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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창의성(creativity) 개념과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1) 흔히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울 때 수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외우고, 수많은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 해
당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경우에도 대개 주어진 문장
을 외우고 정해진 특정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대화를 외
우고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 형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RF-2012년도-330-2012S1A3A2033717).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1) creativity는 우리말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창의성, 창조성 등이 가장
보편적인 번역인데, 이 논문에서는 creativity를 창의성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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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대화에 등장하는 문장이나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말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암기해
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외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외국어를 가르칠 때나 학생들이 스스로 외국
어를 공부하는 경우에도 이런 암기식 학습 방법이 널리 쓰인다. 학교 현
장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학생들이 대화를 외워서 짝과 함께 직접 대화해보는 형태이다.
왜 현장의 교사는 수행평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수행
능력을 평가할까. 그것이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평가할 수 있
을까.
대학 강의실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주제의 토론을 해보면, 상당수의 학
생들은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장이나
모범이 될 만한 잘 짜인 대화를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많
은 일반인들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 수준의 회화만 잘 외워도 일반적인 영
어 회화는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간지의 외국어 회화 섹션을 보면, 대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예시 대화가 제시되고 단어나 표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다. 그렇게 제시하는 배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익
히면 해당 외국어로 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TV나
라디오 방송의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에서도 대개 이런 방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회화를 가르친다.
이런 일련의 외국어 교육 방식을 보면, 새로움을 의미하는 창의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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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는 멀어 보인다. 주어진 표현이나 대화를 들어보고, 그런 대화를 여
러 번 따라 반복해보고, 필요하면 그런 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
해서 암기하는 방식에서 언어의 창의적 사용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How are you?'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Fine, thanks. And
you?' 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말하는 연습을 한다.

이쪽에서 'Thank you.‘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You're welcome.'하고 응답
하는 식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예, 'Where are you from?'),
대화 상대자인 을은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 문장이
나 표현 중에서 적절한 몇 개의 표현을 검색하고 그 중에서 최종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예, 'I'm
from Korea.' 또는 ‘I’m from England.‘).

이런 방식이 한 외국어를 배우고 교육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면, 외국어 교육과 창의성 또는 언어와 창의성은 서로 연결 고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없던 새로움을 상징하는 창의성의 개념과 주어진
표현을 단순히 외우고 기존에 주어진 문장이나 수많은 대화 모형 중에서
적절한 표현을 골라내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토대라면 창
의성과 외국어 교육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외국어 교육과 창의성은 연결될 수 있을까.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서 언어교육과 창의성 또는 언어와 창의성은 어떤 접점이 있을까. 과연
언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의 본질은 무엇이며, 언어를 배우
는 외국어 교육이나 언어 교육에서 창의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이런 질문에 초점을 두고 외국어 교육에서 창의성 개념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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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적 의미의 창의성 개념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여
러 가지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정의된다(최인수, 2011). 기존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과거의 것을 현재의 시각에서 불러
내 새롭게 적용하는 것도 창의적인 작업이지만,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
하는 특성을 반영한 창의성 개념도 있다. 예를 들어, 용이라는 새로운 창
조물은 아홉 가지 다른 종류의 동물의 모습을 조합한 것이다. 얼굴은 낙
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몸통은 뱀, 머리털은 사자, 비늘은 물고기, 발은
매, 귀는 소와 닮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창의적인 동물이 탄생한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클라우센(Klausen, 2010: 355)은 “창의성은 기존의 규범과 결별하는 것
임과 동시에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창의성을 정의했다.2) 한편,
‘Handbook of Creativity’를 공동 집필한 스턴버그(Sternberg, 1999: 3)는 “창

의성이란 새롭고 적절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
다.3)
이렇듯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독창성(originality)이나 새로움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창의성이 이런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다. 대
개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설명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그리고 가치있는(new and valuable),” “새로운 그리고
적절한(novel and appropriate)” 또는 “고유한 그리고 어울리는(original and

2) 원문은 “Creativity is both about breaking with norms and complying with norms.”이라
고 되어 있다.
3) 원문은 "Creativity is the ability to produce work that is both novel (i.e., original,
unexpected) and appropriate (i.e., adaptive concerning task constraints)."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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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것을 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Sternberg, 1999; Pope, 2005).

물론 이렇게 설명해도 각각의 의미가 깔끔하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정의한 “고유한(original)”이 갖는 의미는 영어에서 가
장 오래된 원조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Pope, 2005: 58). 우리나라에서 ‘원조
족발’ ‘원조 떡갈비’ ‘원조 막국수’ ‘원조 순대국밥’ 등으로 원조의 의미가
사용되는데, 이때 원조의 의미는 가장 오래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영어에서 ‘original’의 의미와 일치한다. 한편, 이 단어는 '가장 새로운' 또
는 '고유한'의 의미를 갖는다. 이전의 어느 것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무엇
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리하면, 창의성은 독창성이나 고유함 또는 새로움으로 해석될 수 있
으며, 더불어 적절성, 효용성 또는 유용성의 성격을 함께 가진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창의성의 개념을 둘러싸고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영어
표현을 보면 창의성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1> 창의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영어 표현들4)

새로움

적절함

novel

appropriate

original

value

unexpected

valuable

novelty

significant

something new

fitting
approved
acceptable
adaptive

4) 여기에 등장한 창의성과 관련한 표현들은 Sternberg(1999)와 Pope(2005)의 책에서 창
의성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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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의 개념은 한편으로 새롭거나 고유하거나 독창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그것이 어느 특정 사회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의
미를 부여받거나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용하거나, 어울리거나, 적절해야
한다. 이처럼 창의성 개념은 독창성과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적절성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창의성은 기존의 어떤 정해진
틀을 깨는 것임과 동시에 어떤 적절한 규범의 틀 속에 있어야 하는 상호
모순된 성격을 갖는다(Klausen, 2010).

III. 언어의 창의성 개념
이런 창의성 개념과 언어의 창의성 개념은 어떻게 연결될까. 언어의 창
의성 개념은 현대 언어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창의성을 통해서 언
어가 갖는 고유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의성 개념을 살펴
볼 수 있다. 언어의 창의성 개념과 관련해서 르네 데카르트, 훔볼트, 그리
고 노움 촘스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의 창의적 속성과 관련해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언어가 가진 이런
성격을 간파했다. 데카르트는 방법론 서설 5부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은
단어를 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능력
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며, 이런 능력은 비슷한 기관을 가
진 다른 동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주 바보스럽거나, 어리석거나, 심지어 미친 사람들조차도 서로 다른 단어
들을 함께 연결할 수 없고 그것들을 발화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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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Descartes, 1637/1960: 47).5)

인간만이 가진 언어의 특징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다른 동물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본 것이다.
훔볼트(Humboldt, 1836/1999) 역시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무한한 표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끝이 없는 무한한 삶
의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 한정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한정된 수단이란 바로 언어이며 언어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
든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너무나 깊고, 희소하고, 너무도 광범위해서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로 인식될
수 없는 그런 것은 인간 안에는 없다(Humboldt, 1836/1999: 81).6)
언어는 매우 특이하게 끝이 없는 진실로 무한한 영역에, 즉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부딪힌다. 따라서 언어는 한정된 수단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Humboldt, 1836/1999: 91).7)

그에 의하면, 인간이 언어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기술하고 소통해야 하
는 상황이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외국어 교육에서 잘
5) 원문 "For it is a very remarkable fact that there are no men so dull-witted and stupid,
not even madmen, that they are incapable of stringing together different words, and
composing them into utterances."
6) 원문 "Nothing within a human being is so deep, so rare or so wide-ranging that it may
not pass over into language and be recognizable there."
7) 원문 "For language is quite peculiarly confronted by an unending and truly boundless
domain, the essence of all that can be thought. It must therefore make infinite
employment of finit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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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모델 대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따라서 한정된 수단인 언어는 그 무한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언어가 제한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 제
한된 수단을 통해서 무한히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잠시 촘스키의 언어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촘스키 역
시 언어의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는 데 훔볼트나 데카르트의 생각을 토대
로 언어의 창의적 성격을 이야기 한다. 그는 언어의 창의성은 일상 언어
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말한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이
며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이
런 생각을 무한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무한히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언어는 제한된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무한한 상황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무한한 새로
운 문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 언어의 창조성 개념이 나온다. 이
런 언어의 창조성은 언어의 가장 낮은 단위인 음소의 특성에서부터 문장
을 생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
타난다.
모든 언어가 가진 공통의 특성 중 하나가 창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특히 잘
이해할 수 있다. 언어의 본질적 특성은 무한히 많은 생각들을 표현하는 수
단을 제공하며 무한히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을 제공한다(Chomsky, 1965: 6).8)

인간 언어의 이런 창의적 능력은 어느 특정 개인만 가진 능력은 아니
8) 원문 "it was clearly understood that one of the qualities that all languages have in
comon is their “creative” aspect. An essential property of language is that it provides
the means for expressing indefinitely many thoughts and for reacting appropriately in
an indefinite range of new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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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 능력이다. 인간에게 언어는 어떻게 보
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그 일상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
적 수단이며 공간이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정형화된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언어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움
을 표현한다. 그리고 언어에서 나타나는 구성 성분들 사이의 새로운 조합
이 결국 언어의 본질이라고 촘스키는 말한다. 한 번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의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그런 새로운 조합을 통
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익숙하고 한정된 것들의 새로운 조합, 기존의 것
들을 새롭게 얽는 것, 그것이 언어의 본질이며 언어의 특질이라고 본 것
이다. 이런 새로운 조합이라는 의미에서 창의성은 인간의 언어 행위의 본
질이며, 인간의 언어는 그런 속성을 띠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촘스키가
보는 언어의 창의적 속성이다.
인간 언어의 이런 창의적 속성을 핀커(Pinker, 1995)는 언어 본능(the
Language Instinct)이라는 책에서 언어를 "개체 조합 체계, discrete
combinatorial system"로 설명한다. 언어에서 핵심 요소인 문장을 만들어내

는 규칙은 이런 개체 조합 체계라는 특성을 가진다. 언어는 한정된 수의
구성 성분이 서로 조합을 이루는 체계인데, 예를 들어, 문장의 경우 별개
의 개체인 단어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문법을 떠받치는 원리는 자연 세계에서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법은 개
체 조합 체계의 한 예이다. 제한된 수의 별개의 개체들이 (이 경우 단어들)
선택되고, 조합되고, 더 큰 구조로 (이 경우, 문장들) 창조되기 위해서 변형
된다. 이 경우에 만들어진 것의 특징은 그 구성 성분들의 특징들과는 전혀
다르다(Pinker, 1995: 84).9)
9) 원문 "The principle underlying grammar is unusual in the natural world. A grammar is
an example of a "discrete combinatorial system." A finite number of discret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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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람’, ‘뱀’ 그리고 ‘물다’라는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가
조합을 이룰 때, ‘뱀이 사람을 문다(A snake bites a man.)’식으로 조합이
이루어질 때의 의미와 ’사람이 뱀을 문다(A man bites a snake.)‘라고 조합
이 이루어질 때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똑같은 세 개의 성분이 서로 어우
러져 만들어진 문장은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성 성분이
가진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 또한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두 문장이 가진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인간의 언어는 이처럼 제한된 수의 개별 개체들이 무한히 새로운 방식
으로 조합되면서 무한히 많은 새로운 문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위의 개
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것이 동물의 소통 수단과 다른 인간의 언어가
가진 본질의 하나이며 그것이 언어가 갖는 창의적 성격의 본질이다
(Chomsky, 1965; D'Agostino, 1984; Pinker, 1995).

언어의 제한된 개체들이 새롭게 조합될 때, 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이용하여 그 이전에 조합되지
않았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촘스키가 1957년 그의 책 통사구조
(Syntactic Structure)에서 처음 사용해서 유명해진 문장인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10)라는 문장을 보면, 실제 의미상으로 상호 모순되는

의미의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다. 때문에 이 문장은 아마도 지구상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장일 것이다. 아무런 색이 없는 녹색의 생각들
이 격렬하게 잠을 잔다, 어느 누구도 ‘색깔이 없는 녹색의 생각들‘이라고
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조합이 가능하며, 실제 존재
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이 문장은 언어의 창의적 성
(in this case, words) are sampled, combined, and permuted to create larger structures
(in this case, sentences) with properties that are quite distinct from those of their
elements."
10) http://en.wikipedia.org/wiki/Colorless_green_ideas_sleep_fu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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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장이다.
이런 문장을 만약 시인이 표현했다면 전혀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될 수
도 있다. 의미상 모순이 있지만, 그것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한 문장이었
다면 색이 없는 녹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았
으면 머릿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완벽한 적절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인
간의 언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인 새로운 조합을 통한 언어의 창의적 속성
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 다른 조합의 형태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단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는 그 어느 순간에도 결코 완성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끝임 없이 새로이 조합되고 새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항상 창의적인 것이다. 세상에 가장 긴 문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정해
졌다고 볼 수 없다. 새로운 단어는 언제든 생겨날 수 있고, 그 단어를 이
용한 문장은 언제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조합의 조합이 가능하고 기
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움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새로움은 어
떤 면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의미의 창의성의 한 속성인 새로
움(novelty) 또는 고유성(originality)과 연결된다. 인간세계에서는 매일 고
유한 새로운 문장이 탄생된다는 의미에서다.
일반적 개념의 창의성에 새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성이나 규범
이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창의성 개념은 언어
의 창의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어는 임의의 조합을 통해 새로움이 만
들어지지는 않는다. 문장이나 표현의 창의적 새로움은 어떤 틀 속에서 허
용된다. 언어는 구성 성분들을 새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조합할 수 있지만,
어떤 규칙에 따를 때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촘스키가 사용한 문장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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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조합의 규칙을 따르고 있
기 때문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조합하면 새로
움이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촘스키가 처음 만든 문장의 단어들을 새
롭게 조합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furiously ideas green sleep Colorless”
표현하면, 이런 조합은 영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언어는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지
만, 특정 언어가 가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그 언어가 가진 고유한 문
법적 적절성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그 문장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하나의 문장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활동할 수 있다.
언어가 가진 이러한 창의적 성격은 일상에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인
이나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
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며 그런 새로움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김
소월의｢산유화｣라는 시는 극히 제한된 수의 시어를 배열해서 자연의 순
환과 생명 탄생과 소멸을 보여준다. 실제 산유화라는 작품에는 여섯 개의
명사(산, 꽃, 갈, 봄, 여름, 새)와 여섯 개의 동사(피네, 없이, 우는, 좋아, 사
노라네, 지네)가 등장한다.11) 이 시에 등장하는 명사와 동사를 합하면 전
체 단어는 열두 개에 불과하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11) 이 시에서 ‘피는’, ‘피어 있네‘는 ’피다’라는 동상의 변형으로 봐서 별도의 동사로 계
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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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러나 김소월 시인은 열두 개의 명사와 동사를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
로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아름다운 한 편의 시를 창조했다. 이런 열두 개
의 단어라는 구성 성분은 이미 존재했지만 산유화에 나타난 시어의 조합
은 그 누구도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조합이다. 이런 새로움은 이 시를 접
하는 누구도 약간의 낯설음과 새로움으로 이 시를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적절하며 그래서 새롭고 창의적이라고 느낀다.
언어가 가진 창의적 속성으로서 이런 조합의 특성은 최규승의 ｢은유｣
라는 시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최규승은 ｢은유｣라는 시에서 앞의 시
구와 바로 이어지는 시구를 앞과 뒤 단어를 교묘하게 맞바꿔 자신의 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는 앞에서 “빌딩의 숲”이라고 했으면,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는 “숲의 빌딩”이라고 표현한다. “하늘의 끝”이면 “끝의 하
늘”이 되고, “노동의 노래”가 되면, “노래의 노동”이 된다. 이런 엇갈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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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시가 완성된다.
바람의 문 문의 바람
빌딩의 숲 숲의 빌딩
기타의 사운드 사운드의 기타
마이크의 손 손의 마이크
하늘의 끝 끝의 하늘
비둘기의 평화 평화의 비둘기
노동의 노래 노래의 노동
행복의 시간 시간의 행복
슬리퍼의 때 때의 슬리퍼
모빌의 흔들림 흔들림의 모빌
화분의 선인장 선인장의 화분
비상구의 커피 커피의 비상구
뉴욕의 비행기 비행기의 뉴욕
후쿠시마의 먹구름 먹구름의 후쿠시마
감동의 쓰나미 쓰나미의 감동
그녀의 침대 침대의 그녀
여인의 울부짖음 울부짖음의 여인
전위의 읊조림 읊조림의 전위
이것의 부재 부재의 이것
나의 너 너의 나
나의 나 나의 나

데카르트나 훔볼트 그리고 촘스키의 언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런 새
로운 조합의 특성이 바로 언어가 갖는 본질적 특성이며 언어의 창의적 성
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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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어 교육에서 창의성 개념과 외국어 교육
지금까지 일반적 의미의 창의성과 언어가 가진 창의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규칙에 따라 한정된 소수의 구성 성분을 활용해서 무한히 많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가 가진 창의성의
(즉, 새로움과 적절성) 본질이라면,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가르

치고 배우는 데도 이러한 창의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국어를 학
습할 때 갖춰야 하는 학습자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한정된 도구를 사용해
서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가 갖춰야 할 능력은 영어나 한국
어를 구성하는 별개의 개체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영어교육의 목표라면, 영어 학습자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영어 어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런 제한된 수의 단어를 활
용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서 무한히 많은 새로운 문장을 생성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하는 새로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는 언제나 무한히 새롭게 조합되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로서 영어나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첫
째, 지나치게 문법을 강조하거나, 문법 중심의 교육을 하거나, 문법을 옳
고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문법을 지나치게 광의의 개
념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범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창의적 속성의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언어에서 문법은 실은 통사적 규칙이나 다른 규칙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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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법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학교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법은 매우 광의로 해석된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말 속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적용되는 통사 규칙
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 그 이외의 것들도 문법이라는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언어학에서 문법(grammar)이라고 할 때, 특히 위에서 논의한 촘스키나
핀커의 논의에서 문법은 소위 체계(system)이며 문장을 생성하는 데 사용
되는 규칙이다. 그 규칙에 맞춰 문장을 조합하면 어떤 형태로 생성되는
문장이든 문법적이다(Fromkin, Rodman & Hyams, 2003: 118-121). 그러나
영어교육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
은 규칙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실은 문
장 생성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문법이라는 범주로 해석해서 지나치게
규칙성을 강조하고 규범적으로 해석됨으로써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
는 것을 제약한다.
그런 의미의 문법은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르다. 즉,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하나의 체계나 시
스템으로 이해되기보다, 규칙으로 오해되고 규칙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 된다. 그런 문법에 맞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고, 틀리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맞음과 오류의 이분법에
의해서 학교 외국어 교육의 큰 틀이 형성된다. 결국 규범적 성격의 문법
이라는 이름하에 언어가 갖는 창의적 성격이 무시되고 틀에 박힌 관용적
표현을 연습하고 외우는 형태의 외국어 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외국
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그 언어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
2001년도 주간동아에서 다룬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틀린 영

어 표현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현미, 2001년 3월 29일자 기사).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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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판단해서 틀리거나 소위 ‘사오정’ 같은 영어 표현이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며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부 언어학적 의미에서 문법적으
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지적된 것을 보면 문법적 의미에서
오류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지적된 예
의 하나이다.12)
Mrs. Lee: OK. Students. It‘s time for class.

이 표현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시간이다”라고 하려
면 It’s time for class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It’s time to begin이라고 한다”
고 지적했다(김현미, 2001: 35). 아마도 지적한 사람은 후자의 표현이 더
널리 사용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일반인들이 가진 이런 생각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기사의
내용대로 ‘It’s time for class.’는 적절하지 않고, ‘It’s time to begin.’하는 것
이 옳다는 기준은 뭘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관행적으로 많이 쓰
일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미국이라는 어느 특정 교실에서 많이 쓰이는 것
인지, 아니면 영국이나 호주 또는 캐나다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어느 특정 교사가 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수업을 시작하다’는 의미와 ‘이제 수업을 위한 시간이야’라고 달
리 말할 때, 서로 다른 의도나 생각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It’s time for class.’는 문법적으로 보면 완벽한 영어다. 영어의 문장 규

칙에 어긋난 것이 없다. 아마도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에는 많은 관
용적 표현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문화마다 그런 고착화된 관용적 표현

12)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77/wd277aa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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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좋은 아침’이라는 말 대신에 ‘식사하셨
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벗어나서 어느 특정
맥락에서 어느 특정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용이나 적절함 이전에 언어는 무한한 새로운 조합을
허용한다. 즉,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식의 조합은 언제나 가
능하며 그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하나의 기준으로 말하기 어렵다. 위에서
지적된 예문은 ‘ideas furiously green colorless sleep.’의 문제는 아니다. 언
어의 새로움과 적절성 중에서 적절성의 의미를 강조하면, 실은 외국어 교
육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간동아의 기사에 보면 이런 예도
있다(김현미, 2001: 34).
Min-su : Where do you live?
Mary: I live in that house.
Min-su: Oh, really? I live in the next house. (1과 p.16)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나는 옆집에 산다.”고 말하려
면 ‘I live next door to you.’ 혹은 ‘I‘m your neighbor’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물론 “next house는 전형적인 콩글리시”라고 지적했다(김현미, 2001:
34). 아마도 기사는 '우리 옆집에 산다.'는 식의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옮

긴 것이라고 해석한 듯하다. 우리는 이웃을 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영
어에서는 문(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집의 구조 때문
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은 문화적 차이
에서 오는 표현의 차이일 뿐, 영어 문장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
절한 영어 표현이다.
교과서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가르쳐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위의 상황에서 "I live next door to you."나 "I'm your neighbo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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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을 가르쳐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생각하
면, 그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비록 "I live in the next house."라는 것이 새
롭게 조합되었지만,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 만약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콩글리시라면 이런 해석이 가능
하다. 영어 수업 시간에 한국인 교사가 하는 영어는 대부분 콩글리시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영어 교사가 미국인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표현
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필요한 상황에 정확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골라서 사용해야만 이 기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콩글리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실의 모든 교사들은 콩글리시를 사용하는
것이 된다.
또한 한국인들이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어 문장
이나 표현도 모두 콩글리시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영어 문장이 될 가능성
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한국 고유의 상황을 표현하
기 위해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인들이 한국적 상황
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장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한국
식 영어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것도 위의 정의에 의하면 콩글
리시가 된다. 더불어 위의 지적에 의하면 우리는 영어를 할 때, 우리가 스
스로 기존에 있는 영어 어휘를 사용해서 새롭게 조합해서 영어 문장을 만
들어내서는 안 되며, 원어민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표현이나 문장만
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원어민이 생성한 수많은 영어 표
현과 문장을 머릿속에 외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전형
적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방식이다.
언어의 창의적 성격, 언어의 생산력과 동떨어진 외국어 교육은 각본에
짜 맞춘 미리 준비된 형태의 대화 연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아래 제
시된 그림 1은 학교에서 활용되는 영어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하
기 활동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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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말하기 활동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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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9년 검인정을 통과한 미래엔 컬처그룹 Middle School English 2 최인철 외 8인의
119쪽과 149쪽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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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은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8과와 10과에 나오는 말하기 활동
의 하나다.14) 이 교과서는 한 단원이 열네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
말하기 활동에 네 쪽을 할애하고 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약 30%를 듣기/
말하기 활동에 배려한 것이다. 그 중에 듣기 활동이 전체 듣기/말하기 활
동의 세 쪽을 차지한다. 나머지 한 쪽이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말하기
활동이다. 따라서 이 활동은 해당 단원에서 실질적으로 말하기 활동을 최
종 마무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모델이 되는 대화가 영어로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다. 둘째,
각각의 활동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학생들이 대화를 하면서 다
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하는지 그림과 함께 영어 표현이 제시되어 있
다.
과연 이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어떤 인지적 활동을 할까.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말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을 소리 내어 읽
을 수 있으면 된다. 학생들은 주어진 대화문을 토대로 주어진 표현을 활
용해서 기존의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체하면 된다. 즉, 이 활동을 위
해서 학생들이 인지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 표현
을 소리 내어 읽고, 굵게 표시된 부분을 교과서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
읽으면 된다. 한 마디로 눈으로 읽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으면 된
다. 비록 영어 표현들이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소리의 형태로 표현되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 일어나야 할 인지적 활동은 이 활동을 통해서 거의 일
어나지 않는다.
14) 학생들이 일 년 동안 배우는 영어 교과서는 대개 10개나 12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
다. 8과와 10과라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지낸 이 학기 후반에 배우
는 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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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문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들려오는 소리 정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활동을 보면 학생들은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전
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말하기 활동은 말하기 활동이 아
니라, 읽기 활동 중에서 ‘소리 내어 읽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읽
기 활동을 하면서 말하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물론 이런 활동을 구안한 배경에는 학생들이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할
수 없거나 할 능력이 되지 못하며, 말을 할 때 정확한 문장을 말해야 한다
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언어관은 위에서 언급한 언어의 창
의적 성격과는 대립된다. 이런 언어관은 행동주의 언어 이론에 기초한 언
어교육 모형이며, 기계적 반복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청화식 교수법
(Audiolingual Method)과 일치한다(Brown, 2000: 51). 학생들에게 나쁜 언어

습관을 형성시키지 않고, 영어를 학습하는 초기부터 정확한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인간의 언어가
갖는 창의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언어교육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언어의 본질적 특성인 창의성에 기초한 외국어
교육 모형이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언어의 창의적 속성에 기초한 외
국어 교육 모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오마지오 해들리
(Omaggio Hadley, 2001: 90-91)는 외국어 교육에서 기초가 되어야 하는 다

섯 가지 언어교육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창의적 표현
활동을 들었다. 이런 창의적 표현 활동이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그 언어
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원칙 1: 언어교육에서 생산적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도입되면 가급적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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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자기 자신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야 한
다.15)
원칙 2: 창의적 언어 연습은 (일방적으로 조작된 또는 수렴된 연습과는 반
대로) 능숙도 위주의 교실에서는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16)

위의 두 가지 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창의적으로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해진 표현이나
대화 형태에 학습자들을 고정시키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
야 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
들이 "I live next door to you."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가 "내가 이웃에 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I live
in the next house."와 같이 표현하는 것도 장려되어야 하며, 그래야 보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
미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소통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학교에서 배웠거나
교과서에 등장한 표현만을 사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의 무한한 상황을 해당 외국어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표
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능력
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영어나 한국어 교육과 같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라
고 할 수 있다.

15) 원문 "Corollary 1.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express their own meaning as
early as possible after productive sk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course of
instruction."
16) 원문 "Corollary 3. Creative language practice (as opposed to exclusively manipulative
or convergent practice) must be encouraged in the proficiency-oriented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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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마무리 하는 말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창의성이나 언어에서 창의성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새로움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새
로움이 적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언어의 맥락에서 창의성은 한정된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물론 이런 새로운 문장은 어떤 형태의 조합이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이런 창의성의 개념은 영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언어교육
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 외국어를 배워서 소통의 도구
로 활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새로운 문장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 개념의 창의적 속성, 언어
의 창의적 속성 그리고 언어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서 창의적 속성은 어
느 정도 일관성을 띠고 연결될 수 있다.
그 고리는 창의성이 가진 새로움과 적절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어
느 한 쪽만을 강조하는 창의성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학교 영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이나 문법적 정확성을 강조하
여 창의성을 희생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새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을 잃게 되며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영어교육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에서 균형 잡힌 의미의 창
의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이나 언어교육은 지나치게 정형화된 표현을 외우
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언어가 가진 창의성을 희생하
며 적절성이나 정확성만을 강조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언어는 변화
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이 절적한가 하는 것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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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언어
교육은 자칫 틀에 박힌 매우 제한된 언어 능력만을 길러줄 수 있다. 그것
은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국어교육이나 외국어인 한국어 교육
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변화하는 현실을 인간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통
해서 표현하는 도구이다. 주어진 각본에 따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
상 상황과 맥락이 변화하듯 그것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언어의 창의적 속성을 반영하는 언어교육은 언어교육의 기초이다.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언어의 본질 또는 인간이 가진 언어
*

능력을 반영한 창의적 언어교육이며 참된 언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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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창의성 및 언어의 창의성 개념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함의
이병민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창의성 개념, 언어에서 창의성 개념, 그리고 외
국어 교육에서 창의성의 적용을 살펴보고, 이런 창의성의 개념이 영어교육 현장
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언어의 창의성 개념을 다루
면서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을 다룬 생성문법 학자들의 언어관을 살펴보았다. 이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검인정 영어 교과서에서 나
타난 영어 말하기 활동을 살펴보면서 영어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비록 언어의 창의성 개념은 촘스키의 언
어 이론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고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오래 전에 도입되었지만, 현장의 영어교육은 이런 언어의 본
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 논문은 일반적 의미의 창의성 개념과 언
어의 창의성 개념을 언어교육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창의성, 언어의 창의성, 개체 조합 체계, 외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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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creativity and linguistic creativity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Lee, Byungm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in general, creativity in language, and creativity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concept of creativity can be defined in many different ways
and also sometimes vague. However, two of the most core concepts of
creativity in general is both original and fitting or both novel and appropriate.
This concept of creativity can also be applied to human language in terms of
its ability to produce unlimited infinite number of new sentences using finite
linguistic units. The concept of “discrete combinatorial system” reflects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human language. This essential aspect of human
language can exactly be applied and r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Looking at general pedagogical and learning
practices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or other foreign languages education,
the role of rote memorization and reproduction of pre-fabricated dialogue do
not help learners to acquire their language skills that are necessary to handle
various unfixed situations. As an example, some of the speaking activities
from public English textbooks have been examined to see how these activities
hinder the learners from developing creative language abilities.
[Key words] creativity, creativity of human language, discrete combinatorial
system,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