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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Ïs pa{:er aims to discuss the topic of foreign lar핑때ge education in Korea 

by first re-examining the word ’culture' in this age of multiculturalism 1n 

order to prevent understanding of culture as a φpular catch phrase and to 

move beyond the one-sided discussion, this pa{:er considers culture as proposed 

by Rei며101d Viehoff and Rien T. Segers(lg，:꺼). S버rrkamp( 19，:꺼) studied closely 

the issue of cultural identity based on the con않pt of ' culture as a pr'명ram’. 

'Culture as a pro맑am' rneans, in short, a culture in prcεess. The true 

picture of culture in the current state of int，앉nationa1ism is yet undefin어 and 

in the process of being fom때. η1Îs concept is better unterstα깅 when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intercultur머ity and transcultur떠ity. 

Transculturality is the creation of a new culture based on the workings of 

interculturality. Thus, ’culture as a pro:맑am’ is clo않:r to transculturality than 

to the workings of interculturality. 

1n surn, this pa{:er ar밍les for a curriCulum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ín 

Korea bas어 on the interdisciplinary a다Jroach. Since language is a 

manifestation of one’s culture, one cannot símply study a foreign language 

without from the context of íts cultural background.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s a learning process of 떠.kir핑 a lar핑uage from another culture and 

m봐선ng it your own. Therefore, ít is na::essarγ that in this age of glob머ISm， 

Korea must also reVÍse íts curriculum of hurnaníties educatíon to include 

transc버tur떠ity， which results from applying íntercultu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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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늘날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화” 그라고 “언어” 

소위 글로별 시대를 맞아 “다중문화 시대”라는 말을 언급하게 된 한국 

사회에서 “외국어 교육의 문제와 과제”를 논하는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학 

술토론 제목의 “다문화 시대”라는 주제 속에 담긴 “문화" (Kultur)란 구 

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해본다. 필자는 여기에 언급된 “문화”라 

는 말을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즉 우리의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이해에서의 “문화”라는 말과 구분하고 싶 

다. “다중문화”라는 말속에는 분명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 양쪽이 다 포 

함되어 있지만， 예컨대 “우리의 전통 고유 문화” 또는 “고유 문화와 낯선 

문화(他文化)" , “아시 아 문화와 유럽 문화”， “민족 문화와 세 계 문화” 등의 

개념 및 개념 쌍(Begriffspaare)의 경우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화”라는 지 

칭과 그것을 구분하고자하는 입장에서다. 이것은 한편 “국제화”， “세계화” 

또는 “지구촌화”의 추세에 직면하여 “다중문화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우 

리에게도 그것이 시켓말로 정체불명의 실체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를 사 

로잡는 강력한 “이슈(issue， 논쟁점)로 등장하는 그런 ”유행어 "(ein 

Modewort)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엽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배적인 유행어의 수용에서 다시 말해 세계 도처에서 그때그때 

대두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를 휩쓰는 그러한 이슈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 근본적이며 철저한 이해나 성찰의 점검 없이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매달리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새로운 이슈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21 세기 글로별시대로 들어서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지적되었듯이 

“1990년대 이래로 문화라는 주제가 많은 영역에서 부단히 부각된 이유를 

보면， 우선 과학에서 정치까지 문화라는 말은 하나의 유행현상으로 대 

두”되었고， 이런 시각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서의 문화"(Kultur als 

Konjunktur)1)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경제 분야에서 말하는 “호경기 

1) “ KLùtur als Konjunktur"는 다음의 논문에서 인용함; vgl. S. ]. Schmidt: “ Kultur 
als Programm", ín: Reínhold 、1iehoff und Ríen T. Segers(Hrsg.):Kultur 
Identität Europa, Uber die Schwierígkeiten und Möglichkeiten einer 
Konstruk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9, S.120-129, hier S .1 20. 



다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 89 

(Hochkonjunktur) "를 누리는 그런 주요 테마에 빗대어 “문화”라는 말도 

오늘날 지구촌화의 상황에서 호황의 붐을 타는 유행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유행어 또는 이슈는 우리의 경제 분야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호황을 누린 예컨대 “벤처 기업”이란 단어와 마찬가 

지로， 그것의 실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눈 깜작 

할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분야 전반을 휩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학술토론 제목 다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이라는 주제에 담긴 

“문화”도 - 물론 “다중문화 시대”에서의 “문화” 그것의 의미를 구체화하 

기 위해 다시 한 편의 논문을 써야할 형편이지만 - 무엇보다도 전자 매 

체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결속되는 인터넷 시대에서 역시 막연하게 

회자되면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유행어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용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 

“유행어로서 호황의 경기를 타는 것으로서 문화“(Kultur als 

Konjunktur)라는 견해의 근거는， 다시 말해， 그것이 전 세계를 휩쓸며 주 

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행어로서 호경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상 아 

무런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점은， 인터넷 시대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 온 세계를 지배했던 이런 식의 

유행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Kommunikation)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것 

은 “정보화 시대”를 외쳐대는 현 한국 사회에서 “정보" Onformation)라는 

유행어들과 더불어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대단한 유행 현상이었던) “커뮤니케이션”이란 유행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보 지식”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분야에서 막강하게 작동하는 용어로서 호황을 누 

렸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이란 유행어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했던가. 무엇보다도 한국의 학계에서， 특히 이 주제 분야에 해 

당하는 사회/인문과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이，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의 일반/상식적인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국어 사전의 외래어 표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Kommunikation)이 

란 이 외국어 단어는 -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적인 개념이해에서 볼 때 

- 우리말로 “소통”， “의사소통”， “대화” 등으로 번역될 수 없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 중에서 예를 들어， 80/90년대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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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문예학적 관찰/연구에서 밝혀진 바(예: 90년대 구성주의 시각의 

“커뮤니케이션"이론2)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 행위는 “커뮤 

니케이션에 참여하는 파트너들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평행으로 내닫는 

(정 향된) 상호행 위 (eine paral1el orientierte Interaktion zwischen 

Kommunikationsteilnehmem)"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서 어떤 “의미구 

성" (Sinnkonstitution) 이 이루어지거나 획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의미가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에 

서의 어떤 의미가 형성되고， 또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하는 상 

대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keine Sinnkonstitution 

im Sinne der Sinn - Ubermittlung)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70년대 

에 남미의 칠레 학자들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적으로 밝혀졌지만(예: 

마투라나 H. R. Maturana) , 독일의 90년대 언어학적 시각， 특히 구성주의 

2) 구성 주의 적 시 각의 커 뮤니 케 이 션 이 론(Konstruktivistische Kommunikationstheαie)에 

관한 참고문헌(독일어 택스트): ***S. ]. S따nidt: Kognitive Autmαrue 띠u1 S02따le 
αientierung - konstruk디VlS디sche Bernerkungen zum Zusammenhang von 
Kognition, Kommunikation, M어ien und Ku1tur, Frankfurt am 뼈in: S바πkamp 

lÐt ***Si명fried ]. Schmidt(Hrsg.): Der Diskurs des Radikalen 
Kmstruktivismus, Frankfurt am l\1ain: S버πkamp l ffi7 (특히， Wolfram K Köck 
Kognition - Semantik - Kommunikation, po잉0-373); ***Yo-Song Park 
Ubersetzung als interlinguale αu1 interkulturelle Neukmstru값I’α1， Eine 
textlinguistisdte Analyse der assertiven Textsorten im Deutsdten 띠u1 im 
Koreanisdten Ein Beitrag 2u interkulturellen Textlinguistik, Disso Mωlster， 1994; 
구성주의(Konsσ파【tivismus) 관련 국내 참고 자료: ***Yo-Song Park Probleme 
der Natur und Ku1tur in einer konstruktivistischen Ubesetzungstheαie. Ein 
Gesprächsangebot für Sπ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Sor，꾀{ SympoSiun1 am 
230aUæ5; ***G. Hauptmeier/S. ]. Scht미dt(차봉희 역): (Einführung in die 
Literaturwissenschaft, Vieweg 1잊35) rr구성주의 문예학.!l， 서울: 민음사 1æ5; ***S. ]. 
Schmidt 편(박여성 역):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rr 구성주의.!l， 
서울: 까치 1앉)5; ***지크프리트 ]. 슈미트(박여성 역): rr미디어 인식론: 인지-텍스트

커뮤니케이션JJ ， 서울:까치 1앉)5; ***진중권IT'미학 오덧세이J (l -2권)， 서울: 새길 1994; 
***Hun1berto R. l\1atur뻐a(최호영 옮김): [1'Der Baun1 der Erkenntnis(인식의 나무).!l， 
서울: 자작나무 1않)5; ***차봉희: (So ]. Schmidt 슈미트교수와의 ‘텍스트 분석이론의 
전망’에 관한 대담)r경험사실구성적 문예학이란 무엇인가J ， in: ["문학사상J 1985 1월 
호， po260-Z78; ***차봉희: (So ]. Schmidt 슈미트교수와의 ‘구성주의적 문예학’에 관 
한 대담) r구성주의적 문예학이란 무엇인가J ， in: 1"문학사상J ， 1995년 1월， 2월，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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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학의 시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관한 광범위한 이야기 

를 하나의 극단적인 이해의 예로 압축해 본다면， A와 B의 커뮤니케이션 

(= 통신; 통보; 의사소통; 소통)에서 음파전달은 오고가지만， 따라서 양쪽 

에서 反響， 共嗚만 존재할 뿐이지 커뮤니케이션에서 무슨 의미전달이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보다 앞서 주장된) 마투라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3)에 의하면 “언어적 상호 행위의 전제조건이란 인간의 

공동 관심사， (고향이나 지역 사회 등의) 공동 장소， 우정， 사랑 등과 같은 

공감대적 요소들(sympatische Elemente) 이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란 사실상 이러한 (소위) “소통”의 전제조 

건들이 일치되지 않을 때 평행으로 탈리는 독백 (Monolog)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인간대 인간의 대화에서는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이 소통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진상(員相)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60-70년대의 강대국들의 세계 정상 회담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시 

도되었던 남북 회담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지속되는 노사 문제 등에서 분 

규， 알력， 의견 충돌 등 “모든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하자” 등의 구호에서 

도 잘 드러나듯이 우리 모두가 “대화” “토론” “화합”을 - 즉 “커뮤니케 

이션”이란 명칭 하에 - 내세우지만 결국 의견대립이란 커뮤니케이션으로 

풀힐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전쟁 살인 등의 폭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 

었던 경우를 보아온 우리의 경험에서도 밝혀진다. 그려기에 -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을 내세워서 평화 복지 인권옹호 등 끊임없이 토론되어 

왔지만 인간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이 마투라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밝혀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입증한다. 따라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과연 의마전달이나 

이해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인간)상호행위로서의 작용(Operation) 인 

가， 무엇보다도 (모든 충돌과 분규 알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만병통 

3) 이에 관한 참고문헌(독일어로 번역 출간된 마투라나의 저서): H. R. l\1aturana: 
Erkennen: Die Cγganisation αui llerkörpenmg von Wirklichkeit, Ausgewählte 
Arbeiten zur biologischen Epistemologie. Autorisierte deutsche Fassung von 
Wolfgang K Köck, Braunschweig/Wìesbaden: Vieweg 1982; H. R. Maturana: Zur 
Biologie der Kognition, S따πkamp 1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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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처럼 회자되었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그로 

인한 우리의 ‘오해된 기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한 유행어로서 부각된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도 

(예 Kultur als Konjunktur) , 세계화/지구촌화의 상황에서 회자되는 “문 

화”의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갚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채이션”， “의미구성”， “(상호)이해” 등의 테마는， 우리의 주제 

“다 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몇 가지 시각을 더 언급해 본다. “외국어의 이해” 

또는 “외국 것의 수용”의 경우에서 - 왜냐하면 외국 것과 관련하여 벌어 

지는 이러한 작업들이란 “차이”와 “이질성”을 원천적으로 전제하는 경우 

이므로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발단)계기를 필수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 이점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실상이 손쉽게 드러날 것이 

다. 예컨대， (외국어)문학텍스트이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소 

위 “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4)을 언급하면서 텍스트이해란 커뮤니케 

이션의 성취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해”란， 커뮤니케이션 참여 당사자 양쪽에서 反響， 共嗚 등의 음파전달만 

이루어질 뿐이지 (커뮤니케이션에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의미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통찰에서 볼 때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구성요소들을 내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상호 이질적인 것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외국 것의 수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바 (마찬가지로 “외국어의 이해”의 

경우에서도) 거기에선 소위 “이해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수용 행위가 

문화와 문화간의 상호 다른 또는 다중 문화적인 차이들(interkulturelle 

oder multikulturelle Differenzen) 이 부 정 할 수 없 이 전 제 되 어 있 는 사 태 

에서， 또한 그 어떠한 이해/수용과정에서 보다도 복합적인 요소들을 안은 

채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의 커뮤니케이션”이 성취되려면 우선 

“집단적인 지식의 재고틀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중첩되는 것 "(eine 

4) 예컨대， 독일 콘스탄쓰 학파의 수용마학(Rezeptionsästhetik) , 특히 “문학적 해석학으 
로서의 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k als literarische Henneneutik")의 시각에서 주장 
된 “문학적 소동"(literarische Kommunikation); vgl. 차봉희["수용미학J ， 문학과지성 

사 1985/1ff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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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reichende Überschneidung von kollektiven Wissensbest설nden)을 전 제 

로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행위 자체가 비록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단순히 “매체제공물(MI어ienangeoote)로서 의미구성( Sinnkonstruktion) 

을 위한 계기”가 될 뿐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파트너들이 지난 집단적인 

지식의 재고들이 상호 중첩되면서， 즉 “의미구성을 위한 상호간의 문화적 

인 고도의 코드가 계 기 "(kulturell hochkodierte Anlässe)된다면， 이 런 상 

태에서 비로소 커뮤니케이션 행위 속에 “이해”가 끼어 들 수 있기 때문이 

다(cf. S. ]. Schmidt).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론적인 시각에， 독일 80년대 

언어학/문예학적 시각에서의 “이해의 이론”， 즉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의 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이해의 문제 (Verstehensproblem)를 다루는 이해 

-이론이 자리하고 있다(예: “사회-문화적 성과로서의 이해" Verstehen 

als sozio-kulturelle Leistung). 5) 오늘날， 이 해 의 이 론은 따라서 “커 뮤니 케 

이션”과 “이해”의 문제가 “문화” 개념과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 

(Verbundenheit von “ Kommunikation" und “Verstehen" mit der 

“Kultur")에 근거하고 있다 6) 이러한 이해-이론이 글로별 시대에서의 외 

국어교육 또한 외국 것의 수용 문제에서 그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이질성의 이해 (kulturelles 

Fremdverstehen)가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의 책 『문화 정체성 유럽 JJ 7)은 글로벌시대의 이 

러한 “문화(Kultur)"의 문제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생산적인 단초들을 제 

5) Vgl. G. Rusch: rKommunikation und VerstehenJ , in: Klaus Merten. Si멍펴어 ]. 

Schrnidt, Siegfried Weischenberg(Hrsg.): Die Wirklid7keit der Medien(eine 
Einführung in die Kommunikationswissens다1aft) , Wes띠eutscher Verlag 19S:t, 
p.OO-78; vg1. G. Rusch: rVerstehen verstehen - ein Versuch aus 
konstruktivistischer SichtJ , in: N. Luhmann, und K E. Schorr(Hrsg.), Zwischen 
lntrα~α7renz 띠ui Verstehen, Frankfurt이1.: Sh버πkamp， 1986, p.40-71. 

6) 본고에서 결론적으로 제안되는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에 입각한 외국어교육의 구상안 
도 이러한 구성주의 문예학적 시각에서의 이해 이론(vgl. Verbundenheit von 
“Kommunikation" und “Verstehen" mit der “K띠tur" aus konstruktivistischer Sicht) 
에 근거하고 있다. 

7) Reinhold Viehoff und Rien T. Segers(Hrsg.): Kl버tur Identität Europa. Über die 
Schwierigkeiten und Mäglichkeiten einer Konstruktion, Frankfurt am Main: 
S버πk많np1앤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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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독일에서 1999년 출간된 이 책의 부제 “하나의 구성 이루기 

의 난제 들과 가능성 "(Uber die Schwierigkeiten und Möglichkeiten einer 

Konstruktion)은 바로 글로벌시대의 “문화” 문제를 파헤치면서 아주 생산 

적인 대안/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의 동양 문화권과 견주어 볼 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 만해도 그 개개 나라들이 어느 정도 동질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예: 기독교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문화 

적 정체성” 추구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점을， 예컨대 오늘 

날 실현된 유럽 공동체 EU의 “유러화(오이로화)"의 경우에서 간단히 시 

사해 보자면， “유러화” 그것은 실질적인 유렵 공동체를 구체화하는 것인 

가? 경제적 통일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을? 진정한 

의미의 유럽공동체의 실체는 어떤 형태 (Form)로 구체화되는가? 등의 문 

제에 관해 많은 것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이 편저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논하고 있는 주제들 “유럽의 구성. 유럽에서의 문화의 문제에 대한 심사 

숙고"(Die Konstruktion Europas. Uberlegungen zum Problem der 

Kultur in Europa) , “문화적 동일화(Kulturelle Identifikation) , 문화적 정 체 

성 (Kulturelle Identität) 그리 고 문화”， “유럽 에 서 의 정 체 성 - 유럽 적 인 정 

체 성 "(Identität in Europa - Europ홉ische Identität), “ 국 가( 민 족) 적 - 지 역 

적 - 지 방 중심 의 정 체 성 "(Nationale - Reginonale - Lokale Identität) 의 

문제를 중심점으로 하여 유럽 공동체(또는 문화적 공동체 ?)의 문제를 천 

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주제 “글로별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외국어 

교육의 문제와 과제”를 논하는 데에도 많은 생산적인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필자는， 위 저서에서 논의/제시되는， 다중문화를 언급하는 현 시점에서 

의 “문화적 정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관찰한 “문화”에 대한 시각， 특히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라는 문화 구성안(Konzept)을 수용하여， 학술토 

론에서의 “문화”의 테마를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로 이해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란 간단히 말하자면 세계화 상황에서의 “문화의 

실상”， 그것이 암으로 어떤 것으로 규정/실현될지 모트는 그런 의미에서 

의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한다는 시각에서다. 글로벌사대의 상황에서 추 

구되는 “문화”란 - 이에 관한 학문이론적인 복잡한 해설을 생략하고 위에 

언급한 여러 측떤의 비판적 성찰의 시각에서 보자띤 “·프로그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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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존재)"가 앞으로 실현/구체화될 어떤 것으로서의 “과정적인 문화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주제 예컨대， 세계화/지구촌 

화의 상황에서 통합 문화의 주제， 또한 고유 문화와 타문화의 관계에서 

“문화적 정체성(ldentität)의 문제”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성 

(lnterkulturalität)" , 그리 고 “문화창출성 (Transkulturalit김t)"의 개 념 

이해를 중섬으로 관찰해본다면 그 이해가 뚜렷해칠 것이다. 

우리말로 ”상호문화성“이라 번역한 Interkulturalität의 핵심은， 특히 

고유(민족) 문화와 타문화의 관계에서의 “문화”라는 주제를 고려할 때， 문 

화와 문화들간의 관계， 그들간의 상호행위(lnteraktion) ,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화 과정 (Aneignung)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성의 적용에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어 단어 그대로 “초문화성”이라 번역해볼 수 있는， 그러나 여기 

서는 “문화창출성”이라 의역한Transkulturalit값는 - 현 한국의 언어학 

및 문예학 계에서는 이 두 개념이 동일시되고 또 그렇게 동일한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것은 - 인식이론 및 학문이론적으로 “상 

호문화성”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러나 물론 “상호문화성의 작용”을 바 

탕으로 하여 앞으로 생겨나게 될 따라서 그 구체적인 설체가 현재 어떤 

것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미래/생산적인 것으로서의 새로운 문화성의 창출 

을 가리킨다. 따라서 “상호문화성”과 “문화창출성”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를 통해 비로소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성”에 입각한 즉 문화와 문화들간의 상호행위작용을 통 

해， 예컨대 상호 문화적인 한계들을 념어서 마침내 문화적 교량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안과 학문적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곧 상 

호문화성 작용의 결과물로서 탄생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성의 창출을 생각 

해 본다면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는 역시 상호문화성의 작용 자체에 보 

다는 “문화창출성 (Transkulturalität)" 의 방향에 놓여 있을 것이다. 

독일의 문예학자 (또한 미디어학자) S. J. 슈미트(Schmidt)는 위에 언급 

한 저서에 수록된 그의 논문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 - 토론에 붙이면 

서 "(Kultur als Programm - Zur Diskussion gestellt) "8) 에 서 뿐만 아니 라 

8) Vgl. S. ]. Schrnidt: "Kultur als Programrn" , in: Reinhold Viehoff und Rien T. 
Segers (Hrsg.): Kultur Identität Euro[X1, a. a. 0. , 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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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그의 논문 “ Kultur und Modi von Kulturalität" (문 

화와 문화성의 양식들)9)에서 “문화란 한 사회의 모든 체계유형들에 대한 

성능과 현상들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 1990년대 이래로 

문화라는 주제가 (...) 많은 영역에서 ( ... ) 하나의 유행현상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인류가 물질성 우위의 시대로부터 지식 우위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의미심장한 시대사적인 사회적 전환의 징후이기도 하다. 21세기로 넘어가 

면서 자본과 생산 노동과 산업 지식과 정보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조건들이 매우 과격하게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문화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기호 또는 상징적 장치들의 질서로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기호학적 정의와 더불어 과정적인 문화 개념을 주장하여， 

문화란 “한 사회의 모든 체계유형들에 대한 성능과 현상들을 생성하는 프 

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구성주의적 시각10)에서의 “문화”에 대한， 

즉 오늘날 세계화와 문화의 획일화에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서의 “문화적 

속성의 양상들”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문화라는 체계가 오로지 문 

화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으며， 결국 특정한 문화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문화에 대해서는 

제2 또는 제3의 관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 자체가 자신을 

정의하기 위한 맹점으로 기능하는 자율체계이기 때문이다.끼1) 

9) V gl. S. ]. Schmidt: Kultur und M，어i von K띠turalität(지 그프라 트 ]. 슈미 트: 문화와 
문화성의 양식들)， in: (차봉희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Deutsche Iiteratur in Korea: 
Ein Beispiel jür angeuxrndte Interkulturalität(한국의 독일문학: 상호문화성 적용의 
한 예)， 서울: 문매미 출판사 2000, p.26-39, hier p.26f. 

10) 구성주의(Konstruktivismus)에 관한 국내 참고자료， vgl. 앞의 각주 2). 
11) 슈미트는 그의 논문 “문화와 문화성의 양식들”에서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보는 구 
상에서는 현실모델을 구축하는 기저 이분법들의 정착이 중요하다. ( ... ) 이를 통하여 
한 사회의 구별체계로서의 현실모델(Wìrklichkeitsmc떼ell)의 관계망(Relationsnetze)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의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인 구조나， 구조 자체의 변화플 일 
으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모델은 사회 구성원둡에게 동등하게 대칭적 
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상태로 적 
용된다. 현실모델은 불변의 확고한 도식이 아니라 선별과 비대칭을 통한 생성의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가소성(따밴性: Plastizität) 또한 가지게 된다. 문화는 자기 자체를 다 
시 재 코드화하는 메타 코드들 (예: 중요한/중요하지 않은 예숨/비예술， 특출한/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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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다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언문학의 펼요성”에서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문화(Kultur als Programm)"라는 문화 구상안의 시각 

에서 외국어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교육이라는 행위 

자체가 타 문화권의 언어를 자기 것 화하는 과정， 즉 배웅의 작업 

(Aneignung)으로서， 거기서는 ‘상호문화성”에 입각한 가장 원천적인 상호 

행위의 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물론， 

무엿보다도 세계화의 상황에서의 상호문화적인 이해 또한 이러한 “상호 

문화성 " (lnterkulturalität) 적 용의 작용으로 생 겨 나는 “문화창출성 

(Transkulturalität)"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 

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의 테마에서， 다문화 시대의 “언어” 

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한 논란이나 깊은 성찰의 인식 없이 “지 

구촌화”， “세계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따르면 그것은 영어(‘미국 

어’)일 것이며， 이렇게 되면 세계화/지구촌화 시대의 “언어 문화”란 영/미 

언어 문화를 가리키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어 

조기 교육 붐”， “청소년 학생들의 본토에서의 영어 교육을 위한 조기 유 

학” 등의 한국 외국어교육의 현실에서 볼 때， 영어화(英語化)의 시대가 도 

래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영어화의 시 

대를 겪지 않았던가? 물론， 현재 인터넷 시대에서 영어 위주의 세계화 

현상은， 외국어의 한국수용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100년 전， 또는 한국 대 

한) 자기 스스로에게 역 입력(re-entη)하는 일종의 재귀준거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문화의 양상은 추상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과 인식의 공동진 
화 과정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세계화와 문화의 획일화에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는 

어느 때 보다도 국적을 초월하는 문화 패러다임의 등장에 긴장한다. 특히 전자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문화와 미디어의 공동진화에서도 파격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위기의 시대에 파올로 비앙키(Paolo Bianci)가 주장하는 문화적 복수주 
의가 존중받으려면 상이한 현실들 속에서 상이한 문화들을 구축하며 사는 우리들은 
상이한 현실모넬들에 대해서도 관용과 수용 및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이한 
세계구성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펼연적이기 때문이다. 문화들 사이의 대화플 통한 다 
양성의 보존과 다양성들 사이의 담론의 가능성이 다양한 현실 속에 사는 것을 인정 
할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평행주의， 다원주의， 복수주의， 상호간의 차이에 대한 관 
용이 진정한 의미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S. ]. Schmidt: Kultur und Modi von 
K버tur머ität， in: Deutsche Literatur in Korea: Ein Beispiel jür angeuxoulte 
Interkulturalität, a. a. 0. , 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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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시작된 영어교육에서 보자면(1945년. 서움대학교에서 역어엿문학 

과의 창섣이래) 반세기 전의 그 언어 문화， 즉 “영미 언어 문화”와는 다른 

질의 것일 것이다. 어쨌든 “영어화의 시대”라는 말은 우리의 개화기 이래 

로의 “언어 식민지의 시대”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변형된 언어 식민지 

의 시대’의 도래가 아닐까 싶다 또한 이것은， 예컨대 일제 시대에 행해진 

우리 “한글”의 강제적인 상실과 또 다른 언어 식민지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세계화/지구촌화 시대의 “언어 문화”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 

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다 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결론적인 견해를 여기서 미리 제시해본다면， 그것은 “문화학으 

로서 외국학”에 입각한 외국어교육 자세의 구상안이다.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화-사회에서 외국어교육은， 타 문화권의 그리고 우리의 상호문화 

적， 국제적， 학제적 인문학의 자세에 근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과거의 인문학 자세와 달리 이루어져야겠지만 글로별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어교육의 기본 자세란 역시 타 문화권의 언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배움의 과정”인 외국어교육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상호문 

화성” 적용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문화창출성”의 추구 자세를 갖춘 인문 

학적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언어란 인간의 

정신적/문화적 총체성의 표출이기에 인문학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외국 

어교육이란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에서도 자명한 것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앞에 제시한， 글로벌 시대의 문화-사회에서의 “문화”， “언어”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의 맥락에서 언급한 주제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지금 

까지 이루어진 외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을 통해 생겨나는 단초틀(Ansätze)을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외국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되겠다. 

ll. 글로별 시대를 맞온 한국에서 외국어교육의 목표 

외국어 교육 또는 외국말 배우기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a) 해당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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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 기 (Lesen) , b) 말하기 (Sprechen) , c) 쓰기 (Schreiben)에 서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 (Fertigkeit)을 획득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 

어 구사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목표의 성공적 실 

현의 내용은? 한편， 일상어로서의 외국어， 학문어(논리어)로서의， 그리 

고 얘술어(문학어)로서의 해당 외국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구사능력” 획득이란 이 모든 분야에서의 완벽한 구사능력을 

가리키는가? 일상어로서 또는 학문어 문학어로서의 언어구사능력을 어느 

한 분야로 국한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교육 목표의 중점은 어디에 치중 

해 있는가? 예컨대 일상어로서의 외국어 습득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 교 

육기관에서? 그리고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습득은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 

에서?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3 분야에서의 외국어 구사능력의 수준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교육기관에서 수행 

된 이러한 목표는 외국어의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각 항목에서 달성되 

었는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2) 현재도 무분별하게 언급 

되고 있는 소위 “외국어 구사능력의 수준”이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내 

용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구체화해보기 위해 실제의 예들에서 이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어 읽기(또는 외국어 듣기; 외국어로 쓰여진 택스트 이해) 

외국인인 우리에겐 외국어의 읽기 그리고 말하기에서 그 ‘발음’부터 문 

제라는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일상어로서의 외국어 습득의 시 

작과 함께 맨 처음 부딪히는 문제로 말할 펼요도 없을 것이다. 외국어 이 

해 및 쓰기의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해도， 그것의 발음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물론 외국인으로서의 억양(액센트) 극복이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다해도 어쨌든 외국어 발음이 안 좋으면， 자신의 말을 외국어로 전달하는 

것도 또한 상대편 외국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 

문에 만사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점의 타파를 위해， 오늘날 

12) 한편， 우리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이러한 언어구사능력 획득의 문제에서 우리의 
국어교육은 제대로 되어있는 가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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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에서 외국어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몇 십 년 전 과거 

의 외국어교육 현장에서도 우리는 해당 외국어 본토의 교사/교수를 초빙 

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은 녹음 테이프， 헤드폰， 이어폰， 언어 실습실(랩 

실， Sprachlabor) , TV 잉글리시 ... 등 기계 장치의 교육설비를 통해 외국 

어 발음 훈련을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외국어 전공 학과에서 

도 “언어(언어학)" 분야의 음성학(Phonetik) 강의가 교과과정에 도입되 

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이루어져야 할 음성 

학 강의의 예컨대， 외국어교육을 위한 그 적용성과 교육적 실용성의 성과 

는 어떠한가? 물론 이 분야에서도 과거에 외국어 전공 학과에서 이루어 

졌던 것보다는 많은 발전적 시각이 투입되고 또 실천되어왔지만 “언어 

학"( Sprachwissenschaft) 분야의 이러한 강의들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 

식 으로， 즉 “학문으로서 의 학문"(Wissenschaft als Wissenschaft)으로 진 

행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현실인 것 같아 이점을 언급해 본다 - 예를 들어 ‘학문으로서의 

언어학’ 강의와 “언어 강의"( Sprachunterricht)의 분리의 문제.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에 있어서， 또한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의 과제 

에 있어서도， 외국어 습득에서 원천적인 어려움인 “발음”의 문제와 마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에서도 외국어 

“발음”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예: 이번 2000년 7월부로 또다시 변경된 한국어 로마자 

표기 사항) . 이미 오래 전부터 외래어로 정착된 한국어 표기 단어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예컨대 서 

울 시내의 거리 명， 지하철 역 명， 외국의 인명， 지명 등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작가들의 이름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의 고유명사， 한국 전통적인 고유어들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의 문제는， 한 

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것 수용의 역사가 이미 한 세기를 넘은 점을 감안 

한다면 100여 년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문 

제는，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맥락의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특히 서로 

다른 ‘발음’이라는 원천적인 이질성 때문에 어떤 한국어 표기가 가장 올 

바른 외국어 발음 표기인가 하는 즉 그 옳고/그름의 문제를 두고 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우리의 국호 명 “코리아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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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도 아직도 “일본"(Japan) ， “일본 

인" (J apaner ), “독일 "(Deutschland) , “독일어 "(Deutsch) 등이 사용되고 있 

는 데서 볼 수 있듯이 - 그것이 외국에서의 수용사적 맥락에서는(예: 918 

년 개국의 高麗) 이미 1000여 년의 또한 한국수용사적 맥락에서는 100년 

사의 각인을， 즉 그렇게 통용/수용되어 온 영향(작용)사적인 (rezeptions

und wirkungsgeschichtlich) 맥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한 

국독어독문학회 (KGG)에서는 “독일”이라는 나라 이름과 언어 “독일어”에 

대한 한국어 표기를， 즉 본토의 독일어 발음대로 “도이치란트” 그리고 

“도이치”로 표기하는 것을 수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그것은 일부 시도/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획일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 

통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오지리”로 불렸던， 그리고 현재 영어로 “오스트리아”로 알려진， 독일어 

권의 나라 “Osterreich"는 의당 그 독일어 발음 그대로 “외스터라이히”라 

고 한국어로 표기되고 또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한국에서 

(방금 위에 예든) 3개 이상의 한국어 표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국명 

“외스터라이히"( Osterreich)는 그것이 앞에 언급한 한국수용사적 맥락에 

서의 각인을 안고 있으며(예: “오지리") , 동시에 한국 자체 내에서 이루어 

진 영향사적 맥락에서의 각인도 안고 있다(예: 영어로 “오스트리아”， 또한 

현재 제안/시도되는 “외스터라이히") . 따라서 한국어로 표기된 외국어 발 

음 표기에서는 그 옳고/그름의 판가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 비록 교육부 제시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 사항이 그때그때 

준수된다 할지라도 -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다 근접한 한국어 발음 표기 

로 획일화를 시도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한 단어의， 특히 외래어의 경우 

그것이 발음 표기 과정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의 수용/영향사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거를 떠난 현재’를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러한 

맥락(Kontext)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외국어 “번역어”의 문제에서 

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 것의 수용이 이미 1세기를 넘은 한국 

수용사적 과정에 내재하는 것으로， 1900년대 초 우리의 개화기에서 비롯 

된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정치/사회 분야도 그러하지만， 특히 언어， 학 

문，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거의 모든 것이 외국 것의 수용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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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해도 과언은 아닐， 우리의 장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았다. 

따라서， 외국의 것들의 (번역어， 외래어， 한국어 로마자 표기 등) 우리말 

표기 작업에는 우선 외국어의 발음과 결부된 문제만을 지적해 본다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 “문학” 분야의 수용 경우에서 지적 

해보자면， 우리 모두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국어 시간에 접하게 되는 

예컨대， (낭만주의)“로맨티시즘"(die Romantik) , (자연주의)“내추럴리 

즘"(Naturalismus) ， (사실주의)“리열리즘" (Realismus) , (상징주의)“심벌리 

즘" (Symbolismus) , “모더 니 즘"(Modemism) 13) 등， 그리 고 대 학에 와서 듣 

게되는 “문학사회학(Literatursoziologie)" , 지난 몇 년 전까지 한국 문화

사회를 휩쓸었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mism)" 소설문학에서의 “앙 

띠 로망(무Anti-Roman)'’， “메 타핀 션 (Metafiction)" , 오늘날의 

“ Cyber-Fiction" , “ Hyper-Fiction" 등등. 이러한 한국어 번역어를 사용하 

지 않고 외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한， 즉 외래어로 굳어진 경우의 용어들 

에서도 그러하지만， 학문분야에서 한국적인 용어 및 개념들(Sachbegriffe) 

의 번역어와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서의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과 

학(학문 Science, Wissenschaft)"이란 말부터가 외국 것의 수용이듯이， 학 

문적 개념들 거의 모두가 외국어 용어들(fremde Termini)로 이루어져 있 

다. - 1세기를 념는 수용사적 과정에서 외래어로 정착된(?) 번역어들만 

지적해보아도 “민주주의 "(Demokratie) ， “공산주의" (Kommunismus 등의 

정치/이념적인 것들은 물론， “기독교"(크리스트교， Christentum) , “휴머니 

즘"(Humanismus)14) 등등. 

한국의 외국어교육과 멸접하게 연결된 “외국어의 번역”의 문제 15) 이 

13)Vgl. (문학박사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p.431 , p.761, p.1391. 
14) Vgl. eben없， p.2230, p.딸~. 

15) 한국의 “외국어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한 우리의 “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는) “문학” 분야에서 살펴보아도 외국 것(문학)의 수용과 영향은 지대 

하다. 한국의 “번역문학”과 관련하여서， 즉 한국에서 1800년대 말， 1~년대 초 개화 
기와 더불어 시작된 외국문학수용의 역사도 그 번역을 통한 수용의 경우만을 지적해 
보아도， 1910년 한일합방으로 비롯된 일제 36년을 거쳐 해방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일본말 모르는 세대의 외국문학 전공 번역가들이 탄생하게 된 1970/80년대 및 sx)년 
대 그리고 2(XX)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언 한 세기에 달하고 있다. (vgl. 차봉희 r독 

문학의 한국 수용상 - 독일 소설 문학의 한국수용사적 개관을 중심으로J ， m: “한신 

논문“(제 16집)， 1SW 11 , p.ffi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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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더 언급해보자면 이것은 앞에서 시사한 외국어 발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외국어의 (한국어로의) “번역 

어”에 있어서도， 예컨대 어떤 한국어 표기가 가장 올바른 외국어 발음 표 

기인가 하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외국어 “번역어”의 문제에서도 어떤 한국어 번역이 가장 올바른가 

따질 수 있나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번역어의 옳고 그름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적 구체화로서， 즉 그러한 결설물로 

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수용/영향사적 맥락에서의 구성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발음 표기에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식의 단순한 해결로 끝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예: 

Realism/Realismus/ Realisme ... 의 번역어들: 리얄리즘 -> 사실주의 -) 

리열리즘 -) 현섣주의 등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개개 번역어의 한국 수용/ 

영향사적 “개념사”의 맥락).16 ) 

16) 우리의 문학 분야에서도 개화기 시기의 “번역문학”이 우리의 한국 ‘창작문학’ 에 미 
친 영향을 위시하여(예: “신소설") ‘현대 문학으로서의 국문학’ 이란 “서양문학의 영 

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한국 문학”을 가리키듯이 다시 말해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문학”으로서 우리의 “현대 문학(nxxleme Literatur)"이란 깨념정의에서 
드러나듯이(vgI. 閔內秀 韓國 및 中國文學의 船究動向， 『서울대학교 學a雅{究 밍年(1) 
- 總、把. 人文.I!;(:쩍科學.11， 서울대학교출판부 19c}), 12.30. p.151-1ffi) , 또한 우리의 “학 

문” 분야에서도 거의 모든 것들이 외국 것의 수용으로 구체화된 것(Konkre디sation)이 
다. 이러한 외국 것의 수용 현상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외국 것을 수용하 

는가 하는 그 “수용”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우리의 수용자세 및 그 결과물에 있다고 
본다(예: 영향의 결실로 탄생하는 “한국적 구체화") . 예컨대 번역어의 정착(?)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학문어의 경우) 그 핵심은 이러한 수용 및 그 구체화에서의 문제에 
있다. “한국적 구체화(koreanische Konkre디sation)"로서 탄생하는 그때 그때의 어떤 

한 번역어가 모뜬 복합적인 한국적 현실구성요소플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때 그때 
의 (세계관의) 화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도 그러하지만 한 단어(외국어) 
가 안고 있는 역사적， 전동적， 사회적 변화의 맥락 뿐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 
지는， 즉 그 단어의 수용/영향사적 맥락블 담은채 그것은 지속/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번역작업 및 번역어의 문제는， 언어에 대한 예컨대 한 단어의 수용/영향사적 개념사 
(Begriffsgeschichte)에 대한 이러한 언어학적 시각의 이해 결여 및 활용의 결여에 있 

다고 본다. 예플 둡어， 독일어 “시민 (Bünler. 부르주아/지)"이란 단어의， 또는 인문학 
적 본질을 대변하는 “교양”이란 개념(Bildungsb명riff)의 번역어의 문제， 마찬가지로 
“작가”라는 독일어 번역/표시 - 저자와 구분되는 “창작 생산자”의 경우 Autor， 

Dichter, Schriftsteller, Veriasser, Produzent, Stückschreiber( = Dramatiker) .,. 등등의 

번역어 문제플 생각해 불 때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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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나 이미 굳어진 외래어 또한 1세기가 넘는 한국 

의 수용/영향사적 맥락을 안고 있는 수많은 번역어들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그르다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한 단어 

의 그 곳에서의 개념사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어(예: 외래어)의 

한국 역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수용/영향사적 맥락을 인식하는 역동적 

이며 그러한 변증법적인 언어 이해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외국 것 

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즉 그러한 수용행위가 필수적인 작업에서는， 따라 

서 우리의 외국어교육에서도 상호문화적 이해와 그것이 안고 있는 수용/ 

영향(작용)사적인 맥락에 대한 인식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것이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외국어 자체의 이질성， 그리고 우리의 

개화기부터 이루어진 전적인 외국 것 수용이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반 

드시 설천되어야 할 외국 문화에 대한 접근자세이기도 하다. 

2. 외국어 말하기 

우리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추구되는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의 “외국어로 

말하기”의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며 그 수준은 어떤 것인가. 예컨대，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길을 물을 때， 제대로 대답하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일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그것 

은 이러한 외국어교육 목표의 달성을 가리키는 것일까. 외국어로 말하기 

에서， 일상어 - 학문어 - 예술어(문학어)의 맥락에서 완벽한 “외국어 구 

사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시사해 보기 위해 국제적인 정치 회의나 경제 

회담 등에서 양국의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행해지는 경우를 예 들어 본 

다. 한국의 한 외교관이 - 그도 당연히 외국어교육을 통해 외국어를 습득 

하고 또한 외국 유학을 통해 그것을 습득했을 경우이겠지만 - 통역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또한 과거 

에는 불론이지만 현재 글로별 시대에서도 당연한 일이며 이것은 한편으 

로 (소위)자국의 국위를 생각해서 자국의 언어를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일반적인 예절이라는 근거에서 양국의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 

이 상례이기도 하다. 오늘날이야 동시통역사의 양성 또한 동시통역기구들 



다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 105 

의 개발을 통해 거의 모든 국제회의가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통 

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국제적/정치적/경제적 중요한 사 

안을 다루는 최고 정상들의 국제 회담에서 양국의 대표들이 한 언어로 대 

화할 수 있다면 -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글로벌 시대로 접어든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영어’이지만 - 이 경우는 통역관을 사용하는 경우와 

는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 아년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 

볼 수 있다. 한편， 하나의 언어로 곧 ‘영어’를 공통어로 하여 각 국 최고 

정상들이 소통하는， 또는 할 수 있는 국제 회담의 경우에서도 외국어로 

말하기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내재한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예컨대， 

전문분야， 인문과학적 지식， 상호 문화적 이해의 質의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분야의 전공자가 정치인， 경 

제인， 문화/지식인으로서 대변자가 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국제 회의/회담 

에서 그 당사자들이 직접 하나의 외국어로 이것을 수행한다해도 외국어 

사용자 자신의 문화 수행능력 (kulturelle Kompetenz)이라는 문제가 대두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외국어 통역관 양성소(Dolmetzer-Institut)에서 

는， 한 개의 외국어가 아니라 몇 개의 외국어를 전공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수많은 학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위 

한 외국어교사 양성소에서도(예: 독일 뭔헨 Goethe Institut의 

Deutschlehrerausbildung의 경우) 외국어를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 수많 

은 학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독일 뭔헨 소재의 괴테-인스티튜트의 외국어 

교사 양성 세미나(DLS)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독일어 교사가 되기 위해， 

독일 고등학교에서 직접 독일어 수업을 하는 교육 실습은 물론이지만 그 

곳의 문화/산업 시찰 등의 수학(?)여행음 비롯하여 콘서트， 테아터 방문， 

미술전람회 관람 등의 문화 교육을 병행하면서 무려 15여 개 이상의 학과 

목에 달하는 연수과정이 진행된다. 이처럼 하나의 외국어 습득을 위해 총 

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청된다는 것은 - “언어”란 그리고 “문화”란 

인간의 정신적인 총체성의 표출이듯이 -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에서 볼 

때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위의 국제적 정치 회담의 예에서 지적했듯이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에서 

제기되는 “문화 수행능력”의 테마 등， 외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위의 여러 

예들은， 단순히 일상어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도 그 해당 나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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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준다. 외국어교육이란 

해당 외국어 말 그 자체를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한 

펼수적인 관건은 무엇보다도 해당 외국어의 문화권 이해에 있기 때문이 

다. 외국어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인문학적 교육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교육기관에서도 - 예컨 

대， 모든 대학의 인문대학 소속의 외국어문학과의 교과과정을 근거로 해 

볼 때 - 이러한 시각의 목적에서 인문학 교육을 수반한 외국어교육을 행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외국어교육을 통해 추 

구하는， 해당 외국어의 일상어로서， 학문어， 문학어로서의 구사능력 획득 

은 구체적으로 외국어 읽기， 말하기， 쓰기의 각 항목에서의 목표는 달성 

되었는가?17) 

“외국어로 말하기”에서의 이러한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의 문제와 연결하 

여， 학문적인 연구논문의 발표(강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분야에 

서의 외국어구사능력이란 외국어교육을 통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단 

순히 외국말 배우기， 일상어 말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서는 학 

문어로서의 외국어 구사능력 뿐 아니라 ‘학문적인 수행 능력’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어구사능력이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연구논문의 외국어 작성도 - 이에 관해서는 바로 

다음에서 외국어로 글 쓰기의 문제에서 논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소위)학문어로서의 “외국어로 말하기”의 문제를 시사 

해 보기 위해， 오래 전 있었던 일이지만， 60년대의 어떤 일본인 철학 교수 

17) 이러한 외국어 구사능력 획득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 한 개인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 
즉， 외국어로 말하기에서 이 모든 난제들을 극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예: 동역관， 
외교관，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학자， 문인 ... 에게서 소위 ‘성공적 사례뜰로 조선얼보 
에 이따금 제시되는 실례를 보면) 이러한 성공적인(?) 경우의 한 외교판은 물론 외국 
본토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계속해서 외국어 텍스트룹 읽고 그때 그때의 

표현을 메모하고 그것을 암기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등의 비볍(?)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의 개인탈에게서 언급된 “암기 방법”을 통한 외국어구 
사능력 획득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 t 한국 대학에서 또는 외국 본도에서 공부한 

사란둡로서) 그들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육의 성과가 전제/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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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를 해본다. 그는 칸트(Kant) 철학의 대가로서 이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인데 독일 대학의 강연회에서 자신의 소개조차도 독일어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독일어로 발표하는 칸트 철학에 관한 강 

연은 가능했으며， 또한 청중과의 이해 전달에서도 문제를 낳지 않았다. 이 

것은 학문어로서의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의 주제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 

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그가 한마디의 일상어도 못하면서 (어려운)학문어 

로서의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예에서 우리는 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위에 언급한 일상어로서，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구사력 획 

득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통찰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외국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실례에서 한국/일본에서의 외국어교육의， 특히 교수 

법의 문제를 금방 떠올릴 것이다. 이 예는 물론 과거의 우리 외국어교육 

에서， 특히 Didaktik(교수법)의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는 가도 시사해주지 

만， 무엇보다도 외국어교육이란 역시 (일상어로서의， 또는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그 자체 습득만을 단순히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률 위 

해 인문학 교육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예플 한 가지 더 들어본다. 과거에 외국어 교 

육을 받았고 해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했을， 즉 우리 

나라 초창기 외국어교육에 해당하는 실례로， 세익스피어 (Shakespeare)의 

문학작품 거의 모두를 영어로 다 외운 어떤 (영문학 전공자) 한국인이 영 

국에서 단 한 마디 영어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원인은 어디 

에 있을까? 우리 나라 외국어 교수법의 문제와 결부된 여러 가지 것들 중 

에서， 특히 여기서 논하고 있는 테마 “일상어로서， 학문어， 문학어로서의 

외국어 구사능력” 중섬으로 지적해본다면 (외국어문학 분야에서) “언어” 

강의와 학제적으로 병행하지 않는， 즉 분리되어 진행되논 “문학” 강의의 

문제릎 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상어로서의 언어 기능과 문학어로서의 

언어 기능(예: “시적 효과")이 다르다는 언어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세익 

스피어 작품을 영어로 거의 다 외운 그 한국인이 그런 대단한 영어 설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어로서 영어 한 마디도 못한다는 것 

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란 역사/사회적으로 시시각 

각으로 변해나가는 것이지만， 문학텍스트를 통한 외국어 습득의 경우， 고 

대 또는 옛날 영어와 현대 영어의 문제보다는18) 외국문학 분야의 문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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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언어학적 시각에 근거한 외국어교육 방법(교수법) 

의 결여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일상어， 학문어， 문학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결여된， 그러한 시각에서 외국어 교수법이 결여된 문학 

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도 한 

국 대학에서 일부 지속되고 있는 문학강의 (Literaturunterricht)와 언어 

강의 (Sprachunterricht)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외국어교육의 이러한 문제들은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미 60년대 말 70 

년대 초에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 

미국， 독일 등에서 60년대 말 70년대 초 기획/실행된 언어학 강의， 예를 

들어 츰스키의 “변형/생성 문법 (generative Grammatik)"과 “언어학적 시 

학 (lingusitische Poetik")의 시각을 병 행/적용하는 (소위) 학제적 문학강 

의， 그 후 진행된 해당 외국어 나라에 관한 “Kunde"( 예: “독일사정” 

Landeskunde,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독일학끼 중심의 언어 

강의 등이 그러하다- 예: 독어독문학과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즉 

DaF(Deutsch als Fremdsrpache) 자세 중심 의 교육방법 론에 근거 한 외 국 

어교육， “독일사정” 수업과 병행하는 학제적 문학 강의(예: 

Deutschlandkunde und Literatur).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다문화 시 

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의 핵심도 이러한 시각에， 즉 

문학강의와 언어강의가 학제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외국어교 

육을 위 한 인문학 교육에 있다. 

18)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국 대학 인문학 분야의 교과과정의 제목으로만 볼 때， 
제대로 된 기획 하에서 잘 처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예: 외국어의 고대어， 현 

대어， 현재 통용어 또는 언어사， 언어발달사 .. 등에 관한 언어학 분야의 강의) . 우리의 
외국어교육이 교수법 등 방법콘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 안고 있었고， 변화된 새로운 

외국의 그것에 충분히 적응/수용하지 않은 문제점 있었지만 인문학분야의 언어학 연 

구는 그런 대로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다 실행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 

한 인문학적 교육의 자세에서 이루어진 외국어 교육의 결과는? 우리 언어 교육을 위 
한 커리쿨럼 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릎 들어 언어학， 언어발달사 ... 등의 강의와 
일반 외국어 교양 강좌 등간에， 또는 실용 외국어 습득의 강의와 언어이론적인 강의 

간에서， 즉 교과목간의 연계 없이 실현되는 강의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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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 글쓰기(일상어로서， 학문어， 문학어로서의 외국어 글쓰 

기의 문제) 

외국어로 글쓰기의 문제를 (한국에서 제 이외국어) 독일어 및 독문학 

전공 교수로서의 필자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주 

된 본엽이 독일어로 논문 쓰기 소위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글쓰기의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10여 년에 걸쳐 겨우 한 편의 박사논문 

을 독일어 텍스트로 완성했고， 그 후 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독일어로 (때론 영어로) 연구 발표를 해오면 

서， 이러한 30여 년 동안의 외국어로 글쓰기 작업에 근거하여 나온 결론 

은， 인문학 분야의 연구논문을 독일어로 완벽하게 쓰기란 불가능한 것인 

가 아닌가하는 회의뿐이다. 외국어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회의(懷疑)는 -

이것은 학문어로서의 한국어 글쓰기의 문제와 마찬가지이지만 - 최근 

펼자의 편저로 준비하고 있는 독일어 판 책의 출간작업에서 절정에 달했 

다(2001년 출간될 예정의， 차봉희 편저[J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l) . 

20명 가량의 한국 독어독문학자들이 해당 주제의 논문들을 각자 독일어로 

작성하여 “Hundert Jahre deutsche Literatur in Korea" (한국의 독문학 

수용 100년)이란 책을 출간하는데 이 책에 수록될 필자 자선의 길다란 

독일어 논문 3편을 완성시키는 동안 필자는 수 차례 절망적인 순간에 봉 

착했다. 옛날 독일 유학에서 곧장 돌아왔을 때 그 당시는 이렇지는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내가 쓴 독일어 

논문의 “독일어”가 독일어가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그것이 다시 “독일어” 

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인식만이 필자를 괴롭혔다. 외국어로 글쓰기는 제 

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편으로는， 이 독일어 논문을 완성시켜야만 했 

기 때문에 - 이것은 스스로의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 내가 맡은 독일어 

논문들의 ("문예학”의， “소설문학”의 ”리얼리즘미학”의 수용 등) 연구 주 

제가 너무나도 육중한 인문학적인， (소위) 지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므로， 

이것을 외국어로 쓴다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를 위로하면서，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문어로서의 독일어 논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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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데에， 또한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강박감에 시탈리면서， 결국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글 

쓰기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 책의 독 

일어 판 출간 작업에서 필자의 이런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글쓰기의 고민 

문제에 가장 위안과 용기(?)를 준 것은 이 책의 필자들 중의 어떤 분이 

써보낸 문구 “독문학과 선생이 독일어로 지금 고생한다”였다!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글쓰기는 가능한가，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논문들의 외국어 논문 작성이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필자의 이 

러한 회의감이， 우리의 외국어교육의 목표인 “외국어 달쓰기”의 테마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면서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필자는， 

한글 제 1세대에 해당하는 우리와 다른 신세대의 특히， 현 인터넷 시대의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작업，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글쓰기를 훌륭히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우리의 외국어교육의 목표 달성으로서 이러한 

외국어구사능력의 획득을 다시 다짐해본다. 우리의 외국어 교육은， 오늘날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상황에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 세계’(학문) 

에서도 뒤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위)세계적인 수준에서 학문어로서 

의 외국어 글쓰기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목표로 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보다도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을 위 

한 교육방법론적인 시안이 마련되어야하는 데 - 이것은 외국어교육 담당 

교수의 과제， - 이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자세로서 필자는 외국어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 오늘날 

한국 문화-사회에서 대학 사회에서 사양길을 내닫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 

상황이라는 한국 현설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 위의 실례에서 C 

러나는 여러 측면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재확인되는 학문적인 인식의 결 

론이다. 

그렇다면 일상어로서 외국어 글쓰기의 문제는 어떠한가. 오늘날 완전 

히 지구촌화된 경제 분야에서， 더욱이 하나의 언어 곧 “영어”， 미국어 또 

는 인터넷 시대의 영어가 통용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전자 텍스트가 

되었건 활자텍스트가 되었건 간에 외국어로 작성되는 텍스트의 상황을 간 

략히 살펴본다. 수많은 유형의 외국어 텍스트， 예컨대 공장， 실험실의 기 

계류， 연구기기， 가구 또는 주사약/복용약 등의 사용을 설명/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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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텍스트"( Gebrauchstext, 실용문)의 이해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수 

출품에 붙이는 이러한 “실용텍스트” 작성을 중심으로 외국어 글쓰기의 

문제에 관해서이다. 이 분야에서의 외국어 텍스트 작성의 문제는 - 과거 

의 상황은 재쳐두고라도 현 인터넷 시대의 한국 문화-사회에서도 - 위에 

서 언급한 “학문어로서의 외국어 글쓰기”의 상황과 별 다를 바 없다고 본 

다. 예컨대 기계류 의복류 생필품류의 상거래 서류 작성은 물론이지만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은 한국 문화-사회에서 외국어로 쓰여지는 광고 

문， 회사 선전용 문구， 개인 평가서， 추천서， 프로젝트， 연구논문 평가서 .... 

등 수많은 유형의 텍스트들에서， 외국어교육의 목표 “능숙한 외국어구사 

능력의 획득”을 생각해 보면 그러하다. 외국어 텍스트 작성의 테마와 관 

련하여 지면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지적해보자면， 그것이 아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문학강의와 언어 강의가 분리되 

어있는 외국어교육의 교육방법론적인 것에도 있다고 본다. 새로운 언어학 

적 지식(?)이 결여된 온전히 문학을 위한 문학강의로서 (전근대적인 방식 

으로) 진행되는， 즉 학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문학강의의 문제이 

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작문” 수엽을 생각해본다면， 거기서는， 

앞에 언급한 “일상어로서 또는 학문어 문학어로서의 언어의 각기 다른 

언어적 기능"(예: 시적 효과)에 대한 관찰 및 연구를 수반한 강의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문학부의 ‘문학’ 강의에서， 또한 ‘언어’ 강 

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분야의 각기 다른 텍스트 유형들의 구분 및 그 

텍스트성 (Textualität) 에 대한 이해와 연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에서 60년대 말/70년대 초 진행/실현된， 여러 가지 

것 들 중에 서 도 예 를 들어 “언 어 학적 시 학"(linguistische Poetik)의 시 각， 즉 

언어 학( Sprachwissenschaft)과 문학학(Literaturwissenschaft) 양자간의 방 

법론-적인 연관성을 적용한 문학강의 빛 이러한 기호학적 시각에서의 텍스 

트연구틀 지적해 본다면 19) - 예: “문학적 효과(poetische Wirkung)" 테마 

와 결부된， 즉 “문학적 표현과 효과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에 근거한 광 

고문， 선전용 문구， 추천서 등의 텍스트연구 - 현 우리의 외국어교육이 

19) Vgl. 차봉희: “룹프 클럽퍼의 닙→G감당l떠 J￥탕r!”， in: 차봉희 r채{\;}센때 12 파-.[， 문학사상 

1981 p. 9-25; 그밖에 차봉희: (크휩퍼와의 “기호학”에 관한 대담) “기호학의 생성과 

그 메타←성찰”， in : 문학사상 1982 6월호 p.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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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 또한 교육방법론적으로 얼마나 뒤쳐져 있는가 절감하게 되며 

또한 이로 인해 누적된 문제들과 더불어 인터넷 시대에서의 글쓰기의 문 

제가 어떠할 것인가 가늠해 보게 한다. 

일상어로서 외국어 글쓰기의 문제가 이러할 진데 그렇다면 문학어로서 

외국어 글쓰기의 문제는 어떠한가. 이것은 - 일상어로서， 또는 학문어로 

서의 외국어 구사능력 획득의 문제에서 이미 드러난 바 그 난해성의 정도 

는 여기서 다시 누누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난해성의 정도가 문 

제가 아니라 이러한 외국어 구사능력 습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다. 이를 쉽게 구체화해주는 예로， 한국의 “노벨 문학상” 획득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형상화된 우리 문학이 세 

계 문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또한 “노벨 프라이스-문학상” 획득 

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사실상 외국어로의 번역을 통해서이기 때문이 

다. “노벨 프라이스” 획득 가능성이 한국의 “번역문학”과 관련된 테마이기 

에 언급해 보자면， 이러한 문학어로서의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은， 일상어 

- 학문어 - 예술어 세 분야의 외국어의 구사능력을 다 갖추어야한다는 

문제로 봉착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어로 쓰여진 우리 문학 작품 

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가능한가. 과거에 비하면 그런 대로 수많은 

우리 문학 작품들이 현재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등으로 

번역되어 “노벨 프라이스” 문학상 획득 가능성의 ‘문학 시장’에 상품으로 

얼굴을 내밀고， 세계 문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 

것은 말할 펼요도 없이 노벨 문학상 획득을 목표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 

며， 또한 (“문학상”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벨 프라이 

스”의 획득이 이를테면 곧 세계 문학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진 

대， 어쨌든 한국 문학작품의 “노벨 프라이스” 획득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 

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예: 대산 재단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 

에서 추진하는 번역사업). 우리는 왜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 하는가 그리 

고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가능한가 등에 관한 논란을 떠 

나， 여기서 (우리 외국어교육의 목표로서) 문학어로서의 외국어의 구사능 

력 획득의 주저l 만을 논해본다. 

언어를 매처l 로 하는 언어예술작품으로서의 문학작품 경우， 무엇보다도 

여기엔， 문학텍스트 번역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번역을 수반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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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편， 즉 이문화(異文化)라는 다른 문화권에서의 

이해를 획득하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즉 외국인 독자가 우리 

문학을 그것이 그것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끔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번역과정에서는， 일상어나 학문 

어로서의 외국어 번역과는 달리， 우리의 문학작품이 완전히 외국 것으로 

변환되지 않은 채， 다시 말해 우리 것을 절대로 상실/변질하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외국어로 번역되어 우리 창작작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극도의 예술적 곡예에 해당하는 번역작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은 가능한 일인가 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20) 

m.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에 정향된 외국어교육 

외국어구사능력 획득의 실례와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교육방 

법론적 단초들은，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한 기본자 

세로서 인문학의 펼요성을 충분히 시사했다고 본다. 위에 예든 일상어 -

학문어 - 예술어(문학어)의 맥락에서 언급된 외국어구사력 획득을 위해 

“언어 강의가 문학 강의와의 학제적인 연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서 드러나듯이， 어느 나라 언어가 되었건 그 언어구사력의 획득을 위해서 

는 그 언어문화권의 이해가 핵심이 되므로， 결국 해당 외국어의， 즉 다른 

문화권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신앙， 제도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병행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외국어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러나 과거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예컨대， 언어학와 문학학 

(Literaturwissenschaft) 이 “학문으로서 의 학문“으로 또한 양자간의 연 계 

없이 진행되는 문제， 이러한 시각에서의 언어강의가 문학강의의 분리 문 

제 등에서 비판/생산적으로 제안된 단초들은， 본고의 결론적인 주제 “문 

화학으로서 외국학에 정향된 외국어교육”의 구상안을 이끌어 낸다. 대 

20)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실현으 
로서의 외국어 교육” 및 그러한 맥락에서의 “문학어로서의 외국어의 구사능력” 갖추 
기 참조! 



114 외국어교육연구 제 3 집 

학의 외국어교육에서는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으로 정향된 인문학적인 언어 

학(언어 연구)과 문학학(문학 연구)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문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에서 언급된 “언 

문학"( =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의 학 

문발전사적 패러다임의 변천을 내포한， 즉 전근대적인 학문관에서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식이론(Erkenntnistheorie)과 학문이론 

(Wissenschaftstheorie)의 맥 락에 서 이 루어 진 ‘학제 적 (interdisziplinär) 자 

세’에 근거한 인문학을 가리킨다. 이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미디어학으로 

서 문예 학"(Literaturwissenschaft als Medienwissenschaft) 이 이 러 한 언 

문학의 일환에서의 한 예가 되겠다. 그것은 “멸티미디어”21) ， “뉴우미디 

어 "22)의 등장으로， 완전히 과거와 달리 변화된， 새로운 문학연구(또는 텍 

스트연구)의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3) 여기서 제안되는 “문화학으 

로서의 외국학”도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의 인문학 교육을 그 핵섬으 

로 한다. 우선， “외국학”이란 단어는 “국학"(국문학)과 대비되는 말로서 사 

용되었다. 독어독문학 전공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그것은 “독일학”에 

서 잘 대변되겠다. 즉 “문화학으로서의 독어독문학”으로 진행되는 외국어 

교육의 자세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 대학의 독어독문학과에서 구상/진행 

되는， 주로 “학부제” 실시 이후 눈에 픽게 드러나는 예컨대， “문학과 독일 

21) Multimedia: Text, Bild, Ton, Sprache, Musik, Animation, Video, Computer 
etc. 

22) Neue Medien: Bild- Ton- und Laufbildinformation von CD-Rom, DVD , 
Internet 등. 

23) “미디어학으로서의 문예학”이란 “학제성에 입각한 기획" (Literaturwissenschaft 머S 

Interdiszplinäres V orhaben)을 시도하는 문학연구이다. 여기서 “학제성(學際性; 
Interdiszplinarität) "은 개개 학문분야나 학과목들간의 경계를 단순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전공분야들로부터 제안된 방법론들이 작위화(야:leration)에 대한 문제해 
결책들로서 실제 들어맞는가 어떤가를 합리적으로 실험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명시적인 이론구성， 방법론의 이론， 전문용어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에 관한 국내 참고자료***지그프리드 ]. 슈미트(S. ]. Schmidt): r 학제적 학문으로 

나아가야 할 문예학(Literaturwissenschaft als interdisziplinäres Vorhaben) J , in: [i'독 
일학연구J:(제5집)， 서울대학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1맛)3， p.31-61; ***차봉희: (S. ]. 
Schmidt 슈미드교수와의 ‘구성주의적 문예학’에 판한 대닫) r구성주의적 문예학이란 

무엇인가J ， in: l문학사상J:， 1않E년 1 월， 2월， 3월호(득히 “3. 미디어학으로서의 문예 
학"， in: l문학사상J:， 1995년 3월호， p.3æ-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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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Literatur und Deutschlandkunde)" “문학과 지 역 학(Literatur und 

Landeskunde) " 또는 “지 역 학과 독일 문학(Landeskunde und Literatur)" 

등의 테마 중심의 연구시각으로 진행되는 독일어 강의 및 독문학 강의에 

서 주축이 되고 있는 “문화학”의 기본바탕에 입각한 인문학으로 정향된 

언어학(언어 연구) 및 문학학(문학 연구)의 학문적 자세이다. (본고의 앞 

에서 외국어교육 현장 실례들에서 지적된) 70/80년대 독일의 독어독문학 

과(즉， 국어국문학과 경우)에서 수행되었던 “외국어어로서의 독일어 

(DaF)-교육자세”의 일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학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분야 테마 관련의 다 

음*** 연구 논문들을 예 들어본다 24) 논문의 제목들에서 알아볼 수 있듯 

24) ***“독일학"/“문화학”으로서의 (진행되는) 독어독문학의 교육 자세 테마 관련 연구/ 
발표 논문의 참고 자료(발표 연도순으로): 

Bonghi Cha(차봉희 ): rπle Social Function of Teaching Gennan Literature in 
Korea」， in: 『독일 문학O!J(제45집) 1~， S.2fJ7 -376 

- 최윤영 r독어독문학 수업과 지역학 - 지역학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J ， m: 

『외국어로서의 독일어oÐ (D뻐 제2집) 1ffi7, S.251-271 
- 강창우 r독어독문학과에서의 독일학 수용 문제와 그 방향J ， in: [C독일학연구~(저117 

집)， 서울대학 독일학연구소 1맛J8， S.328-잉O. 

- 김누리 r문화학으로서의 독일학 - 므레멘 대학의 <문화적 독일학 연구소> 사례J ， 

in: a. a. 0., S.162-169. 
김한란 r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의 지역사정 J ， in: a. a. 0., S.177-189 

- 류병래 r독일의 학제적 교육과정과 한국에서의 독일학 교육과 연구J ， in: a. a. 0. , 
S.영4-31 1. 

배정희 r독일 문화와 예술 - 인문학적 독일학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J ， m: a 

a. 0., S. 193-202. 
- 안삼환 r한국 독어독문학의 미래와 독일학연구J ， in: a. a. 0., S. 78-82. 
- 최윤영 r독일학 관련의 사례분석 J ， in: a. a. 0., S. 85-97 
- 한우근 r한국 독어독문학 50년J ， in: a. a. 0. , S.102-118. 
- 이원양 r전환기의 독어독문학 - 각국의 개혁 모델과 한국 독어독문학의 개혁방향 
모색， in: IT'외국어로서의 독일어oÐ (DaF 제3집) 1998, S.9-28 
최윤영 r문화연구 중심의 독일학 수업 “97/98 독일학 개설” 강의， in: F외국어로서 
의 독일어J(D돼 제3집) 1엇굉， S.221-껑3 

- Wolf Dieter Otto: rDas Kulturthema Toleranz. ( ... .)J , in: l외국어로서의 독일어4 

(DaF 제3집)lS1，굉， S.2fJ-53. 
- Wolf Dieter Otto(Bayreuth): rKulturverstehen und Toleranz: Lehr- und Lernziele 

des FremdsprachenunterrichtJ , in: l뷔히너와 현대문학，r(특별호)， 한국뷔히너학회 

1998, S.3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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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적으로는 상호간의 차이가 있지만 “문화학으로서의 독일학”이란 

시각에서 이 연구논문들은 “문화학”의 기본바탕에 입각한 외국어교육의 

자세에 관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 대학 사회에서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등등의) 제2외국어학과의 교육 

상황을 예 들어 본다. 특히 최근의 “학부제” 실시와 더불어 ‘존폐의 위기’ 

에 처할 정도로 사양의 길을 내닫고 있는 이 학과들에서 수행되는 인문학 

교육을 생각해 본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영어화”의 시대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신세가 된 제2외국어학과의 이러한 ‘운명’은 

(비-학문적인 대학 敎育觀 및 전근대적인 교육 행정적 처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국어교육의 목표가 - 사회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그것의 추세에 따르는 식으로 - “실용 위주의 교육”으 

로만 내닫고 있는 데서 도래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우리 모두 

가 대학의 존재와 의의 또한 학문의 목표를 망각한지 오래 라는 것을 드 

러낸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학문을 통한 현실의 인식”， 곧 “학문적 현실 

인식”을 추구하는가? 이러한 인문학적 지식은 어디에 펼요하며 유효한가? 

또 그것의 성과는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이 

- Wìlhelm Voßkamp: rLiteraturwissenschaft und KulturwissenschaftJ0997년 8월 

25-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학술대회 Plenarvortrag), in: 
Literatur im η뻐timedi，띠en Zeitalter - Neue Perspektiven der Gerrmnistik in 
Asien, As뼈:sche Cerrrunisten따fIUJ1g lÐ7 Bar넘 1., KGG, S없11 1됐， S.74-93. 

- Sun-J\1ì Tak r Genn뻐stik als Cultural Studies: Versuch einer transkulturellen 
literaturwissenschaftlichen Frauenforschung J, a.a.O., S.388-404. 

- 김항걷ν차제순 r한국에서 독일학과 인접학문 연구 양상J ， in: L독일문학.n(제69집) 

19m, S.381-422. 
실l:l]아 브레첼(Syl띠a Braesel): r 한국에서의 독어교육 백년(Einhundert J때re 

Deutschunterricht in Korea - G어anken zu einem bilater머en Jubiläum)J , in: a. 
a. 0., S.72-75. 

- Karl Stocker: rLiteraturdidaktik an der Schwelle zum digitalen Zei떠lter: 

Interkulturelle Uberlegungen, der korenanischen Gennanistik ge、NidmetJ ， in: (차 
봉희교수 희갑기념 논문집 ) Delαsdze Literatur in Korea: Ein Beispiel jür 
angeuxmdte Interkulturalität(한국의 독일문학: 상호문화성 적용의 한 예)， 서울: 
문매미 출판사 2(xx), S.270-291 

- 정문용(Mun-Yong Chung): rIntemet und Landeskunde im DaF UnterrichtJ , in: a. 
a. 0 .. S.3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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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카우는 대학교육을 통한 국력 양성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등에 관해 

다시 갚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 이에 관한 수많은 

학문적인 논의나 근거해명을 생략하여 - 한국 대학 사회에서 재2외국어 

관련 학과의 펼요성을 구체화해본다면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외 

국어구사능력 획득이 불가능하고 미진한 경우라 할지라도25) 제 2외국어학 

과들에서 수행하는 외국어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문화학으로서의 인문학적 

인 재산이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엄청난 힘을 도처에서 발휘하고 있는 

우리의 체험에서도 입증되며，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위)문화 선진국에 맞서는 의식 자세 곧 세계화/지구촌화된 다 문화의 

시대에서 국제적 문화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는 유일무이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독일어 습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문학적 교육의 성과26)는， “문화” 

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해본다면 어떤 문화 개념 규정(文化觀)에 따르건 

간에 그것이 인간의 심미감에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 

한 우리의 심미적 체험 감수성 미감의 습득 그것의 체질화 등의 교육이 

란 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명 

한 사실에 근거한다 27) 이것이야말로 대학교육을 통한 미래 사회의 ‘문화 

25) 그러나 이 문제는 “영어화” 시대가 아니라 제2외국어의 시대에 처해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현재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취할 것이다. 

26) 예컨대， 그 언어문화권의 정치， 사회， 문학， 종교 등 전반에 관한 정보지식 획득 등， 
과거의 개념으로는 “교양"(Bildung) ， vgl.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유행어 “정보 지식" 

27) 다음의 이야기는 “외국어교육”과 무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고에서 주장 
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한 인문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해당하기에 예를 들어본다. 

(10 여 년 전에 있었던 실례로， 필자의 친지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서울 시청 
의 직원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서울의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정부 지원으로 영국에 

서 “미학” 연수를 하려 했으나 영국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즉， 

다음에 이야기하는 외국 대학 및 문화-사회의 현실을 통찰했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 대학에는 “미학과”가 독립된 단독 학과도 존재하지 않지만， 1년으 

로 무슨 “미학” 공부를 하겠는가. 또한 “미학 연수”라는 말도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 
는 한국 식 이해의 것이다 물론， 위 예에서 언급된 소위 “미학” 분야를 위해， 외국 
대학에서 (독일 대학의 경우) 인문학 분야의 철학과에서 또는 룬스트아카데미 

(Kunstakad뼈e)의 예술사(Kunstgeschichte) 전공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독어독문학 

과에서 “미학” 테마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당 모든 학과의 정 

규 대학교육의 학제 기간이 그렇듯이 (한국 대학제도에 따르면 학사과정의) 8 학기 
이상의 공부를 해야한다. 이러한 형식적/법적인 학제만 지적해보아도 “1년으로는” 그 
어떤 공부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편 천학을， 문학 또는 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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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건 어떻든 간에 대학과정에서 (독일 대학의 경우) 부전공을 필수적으로 2개 해 

야 하기 때문에， 1년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때그때 변화된 학문 

관에 따른 철학의， 문학， 예술 학문 분야에서의 “학제적 자세”를 생각한다면， (한국식 

사고 방식으로) “미학”을 독립된 어떤 특수 학과 전공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 해석학， 미학， 문예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문학/예술 연구). 따라서 “마학 전공 
자”라는 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말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과 우리의 대학 교육기관의 유형， 학제， 학사 행정 등등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누군가가 영국에서 “미학”을 전공(?)하면 

그것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한국식 사고 방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학문" (Wissenschaft)에 대한， 즉 학문을 한다는 교육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소위)“미학”을 필요로 한다는 발 
상 자체에서 드러나듯， 미학 전공을 무슨 연수과정이나 연수받는 코스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내재해 있는 사고의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학문적 언식”의 가치/효과에 대 

한 우리의 전반적인 이해 자체， 특히 “언문학적 인식의 성과”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에서 “미학”을 공부하면 이에 도움이 된다는 

한국식 발상은， 즉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러한 평가(여기서: 미학 교육의 효과)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해， 즉 문화학으로서의 외국학의 기본자세로 

인문학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인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동궤의 것인가! 

본고에서 “외국어교육 쓰기”와 관련하여 예를 든， 일상어 - 학문어 - 예술어/ 

문학어에서 외국어 구사력 획득 가능성을 위한 인문학 필요성의 근거해명에서 

시사된 바， 어떤 나라의/민족의 문화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정신적 
총체성의 표출이기에， 또한 어떤 개념 규정의 문화관에 따르건 간에 문화 그것이 
인간의 심미감에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이란 문화학으 
로서의 외국학의 기본자세로 인문학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상식적 이해에서도， 정신과학(= 인문학) 

의 실체가 한 나라의 교육의， 또한 그 나라의 문화 형성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 형성을 위한 이러한 교육의 성과， 특히 인문학 
적 인식의 성과란 가장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로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외국의 그리고 우리의 수 천년에 해당하는 역 

사적/문화사적 사실에서 주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변에서 볼 때， 이러한 효 
과의 교육 사업에 과연 누가 투자하려하겠는가(현 우리 한국 대학의 현실 문제! ). 그 
러나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에서 “마학”음 공부하려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고에도 이러한 인문학교육을 통한， 그것의 생산 

적인 효과작용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으며， 또한 그런 교육적 효과에 근거한 
외국의， (소위)문화선진국의 그것에 대한 평가도 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까지나 인문학(예: 미학)에 대한 상식적이며 표피적인 이해이기에 바로 커다란 문제 
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문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우리의 한국식의 이 
러한 표피적인 이해의 자세뜰 벗어나 “학문윤 통한 현실의 인식”， 즉 “학문적 현 

실인식”을 추구하는 인문학적 지식의 유효성， 그것의 성과가 실짐적으로 어디에서 발 
휘되는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의 미래 문화사회 형성플 위한 짐적 공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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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한 국력 양성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문화학”의 기본 자세와 방향은 본고의 서두에서 “프로그램으 

로서의 문화” 개념 중심으로 논한 “상호문화성" Onterkulturalität)과 “문화 

창출성" (Transkulturalität)에서도 시사해 볼 수 있겠다. 기존의 고유(민족) 

문화와 타문화의 관계에서 볼 때 양쪽에서 즉， 글로별 시대에 처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추구하는 문화， 그것은 문화와 문화들 간의 관계， 그들간의 

상호행위， 그리고 이러한 “상호문화성”의 적용을 통해 상호문화적인 한 

계들을 넘어서 마침내 문화적 교량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안과 학문 

적 구상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될 “문화창출성”에 근거할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글로별 시대의 상황에서는 따라서 “국적을 초 

월하는 문화 패러다임의 등장"28) 이 예고되고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장출성”이 구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 

다. “국적을 초월하는 문화 패러다임”이란 말이 시사하듯이， 과거에 횡횡 

했던 “언어 지배”와 마찬가지로 “문화 지배” 또는 “문화의 우열"(문화들 

간에서의 우위성) 개념이 존재하던 그 상황과는 다르다 자기 고유한 특 

수 문화를 간직한 우리 모두는，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올바른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곧 창출을 향해 추구하는， 열려있는 현 상황에서는 

다같이 평등하게 출발점에 놓여 있으며 또한 바로 이러한 상태와 자세에 

서만 가장 생산적인 문화장출성의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어 문화’의 창출 또한 세계화된 언어 문화의 창출도 결국 문화와 문화 

들간의 교류에서 또한 문화의 창출 작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생산적 구처1 

화(Konkretisation)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 문화” 또는 “세계 문 

학”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주 회자되었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 

계적인 것이다” 라는 테제의 근거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학”의 입장에서의 시각을，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그것의 

교육적 자세에 적용해 보자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외국어구사능력”을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효과， 이윤을 불러오 

는 실용 위주의 것에만 급급한 그런 교육자세에서 어떻게 문화 형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비판적/계꽁작 시각에서도 어쨌든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28) 앞의 각주 . 참조. vgl 슈미트의 논문 “문화와 문화성의 양식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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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기 위한 우리의 “외국어” 교육은 (본고의 앞에 제시된 여러 실례들 

에 준해 표현해보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실현”으 

로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가장 세계적이며 가장 한국적 

인 문화 및 언어의 창출을 위한 노력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우 

리말 “한글” 읽기， 말하기， 쓰기의 교육을 통해서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상호문화성과 문화창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학의 기본 자세에서 보자면， 

논리적이며 또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전 세계 인류의 공통 언어로서의 

“음악”을 생각해본다면 - 이런 현상은 실제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

가장 세계적이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 및 언어 창출은 이러한 패러독스의 

성취에 근거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창출 

성 가능성으로서의) “언어 문화”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오늘날 “영어화”의 

시대에서， 즉 “한국인의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한글”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즉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전제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인 

문학의 필요성， 곧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에 정향된 외국어교육의 시 

각에서，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 읽기， 말하기， 쓰기의 교육 

목표를 동시에 외국어교육을 위한 기본 자세 및 목표로 제안한다. 

한편， 이러한 “문화학”은 외국어교육을 위한 기본자세로서， 특히 다문 

화 시대에서의 현실인식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멀티미디어”， 

“뉴우미디어”의 발전 및 그 적용으로 대중매체화/다중문화화된 현실에서 

(소위)인터넷 시대의 문화학의 단초들을 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피 

할 수 없는 현설이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세계화와 문화의 획일화에 위협받는 시대에서 문화의 양상들”이란 과거 

처럼 “추상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과 인식의 공동 

진화 과정에서 뚜렷하게 감지”되는 속성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 

늘날 인문학의 형태가 다시 말해 그것의 패러다임 변천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미디어학(Medienwissenschaft) 중심의 지식 세계(학문 

분야)29) 에 등장하는 다음의 연구테마들， 예컨대 “미디어”， “뉴우미디어”; 

29) 예컨대， 현재 독일대학의 독어독문학과의 경우， 이러한 “미디어학”과 연계되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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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매스미디어(대중매체， Massenmedien)" , “상호매체성 

(lntermedialität)" , “미 디 어 사회 화(Mediensozialisation)" , 사실/현실 구성 

(Wirklichkeitskonstruktion) , “사회화의 도구로서 미디어” 등에서， 즉 “미 

디 어 성 (Medialität)" , “ 미 디 어 현 실 (Medienwirklichkeit)" , “ 미 디 어 제 공 물 ( 매 

체산출물， Medienangebot)" 에 관한 관찰이 주축을 이루는 연구들에서 알 

아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미디어학으로 정향된 학문적 패러다임의 방 

향과 그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문학학” 분야에서의 

“미디어학으로서 문예학”도 이러한 시각의 맥락을 시사하는 인문학 분야 

의 한 예이다. 특히， 텍스트연구를 중심으로 지적해 볼 때， 과거의 인문학 

적 문학연구에서의 관찰주제 “상호텍스트성 (In tertextuali tät)"과 더불어 그 

주안점이 “상호매체성(lntermedialität)"의 관찰로 옮겨가는 데서 볼 수 있 

듯이， 거기서도 미디어학으로 정향된 문학연구의 자세가 주축을 이룬다. 

과거의 것이 되었건 현재의 인문학이건 간에 어떻든 인문학 그것이 원천 

적으로 해내는 생산적인 결실물로서의 “학문적 인식”과 관련하여 “현잘 

언식”의 주채를 생각해본다면， 그것의 과제가 이제는 “미디어현실 

(Medienwirklichkei t)" 의 인식이론 및 학문이론으로 진행되는 점이 그 특 

정이다. 이러한 다중문화시대의 현실 인식의 자세는 (외국어교육의 바탕 

으로서의) “문화학”의 핵심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문학적 

현실 인식의 자세는 우리에게 다중문화시대의 인문학적 성과가 작동하는 

현장을， 마찬가지로 다중문화시대의 “학문” 및 “대학”의 중요성을 지시해 

준다- 예: 다중문화시대의 인문학적 지식으로서 “미디어제공물과 결부 

된 미디어현실”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 그리고 그것의 효과 는 어디에서 

지 않은 대학이나 학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과거에 진행 

되었던 “커뮤니케이션 학” 중심의 연구소들도 “미디어학” 관련의 연구를 전개하고 있 

다. (인터넷 자료에 근거하여) 예를 들어보자면， 라이프치 대학의 Institut für 
Kommunikations- und MI어ien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Leip:낀g， 뭔 헨 대 학의 

Institut für Kommunikationswissenschaft(7.eitungswissenschaft) Uni M비1chen， 자유 

백림 대학의 Institut f1디r Publizistik-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an der 
Freien Universität in Berlin, 뭔스터 대 학의 Institut für Publizistik- und 
Kommw피mtionswissenschaft， 괴 팅 겐 대 학의 Institut f，디r Publizistik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der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및 밤베르크 
(I3am1:"ffg) , 에어푸르트(맘furt) ， 에센(GH Es잊n) 대학의 Kommunikationswissenschaft 
관련 학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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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 될 수 있는가?30) 

이러한 인문학의 패러다임 변천의 형태와 맞물려 있는， “문화학”도 매 

체교육학(Medienpädagogik) "으로 정향된 자세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매 

체교육학”에 관해서는 - 필자 자신도 이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해야할 입장이므로31)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 앞에 언급한 

“미디어학으로 정향된 문예학” 또는 “학제적 학문자세의 문화학”도 그러 

하지만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서 드러나듯， 오늘날 

글로별 시대를 맞은 한국 문화-사회에서 외국어교육이 “미디어학으로 정 

향된 문화학으로서의 외국학의 교육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 모두에게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최큰 여러 학 

문 분야에서도 그러기에 매체교육학의 자세로 정향된 언어/문학 교육， 언 

어/문학 강의， 언어/문학 연구의 방안이 모색/제안되고 있다 32) “문화학으 

로서 외국학에 정향된 외국어교육”도 그 연구， 교육이론， 교육방법에 있어 

30) Vgl. 차봉희 r한국 루카치 수용에서 변증-유물론적 미학이론에 대한 재 성찰의 필요 
성 - 루카치의 리얼리즘 미학의 기능미학적 시각을 중심으로J ， in: r문예미학 4J 문 

예미학회 1ffi8. 10, S.347-41O(특히， “4 다매제 시대 문화-사회에서의 ‘현잘구성’ 과 
‘매체현질’"， S.398-408.) 

31) Vgl.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담당하고 있는， 2아x)년 학술진흥재단의 국제적 협동 연구 
의 프로젝트 “(활자)텍스트로부터 하이퍼텍스트에 이르기까지 - 다중매체시대에서의 

쓰기， 읽기 그리고 이해에 대한 연구"(Vom Text zum Hypeπext - Schrei밟1， 

Lesen und Verstehen im m버tirr빼ialen Zeitalter). 
32) 요 근래 독어독문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분야의 연구논문들 자료(발표 연도순): 

- 홍명순 rComputer 활용한 독일어 수업 J ，in: L"독어교육.J](자111 집) 한국독어독문학교 

육학회 1~3. 
홍명순/임선희/박광자 r한국에서 Computer 이용한 독일어 수업 - 그 이론적 배경 
과 현장 적용 사례J ， in: ["독일문학.J](제54집) 19:}4, S.520-547. 

- 정문용 r독얼어 수업에서의 Computer 활용 방안 연구」， in: 「독일문학.J](제59집) 

1~. S.385-때7. 

- 오제명 r독문학의 위기 진단과 전자 텍스트를 활용하는 독문학 연구의 가능성 J ， 

in: ["독일학연구JJ(제7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l ffi8, S.314-323 
- 이정준 r컴퓨터 지원에 의한 교육과 연구: 지역득수성을 고려한 독어독문학의 구 

축 및 확충J ， in: IJ독일문학J (73집) 2cxx), S.379-402; vgl. Jeong-Jun Lee: r 

Comput하unters다itzte Lehre und Forschung: Aufgabe und Ausbau einer 
landespezifischen Germa미stikJ • in: (차봉희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Deutsche 
Literatur in Korea: Ein Beispiel fiiπ αzgeuαzdte Interkultura1it섭ft， a.a.O‘’ 

S.29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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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체교육학’으로 오리엔테이션된 연구를 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방법과 

강의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33)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학제적 

자세의 “문화학”， 즉 인문학 교육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을 

위해 매체교육학적으로 정향된 교육으로서 “매체 활용의 실제 

(Medienpraxis) "34)가 이 루어 져 야 할 것 이 다. 

한편， 이러한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에 기저한 외국어교육은 “한국 문 

화 특수적으로"(또는 지역 특수적으로) 정향된 시각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화 특수적" (kulturspezifisch)이란 간단히 말해， 한 

국 “현실인식의 모든 구성인;A}'’(wii념lC바eitskonstruierende Bedingung sfaktoren) 

를 포함하여 그것이 표출하는 우리의 현 모습을 가리키는 수식어이다. 예 

컨대， 우리가 (주로 외국의 상황에 견주어) ‘이건 전형적인 한국적 상황이 

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우，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맥락 

(Wirklichkeitskontext)에는 우리의 특수 현실적인 것 따라서 ‘한국적인 

것’(etwas Koreanisches) 이 가장 적나라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형적인 한국적 모습”이라 판단된 그 현실인식의 실체 내용을 표출하는 형 

용사로서 “한국 문화 특수적 (korea - kulturspezifisch) 11 이 라는 것 이 다. 또는 

“한국 특수한 문화적 "(korea-spezifisch kulturel1)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 

겠다 35) 

33) 예컨대， “다중매체 시대에서의 텍스트 연구”， “활자텍스트와 전자텍스트가 병존하는 현 
한국 문화-사회에서 텍스트 쓰기， 읽기 그리고 이해에 대한 매체교육학으로 정향된 연 
구”， 이러한 시각에서의 “언어/문학 교육과 강의의 방안 모색” 등의 연구 테마. 

34)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오늘남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맞닥치고 있는 예컨대， 다음의 테마 
둡에서 그런대로 시사해 볼 수 있겠다: 위에 언급한 “미디어학(M어ienwissenschaft)" , 
“ 미 디 어 교육학(M，어len며dagogik) " , “ 매 체 활용의 교육/실제(M，어lenpr밍이s)" 라는 개 

념을 비롯하여 “미디어문화(M，어le마ultur)"; “매체 관련의 자료실/미디아관” 

(]\;L어iotheken， vgl. Bibliotheken); “다중매체의 수업/교육 자료(m버timediale 

Lehrmitteln)" ; “다매제 활용의 학습(M버tirr때iales Lernen)"; “매체적/매체륜 동한 감 
지" (rr때iale Wahrnehmung); “이미지/像 읽기와 배우기 (Bilder lesen lernen)"; “이미 
지/像 이해하기"(Bild Verstehen, vgl. Weltwissen; Codewissen); “화상/동영 
상" (Bilder !bewegte Bilder); “상정 체계로서의 매체달(M떠ien sind Symbolsysterrε)"; 
“이 미 지Ii'짱 생산자"(Bildproduzenten) ; 화상자료(Bilderdaten); 필픔자료(Filmdaten); 화 
상자료와 음성 자료(Bild- und Tondaten); 필름 수용(Filmrezeption); 청 각화상 수용 

(Hörbilderrezeption) ;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 미디어 "(Hypertext und Hyperm어ia)" .. 
rτ 1 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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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 특수적”이란 개념의 테제를 외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즉 

“한국 문화 특수적으로 정향된 외국어교육”에 적용해 보면， 여기서 “문화 

특수적” 요소들이란 우리의 언어， 문화， 교육에 전제되어 있는， 즉 그것의 

현실 이 내 포하고 있는 사실 구성 요소들(Wirklichkeitskonstruktionselemente) 

을 가리킨다. 우리의 교육 실체에 대한 현실인식의 구성인자로서 (앞에서 

언급된 것만 지적해본다면) 지금까지의 외국어교육의 자세 및 방법에서의 

문제점들을 비롯하여 외국어교육의 (또는 외국 것 수용의) 1세기를 넘은 

한국수용사적 맥락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정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수용/영향사적 맥락에서의 사실적 요소들， 본고의 각주 

26)에서 예든 “인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드러내는 한국적인 사고 방 

식 등36) ， 또한 대중문화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로 현재의 글로별 시대의 

다중문화 사대， 인터넷 시대로， 그리고 앞으로 하이퍼 문화의 시대로 불쑥 

들어서게 되는 현황에서 외국어교육이란 우리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 

들을 포함한다(예: 국제화시대에서의 영어의 필요성， 컴퓨터 영어， 인터넷 

시대의 영어 등등 “언어 현실”의 맥락에서의 사실구성적 인자들). 

따라서 외국어교육 (또는 외국어문학 분야에서의 대학 교육)의 기본 자 

세로서 제안된 문화학으로서 외국학이 한국 문화 특수적”으로 수행되 

35) Vgl. 차봉희 (Referat bei der Asiatischen Gennanistentagung in Fukuoka/Ja여n， 

21.-24.August 1æ9) r Ansätze zu einer interkulturellen und interdisziplinären 
Literaturforschung im multitredialen Zeita1ter in bezug auf die kulturspezifischen 
Elemente im Rezeptions- und Konlαetisationsprozeß des Frerr닙enJ ， in: Schwellen 
übersdu-eitungen 2. Japanische Gesellschaft f디r Germanistik, 2αX)， p.532-않0; vgl. 
차봉희 rRezeption und Konkretisation 머s interkulturelle Konstruktionsleistung? -
Am Beispiel der wirkungsästhetischen Betrachtung des kritischeh Realismus in 
KoreaJ , in: (차봉희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Deutsche litenαur in Korea: Ein 
Beispiel jiir α19euxoulte Interkultralität, a. a. 0., p.147-167, hier, p.162ff. 

36) 위의 각주 27)에서 예든， “아름다운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에서 “마학”을 공부 
하려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고에도 인문학 교육을 통한， 그것의 생산적 

인 효과작용에 대한 평가(예: 심미적 체험， 감수성/미감 교육/습득 등을 통한 인문학 
적 자산 보유) , 또한 그런 교육적 효과에 근거한 외국의 문화선진국의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내재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인문학(예: 미학)에 대한 단순한 상식 

적인 이해이기에 바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예컨대 이러한 “인문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우리의 ‘한국식’의 표피적인 이해의 자세를 가리켜 여기서 “문화 

특수적”이라 표현했다. (제대로 되지 못한 몰이해， 무지， 무식 등의) 이라한 문제점들 

이 곧 우리의 현실구성요소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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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주장은， 외국어교육의 생산적인 방안이 일차적으로 “한국 문 

화 특수적”인 현실구성요소들의 인식에 입각해 그 위에서 찾아 내져야함 

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까지 외국 것을 무조건 우선적으 

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비 창의적이며 수동적인 수용자세에 대한 비판/생 

산적인 성찰을 통해， 즉 “한국 문화 특수적으로" (또는 지역 특수적으로) 

정향된 외국어교육의 생산적인 방안 모색이 펼수적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시각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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