 문화
학습은 장차 목표어 문화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충격을 막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의 문화교육은 여전히 의사소통중심의 영어학습 내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런 언어를 생산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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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지문이나 대화문이 여전히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authentic language)와는 거리가 멀 뿐 만 아니
라 문화적인 요소가 배제된 내용들이어서 현장에서 목표 문화 교육을 담당해야하는 교사들에게 적절
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교육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있는 고찰을 해오지 못했
고, 이에 대한 뚜렷한 지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 듯 하다. 그러므로 일선 교사는 물론 교재
를 제작하는 전문가를 위해서 문화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가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Seelye (1993)의 6가지 문화 교수
목표를 소개하여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나라 7차 영어교과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교과서의 문화기술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과 개선점
등을 Seelye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 문화학습 내용을 Seelye의 문화지도 원칙의
기준에 맞도록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목표어 문화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Seelye (1993)의 문화교육의 6가지 목표

Seelye의 기본 전제는 목표어 문화교육 역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화
현상을 논하는 것은 워낙 방대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분명하면서도 합당한 목적 없이는 어떠한 결과
에 도달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 지향적인 문화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목표를 크게 하나의
상위 목표와 세부적인 하위목표들로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Seelye에 따르면 상위목표는 다음과
서술 될 수 있다.
목표어 사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 구성원들과 원활히 의사 소통하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 이
해, 태도, 행동기술 등을 발전시킨다. (Seelye 1993, p. 29)

이와 같이 목표어 문화권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하위목표 (Seelye 1993,
p. 31)를 제시한다.
목표 1 (흥미): 목표어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 구성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 학생들이
목표문화의 음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가? 새로운 맛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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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목표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주로 지역적 기본 특성이나 목표문화민족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해당문화에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는 우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정을 이입시키도록 하거나 친근감을 느끼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
Seelye는 상대편 문화의 사람들이 되어볼 수 있는 문학 작품 감상이나 미니드라마 역할 극, 원어민 인
터뷰, 지도 활용 등을 추천한다.
목표 2 (누가): 목표어 문화의 여러 계층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사회적 역할 기대나 또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적 변인들에 대해서 인지한다. (예. 목표어 사용민
족의 식습관은 지역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십대들의 식습관은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

타문화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성별, 사회계층, 연령,
지역, 직업 등의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양식이 있음을 이해하고, 과연 누가, 즉 어떤 집단
의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돕는 활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
은 다 이렇더라.”라는 식의 설명은 타당치 않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의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생활습관, 언어차이, 미국, 남미의 지역별 언어의
차이, 남녀 직업의식의 차이 등을 보여주는 활동 등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표 3 (무엇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
할 때, 그들 마음속에는 문화적으로 채색된 표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예. 목표문화에 있는 음식은 우리의 것과 그 모습이 어떻게 다
른가? 음식에 관련된 농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한끼 식사의 전형은 어
떠한 것인가?)

목표어 사용국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문화 표상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요건이다. Seelye에 따르면 문화에 따라 형성된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습관, 사
고방식, 가치판단 등을 지배하고, 자신과 외부세계의 관계를 규정하는 잣대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주로 영화, 잡지, 신문, 사진 등의 매체가 타문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목표 4 (어디서와 언제): 상황적 변인과 관습이 인간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예. 식사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식사 때 혹은 시장에 가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앞선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어디서 혹은 언제와 같은 상황적인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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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한다. 같은 행위의 주체이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표현이나 태도
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법도 동성간에 이성간에 학생간 교사와 학생간의 인사표현은 모두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문화교육의 하나이다.
목표 5 (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그 사회가 허용하는 방
식에 따라 행동하며, 문화적 행동양식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욕구 충족
을 상호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예) 목표문화에서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간접적
으로 관련되는 행동양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왜 그 사람은 그러한 음식을 소비하고, 또한
생산하는가?

이 목표는 인간은 모두 유사한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지녔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즉 자문화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상하
고 이해 불가한 행동에 대해 받아들이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행동의
선택양식은 문화 가치에 근거한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다시 말해 목표 문화 사람들의 가
치판단의 근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이
지만 이러한 욕구충족의 방식은 그 문화마다 매우 다르다. 그 나라 관습이나, 종교, 자연환경 등에 따
라 다른 음식을 선택하고 또한 먹는 방식도 다르며 그 먹는 행위에 대한 중요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목표 6 (탐구): 목표문화에 대한 기존의 일반화된 지식을 근거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방송매체,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관찰을 통하여 얻은 목표문화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종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 (예. 교과서 혹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음식문화에 대한 기술은 온
정주의 적이거나 혹은 자문화 중심적이지는 않은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상황
적, 계층적인 고려가 있는가? 자료의 출처는 다양한가? 학생들이 목표문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가?)

마지막 목표는 한마디로 목표문화를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문화영
역을 탐색하고, 기존의 문화지식에 대해 근거자료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믿는 문화현상 혹은 목표문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 가치에 대한
진술을 놓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 여러
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고, 카툰, 영화 등의 자료를 활용
하거나 목표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문화현상과 가치를 일반
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진본적 자료를 통해 가설
을 수정 발전 시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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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ye는 문화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문화교육 틀
에 기초한 훈련을 통하여 기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소개한 문화교육의 목표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화교육에는 구체화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문화적 특성 및 가치를 배울 때는
반드시 육하원칙을 갖춘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셋째, 현상의 배경에 존재하는 그 문화의 표상
이나, 현상과 행동양식이 나타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넷째, 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진술된 사실을 학습하기보다 진본적 자료와 그 문화의 구성원과의 실제적인 접촉 등의 학생
중심의 과업 및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화연구자로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7차 교과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문화학습 자료 분석

앞서 소개한 Seelye의 문화교육의 6가지 목표와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
는 목표어 문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1은 7차 교과과정에 따라 설계된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 8 종을 선정하고, 이중 문화소개 부분을 별도로
구성한 5 종 교과서의 문화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1)
Seelye가 설정한 상위목표와 마찬가지로 7차 영어교육과정의 기본 이론적 배경 역시 의사소통 중심
적인 언어 교육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문화교육 역시 이러한 바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학습을 위하여 요구되는 6개의 하위 목표를 고려할 때 이들 교과
서에서 문화 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제한점이 발견된다.
첫째, 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문화적 사실을 간단히 기술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
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 가정의 방문예절, 식사 예절, 화폐의 단위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문화
를 지나치게 일반화 규격화된 지식으로서 전달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구체화된 어떠한 맥락도 없다.
그림 1 에서 보듯이 문화기술에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에 대한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는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 진본자료 등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실물 사진을 싣기도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우리말로서 설명하거나 내용 이해와 무관한
삽화만을 싣고 있다. 따라서 그 문화에 대해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며,
그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익혀야할 어휘나 표현 문화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실제적
인 (authentic) 자료 소개가 부족하다. 그림 2의 미국 화폐의 소개가 그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들 교과서의 문화의 소개방식은 “~사람들은 ~하므로 ~을 해야한다.”와 같은 일방적인 규정
1) 본 연구에 선택된 교과서의 출판사명은 알파벳 기호로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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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의 전달일 뿐,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주고 스스로 문화 가치를 탐구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과업이나 활동이 없다. 자문화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스스로 호
기심을 가지고 목표문화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발견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 4, 6, 8 은 모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1> 5개 출판사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문화학습 내용 비교

출판사 A
B
C
D
E
내용분석
to Culture tips
제 목 Culture
Take a Break Life and Culture Let's Break
Culture
내용분량 한 쪽
한 단락
한 단락
한쪽
한쪽
총 소개 회수 5회
12회
12회
11회
9회
1. 알뜰 시장과 1. 날짜 쓰는 법 1. 미국인의 집에 초대받 1. Hi
1. The first step is
Garage Sale 2. TGIF
았을 때
2. You don't have to always the
2. 세계의 요리 3. 미국청소년의 고 2. 선생님께는 어떤 호칭 take off your
hardest(속담).
3. 애완동물의 민 거리
을 사용할까요?
shoes.
2. 미국 화폐단위인
세계
4. 긴급구조 요청 3. 미국사람의 정상체온 3. Come over for tea 달러의 유래,
4. 세계 여러 나 전화
은 98도랍니다. 4. Table Manners handicap이
라의 인사법 5. 거스름돈 주고 4. 종업원이 자리를 잡아 5. No Thank you 신체장애를
5. 뉴질랜드 받는 법
줄 때까지 기다려야 6. It says here it is 뜻하게된 이유
마오리족 6. 환경마크
합니다.
only ten dollars 3. Last summer
7. Football vs. 5. 병원에 가려면 미리 7. Did you change what did you
Soccer
예약을 해야합니다. your last name? do? (Rhyme)
8. 이모티콘
6. 미국에는 몇 개의 시 8. Long distance call 4. The bear went
9. 미국의 축제일 간대가 있을까요? 9. What time is it? over the
내용
10. Mt. Rushmore 7. 미국의 학생들에게도 10. I feel blue.
mountain (song)
11.영국인과 미국인 겨울방학이 있을까 11. I am 100 pounds 5. The life cycle of
(단원별
의 이름
요?
a bottle
소제목)
12. 미국의 화폐 8. 미국의 화폐에는 어떤
(cartoon)
종류가 있을까요?
6. History is easier
9. 트리비아 게임이란 무
than math
엇일까요?
(song)
10. 고속도로를 영어로
7. My uncle paul is
무엇이라고 할까요?
very tall (rhyme)
11. 인터넷 웹사이트 주
8. what comes
소에 대해서 알아봅시
down, but never
다.
goes up?(quiz)
12. 흑인을 가리키는 표
9. they like
현에는 어떤 것이 있
animals(song)
을까요?
한 두 문장의 우 한 단락의 우리말 한 단락의 우리말 설명 영어대화의 만화와 그림 게재. 대부분
비고 리말 설명과 관 설명에 영어단어를
우리말 설명
설명 없음
련사진 소개 부분적으로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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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ips

미국 청소년의 고민거리

미국의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Peter D. Hart라는 조사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청년들은 학교성적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
44%
대학진학
32%
사회적응
29%
<그림 1> B 교과서의 단원별 문화 소개란, "Culture Tips"의 예2)

중학교 교과서의 문화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학습자료의
내용을 설계할 때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문화의 이해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세부 문화교육 원칙은 물론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뚜렷한 상
위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재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의 목표
문화교육에 내용은 이러한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V. 구체적인 적용방안: 재 설계된 문화교육 활동 자료의 예

그러나 실제 우리의 외국어 교육 현실 내에서 Seelye가 주장한 것과 같은 목표어 문화교육이 현실
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시간상 여건상으로 문화교육이 교실 수업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든 것
이 사실이다. 더욱이 효과적인 문화교육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진본자료 (authentic material) 와 목표
문화 원어민간의 접촉 등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학교교육 내에서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
여지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약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외국어수업 내에서 문화의 영역을 더 효과
적으로 접목시킬 방법은 없겠는가?
다음의 네 가지 문화교육 활동자료의 예시는 Seelye의 문화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
하여 기존의 교과서 문화학습 영역을 재 설계한 것이다. 여기서 새로이 제시하는 문화 교육 방식은
기존의 지식차원의 내용 전달의 형태에서 학생 스스로의 발견학습을 유도하는 과업의 형태로 수정 보
완된 것이다.
2) 본 연구의 교과서 예시는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으나 편집한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사진이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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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교육 활동자료의 예시 1: 미국의 화폐

다음은 B 교과서의 열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 “Culture Tips"로 미국의 화폐에 대한 소개이다.
Culture Tips 미국의 화폐

미국의 화폐단위는 달러와 센트로서 1달러는 100센트이다. 지페는 1, 2, 5, 10. 20. 50. 100
달러 짜리가 있고, 동전은 1, 5, 10, 25, 50 센트짜리가 있다. 지폐는 우리와 달리 모두 같
은 색 같은 크기여서 인물이나 액수 표기로 구분해야하므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한다.
<그림 2> B 교과서의 단원별 문화 소개란, "Culture Tips"의 예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림 2의 문화학습 자료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화의 양상을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이 경우 실제 교사가 미국 대표적인 화폐를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 화폐사진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 각각의 화폐에 대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미국의 화폐

아래의 실물 그림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폐와 동전이다.
one($1.00)
dollar

five($5.00)
dollars
quarter
($0.25)

nickel
($0.05)

1. 각각의 동전에는 이름이 있다. 그림을 관찰하고
이름을 익혀보자
2. 다음은 패스트푸드점 주문대의 메뉴 판이다.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해보자.
지폐와 동전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ten($10.00)
dollars
penny
($0.01)

twenty
dollars
($20.00)
dime
($0.10)

,
3. 미국에서 길거리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 10, 25 센트만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85센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전화할 때 동전들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림 3> Seelye의 문화교육 원칙을 반영한 문화활동: 미국의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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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교육 활동자료의 예시 2: 미국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다음은 C 출판사의 교과서 두 번째 단원에서 소개되었던 문화학습 내용이다.
Take a Break

선생님께는 어떤 호칭을 사용할까요?

미국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 보통 남자 선생님께는 "Mr." 라는 호칭을, 결혼한 여자 선생님께
는 “Mrs."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을 그냥 "Mr.,""Mrs.," "Miss.,"
"Ms."만 사용하여 부를 수는 없겠지요. 반드시 이러한 호칭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여 불러야 합니다.
<그림 4> C 교과서의 단원별 문화 소개란, "Take a Break"의 예

위의 문화 학습자료 역시 실제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나 계층 간의 다양성, 혹은 그러한 문화적
습관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사용법을 익히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선생님에게 사용하는 호
칭에 앞서 사제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실제 이러한
문화적 현상에 대해 진위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
화활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
Thank you letter to my teacher

다음은 두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각자의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고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Dear Mrs. Smith,
Thank you for driving us to the Hastings Museum. I had a wonderful
time. It was really nice of you to take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to spend the day with us. I have copied a picture of the
fireman equipment. I thought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what they wore for protection during that time period. I hope you
like it.
Your friend,
Susie

1. 선생님을 부를 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였나요?
2. 이 글에서 느껴지는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짝 활동을 통해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3. 위와 같은 편지를 “thank you letter” 라고 부릅니다.
위의 두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편지를 보낸 이유는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림 5> Seelye의 문화교육 원칙을 반영한 문화활동: Thank you letter to my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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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교육 활동자료의 예시 3: 미국의 식사예절

다음은 D교과서의 네 번째 단원의 문화란에 소개된 식사예절에 관한 내용이다.
Life and Culture

Table Manners

Hodong: What are you doing that for at the table?
Bill: What's wrong?
Hodong: You should not do this.
Bill: What do you mean?
Hodong: We Koreans don't blow the nose for at the table.
우리와 미국인들의 식생활이 다른 만큼 식사 예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손을 직접 뻗어 멀리 있는 것을 집으려 하지만 그들은 Can you pass me...?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
예절을 깍듯이 차리는 그들이 만약 식탁에서 코를 푼다면 어떨까요? 얼굴이 찌푸려지겠지만 그들
은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코를 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답니다.
<그림 6> D 교과서의 단원별 문화 소개란, "Life and Culture"의 예

위의 문화내용 역시 앞서서 소개한 교과서의 문화내용과 전개의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실제적인 근거 자료 없이 규정적인 문화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며
계층과 상황의 맥락에 있어 차별 화된 기술이 없다. 또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으며, 문화의 한 부분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좀더 확장된
문화정보를 포함한 내용과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해 볼 수 있다.
American Table Manners

다음은 “Advice with Dr. Dave and Dr. De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어느 어머니께서 상담한 내용입
니다. 다음을 잘 읽고 생각해봅시다.
Dear Dr. Dee,
In a restaurant, my son blows his nose at the table instead of going to
the restroom as I have requested. My husband doesn't think it's that big a
deal, and won't side with me. Am I right or wrong?
Signed,
There He Blows
Dear There,
Tell your son that all the etiquette experts agree, NEVER BLOW YOUR NOSE IN A
RESTAURANT! Always go to the restroom for nose blowing. If it's just the sniffles, he
can use a tissue to dab his nose if there's only a slight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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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탁에서 코푸는 행위에 대해서 가지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추측해봅시다. 왜 그
렇게 생각했습니까? 가정과 음식점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까?
2)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 가요? 미국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3) 다음은 청소년에게 추천하는 미국의 식사예절입니다. 의미를 생각해보고 흥미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짝 활동을 통해 나누어봅시다.
♣ Say "Please" when you ask people to pass you something and "Thank you." when you
receive something.
♣ When serving yourself, take modest portion of your food.
♣ Adding sauces and spices can be ill-mannered.
♣ Cut your meat one piece at a time: Cut your meat into small piece and then eat before
cutting another piece.
♣ The only way to eat is quietly: Chew small bites of food and swallow with the mouth
closed.
♣ Don't eat too fast: Swallow each mouthful before shoveling in the next.
♣ Wipe your fingers and mouth often with your napkin.
♣ If you want a second helping in your own home, ask for it. If you are a guest, don't ask.
♣ Yes, you may mop up that delicious last bit of sauce remaining on your plate.
♣ If you are served a certain food in someone's home that you really dislike, just leave it
on your plate.
<그림 7> Seelye의 문화교육 원칙을 반영한 문화활동: American Table Manners3)

4. 문화교육 활동자료의 예시 4: 미국의 축제일

마지막으로 아래에 소개된 그림 8의 내용은 B교과서의 아홉 번째 단원에 소개된 미국의 축제일에
관한 내용이다.

3) 위의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 “Advice with Dr. Dave and Dr. Dee이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웹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tore.yahoo.com/nmc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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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ips

미국의 축제일

미국의 축제일은 각주에 따라 다양한데 공통 축제일은 다음과 같다.
* New Year's Day (1월1일) 새해 첫날
* President Day (2월 셋째 월요일):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 Mother's Day (5월 둘째 일요일): 어머님의 날
* Memorial Day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우리의 현충일과 유사한 날
* Father's Day (6월의 셋째 일요일): 아버지의 날
* Columbus Day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
* Halloween (10월31일): 핼러윈
*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 Christmas (12월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나 독립기념일 등 몇몇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휴일이 몇 월 몇 번째 무
슨 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된다.
<그림 8> B 교과서의 단원별 문화 소개란, "Culture Tips"의 예

위와 같은 방식의 문화소개는 단순한 암기거리의 사실 (trivia)에 불과할 뿐 학생들에게 어떠한 관
심도 끌지 못한다. 더구나 축제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구체화된 정보가 없으며 축제일과
관련된 목표어 문화사람들의 언어 표상 등 내용 주제를 고려할 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제
적 자료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축제일에 관하여 스스로의 탐구를 요구하는 학생중심의 과
업으로 재 설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American Holidays

선생님께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4)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아봅시
다. 각자 찾은 답을 그룹활동을 통하여 서로 비교해봅시다.
1) 미국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제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자 탐구한대
로 다섯 가지를 정하여 순위를 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흥미가 있는 한 가지를
골라 축제일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몰랐던 점을 중심으로 나누어봅
4) 교사용 지침서에 미국 축제일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을 소개하여 교사가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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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 또한 그러한 행사를 하게된 유래에 대해서도 조사해봅시다.
2) 다음의 상징물을 보고 무슨 축제일에 대한 것인지 알아 맞춰 봅시다. 또한 자신의 답이
맞았는지 친구들과 나누어봅시다.

<그림 9> Seelye의 문화교육 원칙을 반영한 문화활동: American Holidays

IV. 결론 및 제언

외국어교육에 있어 문화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다. 문화교
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목표어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의 부재일지 모른다. 많은 학습자들
이 외국어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문화학습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어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우리의 학교 외국
어 수업 내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7차 외국어교과 과정 내에 문화의 영역
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화교육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라는
측면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문화적 요소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여야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Seelye의 목표어문화 교육의 원칙을 검토해보고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
여 학교 교과 과정에 적용해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미흡하나마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
으로 초, 중, 고교의 교과서 내에서 문화의 소개와 교육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새로운 개선책의
마련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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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e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English Curriculum:
Redesigning Textbook Materials in Seelye's Framework (1993)
Heyoung Kim

Culture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essential in the language classroom for decades. The
idea of teaching culture was also incorporated into the newly written English textbooks in
Korea based 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However, there seems little concern on what and
how to teach culture in the Korean foreig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the culture education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has the following weaknesses in common. First, they describe culture as
over-generalized facts. Second, these textbooks do not provide any evidence or information that
the students themselves can judge and evaluate to understand the target language culture.
Third, the way they introduce the target language culture is very regulatory and prescriptive.
Seelye (1993) proposes a set of six instructional goals. His fundamental belief is that cultural
instruction must be purposeful, and there should be a sound reason behind each and every
cultural activity. From Seelye's viewpoint, the fundamental problem in Korean middle school
culture education is there is no apparent instructional goals in the curriculum from the
communicative language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redesign culture lesson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major strengths of these new less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is the only modification of the
current material. The content and the length of the lessons have not changed, so no additional
lesson time is required. Second, the lessons were redesigned from Seelye's framework. Thus,
the lesson model is basically task-based, learner-centered. There are authentically contextualized
information for EFL students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mselves about the target language
culture. It is hoped that the English curriculum developers and teachers need to more carefully
consider and develop the cultural content from the suggested viewpoint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