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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there is a movement to adapt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in Korea as well as in ]apan regardless of the danger that our 
mother tongue Korean or ] apanese could degenerate into a so-called 
museum language, i.e., dead language. The assertion that globalisation 
refers to the age of English forces us to consider why and for what we 
teach and leam the German language. In the age of globalisation, the 
horiz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hould be broadened. The 
English-only politics allows us only one world-view or ideology and we 
will encounter a really monotonous and devastated culture-landscape. In 
this context, teaching German can contribute to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 들어가는 말 

지난 12월 4일 성황리에 끝난 f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외국어교육의 반성 

과 전망」 에서 독일어， 프랑스어의 경우 이 두 언어교육의 필요성 문제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교육의 흐름이 “수요자 중심”에 있으므로 

수요자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세계화 열풍으로 인해 심섬찮게 “영어공용어론”이 나오고 있다. 1998년 7, 8 

월경 중견작가 복거일이 “열린 민족주의”와 함께 “모국어인 한국어는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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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영어를 공용어 (official language)로 하자”라고 주 

장함으로써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복거일， 

1998)1) 지난 11월 9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한국 소설가협회 정을병 회장이 

또 다시 영어를 제 2공용어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8일 한솔 PCS 가입자 52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는 그림 1,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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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모국어의 수호자가 되어야할 작가가 이러한 주장을 선창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밀란 문데라는 

모국어인 체코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그는 조국보다도 문학 자체를 우선시 하고 문학 자체를 그의 조 

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가. 2 차 대전 직후 일본의 저명한 작가 시가 나오야 (志쩔直歲)가 패전의 
원인이 불완전한 일본어에 있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프량스 

어를 국어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의 말을 여기에 인용해 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1999년 12월4일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주최 학술토론회에서 발 
표한 「전망-독일어교육의 문제점」 을 보완한 것임. 본고에는 필자의 기존 발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음. 

1) 아울러 정시호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J r언어과학연구J 15. 1998. 381-413 
쪽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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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의 국어와 이별한다는 것은 쓰라린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것은 지금 우리들의 감정으로서 50년 100년 후의 우리 일본인에게는 아 

마도 그러한 감정은 없을 것이다. … 우리는 이 문제를 순수하게 미래의 

일본을 위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志貴直歲， 改造， 1946) 

문제는 이른바 “잉글리시 온리 English Only"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또는 “잉글리시 플러스 English Plus"정책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언어전쟁이 진행중이다. 대통령 이하 거국 

적으로 전자에 대항하고 있는 국가는 오직 프랑스뿐이다. 우리가 전자를 받 

아 드린다면 독일어 교육은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 어 

려운 독일어는 배울 필요가 없고 영어 하나만 족하지 않을까. 굳이 하나 더 

배운다면 배우기 쉽고 실용성이 큰 일본어 정도 하나 더 배우면 될 것이 아 

닌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독일어 교육의 필요성과 철학을 정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11. 독일어 교육 현황 

독일어 교육필요성을 논하기 앞서 간략하게나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 1997년 제 2회 교육문제 공개 

토론회 준비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에 실려 있는 양도원， 장한업， 김태호 동 

의 연구가 참고가 될 것이다. 1999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 

교육과와 불어교육과 공동 주최로 「제 2외국어(독어 불어)교육의 현황과 전 

망」 에 대한 학술회의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들이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앞 

의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99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에 한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1999년 학년도를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제 2 외국 

어 내지 독일어 교육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207R 의 실업고교에서는 전부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다.48개 인문교 1개 과학고 1개 외국어고 및 1개 예 

술고의 총 558 학급 중， 독일어 선택은 294학급， 프랑스어 선택은 67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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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선택은 189학급이다. 여기에 일본어를 하는 207R 교의 학급 수를 추 

가하면 그 일본어 선택 학급 수는 압도적이다. 실업 1개교 일어선택을 평균 

5학급으로 본다 해도 대구시내 고교의 경우 일어선택 학급 총수는 389 학급 

이 된다.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고등학교인 과학고(일어) 외국어고(일어)가 

일어를 선택， 독일어， 프랑스어를 교육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의외이다. 같은 

특수고교인 경북예술고교에서는 독일어 5학급 프랑스 7 학급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독일 프랑스가 각각 음악과 미술의 본고장임을 생각할 때 당 

연하다 하겠다. 

경상북도의 경우， 17개 실업고교는 전부 일본어， 147ß 종합고교 중， 2개교 

는 독일어， 나머지는 전부 일본어 선택을 하고 있다. 인문계 53개 중， 독일 

어만 선택하는 고교 9, 독일어+일본어 9개교， 독일어+프랑스어 2개교， 프랑 

스어와 중국어 1개교， 일본어+중국어 1개교， 프랑스어+일본어 5개교， 독일어 

+일본어+중국어는 1개교 프랑스어만 선택하는 고교는 1개교이다. 나머지 26 

개교는 전부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다. 선택별 학급 수를 보면 독일어가 139 

학급， 프랑스어가 39학급， 일본어가 302학급， 중국어가 5학급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실용성이 있고 배우기 쉽다는 것 때문에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 

들이 많다. 그러나 프랑스어 및 중국어 선택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대구시 및 경상북도 공히 일본어 세(勢)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 

으로 볼 때 70 내지 80%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문화 개방정책과 일본과의 문화적 특히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대구 시내 모 고교의 경우， 신입생들에게 외국어 

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 바 독일어 16명， 프랑스어 20명 나머지는 전부 일 

본어를 희망했다고 한다. 그 후 독일어 프랑스어는 겨우 한 학급씩 형성되 

고 나머지 8학급이 전부 일본어 선택 학급이 되었다 한다. 최근 교육부의 

복수외국어 권장으로 많은 프랑스어 독일어 교사들이 또 다른 외국어， 즉 

영어나 일어 둥을 연수받아 제 2외국어를 복수로 수업할 수 있는 준비를 갖 

추고 있다. 이것은 현 고교 교육 실정을 생각 할 때， 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복수 다언어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외 

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인사는 중학교， 고교이든 대학이든 적어도 2개 이상 

의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 이유는 다음 

IV장에서 논의하겠다. 

제 2외국어가 2001년도부터 수능시험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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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반영의 효과를 기대하자면 영어와 함께 묶어 명실 공히 ‘외국어 영역’이 

되도록 하거나 또는 일반과목처럼 독립적으로 ‘제 2외국어’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광수 1999. 2쪽) 또 하나 문제점은 수능에서 

의 독일어 성적결과가 대학입학과 확실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 2 외국어 반영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2외국어가 지망 

대학 • 학과에 따라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고 전혀 무관할 수 있는 과목이 

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 2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학도 반영 비 

중 동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고교생들에 

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독일어 학습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 

2001학년도 대업에 제 2외국어를 반영하기로 한 대학은 1867R 대학가운 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동 73곳. 그중 서울대는 인문사회계열만， 연세대는 

유럽어문학부만 반영하는 둥 39개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반영 여부를 달리하 

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출제내용은 ‘생활외국어’ 위주로 출제하되 상위 50%의 학생 

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험생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서 준비하면 된다라는 

게 전부라고 한다. 그래서 고교마다 수업상황이 들쭉날쭉이다. 동신고 동 대 

전의 대부분 고교는 9월부터 하루 1시간씩 제2외국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경북고는 이번 겨울 학기부터 보충수업 100시간 중 제2외 

국어에는 단 6시간만을 배정했으며 대구고는 겨울방학 특강에서 제2외국어를 

아예 제외시켰다. 또 전주 상산고는 내년 3월이 지나봐야 제2외국어 수업시 

간， 교사 채용 둥의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 한다 (중앙일보， 1999. 12. 16.)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에서 세계화 이후 구조조정의 여파 

로 인해 독일어， 프랑스어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교에서 일껏 

배워와도 대학에서 그것을 연계시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양과정에 

서 독일어， 프랑스어 교육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1999학년도의 경우， 프랑스어 2반， 독일어 2반， 러시아어 1반， 중국어 4반， 일 

본어 1이 17반， 일본어 2가 4반， 즉 21반이다. 몇몇 대학의 신입생을 위한 교 

양과정에서의 제 2외국어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고대， 연대 둥이 

치우침이 없이 선택되고 있는 것 같다. 상당수 대학에서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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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999학년도 1학기 교양외국어 선택 분포2) 

독일어 불어 일본어 
스폐 러시아어 중국어 
언어 

강훨대 2 4 10 4 
경북대 2 2 21 1 4 
경냥대 11 5 31 7 
고려대 22 24 29 15 12 29 
공주대 1 2 
군싼대 7 7 16 
계명대 5 5 13 3 
대구대 5 4 23 4 
풍아대 4 4 14 
부잔대 4 6 18 3 
셔강대 9 6 8 
셔훌대 28 22 10 5 27 
얀동대 2 6 
연세대 14 11 7 6 9 
영남대 3 2 7 
이화 9 18 5 
여대 
천북대 3 3 16 2 8 
충북대 4 1 10 
효가대 1 1 6 1 

혔 서울대학교의 경우 회랍어 1 , 라틴어 2， 이탈리아어 1 ， 2도 개설됨 

111. 외 국어 학습의 요인 

영어학습을 -전 국민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강조하는 것은 지나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막대한 정 

력과 경제력을 소모해야만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대개 중도하차하고 마 

는데- 외국어 공부를 목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괴테에 깊은 영향을 주 

2) 경북대학교 및 그 외에 대학에서는 상당수 대학이 한 학기 3학점， 3시간이나 서 

울대학， 고대， 연대 동에서는 2학기 6학점， 6시간이 된다. 배제대학의 경우에는 1, 
2학기에 걸쳐 일반 학생을 위한 실무교양외국어 4 학점 4시간， 전공학생들을 위 
한 교양필수선태 외국어 4학점， 6시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관을 위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통계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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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질풍노도’시대의 천재중의 한 사람이었던 헤르더 역시 외국어를 공부해 

야 한다는 데 대해 탄식하면서도 배워야 할 명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외국어를 위해서 나의 가장 빛나는 시절， 가장 활발한 기 

억력과 가장 신선한 청춘의 정열을 마치 우리가 청춘의 젊음을 우상의 

불타는 양팔에 갖다 바치듯이 희생해야만 하는 가.… 각 국민이 자기 언 

어 영역에 갇혀 있다면 진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뉴톤 같 

은 학자는 영국의 뉴톤에게 이미 알려진 비밀을 발견하는 데 무척 고생 

할 것이다 ... “ (전집 1권， S. 23-4)3) 

독일 정신사에 길이 빛나는 이 천재도 “나는 내 평생동안 단 하나의 언어 

만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내 영혼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하지 않는다.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해서 셰익스피어 같은 시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참다운 시인은 모국어로써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집 1권， S. 407-13) 그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모국어에는 

민족혼， 민족정신이 깃들이고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능력의 한 

계라는 실제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헤르더는 이미 외국어 교육을 청춘의 

정열을 다 바쳐서라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하 

겠다. 외국의 문화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외국어는 “필수 불가결의 악이 

요 동시에 실제적 행운이기도 한 것이다." (헤르더， 전집 1권， S. 24) 

우리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외국어를 하기 싫더라도 배워야 한다면 

분명 그것은 “악 Ubel" 이다. 그러나 외국어의 문화를 낯선 세계관을 접할 

수 있게 하니 우리의 행운이다. 영어 온리 정책에 대해서 영어 플러스 주의 

자들은 우리가 한사람의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고 한 사람의 세르반테스를 이 

해한다면 그것은 더욱 행운이 아니겠느냐고 웅수한다. 이 점에서 영어 이외 

의 문헌들을 무시해 버리는 미국 학자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외국어학습은 필요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게끔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아몬 Ulrich Ammon (1991) 클로스 Heinz Kloss (1974)등을 비 롯한 여 러 

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작 

3) Johann Gottfried Herder Werke 10 Bd. Deutscher Klassikèr Verlag. 이 하 전 집 
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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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요인으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는 데 독일어 교육이 왜 필요 

한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 사용자 수 

우선 다른 절대적 요인이 없다면 어떤 외국어의 사용자가 수가 많으면 많을수 

록 그 외국어의 학습매력은 크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잠재력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사용자수의 정확한 통계는 얻기 어렵지만 다음 표 2가 

참고될 것이다 4) 

EU내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잉그크 모델/에A노로그 

(단위 100만) (단위 억) 

1. 독일어 79 1. 영어 391 중국어 11 .13 11.23 
2. 영어 58 2. 스페인어 211 영어 3.72 3.22 
3. 효랑스어 53 3. 포E투갈어 120 힌디어/ 

4. 이탈리아어 31 4. 독일어 119 우루두어어 3.16 2.36 
5. λ페인어 27 5. 프랑스어 63 스페인어 3.04 2.66 
6. 네덜란드어 21 6. 이탈리아어 57 아랍어 2.01 2.66 
7. 포루트갈어 10 7. 네덜란드어 21 포E투갈어 1.65 1.70 
8. 그리스어 9 8. 그리스어 10 러시아어 1.55 2.88 
9. 멘마크어 5 9. 멘마크어 5 뱅갈어 1.25 1.89 

일본어 1.23 1.25 
독일어 1.02 0.98 
효랑A어 0.70 0.72 
이탈리아어 0.57 0.63 
말레이시아어 0.47 0.47 

<표2> 

4) 각 연구자마다 상당히 다른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에 따라 정확한 인구조사 

를 하기 어렵다. 왼쪽 두 통계는 EU내의 것만 통계를 잡아 본 것이다. Ammon 
1995년에서 인용한 것이다. 오른 쪽의 것은 David Graddol의 rFuture of 
English? J 8쪽에서 인용한 것임. 잉그코 · 모델이라는 것은 The English 
Company Ltd.가 인구통계， 인간개발， 세계에서 가지는 언어의 상대적 지위 등을 
검토해서 개발한 것임. 이 모델의 중요한 목적은 21세기의 세계적 언어상황고 도 
시화 및 경제발전의 잠재적 영향력을 탐구함에 있다.64쪽. 상세한 해설은 잉글리 
시 · 컴파니 사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english.co. uk에서 볼 수 있다. 에스 
노로그는 Grimes. B.F. 가 편집한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Dallas:Summer Institute of Ling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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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사용자 수는 약 9천 150만. 공용어로서 독일어 사용국가 수 7개국. 독 

일: 8천만. 오스트리아:8백만. 스위스: 4백 14만. 룩셈부르크: 40만. 리히텐슈타 

인: 3만. 벨기에:7만. 이탈리아 남티롤 29만. 그 외에 불란서 지역 120만 (알사 

스 · 로트링엔지역) 폴란드 (2차대전전 독일영토)의 동쪽 지역 70만. 루마니아의 

TranssilvanieψSiebenbürgen에서 약 37만. 헝가리 낌만5000. 체코슬로바키아 15 

만. (주지하다시피 슬로바키아 와 체코로 분리 독립)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7만 

ex:x:x:>, 시베리아 지역에 76만 7αX). 네덜란드에 3만 9천 400. 우크라이나에 38000. 

멘마크(Nordschleswig) 2만. 스왜멘에 1만 2α)(). 크로아티아에 1만 1α)(). 발틱 3 

국에 9천 300. 몰다비아에 7300. 그 외에 캐나다에서 1986년도 조사에 의하면 

약 43만 ~명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며 그중 약 11만 3c뼈명이 집에 

서 사용. 미국에서는 198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161만이 독일어를 가정어 

(Haussprache)로 사용.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약 30만이 독어 사용. 브라질에 약 

m만. 칠레에 약 2만에서 3만 5000. 그 외 남미 여러 나라에 독일어 사용 소수 

주민들이 곳곳에 있다. ( Ammon, 1991, S. 32- ) 

공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독일어가 준 공용어적 지위를 가진 나라가 아프 

리카 서쪽 끝에 위치한 나미비아 Namibia 이다. 1990년 3월 21 일 까지 독일어 

가 지역적이긴 하나 공용어이었다. 1884년부터 1919년까지 독일 식민지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공용어로서 

Zulu, Xhosa, 영어와 더불어 아프리칸스 Afrik없ns가 사용되고 있는 데 이것은 

네덜란드어의 방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네덜란드의 식민지시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EU 안에서는 독일어 사용 언구가 근 일억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2. 경채적인 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힘이다. 언어가 가지는 “경제적인 힘” 

이란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국민총생산(Bruttosozialprod따U， GNP) 

또는 국내총생산(Bruttoi띠andprod따야， GDP)를 말한다. Mackey (1976, S. 203)는 

화자수×개인당 평균수입 형식의 계산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독일어 138, 중국어 29가 된다. 직관적 인상에 의한다면 이 수치는 두 언어의 세 

계에서의 평가와 대응되는 것 같다. 그러나 같은 계산법을 일본어에 적용시켜 

보면 189점이 되어 그 수치는 독일어 보다 크다. 또 불어에 적용시켜보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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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단지 70점으로서 일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어로서의 위 

상은 불어가 일어보다 높다.(Arnmon 1991, S. 49) 
다음 표 3， 4， 5는 잉그코 모델에 따른 GNP 또는 GDP에 의한 언어경제력 순 

위를 보여준다 

1 영어 
2 독일어 
3 프랑스어 
4 중국어 
5 일본어 
6 스페인어 

7 이탈리아어 

8 포르투갈어 
10 말레시아어 
11 아랍어 
12 프랑스어 

13 힌디/우루두어 
14 뱅갈어 

<표3>언어가 가진 

경제력(단위 • 억달러) 

23,380 
11，앉% 

8,030 
8,030 
7，아m 

6,100 
4,880 

1,380 
1,180 
앉50 

730 
250 
% 

1 영어 42,710 1 영어 78,150 

2 일본어 12,770 2 일본어 42,400 

3 독일어 10，~ 3 독일어 24，떼 

4 프랑스어 8,010 4 스페인어 17，앉% 

5 스페인어 7.380 5 프랑스어 15,570 

6 프랑스어 6,600 6 중국어 9,850 
7 중국어 4,480 7 포근투갈어 6,110 
8 아랍어 3,500 8 아랍어 4，α% 

9 이탈리아어 3,020 9 프랑스어 3，잃O 

10 포르투갈어 2，싫O 10 힌디/우루두어 1,020 
11 네덜란드어 2，0:떼 11 이탈리아어 1,110 
12 힌디/우루두어 1,020 12 말레시아어 700 
13 인도네시아어 앉50 13 뱅갈어 320 

<표.4>주요언어의 언어총생산 <표5>무역상의 언어총생산에서 

의 추정(단위 · 억달러) 본 주요언어(단위 · 억달러) 

러시아의 경제력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석유 자 

원이 풍부한 아랍 아프리카 제국 및 12억 인구의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언어사용 국가가 가진 잠재 

력이다.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언어자체가 가진 경제력이다. 쉽게 말해 

서 영어=현금인 것이다. ‘영어학습산업’을 생각 해 보라. 영어교과서， 시청각 

교재， 어학해외연수 비용 둥 .. 외국어 특히 영어학습에 투자되는 비용은 막 

대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 심지어 필리핀 둥지에서 한국 어학 연수생이 영 

어학습을 위해 쓰는 비용이 얼마인가. 현재 사교육비가 2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 3분의 2 정도는 영어공부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다. 영국의 중요수출 상품 주의 하나가 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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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힘， 외교적 혐 

어떤 언어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공용어(Amtssprache)로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의 동기유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독일어는 현재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 다음 제 6위이다. 

다음 표(6)은 어떤 언어가 단독 또는 복수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가를 보 

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른다면 독일어는 포르투갈어에 앞서 5위가 된다. 그러나 

한 언어만을 단독 공용어 (solo-offiziell )로 하는 국가 수 랭킹을 따른다면 독일어 

는 6위가 된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미비아에서 독일어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는 포르투갈어 다음에 온다. 괄호 안의 첫째 자리수는 해당언어가 

단독 공용어인(solo-offiziell ) 경우이고 두 번째 자리수는 복수 공용어인 

(ko-o퍼ziell) 경우를 말한다. 1997년 11월 14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불어를 공용 

어로 하는 불어권 정상회담에서는 시라크 불 대통령을 비롯 49개국 정상이 참가 

하고 있다. 

Banks (ed. 1987) Fischer Weltalmanach 1991 
‘88 (Haefs,ed. 1987) 

1. 영어 63 (19+44) 59 (30+29) 
2. 효랑스어 34 01+23) '2:l 05+ 12) 
3. 스페인어 23 05+8) 21 07+4) 
4. 아랍어 22 04+8) 23 08+5) 
5. 독일어 8 (4+4) 9 (4+5) 7 (3+4) 
6. 포르투갈어 7 (6+1) 7 (7+0) 

<표6> 국가 공용어 순위 (Arnmon 1991, S. 81) 

독일어가 단독 국가공용어 (nationale Amtssprache)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는 독일，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이며 복수 국가공용어로 사용되고 국가는 

4개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스위스와 3개국어를 하는 룩셈부르크이다. 그리고 

독일어가 지역공용어 (regionale Amtssprache)로 쓰이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동쪽 오이펜 지역) 와 이탈리아(남티롤 지역)이다. 그래서 7 (3+4)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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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관에서의 기능 - 외교적 힘 

현재 유감스럽게도 독일어는 경제력 정치력 문화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관에 

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m애에서의 공식용어는 주지하다시피 영어， 불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아랍어이다. EU가맹국은 아일랜드， 영국， 핀 

란드， 스웨멘，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15개국이며， 공용어는 덴마크어， 독일어， 

영어，프랑스어，그리스어， 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핀란 

드어， 스웨멘어 등 11개국 언어이다. 그러나 독일어는 일상사용어로서는 그의 기 

능을 못하고 있으며 주로 영어와 불어가 사용되고 있음으로 인해 독일어 보급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었다.(이 문제는 다음 W장에서 상론하겠음) 

5. 문화적 혐 

어떠한 언어가 가진 문화적 힘을 계량화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 

다. 그러나 참고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노벨상 수상자 수와 어떤 언어의 학문어 

(VVissenschaftssprache)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 언어권에 따른 

역대 노벨상 수상자 수는 1999년 현재 다음과 같다. 

(이중 노벨 평화상은 위의 기준과 무관하다 하겠으나 일괄 포함시켰음. 가령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수는 미국 19, 프랑스 9, 영국 7, 독일 4명 둥이다.) 

, 영어권 : 미국 241명. 영국 84명을 비롯 총계 357명 

• 독일어권 : 독일 70명 스위스 20명 오지리 11명 합계 101명 

• 불어권 : 프랑스 48명 벨기에 8명 합계 56명 

• 스페인어권 : 스페인 5명 칠레 2명 멕시코 2명 아르헨티나 5명 합계 18명 

• 러시아권 : 현재의 러시아 17명 

• 일본어권 : 일본 7명 

• 아랍어권 : 이집트 2명 

1차 대전까지는 독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나 2차 대전 

이후는 영어권 특히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과 언어권과 

는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5)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있어 

5) 정확한 통계는 어렵다. 예를 들면 국적은 인도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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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적 순위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중국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2명의 노벨상 수상자만 배출하고 있지만 fi)()()년에 걸친 그 역사와 유교주의적 

문화는 아직도 동양문화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이외에 어떤 

제 2외국어가 더 중요한가하는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철학，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는 독일， 프랑스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서구 인문학， 

미술을 논할 때 이 두 나라를 빼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6. 외국어학습의 난이도 

어느 외국어 공부를 선택할 때 그 언어가 가진 학습난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현재 독일어를 기피하고 일본어를 선택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 

다. 독일어 하게되면 난해한 칸트KantL} 헤겔Hegel， 쇼펜하우어Scho야nhauer 

등의 철학을 연상하게 되고 일견해서 영어에 비해 복잡한 문법규칙들로 인해 인 

상을 찌푸리게 된다. 심지어 독일인 자신들도 이러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Deutsche Welle TV방송에서 독일인 뉴스 앵커가 독일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말하는 것을 필자는 들은 바 있다.(1998. 1. 23.) 이러한 

주장은 독일어 학습동기유발에 장애가 된다. 영어보다 학습하기에 특별히 더 어 

려운 언어는 결코 아니다. 하등의 언어학적 근거가 없는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 

는 펀견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독일어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로맨스어 계통의 

언어를 모국어로 아는 학습자들에게는 타당성을 가지겠지만 게르만어계를 모국 

어로 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학생들에게는 독일어가 오히 

려 쉬울 것이다. “독일어는 배우기 어렵다” 라는 중상모략(?)의 원조는 아무래도 

『톰 소여의 모험J ， Il"왕자와 거지』 등으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트왜인Mark 

Twain인 것 같다. 독일어 자체에 대한 -비록 언어학적으로는 별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풍자적 비판은 그의 유럽 유행기 Il" A Tramp Abroad.o 부록의 

논문 fThe Awf버 German LanguageJ 에 실려 있다.6) 독일어가 어렵다는 편 

저술로써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으며， 1998년 노벨 물리학 수상을 한 슈트뢰머는 
독일계 미국인이고 추이는 중국계 미국인이다. 

199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블로벨은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노벨 수상상금 전액 

을 고향 드레스덴 어느 교회 복원 사업에 희사했다. 198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 
한 카네티는 국적은 영국이나 작품활동은 독일어로 했다. 

6) A Tramp Abroad, New Y 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 6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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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원천은 바로 이 논문이다. 트웨인 자신의 말에 의하면 9주일 동안 꼬박 독 

일어 공부를 했으며 필자의 짐작으로 보아 꽤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 

다. 부록 끝에 나오는 그의 유머스러한 연설 등에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7) 

트워l 인은 특히 독일어의 틀 구조에 대해 지극히 못마땅해하고 있다. 술부 P1 

과 p2가 양분되는 독일어 구문에서나 P1. p2가 후치되는 관계문이나 부문장의 

경우， 어순이 순차적인 영어나 불어에 비해 정보전달이 늦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 독일인의 연설을 알아듣지 못하는 프랑스인의 질문에 “Attendz 

le verbe!" (동사를 기다리시오!)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정보를 가진 p2가 시간상 꽤 늦게 온다는 것이다. 라이너스가 인용하는 어 

떤 영국 사람의 주장을 따르면 독일어로 된 학술서적에서는 (정)동사가 흔히 제 

2권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이다.8) 라이너스가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프 

랑스인이 독일어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펑하고 있다.9) 

“우리가 봉인된 명령서를 가지고 독일어 문장이란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게 되면 제기랄 공해에 나가서야 비로소 무슨 명령인지 알게 된 

단 말이야" 

트워l 인 자신이 정부에 고용되어 언어개혁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개정할 수 

있는 몇가지 제안들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 영어는 재주 있는 사람이면 30시간 

안에， 프랑스어는 30일 이내에 배울 수 있지만 독일어는 30년이나 걸리므로 죽 

은 자만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는 유명한 악담을 하고 있다.(부록， S. 618) 

“My philological studies have satisfied me that a gifted person 

ought to leam English, (barring spelling and pronunciation), in 

30 hours, French in 30 days, and German in 30 years. It 

seems manifest, then, that the latter tongue ought to be 

trimmed down and repaired. If it is to remain as it is, it ought 

to be gently and reverently set aside among the dead 

languages, for only the dead have time to leam it." 

7)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A Fourth of July Oration in German Tongue, Delivered 
at a Banquet of the Anglo-Arnerican Club of Students by the Author of this 
book. 

8) Ludwig Reiners : Stilkunst, C.H. Beck, München, 1980, S 92-95 
9) Stilkunst, 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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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언어학자 코스토마로프의 가설에 의하면 모든 자연언어의 각 개별체 

계 안에는 간단한 것과 복잡한 것이 언제나 공존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각 

외국어학습난이도에 있어 자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 코스토마로프는 일 

반적으로 배우기 쉽다고 인식되고 있는 영어와 (독일어 보다) 더 배우기 어 

렵다고 여겨지고 있는 러시아어를 대조해서 그의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어는 독일어처럼 많은 전， 후철 및 어미변화 등으로 형식이 풍부하 

지만 난해하다고 간주되는 형태론은 (역시 독일어에서처럼) 자유스러운 어 

순과 어휘와 조어간의 명백한 관계를 가진 단순한 통사구조에 의해 보상된 

다. 독일어의 형용사 격변화는 복잡하지만 독일어의 6가지 시제와 영어와 

12가지 시제를 비교해 보라. 

이에 비해서 영어의 문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어휘의 다의성과 어휘에서 

의 내적 관계 부재로 인해서 학습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가령 독 

일어 조어의 규칙성을 영어와 대조해 보라. 코스토마로프는 어느 영국 언어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가 좋지 못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극히 간 

단하다. 그러나 잘 말하려고 한다면 극히 복잡하다" 어떠한 자연언어에도 

이 말이 해당될 것이다.10) 일본어가 우리에게 쉽다고 하지만 잘하려고 한다 

면 역시 쉽지 않다는 뜻이다. 

러시아어에는 시제는 간단하지만 그 대신 어려운 아스펙트 체계가 있다. 

영어에는 이 아스펙트체계는 없지만 16가지 시제형식을 보이고 있다.11) 이 

러한 비교는 정서법과 발음에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다. 영어의 발음과 철 

자법은 매우 어렵다. 여러 언어에 능통한 헝가리 언어학자 차모 람프는 언 

어학습에 대한 대중적 저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예를 들 

고 “우리가 한쪽에서 상실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얻는다”라는 “보상의 법칙 

Gesetz der Kompensation"을 들고 있다. 코스토마로프는 어떤 외국어가 “어 

렵다”라는 것은 언어학적이라는 것이라기보다 심리적인 것，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학습심 리 학적 현상이 라고 보고 있다. 

코흐는 그의 연구서에서 코스토마로프와는 입장을 약간 달리해서 러시아어 

10) Kostomarov는 H김usler， Frank 논문 S. 273에서 재인용 한 것임. 
11) 영어시제 형식 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가령 Reinbach는 9시제로 보고 있 

다. 앞서 필자가 12시제라고 한 것은 학교문법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적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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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프랑스어-영어순으로 언어 내재적 문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난 

이도를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언어간의 친족성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외적조건과 언어학습 난이도 

간의 상관 관계다. 영 미 학생들에게는 슬라브어계 보다는 독일어가 배우기 

쉽다. 독일어가 러시아어보다는 형태론적으로 덜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 미인에게는 수많은 문자를 가진 성조언어인 중국어나 네 가지 발음법을 

가진 한자혼용의 일어학습이 러시아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12)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떤 외국어가 더 쉽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흔히 “기만적 trügerisch"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가령 비영미인 

이나 비슬라브인이 어느 정도 초보단계에서는 러시아어에 비해 영어를 쉽게 

배울지 모르겠으나 중급정도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바로 영어의 형태론적 

구조가 학습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법적 의미형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문장구조파악을 더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전방 및 후방조응에 

있어서의 성， 수의 일치성은 어느 것이 무엇을 받고 무엇이 주어인지 쉽게 

파악하게 한다. 이러한 입장은 코스토마로프의 “보상의 법칙”과 궤를 같이하 

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동기유발에 있어서 내적 구조적 난해성이라는 

것은 프로네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나 이차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 

이다.13) 

7. 가장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 

어떤 외국어가 가장 배우기 어려울까?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워싱턴 DC를 흐르는 포토맥강 맞은 펀에 미국무성 부속기관인 외 

무부 어 학연 수원 인 The Foreign Service Institute(FSI) 가 있는 데 여 기 서 는 

미국 외교관들이 어학연수를 받는다.14) 이 연수원의 연수생 수는 1년간 평 

균 1800-2000명 정도라고 한다. 국무성의 일반직원을 제외한다면 연수생 대 

12) 최근 일본은 일본어를 국제어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문혼용 
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 일부에서는 한자혼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3) Häusler의 논문 재 참조. S. 273 
14) Jackson H./Kaplan,M.A. : Lessons Leamed from Fifty Years of Theory and 

Practice in Govemment Language Teaching. In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stics 1999. 



독일어 교육론 181 

부분이 곧 외국대사관 등에 근무를 앞둔 외교관들이다. 교수는 200-250명 

이며 연수되는 외국어는 60개에 이르고 있다. 

기초 코스는 6주이며 능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주가 최저 훈련기간이 

다. 본격적으로 어떤 외국어를 마스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학제도가 마련 

되어 있다. 일본어를 마스터하기 의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있는 일본분교에서 

일년간 유학한다. 

한 마디도 못하는 단계의 제로 레벨에서 출발 현지인 수준으로 말하고 쓰 

고 읽기를 할 수 있는 단계의 5 레벨로 나누고 있다. 연수생은 외교관으로 

서 외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레벨 3을 목표로 해서 트레이 

닝 받으며 수엽은 3-6, 7 인의 소집단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매일 6시간 충 
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연수원에서 미국인을 기준으로 한 외국어 습 

득 난이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난이도에 따라 물론 공부하는 기간도 다 

르다. 

1) 제일 집단: 미국 외교관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들 - 독일어， 스웨 

덴어， 루마니아어， 조금 더 어려운 외국어로는 스페인어， 이 

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주지하다시피 1어0년 전 무 

렵에는 원래 같은 언어이었다. 이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미 

국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투왜인이 말한 것처럼 

30시간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2 집단: 인도네시아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동 

3) 제 3 집단: 미얀마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타이어 러시아어 폴란드 

어， 터키어 등. 

4) 제 4 집단: 미국 외교관들에게 가장 어려운 언어들. 중국어， 한국어， 일 

본어， 아랍어. 일본어는 그러나 미국 외교관들에게 인기 있 

는 외국어이다. 

미국 외교관들에게 학습하기가 제일 쉬운 제일 집단과 제일 어렵다는 제 

2집단 학습결과를 비교해 보면 제일 집단에 속하는 외국어를 높은 수준 1+ 

까지 도달하는 데 8주 24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 4 집단의 경우에는 24 

주 720 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 특히 한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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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집단: 아프리칸스어， 크레올어， 멘마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 

어， 하이티어， 이탈리아어， 노르왜이어， 포르투갈어 등 

연수시간: 

8주 240시간 

16주 480시간 

24주 720시간 

학습능력별 

낮음 중간 

1/1 + 

1+ 2 

2 2+ 

뇨IZ;E nL 

1+ 

2+ 

3 

제 2 집단: 불가리아어， 다리어(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힌디 

어， 인도네시아어， 마레어， 우르두어 

연수시간: 학습능력별 

낮음 중간 뇨II:j Pi-

16주 480시간 1/1+ 1+/2 

24주 720시간 1+ 2 2+/3 

44주 1320시간 2/2+ 2+/3 3/3+ 

제 4 집단: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연수시간: 학습능력별 

낮음 중간 뇨II: 」 n2-

16주 480시간 0+ 1 

24주 720시간 1+ 1+ 

44주 1320시간 1+ 2 2+ 

80-

92주 2760시간 2+ 3 3+ 

N.EU에서의 다언어， 다문화주의 

“ 한 지붕 아래로” 라는 모토 하에 유럽연합은 순풍에 쫓을 달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언어문제이다. 그 좋은 예가 뒤에 언급할 “독 

일과 핀란드 간의 언어 싸움”인 것이다. EU에서의 언어갈등 문제는 다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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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견해로 귀결될 것이다.(H. Kuglen, Zielsprache Deutsch 30, 4. 1999, S. 
176-178) 

1. 링구아 프랑카와 언어다양성 - 현재 논의는 실용적 차원에서 최대의 포 

괄성을 지닌 하나의 ‘링구아 프랑카’를 즉 영어를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 하는 것이다. Euro라는 단일 화폐 통화의 출현으로 영어의 확산이 

가속화되어 이러한 견해는 더욱 큰 자체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아스트릭의 EU 헌법에 따라 가맹국 언어가 공용어로 보장되어 있으며 

유럽 문화적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의 다양성은 결코 ‘바벨론의 언 

어적 혼란’이 아니다. 

2. 유럽의 각종 회의에서의 언어사용문제 - 링구아 프랑카 사용은 한계가 

있다. 영어전용은 이해 수단으로의 도움은 되겠지만 언어풍경의 표면을 

콘크리트화 해서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링구아 프랑카 사용가능성의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해의 내적 

구조를 규명해서 어떤 경우에 언어의 다양성이 방해가 되지 않고 생산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할 수 있도록 정치가 문헌 · 언어학자들로 구성된 유럽언어회 

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에서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개별국가 

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각급 교육기관에 

서의 교육， 학문적 커뮤니케이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언어문화적 정체 

성과 개별 언어적 문화성과라는 테마 둥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 

구의 연구기본원리는 여러 언어로 된 헌장에 의해서 확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민주주의의 원리 - 영어와 개별언어 병용은 민주주의 원리를 손상시켜서 

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은 모든 공적 생활 영역에 대해 모국어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를 모국어처 

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소수 엘리트층에 제한된다. EU 각 기 

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참여가능성이 링구아 프랑 

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수집단에 제한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만일 독일어권 지역의 9천만 주민이 다만 ‘영어로써’ 유럽인으로 이해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낯선 것’ 이 되며 새로운 불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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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 및 분리주의가 배태될 것이다. 

4. 언어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자명성을 원천 

적으로 그 언어에서 찾고 있다. 각국의 독자성은 바로 언어 형성력에 있 

다. 각 지역간의 끊임없는 언어 문화적 교류， 문학， 철학， 법학， 자연과학 

적 텍스트의 수용 등은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져 왔으며 이 문화적 자산 

은 각 언어공동체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언어적 상이성의 문화， 사 

유와 표현잠재력의 다양성은 자원이 특별히 풍부하다고 볼 수 없는 유럽 

대륙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5. 언어상의 인접국가들 - 두 언어공간의 경계 내지 접경지역에서는 언제나 

그때그때 이웃하고 있는 외국어가 우선 중요시 되어왔다. 상부 라인강 지 

역의 독일어， 프랑스어 화자들이 앞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영어로써 의 

사소통을 해야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나 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제 1외국어로써 우선 이웃 언어를 습득하고 제2외국어 

로써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6. 학문상의 언어문제 - 대부분의 유럽언어는 충분한 학습용어와 다양한 표 

현력을 지닌 학문어이다. 지금 독일에서처럼 학문적 상호이해가 영어로 

국한된다면 기타 언어의 언어수행 능력은 마비된다. 비 영어권의 방대한 

문헌은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라틴어처럼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유럽언어들이 지닌 인식잠재력으로서의 학문언어의 가치는 평가 

절하된다. 특히 정신과학영역에서는 대상에 대한 적절한 기술과 문체적 

뉘앙스의 구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많은 문학적 비유， 성구(成句) 등 

원어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는 언어적 분위기를 영어로써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니와 파로디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7. 단계별 언어지식 - 어떤 외국인의 완벽한 마스터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 

은 아니다. 각자 모국어이외의 외국어로서 의사전달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언어학습의 원리는 완전한 외국어 학습이 아 

니라 많은 언어를 쉽게 배워서 적어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8. 일상사용어 - 실제 효과적 다언어 규칙은-가령 언어사용자 수에 따라 독 

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3억 이상의 주민으로 하여 

금 EU기관에서 직접 모국으로 통역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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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럽에는 어떤 한 언어에 의해서 지배된 지배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Fi파{enstaedt/Schröder， 

1엇~， S. 1이 왜냐하면 자기 모국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되는 화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Ammon, 1997, S. 209) 

(1) 그들은 통용어 (Verkehrssprache)에 대한 규범을 제공한다. 

(2) 그들은 그들의 확실한 언어로써 비 모국어화자들에 비해 관련 의사소통에 

있어 우위를 누린다. 

(3) 외국어 학습 비용이 없거나 적다. 

(4) 그들은 외국어로서의 모국어수업을 통해서 수입을 올린다. 

(5) 그들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쉽게 전파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복수 외국어 습득이라는 원칙 하에 여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고 

있지만 그 중 아몬의 제안이 보다 현실적이다.15)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를 위해서: 모국어+영어+독일어/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이태리어/일어/내지 다른 언어 (/=ocler) 

(2)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를 위해서: 영어+(독일어+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 

태리어/일어/내지 다른 언어) 또는 (불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일어/ 

내지 다른 언어) 

이 안에 따르면 영어는 언제나 포함되며 독일어는 2내지 3위를 차지한다. 스위 

스에서는 공식적 언어정책과는 달리 영어가 가장 중요한 외국어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D바müller. 1991. 1994) 양자간의 커뮤니케이 

션의 경우， 독일어를 위해서는 모국어+독일어 + 특히 관심 있는 외국어 하나의 

안이 좋을 것이다. 더욱 현실성 있는 모델로서는 모국어+독일어/영어/불어/러시 

아어/다른 언어. 이 모텔은 특히 현재 독일어가 영어 못 잖게 우세한 중 유럽과 

동유럽(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동)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 

15) 브뤼셀의 EU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지만 현존 국가간의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물밑싸움은 치열하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언어문제이다. 공평한 해결을 

위 해 여 러 가지 언어 정 책 이 제 안되 어 있다. (Coulrnas G. Bosch, IIÚO DaF, Nr.4. 
24.8.1997. S. 459ff 또는 U. Ammon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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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헝가리 사업가들은 독일 사업가들과 80%정도 규칙적으로 또는 거의 항상 

독일어로 대화하며 또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영어가 이 지역에서조차도 독일어 러시아어보다 우세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독일어를 위해 중요한 기회”는 역시 각 개인이 3개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정 

책일 것이다 라고 아몬은 보고 있다. 

3개국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하고자 하는 아몬의 이 안은 유럽 언어현실을 고려 

할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EU 및 스위스에서의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3개언어 구사자가 룩셈부르그 89%, 화란 44%, 댄마크 31%, 핀란드 31%, 왈롱 

지역 22%16)정도이며 독일과 프랑스에는 7%정도， 스페인， 이태리， 영국은 각각 

6% (Eurobarometer, 28/12 1987, S. 76-78, Ammon, 1997, S. 34) 정 도이 다. 따라 

서 전유럽에서의 “3개언어 Dreisprachigkeit" 구사의 실현은 아직 멀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아몬의 이 안은 가장 현실적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적은 언어공동체인 덴마크 네덜란드와 3개 

내지 4개언어를 공용으로 하고 있는 룩엠부르크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이미 거 

의 이 안이 실현되고 있으며 될 개연성이 크다. 네덜란드와 멘마크에서는 일개 

언어를 국가공용어로 해서 3개언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이 

러한 예는 독일어와 러시아어가 통용될 수 있는 중부 동부유럽 여러 나라에도 

해당된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3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때 3개국어란: 

모국어+영어+독일어/러시아어ν불어/내지 다른 언어 (J/=드문 경우) 

길게 볼 때 중부 동부유럽중 비교적 서쪽으로 치우친 국가에서는 제 2외국어 

로서 독일어가， 동쪽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러시아， 또는 산발적으로 불어도 우세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유럽에서는 러시아어 대신에 불어가， 적어도 네덜 

란드어에서는 독일어가 2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북유럽과 남유럽에서 
'--'--

• 북유럽: 모국어+영어+독일어/러시아어/불어/기타 다른 언어 

• 남유럽: 모국어+영어+불어/독일어/이태리어/스페인어/내지 다른 언어 

양면적 (bilateral)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영어이외의 모든 외국어가 사용될 

수 있으나 다면적 (multilateral) 국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영어가 우위 

를 점할 것이다. 

16) 벨기에 동남부지역으로 프랑스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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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언어 교육 정책의 근저에는 “단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을 추구하려 

는 원칙이 내장되어 있다. 헤르더의 말을 새삼 인용할 필요 없이 언어와 민족문 

화는 표리일체인 만큼 언어를 지킴으로써 다양한 유럽문화를 고수하자는 것이 

다. 다양한 외국어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유럽연합이라는 “한 지붕아래”의 다 

양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비로소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 

고 이것이 바로 “관용”의 필연적 전제인 것이다. 그래서 비어라허는 복수의 외 

국어 지식과 관용정신을 새로운 세대가 갖추어야할 “지적기본장비”라고 보고 있 

다. (1998, S. 14) 그래서 EU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언어， 조기교육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해서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의 자산으로서 발전 

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고 세계화는 이 창조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저해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러 문화는 상호간에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바로 다언어 주의를 천명하고 있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V.EU와 독일어 독일인의 모국어의식 

동유럽에 시점을 두고 볼 때 최근에 독일어 학습은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 

고 있다. 왜 독일어가 여기서 붐을 일으키고 있을까? 미국 데이비드하이서는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들고 있다.(1993) 

첫째， 냉전체제 와해로 인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세 나라의 경제， 문화， 

학문에의 문이 활짝 열려 졌다는 것이다. 이미 전환기 이전에 동유럽 여러 나라 

는 독일과의 최대 무역거래국 이었던 것이다. 둘째 2차 대전 종전전까지 볼가지 

역 Wolga과 콰니스베르크 Kö띠gsberg사이， 단치히 Danzig와 프라하 R견g사이， 

지벤뷔르겐 Siebenbürgen과 북유고 Jugoslawien사이에 독일어가 널리 사용되었 

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붕괴이후 러시아어 대신에 독일어가 되돌아 온 것이다. 

세째，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러 저명한 경제， 정치학자들이 예언하는 바， “중부 

유럽권”의 형성과 독일의 역할이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형상 유럽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양극체제 붕괴이후 “독일어권”이 새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체 

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중부유럽권을 형성해서 라인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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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불어권과 유럽대륙을 양분할 것이다. 중유럽 문제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의 가브리엘 와케르만은 그의 저서 “새로운 중유럽”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울신문， 1997. 10. 6.) 

“중유럽은 특히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의 유 

럽 뿐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중유럽은 역사적으로 깊은 그들만의 문화적인 공통점으로 활발한 교 

류가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세계의 한 축을 형성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우선 “게르만노폰 (독일어권)"이면서 문화적으로 갖고있 

는 많은 동질성이 이들의 향후 교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한다. 여기에 세계 

세번째 경제 대국인 독일이 그 중심축에 있다. 독일의 수도를 Bonn에서 Berlin 

으로 옮긴 이유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와케르만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발칸반도에서 볼가강에 이르는 “중부 유럽 Mitteleuropa" 탄생을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연방주의자 프란츠Gustav Adolf Constantin Frantz 

(1817 -1891) 와 경제학자 리스트 Friedrich List(1789-1846)에 의해 주창된 바 

있는 이상향이다. 프란츠는 합스부르크가의 영도하에 유럽연방 국가를 창설함으 

로써 성장 일로에 있는 미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면서 분쟁에 

영일이 없었던 유럽 여러 민족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현재 

의 제반 상황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겠다. 

아직은 이러한 이상 즉 “미텔 오이로파”를 형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는 존재 

하지 않는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구권에서의 

독일어 붐과 독일어 주변국에 대한 독일의 투자는 영 불 및 이탈리아 등의 의 

혹과 질시에도 불구하고 “미텔 오이로파”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더

나이세강 이동 및 다뉴브강 주변국가에서는 달러와 영어에 못잖게 독일어와 마 

르크화와 통용되고 있다. 가령 카프카의 고향인 프라하의 호텔풍경은 독일인에 

게 더욱 친근하다.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동유럽에서 러시아어 대신에 독일 

어가 학습됨으로 인해 독일어 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과거지사로 인해서 영국， 프랑스 또는 폴란드 

등 이웃 여러 나라의 의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된 1992 슈피겔지 18에 실린 기사를 여기에 인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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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본의 테마도 심지어 유럽 화폐통합에 관한 것도 브뤼셀의 여 

러 기관에 독일어를 제 3의 근무언어로 관철시키려는 독일수상의 소원만 

큼이나 영국인과 프랑스 인에게 격렬한 반웅을 야기 시킨 일이 없었다. 

독일어는 8천만 유럽연합 시민의 모국어이다.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스 

타에서는 유럽회의에서 영어 프랑스와 더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역겨 

운 후두음’을 듣는 다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이다라고 기사화하고 있다” 

여기서 역겨운 후두음‘이라는 것은 바로 독일어의 ’Ach- Laut, Ich-Laut를 

말하는 것으로 독일어에 대한 영국인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왜 독일인들은 프랑스인들처럼 모국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룰 

가지지 못하는가. 슈뢰더 수상의 독 · 불관계 고문이기도 한 수지 Brigitte 

Sauzay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왜 “독일인이 아니기를 원하는가?" 바로 

“흘러가지 않는 과거의식” 때문일 것이다. 아도르노 Adomo는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이다”라고 말했거니와 독일인들은 이 과거의 멍 

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가 놀테 Emst Nolte는 “보통의 경우， 

어떠한 과거도 흘러 가버린다 ... 이에 비해 나치즘의 과거는 … 어느 사이 

에 사라지거나 힘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더 

생생하게 강력하게 되는 것 같다. 게다가 그것이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나쁜 

사례로서 마치 현재 솟아오르는 과거로서 정벌의 칼처럼 현재의 머리 위에 

걸려 있는 과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탄식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86년의 ‘역사가 논쟁’ 1996년의 ‘골드 - 하겐 논쟁’을 거쳐 

1998년 ‘발저 - 부비스 논쟁‘으로 이어 진다. 금년에 (1999)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권터 그라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마르틴 발저 Martin Walser는 

1998년 10월 11일 독일서적협회의 평화상 수상을 즈음한 연설에서 ’홀로코 

스트의 도구화 Instrumentalisierung des Holocaust‘에 불만을 터뜨린다. “ ... 

진지한 사람이면 아무도 아우슈비츠를 부인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있는 사 

람이면 아무도 아우슈비츠의 잔인성을 달리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대중매체가 이 과거 때문에 나를 비난한다면 …그 무엇이 거부감 

을 느끼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S. 45). 독일인들은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독일인들의 죄책감을 도구화한다는 것은 마치 

시지프스처럼 영원히 그 괴로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발저의 이 

러한 기본 입장은 새로운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지에 ’홀로코스트 기념물 

Holocaust M하lnmal‘ 건립에 대한 찬 · 반 논쟁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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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최대수치를 기념화 하지는 않는다”라고 반 

대했다. 

이러한 발저의 견해를 극렬하게 비판한 것은 독일 유대인협회 회장 부비스 

Ignatz Bubis 이었다. 1950, 60, 70 연대까지의 친지들의 전화번호들을 기억 

할 수 있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부비스는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두 누 

이를 잃었지만 전후 독일에 돌아와서 보석 및 부동산 사업으로 거부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발저의 연설을 또 다른 “정신적 방화 Gesitige 

Brandstiftung"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밀어내려는 심리이며 기억을 소멸 

시키려는 새로운 시도” 라고 비판했다. 또 기념물 건조에 대해서는 “그 수치 

가 잊어서는 안 될만한 것이었지 그것이 경고기념물에 의해서 비로소 기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lotz,Wiege, S. 22) 

이것이 왜 오늘날 독일인들이 모국어에 대해 냉담한가 하는 데 대한 역사 

적 배경이다. 원래 독일인들은 외국어에 대해 전통적으로 개방적이었다. 하 

이네만 Gustav Heinemann 전 대통령은 어느 연설에서 “… 독일인들이 외 

래어를 좋아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러도 우리들의 말 

이 좀 더 순수하게 될 수 없을까 하고 탄식했습니다…라고 연설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대왕 (1712-86)에 의해 포츠담 궁전에 초대된 볼테르가 ”여기서 

는 모두들 프랑스어를 합니다. 독일어를 하는 것은 졸병과 마구간의 말뿐입 

니다“라고 쓰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어를 선호했으며 오늘날에는 이 자리에 

영어가 들어서고 있다. 17, 18 세기의 프랑스 유행의 배경은 난숙한 프랑스 

궁정문화이었다면 오늘날의 배경은 바로 나치 과거의식이라 하겠다. 

그래서 현재 독일어는 한국어 일본어와 더불어 가장 영어를 많이 수용하 

고 있는 언어가 되어 있다. 외래어 수용 차원이 아니라 독일어 존립 마저 

위협할 정도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ein Leben ist ein 

giving-story. Ich habe verstanden, daß man contemporary sein muβ， das 

future-Denken haben muß. 이것은 30년전쟁 0918-48)후에나 볼 수 있었던 

‘잡종어 Kauderwelsch’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30년전쟁 0914-45)이 17) 

이후 오늘날 그때처럼 독일어를 지키자는 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도르트문트 대학의 수리 통계경제학 교수인 크레 

17) ‘2차 30년전쟁’이라 함은 「독일어를 지키는 모임」 부회장이며 작가인 

Horst Hensel 이 그 의 저 서 rSprachverfall und kulturelle SelbstaufgabeJ 
Druck Verlag Kettler, 1999 90쪽에 서 언 급 한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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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Walter Krämer에 의해서 「독일어를 지키는 모임 Verein zur Wahrung 

der deutschen Sprache e.V. J 가 1997년 11월에 창설되 었다.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과도한 영어화를 저지하고 독일어 위상을 지키는 

데 두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이 단체가 뜻하는 바는 절대로 국수의주의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적절한 외국어의 영향은 언제나 자국어를 발전시키는 데 

자극적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순수주의는 배격한 

다. 영어에 능통한 회장인 크레머 자신이 독일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 

는 ‘Sex Appeal'같은 표현을 얼마든지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모임의 부회 

장 헬센 자신 괴테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있다. 

‘ 어떤 언어의 폭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낯선 것을 배척하는 데 있는 것 

이 아니라 낯선 것을 삼켜버리는 데 있다. 나는 많은 것 또는 섬세한 것 

을 담고 있는 다른 언어어휘를 배격하는 모든 부정적 순수주의를 저주한 

다. 나의 관심사는 생산적이며 우리가 바꾸어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이웃언어가 가진 결정적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긍정적 순수주의 

이다. 현학적 순수주의는 어리석게도 감각과 정신의 계속적 확장을 거부하 

는 것이다." (헬센， S. 243에서 재인용) 

이 단체가 추구하는 바는 절대로 외국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이라는 한 지붕아래에서 Unter einem Dach Europa 독일어를 쓰자”는 것이 

다. “유럽은 우리 집이요 독일어는 우리 언어이다 Europa ist unser Haus 

und Deutsch unsere Sprache"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주장이다. 그들의 견해 

를 다시 한 번 요약한다면 : 

1) 무비판적， 지나친 영어수용 Anglizismen을 반대한다. 

2) 적절한 외래어 수용은 독일어의 풍요를 가져오므로 환영한다. 

3) 우리는 건전한 문화 애국주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국수주의적인 

것은 배격한다. 

4) 우리의 기본입장은 초당파적이며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것이 

다. 

5)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가진 유럽연합을 지지한다. 

6) 우리는 반미적이 아니며 유럽적 자의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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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어가 적절한 위치를 가지며 학문어 

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8) 부족한 영어지식으로 인해 광고 상품명 및 대중매체를 이해 못 

하는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한다. (VWDS April 1999) 

그러나 이 단체의 일차적 사업은 지나친 영어화를 막자는 데 있다. 그래서 

IIWörterbuch vermeidbarer und übe남lüssiger AnglizsimenJ 을 출 간하고 

있다. 크레머 자신 E-Mail대신에 E-Post를 쓰고 있으며 자기 연구실 게시 

판에 학위 논문은 누구든지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집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양 언어를 혼합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 예를 제시하고 있 

다. 

또 이 모임 안에 개별 연구집단으로 ‘유럽연합내에서의 독일어 강화’ 위 

원회가 있으며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연합소속 번역국의 포크트 Werner 

Voigt 가 독일어 위상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필자 

방문 시 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그간 2년 남짓 사이에 거둔 이 단체의 성과 두 가지만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미테랑， 시라크와 콜의 물밑 싸움 끝에 유럽중앙은행 Europäische 

Zentralbank EZB 소재지가 프랑크푸르트에 결정되자 1999년 2월에 시장 로 

트 Petra Roth는 프랑크푸르트시를 “The City of Euro" 4- 부르기로 하고 거 
리의 간판이나 공문서에 이를 표시하기로 하자 「독일어를 지키는 모임」 의 

대변인 아동문학가 발데라 I10na Wa1dera는 1000명의 반대서명을 시에 제출 

해서 “The City of Euro"운동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1999년 2월 24일자 

FAZ는 옛 시청사인 뢰머를 배경으로 해서 서명서류를 든 그녀의 사진을 싣 

고 “잔 · 다크 뢰 머 에 오다 Jeanne d‘Arc kam in dne Römer"라는 제 목을 

붙이고 있다. 

또 하나는 해마다 그해의 “언어변조자 Sprachpanscher"를 선발해서 지나친 

영어화를 지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Deutsche Telekom으로 하여금 “우리는 

독일어로 말한다”라고 선언하게끔 하기도 했다. 

68세대 출신으로서 콜수상과 달리 ‘역사에 사로잡히지 않은’ ‘직접적 책임 

이 없는’ 세대인 슈뢰더수상은 약속된 빠리의 일차대전 전몰병사 참배를 거 

부하고 ‘성숙한 국가’로서 과거는 반성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 

언했다. 발저의 발언과 관련해서 “총리 자신도 아우슈비츠가 도덕적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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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내 생각으로는， 작가에게는 그 

렇게 말하는 것이 허용돼야 하나 총리에게는 아니다”라는 함축적인 답을 했 

다. (강여규/뉴스플러스 161) 

이러한 슈뢰더로부터 펼자는 좀 더 적극적인 언어정책을 기대한 바 있었 

다.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 1999년 7월에 발생한 이른바 ‘독 

일과 핀랜드간의 언어갈등Streit zwischen Deutschland und Finnland’ 문제 

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언어분쟁은 핀랜드의 오우루 Oulu에서 개최될 예 

정이었던 비공식적 유럽연합 공업장관회의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독일어 사 

용을 거부했던 것에서 발단된다. 표면적 이유는 회의장소가 좁아서 독일어 

동시통역을 배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독일정부는 영어， 프랑스어와 더 

불어 독일어가 상용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관례를 어김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이태리와 스페인이 있을 것이라고 본 

에서는 추측을 했다. 슈뢰더수상은 독일어 사용이 금지된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It is very beduaerlich"이라고 하면서 그 회의를 보이콧 

할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에 오지리가 동조한다. 전후 독일언어 문화정 

책에 약간의 관심을 기울여 온 필자에게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양보와 저자세 일변도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문화부 장관 나우만 Naumann은 독일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핀란 

드 대통령 린덴 Linden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독일어가 EG 창설 때부터 

“원래의 상용어 Ur-Arbeitssprache‘임을 상기시키면서 재고할 것을 촉구했 

다. 독일 정부 대변인 역시 ”그러한 회의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주재국언어 

와 더불어 사용인구가 많은 언어가 상용어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나섰다. 그러나 핀란드는 공식적으로는 끝내 거부했지만 이러 

한 문제에 정통한 아몬 교수에 의하면 그 후 핀란드 정부가 양보했다고 한 

다. 이 분쟁은 앞으로의 독일어 언어정책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 

지 않을 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Bonn 외무성 담당자를 방문했을 때에 

받은 필자의 인상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이러한 슈뢰더의 정책에 대해 모든 언론이 반드시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만이 아니다. 우선 디 · 벨트 Die Welt 지에서는 슈뢰더가 “마치 난 

폭자처럼 Wie ein Halbstarker"처럼 브뤼셀에 나타나서 드골의 흉내를 내 

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브뤼셀에서 독일어를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유럽 

을 생 각해 야 한다 W er in BrüsseI Deutsch sprechen will, muss zu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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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퍼sch denke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독일 EU 위원인 마티스 

Wulf-Mathies는 핀란드와의 언어싸움은 불필요한 것으로 공연히 핀란드를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유럽연합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발칸재건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전 수상인 슈미트 및 콜 역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 

일어에 대한 독일인의 비 애국적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헤르티에 Hertie 재 

단 총무이사인 케엘브란트 -그는 로마니스트이며 언어학자-조차도 “독일언 

어정책은 세련되지 못했다 Uncool: die deutsche Sprachpolitik"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Merkur. 7. 16.) 그의 말을 인용해 두고자 한다. 

· 독일정부는 오랫동안 EU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용어의 지위 

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영국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전 

에 이미 독일어가 실제 상용어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영어 

를 수용한 것은 독일 외교관들이었다. 이제 갑자기 새로운 소리를 내니 

까 유럽 파트너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과거정권들의 무감각은 이제 

부메랑처럼 현 정권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VI. 맺는 말 

이상 필자는 독일어 교육현황을 일별한 후， 영어공용어론까지 거론되고 있 

는 날 왜 제 2 외국어-독일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헤르더의 말처럼 뉴톤이 이미 중력의 법칙을 정립해 놓았으면 영어를 배워 

밝혀 놓은 비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진보는 얼마나 느리 

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외국어 학습의 명분이다. 그런데 영어이외 

에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가? 그렇다.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을 위해 

서는 복수의 외국어를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절대 전제조건 

인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언어주의 Monolingualism은 문화의 황폐화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마요르 Mayor의 다음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문화적 단일성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황폐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문명화된 세계이다.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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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국어 교육에 치중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실례를 베트남에서 볼 수 있다. 정치적 정세에 따라 강대국의 언어인 

프랑스어 - 일본어 - 러시아어 - 영어 일변도로 교육해 왔기 때문에 항상 

한쪽만 바라보고 왔던 것이다. 1995년 5월 7일자 뉴욕 타임지에 소개된 바 

에 의하면 베트남 교사인 Quoc Khoi는 프랑스어를 배웠다가 그 다음 일본 

어， 이어서 영어를 다시 공산주의시대에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가르쳤으며 

지금은 영어교사로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한다. 

앞에서 미국외교관 어학연수원에서 60개 외국어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음 

을 소개한 바 있다. 외무부가 95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43객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148명 중，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은 전체의 19% 인 23명뿐이다. 그 외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앞의 미국 

의 경우와 대조된다. 

모국어 하나만의 시대는 언어상으로 볼 때 ‘점의 시대’로 ‘닫힌 민족주의’ 

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모국어와 그 

외국어와의 거리관계를 의식할 수 있는 ‘선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 

나 여기서는 특정 언어 일변도에 의해서 역시 세계관적 지평선의 이해가 

좁다. 이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모국어와 두 외국어의 세 점을 

정점으로 해서 상호의 거리 각 등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른바 문화적 ‘삼각측량’이다. 이것은 반드시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외국어 

를 해야 한 다는 뜻이 아니다. 영어를 공통으로 여기에 각자 취향에 따라 

하나 씩 더하게 되면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상호보완이 되는 것이다. 다언 

어에 의한 삼각측량은 현재 EU를르 비롯 세계각국이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조기 다언어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시호， 1998) 

그러면 영어 이외에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며 지도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그 요인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힘 경제적 힘 사용자 수의 힘 및 문화적 힘 

동을 열거 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각자의 취향과 관계될 것이나 서구 인문 

학 및 서양 미술， 음악 등을 공부하려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을 

공부할 것이며 동양학 및 예술을 공부하려면 물론 중국어 및 일본어를 해 

18) The Power of CulttrreJ h뼈l/www.unesco-sweæn.orgÁαnferencælBa때round.htm 

및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 펴냉.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옮김.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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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어와 중국어 학 

습 붐이 일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EU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EU를 리더 해가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영어의 장래? 영어 2000.0 의 다음 통계는 독일의 현재 위상을 잘 보여주 

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셰계적 영향력을 볼 때 독일어는 2 위 

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 일본어， 중국 

어순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림은 지난 600여 

년간의 언어성쇠를 보여주고 있다. 영어 지배현상은 향후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동시에 뭔헨대학의 미국학 교 

수인 라아이텔 Raeeithel처럼 지역어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 (SZ, 1999, 7. 10'/11.) 그에 의하면 이웃국가들의 견제에도 불구 

하고 독일어 위상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U가 동유럽으로 계 

속 확장됨으로 인해 또 독일어의 투자가 이 지역에 확대됨으로 인해 독어 

세는 상숭할 것이다. 프랑스어의 경우 화살표는 수평이지만 이것은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영어 다음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어는 비록 연방해체이후 급격히 몰락했지만 그 잠재 

력은 무한하다. 수퍼 강국 미국에 버금가는 핵 강국이며 무한한 자원을 소 

유하고 있다. 중국어의 경우 기수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어로의 비 

약을 도모하고 있다. 1998년 독일 하노버에서 세계중국어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일본어 역시 수평을 보이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중국어와 더불어 

수직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80년대 이후 경제력에 힘입어 세계어로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어이다. 미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어는 스 

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 다음이 일본어이다. 일본은 ‘수신자’에서 이제 

발신자‘에로 자세변화를 하고 있다. 그 교두보가 대만 한국을 비롯한 동남 

아 여러 나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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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100 지난 지난 지난 

2 독일어 42 500년 100년 10년 

3 표랑스어 33 
영어 / / / 

4 일본어 32 
표랑스어 / / ---+ 

5 스패인어 31 
스페인어 / ---+ / 

6 중국어 22 
러시아어 ---+ / \. 
이란어 ---+ ---+ -• 

7 아랍어 8 
중국어 ---+ ---+ / 

8 포르투갈어 5 

9 말레이어 4 
독일어 / 、\. / 
일본어 -’ ---+ / 

10 러시아어 3 
포르투갈어 / ---+ ---+ 

11 힌디/우르두어 0.4 
힌디/우르 

12 뱅갈어 0.09 
---+ -’ ---+ 

두어 

(그림 3) (그림 4) 

이제 요약을 하고자 한다. 미국 피처버그 대학의 싱거 M. R. Singer는 

“Language Follows Power" 라고 말하고 있 거 니 와 (Foreign Affairs, 1998. 

1.21)이 Power 중 가장 강한 것이 경제적 힘이다. 

1) 독일어는 세계3위의 경제 강국이다. EU를 이끌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 

이다. EU와 독일은 우리의 주요 무역 문화 거래국이다. 

2)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영어 프랑스어와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어중의 하나 이다. 

3) 독일어는 문화어로서 서구인 문학 예술 연구를 위해서는 학습해야 할 

언어중의 하나이다. 

4) 무엇보다 편견 없는 문화의 다양성과 우리들의 시야 확대를 위해서는 복 

수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5) 따라서 특정언어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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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Zusarrrrnenfassung 

Wozu lernen und lehren wir Deuìsch? 

Herder, der den jungen Goethe tief beeinflußt hatte, war ein Genie in 

der Zeit des Sturm und Drang. Aber er hat sich beklagt . “Und diesen 

fremden Sprachen muß ich meine blühendste Tage ... aufopfem?" Es ist 

ja nicht leicht, eine Fremdsprache zu erlemen. Englisch ist heute lingua 

franca und die Deutschen gebrauchen fast alle Englisch geme und auch 

gut. 1st es nicht genug, wenn wir nur Englisch können? Warum und 

wozu müssen wir dazu noch die 2. Fremdsprachen und Deutsch lemen? 

Wir wissen ja, d왜 es bei uns heutzutage diese Meinung gibt, die an 

Boden gewinnt. 

ln dieser Arbeit habe ich folgende Gründe für den Deutrschunterricht 

in Korea vorgebracht. : 

1. Bei der Englisch-Only Politk besteht die Gefahr, die wirklich 

monotone, ‘verwüstete’ Kulturlandschaft entstehen zu lassen und unseren 

Horizont des Verst삶1dnisses zu verengen. Auf die obengenannte Frage 

hat Herder uns bereits eine Antwort gegeben : Wie wenig Fortschritte 

W디rden wir getan haben" wenn jede Nation in die enge Sphäre ihrer 

Sprache eingeschlossen, vor die Gelehrsamkeit allein arbeitet?“ 

2. Daher bin ich überzeugt, daß Multilingualismus und - kulturalismus 

die einzige, unentbehrliche Vorausetzung ist, Kreativit셜t und Vielf;감ltigkeit 

zu bewahren und zu entwickeln. Es ist notwendig , daß möglichst viele so 

viele Sprachen wie möglich erlemen. In den meisten L설ndem bieten sich 

die Möglichkeiten, pluralistisch Fremdsprachen obligatorisch oder fakultaiv 

zu lemen. 

3. Deutsch ist zwar kein lingua franca, gehört aber immerhin zu den 

drei einflußreichsten Sprachen in der Welt, wie es “The Future of 

English? von D. Graddol beweist. Wer Deutsch spricht, kann problemlos 

mit rund 100 Millionen Eoropäer in ihrer Muttersprache kommuniz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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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 ist die am meisten gesprochene Muttersprache in der EU. Diee 

Zahl der Deutschsprachigen in der EU, die mit deren Erweiterung nach 

Osteuropa zunehmen wird, übertrifft die von anderen Sprachen. 

4. Es sind Deustchland und Frankreich, die die EU führen. Und Deutsch 

spielt eine wichtige Rolle. Deutschland und die EU sind nicht nur ein 

wichtiger Handelspartner sondem auch Klturpartner für Korea. 

5. Auf noch einen Punkt möchte ich hinweisen. Wir hoffen, daß die 

Deutschen eine kluge, aber aktivere Sprachpolitk betreiben, damit ihre 

Muttersprache aus der Weltbühne nicht mehr zurückgedrängt werde. 

D디rfen wir eine Wende in der Sprachpoltik erw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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