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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주의와 언어교육정책

Mutilingualism and Language Education Policy

김양순

Kim, Yangsoon

요 약 우리는 이 연구에서 다언어주의 맥락에서의 지속가능한 언어교육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구의 다수가 다언

어적이므로 다언어구사자들이 기준이 되는 다언어정책이 교육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통적으

로 다언어사회였던 미국의 언어교육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언어교육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

언어교육정책의 채택 동기와 정당성을 지속가능성, 정체성, 공정성, 세계영어, 기계번역, 그리고 보편문법이라는 6 가

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 언어정책의 모델로 미국에서는 영어플러스(영어+n) 정책을 제안하며, 유사하게 한국에서

는 한국어플러스(한국어+n) 정책을 언어교육현장에서의 최선의 언어정책모델로 제안한다. 이러한 플러스(+n)정책은

모국어와 해당국가의 다언어주의를 형성하는 다른 외래어 둘 다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며 이때 다언어정책은 이중언

어정책도 포함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맥락인 다양성과 융합의 시대에 언어다양성과 다언어정책은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보호되고 유지되어야할 권리이며 자산으로 간주되어야하고 언어교육정책 또한 다언어주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다언어주의, 언어교육정책, 지속가능성, 공정성, 세계영어, 기계번역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the context of multilingualism. A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multilingual, language policy should be centered on the multilingual speakers as the norm, and multilingual 
language policy is the best route which we can follow as a language policy in education. The motivation and legitimacy of the 
multilingual policies are suggested in terms of 6 different perspectives: identity, sustainability, equity, World Englishes, machine 
translation, and Universal Grammar (UG). As a model of language policy, the English-Plus (i.e., English+n) policy and 
similarly the Korean-Plus (i.e., Korean+n) policy are suggest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 polic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America and Korea respectively. These plus policies aim at bilingual fluency in both the native language and 
other foreign languages that are constitutive of the multilingualism of the country in which the bilingualism is treated as a 
variant of multilingualism. In a period of convergence and diversit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anguage diversity and 
multilingual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s a right to be protected or as a resource to be conserved rather than 
as a problem to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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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

야 하므로 다언어적 환경(multilingual context)에서 언

어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은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언어는 교육의 보편

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정부의 교육정

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

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시대의 맥락인 다

양성과 융합의 시대에 언어교육정책은 다언어주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다언어사회였던 미

국의 언어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언어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언어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세계에

서 언어 다양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였지만 현

재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2019 통계청

자료: 체류외국인 현황-2,367,607) [1] 한국사회의 바람

직한 언어정책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언어주의 맥락에서 단일언어정책은 가능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다언어주의와 언어교육

정책의 정당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으

로 단일언어구사자가 아닌 다언어구사자가 기준(norm)

으로 인식된다. 세계적으로 다언어주의와 다문화주의

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으로 언어다양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호되고 유지되어야할 권리이며 자

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언어정책의 동기와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체성(identity), 공정성

(equity), 세계영어(World Englishes),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UG)

이라는 6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언어정책의 모델로

미국에서는 영어플러스(English-Plus), 영어+n 정책,

그리고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한국어플러스

(Korean-Plus), 한국어+n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최선의

언어정책모델로 제안한다. 플러스(+n)정책은 이중언어

정책을 포함하는 다언어정책이다. 영어+n 정책에서 n

이란 미국의 다언어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다른 언어들을 의미하며, 한국어+n에서 n은 영어를 포

함하는 한국의 다언어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이민자들

의 언어들을 의미한다. 영국정부는 이를 추가언어로서

의 영어라는 뜻의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Ⅱ. 다언어주의와 언어정책

선행 연구는 단일 언어 구사자들 보다 이중언어 또

는 다언어구사자들이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또한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단일 언어인 적이 없었

던 미국은 원주민들이 수 백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

었고 여러 국가들로 부터의 이민자들의 언어들로 ‘다

언어구사자전통(polyglot heritage)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의 다언어주의는 논

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주된 논란이 되었던 언어정책

은 영어공용어(official language) 채택의 문제와 이중

언어를 포함하는 다언어주의 채택의 문제였다. 이 장

에서는 다언어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영어공용어를 포

함하는 단일 언어정책의 사회적 언어적 문제점을 지적

하고, 지속가능성, 정체성, 공정성, 세계영어, 기계번역,

그리고 보편문법이라는 6 가지 관점에서 다언어정책의

채택 동기와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성 기반 다언어주의

역사적으로(historically), 지리적으로(demographically),

그리고 세계적으로(globally), 단일 언어정책은 다언어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일 언어정책은 분명히 현

재의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정책이다. 다언어주의 맥

락에서 단일언어정책은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세계화

(globalization)의 흐름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

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세계화(global+local=glocal)

인 세방화(glocalization)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다언어

주의는 이제 저항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민 및 새로운 영토의 합병이

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다언어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4]. 이

민과 합병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국민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식민지화와 이민에 의해 형

성된 국가로 상당한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다

양성(diversity)이라는 주된 특질을 갖는다.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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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다문화성 그리고 다언어적인 이민자들이 더

욱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민의 문제는 이민자들의 언어

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다언어주의라

는 맥락에서 주된 논쟁은 단일 언어정책인 영어공용어

정책과 다언어정책인 이중언어정책으로 요약된다. 언

어정책입안자들은 하나 또는 극소수의 언어를 공식 언

어나 교육언어로 설정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자와 소수

자간의 갈등을 야기해왔다. 현 세계적인 다문화와 다

언어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언어교육정

책은 무엇인가의 논의를 시작으로 먼저 미국에서의 다

언어주의와 언어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다문화,

다언어주의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외국어 교육정책과

언어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교육현장에서 언어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

세기 다언어주의와 다양성으로부터 19세기 말부터 20

세기 중엽(1950s)까지 영어유일동화(English-only

assimilation)정책으로 그런 후 다시 현재의 이중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으로 전환해왔다 [5].

그렇다면 먼저 단일 언어정책으로 영어유일동화정

책의 하나인 영어공용어를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입

장을 먼저 살펴보자. 이들은 다언어주의를 영어에 대

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동화(assimilation)와 평등

(equality)을 기치로 영어공용어정책을 지지한다 [6].

영어의 동화정책은 포함(inclusion)과 박애주의를 의미

하며 평등이란 언어소수자들이 영어유창성의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미국사회의 주류에 들어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찬성자들의 포함과 평등의 해석을

따르면 영어유창성에 도달 못할 경우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낙오자 또는 제 3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극단적으로 “영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라(Love English, or leave America)”라고 말하기

도 한다 [7]. 또한 이들은 영어가 이민자들의 교양 없

는 영어 때문에 오염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교육

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찬성주

의자 입장인 루즈벨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미국

에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갖고 있으며 그 하나의 언어

가 바로 영어이다. 동화를 위한 용광로(melting pot)가

미국인이 되도록 한다.” 영어의 문화적 패권이 인종적

으로 앵글로 미국인들의 내재적 우월성으로 이어진다

고 주장한다 [7].

그러나 다언어주의 정의에 따르면, 영어공용어 정책

은 미국의 다언어주의의 주류에 반하는 것인데 왜냐하

면 다언어주의란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

더욱이, 공용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의무와 관련되므로

공용어가 영어유일정책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공용어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필수 언어를 말하도록 강요한다.

영어유일정책 찬성론자들이 루즈벨트의 인용을 언급하

는 것은 영어를 말하는 자만이 미국인이 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자부심일 수 있다. 미국의

문화를 지칭하는 도가니(crucible) 또는 용광로(melting

pot)라는 대중적인 용어는 이민자들의 언어적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을 영어유일정책에 종속시키기 위한 이

념적이며 상징적인 슬로건일 뿐이다. 따라서 영어 공

용어정책은 국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동일

언어를 말하는 것이 국가의 통합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잘못된 생각이다. 한마디로 단일 언어정책은 미국의

다언어적 역사를 거스르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언어주의의 관점에서 언어정책을 살펴보자.

정의에 의하면 다언어주의란 개별적 화자 또는 언어집

단에 의해 2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8]. 언어정책은 기준의 틀로 다언어구사자에 중점을

두어야하고 단일 언어구사자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

다. 단일 언어정책은 인종적 차별이며 반민주적 사회

로 나아가는 길이므로 가능한 선택이 절대 아니며 다

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인 미국은 다언어주의정책을 채택

할 때에만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이 가능하다.

2. 정체성 기반 다언어주의

정체성의 재해석을 통한 다언어주의를 살펴보자. 언

어란 국가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의

언어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언어란 정체성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생성한다. 에반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와 정체성은 상호관련성을 가지

며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9]. 즉 언어가 정체성을 형

성한다. 정체성이란 내부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자

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형성

되는 것이며, 정체성이란 단어가 ‘확인하다(identify)’란

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사회구성원의 외부관계 형

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해준다. 세계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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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chru의 영어 원

Figure 1. Kachru’s circles of English

현상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에 가해지는 압박과 그 압박의 주체에 대한 저

항과 투쟁이 언어정책에서도 반영된다. 이는 미국에서

든 아시아 국가들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현상

이다. 한마디로 단일 언어정책은 이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관계적 형성의 관점에서 보는 정체성의 재해

석은 다언어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언

어는 기회와 소외(marginalization)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정책 또는 다언어정책은

소수자들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적 말살과 소외라는 사

회적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언어주의는 정체성에 대한 시대적 재해석

을 요하며 본 연구에서 보는 정체성은 4차 산업혁명시

대에 특징화되는 ‘연결된 개인(connected individual)’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정체성의 개념으로 ‘자율적 조합

성(autonomous modularity)’이 만들어내는 독립적이되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

한 개념의 정체성은 다언어주의를 지지한다.

3. 공정성 기반 다언어주의

공정성 기반 다언어주의를 살펴보자. 본 연구는 과

거의 획일적인 평등성(equality) 기반 정책은 공정성

기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평등성은

모두에게 획일적인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평등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공정성

을 필요로 한다. 평등성과 공정성은 절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평등성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요구

하지만 공정성은 차이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등성을 의미한다. 따

라서 언어정책은 평등성이 아닌 공정성에 기초한 정책

이 되어야한다.

영어공용어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평등성을 주된

동기로 내세웠으나 이러한 평등성의 개념은 여러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평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다언어주의자들은 단일언어정책이 동화가 아

닌 언어소수자들을 미국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종속화시

킨다는 평등성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획일적 평등성의 개념을 버리고 공정성의 개념

을 따르면 다언어주의가 부상한다. 다언어주의 맥락에

서는 모국어인 영어와 미국의 다언어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 중 하나를 포함하여 둘 다의 유창성

을 목표로 하는 영어플러스(영어+n)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용광로개념의 단일언어정책이 아

니라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전체 무늬의 조화를 이

루는 모자이크(mosaic)와 비교되는 다언어주의가 이상

적인 언어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언어정책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과 연결을 추구하는 공정성 기반

다언어주의가 바람직하다.

4. 세계영어 기반 다언어주의

복수형 개념의 세계영어 또는 글로비쉬(Globish)의

관점에서 다언어주의를 살펴보자.

제2 언어로서 시작된 영어의 다양성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러한 다양성은 복수형의 신영어(New

Englishes) [10, 11], 또는 복수형의 세계영어의 현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12].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증가

하는 국제적 이민과 세계화는 복수형의 세계영어를 현

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다. 복수형 세계

영어의 개념은 그림 1에서와 같은 3개의 Kachru의 원,

즉 내부 원(inner circle), 외부 원(outer circle), 확장

원(expanding circle)에 의해 잘 설명된다 [13]. 그림 1

에서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장 원은 현재 진행형

으로 점점 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영어원어민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어를 포함하

는 내부 원의 영어, 영어권 식민지 국가들의 인도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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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lish), 싱가포르영어(Singlish) 등을 포함하는 외

부 원과 한국영어(Konglish), 중국영어(Chinglish) 등을

포함하는 확장 원의 영어들 모두를 포함하여 복수형의

세계영어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화를 동시에 추

구하는 지역세계화인 세방화는 동질적인 글로벌 문화

와 이질적인 지역문화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언

어적으로는 영어와 그 지역의 모국어의 특성이 결합되

는 다양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복수형의 세계영어

가 확장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영어가 글로비

쉬이다. 영어가 이민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어가고 있다

는 영어유일론자들의 비판은 지역세계화 추세인 복수

형의 세계영어의 관점에서 보면 점점 주장의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복수형의 세계영어 관점에서 보면 내

부 원의 영어원어민의 영어는 그 실체를 상실하고 있

다. 이는 영어교육 또한 굳이 원어민이 가르쳐야 효율

적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다양성은 지역세계화의 핵심이며 언어적 관점에서

복수형의 세계영어는 다양성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복

수형의 세계영어 그리고 지역세계화의 관점에서 다언

어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5. 기계번역 기반 다언어주의

기계번역의 관점에서 다언어주의를 살펴보자. 오늘날

의사소통은 국가중심이 아닌 세계중심이며 모든 사람들

이 동일하게 인터넷상의 완벽한 의사소통의 확립이 다

언어주의의 목표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언어주

의와 다양성을 맥락으로 융합을 창조성의 기저에 둔다.

다언어주의의 성공적 미래와 다언어적 의사소통의 성공

은 기계번역분야의 발전에도 의존한다. 방대한 양의 텍

스트를 몇 초안에 번역할 수 있는 기계번역은 속도, 편

의성, 그리고 그 질(quality)에 있어 소위 말하는 ‘위대한

번역의 시대(New Great Age of Translation)’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에 혁신적으로 발전한 한국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oogle Translate,

Papago와 같은 기계번역은 가장 최신의 시스템인 신경

망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으로 두뇌기능

의 역할을 연상시킨다. 쉽게 말하면 문장에서 단어의 앞

과 뒤에 오는 단어의 목록, 즉 단어삽입(word

embedding)인 문맥(context)중심번역으로 최근 정확도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기계번역의

성과는 자연스럽게 다언어주의의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기계번역의 증가된 정확도가 모국어화자와

비슷한 번역을 생성하고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는 외국

어학습자들은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특히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14].

다언어주의의 장점은 아주 명확한데 기계번역을 고

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

하면서 서로를 연결하는 기계번역의 역할은 언어장벽

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소위

‘위대한 번역의 시대’라고 할 만한 혁신적인 도구가 되

고 있다. 기계번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번역할 수 없다

는(untranslatable) 것은 언어와 문화의 영역에서 다름

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계번역의 발전은

번역이 바로 소통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다언

어정책의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6. 보편성 기반 다언어주의

여기서는 언어 교차적 보편성, 좀 더 정확히는 촘스

키의 보편문법의 관점에서 다언어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언어주의의 문제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관

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언어주의 연구자들은

구조주의자들의 용어로 사회적 산물로 인식되는 외부

언어(E-language)에 대한 관심을 심리적이며 생물학적

인 현상인 내부언어(I-language)로 전환시킨다. 생물학

적인 관점에서는 오직 하나의 언어인 UG만이 존재한

다 [15]. 이러한 견해는 언어들은 서로 무한히 다를

수 있다고 한 구조학자들의 견해와 반대되는 것이다.

언어기관은 한정된 변이를 갖고 있으며 이는 선천적으

로 타고 나는 능력으로 시각기능이나 걷기와 비슷한

정도의 변수만을 갖는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놀라

운 사실이 아니다. 촘스키의 UG이론은 유일한 언어능

력 체계는 생물학적 관점의 언어성장(language

growth)을 결정하는 일련의 보편적 원리들로 구성된다

고 설명한다. UG관점의 언어체계는 화자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구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

연성을 갖는다. 촘스키의 UG의 관점에서 지구상의 많

은 언어들의 보편성은 모든 국가의 언어정책이 다언어

주의정책과 관련되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

면 UG관점의 언어정책은 단수형 ‘언어(language)’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언어적 맥락에서 복수형 ‘언어들

(languages)’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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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지속가능성, 정체성, 공정성, 세계영어, 기

계번역, 보편문법의 6가지 관점에서 다언어주의의 동

기와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다언어주의의 시작이

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언어정책을 연구하고 미국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언어교육정책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영

어와 함께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정책으로 변

화해왔다. 역사적으로 다언어주의 없이는 미국을 생각

할 수 없듯이 이중언어정책을 포함하는 다언어정책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었다. 다언어적인 미국의 맥락에서

언어교육정책의 모델로 영어플러스정책, 영어+n 정책

이 가장 적절한 언어정책이라면, 한국도 미국사회와

같은 다언어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언어정책모델로 한국어플러스정책, 한국어+n 정책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맥락인 다

양성과 융합의 시대에 언어다양성은 해결해야할 문제

가 아니라 보호되고 유지되어야할 권리이며 자산으로

간주되어야하고 언어교육정책 또한 다언어주의의 관점

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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