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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New Zealand being very short, 
Koreans are, when compared to other Asian ethnic groups, the most likely to 
speak their first language (81%). If they wish to maintain this high rate of 
mother tongue retention and make their children efficient bilinguals, now is 
the opportune moment. Otherwise, the probability of their children becoming 
dominant bilinguals who speak English like natives but don’t speak Korean 
very well is very high. This would be regrettable not only for Korean parents 
and children, but also New Zealand society. 

The present article tried to uncover, by means of a simple inquiry, the 
opinions of Korean parents in New Zealand on their children’s bilingualism. 
Its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 whole, Korean parents are 
satisfied with the progress made by their children in English; 2) they make 
efforts to maintain Korean proficiency of their children by enrolling them in 
Korean schools; 3) yet some of them aren’t entirely convinced that Korean
English bilinguality might help their children achieve good grades in English 
and other school subjects; 4) half of them seem to be uncertain that Korean 
English bilinguality could contribute to New Zealand society and to New 
Zealanders - who suffer from ‘monolingual myopia' - by broadening their in
tellectual horizons, by supplying a naturallanguage environment where they 
are able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by providing the country with a' pool 
of much-needed Korean-speakers who can be drawn on to further New 
Zealand’s position in the area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rade and tourism. 
Therefore, when trying to further bilingualism of Korean children in New 
Zealand, it would appear practical to start by addressing Korean parents’ fear 
about 3) and 4) stated above, through regular conferences and special news
paper articles. 

In the 21"1 century, bilingualism is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 at 
the internationallevel. This is more true of Korean children who wish to live 
permanently in New Zealan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schooling, in
asmuch as this country is expected to become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more diver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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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구의 훨요성 및 목적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인종상으로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01년 6월 30일부터 향후 20년 간의 인구 변화를 예측한 뉴질랜 

드 정부 통계 자료1)에 의하면， 유럽계(European)는 307 만 명에서 323만 명으로 
5% 증가하는 반면에， 마오리족(Maori)은 59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29% 증가하 
고， 아시아계(Asian)는 27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145% 증가하고， 태평양계 
(Pacific)는 26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59% 증가할 것 같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아시아계의 증가 폭이다. 실제로 뉴질랜드에 정착한 아시아계는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이런 아시아계의 증가에 

는 한국인도 일익을 담당한 것 같다. 같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은 1991년 

부터 2001년까지 10년 사이에 1，946명에서 19，026명으로 거의 10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런 증가 추세2)는 1997 1건 IMF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다소 주춤한 상 
태이지만， 여 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뉴질랜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종상으로 점점 다양해지 

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언어 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2년에 1. Waite가 뉴질랜드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Aoteareo Speaking for 
ourselves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뒤 에서 좀더 자세히 논하겠지 만， 이 보고 

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의 다양한 민족들이 자기 모국어를 잘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은 모국어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앞서 인용한 통계 자료3)를 다시 인용하면， 아시아계가 68%로 가장 잘 

유지하고 있고? 유럽계가 58%로 그 다음이고， 태평양계가 46%로 그 다음이다. 

아시아계로는 인도인， 중국인， 크메르인， 베트남인， 한국인을 비교했는데， 이 중에 

서 한국인이 81%로 가장 높고， 인도인이 62%로 가장 낮다. 적어도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인은 모국어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높 

은 수치는 뉴질랜드 한국 교민들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의 이민 

역사가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인 것 같다4). 따라서 시간이 흘 

러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 이 모국어 유지율도 점점 낮아질 것 

으로 보인다. 이런 모국어의 ‘세대간 손실(intergeneration 10ss)’은 어느 이민 사 

회에서나 불가피한 일이지만， 교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손실율은 어느 정도 

1) http://www2.stats.nz/domino/ external/pasful\/passful.nsf. 통계 자료 제목 : “ National Ethnic 
Population Projections 2001 (base) 2021 update." 

2) 자세한 “연도별 뉴질랜드 이주민 수”는 본 논문의 I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3) 통계 자료 제 목 : “Profile of First Language Retention" 

4) 통계 자료 제목 : “ The Impact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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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 한국 교민들이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 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뉴질랜드 한국 교민 자녀들의 이중언어사용상 특정 

을 정리해 보고， 설문 조사를 통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교민 부모들의 의견을 

알아 본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이증언어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할 때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z 뉴질랜드 한국 교민 자녀틀의 이중언어사용상 특정 

뉴질랜드 한국 교민 자녀들의 이중언어사용상 특징을 살펴 보기 전에， ‘이중언 

어사용’ 또는 ‘이중언어화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2.1. 이중언어사용의 정의 

‘이중언어사용(bilingualism)’， ‘이중언어화자(bilingual)’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는 학자마다 다 다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이 수많은 정의의 양극을 이루는 것 

은 L. Bloomfield의 정 의와 1. Macnamara의 정 의 인 것 같다. L. B100mfield 
(1933:56)는 ‘이중언어사용’을 두 언어의 원어민 같은 사용이라고 매우 엄격하게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중언어화자’라고 부 

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국제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 태어나 아주 

어릴 때부터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는 한， 두 언어의 원어민 같은 사용 

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1. Macnamara (1967; S. Abudarham, 

1987:2 재인용)는 ‘이중언어화자’를 “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제2언어로 말 

하고， 쓰고， 이해하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적용하 

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중1 고등학생들까지도 모두 이중언어화자로 볼 수 있 

다. 물론 L. Bloomfield의 정 의는 너 무 협 의 의 정 의 이고， J. Macnamara의 정 의 

는 너무 광의의 정의이다. T. Skutnabb-Kangas (1984:83)의 지적처럼， “만약 어 
떤 정의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모든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그 정의는 사실 

상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무엇을 적절히 구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중언어화자를 “두 언어를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 

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Encarta， World English Dictionary, 1999:179)이라 

고 평범하게 정의함으로써 이런 극단적인 정의를 피하고자 한다. 

2.2 한국 교민 자녀의 청소년기 이중언어사용 

그렇다면 뉴질랜드 교민 자녀들은 이중언어사용상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는 

가? 본 논문에서는 많은 교민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뉴질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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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이 특징을 논하도록 하겠다. 

1. Hamers와 M. Blanc (2000)은 이중언어사용을， 두 언어의 1) 상대적인 능력 
(relative competence), 2) 인지상 조직(cognitive organization), 3) 습득 나이 
(age of acquisition), 4) 외 생 성( exogeneity), 5) 사회-문화적 지 위(social cul
tural status), 6)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라는 여섯 가지 기준을 가 

지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1), 3), 5)의 기준을 가지고 교민 자녀들의 

이중언어사용상 특정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습득 냐이를 기준으로 할 때 뉴질랜드 한국 교민 자녀들은 (10/11세 이전 

인) 아동기 또는 (11세와 17세 사이인} 청소년기 연속적 이중언어화자(consecu

tive bilingua1)5)라 할 수 었다. 여기서 ‘연속적 이중언어화자’란 모국어를 제1언 

어로 어느 정도 배운 다음 제2언어를 ‘연속해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지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 자녀들은 감가적 이중언 

어화자들(subtractive bilinguals)6)이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뉴질랜드에는 여 

러 언어가 공존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 받는 언어는 영 

어 하나뿐이다. 교육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 자녀들은 뉴질랜드 학 

교를 다니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 받는 언어’인 영어에 비 

중에 큰 비중을 두게 되고， 따라서 점점 유창해지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 

지 못하는 한국어는 점점 어눌해 진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자녀들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영어는 거의 원어민처럼 구사하지만 한국어는 외국인처럼 어눌한 지배적 

이중언어화자{dominant bilingua1)7)가 된다. 이민 초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웠기 때문에， 또 이민 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 

았기 때문에- 이 두 언어의 불균형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 

라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속적，’ ‘감가적，’ ‘지배적’ 이중언어사용， 즉 모국어인 한국어가 

점접 어눌해지는 것은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뒤에서 좀더 자세 

히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교민 부모와 자녀들로 보나 뉴질랜드 사회 전체로 보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한국어를 잘 유지하여 한국어-영어 균형적 이중언어화자 

(balanced bilingual)가 되는 것은 자녀의 학업 성취， 지능 및 인지 발달에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훨씬 더 익숙한 부모와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함 

5) 이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은 동시적 이중언어사용(simultaneous bilingualism)인데， 국제결혼율 한 
부모 밑에 태어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자녀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6) 이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은 부가적 이중언어사용(additive bilingualism)인데， 이것은 먼저 배운 제1 
언어(LAIl)와 나중에 배운 "112언어(LBI2l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제2언어의 학 
습이 제1언어 능력을 감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함께 발달해 냐가는 경우를 말한다 캐나다 영어 
권에서 불어를 배우는 학생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7) 이 개념에 상반되는 개념은 균형적 이중언어사용(balanced bilingualism)으로， 먼저 배운 제l언어 
(LA/1)와 나중에 배운 제2언어(LBI2)의 구사 능력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뉴질랜드 한국 교민의 자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697 

으로써 원만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언어-다문화 사회인 

뉴질랜드 사회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영어 지배적 이중언어화자가 되는 교 

민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어-영어 균형적 이중언어화자로 만들 수 있느냐 하 

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가정이나 한국어 학교와 같은 특수 교육 기관을 

통해서 한국어를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의 

도적’ 교육은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민 부모들의 충분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부모에게 달려 

있고， 자녀들을 한국어 학교에 보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부모에 

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유지 여부는 교민 부모들이 

이중언어사용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통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알아 보기로 하였다. 

&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뉴질랜드 교민 부모툴8)의 언식 

먼저， 설문 대상이 된 교민 부모들의 신상9)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성별 

상으로는 여자가 훨씬 많았고(여자 109명/남자 31명)， 연령상으로는 30대와 40대 

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97.9%)， 학력상으로는 거의 다 대졸 이상으로 높은 편이 

었다(대졸， 78.6%/대학원졸， 14.3%). 뉴질랜드 거주연한은 2~4년 사이가 전체 
61.4%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본인의 영어 수준은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체 65%로 가장 많았다. 

설문은 2005년 5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한 한국어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그 질문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로 귀하의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배우는 속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 예 : 112명 (80.0%1 (2) 아니오 : 28명(20%) 

이 질문은 1976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가 미국으로 이민 온 아시아계 학부모 

256명 10)에게 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다. 먼저， 1976년 설문 결과부터 살펴 보면，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에 대해서 전체의 72%가 만족하는 반면에 한국 학 

8) 본 논문에서는 설문 대상을 연의상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한 한국어 학교의 학부모로 한정하였 
다. 그런데 이런 대상 한정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이미 이증언어사용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뉴질랜드 한국 교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어쨌 

든 본 설문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란다. 

9) 설문 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상은 본 논문 [부록 꾀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중국인 21명， 필리핀인 42명， 일본인 20명， 한국인 78명， 사모아인 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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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36%로만 만족하고(이동재， 2000:54 재인용)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영어 학습 속도에 대한 한국 학부모의 만족도는 다른 아시아계 학부모에 

비해서 매우 낮았었다. 이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뉴질랜드 한국 교민들은 자녀 

들의 영어 학습 속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응답자들 중 80% 
가 자녀의 영어 학습 속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우리는 자녀의 영어 학습 속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교민 

28명들의 신상을 따로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가 3명(10.7%)， 여자가 25명(89.3%)으로， 전체 성비(性比) 남자 22.1%, 

여자 77.9%와 비교해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영 

어 학습 속도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교육에 더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1명(39.3%)， 40대가 16명(57.1%)， 50대 이상이 1명 

(3.6%)로， 전체 연령대와 비교해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그 불만율도 약간씩 높아 

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거주 연한과도 관련이 

있는것 같다. 

셋째，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자녀의 영어 학습 속도에 불만을 느끼는 사 

람들 중 고졸은 1명(3.6%)， 대졸은 22명 (78.6%)， 대학원졸은 5명(17.9%)으로， 전체 

학력 분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부모가 고학력이면 고학 

력일수록 자녀의 영어 학습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넷째， 뉴질랜드의 거주 연한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자녀의 영어 학습 속도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 중에 거주연한이 1년 이하인 사람은 0명， 2년이 7명(25.0%)， 

3년이 11명(39.3%)， 4년이 4명 (14.3%)， 5년이 3명(10.7%)， 6년， 7년， 8년이 각각 1 
명(3.6%)으로， 전체 거주 연한 분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뉴질랜드에 체류한 지 2 
-3년 사이가 자녀들의 영어 학습 속도에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는 시기인 것 같 

다. 이것은 아마 체류한 지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올 때 영어를 잘 몰랐으니까’ 또 

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라고 생각하다가， 체류 

한 지 2-3년이 지나면 ‘이제는 좀더 잘 해야 하는데’라고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 

기 때문인 것 같다. 

다섯째， ‘아니오’라고 대답한 28명 스스로가 생각하는 영어 구사 수준은 ‘상’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명(14.3%)，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5명(53.6%)， ‘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명(32.1%)으로， 이것을 전체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부모 자신의 영어 구사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녀의 영어 학 

습 속도에 큰 기대를 걸고， 그만큼 그들의 영어 학습 속도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은 것 같다. 

2. 만약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영어와 한국어로 한다면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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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이다 : 75명 (53.6%) (2) 반대다 : 65명(46.맹10) 

이 질문 역시 1976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질문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우리 

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한국 학부모들이 한국어-영어 이중언어로 수업올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부정적 

이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교민 부모들이 이런 수업에 대해서 반대하였기 때문 

이다. 아쉽게도 교민 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 보지 

는 못했지만， 우리의 체류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로 ‘영어 

때문에 뉴질랜드에 왔는데， 여기에서까지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나?’， ‘영어 

하나 배우기도 힘든데 한국어까지 어떻게 배우나?’，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면 영 

어를 배우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동의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학부모의 이 

런 우려는 이미 김복림(1980)의 연구에서도 확인련 바 있다. 김복림(1980， 이동재， 

2000:54 재인용)은 시카고와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l 그 결과 영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부 

모들이 미국에서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집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말을 쓸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귀하의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자녀가 둘 이상이면 
평균해 적어 주십시오) 

(1)1년 정도 되어서 : 62명 (44.3%) 

(3) 3년 정도 되어서 : 25명(17.9%) 

(5) 5년 정도 되어서 6명(4.3%) 

(끼 7년 정도 되어서 4명(2.9%) 

(9) 9년 정도 되어서 1명(0.7%) 

(2) 2년 정도 되어서 : 26명(18.6%) 

(4) 4년 정도 되어서 : 12명(8.6%) 

(6) 6년 정도 되어서 2명(1.4%) 

(8) 8년 정도 되어서 2명(1.4%) 

이 질문은 자녀들을 한국어 학교에 보낸 시기에 관한 것인데， 한국어 학교에 

보낸 부모들 중 80% 정도가 뉴질랜드에 체류한 지 3년 이내에 이 학교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모국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교빈 부모들 중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고， 

한국어 학교에 보낸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주당 1회， 3~4시간의 교육으로는 

‘균형적인 이중언어화자’로 키우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4. 귀하의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게 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토요일 오전에 따로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4명(2.9%) 

(2) 한국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 102명(74.3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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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들이 학교에 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해서 : 16명(11.4%) 

(4) 한국어 학습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명(3.6%) 

(5) 기타 : 모국어이니까 :2명(1.4%)， 한국인이니까 :4명(2.9%)， 한국 문화를 배 

우게 하기 위해서 : 7명 (5.0%) 

한국어 학교에 자녀를 보낸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 

부모들은 ‘한국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여기 

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 ‘자녀들이 학교에 가 친구들과 놀고 싶 

어 해서'(16명， 11.4%),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η명， 5.0%)라고 대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의견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 일정이나 

내용을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5. 귀하의 자녀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다 잘 구사하는 이중언어화자가 되는 것은 
다음 사실과 관련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5-1.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그렇다 : 112명 (80%1 (2) 그럴 것 같다 : 25명 (17.9%) 

(3)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명(1.4%) (4) 그렇지 않다 : 1명 (0.7%) 

5-2. 뉴질랜드 학교에서 영어를 비롯한 전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 그렇다 : 62명 (44.3%1 (2) 그럴 것 같다 : 52명 (37.1%) 

(3) 그렇지 않을 것 같다 : 17명 (12.1%) (4) 그렇지 않다 :9명(6.4%) 

5-3.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 뉴질랜드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1) 그렇다 :2β명(18.6%) (2) 그럴 것 같다 : 62명(44.3%) 

(3) 그렇지 않을 것 같다 : 38명 (27.1%) (4) 그렇지 않다 : 14명(10.0%) 

이 세 가지 질문은 뉴질랜드에서의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과 관련된 

질문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뉴질랜드 교민 

부모들의 견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를 모 

두 다 잘 구사하는 것은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 온전한 가정을 유 

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질문인， 이중언어사용이 뉴질랜드 학교에서 영어 

를 비롯한 전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이 

80% 정도 되었지만，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질문인， 한국인의 능숙한 이중언어사용이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뉴질랜드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는 더욱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선 두 질문과는 달리，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았고，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이 62명(44.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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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도 많았 

기 때문이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뉴질랜드 한국 교민 부모들은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1 한국어를 좀더 체계적으 

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체류한 지 3년 이내에 한국학교에 보내는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었지만，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이 자녀들의 한국어， 

영어 뿐만 아니라 전체 학업 성취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 

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런 이중언어사용이 뉴질랜드 사회와 사람들에게 직접， 간 

접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 뉴질랜드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는 훨씬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민 역사와 함께 생기는 모 

국어의 ‘세대간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지금처럼 높은 모국어 유지율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이 자녀의 인지， 지능， 언어 발달 및 학 

업 성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사회와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뉴질랜드 교민 부모들에게 좀더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4.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의 훨요성 

바로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실 중에서 첫 번째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 

을 바탕으로， 두 번째 사실은 주로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를 근거로 논하기로 하 

겠다. 그럼， 이 두 사실에 앞서 먼저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한국 ‘부모의 우려 

(parental fea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4.1.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부모의 우려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부모의 견해는 부정적이 

다.11)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면 지능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두 언어 모두 

어눌해지는 것은 아닐까，’ ‘인지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 

았고， 또 지금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한국 부모의 우려는 특히 

심한 것 같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이동재(2000:52) 역시 부모들은 

이중언어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한국어 교육이 후세들의 영어 교육과 학 

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염려하고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 이중언어사용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H. Baetens Beardsmore (2003:10) 역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이중언어사용에 대해서 내가 얽은 것， 그리고 이 주제로 공식적， 비공식적 강연을 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닌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이， 그리고 널리 퍼 
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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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아 이런 한국 부모의 우려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 

다. 첫째， 한국 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다. 영어 하나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부모는 자녀들이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쳐 영어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부정적으 

로 보는 경향이 었다. 모국어인 한국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자녀들 

의 영어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국어를 가능한 쓰지 못하게 하 

는 부모도 많다. 둘째， 한국 부모들의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경험 부족 또는 부재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단일어를 쓰는 나라이고， 한국 부모들은 한국에 

있을 때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그들의 우려는 자연히 클 수 밖에 없다. 셋째，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외국어 학습 경험을 자녀들의 이중언어사용에 

전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한국에서 영어나 제2 

외국어를 문법-번역 중심의 전통교수법으로 배웠고， 이 교수법은 학습자의 암기 

와 반복만 요구할 뿐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어 학습에 대한 그들의 추억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물론 이것은 한갓 기우에 지 

나지 않는다. 우선，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는 상황은 부모들이 영어를 배울 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영어를 배우 

는 ‘외생적 이중언어사용(exogenous bilìngualism)’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영어 

를 사용하는 사회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내생적 이중언어사용(endogenous bi
lingualism)’이고， 교수법 역시 학습자의 암기와 반복만 요구하는 전통교수법이 

아니라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는 의사소통교수법이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4.2. 이중언어사용과 자녀 교육 

그럼 이중언어사용이 아동의 지능， 언어， 인지 발달에， 그리고 학업 성취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례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이중언어사용과 지능 발달의 관계부터 살펴 보면， 이 둘의 관계는 1960 
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 

다. 부정적인 예를 들자면， D. 1. Saer (1923)는 7세에서 14세 아통 1，400명을 대 
상으로 그들의 지능지수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 영어만 쓰는 아동의 지능 

지수가 이중언어를 쓰는 아동의 지능 지수보다 10점이나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1960년 초반까지의 많은 연구는 영어가 서툰 아동에게 영어로 지농 지수 

를 측정하였고， 단일언어를 쓰는 아동은 도시 중산충 출신이 많고 이중언어를 쓴 

아동은 가난한 노동자충 출신이 많다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E. Peal과 W. 
Lambert (1962)의 연구는 야런 방법론상 문제점들을 고려한 최초의 연구로 알려 
져 있다. 이 두 사람은 몬트리올에서 영어만 쓰는 10세 아동과 불어-영어 이중언 

어를 쓰는 아동을 비교한 결과， 후자의 아동이 전자의 아동보다 비언어적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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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시험에서 뿐 아나라， 모든 언어적 지능 지수 시험에서도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다음으로， 이중언어사용과 언어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S. Dopke, 

T. F. McNamara, τ J. Quinn (1991)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언어 발달 
과 관련해서 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자주하는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 

을 꼽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 바 있다: 

1) “이중언어사용 아동은 단일언어사용 아동보다 언어를 더 천천히 배우는 
가?(p.22)" -“지금까지의 한정된 증거로는 이중언어사용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 지 

연되거나 방해 받는다는 일반적인 속설을 지지할 수 없다까p.25); 

2) “이중언어사용 아동이 두 언어를 혼용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인가?"(p.22) -

“언어 혼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단일언어를 사용 

하는 아동들에게서도 관찰되는 정상적인 언어 학습 행동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 

으로는 그것은 혼용된 입력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끼p.30); 

3) “발달 경로가 이중 언어 습득으로 인해 바뀌는가?"(p.22) -“이중언어를 사용 

하는 아동은 그들의 두 언어 발달에 있어서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는 것 같다"(p.37). 

사실 이런 S. Dopke, T. F. McNamara, T. J. Quinn (1991)의 결론은 매우 신 
중한 입장에 속하고， 이중언어사용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L. S. Vygotsky, 1962; J. Cummins, 1979; 
S. Ben-Zeev, 1984; K. Hakuta, 1986 등). 예를 들어， L. S. Vygotsky (1962:110) 
는 이중언어사용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를 여러 언어들 중 어느 특정한 

하나로 여기게 만들고， 자신의 언어 현상들을 좀더 일반적인 범주 속에서 보게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언어적 조작을 잘 인식하도록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중언어사용과 인지 발달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앞서 

언급한 19621건 Peal과 Lambert 연구 이후부터는 이중언어사용이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S. Dopke, T. F. McNamara, T. 
J. Quinn (1991:48-49)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변서 
“우리는 이중언어사용 그 자체는 인지 발달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 

는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실제로 그 반대는 사실인 것 같다: 높은 수준의 이중언 

어사용은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아동의 인지 발달에 가속적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가속적 효과’를 주로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
ing)와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로 설명하고 있다. 발산적(發散的) 사고는 

X를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말해 보시오와 같은 과업을 

통해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깡통의 용도’라는 과업을 주면， 피험자인 아동은 ‘동 

물의 잠자리，’ ‘동물을 넣는 통，’ ‘골프장의 홀，’ ‘머리를 마는 기구’ 등과 같은 다양 

한 대답을 하고， 학자들은 그 대답을 유창성(fluency)， 유연성(flexibility)， 창의 

성(originali ty ), 정교성( elaboration)이라는 관점에서 측정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중언어사용 아동은 단일언어사용 아동에 비해 훨씬 더 발산적이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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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선(2000:37)에 의하면， “이런 결과는 아 

마도 이중언어사용 아동이 두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문화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중언어사용 아동은 한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둘 이상 

의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단어와 그 개념간의 결 

합이 좀더 유연함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그 화자는 좀더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중언어사용은 학업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근 많은 연구 

를 종합해 보면， 이중언어사용 아동이 학교에서 더 적극적이고， 성적상으로도 더 

우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1) 완전히 영어로만 수업을 
듣거 나(English Irnmersion Programs) 2) 주로 영 어로 듣되 알아 듣기 어 려 운 
경우에는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거나(Modified Bilingual 
Programs) 3) 모든 수업을 한국어， 영어 두 언어로 듣게 되는데(KoreanlEnglish 

Dual Language Programs), “최근 로스엔젤레스에서 위에서 든 세 가지 교육방 
법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중 각각 두 학교씩 선정하여 4학년 학생들의 유치원 때 

부터의 학습성과를 비교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 번째 

방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영어 발달변과 다른 과 

목에서도 더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손호빈， 2000:13). 비슷한 예로 JD. 
Ramierez 등(1991)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40% 이상을 스페인어로 교육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것이다. 

4.3. 이중언어사용과 뉴질랜드 사회 

이중언어사용이 자녀들의 교육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음으로， 뉴질랜 

드 교민 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한국 교민들의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이 뉴질랜드 사회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과 뉴질랜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5-3]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많은 뉴질랜드 교민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는 

만약 뉴질랜드 교민 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녀의 한국어 교 

육， 즉 이중언어교육에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 교민의 이중언어사용이 뉴질랜드 사회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 

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 Waite (1992)가 뉴질랜드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12)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언어 사용에 관한 전국적 차원의 통계는 없지만， 뉴 

12) Aoteareo Speaking for Ourselve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광 
범위한 언어 문제에 대해 “일관성 었고 포괄적인 뉴질랜드 언어 정책(coherent and compre
hensive New Zealand Language Policy)"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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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사람들의 이중언어사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중언어사용은 대부분 소수 

언어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다수 집단에서 이 

중언어사용을 찾아보기란 어렵다"(J. Waite, 1992 B:15). 이런 낮은 수준의 이중언 
어사용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utilitarian) 요인에 기인한다. 사실， 영어가 모국 
어인 뉴질랜드 사람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영어로 말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 

런 영어 단일언어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 Stanley (1990:5)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일언어사용 제국(monolingual empire)에 속한 

사람들은 단일언어사용 근시안(monolingual myopia)에 시달리고 있다. (. .. ) 우 

리는 그것을 자신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사를 이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라고 요약하고자 한다." 1. Waite의 보고서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외국과의 교역과 관광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에 이 

‘단일언어사용 근시안’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1)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 우리의 국제 
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3) 타민족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 
해서， (4)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사회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5) 
우리의 지적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영어와 마오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1. Waite, 1992 A:6). 여기에서 ‘영어와 마오 
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은 중국어， 사모아어， 한국어 등과 같은 공통체 언어들 

(community languages)과 프랑스어， 일본어， 독일어 등과 같은 국제어들(inter

national languages)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공동체 언어들은 뉴질랜드 사람 
들이 이 언어들을 배우고자 할 때 매우 유익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어 공동체가 뉴질랜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첫째，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자체가 뉴질랜드 사람들의 지적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아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 (5) 우리의 지적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영 
어와 마오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 

우고자 할 때 자연스러운 언어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외국어를 배워 본 사 

람들은 다 알겠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만큼 유리한 것은 없다. 셋째，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뉴질랜드 한국인은 “국제관계， 무역， 관광과 같은 영역에서 뉴질 

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매우 긴요한 [한국어 ]13) 재원을 뉴질랜드에 

13) 원문에는 중국인-화자(Chinese-speakers)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한국인-화자”로 바꾸었 
다. 그러나 원문의 “중국인-화자” 역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원문의 논지를 훼손시킨 
것이라볼 수는 없다. 



706 장한엽 

제공할 수 있다."(J. Waite, 1992 A:9)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뉴 
질랜드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1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은 뉴질랜드 사회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 언어들을 

매우 귀중한 언어적， 문화적 재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 정부는 이런 공동체 언어들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었다. “이중언어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이점을 인정하여， 민족공동체가 〔단독으로 아니면 정규 학교와 연 

계하여) 언어 유지 교실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시도를 진지하게 한다면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재정 지원 체계 

는 ( ... ) 공동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집단 언어 능력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 

다?'(1. Waite, 1992 B:59). 

문제는 공동체 언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이런 입장을 한국 교민들은 잘 모 

르고 있다는 데 있다. 교민들 중에는 오히려 뉴질랜드 정부가 자기들에게 모국어 

를 버리고 영어를 빨리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 

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생각이다.1. Waite의 보고서는 “영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것이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제1언어를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1992 B:26)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어를 제2언어로 가르치 

고 제1언어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제1언 

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1992 B:26)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뉴질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이민 

온 나라이다. 이민 역사가 이렇게 짧다 보니 뉴질랜드 교민들의 한국어 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교민 부모의 학력 수준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만약 

교민들이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한국어 유지율 

과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 때가 최적기일 것이다. 문제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한국 교민 부모들의 인식인데， 교민 부모들 중에는 아직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중언어사용이 부모 자 

식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라는 데에는 거의 다 동의하였으나， 뉴질랜드 

학교에서 영어를 비롯한 학업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는 다소 유보적이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뉴질랜드 사회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데에는 더욱 더 유보적이었다. 따라서 뉴질랜드 교민 자녀의 이중언어교 

육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두 가지 사실을 적극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어 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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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교민 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강연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민 

잡지나 신분에서 이중언어사용에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싣는 것이고， 셋째는 

뉴질랜드 한인회와 같은 대표성을 띤 단체가 이중언어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중언어사용은 국 

제 무대에서 예외라기보다는 규범이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 

람들은 한 언어 이상을 배우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다(1. Waite, 1992 B:17)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이고 이 ‘지구촌’에는 자신의 모국어와 

다른 수 많은 언어가 공존하므로，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는 구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의 중요 

성을 강조할 때에는， 과거처럼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라는 식의 민 

족주의적 차원에서보다는 ‘한국어를 아는 것이 장래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실 

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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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부록 11 연도별 뉴질랜드 이주민 수(2005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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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록 21 설문 대상의 신상 
1. 성별 : 남자 31명(22.1%)， 여자 109명(77.9%) 

2. 연령 : 30대 66명(47.1%)， 40대 71명(50.7%)， 50대 이상 3명(2.1%) 

a 학력 : 고졸 10명(7.1%)， 대졸 110명(78.6%)， 대학원졸 20명(14.3%) 

4. 뉴질랜드 거주연한 : 1년 6명(4.3%)， 2년 24명(17.1%)， 3년 42명(28.6%)， 4년 

20명(14.3%)， 5년 11명(7.9%)， 6년 6명(4.3%)， 7년 4명(2.9%)， 8년 1명(0.7%)， 

9년 7명 (5.0%)， 10년 6명(4.3%)， 11년 4명(2.9%)， 12년 4명 (2.9%)， 13년 3명 

(2.1%), 14년 0명， 15년 l명(0.7%)， 16년 1명(0.7%) 

5. 영어 수준 : 상 14명(10.0%)， 중 91명(65.%)， 하 35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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