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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학에서 학술 언어로서 영어의 역할과 위상 

1. 들어가는 말 

이 병 민 

(서울대학교) 

우리나라는 영어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언어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비록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영어공용화콘이 저1 기되었고， 일부 국띤들 

도 영어공용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엽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사용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적인 논의나 계획은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교육과정에 의하면， 영어는 여 

전히 다른 여라 가지 외국어들과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학교， 사설학원， 기업， 대학 등에서 영어가 

다양하게 수용되고 교육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에 대해서 소위 

국가 차원의 ‘macro-level ’ 계획이나 정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meso-level ’ 정 

책이나 계획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교육 정책들이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 

라 전체 언어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영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는 

meso-level 차원의 영어정책의 한 사례로 볼 수 었다. 예를 들어， 포항공과대 

학은 2003년까지 대학원에서 모든 강좌를 영어로 개설하고， 2005년까지 영어 

공용화(共用化)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고기완， 20이 7월 23 일). 고려대학 

교는 대학 내에서 영어 상용화(常用化)를 선언하고， 2010년까지 대학에서 이 

루어지는 강의의 50%를 영어로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이재명， 2005. 5월 

3 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lCU)는 2007년부터 학내 영어공용화를 추진하겠다 

고 선언했다(김창덕， 2005 2월 22 일). 한편 각 대학에서는 국제학부 프로그램 

을 확대하고 있으며，l) 최근에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국제학부’라는 별도의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 국제학부 프로그램은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특정이다. 한 때 서울대학교에서 신임 교 

수를 채용할 때， 모든 전공에 걸쳐서 영어 강의 능력을 평가한 사례도 이러 

한 여러 대학의 움직임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국제학부는 일반적으로 영어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며 전 과목올 영어로 진행하는 학부과정이다. 현재 국제학 

부는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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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부， 언론， 학술단체들은 교수 또는 대학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 

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를 평 

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며，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영어로 된 학술지이며 암암리에 영 

어와 관련하여 ’Pro-English’ 정책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비록 명시적으로 영어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술지를 평가하거나 학술대회를 지원할 때 영어로 발간하거나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도 

meso-level에 서 벌어 지 고 있는 ‘Pro-English’ 정 책 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중앙정부차원에서 영어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우지이으 p , p ,-

없지만， 민간차원이나 개별 기관별로 매우 다양한 영어정책들이 입안되고 설 

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사회를 주도하는 국내 대학들의 윤 

직임이나 변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모습 

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meso’차원의 영어 정책들은 과연 전 세계적인 경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까?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대학들은 영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 

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럽 대학에서 영어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 대학에 

서 영어가 어떻게 학술 언어로 자려 잡아 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보 

고자 한다. 영어가 학문 언어로서 EU 각국에서 수용되는 양상은 학문 분야 

별로 그리고 각국이 처하고 있는 여건과 국민들이 영어에 대해서 느끼고 있 

는 정서적인 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화해서 유 

럽 전체의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독일， 스혜 

멘， 스위스， 프랑스 및 핀란드 5개국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진행된 연구 자료 

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들 5개 국가에 대한 자료는 주로 기존에 연구 

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각기 다른 목적으 

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논의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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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 EU 대학 내에서 영어의 역할 및 위치 

초(超)국가적 구성체인 EU 조직 내부를 살펴보면， 영어는 EU에 속한 국가 

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초기 프랑스어에 의해서 주도 되었던 

EU는 최끈에 영어룹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U에 

영국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논쟁에서 영국플 ‘Trojan 

Horse'로 표현했던 프랑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EU 

내에서 점차적으로 영어가 중심적인 언어로 자리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 럽 과학 재 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은 영 어 를 유 일 한 공 식 어 로 인 정 하 

고 있 다. 한 편 , 유 럽 무 역 자유 연 합(EFT 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2)에 

서는 영어를 유일한 공식어모 채택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무역자유 

연합 회원국 중에서 영어를 자국의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Robert Phillipson이 집 필 한 ‘English-Only Europe?’ 이 라는 책 에 서 영 어 에 의 해 

서 지배되는 이러한 유럽과 EU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초 · 중고등학교 교육이라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영어가 대 

학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영어는 

유럽 대학에서 학문 언어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문제는 영어가 왜 

학문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여기서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 

은 학문적 인정과 권위이다. 독일어， 불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또는 다른 

언어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을 때보다， 영어로 발표했을 때 보다 많은 

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그만큼 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학문언어로서 영어는 더욱 더 넓은 영 

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Flaitz(1 988)는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English is the key to be "being read" , 뻐d second by the need to 
understand English in order to benefit 당om the work of the research 
community which publishes its findings largely in English. (p. 91) 

이러한 상황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많이 읽히기 때문에 영어로 발표할 수밖에 

없고， 영어로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저작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영어를 배워 

2)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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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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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읽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면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파 같다. 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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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영어/독일어의 2>학문언어로서 〈그림 변화 학문언어별 주요 1> 〈그림 

(출처 : Ammon, 2001: 346) (출 처 : Ammon, 2001: 344) 

3) Angewandte Chemie는 Applied Chemistry, Archiv fur Verdauungskrankheiten은 Digestion으로， 
Radioloische Rundschau는 Dianostic lmaging으로， Psycholoische Forschung은 Psychological Research 
로， Zeitschrift fur Tierpsychologie는 Ethology로 각 각 명칭을 영문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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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독일어와 영어가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1940년대에 들어가면 독 

일어로 발표된 연구물들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고 영어와의 격차는 1980년 

대 들어서면서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파학 분야에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 

들플 보면， 독일어블 사용하는 학자들이 1940년대블 ;1 점으료 줄기시작하면 

서 점차석으로 영어룹 사용하는 과학자들과의 격차는 현격하게 별어진다. 그 

러한 상황은 제2차세계대전을 치프면서 많은 유태인 출신 파학자들이 미국 

이나 다픈 영어권 국가로 탈출하는 것파도 관련이 깊다. 

이렇게 독일어가 점차적으로 학문언어로서 소외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서， 최끈에 독일은 보다 많은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가 위한 조치들을 취하 

Jl 있다. 소위 국제 프로그램이라고 불라는 과정을 개설하고 전공강의를 영 

어로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독일 대학늘은 학비가 없다는 장점이 었고， 독 

일어를 배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면 상당수의 외국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도 함 

께 고려되었다.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어 강의는 이미 유럽의 작은 

나라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혜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들 

나라 대학들은 영어를 추가적인 언어로 수용하면서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독일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7/1998년에 이라한 국제 프로그램이 독일 대학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에는 42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국제 프로그램븐 대학원 과정은 물론 

학부과정에도 개설되어 있으며， 강의는 영어가 능숙한 독일 교수나 영어권 

국가에서 초빙된 교수들이 맡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일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Ammon， 2001). 예를 들어， 독일대학 

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달이 올라와 있다: 

This site is mainly for the new applicants to master’s & some of the 

bachelor courses being offered partially/completely in English in German 
Universities, Fachochshules & Hochschules. 

(출 처 :http://www.informatik.uni-삼eiburg.de/-poluru/univ/index l.html) 

이들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학 분야에서 영어로 학부나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은 80개 대학에 이르며， 농학 분야는 16개 대학에 

서 석사학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 공학 분야는 불론 경제학， 

경영학， 환경공학， 의학 분야에서도 국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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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분야에서도 인지과학， 유럽의 문화와 경제， 유쉽연구， 외국어로서 독일 

어， 독일학 연구， 문화간 연구，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독일 대학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미국 학생이 독일 

대학을 돌아보고 쓴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가술되어 였다. 물론 어느 한 학 

생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 전체 대학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연과 

학 분야에서 독일 역시 영어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 

고 있다. 

Another interesting fact about chemistry majors in Germany is that they 
tend to speak English fluently because most of their books and course 
materials are written in English.. . 1 also leamed that German 
universities are open to intemational students as 1 met student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출 처 :h끄꾀뺀딴앨t완료ξdu낀밸밴핸앓i쁘깐영，h띠셀2003펠뻗쁘웰t깐:tl) 

2. 스웨덴 및 스위스 

2. 1. 스워l 덴 

스워l 덴은 유렵 여러 나라와는 달리 영어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영어의 영향과 미국 문화의 침 

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80년대에는 

Swenglish(Swedish English)가 나타나는 것 에 대 해 서 어 휘 순 화(corpus planning) 

차원에서 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4) 그러나 최근에 스웨덴은 보다 

미국에 친근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다수의 스웨멘 국띤들도 영어를 적극적 

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와의 관계룹 확대하려는 태도를 취 

하고 있다(Oakes， 2001)5). 이러한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는 과학이나 기술 분 

야에서 영어에서 차용된 어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웨멘 언어학자인 에릭 웨란더 (Eric Wellander)는 영어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4) 스웨멘은 1972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크리스마스 대공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미국은 이에 대한 외교적 보복으로 스톡홀름에 있는 미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한편 스혜덴은 미국 주재 
스왜덴 대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5) Oakes(2001)는 영어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이러한 태도를 “Divergence in Convergence"라는 말로 표현 
하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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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mationally used tenns in physics, chemistry, biology, astronomy, etc. 
must without discussion be welcomed in our language. Practically this 
inflow of nεw words will imply that the Swedish language in the field of 
modem science and technology makes its entrance into the West-European 
language community. (Selander, 1980: 26에 서 인용; Oakes, 2001 , p. 165에 

서 째인용) 

스웨덴 국띤들의 미국문화와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언어변화라고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영어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2언어로 취급되고 있다(Phillipson， 1992; Oakes, 2001). 학생들은 영 

어를 초등학교 셔학년에서 배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파정에 들어 

가면 SPRINT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6). 영어 SPRINT 프로그램을 선택하 

는 학생들은 선체 SPRINT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의 약 75.5%를 넘는다. 사 

회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어는 

스워l 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처럼 스왜덴 사회 내에서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영어는 정 

치나 행정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주도적인 언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파학， 교육， 비즈니스， 문화， 연예나 오락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Oakes， 2001). 예룹 들어， 1991 년에 룬드대학(Lund University)에 

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영어， 스웨덴어， 및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 수를 비교하면 그러한 경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 1> 1991년에 룬드 대학애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의 언어별 분포 

학문분야 영어 까‘웨멘어 기타 
신학 0 
법 0 4 0 
의학 60 0 0 
치의학 6 0 0 
기술 14 3 0 
인문학 4 12 0 
사회과학 7 12 3 
수학 23 0 0 

출처 : (Oakes, 2001: 167) 

6) SPRINT는 Sprak-och lnnehallsintegrerad lrùarnÎng och Undervisning (Content and Language 
lntegrated Leaming and Teaching)의 준말이다. 전체 약 20% 이상의 고둥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교실 언 
어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독일어 8%, 불어 6%, 스페인어 4%, 핀란드어 2% 기타가 
4.5%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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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수학， 치의학， 기술 공학분야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의 거의 대 

부분이 영어로 작성되고 발표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다른 스웨덴 대학 중의 

하나인 움살라 대학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다. 

〈그립 3> 스웨댄 움잘라대학 학부/박사과정 강의， 세미냐， 초청 강의 영어 

사용 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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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unnarsson, 2001: 296) 

〈그렴 4> 스웨댄 움잘라대학 학부/대학원 영어교재 사용 벼율 

(출 처 : Gunnarsson, 2001: 297) 



유럽 대학에서 학술언어로서 영어의 역할과 위상 23 

〈그림 5> 스왜덴 옵살라대학 학부/대학원 영어 글쓰71 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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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연구/박사과정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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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출처 : Gunnarsson, 2001: 299) 

〈그림 6>스웨렌 학부과정 영어사용 현황 〈그램 7> 스웨핸 박사/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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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unnarsson, 2001 : 303) (출 처 : Gunnarsson, 2001: 304) 

Kachru의 전통적인 영어 사용권 분류는 EFL 국가들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Inner cirde 과 outer cirde을 제외한 

expanding circ1e 내에서 영어가 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그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스웨덴은 대표적인 국가이 

다. 따라서 스혜멘을 전통적인 분류 기준을 통해서 ‘expanding circ1e'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 가 었다. 스혜 덴은 expanding circ1e과 inner circle 의 경 계 

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류가 될 것이다. 스왜멘은 그런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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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정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 의사소동의 

목적으로 영어가 사용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Outer Circle에 

속하는 특정이다. 그런 변에서 스웨덴은 다픈 유럽 국가들파 바교해서 영어 

가 사회 곳곳에 많이 확산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 

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구별 

된다. 

2.2. 스위스 

한편，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다언어 국가로서， 독일어를 포함해서 프광스어 

와 이태리어가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나언어 구성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 영어의 위치는 더욱 확대되고 었다. 심지어 독일어권인 취리히 

시에서는 영어 몰입교육을 조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McArthur( 1996)는 핀란 

드， 리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는 달리 스웨덴과 스위스를 영어가 제2언어 

로 사용되는 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가 위에서 설명 

한 스웨댄처럼 영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러 상황에서 내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 

스위스 대학의 경우 학부를 졸업하는데 대게 5년이 걸린다. 그라고 이 경 

우 석사(Master’s) 또는 Diploma 논문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스위스의 경우 

다른 나라 대학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워스 대학 학부과정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비율을 보면， 대학 입학 

이후 2년 과정을 가리키는 ‘기본과정 (basic studies)‘의 경우 영어를 거의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912000년에 취리히 대학에서 개설된 약 2000 

개의 강좌 중에서 1% 정도만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생물학 분야가 가 

장 높아서 약 10% 정도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약 4857~ 

강좌 중에서 4개만이 영어로 개설되었다(Murray & Dingwall, 20이). 베른 대 

학의 경우 약 0.5% 정도의 학부 교과목이 영어로 개설되었으며， 이들 대부분 

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수에 의해서 제공되는 강의들이다. 전반적으 

로 스위스 대학 학부과정에서 영어로 강의가 제공되는 경우는 별로 높지 않 

다. 물론 영어전공학과의 경우 강의의 대부분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다른 

유럽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이병민， 2003; 

Dürmüller, 2001). 아래 표들은 스워l 멘 대학과 스위스 대학들이 영어를 어떻 

게 수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스위스 대학들이 스혜멘 대학보 

다 영어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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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위스/스왜댄 대학 학부에셔 재공되는 영어 강의 벼율 

취리히 대학 (스위스) 읍살라 대학 (스웨덴) 
약학(pharmacology)/ 

… 0% 13% 
자연 과학 (natural science) 
인문， 사회， 의학분야 0% 3-4% 

(출 처 : Murray와 Dingwall, 2001: 92-94) 

영어 강의와 비교해서， 강좌에 사용되는 영어 교재를 조사해보면， 영어의 

비율은 높아진다. 또한 기초파정에서 전공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공에 따 

라서 교재의 90%에서 최하 30% 정도 영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영어 전공서적은 50% 이상을 

차지한다. 

〈표 3> 스위스/스혜댄 학부 강좌에서 사용되는 영어 교재 벼율 

옵살라대학 학부과정 베른대학 기초과정 베른대학 전공과정 

자연과학분야 87% 20% 90% 
의 학분야 48% 0% 50% 
인문， 사회과학분야 47% 10-60% 30-85% 

(출처: Murray와 Dingwall, 2001: 94) 

스위스 베른 대학의 경우 심리학전공과 사회학전공은 전체 학부과정에서 

영어 문헌 사용 비율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 낮은 반면에， 언어학， 문화인류 

학， 경제학 전공의 경우 그 비율은 자연과학 분야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 

다.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글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처 

럼 영어쓰기의 비율은 읽기활동보다는 낮다. 스웨멘 읍살라 대학의 경우 기 

말 페이퍼나 세미나 페이퍼의 경우 의학은 약 57% 정도가 영어로 작성되며， 

자연과학의 경우 48%, 인문과학 14%, 사회과학 분야 5%로 분포되어 었다. 

스위스 베른대학의 경우 그 비율은 스왜멘의 움살라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 2%내지 약 4% 정도가 영어로 글을 쓰게 되지만， 

생물학의 경우는 매우 높아서 약 50%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부교육에서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영어강의 

의 경우에도 학부생을 중심으로 영어강의를 개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나 스웨멘 대학을 살펴보면， 대학 학부과정에서도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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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전공분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영어 비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대학원 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부과정에서 

영어 문헌을 사용하거나 영어로 강의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세부 전공파정 

으로 들어가는 학부 고학년이나 특히 대학원과정이 되면 영어 사용 비율본 

현격하게 높아진다. 

스위스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재나 영어 강의를 스왜멘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스위스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정기 

적으로 강의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논문을 쓰는데 전념하기 때문 

에 스웨멘 대학원 과정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는 

대부분 콜로퀴엄이나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언어룹 가리키고 있다. 

〈표 4> 스위스/스혜덴 대학원 프로그램 영어 사용 벼율 

자연과학 

인문， 사회과학 분야 

스위스 대학 읍살라 대학 
생명과학 분야는 많은 수의 콜 

로퀴엄이나 세미나 영어로 진 강좌의 70% 영어로 진행 

행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다만， 외국학생이나 외국인 교 

수가 있올 경우 영어로 진행 

자연과학， 생명과학， 경제학 

분야의 대학원 세미나는 많은 

경우 영어로 진행 
세포생물학 (바첼대학) 

공중보건 (씌리히대학) 

국제법 (베른대학) 

국제관계학(제네바대학) 

전체 프로그램올 영어로 진행. 

외국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프 

로그램 

EU 자체 내 대학들 간의 경쟁 
으로 인해 보다 많은 강좌들이 

영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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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위스/스왜덴 대학의 영어로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 벼율 

야
 야
 

부
」
 부』
 

햄
 댐 

사
 
인
 

읍살라 대학 
66% 
75% 

베른 대학 
10% 
5% 

의학분야 거의 100% n.a. 

자연과학분야 거의 100% 
20% 

생물학 (약 90%) 

(출처: Muπay와 Dingwall, 2001: 96) 

〈그렴 8> 스위스/스웨덴 영어 발표 연구 논문 벼율 

(출처 : Murray와 Dingwall, 2001: 98) 

〈그림 9> 스위스 과학재단 영어 논문 제안서 벼율 

스위스과학져당 엉어 툴톨찌안서 비톨 

m 
g 
g 

m 
m 
m* 

mw 

g 

m 
m 
o 

_.，_입톨사획 

-.-지염과m 

-헤...-생를악외It 

1975 1985 1996 1 잊~ 

녕도 

(출처: Murray와 Dingwall, 200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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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영어에 대해서 프량스는 정책적으로 스웨멘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Oakes， 2001). 역사적으로 프광스인들이 자국어에 대해 갖고 있 

는 자부심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의 정체성은 

프랑스어릎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가도 한다. 또한 자국어룹 널리 보급하고 

자국어를 보호하기 위한 여려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는 사실상 EU 연합체를 조직하고 정치적으모 주도한 국가이다. 그 

라고 영국의 EU 가입에 대해서 초기부터 매우 부정적이었다.1) 1953년 EU 

초기에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 공식어로서 프랑스어， 독일어， 이 

태리어， 네덜란드어를 지정했으며， 여기서 프량스어가 가장 먼저 나열되고 

있다. 그만큼 프랑스어를 가장 중심적인 EU의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Phillipson， 2003).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프랑스 대 

통령 풍피두가 영국의 EU 가입을 승인할 때， 한 가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불어가 EU 기구에서 가장 주도적인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8세기 

이후 200여 년 동안 유럽의 중심언어로서 국제관계의 주요한 외교언어로서 

자리 잡았던 불어의 경우에도， 그러나 영어의 확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프랑스 학계나 대중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나 사용되고 있는지 영어의 확 

산에 대해서 의식하게 된 것은 1981 년에 있었던 몇 차례 학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프랑스 학계에 논란이 되었던 점은 프랑스 학자들 자신들이 논문을 발 

표하는데 영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러한 경향 

은 프랑스 언어권 중에서 캐나다의 퀘백 주나 벨기에가 프랑스보다 정도가 

심하였다. 

프랑스에서 영어의 영향은 학문분야별로 보면， 수학이나 공학보다는 화학 

이나 생물학 분야가 보다 심하다(Truchot， 2001). 전 세계적으로 약 50，000개 

정도의 과학 학술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4，000개 정도가 영향력을 갖 

고 있는 학술지이며， 그 중 80% 정도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출판사들에 의 

해서 발간되고 있다. 또한 이들 출판사들은 배타적으로 영어만을 사용하여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되는 

것 중에서 약 90% 정도가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며， 나머지 10% 정도가 러시 

아어， 독일어， 일본어， 불어로 된 논문들이다. 따라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 

표되는 학술지나 논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얽혀지지도 

7) 드골은 영국의 가입을 ‘Trojan Hor않’로 표현할 정도로 영국의 EU 가입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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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로 발간되는 많은 학술지들이 영어로 전환하 

고 있으며， 1993년 한해에만 그 숫자가 26.5%에 해당한다(Truchot， 2001). 

1989년에 파스퇴 르 Institute는 그들이 발간하는 ’Annales de 1’Institut Pasteur'를 

영문 학술지인 ‘Research in Microbiology'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파스퇴르 

Institute가 이러한 정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영어로 학술지를 발간 

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Truchot， 2001; 

Oakes, 2001) .8) 

1976년 에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CNRS)에 서 지 원 하 여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을 보면， 전체 논문의 76%가 영어로 작 

성되었으며， 1980-1981 년 사이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에서 프랑스 연구자가 쓴 논문의 80% 이상이 영어로 작성한 논문아 

다.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CNR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영어로 발표된 논문 

들은 1978에 75%, 1988에는 80%, 그리고 1994년에는 84%로 증가하였다. 프 

랑스어로 색인된 논문은 1978년에 12%, 1988년에 8%, 그리고 1994년에는 

11%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렴 10> B띠le메n Signaletique에 살련 외국어 제목으로 된 논문들 분포 

외극어 예혹 논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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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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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어 .어 특어 러시아어 

외국여 

Francis라는 인문학이나 수학 분야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1994년에 

8)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영어로 발표되는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자연과학대학으로， 그 비중은 전공에 따 
라서 1000/0에 육박하기도 한다(전종민. a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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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논문이 52%, 프랑스어 논문이 38%콜 차지하고 였다.L’ Observa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OST) 에 서 발표 된 자료 에 의 하면 , SCI 에 색 인 된 프 

랑스 과학자의 논문 중에서 17.4%가 프랑스어 논문이고， 82.4%가 영어로 발 

표된 논문이었다. 1982년 자료를 보면， 3 1.6%가 프랑스어로， 68.1 %가 영어포 

발표된 논문이다. 한편， 교수직에 지원하는 프랑스 과학자들이 제출하는 논 

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발표된 논문블 제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문들은 미국， 영국， 또는 다픈 유럽의 영어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Truchot, 2001). Delegation Generale a la Language Francaise (DGLF)9)에 (1998) 

의해서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1997년 프랑스에서 열린 파학 분야 국제학술 

대회 중에서 53%가 영어를 공식어로 채택했으며， 32%가 영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불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Truchot( 1990; 1996)에 의해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면， 프랑스 스 

트라스부르(Strasbourg) 10)에 있는 많은 프랑스 연구원들은 자신의 모국어 이 

외에 독일어를 상당수가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다루 

고 있는 정보의 약 2% 정도만 독일어로 된 정보이며， 나머지 85% 정도가 영 

어， 12.5% 정도는 프랑스어로 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외국에서 벌어지는 학술대회에서 이들 과학자들은 95% 이상을 영어로 발 

표하고， 심지어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학회에서도 76% 정도가 영어로 발표를 

하고， 나머지 24% 정도가 프랑스어로 발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들이 

발표하는 논문의 경우에도 약 70%가 영어이고， 나머지 30%가 프랑스어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학문 분야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Truchot， 1990; 1996) 

g) DGLF는 국가기관으로서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며 그 결과를 프랑스 의 
회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1994년에 제정된 뚜봉(Toubon) 법은 프랑스의 언어보호정책을 대표하는 법이다. 이 
법은 교육， 상거래， 미디어， 직장， 공공 서비스， 컨퍼런스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10)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는 프랑스의 북동부 얄자스 지역의 주도이며 중심 도시로 독일과 근접해 었다. 역 
사적으로 독일어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역 교육행정구에서는 학교 외국어교육에서 독일어 

선택 비융이 95%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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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프랑스 과학자들의 외 국어 지 식 

프랑스 과확자률의 영어 능력 

엉어 농력 분야 

핀란드는 약 500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이다. 과거 문화적 

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나 스워l 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영어 

권에 많이 밀착되어 었다. 핀란드 사회에서 영어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를 다음 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As the activities and ownership structures of companies become more 

intemational, the language spoken in the boardrooms of companies in 

Finland is often English. Various intemal memos are also drafted in 

English, and English is spoken at meetings so that everyone, regardless 

of his or her mother tongue, will get the same information. 

(Hiidenmaa, Lohtaja, Samaletdin와 Tainio, 2003) 

이처럼 핀란드 사회 내부를 살펴보면， 영어가 일부 사회구성체의 내부적 

의사소통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론 위의 인용문은 기업 내부의 언어사용을 묘사하고 있지만， 대학과 같은 엘 

리트 조직 내에서도 영어는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핀란드에는 약 

207M 대학과 327M 의 폴리테크닉이 있다. 현재 많은 강의들이 영어로 제공되 

고 있으며， 이러한 강의들은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은 전공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경제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며， 사회과학 분야 

와 인문과학 분야에도 두루 분포되어 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문학의 경우 

에는 영어 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1999-2000년 학기에 헬싱키대학에서 제공하고 았는 강좌 중에서 약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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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블 들면， ‘핀란드 법 체 

제’ ‘핀란드 띤속 종교’ ‘Tandem Mass Spectrometry' ’발틱 국가들의 정치 체 

제’ 등이 영어 강좌의 예들이다. 이러한 강좌들븐 대게 4가지 상황에서 제공 

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 대표적으로 영어과에서 원어민 또는 핀란드 교수에 의해서 제공되는 과 

목들이다. 문학이나， 영어의 역사， 구조， 영어권 문화 등의 강좌들이 영 

어로 제공되고 있다. 

2) 외국 방문교수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강좌들이 주모 영어로 제공된다 

3) 핀란드 교수들이 학위 과정에 있지 않은 외국 학생들을 위해 개설한 교 

과목들이 영어로 제공된다. 

4) 핀란드 교수와 외국인 교수가 함께 영어로 제공하는 강의들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교수와 독일 교수가 공동으토 “성경， 신학， 그리고 인터넷” 

이라는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한다. (Haarmann과 Holman, 

2001: p. 244)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부과정에서 내국인 교수에 의한 

영어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영어전문가를 양성하는 영어 전공의 영어과를 

제외하고 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일부 핀란드 교수를 제외하고 거의 

외국인 교수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00년 이후 법학분야에서 나온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논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러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영어로 발표된 논문의 비율을 보면， 197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 말에 가면 영어 논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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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armann과 Holman, 2001 : 248) 

19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핀란드어와 독일어가 과학 분야의 중요한 언어 

였고， 핀란드에서 영어는 중심적인 학문 언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와 1960년대 영어에 대한 편중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서 박사학위 논문이 급증하는 것과 동시에 영어가 지배적인 학문 언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위의 <그림 13>을 보면， 1970년 이후 자연과학 분야에 

영어 박사학위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전체 학위 

문 482편 중에서 약 95%가 영어로 발표되고 있다. 영어가 학문 언어로서 

논
 
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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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룹 보면， 분석화학， 산업화학， 종이산업， 천문학 

이며， 물리학， 지리학， 응용수학， 건축， 토목공학 분야 등이다. 

lli. 시사점 및 마무리하는 말 

1. 학문 언어로서 영어의 위치 

유럽의 경우 제 1 ，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 

해지고，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체제로 급변하게 된다. 미국이 점차적으로 

세계 중심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소위 영어사용 국가들 

(anglosphere)을 중심으로 학문 분야에서 영어 집중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학문분야를 비롯해서 기타 분야에서 영어지배 현 

상은 더욱 뚜렷해지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의 다른 소국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그러한 대세에 편입되 

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등도 이러한 한 언어에 의해서 지배 

되는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 

반 이후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에 급속하게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경 

우 대학평가나 교수업적 평가에 SCI나 SSCI가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으 

며， 영어 논문 발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럽 대학의 경우 학문 언어로서 영어는 분명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향은 학부과정 보다는 

대학원 또는 그 이후 연구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부과정에서도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에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한편， 학술 언어로 

서 영어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나 학위 논문 또는 일반적인 학회 발표문 

이나 학술지 등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영어 강의와 같 

은 구어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의 기능도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지만， 글을 읽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으로서 영어의 역할이 더 중 

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언어로서 영어의 집중은 모든 학문 분야에 고르게 나 

타나지는 않는다. 의학， 약학， 생물학， 수학 등 자연과학 분야와 기술 중심의 

공학 분야에 영어의 중요성이나 의존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경제학， 경영학， 국제 정치와 같은 분야에서도 영어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 사회， 법학， 및 교육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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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자국어와 함께 수용되고 있으며 학문언어로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이나 위치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2. 우리의 영어 정책 Macro와 Meso 

2.1. Macro-Level 영 어 정 책 

한 언어에 대한 사용인구가 5천만을 헤아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인구를 종합해보면 7-8천만이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사 

용하는 인구는 세계 13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사용자를 가진 언어이다 

(Crystal, 1997). 이러한 정도의 언어사용 인구를 가진 한 국가가 자신의 모 

국어를 자발적으로 버리고 또는 상당히 제한하고 다른 언어를 공용어로 받 

아들여 사용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역사적으로 우리의 언어사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이미 우리는 

우리말과 함께 한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세종의 적극적인 한글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전 사회에 하나의 공식문자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우리의 문자생활은 한자어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문자사용은 ‘이중 

언어환경’ 또는 ‘한자어단일어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언어사 

용은 다른 나라들파 비교했을 때， 매우 단일한 언어사용 환경을 유지해왔다. 

언어에 관해서 이러한 단일 언어 체제는 우리의 언어사용 환경에서 매우 유 

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화 개방화 

되는 국제체제에서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민 대다수가 여러 언어를 구 

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나름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 

의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영어교육 

의 문제는 이러한 단일모국어 환경과도 관련이 높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우리의 상황을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은 EU라는 초국가단위의 공동체로 묶여있을 뿐만 아니 

라， 각 국가별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언어 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천만 미만의 소국들이다. 우리말 사용인구가 8천만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 국 

가들이 영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직접 비교하거나 참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가 영어와 

관련하여 macro와 meso 차원의 영어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국어 언 

어 사용인구， 경제 규모， 무역 의존도， 무역 상대국， 지리적 위치 (주변국의 

언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에 위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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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명한 영어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경제를 영어와 연관시킴으로써 영어공용화 내지 영어교육 강화룹 주장하 

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유럽 여러나라들을 살펴보면 해외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영어능력이 높으며 영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 

틀 들어， 해외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 네덜란드， 노르웨이， 멘마 

크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다. 한편 이들 국가들의 토플성적을 보면 세계 최고 

상위권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국가들은 무역 의존 

도가 이들 국가들에 비해서 낮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들 유럽 국가의 국가별 토플성적과 개인당 

무 역 지 표(index of foreign trade per capita)는 상관관 계 가 매 우 높다. 우 리 나라 

의 경우 무역의존도는 이들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이다. 만약에 토플성적과 무역의존도 및 무역 대상 국가 언어와의 상관관 

계를 비교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토플성적과 무역의존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또한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들이 영어권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았다. 이라한 분석을 놓고 영어를 더 폭넓게 수용하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 

으며，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언어의 문 

제가 한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정서적 배경을 무시하고 순전히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학문분야별로 영어의 수용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사회 전반적인 영 

어 수용과 영어 사용에 대해서도 좀 더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Meso-Level 영 어 정 책 

우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영어공용화론을 논의하지만， 보다 낮은 차원 

에서 (소위 meso-level)에서 개별 단체나 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영어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 

무한 상황이며 기본적인 실증적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이나 민간 

작게는 사무실이나 교실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이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영어가 대학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 

고， 학술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기술적인(記述的) 측면에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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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섣불리 국제화를 부르짖으며， 학부 영어 과목의 50% 

를 영어로 제공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계획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 

해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계 어떤 나라와도 

직접적인 유추나 비교가 어려운 독특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우리의 영어 

사용 환경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에 외국에서 온 유학생의 비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또한 교수진의 구성에서도 외국인 교수 비율이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단순히 영어능력 향상만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확대하는 것 

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었다. 첫째로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내국 

인 교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영어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영어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영어 강의가 실제로 보다 중요한 강 

의의 내용이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보 

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대학의 국제화와 필요성의 문제이다. 외국 학 

생들이 많이 있거나 외국인 교수들이 많이 었고 교류가 활발하다면 자연스 

럽게 영어 강의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영어 강의를 많이 제공한다고 해서 영어 능력과 

강의의 질， 그리고 외국 학생들과 외국과의 학문 교류가 활발해질 것인가 하 

는 점이다. 그러한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영어 강의를 

확대하는 것은， 특히 학부를 중심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다. 

현재는 너무나도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고 조금 

할 줄 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다. 물론 현실이 이렇게 작동하는 데에는 영어교육학계 자체도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나치게 교수법 위주의 미시적 접근 때문에 보다 거시적 (Macro 

또는 Meso)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 

을 제시하거나 논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론 

우리말과 글에 대해서 이미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고 명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수세적인 입장에서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정 

도로， 영어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돼하자는 목소리도 있으며， 그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처음 영 

어 공용화론을 제기했던 복거일은 극단적으로 영어자체로 우리말을 대신하 

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개인면담， 2005년). 즉， 여러 가지 공용어가 공 

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제 1 공용어가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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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서 개최된 영어교육 대안을 위한 한 좌담회에서 참석자인 양수길 은 11 ) 

영어교육의 대안으로 이런 제안을 한다. 우리 국민이 영어블 잘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변에서 외국인을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여러 단체에 외국인을 많이 고용할 필 

요가 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영어가 필요해서 외국 사람들윤 주변에 

많이 불러들인다면，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영어룹 

할 수 있는 원어민이 주변에 많으면 당연히 영어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렇 

다고 영어 원어민을 20만이니， 30만이니， 100만이니， 200만이니 불려 들여서 

그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의 

땅이 될 것인가? 이처럼 영어교육이나 영어 담론을 주도하는 몇 몇 인사들 

의 정책적 대안은 매우 즉흥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이제는 영 

어와 관련하여 macro와 meso 차원에서 언어정책과 영어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학문적으모 고빈할 때가 되었다. 대학에서 학문언어로서 영어의 역 

할을 살펴본 것은 우리사회 영어를 둘러싼 언어정책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 

기위한 조그만 출발점에 불과하다. 

11) 양수김은 국가경영진략포럼 대표이며 前 OECD 대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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