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억 국어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
- 프랑스와 불가리아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

윤희원*

1. 서론애 애신하어
자기가 사는 나라， 자기가 속한 민족，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관
심과 애착을 갖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매우 당연한 현상이

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애착은， 자문화 우월주의나 민족주의로 발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이른바 국수주의로 증폭되고 고착화되기도 하며， 매

우 드물게는 반작용을 촉발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경우에든，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매우 ‘인간

적인’ 현상은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국가 흑은 민족의 ‘자리’를 찾고 정하

는 데에 장애가된다.

전 세계적， 흑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우리 국어와 국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넓고 갚게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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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서， 본고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을 돌
아보는 데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로 프랑스와 불가리아의 언어 정책과 국
어교육에 대해 일별하고자 하였다

미리 밝히거니와， 프랑스나 불가리아의 언어 정책이나 국어 교육이， 우
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 사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수많

은 국가 중에서 곧이 프랑스와 불가리아를 택한 것은， 지리적으로나 역사
적으로나 국어를 지켜나가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국어에 대한 애착
과 자긍섬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프랑스와 북미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
여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털 알려져 있으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부침을 겪으며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온 불가리아가 오늘의 제
도에 다다른 궤적을 짚어보는 일이 의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관련 연구 서적도 참조했지만， 주로 관계 기관을 방
문하여 관련 인사를 면담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이렇게 함

으로써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연구자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해
석한 결괴를 내놓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으로써 선임견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1 그리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예상
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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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프량설사례
1. 프량스국가재관

1.1 국가적 배경
프랑스의 공식 명칭은 프랑스공화국(République Fran떠se)으로서

B.C 6

세기 경 켈트계 갈리아언이 현재 영토의 정주E배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B. C 1λ~171 경， 시저에게 단기간 정복되고 1941년부터 약 4년 간 파리와 인
근 지역이 히틀러에게 점령 되었던 적이 있으나 수차의 왕조가 교체되면

서도 유럽의 주도국의 위상을 잃지 않았으며， 프랑스 혁명(1789년) 이후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효시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거쳐 대통령 중심제 (1쨌
년)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없년 10월 4열에
발효한 것으로 수차의 부분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회는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프랑스는 사계절이 뚜렷하나 여름에는 덜 럽고 겨울에는 비가 오며 그
다지 줍지 않은 서안 해%댄기후이다. 코르시카를 포함한 본토의 면적이

약 55만빼낌 로서，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국가인데， 본토 외에도 엄청난
면적의 해외 영토(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닉 과둘루프 레유니용 프랑
스령 폴리니시아 뉴 칼레도니아 등)가 있으며 과거의 식민지인 중OJ-아메

리카， 콩고， 기봉， 세네갈， 차드 등은 프랑스 공동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다. 비록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베트
남 등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하였으나，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으로서 UN의 상임이사국이며 EU의 리더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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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은 기본적으로 켈트계와 라틴계 주민이 대부분이며 오늘날에
는 전 인구의 10%에 달하는 이민자들(대부분 북아프리카 인도j{}이나 등
구 식민지 출신)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인구는 약 6천

%만(본토， 2005년)， 국어는 프랑스어(대부분의 지역방언 쇠퇴)， 문맹률 1%
미만이고， 종교는 가툴릭이 83-88%, 이슬람교가 5-10%를 차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9천 달러 (2뼈년)， 주요 산업으로는 비행기(에어버스)，
기계， 화학， 지동치; 섬유， 식품， 관광 등 전 분야에 결쳐 있다

우리나라에는 1잃5년에 프랑스 선교사가 압록강을 거쳐 밀입국한 이래
이른바 병인양요를 거쳐 18&3년 최초의 한불 수호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러나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며 공식 관계는 끊어지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

하란 비공식 외교 채널로 이용되었다~ 1949년 2월 공식 국교가 재개되고
한국 전쟁 중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우호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12.CXXl명에 달하는 교민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살6 1'가고 있으며 국내에도 1 때명 정도의 프랑스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교육은 공교육체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한편，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

을 주는 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지유， 무상， 무종교， 의무(10년，
6-16세) 및 국가에 의한 자격과 학위의 관리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워서 운
영하고있다

1.2

프랑스어의 성립과 변천

프랑스어는 인구어(Indo-Euro뼈n langu맹e) 에 속하는 로망스어로서，
프랑스어 문법과 어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라틴어를 기원으로 하여 형성，
변천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프랑스어 문서로 간주되는 “스트라스부르그

선언문(Les Sen:nents de Strasoourg)"은 샤를 르 쇼브(Charles le Chauv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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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르 제르마니끄(1βuis le G앉manique)의 동맹을 선언한 문서인데， 로

망스어와 게르만어로 기록되어 있다.
중세에 이르자 프랑스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쓰이던 말과 남쪽 지
역에서 쓰이던 말이 특히 달랐다고 히는데， 국가의 체제가 잡힘에 띠라
북쪽 지역의 말이 차차 세력을 곧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프랑스는 당대의 다른 유럽 국기들과 마찬
가지로 두 가지 언어가 공존히는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민의 대

다수는 이른바 속어를 사용했으며， “롤랑의 노래”와 같은 문학작품들도
이러한 속어로 기록되어 전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어가 교회
와 성직자， 학자들 λ에에서 쓰였는데， 이 라틴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방
언을 쓰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오늘날과 같은 소통수단
이 없었던 당시의 방언은 거의 개인 방언이라 할 정도로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점차 체계를 갖추고 세력을 균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은 17세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종교계나 학계에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2. 프랑스의 엎어 정책

2.1.

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급 즉 언중에 의한 프랑스어의 이해 및 사용 수

준은 프랑스라는 국가의 행정， 사법 체계의 발전에 비례히여 향상되어 왔

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라는 국가 형성에 프랑스어의 보급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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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에 대한 국가적인 입장은 프랑수와 1세가 서명한 벌레르-꼬르

레 령(Ordonn빠 de Vill앉s-αtterets， 1많:9) 에 잘 나타나 있는바 제110조
와 제 111조를 통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의흑을 없애기 위해서 ‘arre잉 de
justice’에 관한 한 모호함이나 불확섣함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며(제 110조)， 각종 공문서， 계약서， 선언， 구
형， 조사 등은 열반 국민의 모어인 프랑스어로 기록할 것(저1]111조)을 규정
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인의 생활어 공적인 경우이건 사적인 경우이건 그들의
모어인 프랑스어로 이루어지게 되자， 프랑스어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사

용할 펼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는 “Deffence 앉

lliustration de la langue françoyse(1549)" 였다. 후세에 “뿔레이아드(Pléiade)"
라고 불리게 된 일단의 문학가들이 등장E버 시문학에 있어서 프랑스어
의 탁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10년 후의 열이다 이렇듯

프랑스어는 정치적， 법적， 문학적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갔다.

1없5년에는， 프랑스어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카데미 프랑
세즈(L'Acad따ne Fran떠se)”가 섣립되었다. 당시 재상이었던 르쉴리유
(Rechelieu)는 설립목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란이 심한 국가에서 결속력을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적인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이에 터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정관 24조는 “프랑스어가 예술과
과학을 다루기에 충분한 정도로 순수하고 풍부하며 기능적인 언어가 되
도록 언어적 규칙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관의 사명으로 정
하고있다

위와 같은 르쉴리유의 천명은 매우 이상적인 것이어서，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즉 정치적인 권력을 남용
하여 언어에 영향을 주고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대
법원과 같은 수준의 심의기관을 만들어서 프랑스어에 관련된 사힐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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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프랑스어를 바로 세우며 프랑스어 사용을 통제하였다. 언어에 관

한 한， 권력의 개입보다 갈고 닦으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 왕국이 번창하고 프랑스 문화가 점차 세련되어 가며 디수의 선
교도 이민을 받아들이게 된 17~18세기가 되자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언

어학자들이 정리하고 다틈어내는 프랑스어는 그 세력을 국경 밖으로 넓
혀 갔다. 프랑스어는 북유럽과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교양 있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는 외교 관계의 공용
어가 되어， 그 전에는 라틴어로 적었던 국가간 조약이나 협약에 관한 문

서들을 프랑스어로 적게 되었다. 가히 프랑스어 제국을 건설했다고 할 만
한 프랑스어의 위력은，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의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
을 크게 앞질렀던 것이다.

2.2.

절자법의 변형과 개혁

0봐데미 프랑세즈에서 나옹 첫 번째 사전을 보면， 편찬자들이 프랑스

어에 규범을 세우기 위해 유례없는 노력을 쏟아 부었음을 알 수 있다. 프
랑스어의 철자법은 자연스럽게 변해오는 과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카
데미 소속의 학자들과 어휘학자 문법학자들의 논리적 탐구의 성과에 따
라 변형되었다 철자법에 관한 논의는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이러한 자료는， 실제 발화를 원칙
으로 하되， 어원과 발음， 교육 현장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관례 등을 고려
하여 수집-선정되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요구 조
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철자볍 개혁론자들은 오로지 설
용성을 목표로 하여 개혁 작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잃5년에는 드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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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랫동안 “ ois”라고 쓰면서 /e/로 발음하던 어미를， 100여 년 전에 볼
테르가 주장하던 바와 같이 “ 머s”로 바꾸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공식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철자법은， 계속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점점 고정되기 시작했다 공식 교육 기

관인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규범회될 필요가 있었으므
로 언어에 대해서도 무언가 규칙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에년과 1901년
에 결쳐서， 각종 시험에서 기준이 되는 철자법과 문볍이 고시되었다.
그로부터 거의 1세기가 지난 m에년， 프랑스어 고등심의위원회에서는

관보를 통하여 “수정철자법(Les Rectifications de l'Orthographe)"을 발표하
였다 수정된 철자법은 프랑스어 단어의 표기와 복수형태

‘ 등의 첨삭，

외래어 펴 등을 언어 현살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수정한 것이다
수정철자법 시안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과 학자들야 비판을 하기도 했으
나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들

은 이 수정안이 아카데미프랑세즈의 권고안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고시 형태의 공권력 행시를 통하여 언중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

운 맞춤법의 사용 여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만드는 사전에도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수용되었다

2.3.

오늘날의 언어정책

일상생활에까지 영어가 침투되고 프랑스어에 영어계 어휘의 수가 급
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유서 깊은 프
랑스어 보호정책을 보완해 왔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972년에는 용어 및 신조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수준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이 유입되는 외국어나 외래어에 적

전환기의 국어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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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번역어를 지정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 등장한 물건이나 개

념을 지칭할 어휘를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결정 사

항(예를 들어 software-logiciel, w:때m뻐l-b때adeLπ 등)은 법령으로 공포되
어 적어도 프랑스 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1975년의 이른바 “바 로리올볍(loi Bas-Lauriol)"은 매체는 물론 산업 현
장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각종 광고와 양식， 사용
설명서 등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연이어 1992년 6월 25일에는 프랑스 헌법 2조에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로 한대La lar핑ueg de la République est le
담ançais)."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994년에는 이른바 “투봉법(Loi Toubon)'’이 나와
서 1975년도의 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그리고 1뾰년 7월 3일자로 매스컴
을 포함한 모든 공식 문건에 사용되는 용어와 신조어는 아카데미 프랑세

즈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어를 지켜간다는 아

카데미 프랑세즈의 이념은 법적 보장을 받게 된 셈이다
한편， 프랑스 총리실에서는 1984년에 “여성의 활동에 관계되는 용어 심
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주로 여성의 활동이 많은 부문의

직엽명， 그 분야의 종사지들에게 사용되는 호칭과，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
는 대명사를 여성으로 정하는 데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은 아
카데미 프랑세즈 측에서는， 프랑스어의 남성 명사나 남성 대명λh 남성

호칭은 생물학적인 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표
지이기도 함에 반하여， 여성 명사와 여성 대명샤 여성 호칭은 배타적으
로 여성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틀며 반발했

다. 이어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이러한 조치가 양성간의 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으며， 남성으로 통일할 경우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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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갈 일도 여성임을 밝힘으로 해서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에 정부가 개

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으며 이러한 문제는 언중의 사용
양상에 따라 용법이 저절로 자리 잡힐 때까지 놓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위원회에서 총리실에 제출한 1뺑년도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법적인 문제를 비롯하Ö1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실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별다른 실효성을 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1 정부 치원에서 여성 대명사나 여성 명칭，
호칭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
다.
프랑스어의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가 기관으로는， 위에 언급한 아

카데미 프랑세즈 외 에도 DGLFLF(마légation générale à 1a langue française

et aux 1angues de Francesl 와 ATlLF(마layse et tr며tement informatique de
1a 1angue françaisel 등을 들 수 있다.
1~년에 풍피두 대통령이 만든 프랑스어 보호 발전위원회(뻐ut αmité

pour 1a défence et l' e뼈nsion de 1a 1angue françaisel가 2001년 확대 개편된
기관인 DGLFLF는 프랑스어 이외에도 프랑스 내의 언어 문제 전반을 다

루는 국가기관으로서， 프랑스 국민의 언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지키고 프

랑스어를 다듬어 나가되，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은 물론， 프랑스
국민의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번역， 통역의 문제도

관장하고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하에 프랑스의 언어 관련 연

구와 출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GLFLF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급에
관련된 6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프랑스어상임위원회

(αns머1 su뼈eur la 1angue fran떠sel 와 일반용어위원회(Commission

générale de terrninologiel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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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Scientifiquers)의 INaLF(Institut
nationale de la 131땅ue franç떠se) 및 관련 기관이 통합되어 2001년에 발족된
ATILF는， 프랑스어의 역사적 연구와 현대 프랑스어 연구를 수행하며 프
랑스어의 연구， 사용， 교육에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언어적
문제 전반을 다루는 연구기관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프랑스어를 대상으
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툴랫폼을 제공하며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이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이밖에

INRP(Institut Nation머 de Recherches

PI얹agoqies)에서도 여타 교

과목과 더불어 프랑스어의 교육 방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프랑스어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물론 여타 교과목의 교육과 프랑스어의 관련에 관
한 광범위한 연구도 수행하며 학습용 컴퓨터망을 활용한 프랑스어 및 프
랑스어 교육 관련 정보를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한 프랑스어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각국에 나가 있는 프랑스 문화원
에 언어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1883년에 설립된 프랑스어 교육기관인 알

리앙스 프랑세즈(패iance Francaise)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외국의 각급 학교에 3만 명이 넘
는 프랑스어 꾀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내에도 7개 기관을 운영 중인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는 프랑스의

국가시험인

프랑스어

능력시험

(DALF/ DELF)도 주관한다.

2.4.

프랑스어권의 문제

오늘날 프랑스어를 국어나 공식어 흑은 통용어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
는 %여 개국에 달하며， 해당 국가의 총인구는 약 5억 정도1)로 추산하고
1) 。봐데미프랑서l즈(2뼈)에 따르면 프랑스어를 모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2

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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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기운데 43개국에서 프랑스어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36개국은 국제회의에서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어 사
용 국가 가운데에는， 프랑스나 모나코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온 국민이
프랑스어를 모어로 시용하며 프랑스어를 국어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

고，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과 같이 국민의 일부가 프랑스어를 모어로
하여 복수의 국어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도 있으며 이른바
프랑스 보호령에 속해 있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와 같은 북아프라카
자이레， 가봉， 세네갈 등 아프리카 중남부에 이르는 여러 나라와 라오스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국민의 상당수가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시용하며 고등교육이나 공문서 등에 공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폴리네시아 군도와 카리브 해 연안 등 프랑스령으로 남아있
는 지역과 같이 주민 대디수의 모어는 아니지만 프랑스어가 공식어로 정
해져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프랑스어를 제1 외국어로 정하여 교육， 사용

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우편업무와 같이 프랑스
어가 해당 국가의 국어 이외에 단일공식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와 EU,

UN, OECD

등과 같이 복수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어가 배제된 국제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어권은 이러한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1880년보

다 상당히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프랑스라는 국가의 국력 신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교육 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은 바가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어권”의 개넘이 “지리적 개념”에서 “제도나 관습적 개념”으로 바
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학자와 문필가들은 일찍이

17.

18세기부터 프랑스어의 체계화

와 순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당시 프랑스의 국력이 유럽 전역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 뻗어나가는 추세에 힘입어 프

랑스어로 세계어의 위력을 떨쳤다. 특히 1731년까지 프랑스어가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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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공식어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영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유
럽의 귀족 계층이 사용하는 “문화적 언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현대 영

어에도 80%에 어휘들이 프랑스어와유사하며， 멀리 러시아어와불가리어
등의 슬라브어에도 프랑스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라한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확장은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되었다
가 신흥 강대국인 미국의 등장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절대적인 지위가 흔
틀리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 딩국이 식민지를 내놓으면서도 신식민주의

(n얹 color빼sm)로 지탄을 받을까 우려한 써에， 국제 정치， 국제 경
제， 현대 과학 등 전 부문에서 밀리기 시작한 프랑스어를 살리자고 나선

이들은 뜻밖에도 세네갈의 생고르(L.S. Senghor) , 니제르의 디오리 (H

Diori), 튀니지의 부르기배H Bourghiba) , 레바논의 헬루(c. Helou) 등 구
식민지의 지식인틀이었다 이들은 언어 시용상의 편의만이 아니라， 영어
권， 동유렵， 아시아 여러 국가틀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

에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입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프랑스어권 정상회담(Sommets de la francophonie)은 1986년에야 결성되어
41 개국이 이에 참여하였다. 그 첫 번째 공식회의는 1995년에야 열렸는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상들의 모임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

로 열리고 있다. 이 기구에는 프랑스어권 상임위원회(Haut Conseil

de la

F뻐r따10미e)， 프랑스어사용대학연합회(뾰S띠atlon 뼈 뻐versités P.뼈리lerænt

ou entièr，앉mt de La뼈ue Fran떠se) 등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1996년에
는 프랑스어권국가연합 사무국이 구성되어 대사무총장을 지낸 Boutros

Gh때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였다.
프랑스어권국가연합에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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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육 보장

-

문화와 의사소통

:

교수법에 정통한 교사 양성

: 프랑스어로

된 예술 작품과 시청각 자료를 정보 고속

도로를 통해 보급

지유와 민주주의
•

-

경제 발전

:

:

국가 체제의 보장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기업 육성

해외 프랑스어 진흥 : 국제기구와 과학기술계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 권장

한편 프랑스어권국가연합은 중섬 국가라 할 프랑스에 대하여 국제무대

에서의 자국의 위상을 높이며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
다. 또한 프랑스어권 대상(Grand

prix de la francopho피e)을

제정하여， 국가

적 흑은 국제적 맥락에서 프랑스어권의 이익 증진이나 프랑스어 보급에
공로가 많은 개인을 선발뼈 수상하고 있다

3. 프랑스의 국어교육
3. 1.

프랑스의 학제

프랑스의 기본 학제는， 취학전 교육 • 초등 교육 · 전기 중등 교육 · 후
기 중등 교육 •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교육 기간은

취학전 교육이 1 년 내지 3년， 초등 교육이 6년， 전기 중등 교육이 3년， 후
기 중등 교육이 3년을 원칙으로 하나 진급 및 진학이 연령제가 아니라

학력 중심의 과정제이므로 설제 재학생의 연령 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새 교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취학은 원칙적으로 3세부터로 되어 있으
며， 학교는 종래의 인문주의적， 지적 편중에서 벗어나 실용 가능한 교육

을 제공하고자 하며， 교과 활동 외에도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 및 학생의

전환기의 국어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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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큰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주체성과 적응성

을 육성한다 그러나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연

마와 연구 능력 호냉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어서， 각종 기능 및 기술 교

육에 대해서도 이론적 교육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고등
교육 지망지들에게는 기존 지식의 축적파 활용 및 효과적인 표현 능력이

열정 수준에 이르기를 요구하며 바깔로레아도 결국은 이 같은 능력을 측
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최종 학년은 대학 진학 희망자들만이
다니며 바깔로레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초등 교육 과정에서 중등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시험은 없으

나， 진로 지도를 위한 적성 및 섬리 검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교λt 학부
모， 심리학자， 의사， 적성 지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진학을 할 것
인지 특기 지도나 직업 교육을 받을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월반 제도와
유급 제도， 우수아 흑은 부진아를 위한 보충반과 특별반을 운영 E벼 각자
의 능력과 적성， 학습 습관과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 과정의 운영을 시도

하고있다.
프랑스 고등 교육 역사 무상 교육이며， 초 • 중등학교와는 달리 사립학
교가 없이 모두 국립대학이나， 학교와 전공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수준

이 매우 다양하다. 주요 교육기관으로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단기 기술

대 (rur， STSl ,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Universi따l ， 실무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랑제꼼(Grandes Ecolesl로 대별된다. 대
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바깔로레아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
별로 별도의 제도적인 입학시험 절차는 없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주

지에서 가까운 대학에 진학하나， 성적 우수자들은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단계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
서 연구 활동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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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1257년에 설립된 소르본느 대학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일반 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합대학 체제가 아니라 구

역별로 단수의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여러 개의 단과 대학군으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프랑스 특유의 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은 행정， 과학기술， 교
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최고의 실무 관련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
로， 역대 대통령의 절대 다수가 그랑제꼼 출신으로서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 기관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그랑제꼴에 입학하려면 매우 어
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입학 후 1-2년간의 예비
교육과정을 거쳐서 응시하는 것이 얼반적이다. 이 외에도 교사양성을 위

한

IUFM 등
3.2.

수많은 고등 교육 기관이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어 교육과정

프랑스는 각 교육구를 기준으로 교육 자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이 대부분은 교장과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 각급 학교의 교
육과정은 학교별， 학년별로 중앙 정부에서 윤곽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각 교육구와 학교， 힘L급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연계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교과서는 교사의 재량에 띠론 자유선택제이나 학교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과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문종의 다양한

작품이 다양한 형태(인쇄 자료， 음영 자료 등)로 여러 출판사에서 발간되
어 일반도서와 같은 경로를 통해 공급되기도 하지만i 국립교육자료센터

(CNDP)나 지역교육자료센터 (C메IP)를 통해서 제작 · 공급되기도 한다. 종
래의 교육과정2) 가운데에는 구체적인 교재로서 16~19세기의 문학 작품

2) 1쨌년에 고시된 교육고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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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국어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의 목록을 제시한 적이 있는
데， 예를 들어， 1학년에는 16~17세기의 극작품과 19세기의 소설들을 제시
하며， 시의 경우에는 16~17세기뿐 아니라 19~20세기의 2인l품도 다룰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고대 작가와 불어로 표현한 외국 작까 불어로 번

역된 외국인의 작품， 그 외에 비문학 텍스트나 작품도 도입하되， 가능한

한 텍스트와 시각자료 및 청각 자료(음악 등)를 함께 이용할 것을 권한
바있다
프랑스어 교육과정으로 현재 유효한 것은 19m년에 고시 3) 하여 2000학
년도부터 현장에 도입된 것으로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

치는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 및 교육의 과정을 정한 것이다. 이 문서는 인
문계 고등학교와 기술고등학교의 프랑스어 교육 원리와 일반 목표를 담
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다른 학년은 이에 준하
도록 하되， 이후 간행될 보충자료와 더불어 프랑스어 교육의 전체적인 윤
곽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후에 교시들

의 제안과 비판을 받아들여 계속 수정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현행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세 가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전 과정의 학습에 통일성을 기한다.

둘째， 오늘날의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보다 나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종래의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의 목표와 내용

이 다음 분야에서 계속성을 갖도록 한다

문학의 역새 화법， 다양한 형

태의 읽기와 쓰기， 각 영역간의 관련， 창의적 글쓰기 등

이러한 원리에 따라 개발된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3) BO N.6 Hors←Série(l體.8.12)
이를준용함.

총론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시하고 다른 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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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3.2.1. 목적
프랑스어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다. 따라서 프랑

스어 학습을 통하어 지식을 습득하고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을 갖추며 지

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교육을 위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어 교육은 문학작품을 접하고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소OJ을 갖추는 데 이 H찌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언어능력 계발， 사고

력 향상， 상상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
양인 표현능력의 신장도 도모한다 문학과 문화의 역사는 사상과 인간정

신의 역사와 상통한다. 다양한 장르(희극， 비극， 영웅담， 판타지문학， 서정
문학 등)에 접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다양한 즉면을 맛보게 하여 인간관계
의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학작품은 거기에 담긴 사상과

문장의 이름다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저작물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개발하고 상상력을 자극한
다 따라서 문학작품과 각종 자료를 읽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 활동과 연

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읽기와 쓰기의 관련은 자유 과제이건 지정 과제
이건 간에， 학생틀의 독서능력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표현능력도 향상
시킨다

3.2.2. 목표와내용
3.2.2.1 목표
전술한 일반 목적은 교육의 상황과 학습자의 니아와 관련하여 구체적

인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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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하여금 문회유산에 대해 알고 이해하도록 한다. 이 때 문회유각r
이란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유럽지역의 문회유산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
유산전반을포함한다.

학생들이， 연령에 맞추어，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간 정선과 샤상의 역시를 알고 인간관계를 관찰하도록 한다. 이는 학생
들의 감성과 전통과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학생들의 언어사용 능력을 완성시키고 글의 이해와 분석 및 해석능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텍스트 생산 능력을 길러준다.
학생들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점이다. 이는 특정한 주제에 관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며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로
부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 학생들이 지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이
는 학생틀의 상상력을 개발함으로써 파거와 미래와 바깥세계에 대한 사
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3.2.2.2 교육의 내용과 형태
여기서는 실제로 교수 학습해야 할 지식과 수행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유럽 나아가 전 인류의 문회유산에 대한 지식
- 다양한 작품과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인간성을 드러내는 수단인 언어사용능력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 꼭 펼요한 문장력
논증을 구성하고 명료하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작품에 접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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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연계성
고등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문화의 역사에 관한 지식은 너
무나 방대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념어설 뿐 아니라 이 분야의 발전 %댐은

굳건한 기초 지식 위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프
랑스와 프랑스어권의 문학과 문화현상만을 다루도록 한다. 고등학교 2학

년에서는 유럽 전역으로 확장한다. 모든 경우에 프랑스어 교육은 여러 시
대와 경향과 양상과 지역을 두루 다룬다. 고등학교 1 학년 과정에는 설득

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수행 능력을 교수하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표현능력을 중심으로 이를 심화한다.

3.2.4. 활동
고등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히여 수행할 수 있

다.

- 다양한 독서 활동 : 빨리 읽기， 전 작품 읽기(연간 6작품 이상)
말하기와 쓰기 활동

: 상상하여 말하기， 상상하여 쓰기(표현과 이해에 필

요한 수사학과 시학에 관한 기초지식 포함)

언어에 관한 활동 : 읽은 텍스트나 자신이 쓴 텍스트를 중심으로
•

언어를 통한 활동

: 읽기와 쓰기， 말하기의 통합적 활동

3.2.5. 평가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하여 평가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능력， 사
고력과 상상력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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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과정

1) 목표
텍스트의 규칙과 용도에 관한 이해능력 향상
•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 텍스트 생산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숙달
- 논증의 다양한 목표와 형태에 관한 이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구사능력의 향상， 지식 획
득 및 정보 수집 능력의 습득 프랑스어로 표현된 문화 향유 능력 함OJ:-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2) 내용
〈장르〉

서사적 장르 : 19세기 혹은 20세기의 문학작품 중 한 편(비문학 장르

와비교)
연극 . 문학과 문화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희극 흑은 비극을 다룸.

- 시 : 문학 운동， 문학 활동 등과 관련하여 디룸
〈문학과 문화의 역사〉

장르의 역사 : 희극과 비극 작품 및 보충자료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문학 및 문화 운동 양상 : 프랑스와 프랑스
어권의 텍스트와 영상 자료

〈텍스트의 생산파 보급과 이해〉

텍스트의 처리 : 문학적 테스트와 기타 언어자륙 보충자료를 통해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쓰기 활동을 수행함

국어교육연구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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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느」

- 쓰기와 출판하71

: 현대사회의

다양한 언어자료(기시문 포함)를 다루

〈논증〉
•

설득하기 : 16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유명한 토의와 토론
칭찬과 비난 : 지지와 반박의 방법 이해

3) 교수·학습 활동
〈읽기〉

빨리 읽기 : 읽기의 유창성， 읽기 습관， 읽은 내용의 이해와 기억
분석적 읽기 : 작품과 문서 자료(사전， 데이터베이스 기시문 포함)，
영상자료의 처리능력

〈쓰기> 길이와 특성이 다양한 글쓰기
•

지식 획득을 위한 쓰기 : 메모하기， 노트하기， 요약하기， 표 만틀기(프

랑스어과및 기타교과)
설득하는글쓰기
-상상뼈 글쓰기

〈화법〉

듣71

: 다양한 종류의

말하기를 말히는 사람과의 관계 및 정보의 특

성을 정보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적으로 듣기

」 말하기 : 낭독과 구현， 들은 내용 요약하기， 질문하기， 발표하기 등
〈언어의 통합적 사용〉
문장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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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사용능력

- 화용폰적 능력
언어 사용의 사회적， 역사적 분석

4)

기타 과목과의 관련

도구 교과인 프랑스어는 여타 교과의 학습에 꼭 필요한 능력을 교수
학습해야 한다 특히 역사와 사회 그리고 예술 분야와의 관련이 매우 높

다. 뿐만 아니라， 자료설이나， 도서관의 사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7}， 교사는 문화계(문학 포함)의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장려한다

4. 프랑스어의 현황과 문제
세계적으로 자국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높기로 손꼽히는 프랑스도
영어의 물결과 미국(풍) 문물의 도입을 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카데

미 프랑세즈와

DGLFLF

등의 수많은 국가 기구들과 기타 여러 민간단체

들이 프랑스어의 보호와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기는 하나 1세기 전의 영
광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외국어의
번역어 4)를 만들어 내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와 집행 능력은 우리
에게 시사하는 H까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와 문물의 유입을 저지하고 제한하는 수동적인 제도가 아
니라 자국의 언어와 문화 발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대외적으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
4) 이들 번역 용어에 대하여 저호L이 없었딘 것은 아니나， 근자에는， 영어 계통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컴퓨터 분야의 번역어까지도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부
록 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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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와 전략 역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참고할 만하다

m 불가리아의 사례
1. 불가리아국가개관

1.1.

국가적 배경 5)

불가리아의 현재 국가 공식명칭은 불7
가가}리。아}많공화국끼뼈er따1Y6

이며’ 수도는

소피애Co聊51)로서 공식어는 불가리아어 (5bJIrapCKH E3HK)

이다.7세기 이후， 중앙아시아터키계와 슬라브계 주민들이 혼합되어 국가
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14세기부터에서 20세기 초까지 오토만 제국의 지

배를 받았으며， 양차 대전의 패전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권에
편입되었다7}， 1990년대 이래로 개방의 물결을 타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통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는 2004년에 NA1D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EU에 가입한다.
2뼈년 현재 국토 면적은 1l1，OOOkm'( 한반도의 1ι)， 인구는 때만 명이며
이 가운데 83.9%가 불가리아인이다. 불가리아의 주민 구성에서 불가리아
인 디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9퍼센트에 달하는 터키인들이다.

그리고 유럽 일대에 퍼져있는 집시들 가운데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거주
하는 집시가 불7}리아 국민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근
지역 국가에 널리 분포하는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아랍인틀도 상당수 있

5) 이하 각종 통계 수치는 CIA Wo괴d Factbook 2뼈년판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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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삼천 명을 넘으며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00여 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파견된 인력
과 그 가족으로서 단기 체류자들이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4계절이 뚜렷하고 기온도 비슷하나 훨씬

건조하다. 특히 수도인 소피아는 해발 550미터 정도의 고지대에 자리 잡
고 있다. 불가리아의 화폐단위는 레바(JIeB/ JIeBa) 인데， 유로의 1/2 정도로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2(JJ1년에 불가리 ö}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에도 당분간은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불가리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600달러(때4， 구매력 평가 환율 적용 시 8，000달러) 정도이
며， 경제 전반에 걸쳐 규모는 작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
는것으로본다
불가리아에서 초 。 중등교육은 전 기간 무상교육이며 고등교육은 국립
대학의 경우 최소한의 학비 (10만원 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는 다양한 사립대학고까 등장해 고가의 등록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

다. 초 · 중등 교육기판이나 대학의 교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나，
아직 선생님과 어른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열은 상당
히 높은 편이다. 특히 불가리아 국공립 초 • 중등학교가 아직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외국어학교와 외국계학교

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나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소피아대학교6)는 1888년에 고등

사범학교 형태로 개교하여， 20세기 초에 역λF어문학부(철학， 역샤 지리，

슬라브어문학， 교육학)， 물리 수학부(자연과학， 수학)， 법학부(법학， 정치
학) 등 3개 학부가 개설되었다. 1904년에 대학교육법에 의해 종합대학교

6) 소피아대학 관련 자료는 소피아대학 총장섣에서 제공함: (때4 11.25. The 3rd Mæ뼈
of University Rectors in Eastem Europe and B빼an Area에서 소피아대학 부총장 A
Fedotoff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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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으며， 현재는 167H 학부에 총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임교수는 4천 명이 넘는다. 소피아대학교는 기초 학문을 주로 하는 교
육기관으로1 음대와 미대， 공대는 소피아대학교 내에 없다 또한 소피아대
학교는 세계 여러 대학교와 교류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불가리이를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소피아대학교의 한국학과는 1992년에 한국어과정으로 출발하였다가
불가리아 초대 민선 대통령인 젤류 젤레프 박사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불가리아 문화 교류협정에 의해 1995년 10월 1 일에 한국학과로 정식
개설되었으며 한국학연구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동유럽 발칸지역에서
유일하게 정규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한국학과는 대학원 과정까지 운

영되고 있으며， 밍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본교 출신의 전임 교수만
도 현재 세 명이 봉직 중이다 또한 2003년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서실， 강의실， 교수연구실， 어학실습실， 컴퓨터실을 갖춘 6층짜리 한국

학과 독립 건물을 선축하였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는 매년 10명 내외

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소피아대학교에서 인기 있는 전공이어서 몇 년째
합격선이 세 번째로 높다.

1.2.

불가리아어와 키랄 문자7)

불가리아의 공식어는 불가리아어인데， 이는 세르보크로티아어， 슬로베
니아어 등과 함께 남슬라브어에 속한다 불가리아어는 지난 수세기에 걸

쳐 학계나 종교계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 및 집시 등 국민 일부가 실
생활에서 사용히는 몇몇 언어들과 공존해 왔다 이는 불가리。}가 발칸 지
역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서 문명의 교차 지점을 점하고 있다는

7) 불가리아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는 주로 최권진(때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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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불가리아 국민의 대다수인 남슬라브계 주민들은 불가리아어를 시용하

는데， 이는 전 국민의 87퍼센트에 달하는 수이다. 불가리 0벼는 인구어

(Indo 빠O뼈1 langu쟁e) 에 속하는 슬라브어 가운데 남동지역어의 대표
격이다. 불가리아에서 쓰이는 소수언어로는， 터키어， 집시어， 그리스어， 아
르매니아어， 이디쉬어와 루마니아어의 일종인 발라크어 등을 틀 수 있다.
최근 틀어 이른바 개방이 된 이래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지역에
서 유럽으로의 취엽이나 이민이 증가하면서 영어를 비롯한 서유럽 언어
가 유입되어 불가리아어의 사용 양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국교이자 불가리아 문회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

소인 불가리아 정교에서는 불가리아어와 슬라브어를 사용한다 소수 종
교인 가툴릭과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공식어가 불가리아어로 되어 있으나

선도의 상당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터키계 주민과 불가리아인을 포함하는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같은
이슬람교도툴임에도 불구하고 터키계 사원에서는 터키어를 시용하고， 불
가리아계 사원에서는 불가리아어를 사용한다.
현대 불가리아어의 가장 주요한 특정은 다음과 같다.

(1) 슬라브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격변화가 없다 고대불가리아어와 중세
불가리아어에 존재하던 격변화가 살아지고 그 대신 전치사가 발달해
있다

(2) 정관사가 있어， 단어의 뒤에 붙는다， 이는 지시대명사가 변형되어 발달
한것이다.

(3) 동사의 부정사 형이 사라지고 없다.
(4) 터키어의 영향을 받아， 간접화법을 나타내는 서법이 아주 발달해 있다.
(5) 미래시제를 ‘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시를 사용하여 만든다. 이는 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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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특성이다

불가리아의 공식 문자인 키릴문자는， 9세기에 성직자인 키렬(뻐PHJI)과
메토디이 (MeTOIl쩌) 형제가 당시 불가리아어의 음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글라골라짜~rJIarOJIHl\a)’를 기원으로 한다. 이 때 불가리아어
는 슬라브어툴 가운데서 최초로 문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 글라골
리짜가 지금의 키릴 문재30자)로 정착되었다. 키릴과 메토디이 형제， 그
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글라골리짜와 키렬문자로 번역하고 창작한 서적들
이 다른 이웃나라틀에 전해져 들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키렬 문자는

오늘날까지 불가리아에서뿐 아니라， 세르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
시아 루마니아 등지에서까지 쓰이게 되었다. 때μ년 현재 불가리아의 문

맹률은 1 .4%로 보고되고 있다.

2. 불가리아으| 언어 정책8)

2. 1.

역사

20세기 초에 터키가 아르메니아인을 대량 학살한 이래로 불가리아에는
수많은 망명객이 거주하게 되었다 여기에 소련의 성립으로 추방당한 제
정 러시아의 고위층이 불가리아에 자리를 잡았고， 불가리아 정부가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유대인을 보호한 덕분

에 안전지대를 찾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주하였다. 불가리아 정교와
불가리아 의회의 노력과 저항으로 불가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아무
도 수용소로 설려 가지 않았던 것이다.

8)

이하 불가리아의 각종 법령 및 규약은 Dr. DimatJr Vesselinov의 프랑스어 번역을 주
로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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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를 뻐여 년 간 점령했던 터키가 떠나고 불가리 o}가 독립을
선언한 1878년 이래로 불가리아에 남아서 생활을 하는 터키인들은 자체

적으로 각급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는 그틀의 모어인 터

키어를 가르치며 터카어로 수업을 한다 이러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터키인들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십F급 학교 무시험

진학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당시 공산당 정권은 엘반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
해 이들 터키계 주민에 대한 “불가리아화 정책(때npagne de b버garisation)"
을 채택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 1984년 이래로 터키식 이름을 쓰는 것

이 금지되었으며， 불가리아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게시물을 부착하지 못하

게 하였고 더 이상 터키어 교육도 중단하였다 1989년 동유럽 지역에서
가장 조용하게 국가 체제를 바꾼 불가리아는， 터키계 주민의 언어와 교육
에 관한 권리를 부활시켰다.

2.2.

관련 입법 사항

2.2.1.

헌볍

불가리아의 언어 정책에 관한 사항은 1991년에 제정 공포한 헌법의 제3

조와 제36조에 명기되어 있다.
불가리아 헌법 제3조는 “불가리아 공화국의 공식어는 불가리아어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교육기관 빛 상거래

에서 불가리아어를 사용해야 함을 뜻한다
불가리아 헌법 제36조는 “불가리아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불가리
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불가리아어가 모어가 아닌 불가리아 국민

은 불가리아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함과 동시에 그들의 모어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불가리아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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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2.2. 국제 규약
불가리아는 1뺑년에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한 일반 규약”을 제정함으
로써 불가리 0까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존중하는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불가리
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각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틀은 공식적인 경우에 그
들의 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틀면， 법정에 서는 경우， 통역

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997년도에 불가리아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럽연합의 “소수민족 보
호규백)"에 서명하였다 이 규약은 언어의 자유를 국7까 보장할 것을 규
정한 것이다. 불가리아 역시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디음과 같은 조항을
준수하도록되었다.

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민은 자신의 모어를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행정적

인 절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민은 자신의 모어로 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소수민족에 속"6"1는 국민은 자신의 모어로 자신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
할수있다
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민은 펼요한 경우 자선의 모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사용할수있다.

이 규약의 교육 부문 내용은 다읍과 같다.

9) Convention caclre pour la protection des minorités nationales, Conseil de l'Europe,
STE- no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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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민은 자신의 모어를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모어로
교육받을수있다

-

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먼은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민 간의 국제적 협력을 지원한다.

소수민족에 속하는 국민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2.2.3 법령
불가리아에서， 언어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법률(1991 ，

1998, 1뺑)"， “교육의 단계와 기본적 보장 및 계획

에 관한 법률(1999)"，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1뾰)"， “고등교육에 관한 법

률(1뺑)"， “고등교육 기관의 자치에 관한 법률(1999)" 등에 규정되어 있다.
불가리아의 의무교육은 6세(흑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7세)부터 16세까
지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과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과학부
는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의회를 통
해 설립되고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들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행정

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공렵을 막론하고， 초등학교 5년차부터 중등교육의 마지막 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도록 되어 있으며， 대체로 둘 정

도의 외국어를 매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
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지만， 루마니아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화란어， 아랍어 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으며， 고전 그리스어와 라틴어， 슬라브어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
한편， 한국어는 사립상업고등학교10) 한 군데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는
10) Banker(5aHKep) , Pri vate Professional

1五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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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힘을 통해서 선입생을 선발하며， 대학 입시
에서 대부분의 인문사회계학과는 영어 시험만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들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외국계 사립 외
국어고등학교는 학비도 상당한 수준인 것P로 말려져 있다.
“소수민족 아동의 교육적 통합 전략”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골자로 하

는 불가리아의 국가적인 교육 개혁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
을담고있다.

•

•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수준 제고에 관한 입법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위한 교원의 양성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이러한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불가리아 정부는， 2015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별도의 기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불가리아펙 국어교육11)

3. 1.

불가리아의 학제

불가리아는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의무교육이다. 보통 초등학

교는 7학년이며， 이후 일반고등학교(8-12학년)， 특수고등학교(8-12학년， 외
국어고등학교， 수학고등학교 등)에 진학한다. 또한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은 9학년을 마치고 실업계 고등학교(10-12학년)에 진학할 수도 있다. 특수
고등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공산정권 붕괴 이후 많은
11) 이하， 학제와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t1bp)I<a BeH BeCTH씨( 48(2때.6.)을 통해 고시한
‘교육과학부 시행령 2호 (때m년 5월 18일)’를 중심으로 요약 기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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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럽 초 · 중 · 고등학i까 생겼으며 다수의 국제학i까 개교하였다
때애년에 발표한 불가리아 교육과학부 시행령 2호에는 중등교육 단계
에서 교과 내용 편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우
선， 1-4학년은 기본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이 그 문제틀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5-7학년은 능력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문제를 확대하고 특화하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8-12학년은 사회적 · 문화적 발달 과정이 인류학적

문제， 문화 현상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빛 이에 관련된 문제를 역사화하
도록한다

불가리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으로는 불가리아어와 문학，

외국어， 수학， 정보학 및 정보기술， 사회， 자연과학 및 환경학， 예술， 생활
및 기술， 체육 및 스포츠 등이 있다.

3.2.

불가리아어의 교육과정

불가리아어의 교육과정 기운데 특히 어문계열 교과의 내용이 현재의
모양을 갖춘 데에는 소피아대학교 영어학과에서 영어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Todor Shopov 교수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대부분의 유렵 국가들이
그렇듯이， 불가리아에서도 외국어 계열의 학과는 교육과 연구의 일차적

인 목표를 교육에 두고 있다. 영국통으로 통하는 T. Shopov 교수는， 프랑
스에서 언어정책 분야를 전공한 D. Vesselinov를 비롯한 젊은 교수들과 함
께 어문교육 분야의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하였다.

불가리아어 교육과정도， 여타 외국어교육과정과 같이 언어시용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불가리아어 교육과정의 문제로는 외국어교육과의

차별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외국어 교육 전공자들

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했기 때문이며 불가리아어 및 불가리아어 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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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불가리아어와 문략 교과 개관
우선， 교과목의 특정을 보면 ‘불가리아어와 문략은 하나의 공통 과목으
로， 불가리아어와 문학 두 부분이 교육과정의 각 단계에서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였다. 이 과목은， 문화교육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국가
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일반 교육 준비 제도에 있어서 ‘불가리아어와 문략을 배우는 목
적은 아래의 것들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에 도달하는 것이
다

첫째， 언어능력을 배협}는 지식， 기술 및 관계를 습득한다 이를 위해
불가리아어 문어체의 규칙을 습득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언어
수단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를 작성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문학 능력을 배양하는 지식， 기능 및 관계를 습득한다， 즉 문학

작품의 구조와 기능의 원리를 습득하고 문학 작품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도구를 습득하며， 문학 작품의 역사적 발전에서 중요한 시기에 관해
서안다
또한 학교에서 불가리아어와 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일정한 수준의 사

회문화 능력에 도달히는 데 있다. 즉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데 펄요한 인문학적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하며， 또한 불가리아어와

문학은 불가리아 민족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1 불가리아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불가리아어의 지식과 기능이 교육 내용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데， 글자 익힘， 읽기 교육， 문어 · 구어의 기초 습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구되는 능력 중 일부분은 두 학년에 공통되지만; 3학년부터

는 문학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룬다.
초등교육에서 불가리아어와 문학 교육은 동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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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어에 대한 교육은 불가리 0배의 언어 규범을 습득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불가리아어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여 학생이 언어 구사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 자원의 OJ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문체와 장르의 특성에 맞게 언어활동에 쓰이는 텍스트

를 만들어내고 받이들이는 기능이 형성된다.
이 단계의 문학 교육은 두 7}지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인데， 첫째
는 인문학적 가치 체계의 기본 문제들을 문제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다.

즉 친인척간의 가치관， 국가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도덕과 관련된 것이다. 문학 용어의 기초 개념이 정립되는 것도 이 단계

이다. 둘째는 불가리아 문학 발전의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더 이상 교육을 계속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문학이 발전해 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불가리아어 교육은 사회 속의 의사소통 환경에서

작용하는 텍스트들의 문체 유형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텍스트
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

기 위해 언어적 수단이 사용되는 %땅을 염두에 두고 언어적 수단을 익히

는것이다.
이 단계의 문학 교육에서는 불가리아 문학 발전이 유럽의 문화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류 문화(특히 유럽문화) 발전의 단계에 따라

문학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승벼 학생은 자국 문학 발전의 독

창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학이 하나의 공통된 문화권에 속한디는 것을
알게 되며， 자국의 문학과 외국의 문학을 인위적으로 구분허눈 것을 극복

하게된다

국어교육연구 제17집

42

3.2.2. “불가리아어와 문략’ 中 불가리아어 영역
불가리아어의 교육과정은 크게 기초 교육과 고등 교육 단계로 이루어
진다 이는 다시 기초 교육단계에서 초등 고등학교 이전 등급으로 세분
되고， 고등 교육단계에는 고등학교 등급이 있다. 각 등급별로 교육 내용

의 핵심은 ‘사회문화능력’， ‘언어능력’， ‘사회문화 및 언어능력: 구어 소통’，
‘사회문화 및 언어능력: 문어소통’으로 구성된다.

1)

초등교육

이 단계의 사회문화능력은 적절한 언어 수단을 시용하여， 문제를 말하

고 묘사하고 제기하며 답을 하고 설명하는 것과 공손한 표현을 시용하고
존대 형태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언어능력은 비슷한 말， 반대말을 구별하며， 다른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
어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는 것 말을 하면서 해당 언어의 구문 자원을

일정량 사용하고 다양한 문장의 종류와 다양한 어순을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사회문화 빚 언어능력 중 구어 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듣기의

경우를 보면 우선 말하기 능력은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앞뒤
가맞게 말하며 들은것을전달하고그에 대해 논평을할수 있는것， 표
준발음의 기본 규칙을 습득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억양， 제스처，
자세로 말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튿기 능력은 다른 사람이 말

하는 것을 틀을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화 및 언어능력 중 문어 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 우선 읽기 능력은 적절한 억양과 속도로 부드럽게 소리 내어 읽
으며 올바르게 휴지를 둘 수 있는 것 읽은 것의 기본 의미를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것 소리 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읽으며 읽은 것의 기본 의미를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것 어린이용 잡지를 읽고 이해하거나 학습 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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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줄 아는 것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쓰기 능력은 불가리아 문자

의 형태 체계와쓰기 체계를습득하여 정서법에 맞게 단어를쓰고구두점

들의 기본 용법을 익히는 것， 텍스트 속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별하며 강
세 표시 없이 단어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텍스트 쓰기 및 이해 능력
으로는 경험 또는 상상을 통한 작문 및 개인적인 편지를 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쓰는 것， 다양한 것을

묘사하는 작문을 쓰는 것， 연령에 적합한 주제 관련 문제에 대해 탑을 하
는 작문을 쓰는 것， 자신의 텍스트 및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계획할 줄 아
는 것 내용과 표현의 정확성， 정서법에 따라 자신의 텍스트를 편집하는
것등이 있다

2)

중등 교육

중등교육은，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이전 교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초교육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학
생틀이 습득하는 교육 내용이다
이 단계의 사회문화 능력은 의사소통의 상황에 적절한 언어 수단을 적

절히 시용하는 것，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문제와 다른 사
람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 주장을 피력하고 논쟁하는 것，
자세하게 이 0비하고 묘사하눈 것， 공공장소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

되는 언어 예절을 습득하는 것， 텍스트 속에서 언어 상황에 따라 달리 기
능하는 문체를 각기 다른 문체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언어능력은 사회， 경제， 문화생활과 연관된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적절
히 사용하며 기초 학문의 기본 개념을 위한 일련의 전문용어 습득 및 인

접 학문 분야에서 쓰이는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동의어 및 반의어，

속(屬)과 종(種)의 개념에 관한 단어와 언어의 문볍 수단， 폭넓은 구문 구
조(다양한 어순， 삽엽구， 수동 구문， 의미가 같은 문장 연결사)를 사용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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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를 편집할 때 상응하는 구문론적 변환을 할 수
있는것 등을의미한다.
사회문화 및 언어능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어 소통 능력으로는， 우선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때에 갖추어
야 하는 능력으로1 주제와 관련된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타인의 의견
에 관용을 보이면서 자신의 의견과 디론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미 말한 것을 인용할 줄 이든 것 등이 있
다 이어서，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에 표준어 발음 규칙을 지키고， 상
황에 적절한 억양과 목소리 크기로 말하며， 논리적 강세에 대한 감각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문어 소통 능력의 경우에， 우선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찾을 때에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교과서， 백과사전， 사전， 정기간행물을 적절하게 사

용할 줄 아는 것， 도서관과 서점에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전문화된

텍스트를 사용하며， 지시， 규정집， 참고서 서류에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것， 학술 논문， 일반적인 글 및 사전， 뉴스 이 단계에서 학습하는 문
학 작품 등에서 징l르상의 특성을 구별하며 텍스트의 줄거리를 요의E하여
요점 정리를 할 수 있고 내용을 논평할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자기 스스로 텍스트를 만들 때는 주장하는 텍스트를 만들 줄 알며， 학술，
문학，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대답 논술과 에세이의 기본 장르적 특성을
알고 작문에 시용하는 것과 서술적， 묘사적 텍스트를 자신이 쓸 수 있으
며， 또한 다른 사람이 쓴 서술적， 묘사적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구별할 수 있
고 의사소통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텍스트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 주제
와 뜻이 통하게 구성하며 뜻이 통하게 단락을 계획하고 텍스트를 전체적
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 정해진 양식에 신상 정보를 적어 넣거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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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맞춤법 규정을 습득하여 맞춤법에
맞게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교육 내

용으로1 이 단계의 능력을 각각 제1 수준과 제2 수준으로 니누어 제시하
고있다
사회문회능력의 제1 수준으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 환경
에서 적절한 화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언어의 언어 사용역을 적철히 사

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텍스트에서 뜻을 이해할 때 여러 언어 사용역을
구별하는 것， 공식적인 의사소통 환경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 다양한 상황
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 정해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설득력 있게 자

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히는 것과 세부적

인 내용을 균형 있게 언급하는 것， 주제에 맞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

타인의 의견과 논지를 이해하고 논평하고 해석을 하는 것 불명확하고
주제에서 벗어났으며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발견히슨 것 등이 있다. 제2

수준은 여러 미디어 인쇄물 및 전자매체 에 사질을 제공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 선동 목적으로 사용된 반어적 표현 전략을 발견해 내고
비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법률 텍스트， 참고문헌， 규정집 등의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언어능력의 제1 수준은 다양한 언어소통 환경에서 언어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선택의 가능성과 의무를 판별하는 것， 자기 자신의 관점을 두드

러지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텍스트에 다양한 언어수단을 사용하며 또
한 다른 사람의 텍스트에서 그러한 작용을 하는 언어수단을 알아내는 것，
문맥상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적절히 사용하며 논리적 강조를 위한 동의
어적 구문 구조를 사용히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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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수준은 두 언어(외국어와 불가리아어)에 있어서 단어의 결합 관계

를 염두에 두면서 외국어를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원본 텍스트와 번역본
텍스트를 비교하여 언어 간섭현상에 의해 생긴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

며 불가리아어 문법과 학습한 외국어의 문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인도유럽어족과 발칸어군에서 불가리아어가 차지하
는 위치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 등이다.
사회문화 및 언어능력 중 구어 소통의 제1 수준으로는 화제에 어울리
는 의견을 개진히는 것， 주장을 명확하게 구성하여 주장을 펴는 것 자기
자신의 관점을 전개하는 것 등이 있다. 토론과 논쟁 같은 구체적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블에게 관용을 보이면서 혼자서 또는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할 줄 아는 것， 경쟁적 말하
기 형식의 인터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공식적인 언어행위시 표준발읍
규칙을 준수하는 것， 억양， 논리적 강세， 휴지， 제스처， 열굴 표정 및 수사

학적 의미를 가진 몸짓을 사용히는 것 등이 제 1 수준에 속한다. 제2 수준
은 의사소통 목적， 청중， 대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수사학적 전략을 사용

하는 것과 다양한 수사학적 장르와 수단을 습득하논 것이다.
사회문화 및 언어능력 중 문어소통의 제1 수준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

를 사용하고 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분
석 · 비교 · 종합하며 텍스트를 만드는 것， 주장하거나 묘사하는 종류의
텍스트 오락적인 목적의 텍스트의 정보를 사용하고 구조 · 구성 • 언어 형
태의 다양성을 사용하면서 문어 의사소통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징F르 모

델(geme modeD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제2 수준으로는 몇몇 문략비평
장르를 실제로 습득하는 것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교육과정의 편제와 내용은， 앞서 제정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낯설지 않으며 어찌 보면
거의 “정답J’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어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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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교육계 전반이 정답에 가끼운 것은 아니다. 이들의 큰 문제로는，
다른 수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육현장 간의 괴
리， 교육계과 학계의 인적 자원 부족， 교육 재정의 취약성 등이 꼽힌다
특히 불가리아어의 경우에 대부분의 대학 입시나 채용 시험에서 불가리

아어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소홀하게 다루어지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듯이， ‘모두가 당연히 아는 것이라거나 ‘안 배

워도 되는 것’ 혹은 ‘국제 사회에서의 효용 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반에 걸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불가리아어에 대해서도 관련 교수들 사이에 사
회언어학과 언어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점차
문제 해결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교사 처우를 비롯한 교육 투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이루
어지기에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불가리아의 교육 전반에 관
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4 불가리아어으! 현황과 문쩨
불가리아의 국어 관련 정책과 살천에서 특이한 점은， 소수(민족)의 언

어에 대한 관심과 입법은 지대하나 막상 그들의 국어인 불가리아어에 대
해서는 별다른 고려가 없다는 점이었다

현대 불가리아어에는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점령자였던 터키나
러시아의 언어와 표현이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12) ， 러시아어 이전에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꼽혔딘 프랑스어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
태 13) 에서， 거의 세계 공용어로 자리잡아가는 영어의 어휘와 표현들이 다

12)

부폭

2

(러시아어계통의 외래어 목록) 참조

13) 사회 변화와 기술 받달에 따른 사회경제 분야 벚 과학 기술 분야의 신어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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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불가리아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14) 그리고 장구한 세월 동안

가까운 이웃 나라 그리스로부터 수많은 문물과 함께 들어온 그리스어도
남의 나라 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으로 여러 문명의 교차점에 있고1 역사적으로 %년
이 념는 오스만제국의 점령과 20세기 이후의 러시아의 영향:， 19m년대 이
후의 이른바 개방 이후 밀어닥친 영어의 물결 등으로 인해， 불가리아의

언어 사회가 끝없이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식의 “언어 순화 운동”이나 프랑스식의 “국어 지키기”와 같은 움직
임이 제도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몇몇 의식
있는 학자나 국회의원틀이 발의하여 일종의 “국어 보존법”의 입법을 추진
하고자 하나 사회 전반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산적해 있는 여타의 문제에 비하여 언어 문제는 고려의 우선순위
가 매우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야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불가리아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체계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불가리아어이 역사에 비
하여 연구 성과가 양과 질의 변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하기 어려우

며，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나 외국인을 위한 불가리아어 교재는 물론 각종
사전류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대학 입학시험에서 상당수의

대흑F이 영어 한 과목만을 시험 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악순환을 만
들고 있다 언어에 인공적인 힘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내

최소한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상생활에 쓰이던 기존의 어휘들도 영어가 대체히는 경우가 빈번하괴 영어와 프
랑스어 간판과 상호가 즐비할 뿐 아니라;

copy, print 등과 같은 열부 어휘들은 한국

어에서도 ‘카피하다， 프린트하다가 되었듯이， 동사의 어근이 되어 불가리아어의 동
사와 같이 시제， 서뱀， 인칭 등에 따라 변화한다.

14) 부록 3 (인터넷관련 외래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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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애 대산하여
언어는 물론，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을 찾아
보가 어려운 불가리아라는 특정 국가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에 대해서
문헌을 찾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며 관련자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느
낀 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비슷한 경로를

거쳐 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에 관한
세미나15) 에서도 느낀 점이었다.

프랑스는 그들의 언어 문제에 관한 한 역사적으로 보나 현행 제도로
보나 매우 철저한 국가이고 불가리아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국가

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두 나라의 사이에서 프랑스 쪽에 가깝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한 가지였다. 요는， 문제를 문제
로 파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하며， 이 과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의지를 현실화시
키는 대에 필요한 인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이 따라준다면， 문제 해결의 수준과 속도는 자연 높아질 것이다
언어 정책뿐 아니라 국어교육은 한 가지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의 문제이다， 따

라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각각의 상황과 관련 주체들의 선택， 그 선
택의 결과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

다 우리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에 이제까지 고찰한 프랑스와 불가리아
의 사례도 하나의 참고가 되어 많은 시사점을 얻기 바란다.

15) Acte de
Paris)

Sémi뼈re

national organisé par la direction de 1’enseignement scolaire (2C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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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프랑스， 불가리아 언어 정책， 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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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인터넷 관련 영어 용어의 프랑스어 번역어의 예

영어

효 E캉스어

applet

appliquette

backbone

dorsale

bookmark

signet

boot

amorcer

browser

navigateur

byte

octet

chat

causette

connectlVlty

connexité

cookie

témoin, mouchard

cracker

prrate

cybemaut

mtemaute

Digital Verrsatile Disk(DVD)

disque numérique polyvalent

domain

doαomame

domain name system (DNS)

annuaire des domaine

drag and drop

glisser-déposer

emot1con

frimousse

extranet

extranet

FAQ(fn며uently

asked questions)

FAQ(foÎre aux questions)

firew빼1

barrière de sécurité, pare-feu

frame

cadre

gateway

passerelle

hacker

fouineur

homepage

page d' accueil

hub

concen
띠]끼trateur

hypertext

hy없tex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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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n

lcone

infonnation highway

autoroutes de l' infonnation

mtemet

mtemet

mtranet

mtranet

key(board)

디lavier
C

log in, log on

conneXlOn

middleware

logitiel

Net

intemet

network

reseau

newsgroup

forum

on-line data

servicε

m떠iateur

serveur

plug-in

mod띠ed’ extension

polling

scrutation
questions courantes
mandat떠re

proxy server

serveur

scanner

nun띤nseur

server

serveur

slot

logement

supercomputing

calcul intensif

swap

permutation

universal resource locator(URL)

adresse universelle

Vl

ewer

Vl

webcasting

slonneur

cliffusion systématique sur la toile

webmaster

administra뻐r

webpage

page sur la

website

Slte

window

fenêtre

World Wide

Web(v\매TW)

de site, de serveur

t이le

toile d' arai밍læ mondiale

(T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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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돼시아어에서 기원한 불가리아의 외래어의 예

불가리아어
(동사)

l.

YBa)!(aBaM

2.

Ha6J1JOIl aBaM

3.

3a 5! B5! BaM

(동새

(동사)
(동사)

러시아어

의마(한국어)

YBa)!( aT b

존중하다

Ha6JllOIlaTb

관찰하다

3a5! BJl5! Tb

선언하다

TporaTb

감동시키다

rrpeO IlOJl eBaTb

극복하다

4.

TporBaM

5.

rrpeO IlOJl5! BaM

6.

rrperrOllaBaM

(동새

rrperrOllaBaTb

가르치다

7.

rrpHH aI{Jl e)!(a

(동새

rrpHHaMe)!(aTb

속하다

8.

pa3rrH C!ca

pacrrHCKa

기
/ι→‘ 그;내~~τxr;， r3
、~'T각
;ζ5→

9.

CKa3Ka

(명새

CKa3Ka

담화，깅의

10.

110 KJlal{

(명사)

1l0KJl all

보고(서)

11.
12.

llaHHH

13.

rroKyrrKa

(동사)

(명사)

(명λH

3Maqa

(병사)

(명사)

데이터，자료

3allaqa

과제，문제

rroKyrrKa

구매

14.

06C Ta HOBKa

06CTaHOBKa

상황，환경

15.

BHrrycK

(명λh

BbmycK

동장 같은해 졸업생

16.

Xa3 5! HH

(명사)

X03 5! HH

(집)주얀

17.
18.

yCbPlleH

ycepllHbIH

여서。저기이
μ

CJlO)!(eH

CJl O)!(HbIH

복잡한， 합성적인

19.

CIToc06eH

crroco 6HbIH

능력있는， 유능한

20.

orraceH

。 rraCHbIH

위험한

6b
꾀.IBIII
빠
UH잉

전의， 이전의

He06xOllHMbIη

필요한

He06b5! THbIH

끝없는

He0603pHMbIH

광대한

rrpe)!(lleBpeMeHHbIH

때 아닌， 조숙한

HerrpeMeHHO

반드시，꼭

Il a)!(e

~까지도， 더욱이

2l.

6HBIII

(명사)

llaHHbIH

(형용사)
(형용사)
(형용λ})

(형용사)

(형용사)

22. He06xOll씨 (형용사)
(형용사)

23.

He065! TeH

24.
25.

He0603pHM

26.
27.

HerrpeMeHHO

(형용사)

rrpe)!(lleBpeMeHeH

Il a)!(e

(부사)

(형용새

(부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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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Bep0 5l THO (부사)

Bep0 5l THO

아마도

29.

06e3aTe JleH (형용사)

。 6513 a Te Jl bHblH

의무적인

55

(잉여외래어， 순수한 불71리아어 3a)lb뼈TeJleH)

30.

OCTOpO :l< eH (형용사)

OCTOpO:l<H뼈

조심스러운

(잉여외 래어， 순수한 불가리어 n매pe많
미
a
111m3떼JI!뻐}

31.
32.

6 J1 arOlleHCTBlle (명샤 복합어)

6띠J1a따rOlleHC따TBlle

번영

MeCTOllpOll3 11l eCTB Il e (명사， 복합어) MeCTO llpO Il 3I1l eCTB Il 51 사건현장

34. CJlOBOCb <J eTaHlle (명 λh 복합어)

CJlOBOCO <J eTaHlle

연어， 어결합

35. MeCTO IlMeHlle (명새 복힐써)

MeCTO IlMeHlle

대명사

e3 1l K03HaH Il e (명샤 복합어)

513hIKOBell

언어학

llbpBOHa <J a JleH (형용사， 복합어)

llepBOHa <J a Jl bHblH

본래의，원래의

caMoyBepeH (형용새 복합어)

caMoyBepeHHblH

자신있는

6πaropa3yMeH (형용λh 복합어)

6 Jl arOpa3yMHblÌÍ

사리를이는

YllapeHlle (명λH

YllapeHlle

강세

yllpaBJleHlle (Ha r Jl aro Jla) (명사)

yllpaB Jl eHlle

지배(문법)

36.
37.
38.
39.
40.
41.
42.

3aBelleHIle (명새

3aBelleHIle

기업체， 회사

43.

llpellllpll5l TIle (명사)

llpellllpll 5l TIl e

사업

44.

y <J pe :l<ileHHe (명새

y <J pe :l<lleHlle

공콩시섣， 기관

45.

3a뼈
Be
히뼈
IIl

3aBell\ aH Il e

유언장

46.
47.

rμMHaCTbopKa (명 λh

rllMHaCTëpKa

하계군복

KOJIX03 (명λh

KOJIX03

콜호즈

48.

r J1aCHOCT (명사)

r Jl aCHOCTb

공개， 널리 알럼

49.

BOIl Ka (명새

BOIl Ka

보드카

:il.

il5l1l0 Mpa3 (명사)

ilell MOp03

산타클로스

51.

llpO <J ee (형용λh

llpO <J ee

기타，등등

52.

llpe Jl OM (명사)

llepe JlOM

전팬변화

53.

ryJl5l Tb (동새

ry Jl5l Tb

놀다

54.

CBllpell (형용새

CBllpellblη

사나운， 맹렬한

55.

TO <J eH (형용λ})

TO <J HbIH

정확한， 꼼꼼한

56.

rOP Il (형용λh

rOPllblH

뽑내는， 자랑하는

57.

YMe51 (동새

yMeTb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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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불가리아의 컴퓨터/인터넷 용어

영어

불가리아어

불가리아어 발음

디스켓

aHCKeTa

[disketaJ

마우스

MHIIl Ka

[mis바aJ (불가리아어로 ‘생쥐’)

마이크

MHKpOφOH

[띠krofonJ

모니터

MOHHTbp

[monitorJ

소핀트례어

COφTyebp

[softuerJ

스피커

rOBOpHTeJI

않ovon따J (불가리아어로 ‘발성장치’)

시디 (CD)

CHaH

[sidiJ

워드프로세서

yoparrpocecop

[uordprosesorJ

웹디자인

ye6aH3aHH

[ue벼izayl1J

웹시이트

ye6caHT

[uebsaytJ

웹페이지

ye6CTpaHHQa
1) HMeHJI

[uebstranitsaJ
[imeyll

이메일

2)
인터넷

eJIeKTpOHa rrollla

[elekσonna po파1taJ
[in않metJ

채팅

HHTbpHeT
qaT

[tchatJ

컴팩트디스크

KOMrraKTaHCK

[korr빼뼈iskJ

컴퓨터

KOMrr애 Tbp

[kompyuπ]

키보드

KJIaBHaTypa

[kla띠aturaJ

프린터

rrpnHTbp

[printerJ

하드디스크

TBbpaanCK

[tvrd diskJ

하드웨어

xapayebp

[hardu뼈

(불가리아어로 ‘딱딱한’十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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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Abstract

National Language and its Education in Transition Era

Yoon, Hiwon

Any national

lan밍lage

is doomed to follow the sarne destiny of the nation. It is

tumed around by the nation' s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In the present paper,
two cases were to be examined : that of France, the nation which has long been
rec맹nized

for its efforts for prevention of the French

lan맹age

positive results, and, that of Bulgaria, the origin of Kyrill
been lucky

eno맹h

to

years. Stil1 these two

maint퍼n
s떠.tes

national

with visible and

alph때꿨 빼o

inte맹ty(or， digr때)

has not

for over sÍX hundred

share some common features , like EU spirit and

globalization, which has a lot to do with mentality of its language users and policy
makers. By

obs앉ving

actual conditions and history of national language and its

education matters in these two cases,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as the
national

lar핍uage

and its education matters may hopefully

visim떠

under clearer

insight.
[Key Wordsl national language, France, Bulgaria, Korean language as the national
language and its education ma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