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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매개를 위한 교육적 접근

- 한국 저출산 대응 광고 텍스트 산출을 위한 동기화 단계 적용을 

중심으로 -

김정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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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어 문화매개 교육 방안

Ⅳ.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텍스트의 수용과 산출 과정에 작동하는 문화매

개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상호문화 관점에서 광고 텍스트의 설득 

전략인 동기화 단계에 따라 문화매개 교육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역량 범주에서 한국어 교수 학습 환경이 반영

된 문화매개 역량 요소를 추출하였고 한국어 문화매개 개념과 범주 설정을 제

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어 문화매개 교육적 접근을 위해 한국 저출산 광고 

매체에 따른 자문화와 학습문화 차이의 표현 방식을 한국 문화 수용 정도로 보

고 동기화 단계를 적용하였다.

문화매개 교육적 접근은 한국어 학습자를 문화 행위의 주체적 관점으로 전

환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어 상호문화 교육적 관점에서 국가 문화가 아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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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개별 문화 특성을 교실 활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한국어 교육, 상호 문화 의사소통, 문화매개, 광고 텍스트, 동기화 단계,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텍스트의 수용과 산출, 상호작용 과정에 

작동하는 문화매개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상호문화 관점에

서 광고 텍스트의 설득 전략인 동기화 단계에 따라 문화매개 교육을 위

한 접근을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는 세계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타문화권 사람들과 상

호작용이 중요해지는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1)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OECD(2018)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필수 핵심 

역량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면서 정의와 개념틀에 관한 연구(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16; Auld, & Morris, 2019)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각 

학문 분야에서도 구체적 실행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분야에서는 글로벌 역량의 핵심을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

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이하 ICC)2)이라는 관

1) 세계화(Globalization)는 세계를 한 울타리로 인류 공동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중시

하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각 나라나 민족의 특징․차별성 등이 

아니라 상호의존을 바탕에 둔 세계공통의 보편적 기준이며 가치이다. 세계를 ‘하나

의 지구촌’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일반적으로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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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최진철, 2016)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에 

대한 연구물들은 한국어 교육과 상호문화 간의 관련성과 구체적인 구

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관련성은 한국어 교육을 

상호문화 교육으로의 확장 차원에 대한 연구(장한업, 2020), 교재나 학

습자, 교사 연구(전정미, 2019; 송재란, 2015), 영화나 광고, 전래 동화나 

고전 문학을 활용한 방법적 연구(조연하․박덕유, 2020; 왕매․민정호,

2021), 상호문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내용 선정 연구(조영미, 2018;

김인규, 2020; 이원희, 2021; 황유라, 2021) 등 한국어 교육의 분야에 따

라 다양하다. 주로 상호문화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이

고 이러한 연구 현황은 유네스코나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선

언한 세계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상호문화 교육과 관련시키

면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

적 추세와 그 배경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교류의 접점인 매개라는 용어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매개가 ‘어떠한 관계 맺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관계 맺음하

는가에 따라 매우 광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순간부터 전제되어 있으

며 외국인 학습자의 자문화와 언어는 한국어와 문화의 상호 갈등과 협

는 의사소통 현상을 의미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과 “문화의 차이

로 인한 오해 및 갈등”의 해결방안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최윤희, 2000: 145). ‘문

화 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문화 간 행동 능력(intercultural action

competence),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또는 이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간문화 능력’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

는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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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겪으면서 문화 간 차이를 인지하고 의사소통이라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 교육에서 매개가 기본적인 전제이자 작동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에 대한 개념과 

영역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에서 교수 설계나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틀

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업 중이나 대학교 졸업 후 자국이나 타국에서 

직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때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매개자는 반드시 문화 예술 분야의 전통적인 전문 

인력3)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무는 다를지라도 문화와 매개가 지니는 

각각의 다양한 개념역과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속 가

능한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

입이 필요하다.4)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는 국가 주도형 국제문화교류 기관

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학당 재단 중심이거나 해외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공통 참조 프레임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5). 문화 교류는 국가문화(national

3) 기존의 문화매개 연구가 미디어 콘텐츠 분야나 문화 예술에서 작품과 향유층인 

대중 소비 문화 측면에서만 집중 조명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어 

교육을 상호문화 의사소통 관점으로 접근할 때 매개는 문화간 매개와 의사소통 

매개, 상호문화와 의사소통 간의 매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차원

이나 학습 주제 차원, 소통 차원 등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4) 문화매개의 시초는 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문화, 예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 

분파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 개입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매개는 해외 현지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표준적 준거 설정을 위해 언급한 김호

정 외(2021)를 제외하고 국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를 언어 활동과 관련된 작

동 기제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하다.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은 한국문화의 ‘국제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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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생

활 속에서 한국어 텍스트를 학습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개인 차원에서

의 미시적이고 개별 문화능력6)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에 대한 영역과 범주 설정

에 주안점을 두고 그 틀을 적용하기 위해 광고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화

매개 교수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언어 활동을 

통한 문화매개의 구체적 구현이고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일반적이

고 보편적 관점이 아닌 한국이라는 특정 문화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수

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과정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 교육을 위해 저출산을 주

제로 한 공익광고와 정책 브리핑 자료로 제시된 저출산 5대 패키지 읽

기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 광고 문구를 작성하게 

하는 활동을 상정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자문화와 학습 문

화인 한국 문화의 간극을 광고 설득 전략인 동기화 단계에 따라 문화매

개 교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고 텍스트는 문화와 문화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며 서로 

2003년 6월 출범하여, 2018년까지 15년 간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 간 교류를 위해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과 같이 19개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김면, 2019:13-14). 세종학당 

재단은 해외 현지 문화 보급과 파급을 위해 문화프로그램 실행 매뉴얼 개발(2014)

나 문화교육과정개발(2014), 문화과정모형개발(2019)과 같이 국가 주도형 언어기

반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https://www.ksif.or.kr).

6) 특정 문화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ICC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최진철(2016)에서는 목표 문화를 전제로 하는 문화 교육에 활용된

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속한 문화 경험이나 지식을 중요하게 다룬다.



96  韓民族語文學 第96輯

다른 문화적 경계의 융합 현상이다(박기순, 2013). 문화매개에서 다루

는 문화 차원은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메시지에 대한 이해 능력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김유경, 2004). 따라서 광고의 설득 전략인 동기화 단계

는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문화 관습에 따라 한국인을 설

득해야 하므로 자국과 타국 문화매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고 상호 문화의 수용 정도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 교육은 추후 미래 한국어 문화 교류자로

서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또

한 문화 소통 간 접점 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개 유형과 전략을 살

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외연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어 문화매개 역량 요소

상호문화 의사소통이란 ‘한 문화권의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Samovar, Porter, McDaniel

& Roy, 2015:7)나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상

호작용에서 문화가 문제시될 때의 의사소통(Piller, 2011)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들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화7)는 각자의 마음속에 

7) 문화의 다면적 성격 중 학습성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

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습득과정(encluturation)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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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믿음, 가치, 규범, 사회적 관습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해석적(interpretation)으로 공유되는 행동 방식이라는 점이다. 문화는 

그 개념 역에 교류와 소통이 내포되어 있고 문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타 

문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점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한다.

Byram(1997)은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가 되기 위해

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하며 

그 정의를 ‘외국어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를 태도(attitudes), 지

식(knowledge), 해석 및 관련짓기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비판적 문화 의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으로 제시하고 있다.

Byram(1997)의 연구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구성 요소를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통의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상호문화의 역동성을 강조한 Knoche(2000)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생길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

즉 문화적 차이와 생소함, 집단 간의 역동성, 이에 수반되는 긴장과 갈

등을 잘 조절해나갈 수 있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능력”이라 규정한다.

Fantini(2000)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로 Byram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요소와 비슷하게 태도(Attitudes), 기술(Skills), 지식

(Knowledge), 인식(Awareness)8)으로 제시하고 있다.

러한 과정에서 상이한 문화 간의 교류 과정인 문화학습과정(acculturation)을 통해 

상대의 문화를 학습한다고 한다.

8) Fantini(2000)는 지식과 기술은 등급을 매기기 쉽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된다. 인식

은 등급을 매길 수는 없으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

하면서 가운데에 배치하였다. 인식은 탐험, 실험, 경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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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호문화 역량 범주인 지식, 이해, 기술, 태도, 가치는 서로 분

리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이며 총체적으로 작동한다.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문화 역량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역량은 상호문화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문화를 인식하고 문화 지식을 

활용하면서 문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문화 의사소통 역량 요소를 재

조직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태도

문화적 기술

상호문화 

의사소통

역량

[그림 1] 상호문화 역량 모형

이러한 역량 모형은 공통 역량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매개를 설명하기에는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을 

고려해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9). 문화 매개 역량 요소의 설정 근

거는 Koester와 Olebe(1988)의 문화 간 행동 평가 항목(The Behavior

Assess-ment Scale for Intercultural Competencs: BASIC)과 다문화 

성격 설문지(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MPQ)를 

기 성찰적이며 반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9) 매개는 수용, 산출, 상호작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

한 언어 기능이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호정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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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행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문화매개 역량 요소

문화 인식 - 학습자 자문화(L1)와 목표문화(L2)에 대한 차이 인식

문화 지식

- 학습할 문화 내용 지식

- L2 독자 문화에 대한 지식

- 담화 장르 이해와 구성에 대한 지식 

문화적 태도

- 문화 지식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가능성

- 수행 과제에 대한 과업 역할 행동

- 공감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

문화적 기술
- 소통에서의 상호작용 관리

- 문화 차이에 따른 중재 기술

<표 1> 한국어 교수 학습 환경에서 문화매개 역량 요소

문화적 인식은 자신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

고, 자신과 타 문화적 배경을 인지하는 것이다(정갑연, 2021). 문화 인

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제시한 Sercu(1998)에 따르면 문화적 상대주

의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 단계이다.

문화적 지식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산출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목표 

문화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때 학습한 내용에 대한 문화 지식과 

담화 장르에 대한 이해와 구성에 대한 지식인 언어 내적 차원과 L1(자

국언어)와 L2(학습언어) 간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자 문화권에 

대한 변인을 고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를 사

용하는 것처럼 모국어의 관점에서 목표언어를 표현한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마다 상이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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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

할 수도 있다. 즉 언어의 용법은 문화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습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조애리, 2008).

문화적 태도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감정과 관련된 항목이다. 문

화적 공감을 기반으로 다루는 텍스트 내적, 외적 요소들이 다르다라는 

열린 마음과 사회적인 적극성, 수행 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리더나 

협조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문화적 기술은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협상(negotiation)의 기술 

및 전략을 익히는 단계이다. 소통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

고 양자나 타자 간의 갈등이나 오해, 문화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기술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 유연성 증진(cognitive flexibility),

문화 민감성 증진(cultural sensitivity), 자․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ethnic understanding), 창의적 문화수렴 능력 증진(innovativeness)

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2. 한국어 문화매개 개념과 범주

여기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와 매개의 경계 설정이 모호한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한국어 문화매개에서 ‘문화’와 ‘매개’에 대해 

선행 분석을 통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각각의 용어는 학문영역

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범주와 개념역을 다르게 설정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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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어 문화매개에서 ‘문화’ 범주 설정

국가 외국어 학습 표준(National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NSFLL)에서 제시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Com-

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인 5C로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상호 연계되

고 결합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문

화 내용은 일상생활, 사회 제도 및 기구, 현재 및 역사적 이슈, 문학, 예

술 작품, 문화적 태도 및 우선순위 등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타 언

어 사용자들에 의해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

다. 또한 핵심적 문화 자질과 개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이것들을 선별, 종합, 해석해서 타 문화권 사람

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책략을 학습해야 한다

(박준언, 2012).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진철(2016)에서는 ICC를 활용하는 영역인 문화 간 커뮤

니케이션 과정이란 상이한 ‘집단’ 출신인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각자의 차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낯설음을 경험하

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ICC는 ‘문화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

위자 상호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에 대한 무지 상황을 인지 상황으

로 전환시켜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정상의 상태를 회복하고 결속력을 

만들어 주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 의사소통은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행위자 개인의 

행동 목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포함

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문화가 국가 단위의 문화 경계 설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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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개인의 입장에서 문화 간 상호작용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

능한 모든 상호작용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학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학습자가 속한 지역이나 학교 집단의 특수성이 반

영된 문화범위에서 모든 학업 영역까지 아우룰 수 있는 행동 영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노출 빈도나 수행 경험은 누

적화되어 상호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도(언어와 문화 

분리) 학습하는 가운데 학습자가 행위 주체자가 되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 범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다각적 검토를 교수 학습 내 문화 요소로 고찰

한 이승연(2014)은 문화의 순환적이고 생산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학습자 

문화(C-Learners, culture of learners), 교육 대상 문화(C-Content,

culture as educational contents), 교사의 문화(C-Teacher, culture of

teacher), 교수 학습의 맥락이 되는 문화(C-Context, social context of

teaching and learning), 보편적 문화 요소(C-Basic elements, basic

elements of culture)로 구분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 문화 내용을 선정한 황설운(2013)연구는 ‘대학 

생활’에서 학업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 도출 근거로 장소는 강의실, 내

용은 정보 교환(학습 내용 교류, 학습 정보 교환, 과제 관련 정보 교환 

등), 목적은 강의, 토론, 발표, 과제, 학회, 학점, 시험, 논문 등 학업과 

관련된 항목이 높았으며 의사소통 방식은 양방향 의사소통이 77.2%,

의사소통 대상자는 한국인과의 친교적 의사소통보다는 정보 교류적 의

사소통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상호문화 의사소통에서 다루는 문화를 학습

자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실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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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서 발생하는 문화를 주목했다는 점이다. 물론 수업에서 다루는 

문화의 내용은 교수자의 선택이나 교재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

어 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

기 네 기능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언어, 교수가 일

어나는 수업 맥락으로서의 한국어 교과 문화와 교육 내용(학습 주제)으

로써의 문화, 학습자가 상호문화를 매개하는 인지적 관념으로써의 문화

로 그 범위를 다층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2 한국어 문화매개에서 ‘매개’ 범주 설정

매개10)란 어원상 라틴어 ‘medius’(중간)’, ‘mediatus’(중간에 위치함),

‘mediare’(가운데를 나누다)에서 유래되었다. 매개는 당사자들 중간에 

자리하여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행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문제 해법을 통해 합의나 해결을 이끌도록 하는 과정

이다.

매개자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국가적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 민주주의적 정책을 지향하면서 향유자의 예술 경험을 

10) 매개(媒介)는 프랑스어 명사 ‘메디아시옹(mediation)을 번역한 것이다. 명사 ‘메디

아시옹’의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혹은 두 조직 간의 조정 혹은 화해를 위한 중재”

를 의미한다(민지은․지영호, 2016:4-5). 매개가 문화적 산물로서 작품과 대중이 

만나는 수용과정이라는 문화 예술의 향유 개념으로 주로 대중 예술 보급과 관련하

여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 예술 문화의 대중화라는 문화 민주화를 실현하는 도구

로 등장한 개념으로 그 성격이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과 대중과 만남과 같이 작품

과 대중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거나 문화, 예술과 향유하는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문화 촉매의 연장선의 성격을 지녔다. 본고에서 매개를 

‘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이나 두 조직․개인 간에서 제3자

의 역할이 아니라 텍스트 관계,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과정 속에서

의 문화매개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 매개 영역 설정을 언급한 김호정 

외(2021)의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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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전문 직무로서의 문화매개자와 관련이 깊다. 산업 지향적 

문화매개자 논의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다양한 지점에서 가치를 형성

하는 전문가를 문화매개자로 정의하는데 예술이든 산업 분야에서든 매

개는 대상 간의 적극적인 상호소통을 전제로 갈등과 협상을 통한 관계 

맺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심보선, 2019).

이러한 매개의 속성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상통되며 다양한 언어 활

동에 적용될 수 있다. 김호정 외(2021)에서는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인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

2018/2020)를 근거로 한국어 교육에서 매개 영역 설정의 필요성을 적

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매개는 외국인 학습자의 자국어(L1)에서 학습 

한국어(L2)로 옮기는 번역이나 통역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학습자들 간

의 소통,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이나 개인의 의미구성에 동반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광의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매개 활동은 언어적, 문화

적,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용을 의미에 맞게 재구성

하여 구어/문어로 중계하고,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 및 집

단 안팎에서 긍정적인 촉진을 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교화하기 위한 인지적인 활동을 한다. 또 다양한 문화적 차

이점들을 인식하여 소통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CEFR(2018/2020)에서 매개는 행위 중심적 접근 관점하에 수용, 생

산은 물론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활동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외국어 언어 활동인 수용, 산출, 상호작용11), 매개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11)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2018/2020)에서는 전통적 언어 활동 분류인 말하기와 

쓰기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산출 범주를 설정하였다. 표현

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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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텍스트

매개

구어로 특정 

정보 중계하기

문어로 특정 

정보 중계하기

구어로 데이터 

설명하기

문어로 데이터 

설명하기

구어로 텍스트 

처리하기 

문어로 텍스트 

처리하기 

문어 텍스트 

구어로 옮기기

문어 텍스트 

문어로 옮기기

메모하기(강의, 개인/

모둠 발표, 회의 등)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표현하기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및 비평하기

개념

매개

집단 내에서 협력하기
동료와의 협력적 상호작용 

촉진하기

의미구성을 위해 

협력하기

집단 활동 주도하기 상호작용 관리하기
개념적 대화 

장려하기

의사소통

매개

다중문화 공간 

촉진하기

비공식적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행동하기 (친구 및 

동료와 함께 하는 상황)

예민한 상황 및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의사소통 촉진하기

<표 2> 한국어 언어활동에서 매개 유형

있으며 매개 영역만 추출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12)

산출(production)은 상대방에게 의견이나 의사,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생

성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 언어 활동과 

전략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산출 대신 표현 범주를 설정했을 것이다

(김유미 외, 2021). 수용(reception)은 입력된 정보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뿐만 아

니라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물론 스키마의 활성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수용은 듣기와 읽기를 아우르는 ‘이해’ 영역과 깊게 관련된다.

그러나 수용은 청각적 이해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수화 

기호(sign)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는(CEFR 2020: 22) 점에서 

기존의 ‘이해’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김선정 외, 2021).

12) CEFR(2020)에서는 초창기 매개(mediation)의 개념을 타언어 간 번역의 의미로 

협소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최근에는 수용, 산출, 상호작용과 함께 언어 간에 또는 

하나의 언어 내에서 타자 간 또는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다각도의 의미를 공동 

구성하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언어활동으로 광의적으로 접근한다. 하나

의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이해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모든 언어활동을 매개로 보

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김호정 외, 2021 재인용). 여기서는 매개 영역

과 매개 전략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외국어 언어 과제 활동에 사용되

는 것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과제 맥락이 반영된 매개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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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개 유형은 학습자의 문화적 사고 교류에서 어떤 문화적 내

용을 어떻게 매개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에서 문화적 절충이나 결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 학습 문화에 도달하기 위

해 수용하고 산출해야 하는 텍스트에서 자국과 타국의 상호문화 관계 

속에서 매개 전략 또한 선택되어 진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

화매개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수용과 산출, 상호작용에 동반되는 문화적 사

고에 대한 조정과 협상 과정이다.

상호문화 간 매개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이 과정은 인지적 관계적 매

개가 언어 매개와 상호 작용하면서 문화의 다름을 이동하여 담화 공동

체가 도달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 언어 기호 등과 같은 문화 산물(cultural products)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이상빈, 2011). 따라서 문화매개자의 역할은 

“문화적 차이를 중재하는, 문화적 배경을 전달하는, 그리고 타문화를 표

현하는, 실천자(practice)”로 이해할 수 있다(Sturge, 2008:67).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 영역은 자문화와 이문화가 만나는 접촉지

대(contact zone)(Pratt, 1992:6)이자 그 순간이며 문화의 혼종성을 창

출하는 거대한 담론이다.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수용

과 산출은 매커니즘이고 문화 간이나 문화 내부 또는 문화 너머의 타협 

불가능한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이 차이를 어떻게 세계와 연결하는지

에 집중한다(Bhabh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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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문화매개 교육 방안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보라’는 말처럼 문화적 

차이에 연관된 광고의 기능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박기순,

2013). 따라서 광고의 목적이 상대의 설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문화인 한국 문화로의 전이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 텍

스트 산출을 동기화 단계에 따라 적용하고자 한다. 광고 텍스트는 문화 

지식이나 문화적 정서나 태도, 소구(appeal) 전략 등 문화 역량 요소가 

종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1. 광고 매체에서 문화 차이와 표현 방식

현대 사회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소비

자의 가치관 변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광고는 한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기능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에 따라 혹은 각 시대에 따라 급속도

로 변화한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 모습과 구성원의 생활방식이 변화함

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가치관으로 정착하는데 광고는 

이러한 표현의 강력한 도구로써의 기능을 한다(성영신․황택순․이영

철, 1992).

앞 장에서 언급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문화매개 역량은 문화 콘텐

츠에 관한 지식, 향유자에 관한 지식, 프로젝트 이해와 수행에 관한 

지식, 설득 수단을 토대로 문화매개 활동을 만든다(민지은․지영호,

2016:64-69). 문화 콘텐츠에 관한 지식과 향유자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참조점을 도출하여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돕는 설득 수단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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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매개의 전통적인 프레임을 한국어 학습자들의 텍스트 과제 

수행 현상에 적용해 본다면 프로젝트 과제, 과제 텍스트, 독자, 설득 수

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광고의 교육적 효능은 다양한 학습의 코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

성, 설득과 정보제공의 특징, 심미적 특징, 오락적 기능, 학습자의 흥미

와 수준에 맞은 다양한 영역의 좋은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인혜

영, 2009; 박인기 외, 2000).

광고13)는 매체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데 인쇄 매체 광

고 텍스트는 인쇄물로 된 것으로써 잡지나 신문, 포스터 형식으로 수용

자에게 전달된다(박영준 외, 2006:75). 이러한 인쇄 텍스트는 학생들에

게 익숙한 영역인데다가 인쇄 형태이지만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

고 단위 차시에 수업 과제 분량으로 적절하다. 인쇄 광고 텍스트는 독

자에게 어떻게 만족을 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여 적절한 전략을 선택

하므로 문화 요소를 구체화하여 독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윤신원,

2015).

그렇다면 광고에서 문화매개를 위해 ‘문화의 무엇을 매개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 자문화와 학습 문화의 차이

13) 광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광고는 영어로 ‘advertising’또는 ‘advertisement’라

고 하는데,‘주의를 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의 욕구나 필요를 자극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행동을 촉진시키거

나 광고주 자신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

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광고는 사진이나 영상, 배경음악, 효과 음향, 문자 등 언어

적, 비언어적 요소를 두루 지니고 있다. 인쇄 광고에서는 헤드라인(haedline), 오버

라인(overline), 서브헤드(subhead), 바디카피(bodycopy), 슬로건(slogan), 캐치

프레이즈(catchphrase), 캡션(caption) 등이 카피에 해당된다(인혜영, 2009). 본고

는 학습자의 문화적 사고 교류를 중시하므로 광고 구성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논

의는 논외로 한다. 주로 말이나 글로 표현된 부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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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 간 문화를 비교 연구한 Hall(1987)과 Hofstede

(2001)의 연구는 문화 차이의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므로 참조할 만하다.

이러한 문화 차이는 광고의 수용과 산출에 있어서 심리적이고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광고 표현 방식에도 적용된다.

Hall(1987)은 사람들이 서로 깊이 개입되어 있는 문화에서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간단한 메시지라도 깊은 의미를 담고 원

활하게 흘러나가는데(서영택․심성욱, 2017) 이러한 문화를 ‘고맥락 문

화’(High Context)라고 지칭하고 있다. 같은 방식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는 정보가 이미 공유되어 있는 맥락에 의지하고 있거나 개인에 내재되

어 있어 외적으로 코드화되어 외재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매우 적다

고 하였다. 반면으로 보면 저맥락 문화(Low Context)에 속하는 경우는 

언어 코드가 매우 정교하여, 전달되는 언어적 신호는 상황에 변함없이 

매우 일관성을 지닌다.14) Hall의 문화 차원과 광고 커뮤니케이션에 적

용하면 고맥락 문화 또는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의 정보가 메시지로서 

표현되지 않고 상황에 의존하는 문화를 말한다. 반면, 저 맥락 문화에서 

정보는 겉으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메시지 형태로 전달된다.

그만큼 언어에 높은 가치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고 맥락 문화에

서 광고는 상징적 표현 또는 간접적 언어표현이 특징이고, 저 맥락 문화

에서는 광고 속에 주장과 언어적 수사가 잘 드러나 있다.

Hofstede(2001)는 모든 국가의 문화 가치를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였다. Hofstede(2001)의 모델로 알려진 VSM(Values Survey Module)

에 의하면 문화적 가치 지향성을 아래와 같이 5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14) Hall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랍문화는 고맥락(고상황적)

문화에 속하고 미국, 독일 유럽적 같은 문화는 저맥락(저상황적)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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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거리 (Power Distance: 權力 距離)

개인주의/집단주의 (individualism/collectivism)

남성주의/여성주의 (masculinity/feminity)

불확실성 회피성향 (uncertainty avoidance)

장기지향성 (long-term orientation)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신분 상징에 의한 광고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특성이 있으므로 광

고에서의 표현도 사람들에게 주로 직접적이고 개인화된 방법이 동원되

거나 명령어법을 자주 사용한다(고월선, 2012). 집단주의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고 광고에서 상징과 오락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과장, 설득, 비교 광고는 남성주의의 반영이고, 친절한 배려,

부드러움, 작은 것 등을 강조하는 광고는 여성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 역할의 차이도 광고에 나타난다.

불확실성의 회피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설명, 구도, 긴 카피, 실험, 전

문가에 의한 증언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도 세심하게 고

려된다. 불확실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제작자의 능력과 모든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

다 장기지향성을 반영하는 아시아 광고에서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중요한 가치이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가 격렬한 대립과 제품을 직접 언

급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박기순, 2013).

앞에서 언급한 Hall과 Hofstede의 한국 문화의 가치 지향성을 광고 

텍스트 수용과 산출, 상호작용 과정에 적용해 보면 한국 문화는 고맥락 

문화이며 위계적인 사회, 집단주의 사회, 여성 사회, 불확실성이 큰 회

피국, 장기적인 지향적인 사회, 욕망의 만족이 통제되는 사회이다.15)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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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학습자들이 습득된 자문화와 학습해야 하는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 가치의 방향으로 문

화매개가 전이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2. 동기화 단계에 따른 문화매개 교수법

동기화 단계(motivated sequence pattern)16)는 설득 메시지 조직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동기화 단계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관

심사에 대해 화자가 생각하는 대안을 주장하여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Monroe, 1962). 청자

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단계를 활용한 메시지 조직 형태로 구체적인 세

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박재현, 2013:173 재인용).

15) Hofstede의 문화모형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가 간 문화 차이나 경향을 

살펴보기에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므로 어느 정도 유용하다. 아래 그래프는 홉스

테드 인사이트(https://www.hofstede-insights.com)에서 나라별 비교(Country

Comparison)중 영국과 비교한 것이다. 마지막 차원인 쾌락 추구는 2010년에 추가

된 차원이다. 항목별 앞의 도표가 한국 문화 차원 점수이다.

 

16) 1930년대 중반 앨런 먼로(Alan Monroe)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국내 처

음 소개된 것은 1958년 정태시가 ‘새 시대의 연설’에서 먼로의 스피치 실연 개요를 

다룬 것이다(박재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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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끌기(Attention): 주제에 대해 청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요구(Need):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시켜 언급하여 청자의 요구를 

자극한다.

만족(Satisfaction):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와 만족을 획득

한다.

시각화(Visualization): 해결방안이 청자에게 도움을 어떻게 되는지 

묘사하여 청자의 욕망을 강화한다.

행동(Action):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동기화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청자를 설득해야 하므로 

한국인 독자의 입장에서 문화매개를 지향해야 하는 관점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Monroe & Ehninger(1969)에서 제시한 독자의 입장에 따

른 동기화 단계의 전략적 적용을 보면 문화매개에서 학습자들이 어떠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는 

인쇄광고 산출 단계에서 학습 문화에 대한 중재 개입이 적극적으로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교육 대상자와 교육 활동의 상정은 한국어 능력 고급단계인 5-6급에 

해당되며17) 인쇄 광고의 주제는 ‘저출산 해결’에 대한 공익광고 문구를 

한 모둠에서 협의하여 작성하는 모둠활동이다.

문화 교육을 위한 주제 선정 기준은 학습자 요구나 민족 문화의 상징

성이나 정체성, 사회적 주제이면서 삶과 밀접한 주제 등 주제 선정 기준

에 대한 논의(문화관광부, 2006; 우인혜, 2004; 최주열․김명권,2013)는 

17) 한국의 저출산 국가 정책과 관련된 읽기나 보기 자료가 전문적 용어 사용이나 시

사적 내용을 포함하므로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급 단계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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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본고가 ‘저출산’이라는 주제로 TV 광고를 선정한 이유는 기

존의 한국어 문화 교재를 보면 사회적 단절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밖

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TV광고를 사회 현상으로 활용하여 이를 보

완한다는 Erkaya(2005) 관점을 가지면서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만혼(晩婚) 및 비혼(非婚) 문화의 확산 등

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低出産) 현안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으

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장려 공익광

고 자료 장면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저출산 장려 공익광고 자료18)

18)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출산장려 공익광고 행정안전부https://www.youtube.com/

(검색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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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2018/2020)에서 매개전략으로 제시된 방법19)은 일반적인 언

어 활동에 작동하는 기제로써의 전략이다. 문화매개 전략은 학습자의 

자문화에서 학습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학습 문화로의 도달을 위한 

이행 단계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Monroe & Ehninger(1969)가 제시

한 독자 중심은 매개 방법이 학습자의 내적 인지 과정을 거쳐 조정 선

택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 문화로의 이행을 매

개하도록 문화적 사고 교류의 프레임을 알려 줄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Monroe & Ehninger(1969)의 프레임에 근거하여 독자 

중심의 상호문화 의사소통에 기반 방법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문화(한국 문화)인 한국인 독자의 중심이란 한국 문화에 최대한 

근사치에 이르는 수준으로 한국 문화 수용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상

호문화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학습 문화인 한국 문화 수용도에 도달해

야 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서는 한국 문화 수용 정도를 기준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에 한국 문화에 최대로 근접한 것은 찬

성, 한국인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수용 불가능한 문화는 반대라

는 의미이다. 또 외국인 학습자 작성한 글귀에서 한국인 독자가 관심은 

있으나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와 독자가 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20). 이러한 문화 수용도는 Bennett(2013)이 제안한 상호

19) CEFR(2018/2020)에서는 매개 전략으로 새로운 개념 설명 전략과 텍스트 단순화 

전략으로 구분한다. 김호정 외(2021)에서는 사전 지식과 연계하기, 적합한 언어 선

택하기, 복잡한 정보 쪼개어 보기, 조밀한 텍스트 부연하기, 텍스트 줄거리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20) 여기서 독자 입장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도의 구분은 객관적인 통계나 수치로 측정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문화 수용 판별에 

대한 준거 설정을 문화를 해석하고 중재하는 행위자 중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상호문화적 감수성의 발달 단계는 ‘부정, 반응,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의 6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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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수용정도

단계
찬성

관심은 있으나

미결정
무관심 반대

【1단계】

주의끌기

한국인의 흥미를 

끌기 위한 생생한 

문구나 장면 제시

하기 강화하기

저출산 문제 중 공

익광고 영상 문제

에 대해 문제점을 

주목하게 한다.

저출산에 대한 무

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가 없는 

미래 모습인 급소

를 공략한다.

가족 사랑이라는 

인류애를 공동 기

반으로 확보하여 

외국인 학습자들

에게 가족 경험을 

이끌어 낸다

【2단계】

요구

한국의 저출산여

러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를 선

택하여 생생한 실

례를 든다.

동생이 필요한 상

황과 이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상황

에서 왜 이런 상

황이 존재하는지 

대화하게 한다.

인류 공통의 저출

산 문제에 대한 강

력한 증거나 사진

을 보여주고 왜 저

출산이 극복되어

야 하는지 스스로 

말하게 한다.

출산을 하는 것만

이 가족애가 아니

라는 반대를 제악

하기 위해 증언이

나 자료를 제시한

다.

【3단계】

만족

부부공동 육아 휴

직 문제라면 조건

을 제시하고 요구

할 사안을 명확히 

진술한다.

동생이 필요하다

고 했을 때 최고

의 해결책임을 언

급한다. 외자녀

보다 다자녀일 때 

인성이나 감성 발

달에 좋다는 증거

나 전문가 증언을 

제시한다.

학습자 자국의 출

산 문제와 한국의 

출산 문제를 비교

하면서 문제점의 

공통점을 찾는다.

출산이 국가적 차

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고

의 해결책임을 언

급하여 성공사례 

제시한다.

<표 3> 동기화 단계에 따른 저출산 대응 광고 텍스트 문화매개

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단계 간 물리

적인 분리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자문화와 학습 문화의 동

화인 찬성은 적응과 통합 단계, 반대는 자문화와 목표 문화 간의 차이는 

부정과 반응, 관심은 있으나 미결정은 수용, 무관심은 최소화의 성격과 

관련된다.

   

다(장한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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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각화

부부공동 육아 문

제의 해결시 미래

의 모습을 투사해 

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과 형제 남매

의 모습을 시각화

한다.

학습자 자국의 문

화와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생각

하고 자국의 출산 

문화와 관련지어 

시각화한다.

저출산 문제가 해

결되었을 개인과 

국가가 행복할 수 

있는 장면이나 사

진, 영상을 보여주

고 시각화 한다.

【5단계】

행동

한국 사람들 중 

해당되는 사람들

이 많이 참여하도

록 동참할 행동을 

촉구한다,

한국의 문제 상황

에 기반하여 행동

을 촉구한다.

자국 문화 중 출산 

관련 흥미 있는 장

면을 기반으로 한 

출산 문제와 관련

지어 행동을 촉구

한다.

자국 문화를 기반

으로 한 출산 문제

와 관련지어 행동

을 촉구한다.

찬성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입장에서 산출한 텍스트 내용을 완

전 수용하는 경우이다. 학습자의 자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모둠별 상호

작용을 거쳐 화자의 입장과 학습 문화인 독자들의 입장이 동일한 경우

이다. 상호 문화 감수성 단계에서는 적응과 통합 단계이다. 자신의 문화

적 관점을 타문화의 관점으로 바꾸어 경험을 재구성하여 행동할 수 있

는 상호문화적 공감(interculturalempathy) 능력을 갖게 된다. 타문화

와의 접촉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관에 공감하며 행동의 변

화까지 보인다(장현정, 2019).

반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텍스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수용 불가능의 경우이다. 이때 학습자는 한국문화

가 자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거나 

두 문화 사이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간

주하고 한국 문화를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전형성이 나타나는 타문화

에 대한 부정과 방어와 관련이 있다.

관심은 있으나 미결정인 경우는 개인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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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문화 간 행동과 가치 차이에 대해 존중하

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각각의 행동과 가치의 패턴을 문화적 맥락 안에

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문화와 타

문화의 공통점을 찾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며 저출산이 인류 공통의 문

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독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무관심은 한국인 독자가 외국인 학습자가 작성한 광고 문구에 관심

을 안 가지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마다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 즉, 인류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강

조하는 단계이다. 장현정(2019)에서는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본질적으

로 우리와 같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 차이는 최소화하고 너희는 나와 같

다고 주장하며 개인이 가진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쇄 광고 텍스트를 산출하기 위해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 이미지, 시

각 자료 등이 한국인 독자의 요구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광고를 위해 한국 문화의 가치 지향인 고 맥락 문화에서 행복,

아이, 가족과 같은 상징적 표현이나 이미지를 강조한다든지 5가지 문화 

차원 중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표현하기, 출산의 장기적인 대책이나 미

래의 불확실성을 확실성 있는 방향으로 광고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되어야 한다.

Ⅳ. 마무리

상호문화 의사소통 관점에서 문화매개는 한국어 학습자의 자문화와 

학습 문화인 한국 문화 간의 차이에 따른 정도의 차이이지 대척 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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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의 시작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

가 한국어 교육과정에 범주나 문화 항목에 따라 국가, 민족, 인종과 같

은 거대 문화를 대표하는 보편성 중심의 상호문화적 접근이라는 점이

다. 외국어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 학습 맥락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체적

으로 텍스트에 내재된 문화 요소를 어떻게 상호 교섭적으로 교환하고 

중재, 협상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개별적인 매개 과정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착안한 점이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2장에서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역량 범주

에서 한국어 교수 학습 환경에서 문화매개 역량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한국어 문화매개 개념과 범주 설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어 문화매개의 교육적 접근을 위해 저출산 광고 매체에 따른 문화 차이

와 표현 방식을 한국 광고 매체의 동기화 전략에 따라 한국 문화 수용 

정도를 주의끌기, 요구, 만족, 시각화, 행동의 단계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화매개를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위 차시 지도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한국 문화 현상 

중 저출산에만 한정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매개 교육이 

아직은 시론적이라 독자적인 교수 모형 정립은 추후의 문제로 미루더

라도 과제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문화에 도달하기 위해 동기화 단

계에 따라 적용한 것은 문화매개 교육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구현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든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현재 당면한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문화 내용은 한국 사회에 나타난 특정 문화 현상이지만 

전 세계적 관심사에 있어서 미래의 대안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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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개 교육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

화를 접할 때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평가하는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준거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문화 소통을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상이한 문화의 이해

와 양립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문화변용 

현상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인 한국어 수업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 텍스트를 수용하고 산출 상호작용하면서 자국과 타국의 문화매개

자로서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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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ducational approach to Cultural Mediation for Korean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motivated sequence pattern respond to

the low birth rate in Korea -

Kim, Jeong-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investigate the cultural-
mediated phenomenon that operates in the process of text acceptance 
and outpu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attempt an approach 
for culture-media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synchronization stage 
of advertising texts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Chapter 2, culture-mediated competency factors were derived in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n the categor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the Korean cultural 
mediation concept and category setting were presented.

In Chapter 3, for an educational approach to Korean culture, cultural 
differences and expression methods according to advertising media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motivated sequence pattern of Korean 
advertising media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ccording to the stages of visualization and action, 
cultural mediation methods were discussed to write advertisements for 
low fertility.

The cultural-mediated educational approach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verts Korean learners to an action-oriented approach and in that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individual cultures, not national 
cultures, through text language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intercultural education.

Key Words：Korean edu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ultural mediation,

advertising text, motivated sequ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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