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

dans Jacques par ceux, bien plus modernes, du texte écrit et lu, 

non plus sacré mais profane, non plus transcendant mais im 

manent, non plus donné mais construit. Or tout cela, déjà, est en 

place dans l’entame. Non que la suite soit facile ; mais c’est, au 

moins, notre tâche commune de l’accomplir, en toute solidarité 

humaine, ironique et allègrement démystifiée. Sur fond de ces 

contes innombrables qui ne cessent pas depuis l’origine du mon 

de, Jacques le fataliste et son maître ouvrent ainsi, en riant, à la 

lecture comme dimension moderne d’une politique de l’intelligen 

ce et d’une morale du sa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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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사회언어학자루이장칼베L.-J. Calvet는언어정책은언

어와 사회생활과의 계에 있어서 수행될수 있는선택 체를 의

미하며 언어계획은 언어정책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한다.1)다시말해국가나어떤사회공동체가법 , 제도 장치

없이도하나의언어정책을가질수있는것이다. 랑스는아주오

1) Calvet, L.-J., La guerre des langues, Payot, 1987.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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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부터언어정책을가지고있었지만법 인형태를가진것은최

근의일이다. 

랑스의 경우 언어정책의 하부 개념으로 여겨지는 언어계획의

거의모든분야에서노력을경주해왔다. 언제어떤언어를쓸것인

가에 한 기 과 규칙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언어 지 계획status 

planning, 한언어가특정한상황에서결정되고난후언어의구조를

고정하거나수정하려는언어실체계획corpus planning, 언어표 화

과정에서 문법과 발음을 표 화 시키려는 규범주의normativism, 언

어교육정책language education planning, 언어확산정책language diffu 

sion policy 등의다양한분야에서언어정책을수행해온것이다.2) 

언어와 련된상황에서인간의개입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개인들은 항상 “바른 용법bon usage”으로 말하게 하거나 언어 형태

에 개입을시도해 왔고 정치권력은통치를 해 어떤 특정 언어에

특권을주기도했으며다수에게소수의언어를강요하기도한것이

다. 우리는이 에서국가주도의강력한언어정책에서얻을수있

는것은무엇이며그한계는무엇인지살펴보기로한다.

 

본 론

1. 랑스 언어정책의 특징

캐나다라발 학언어정책연구소의분류에따르면언어정책은

다음과같이나눠질수있다.

2)계획plannification이라는 용어 신에 캐나다 퀘벡에서는 정비aménagement, 스페

인의카탈로니아에서는정상화normalisation라는용어가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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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화 정책

동화정책politique d’assimilation은특정언어그룹의소수화를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 배제, 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극단 인 경우 인종 학살까지 자행하게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자체로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양립하기 힘든 정책이다. 

한쪽에서는언어 권리를주장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같은권리

가 부정되기도 한다. 언어그룹의 보호를 해 수되기 어렵고 다

수그룹과소수그룹간의원한이생길가능성도있다. 그러나이정

책이성공했을때에는강력한국가 통합을이룰수도있다.3)

1-2. 불개입 정책

불개입정책politique de non-intervention은언어문제에있어서자유

방임 정책을 선택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힘에

한 계의변화도방임한다. 그러나실재 으로는선택이이루어

지고있으며언어계획planification은늘지배언어에유리하게작용한

다. 

불개입정책은원칙 으로공식 인문서를남기지않는다. 그러

나정부는자신의의도를선언이나규칙, 시행령 는다소모호한

헌법조항으로나타낼수있다. 이같은정책을정당화시키기 해

자유선택, 용, 차이의인정등을명문화하기도한다. 정부는복합

정책politique mixte을통해공용어公用語에 해서는개입하지않지만

소수언어는보호하기도한다.4)

3)아 가니스탄, 미얀마, 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부 키 러스, 그리

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북 아일랜드, 코소보, 리비아, 키스탄, 시리아, 

동티모르,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베트남. 

4)독일, 앙고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 라

데시, 베닌, 버뮤다, 부르키나 소, 칠 ,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가 , 감비아, 가나, 지 롤터, 그 나다, 기니비쏘,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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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용어가치제고정책politique de valorisation de la langue officielle

공용어가치화는유일공용어를정치, 경제, 사회, 사법등의면에

서 유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특히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에

서 이 같은 정책이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월한지 를

리고있는언어가반드시국어가되는것은아니다. 때로는식민

통치언어가이같은역할을하는수도있다. 그리고국가는소수언

어에 해서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한다. 실재 으로 이 같은

언어정책은 동화주의assimilation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다. 단일 공

용어unilinguisme officiel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기에, 스 스

에서처럼국토의일부지역에서행해질수있다. 

1) 공식 국어Langue nationale officielle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캘리포니아, 캄보디아, 

사이 러스, 한민국, 북한, 크로아티아, 이집트, 스페인, 에스토니

아, 미국, 그리스, 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바논, 리투아니아, 마 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몰도

바, 몬테네그로, 네팔, 우즈베키스탄, 페루, 캐나다퀘벡, 루마니아, 

세르비아, 랑스령 생 피에르 □에 □미클론, 슬로바키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2) 식민언어/ 외국어Langue coloniale/ étrangère officielle

앙고라, 네덜란드령안틸 스, 바하마, 뉴질랜드령쿠크제도, 그

나다, 랑스령과델루 , 기니비쏘, 랑스령 가이아나, 키르키

즈스탄, 랑스령마르티니크, 모리타니, 랑스령 마이요트, 모잠

니, 가이아나, 북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라이베리아. 리히텐스타인, 말리, 몽

세라, 네 라스카, 인도 디셰리, 도미니카공화국, 체코, 국, 살바도르, 세네

갈,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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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 랑스령뉴칼 도니아, 우간다, 랑스령폴리네시아, 랑

스령 유니옹, 국령솔로몬, 이탈리아시실리, 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랑스령 리스 에 푸투나

3) 공용어公用語간의 토경계설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기에의독일어지역, 라망지역, 랑스어지역

 스 스의베른, 리부르, 그리종, 테셍, 발

1-4. 부문별 언어정책Politiques linguistiques sectorielles

정의에따르면부문별언어정책은 개한가지부문많아야 2, 3

개 역으로한정되어실시하는것이다. 소수언어 는이민자언어

등몇몇분야에서입법조치를채택한다. 교육분야가가장우선시

되는부문가운데하나이다. 그리고다른 련부문으로는공공게

시, 보건의료 련언어, 지명地名 같은분야들이다.5)

그리고문제들이제기될때하나씩제도화해서처리하는것도부

문별언어정책의일환으로 악할수있다. 부문별언어정책이도

달할수있는지상목표는차별화된법 지 의설정이라고할수

있다. 랑스는바로이정책을취하고있다. 6)

5)이외에차별화된법 지 정책politique de statut juridique différencié, 이 /삼 언어

주의bilinguisme/trilinguisme정책 등을 들 수도 있다. http://www.tlfq.ulaval.ca/axl/ 

monde/index_politique-ing.htm 

6)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키 러스, 랑스 코르시

카, 덴마크, 스코틀랜드, 그리스, 미국알라스카, 아칸소, 아리조나, 로리다, 루

이지애나, 메인,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타나, 뉴햄 셔, 뉴욕, 오 곤, 텍사스, 

버지니아, 와이오 , 캐나다앨버타, 리티시콜롬비아, 뉴스코틀랜드, 사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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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용어가치제고정책politique de valorisation de la langue offic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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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가이아나, 북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라이베리아. 리히텐스타인, 말리,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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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어公用語간의 토경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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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문별 언어정책Politiques linguistiques sectori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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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언어정책의일환으로 악할수있다. 부문별언어정책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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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e/index_politique-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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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랑스 언어정책의 목표

랑스 문화공보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는 국

가의 언어정책 수행을 맡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랑스어를 확

산시키고풍요롭게하며 랑스국내언어들을보존하고가치를높

이는일을맡고있다.(2002년행정명령 2002-898 제2조)

그리고다른 련유 부서들과함께 랑스 랑스어문화권

의문화와 술 창조에 한보 과확산에힘쓴다. (Ibid., 제1조) 

랑스어의 지 향상을 해 랑스 언어총국DGLFLF7)이 긴 한

계를갖고 력하고있는기 들은다음과같다.

 외무부 랑스어권부, UN 국제기구국, 유럽 력국, 문화

력 랑스어국

 EU와뉴욕UN본부 랑스상설 표부

 재경산업부(공정거래국, 세 간 세국, 인사 직업환경국)

 법무국(형사국, 교정국, 청소년사법보호국)

 교육･고등교육･연구부(연구･ 신국, 학교교육국)

 교통･시설･ ･해양부(민간항공국)

 국방부(국토방 국)

 문화공보부( 랑스박물 국, 건축 문화유산국)

 청소년･체육･단체활동부(청소년･일반교육･단체활동국)

 국립문맹퇴치기구

 시청각고등평의회

 국립과학연구센터

 고 리사무소

 통합 차별퇴치활동지원기

 라디오 랑스

7)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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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라디오 랑스

 랑스3

 자출 감시기구

이와같은맥락에서 랑스언어총국은 2004년 8월 18일자행정

명령 2004-822에따라 랑스어의확산과바른언어의사용그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과 함께 랑스 국내 언어들의 보존과 가치를 높

이는일에있어서공공정책의 비, 조율그리고수행을하며민간

기구의활동을지원하기로한다. 2005년 5월 17일각료회의에서보

고한 르노돈느디유 드 바르 당시 문화공보부 장 의 발표에 따

르면 랑스어를 한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다섯 가지로 요

약할수있다.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심으로서의 랑스어에 한일반인

의 심을높인다.

 국민들이자신의 모국어로정보를습득하고 표 할권리를보

장한다.

 랑스어 련정책은사회연 社會連帶를 한것으로한다. 

 랑스어를풍요롭게하는작업의효율을개선한다.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랑스어의 국제어로서의 지

를강화한다.

이같은 5개방향의언어정책을수행하기 해 랑스언어총국

은다음과같은 5개의임무를맡고있다.8)

 랑스어의사용과확산

8) DGLFLF. 2006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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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어의구사, 문맹과의싸움, 국내에서의언어 련활동

 언어개발과 화

 랑스국내의언어들

 과의의사소통과 심제고

랑스 언어총국은 이 같은 임무를 해 랑스어고등평의회와

문용어 신어 원회의 조를 받고 있으며 랑스어를 한

정책의정부 부처 간차원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에게

착되어있다는것도알수있다.

1994년의 투 법은 여론조사와 반 의원들의 헌법소원을 겪는

등의난산끝에제정되었으며 1995년 3월 3일에그시행령이제정, 

공포되었다. 이법에서는 랑스어가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며, 랑스어권공동체를구성하는국가들의특권 연결요

소라는것을 제1조에 확인하고 있다. 그 골자는 소비자 련 정보, 

노동, 교육, 방송, 행사, 학회, 공공업무의각 역에서 랑스어가

어떻게취 되어야하는지를규정하고있다. 

소비자 련정보(제2, 3, 4조)에서는소비자가재화, 상품 는용

역의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기간과조건의기술, 방송 고

에서 랑스어로표시되어있지않음으로써피해를입는것을방지

하기 해 랑스어를의무 으로사용하도록한다. 노동 련법에

서는노동계약과구인 고, 내규, 단체 약, 노동자의의무, 노동수

행을 해알아야 하는 규정등을 역시 랑스어로 의무 으로 작

성하게함으로써언어를이유로노동자가불이익을받지않게하고

있다.(제5, 8, 9, 10조) 다음으로교육과 련해서공사립교육기 에

서교육, 시험, 선발 회, 그리고학 논문의 언어는 랑스어라고

규정한다.(제11조) 통신, 방송의 역에서 라디오와 텔 비 의

모든 방송과 고에서 랑스어를 의무 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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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제12조) 랑스인( 는법인)이주최하는행사, 학회, 회

의에서 랑스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비자료, 업

무 자료, 회의록, 보고서는 랑스어로 작성하거나 랑스어 요약

을반드시첨부하도록한다.(제6조) 마지막으로공공업무의 역에

서 공법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는 공 지원 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출 물, 잡지, 발표문을 랑스

어로작성하되외국어로작성된경우에는역시 랑스어요약을첨

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 외의 규정에서는 반 시에 용되

는 시행세칙을 담고 있다. 컨 공공단체나 정부의 지원 을 받

는수혜자가이법을어기면지원 체나일부를회수하거나(제15

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이 이 규정 반을 발할

권한이있으며, 서류열람, 복사, 제품의선취를할수있음을규정

한다.(제16조) 그리고법령으로그조건을인가받은정규 회는

반 련소송에서손해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 다.(제19조) 

컨 랑스어수호 회나 랑스어정보처리 문가 회등이다. 

이를시행하기 해 1994년 4월 12일자로발표된국무총리회장

circulaire은법시행의핵심 주체인공무원의의무사항을명시하고

있다. 즉공무원은 랑스어사용 련법, 법령, 명령의엄격한시행

을확보하고, 시행을책임진공무원은법 반을단호히 발할것

을명하고있다. 

2.제기되는 문제들

2-1. 투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한계

랑스어의언어정책은투 법의 용, 랑스국내외에서의

랑스어교육, 랑스어권기 과지역자치단체등의활동으로평가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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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어의구사, 문맹과의싸움, 국내에서의언어 련활동

 언어개발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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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9)



240

1994년 9월에통과된이법은, 거세게불어닥친세계화의열풍으

로 어만을 사용하는 편리라는 에 공사公私기업이 결집하고 있

었던것이제정배경이라고할수있다.10)

헌법재 소는시청각 련기업이나과학연구부문에있어서국

어에 한압력이지나치게크다는이유로일부약화시킨바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는 상표와 법인의 명칭에 한 모든 시행령을

배제시키기도했다.

이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이법은 간 용역할을담당할기

들을찾으며부분 으로는성공을거두기도했다.11)

 소비자보호에있어서는소비자담당국의역할과소비자단체, 

랑스어 보호 단체의 역할에 힘입었다. 가장 요한 정보과학 분

야는키보드를 어식자 을사용하는등아직도이분야는큰어

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 원회의 역내시장 담당국이 이

법의 제2조를자유유통에 한침해라며 삭제를시도하고 있으며

랑스는이에 해공격으로 받고있다고여기고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문화 외”에서 입증되었던 것처럼 국가

9) 랑스의자국언어정책에 해비 인문헌을찾기는어려운일이다. 여기

서는 2005년 6월발표된 베르아스티에Hubert Astier 문화행정총감독의보고서

를 심으로한다. 

10) 랑스어는국가의정체성에있어서도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여론조

사기 인 SOFRES가 1994년 3월 4일과 5일실시한조사결과, 97%의 랑스인

은모국어에 착되어있다고느끼며, 70%의응답자는 랑스어의보 과확산

에자부심을느낀다고답했다. 언어가정부정책의 상이될수있는가하는질

문에도다수의응답자가 정 으로답했다. 39%의응답자는 랑스어의수호

에있어서정부의주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1%는 이같은 정책이

‘ 요하다’고 단했다. 이처럼모국어에 한집착을바탕으로한강력한언어

정책의 수행은 좌･우 의 집권 여부에 상 없이 랑스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Echos 1994 oct. 38~61

11) Astier, H., Rapport d’évaluation de la politique en faveur du français, 2005.

p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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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를 통해 교육 문화에 한 것들을 지키기 한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는주장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같은 면에서 투 법은 취

약한상태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다른성과는 고에 한어느정도의통제라고할수있는데

시청각고등심의회CSA12)는 문기 인 고통제실BVP13)의 역할에

힘입어 어로만 고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할 수는 있었다. 

CSA는 랑스에서 1989년 1월 17일설치된 기 으로시청각부문

에 한 독립행정기 으로, 랑스 국내 는 성으로 국내에

향을미치는 로그램의제작자들이법을 수하게하고공공채

의책임자를지명하고편 되지않은운 을하게하며, TV와라디

오의 방송을 허가하고 시청각 련 법률안에 의견을 제시하며, 정

치 다원주의를 수하게 하고 정보의 진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라디오방송에서 랑스샹송의방송비율과

랑스 유럽 화의비율을유지하도록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 만을 갖고 있는 고통제실로서는 게시물을

통제하는것이어렵다. 화제목이나이에 한 고는 개 랑

스어로작성되지만간혹미국식으로쓰인것이더 고신세 인

branché 분 기를내는 것으로 객을 유인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문화 련 부서 가운데, 문화 다양성과 랑스어로 표 된

술작품의 보호라는 명분에 따라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분

야이다.

은이들을 상으로하는텔 비 로그램제목들에서이

상은두드러진다. (loft story, star academy, the bachelor, fear factor) 

항상 더 유행을 반 하고 은 시청자를 이끌 수 있다는 제작자와

투자자의 확신이 이처럼 이끌고 있다. 하지만 표 의 자유라는 이

12)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13)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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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13)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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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시사하는바가큰분야이다. 

국제 기업들은 그들의 고객이 국인, 러시아인 등이 되기 때

문에 신입사원은 최소한의 어 구사를 입사 조건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 기업의 이런 태도에 해서는 노조단체 CFDT와

CGT가나서곤하지만계속된성과를거두기는어려운실정이다.

특히 어는다음네개의분야에서요구되고있다.

 융권은선도어휘에 한집착을다른어느분야보다보이고

있다. 융기 은 “집단 ”이며 “입문 ”인자료에 해 어사용

을 선호한다. 물론 고객들은 법률 련 자료를 랑스어로 확보할

수는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와 련된, 정보통신 련 분야로

가장많은주민이의사소통에있어서신기술을이용하고있기때문

이다. 컴퓨터 로그램과소 트웨어의제공자들은소비자에 련

된 모든 정보는 랑스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투 법의 제2조를

지키지않고있다. 이분야에서는법의 용이문제가되고있다. 특

히 랑스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해서 이탈리아는 원격 계약의 경우 이탈리아어 번

역을 첨부하게 하는법을 통과 시켰다. 국사원Conseil d’Etat 등 국가

기 들도외국사이트에 한법률제정을모색하고있다. 

 과학연구소의경우 부분 어로작업이진행되고있다. 외

소통을 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부 으로 더욱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은 어로 발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연구소의연구원이나정부의지원을받는부문의연구보고서는

랑스어로쓰게하자는법률안은헌법재 소에의해부결된바있

다.

 상호명이나상표명이 어로된 고가 더많은장소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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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있지만여기에 해서는 한 책이없다.

 어권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 이지만 CFI, ARTE 등의 지

원을받는 RFI, TV5 등의국제방송은국제 으로성공을거두고있

다. TV5는매주 7500만명의시청자를확보하고있다. 그러나 CNN

이나 BBC월드같은국제 인채 을확보하는것이시 하다.

 랑스어의 외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랑스어권에서는연 가강화되고있다.

 와가두구에서열렸던 랑스어권정상회담이후 랑스어권은

회원국이 63개국에이르는등친화력이강화되고있다.

 랑스어권사무총장직의개설이후역할이강화되고있다. 이

는 국제연합에서 이라크 사태에 한 역할에서 보여 바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문화 다양성에 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물론

회원국간의갈등도상존하지만알제리와더욱가까워진것을좋은

사례로들수있다.

 국제 인여론에호소할수있는세계 인 략의부재는아쉬

운 목이다. 

정치 성향의 랑스어권 단체 국제 랑스어권기구OIF14)와 재

정 심의 랑스어권정부간 력사무소AIF15)간의조율은아직불

충분하며다른기구들과의양자간혹은다자간 력도잘이 지지

않고있다. 여기에는상호 인재원확보의부족을이유로들수있

다. 2억 6천만유로의 산가운데 랑스가 1억 5천만유로를부담

하고있으며그가운데 반은 TV5를 한것이다. 국가 산의 3%

를 유럽연합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랑스어권을 해서는 0.07%

를쓰고있을뿐이다.

문화부, 외교부, 교육, 노동 등 각 분야간의 력이 잘 이 지지

14)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15) 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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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15) 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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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로는 독일에

서독일어교육에 한노력을설명하며교육부는 통령이참석한

자리에서 체를 어로설명한 도있다.

랑스어의사용은유럽연합집행 원회등과의갈등에따라특

히외국에서많이 축되었고국내에서도문맹률이높아지고기업

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어 사용 비율이높아지며 특히 은이

들간에는 어사용이 고신세 branché로보인다며선호하는경

향을보이고있다. 

고 어와다른간략해진 어의효율성이세계화시 와맞물

리는 도있지만 정치 경제지도자들이 세계화 시 의 신 엘리트

로 보이려고 하며 언론은 american way of life, loft story, fear 

factor, radio city 등의말을쏟아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인 몇몇 문용어를 랑스어로 체하거

나특정상황에서의 랑스어사용을주장하는정책만으로는힘겨

워보인다. 

2-2. 유럽연합과의 갈등

유럽연합 집행 원회는 랑스 정부에 2002년 7월 25일자 시정

요구를발표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행 랑스국내법은 랑스에수입되는모든식품라벨이

랑스어로작성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식품라벨에특정언어를강요하면서, 구매자가쉽게이해하는

다른언어 는구매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다른수단을허용하지

않는 국내법규는 사법재 소의 2000년 9월 12일자 결, 유럽연합

조약, 지침 2000/13에 배된다.

3.지침 2000/13에 따르면, 를 들어 닭날개가 들어있는 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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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분명한 닭날개 사진이 있으면 ‘chicken wings’라는 표기만으

로도 랑스에서 매할수있다. 

4. 랑스 국내법을 사법재 소 결에 부합하게 개정하길 요구

한다. 

이시정요구에 랑스어 련 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일

제히 들고일어났다.16) 여론의 거센 반발에 당황한 랑스 정부는

“ 랑스어외에하나 는여러개의외국어사용을추가로허용하

는 것뿐이지 랑스어사용의무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

고 해명했고, 뤼셀의 집행 원회 역시 “ 랑스어를 지하는 것

이아니고, 랑스어 에다른언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라

는 것뿐이다”라고 거들었다. 집행 원회에 따르면, 랑스 정부와

국내법개정에합의한지 1년이더지났는데도아무런조치가없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보낸 것이라고 한다. 랑스 정부는 소비자보

호법을 개정하는 2002년 8월 1일자 법령을 공표하여 R112-8조의

“식품라벨을 랑스어외에하나 는여러개의다른언어로작성

할수있다”는구 을추가했다.17)

‘상품의자유이동’을최우선시하는유럽연합집행 원회는처음

부터 랑스어사용법을탐탁하게여기지않았지만, 이것이회원국

내부의 언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직 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식품 라벨’에 한 사법재 소의 유권해석은

16) Le Monde 8월 8일자에는 “한번더 뤼셀의집행 원회는 랑스공화국헌법

보다더강하고천년의역사를가진언어보다더강한것이있다고선포했다. 그

것은상품의자유이동이다.”라고도미니크노게즈Noguez가말했다. 

     랑스어사용법을제안한자크투 문화부장 은 “국내법개정을단호하

게거부하라”고 구했다. Le Figaro Magazine 2002. 8. 10.

17) Libération 2002. 8. 20. “라벨언어 쟁은일어나지않을것이다La guerre linguisti 

que de l’étiquetage n’aura pas lieu”라는 로여론의확 을피하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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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반 인 몇몇 문용어를 랑스어로 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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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럽연합과의 갈등

유럽연합 집행 원회는 랑스 정부에 2002년 7월 25일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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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침 2000/13에 따르면, 를 들어 닭날개가 들어있는 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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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분명한 닭날개 사진이 있으면 ‘chicken wings’라는 표기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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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어사용법을제안한자크투 문화부장 은 “국내법개정을단호하

게거부하라”고 구했다. Le Figaro Magazine 2002. 8. 10.

17) Libération 2002. 8. 20. “라벨언어 쟁은일어나지않을것이다La guerre linguisti 

que de l’étiquetage n’aura pas lieu”라는 로여론의확 을피하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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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 원회에 랑스어사용법을 공격할 호의 기회를

제공하게된다. 집행 원회는사법재 소 례에의거하여, 랑스

정부에 해두차례의시정조치를취했다. 랑스어사용법을개정

하라는첫번째시정조치(2000년 6월 13일자최고)에 해, 랑스정

부는 랑스어사용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응하고 넘어

갔다. 그러나 랑스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요구한 두 번째 시정조

치(2002년 7월 25일자 시정요구)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유럽

연합 집행 원회가 랑스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내세

운 ‘chicken wings’의 논리는 랑스어사용법 자체를 하고 있

다. 랑스 국내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유럽연합 집행 원회와

랑스 정부는 랑스어사용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

다. 그러나 랑스어사용법의핵심조항인 2조가상품라벨에 한

사법재 소 례에 배되는것은사실이고이와 련된문제의심

각성도함께드러난것이다. 

2-3. 지역어 정책의 모순

1998년 6월에서 1999년 5월까지 랑스에서는유럽지역어 소

수언어헌장을비 하려는정부의계획에 해격렬한논쟁이벌어

졌다. 랑스에서 정부가 처리하기에 민감한 사안이었다. 정부의

업무 과정과 법률 정치 논의들과 해석들을 찰할 수 있었고

앙집권 통을가진 랑스에서언어문제를정치 으로처리

하는것에 해정치세력들마다다양한입장을보이기도했다. 

베르베르어와 마그 아랍어 같은 외래언어들의 지 문제가

분명하게부각되고논의되었다. 랑스의공식문서들이처음으로

베르베르어와마그 아랍어를 랑스의언어로지정한것이다. 

1997년말 랑스정부는 ‘유럽지역어 소수언어헌장’에 한

논의를 비했다. 이헌장은 1992년 10월 2일스트라스부르에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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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고 회원국들의 서명과 비 을 받기 해 제출된 유럽이사회

Conseil de l’Europe의헌장이었다. 논의과정은길고복잡했으며정부

는 문제를 신 하게 다루었다. 정부의 서명과 국회의 비 에 앞서

총리에게많은의견과 문가의견해가제출되었다.

지역어에 한첫번째보고서는바욘Bayonne의사회당국회의원

니콜페리Nicole Pery 여성문제담당정무장 이되며, 켕페르시장베

르나르푸아냥Bernard Poignant이 1998년 7월 1일보고서를완성해총

리에게 제출했다. 법률 문제와 련된 문가 평가는 리 10

학헌법학교수인기카르카손Guy Carcasson이맡아유럽지역어

소수언어가 랑스헌법과공존이가능한것인지살펴보았고 1998

년 9월 8일총리에게보고서를제출했다. 

1998년 12월, 리 7 학교수이며국립 랑스어연구소 INALF18) 

소장 베르나르 세르키 리니Bernard Cerquiglini는 헌장과 련된 언

어 목록을 작성했다. 목록 작성이 이 사안의 핵심이었으며 헌장에

동의하는 국가는 헌장에 따라 조치를 취할 언어 목록을 제출해야

할의무가있었다.

랑스에서헌법과 랑스의정체성에 한사항에 해서는어

김없이 헌법재 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제소는 통령이

할수도있고여러정치집단도제소할수있다. 1999년 5월자크시

라크 통령은 헌법재 소를 소집했고 이에 앞서 알랭 쥐페Alain 

Juppé 총리는국사원에자문을구했다. 1999년 9월 26일국사원은

행 랑스헌법으로는헌장을비 할수없다는결론을내렸다.

헌장 자체가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뀔 수

있고유럽의객 인언어상황과법률사정이당연하다는사실을

고려해 타 한 결과 던 것이다. 이 헌장은 항목마다 임의로 선택

할수있어서각국이자국에맞는조항들을선택할수있게되어있

18) Institut National de la Lang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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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nstitut National de la Lang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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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헌장에동의하기 해 94개조항들 에서 35개를채택하

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비록그조항들에등 이매겨져있고몇

몇 조항은 의무 이라고 해도 국가들이 갖는 선택의 여지는 아주

넓었다.

이문서는사실상구속력은없는셈이었다. 이같은사실로인해

카르카손은국사원의결정과반 로헌법과병립가능하다는결론

을내린것이었다. 랑스헌법은아주강력한빗장을갖고있다. 

랑스어의 공용어로서의 지 (제2조 1항), 공화국의 통일성 분할

불가능성과 국민평등의 원칙(제1조) 등이 있다. 결국 이 헌장은 소

수언어에 해결정 인진보를가져온것은아니다. 

법률 분석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헌장은 근본 으로 받는 유럽의 언어유산의 보호에 이바

지할 것을제안하며 이 목표에 해 랑스는 완 히 동의 력할

수있다.

 언어유산을보호하는것이문제이며소수집단의권리, 토안

에 있는 언어공동체의 권리, 개개인의 언어권 인정 등의 문제는

제외된다.

 이일을담당하고민족문화유산의공통요소를보호하는활동

의책임자는국가이다.

다시 말해 르타뉴어나 바스크어는 르타뉴 사람들이나 바스

크인들의소유가아니라 랑스의공동유산이며 랑스는주권자

로서 그 언어들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역

는지방행정기 이언어사용 장에서발생하는문제들을담당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임시로 임받았을 뿐이다. 랑스의 지방어

를지키려는많은사람들이 랑스헌법제 2조 1항이수정 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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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이유도여기있다.

2-4. 시민단체를 통한 활동의 문제

1997년 6월 9일 리경찰법원19)은 랑스어수호를 한 2개의

단체 “ 랑스어 수호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 랑스어의 미래

Avenir de la langue française”가이른바투 법으로불리는 랑스어사

용 련법 반 의로제소한사건에 해기각했다. 투 법 2조에

따르면 “모든제품이나서비스의제공, 서면음성그리고시청각

고는 랑스어로작성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조지아테크로 Georgia Tech Lorraine은미국애틀랜타소재조지

아 공 의 유럽 분교로 이 학교의 웹사이트는 교육내용, 교과과정

과 등록조건 등을 어로만 제공했다. 리 경찰 법원은 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 회들에 해 각하 결정을내리긴 했지만 인터넷

에 한 투 법의 용 문제에 해 명쾌한 결을 내리지는 못했

다. 이후에도 랑스어수호단체들은계속소송의주역이되고있

다.

1958년 폴 카뮈Paul Camus에 의해 창립된 랑스어수호 회l’As 

sociation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는유럽인의언어 에서그우수

함을오랫동안지켜온 랑스어의장 을보호하는것을목표로한

다.20) 이 회는오늘날 2400명의회원을갖고있다.

랑스어수호 회는언어의명확성, 간결성, 조화로움을지키기

해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랑스 언어총국과 공동으로

랑스어표 이우수한언론인에게리슐리외상을수여하고있다. 

이 회는 리에서 언어 문제를 다루는 강연자를 심으로 백여

19) tribunal de police. 범죄를다루는 tribunal correctionnel에비해가벼운죄

질의범죄를처리하는법원으로지방법원내에 치하고있다.

20) Giusti, A. 1997 : 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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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모여 정기 으로 오찬강연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여러

지부에서단어연구에 한토론회나학회도개최하고있다.

심토론에서그들은 ‘ 명가들의 랑스어－ 명당시 랑

스어의변화’, ‘비즈니스 랑스어는필요한것인가?’, ‘방언과사투

리’, ‘크 티앵드트루아에서 랑수아비용에이르는 랑스의변

화’, ‘ 랑스 정신과 국식유머’와같은다양한 주제를다룬다. 그

러나이 회는그이름에서알수있듯이언어보호활동이그우선

이다. 이 회는수많은외래어의유입, 특히 어식표 에반 하

고 있다. 를 들어 보르도 지부는 지난 10월 ‘ 랑스어 측소

Observatoire de la langue française’를설립했다. 리와일드 랑스지

부들은지난 1994년 8월 4일발표된 랑스어사용 련법인투 법

을지키지않는공공 사설기 에항의서한을보내는일을계속

하고있다. 이지부는 1년 시청각감시단을발족해여기서지

한오류목록은시청각최고회의에 달한다.21)

회기 지인  랑스어수호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를통해

회의주장을 변하는많은논문이발표되고있다. 이간행물은

반부는 랑스내의 랑스어에할애하고후반부는 랑스밖의

랑스어에할애하고있다. 여기서 랑스어권국가들에 한정보는

체로 좋은 정보들인 반면 랑스에 련된 정보는 좋지 않은 것

이많은편이다. 컨 최근호가운데하나에서한필자는 랑스

어의 복표 에 해 유감을 표했고 다른필자는 과장법과 완곡

어법을 남용하는 표 들을 비 했다. “ 랑스어에서 나를 불

쾌하게하는것은 무도 렴치하고어리석고 학 이고고약하

기그지없는과도한표 들이다.”

이들이 보기에 랑스어는 분명 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단어

가가장 통 인단어들을망각속으로내쫓고, 단어의의미가변

21) DLF,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No 219~2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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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되고어떤것은차용어로 치되고과장법과완곡어법이 어

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랑스어를 보호하기 해서 그들은

이 모든 부 한 표 을 추방하자고 제안한다. 이 잡지의 최근호

에서 자네 라 약Janet Raffaillac이 랑스어 사용자들에게 leader, 

meeting, design 등의단어를 랑스어로 체하여사용할것을권

고하고있다. 그리고부 한 고언어를조사하여, 얼마나많은

언어가 오염되어 있는지를 발표했다. 게다가 그는 이에 한 사법

조치까지 요구했다. “우리는 구두나 문서로 고주와 고업체

에게압력을가해야한다. 그 게하는것이우리들의의무다.”

랑스어수호 회는회원들에게투 법의 반사실을확신한

즉시고소하라고독려하고있다. 이들의활동이수월하도록 회는

아 자신들의잡지안에침해조서서식을첨부해발행하고있다. 

독자는 그것을 기입해 담당 행정부서로 보내면 되는 것이다. 회

는 회 차원에서 고소를 하는데 이것은 종종 법 소송으로 치닫

게된다.

어식 표 사용과 투 법 반에 항하는 이 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국민들에게 온 한 랑스어로 된

정보 달을 명시한 법률의 용과 시행을 보장하기 해 벌이는

이러한 운동에 동조한다. 법안이 존 되기는 바라지만, 와 같은

소송조치에는우려를표하는입장이다.

결 론

재 랑스의 언어정책에 해 랑스의 두 언어학자 루이 장

칼베와클로드아제쥬Hagège는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다. 랑스

어의역사를투쟁의역사로 악하고있으며투 법의제정에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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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 차원에서 고소를 하는데 이것은 종종 법 소송으로 치닫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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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재 랑스의 언어정책에 해 랑스의 두 언어학자 루이 장

칼베와클로드아제쥬Hagège는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다. 랑스

어의역사를투쟁의역사로 악하고있으며투 법의제정에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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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것으로알려진클로즈아제쥬는더욱강력하고효율 인

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집행으로 랑스어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반면 루이 장 칼베는 기본 으로 투 법을 심으

로 시행하는 언어정책은 지하고, 감시하며 처벌하는 것interdire, 

surveiller et punir이라고한다.  그리고이법의어느곳에서도명시

으로나타나있지않지만이법은 어에 한것이란것은모든사

람이알고있다. 그리고법과시행령이언어의어휘부문에지나치

게치우쳐있다는것도지 하고있다. 필자는두사람의의견가운

데칼베의의견에동의하는바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1997년 이후 시민단체 등이 제소하며 패소한

사건으로부터두가지교훈을얻을수있다. 인터넷과정보통신분

야에서법 인제어는한계가있으며 그제소의주체가 련당

국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을 감안하면 그 효과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수없다. 투 법은 랑스어수호 회가사법부에손해배상청

구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언어를 감시

하고그에 한보고서를작성하는것이과연분별있는일일까? 그

것은오히려 련당국의일이되어야한다.

그리고 어에 해서는 다언어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국내 소수

언어에 해서는 헌법 2조 “공화국의 언어는 랑스어이다.”를 들

어 거부하는 이 성을 보이고 있다. 표 의 자유는 시장 내에서의

자유이동이라는유럽연합의기본 인이념과도갈등을빚고있다.

그리고 랑스어가 직면하고 있는 에 해서 “ 랑스어 수

호” 련 기 지에서 펼쳐진 주장들은 그들이 쇠퇴와 진화를 혼동

하고있는것은아닌지의문이들게한다. 표 하는방식은끝없이

진화한다. 과거에잘못으로간주되었던것이오늘날은바른용법이

될수도있다. 부정확한용법에맞서싸우며그들은 랑스어가갖

고있는순응성, 유용성마 도부정하고있는것이다, 학자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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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당국은 재의 유연성을 자신들의 언어에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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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s caractéristiques et les limites de la 

politique linguistique française
           

    

      

KIM Jin-Soo

La loi voteé en août 1994, “la loi Toubon” se voulait assurer que 

le français, déjà introduit dans la Constitution comme la langue 

officielle de la République, demeure concrètement la langue des 

salariés, des entreprises, de l’enseignement et des organismes 

publics. 

La loi a partiellement réussi dans la protection des consom 

mateurs grâce à l’action de la Direction de la consommation, et la 

vigilance des organisations de consommateurs et de défense du 

français. Sauf dans le secteur si essentiel de l’informatique et de 

ses applications dans la vie quotidienne.

De plus, cette loi est menacée par une procédure engagée 

contre la France, par la Direction du Marché intérieur de la Com 

mission européenne, visant à vider de substance l’article 2 de la 

loi. 

Une certaine maîtrise de la publicité audiovisuelle devient de 

plus en plus difficile par la tentation des grands annonceurs 

internationaux à ne plus fabriquer et diffuser que des oeuvres 

dans la langue de la mondialisation, l’anglais.

Si nous faisons le bilan des activités entreprises par les o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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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mes pour la langue française, si on peut globalement juger 

qu’ils rendent un service considérable à la langue française, on 

remarque que certains de leur membres ont fixé à la langue un 

idéal de perfection et qu’ils regardent plutôt vers le passé. Cette 

vision fataliste ne pourriais qu’engendrer l’insécurité lingui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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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비교문학의 통과 쇄신1)

이 건 우(서울 학교) 

1. 랑스 비교문학의 성립과 방법론  모색

서로다른문학들을서로비교하는학문이라는비교문학에 한

언뜻자명해보이는정의는매우복잡하고때로는모순 이기까지

한 양상들을 함축하고 있다. 비교문학 탐구에 제되어 있는 비

교의정신이란무엇이든지되는 로비교하고, 아무 게나비교하

는것을의미하지않기때문이다. 그 기때문에비교의방법론, 비

교문학에고유한 «비교»의틀을정립하는일이 요해진다. 방법론

으로서비교는학문으로서비교문학의역사와불가분의 계에놓

인다. 비교문학의 역사란 바로 방법론으로서 비교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개념화하려는 시도의 연속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비교문학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문화를 주도했던 국, 랑스, 독

1)이연구는 2003년서울 학교학제간 력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