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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문

공공언어와 인권
- 쉬운 공공언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1. 하트 세이버와 Kiss & Ride
2. 우리의 관심사는 공공언어
3. 공공언어에 대한 ‘간섭’은 정당한가?
4. 쉬운 공공언어가 알 권리를 지켜준다.
5. 외국어 능력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문화

1. 하트 세이버와 Kiss & Ride
제주소방청의 구급대원에게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Heart Saver’라는 상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시민이 왜 그런 이름에 게다가 로마자로 상을 만들었냐며 항의했
다. 소방청에서 상대해주질 않아 한글문화연대에 전화로 그 분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자기 대신 나서서 꼭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 여기서 ‘하트’는 ‘마음, 사랑 표현’이 아
니라 말 그대로 ‘심장’이다. ‘하트 세이버’는 심장마비에 빠진 응급환자를 빠르고 안전
하게 구조한 대원에게 주는 상이란다. 이에 소방청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려
실태를 확인하다 보니 하트 세이버만이 아니라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까지
새로 생긴 게 아닌가. 심장마비, 뇌손상, 외상 환자를 구해낸 대원들에게 주는 영예의
상인데, 이름이 이렇다.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낸 뒤 열흘가량 지나서 답이 왔다. 바로 바꾸겠다는 건 아니었
지만 바꾸도록 노력하겠단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각 세이버 제도의 명칭을 우리말로
개선하도록 하는 부분은 자체 검토 후 구급대원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 등 의견을 반
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면 제법 괜찮은 축에 속한
다. 6.25와 관련된 어떤 기구에서 ‘국민 서포터즈’라는 말을 썼길래 이를 쉬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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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라고 했다가 “홍보할 시간이 부족하여 응원단 등보다 쉬운 서포터즈라는 말을 썼
다.”고 비아냥대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다.

소방청에서 ‘하트 세이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 제주 소방청에서
항의 시민에게 답하기론 그 이름은 이미 국제적으로 쓰는 것이라 고칠 수 없다고까지
했다는데, ‘글로벌’ 시대에 이런 외국어 이름을 들여다 쓰는 게 무어 그리 대수냐는
반응이었단다. 응급환자를 구한 대원에게 주는 상 이름이니 그 용어가 직접적으로 시
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아니다. 그러니 좀 그럴듯하게 하트 세이버 같은 외
국어로 ‘있어 보이게’ 치장해도 괜찮지 않은가? 아마도 처음에 이 용어를 끌어들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태를 파악하면서 그 남매들로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가 새로 생
겼다는 사실에 이르자 이게 그저 한두 번의 모방에 그칠 일이 아니라는 우울한 예감
이 든다. 어느 자리에서고 하트는 심장을, 브레인은 뇌를, 트라우마는 외상을 대신하
여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재료로 쓰일 것이다. 소방청 119의 약속은 아직도 “Safe
Korea”이지, 한국어로 다른 말이 없다는 사실로 볼 때 그저 헛걱정만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한두 개의 외국어 낱말을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그 낱말은 공적 공
신력을 얻게 되어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그런 외국어 낱말을 사용하다 보면 다
른 외국어 낱말을 사용하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
서게까지 된다. 그리고 그런 용어가 공공기관에서 자주 쓰이다 보면 전염병처럼 퍼지
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Kiss & Ride’라는 말이 꼭 그렇다.

2017년에 어려운 안전용어를 조사하여 쉬운 말로 고치는 활동을 하다가 어떤 시민
의 제보로 용인시 동천역 앞에 ‘Kiss & Ride’라는 표시가 찻길 바닥에 적혀 있고, 그
옆 표지판도 그렇게 영어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하는 곳인가 알아
보았더니 철도나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을 배웅하거나 마중하기 위해 차를 잠깐 세
울 수 있는 구역이었다. 이를 고쳐달라고 용인시 도로교통과에 공문을 보낸 뒤 대여
섯 달 지나 이 표시는 ‘환승정차구역’으로 바뀌었지만, 곧 수원의 광교중앙역 앞에,
그 뒤에는 고양, 이천, 여주 등 여기저기에 이 표시가 새로 생겼다.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을 하듯이 우리가 발견하여 없애고 나면 또 다른 곳에 생기고, 없애면 또 생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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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말은 ‘하트 세이버’와 비교하면 확실히 시민의 안전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Kiss & Ride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과 보행
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사고를 낼지 누가 알겠는가. 그럼에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
는 것이다.

2. 우리의 관심사는 공공언어
Heart, Brain, Save, Kiss 따위는 지구촌 시대 이전에도 우리 국민 사이에서 자주
쓰이던 말이다. 물론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외국어 낱말
을 우리말로 바꾸라는 건 언어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제 흐름에 뒤처지는 폐쇄적인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국어운동이
나 국어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런데 이 비판에는 몇 가지 오해가 깔려 있
다. 첫째, 국가가 국어순화를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오해이다. 둘째, 영역
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의 모든 언어 생활에 간섭하고 있다는 오해이다. 셋째, 외국
어 낱말을 토박이말로 바꾸라고 강요한다는 오해이다. 이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자.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 창립 당시부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
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낱말을 쉬운 말로 고치자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2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석 달 치 보도자료 약 3천 건을 해마다 모두 조사하여 통
계를 내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 효과가 오래 이어지지 않아
2019년 1월부터는 중앙정부 18개 부의 모든 보도자료를 상대로, 7월부터는 20여 개
언론의 기사 내용을 상대로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에 대해 되도록 쉬운 우리말로 써달
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다. 9월부터는 국립국어원, 문체부 등과 협력하여 중앙정부 45
개 부처청위원회와 17개 광역시도가 내는 모든 보도자료의 제목, 20여 언론의 주요
기사 제목에서 외국어 남용을 조사하고 이를 줄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는 새로 등장하는 외국어 신조어를 재빨리 우리말로 바꾸는 체제를 만들어갔다. 2020
년에도 이어진 이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의 기자와 기고가는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단어는 쓰던 대로 쓰는 게 소통에 가장 좋다.”(『매일신문』, 「드라이브스루(X)
승차진료(O)? “국립국어원이 또?”」, 2020.03.17)
“…민주 사회에서 언어 순화는 불가능하다.” (『한겨레』, 「고쳐지지 않는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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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 형식으로 단어를 고쳐 쓰라는 고정관념이 짙게 배어난다.” (『한국경제』, 「문
체부·국립국어원, '그들만의 우리말' 만들기」, 2020.04.06)
“…그래, 아예 이참에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바꾸자.”(『세계일보』,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2020.04.06)

대개는 이런 사업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강압적 국어순화와 동일시하면서 ‘표현
의 자유’ 일반에 대한 간섭이자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라는 비
판을 가했다. 이 사업을 한글문화연대에서 독자적으로 먼저 시작하였기 망정이지 그
렇지 않았다면 모든 언론에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행태라고 심하게 비판했을 것이
다.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국어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분야에 쏟은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한글문화연대의 활동이 쌓인 결과로 국어정책의
관심사가 물길을 바꾼 것이었다. 이 일에 정부가 끼어 있다고 바로 국가주의를 들먹
이는 건 좀 섣부르다.

국가가 나섰다 하여 모두 국가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감시자, 관리자의 역할을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 맡아서는 안 되는가? 업무 전반
에 대해 감사원이 그런 기능을 맡고 있다면, 국가의 공공언어 사용에 관해 그 주무부
처인 문체부에서 이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권고하는 일이 왜 비
난받을 일이겠는가? 그 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그 활
동이 불필요하다고 볼 일은 아니다. 국가가 만들어내는 무수한 공문서와 정책과 행사
에 쓰이는 말을 국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제동 장치 하나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로, 우리의 관심사는 정부와 언론 등의 공공언어다. 언어란 사람과 관계없이 홀
로 춤추고 돌아다니는 요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돌아다니고, 사람들
이 어떤 의도로, 어떤 용도로, 어떤 관계로, 어떤 일로 말하느냐에 따라 언어의 역할
은 달라진다. 연인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회사에서, 민원인
과 공무원 사이에서, 정치인들과 국민 사이에서, 뉴스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모두 다르
고, 같은 낱말일지라도 말빛이 다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언어는 연인,
친구, 가족, 동료 등 사적인 관계에서 말하고 듣는 개인언어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
정치인, 유명인 들이 공적인 일 때문에 공적으로 말하고 쓰는 공공언어다.

사적인 개인언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친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봉변당
할 짓이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언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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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섭‘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흔히 국어운동에 비판적인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은 국어운동가들이 세간의 모든 말에 같은 무게로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하지만, 한글문화연대 운동가들은 사적인 개인언어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의 영역이지 운동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단계 국어운동
의 관심사는 오로지 공공언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국어 번역에서 토박이말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비말’보다는
‘침방울’이, ‘해태하다’보다는 ‘게을리하다’가 더 쉬운 말이므로 이럴 때는 토박이말을
제시하겠지만,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한자어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한자어로 바
꾸는 것도 그 말의 뜻이 분명하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외국어 신조어의 경우에도
‘코호트 격리’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와 ‘통째 격리’ 두 가지 대안을 내놓지만 어떤
말을 쓸지는 언중의 선택에 맡긴다. 특히 국어사전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 토박이
말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다는 오해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흑색선
전에서 비롯하였다. 드라마나 개그 프로가 아니라면 ‘아이스크림’ 대신 ‘얼음보숭이’를
쓰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3. 공공언어에 대한 ‘간섭’은 정당한가?
공공언어란 공익의 목적 아래 많은 이에게 두루 전해질 것을 전제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다. 오늘날 공공영역은 대개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다. 시민사회는 언론과 사회관계망 등의 공론장을 통해 공공영
역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거나 협치를 맡는다. 정부가 단일
대오로서는 가장 크고 방대한 조직이다보니 공공언어에서 공무, 행정언어의 영향은
다른 발화자들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높다. 법과 제도와 정책을 다루고 공공시설
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영방송 등을 통해 공론장 일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언어의 생산자는 행정가, 학자, 기술자, 기업,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할 수
있지만, 대체로 공무원들이 용어에 공식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그리고 언
론으로 유통됨으로써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공공언어란 대개
정책, 행정 등에서 사용하는 공무 언어이다. 우리가 이런 공공언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생산자가 소수로 제한되고 영향력은 막대하지만, 시민들이 함부로 고
치거나 간섭하기 어렵다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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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Kiss & Ride’ 표시로 돌아가 보자. 이 표시는 개인이 자기 집안 주차장에 적
어놓은 게 아니다.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이 표시에 적힌 정보의 뜻을 파
악하여 그것에 맞게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환승정차구역, 배웅정차장 정도의 뜻이므
로 오래 주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나 자기 집이나 가게 가까운 도로에 이런
표시를 제멋대로 그려놓고 이용할 수도 없다. 이 말을 만든 사람도 몇 안 되는 공무
원이고, 이 시설의 위치를 정하여 표시하는 사람도 몇몇 공무원 또는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다. 즉, 공공언어는 용어를 만들고 규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극소수 공
무원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문제는 이런 공공언어가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이다. 대
표적으로 앞서 보았던 ‘Kiss & Ride’나 ‘싱크홀(Sink Hole: 땅꺼짐)’과 같은 말은 국
민의 안전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벽)’와 같은 말은 복지에, ‘어닝 쇼크
(earning shock: 악실적 주가하락)’와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와 같은 말은 주
식투자에, ‘규제 샌드 박스(sand box: 규제 유예)’는 기업 경영에, ‘모멘텀(momentum: 탄력)’은 남북관계 이해에,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협업)’은 문화 활동에,
‘글로브 월(glove wall: 장갑 벽)’과 같은 말은 보건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매체 이해력)’와 같은 말은 정보화교육에, ‘스윙 보터(swing voter: 유동 투
표층)’과 같은 말은 정치 참여에,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 사기 전화)’과 같은 말
은 범죄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컴퓨터’나 ‘디지털’처럼 대신 쓸 우리말이 마땅
치 않고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 굳어버린 ‘외래어’ 말고, 우리말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외국어 낱말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는 친구나 연인, 동료, 가족들 사이에서 인간적 감정을 나누는 말은 아니
지만 생활의 토대인 안전과 재산, 권리와 의무, 행복을 추구할 기회 등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말들이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여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인인 이상 우리는 이런 말의 규정력에서 도망갈 수 없다.

게다가 공공언어는 법령 문장과 정책 이름, 행사 이름, 각종 설명서와 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지위를 얻곤 한
다. 왜 한국의 소방청이 한국 시민에게 영어로 약속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19의
약속 Safe Korea”는 힘 있고 뜻있는 소방청장이 나서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
다. ‘Kiss & Ride’도 출처를 찾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

- 10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그 말이 들어 있어서 너나없이 새 기차역 근처에 이를 만
든 것이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뜻하는 ‘Green Food Zone’은 법령 아래
시행규칙에 그렇게 표기하라고 정한 탓에 전국 10,000여 학교 앞에 로마자 간판이 섰
고, 교체 비용이 너무 크다고 정부는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클러스
터, 플랫폼’ 따위의 외국어 낱말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법조문 안에 들어가 행세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법률용어라는 지위까지 얻는 바람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사
용된다.

나는 공공언어에서 외국어 낱말을 사용하면 이를 마주하는 국민들의 외국어 능력
차이에 따라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더구나 ‘Kiss & Ride’처럼 단어
뜻을 안다 하더라도 맥락을 모른다면 그 뜻에 도달할 수 없는 말도 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에도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
에서 명령한다. 이야말로 통제되지 않는 무형의 권력이고, 국민의 입에서 나왔으나 국
민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이다. 따라서 공공언어에 대한 간섭은, 특히 시민의 비판과
개선 요구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활동이라고 보아
야 한다. 공공언어에 대한 간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공공언어를 독
식하려는 사람, 또는 제멋대로(자의적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려는 사람이다.

4. 쉬운 공공언어가 알 권리를 지켜준다.
국제인권규약 2조 1항에서는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 있으며,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
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 사회나 국가 안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와 소수가 사용하
는 언어가 다를 때 사용 집단 사이에서는 다양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아
무래도 소수 언어 사용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언어인권(linguistic
human rights)은 주로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
하는 개념이다. 대개 그것은 학력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레 획득하는 모어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뜻한다. 한 가지 사례를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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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소수 언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공문서의 다중 언어 표
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2007년에 알래스카주 대법원이 내린 ‘크리츠(Kritz) 판
결’1)이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는 2015년 현재 알래스카의 인구를 738,432명으로
추정하는데, 66.7%가 백인이고, 14.8%가 원주민, 5.4%가 아시아인, 3.3%가 흑인이
다. 82.4%가 영어만 쓰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3.5%, 인도-유럽 언어는
2.2%, 아시아 언어는 4.3%이다. 다민족, 다언어 사회인 것이다.

알래스카주 대법원에서는 ‘영어 공용어 지정법(Official English Initiative)’ 320조
가 모든 공무원이 영어만을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여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제320조의 제1문과 제2문이었다.
제1문은 “영어는 모든 정부의 기능과 활동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문은 “모든 공문서와 기록(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집하거나
출판하거나 기록하는 모든 문서를 포함)을 작성할 때 영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다.

알래스카주 대법원은 제320조 제1문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내렸다. 제1문은 영어가
배타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언어의 사용은 금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서다. 즉, 제1문은 정부공무원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 rights of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와 그들의 표현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 rights of the recipients of their speech), 시민들이 정부에 청원할 권리
(the rights of citizens to petition their government),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언
어로 말할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s of each Alaskan to speak in the
language of their choice)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제2문에 대
해서는 헌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제2문이 영어본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지 다중
언어본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언어 사회가 아니라 단일 언어 사회이므로 이런 갈등이 ‘언
어’보다는 주로 ‘문자’ 수준에서 한글전용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외국어 남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어’에 따른 차별은 다
중 언어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단일 언어 국가에서도 학력이나 외국어 능
력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언어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학력 자본이 보이지 않는 신분
1) Alaskans for a Common Language v. Kritz, 170 P.3d 183 (2007). 이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
소 사건번호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위헌심판청구인들이 낸 ‘청구인 보충의견서’(2013. 12. 30) 74
쪽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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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동하는 현대 사회, 특히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에
서 비롯하는 외국어 능력 격차는 나날이 심각해진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어려운 말
이나 문자를 사용한다면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
며, 영어는 한국인에게 쉽지 않으므로 영어 대신 우리말을 쓰자고 하는 것이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주로 정부와 언론에서 쓰는 공공언어를 쉽고 우리말답게 가꾸
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원칙은 이렇다. 첫째, ‘리스크’는 ‘위험’으로, ‘싱크홀’
은 ‘땅꺼짐’으로, ‘보이스피싱’은 ‘사기전화’로, 즉 영어사전의 도움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거나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쓰자고 요구한다.
둘째, ‘AI, R&D, TF’처럼 외국 문자로만 적고 말해선 안 되며, ‘연구개발, 전담반’처
럼 우리말로 풀이하여 한글로 적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옆 괄호 속에 외국 문자를
함께 적으라고 요구한다. 셋째, ‘비치하다, 해태하다’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갖추어
두다, 게을리하다’와 같이 더 쉬운 토박이말을 쓰라고 요구한다. 넷째, ‘자동제세동기’
처럼 어려운 말은 한자어일지라도 더 쉽고 뜻이 명료한 ‘자동심장충격기’로 사용하라
고 요구한다. 다섯째, 일본어투와 영어투 문장, 개조식 문장에서 벗어나 가장 자연스
럽고 뜻이 분명한 문장을 쓰자고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의 기본 정신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의 공문서 규정, 즉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
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담겨 있다. 나는 공공언어의 사용과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어기본법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미국에서 2010년에 제정한 ‘공문
서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 Act)’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세한
지침을 작성하여 꾸준히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도 쉬운 공공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최고위직 버금가는 인사에게 그 기관의 국어
사용을 총괄하고 매년 성과를 모아 누리집과 의회에 공개할 책임을 맡겨야 한다.

5. 외국어 능력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문화
우리가 공공언어 가운데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자고 하는 까닭은 대개 외국어
인 그것이 우리 민족의 말이 아니라서가 아니다. 그 외국어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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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고 외국어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존엄을 뒤흔들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공용어인 한국어만 알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운동 정신은 어리석은 백
성이 제 뜻을 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쉬운 글자 한글을 만든 세종의 애민정신과 정
확히 일치한다. 즉, 한글문화연대에서 벌이는 쉬운 언어 운동은 세종의 한글 창제 정
신에 기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 인권 운동인 것이다.

그런데 공공영역의 외국어 남용을 비판하면 바로 ‘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의
발상이라는 비난이 돌아온다. 지구촌 시대에 케케묵은 역사적 뒷걸음질이라는 주장인
데, 개방과 세계화는 무조건 옳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시도는 모두 어리석다는 시각
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를 이렇게 싸잡아서 나쁘다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2) 우리 사회
에서 위정자들은 한 번도 민족주의에 철저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대개 친일파이거나
사대주의라고 비난받을 만큼 민족 자주적이지 않았고, 민족의 이름을 들어 독재를 미
화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였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개화기 동학농민전쟁부터 일제
식민지 시절까지 저항적 민족주의로 민중 속에서 깃발을 올렸지만, 해방 뒤에도 정치
적 승리를 거둔 적은 없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족주의’라고 할만한 주장이나 실천
도 매우 미약하였고, 그나마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기 일쑤였다.

그래도 외국어 남용을 비판하는 정신을 민족주의라고 친다면, 그 민족주의가 우리
사회에 무언가 해악을 미치는지 따져볼 일이다. 그런 민족주의가 세계 무대에서 우리
가 다른 민족과 폭넓게 교류하는 활동을 방해하는가? 인권, 성평등, 평화, 환경보호,
공존 등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가? 만일 외
국어 교육을 하지 말자거나 외국과 교류하지 말자는 폐쇄적인 정책이라면 이런 비난
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영역의 외국어 남
용을 비판하는 것이 그런 세계주의와 어떻게 대립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란 말인가?

언어의 교류와 사용에 무역 원리 같은 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에 따른 영어 보복이 일어날 리는 만무하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익, 우리 주위의 이익을 찾아가면 되고, 그러면서도 세계시민주의적인
보편성을 잃지 않으면 된다. 폐쇄적일 필요가 없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 세계화의 진전이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국민끼리 영어를 써야 할 이유
2)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의 쟁점: 개념과 과제’, 2010, 김영명은 민족주의와 민족 정서를 구별해야 하
고, 민족주의라고 싸잡아 말하는 국민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 등을 민족주의와 섬세하게 구별할 필
요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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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
회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
을까? 민족의 자주, 실리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말의 풍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
다. 우리말로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론을 세울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신과 노력
없이는 지식 대중화가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쉬운 영어 낱말 몇 가지 사용한다고 해
서 우리 민족의 영어 실력이 급작스레 향상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영어 실력으로 세계
적인 학문과 기술을 일굴 수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의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을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는 민족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되물을 일이다.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일 가운데 언어 문제만큼 자기의 이익이 남의 이익과
대립할 까닭이 없는 사안은 없다.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남의 과학기술과
경쟁하면서 배워야 한다. 우리의 수출을 늘리려면 남의 수입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영해를 넓히려면 남의 해상 봉쇄와 무력 시위를 예상해야 한다. 우리 문화를
수출하려면 남의 문화도 그만큼 받아들이고 개방해야 한다. 오직 이런 경쟁 구도 속
에 들어 있지 않은 게 국내에서 쓰는 언어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다.

언어의 품질이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상해야 하는가, 현란해야 하는가? 내가
보기엔 1차로 의사소통의 장벽이 없어 공동체 성원 누구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연
장이 된다면 일단 그 언어는 기본 품질을 갖춘 것이리라. 더 나아가 새로운 문물과
기술과 현상과 느낌을 마음껏 새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언어의 품질은 높다고 할
수 있으리라. 첫째는 수월화이고 둘째는 풍부화이다. 현재 한글문화연대는 수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언어 인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이
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수월화의 과제는 교육을 통해 성취되겠지만, 사회 차원에
서 수월화는 외국어 남용을 줄이고 새로운 외국어 신조어를 바로 우리말로 바꾸는 일
에 달려 있다.

공공언어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민족주의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민족주의를 거부
할 이유가 없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정
신3)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념에 직결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3) 김정훈, <한국인의 에너지, 민족주의>, 2019, 도서출판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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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도 어울린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정신이다. 공공언어에서도 이런 정신이 구
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영어는 문장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한국어 문장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용어로, 새로움을 드러내는 용어로 단어 차원에서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핵심
단어를 영어로 쓰는 경향이 늘어간다. ‘플랫폼’처럼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잘 어울리
지도 않는 단어를 이목 끌기 목적으로 쓸 때도 많다. 그렇지만 중년층과 노년층에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 영어를 배웠더라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영어 단
어가 섞인 문장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한국어와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
이고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영어 교육의 효율은 높지 않
은 편이다. 따라서 영어 단어는 한국인에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외국어 능력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언어 장벽을 아직 우리는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은 최근 들어
상당히 높아졌다. 언어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서도 ‘벙어리, 깜깜이, 김치녀’ 따위 차별
어와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은 쉽게 사회적 공감을 얻어간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일
어나는 외국어 남용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는 사대주의 정서도 뿌리 깊지만, 그에 더해 학력이나 외
국어 능력을 개인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성취라고 보는 능력주의의 폐해가 크게 작용
한다. 모르는 게 죄라는, 무시와 좌절의 문화랄까. 외견상의 무례와 배제는 예의를 중
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룩되면 사라지겠지만, 학력과 외국어 능력 차이 때문에 생기
는 격차는 여전히 차별로 인식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능력주의의 차별은 노골적인
차별에 비해 은밀하고도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무시이다.

공공언어는 주로 정부에서 만들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언론의 언어 사용을 살피고 고쳐 나간다.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제도와 법률,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쉬운 언어를 통해서만 충족된다. 또한 시민은 어떠한 경우라
도 외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공적 공간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어려운 언어 앞에
서 시민은 존엄을 훼손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 권리’와 ‘평등권’은 우
리가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인간적인 이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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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한국어의 다양성과 언어 민주주의
강미아(미국 유타밸리대 교수, 교육학)

1. 지금은 초다양성의 시대
2. 샌드위치 한국어
3. 세상에, 한국어가 이상해지고 있다!
4. 틀린 한국어, 다른 한국어
5. 내가 바라는 한국어

한국어는 다양하다. 이 명제에 누군가는 동의할 것이고 대부분은 아마도 낯설게 여
길 것이다. 일단 ‘한국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에 대해
논의하려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계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같은
언어를 놓고 굳이 ‘국어’와 ‘한국어’로 구분해온 사회적ㆍ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어는 절대 ‘국어’일 수 없었다.
당시 한국어는 한민족 즉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하위 계급이 쓰는 민족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국어’라 부르는 것은 주시경 선생 같은 당대 언어 학자들, 독립
운동가들, 그리고 대다수 언중의 염원이었기 때문에1), 해방 이후 국가 주권이 회복되
자마자 한국어가 ‘국어’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매우 당연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 근 반 세기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언어장(linguistic field)2)에서 일본어
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 전통을 고
집하는 일본식 용어인 ‘국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사뭇 역설적이기도 하다.
지금 ‘국어’라고 쓰는 어떤 자리에든 ‘한국어’를 갖다 놓았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
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민족만이 독점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던 일제강점기와 달리
1) 고영근, 1983/1994, 한글의 유래,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길벗, 286∼297쪽.
백두현, 2004, 한국어 문자 명칭의 역사적 변천, 문학과 언어, 제26호, 문학과언어연구회, 2004, 1∼
16쪽.
2) Bourdieu, P. (1989). Distin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ourdieu, B. (1992).
Language and Symbolic Power. New York: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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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계 경제ㆍ문화 교류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 국경 안팎에서 한국어를 배우
고 사용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어와 국어로 그 둘 사이의 경계
를 구분하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구별 지어 부를 필요도 이유도
크게 없다. 한국어는 그냥 한국어다, 모국어 화자에게든 외국어 화자에게든.
그리고 한국어는 역사적ㆍ사회적으로 온전히 단일한 언어 체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해방 이후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한민족 공동체 만들기가 국가적 담론으로 채택되었고,
일제강점기 한글학자들이 한국어의 표준화 관련 기초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기에, ‘단일
민족, 단일언어’를 기치로 하는 국가 공동체 구현이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추진된 언어 정책들에는 ‘한국어=한민족=한국인’이라는 등식을 부각하고 한
국어의 균질성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ㆍ민족주의적 이념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교양있
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표준어의 기준이 확정된 이후로 공공의 영역에서
표준어가 아닌 지역 방언을 쓰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한국어는 이미 그
자체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공의 영역에 진출하여 사회
적 성취를 거두려면 출신 지역의 고유한 언어적 특징을 버리고 반드시 표준화된 언어
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일상을 지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서울이 아닌 지역의 방언을 모국어로 습득한 사람들에게 표준어를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ㆍ사회적 차별이기도 했었다. ‘제주도를 강간[관광] 도시로 만들
겠다’고 말했다던 김영삼 전대통령은 두고두고 희화의 대상이 되었고, 김대중 전대통
령을 두고 ‘의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
이 많았다. 한국어는 한반도의 역사만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으나 표준어의 제정
과 함께, 그리고 당시 사회적ㆍ정치적 맥락과 맞물리면서, 지역 방언은 다양하고 풍부
한 언어 유산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차별의 기제로 널리 활용되었던
셈이다3).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추가되었다. 서기 2000
년, 새로운 세기가 열리면서 공공 담론의 장에서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ㆍ윤리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
때 특징적인 현상은,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다인종ㆍ다언어 사회의 도래에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했던 데 반해 세계화ㆍ다문화 시대에 한국어
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점이
다. 이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이 학문적 엄숙성을 침해하는
일이라서 그렇기도 했고, ‘단일민족ㆍ단일국가ㆍ단일언어’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

3) 김종철. (2004). 국어교육과 언어 민주주의.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15권. 1-22 쪽.
이용인. (2020). 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법학, 73권. 1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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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이 여전히 학자들의 가치 체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한국어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나 이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최대한 이주
민과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한국어’를 전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시혜적 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경 밖 한국어에 대한 논의는 더욱 빈약한데, 외국인들에게 우수한 한국어를 가르침
으로써 한국인ㆍ한국문화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일방적 문화 전달자의 역
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인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명시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연
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수천
만이 애송하던 아름다운 시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시의 화자는 하필이면 자기 자신
이 아닌 ‘너’에게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던짐으로써 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다. 우리는 누군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익숙하다. 하지만 그 문
제가 자기 자신의 것일 때 그걸 과감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 시의 화자
는 왜 남에게 묻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 시를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바꾸어 물어도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성이 더욱 돋보이는 시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 울타리 밖에 살면서 한국문화ㆍ한국어와 관련된 논의를 지켜보는 동안 내
가 던지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전직 중등 국어 교사로서,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들
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던 한국어 강사로서, 예비교사들에게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를 살
아가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내가 진짜로 원했고 앞으로도 바라는 한
국어는 어떤 모습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해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
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유학파 학자들은 서구 백인 사회에 사는 동안 능숙
하지 못한 영어 능력 때문에 차별받았던 경험이 많으면서도, 한국에 돌아가서는 무분
별한 영어 사용으로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한편으
로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차별을 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언어의 위계 안에서, 차별은 체계적으로 학
습되고 일상적으로 반복ㆍ강화된다. 이 글을 통해서 나는 내 바깥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너’, 특히 대한민국 울타리 안팎에서 한국어ㆍ한글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당신이 진짜로 바라는 한국어는 어떤 모습입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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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은 초다양성 시대

초다양성(superdiversity)이라는 단어는 베르토벡4)이라는 학자가 처음 고안하였다.
주로 종교와 민족의 관점에서 독일과 영국에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던 베르토벡은 비단 런던이나 버밍햄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소규모
지역사회에서까지 언어적ㆍ인종적ㆍ종교적 다양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
였다. 베르토벡은 특히 ‘다양성 안의 다양한 분화 (diversification of diversity)’ 즉,
동일 언어ㆍ문화 집단으로 여겨졌던 이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다양한 언어적ㆍ사회문
화적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눈여겨보았다.
예를 들어 영국 내 소말리아인들의 공동체 안에는 영국 시민, 난민촌 출신,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유입된 이주민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소규모 집단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소말리아인들이 모
여 사는 소규모 공동체 같아 보였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 내 이민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주민
공동체 내부에서 다양성이 증대되는 폭은 베르토벡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컸고
그 속도 역시 전례없이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인류학자로서 베르토벡은 ‘초다양
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국 내부의 다민족ㆍ다문화ㆍ다언어적 현상들을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회학자로서는 이주민들의 다언어적ㆍ다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영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전
념했다.
그의 연구가 당위성을 확보한 것은, 그의 연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당대 런
던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런던에 있는 초중등 학교에서
70여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양한 언어
적ㆍ인종적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소통, 한층 극심해지는 인종차별 방
지, 민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문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영어가 모국어인 백인 주류 집단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이주민들과만
제한적으로 교류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이주민 특히 난민 자격으로 영국에 체류하
게 된 사람들은 영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제도적 지원은 점점 요원해지기도 했었다.5)
베르토벡의 ‘초다양성’이란 개념이 학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지리학이나 미학 등의

4) Vertovec, S. (2007). Super-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Ethic and Racial Studies, 30(6),
1024-1054.
5) Grillo, R. D. (2015). Reflections on Super-Diversity by an Urban Anthropologist.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of Urban Super-Diversity in Berli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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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안 (1)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사회적 낭만주
의로 포장한 개념에 불과하다,6) (2)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이주민은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이다7)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다양성’을 분석틀로 사용한 베르토벡과 동료들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결코 등한시한 적이 없으며,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거주지를 옮겨가는 이주민
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추세라 하더라도 과학ㆍ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
대면 방식의 소통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다
양성의 시대를 향해 질주해온 것은 사실이며,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민자의 숫자가 한
동안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이민 자체는 여전히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비대면 방식의 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 주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 공동체
를 형성해 나가는지는 이후 사회언어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8)
현재 전지구적 초다양성의 시대를 표상하는 두 단어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일
것이다. 주류 사회에서 자신들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 타자들에 대해 차별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현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다.9) 특히 주류 사회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적 타자들에 대한 차별
은 구조적이고, 정교하며,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집중적인 관찰
과 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

2. 샌드위치 한국어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상당수는 아마 ‘서울은
런던이 아니다’, 즉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다문화적이지 않다’, 혹은 ‘다양성까
지는 말이 되지만, 초다양성은 아직 너무 먼 얘기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
다. 실제로 (1) 이주민의 비율이 2020년 현재 5% 남짓 정도이며, (2) 한국어가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언어라는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6) Makoni, Sinfree B. (2012). A citique of language, languaging and supervernacular. Muitas
Vozes. 1(2): 189–199. doi:10.5212/MuitasVozes.v.1i2.0003.
7) Czajka, M. & de Haas. (2014). The globalization of migration: Has the world become more
migrator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2), pp. 283-323.
8) Lee, K.-H. (2017). Superdiversity as an ELF phenomenon within multilingualism.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3), 477-496
9) Amith, J. (2005). Place making and place breaking: migration and the development cycle
of community in colonial Mexico. American Ethnologist, 32(1), 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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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
들은 ‘한국어 대 이주민의 언어’라는 이분법보다 ‘영어 대 한국어’의 위계가 만들어
내는 사회언어적 갈등 구조에 더욱 민감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어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언어 위계 지형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
한 적이 별로 없다. 대다수 언중들뿐 아니라 사대부나 왕가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에는 중국어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에 한국 사회
언어 위계에서 그 지배적 위치를 내어 주어야만 했었다. 더구나 그러한 역사는 과거
안에 박제되지 않고 현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왔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대한민국 정치ㆍ사회ㆍ문화의 주도권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
게 사용하던 세력이 쥐고 있었다. 이명박정부 집권 당시 일부 인사들이 교과서 한자
어 병기를 주장하고 나선 이면에는 ‘열등한’ 한국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표의문자의 우월성을 지닌’ 한자를 반드시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언어 사대주의
가 담겨있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복합적이다. 일제강점기 친일 지
식인들 중에서 이미 영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쓰던 유명인들이 있었고10) (예, 최
남선, 윤치호 등), 미군정기를 지나 근현대사를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영어 사용자
가 누린 사회ㆍ문화적 지위는 독보적이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바람이 불고
한국 기업이 다국적기업으로 급성장하는 등 자본의 세계적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새로
운 국면의 전환이 일어났다. 언어 자본으로서의 영어 능력이 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
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로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기 시작한 것이다.11)
그런데 이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 혹은 자신감으로
수용한 주류 언중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계 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영어 능력의 가치는
언제나 한국어 소통능력보다 비교우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능숙하고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표상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수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
부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 소통능력을 갖춘 사람들, 특히 사회ㆍ경제
적 지배 계층에 대한 동경과 질시의 양가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에 무분별하게 영어를 섞어 쓰는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은, 부

10) 강내희. 「식민지 시대 영어 교육과 영어의 사회적 위상」 , 윤지관 편, 『영어, 내 마음의 식민지』, 당
대, 2007, 67∼104쪽.
11) 최샛별, 「한국 사회에서 영어 실력은 문화자본인가」. 윤지관 편, 『영어, 내 마음의 식민지』, 당대,
2007, 131-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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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외12)의 이론을 빌어 표현하자면, 자신들에게 이미 체화된 영어능력(habitus)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언어장(linguistic field)에서 언어 위계를 구축하고 비교우
위를 점하면서 한국어 사용자를 차별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1998
년 복거일이 주창해서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영어공용화 논쟁’13)에서처럼 대한민국
정치ㆍ사회ㆍ문화의 주류 집단은 한국어 말고 일본어, 한글 대신 한자, 한국어 대신
영어 등으로 방향만 바꾸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소거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었
다. 급기야 한국을 영어를 유일한 공식어로 사용하는 영어 전용 국가로 바꾸어야 한
다는 주장을 하는데도 거침이 없었고, 이에 시민사회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대한민국=한민족’이라는 공식이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다.14)
하지만 대한민국 언어 위계 혹은 언어 지형은 영어 공용론자들의 예측과도 ‘단일민
족, 단일언어’를 신봉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
었다.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1980년대 후반부
터 이미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건너온 이주노동자의 숫자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1990년대 초반
부터는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외국인 아내들을 국경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20년 현재, 한국 사회에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이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
고, 그동안 한국 사회는 (1) 주로 중산층 이상 지배 계층으로 대표되는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 (2) 한국어가 모국어인 중산층 혹은 하층, 그리고 (3)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본국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지만 영어나 한국어에는 서툰 이주민 등 언
어의 세 층위를 구성하였다.15)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특권층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독점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그동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생각하
자면, 또한 한국어를 한국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으로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
간과 공을 들였는지 떠올리자면,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낯설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이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결코 반가운 일일 수 없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열망과 동경,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들에 대한 불편함 혹은 공
포,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인들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까? ‘우수한 한국
어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한국인이라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해야만 한다’는 주류 한
12) Bourdieu, P. (1989). Distin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ourdieu, B.
(1992). Language and Symbolic Power. New York: Polity Press.
13) 복거일,『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1998, 195쪽.
14) Mi Ok Ka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Routlege, 2015. p. 31
15) 강미옥, 「저항, 정체성, 자본: 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변화 연구」, 『용봉인문논총』제48호, 5-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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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의 신념이 사회적ㆍ언어적 타자인 이주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투사되었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만 쓰라!’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다양
한 언어적 정체성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3. 세상에, 한국어가 이상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아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상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한국어의 세계화!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면서 관찰
ㆍ논의되기 시작했던 이 현상은 당시에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라기보다는 희
망사항 혹은 염원에 가까운 용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 ‘한국어
의 세계화’라는 문구는 점점 현실성이 있는 담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의 위상을 세계 몇 위의 형태로 추정하고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위대한 한
국어’ 담론을 확장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남
북한 인구수 및 재외국민이나 한국계 외국인을 중심으로 그 사용자 숫자를 계산하면
서까지 한국어의 높은 위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특정 언
어에 특정한 질서와 위계를 부여하고 순위를 매기는 행위 자체가 반문화적 태도라 생
각하기도 하거니와, 한 언어가 가진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나 위상을 판단하면서 모국
어 사용자 숫자를 강조하는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그런 관점을 인정하
면, 모국어 사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어나 힌두어의 위상을 가장 높이 평가
해야 하는데, 그런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한 언어의 문화
적ㆍ경제적 가치를 논의하면서 해당 언어의 확장성을 근거로 드는 것은 일면 타당성
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
에서 제2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외국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그 언어의 확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한국어가 국제특허 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공식 언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나 세계 약 1,400개 대학 및 1,200 여
개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 세계에서 약 60개국 180여 개의 세종학
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4,400여 개 외국 기관에서 한국어가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
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K-드라마, K-팝 등 세계적으로 한류에 기대어 한국문화
에 대한 열풍이 일고 그 결과로 한국어에 관한 관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국어의 확장성을 계속 관찰해볼 필요가 생겼다.16)

16) 박영순. (2020). 한국어의 세계화,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
표논문집. 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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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정 언어가 세계화되었다는 말은 즉 그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서 상충되는 발
음, 어휘, 문법 등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며, 이때 새로 배우는 외국어의
특정 자질은 아무래도 화자에게 익숙한 모국어에 가깝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영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까지 영어는 단 한 번도 단일한 언어 체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17). 심지어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식 영어와 웨일스의 영어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가 많으며,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어 역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도 동부, 서부, 중부의 영어는 많은 차이를 보이
는데,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들 사이에서도 ‘텍사스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오
클라호마 녀석들, 대체 [파아]가 뭐냐고, [파이]라고 해야지.’ 등등 불만을 늘어놓는 경
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발음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적 차이 즉 어떤 것이
‘올바른 영어’인가에 대한 인식에서까지 드러나는데, 주로는 과거 유럽 각국에서 이주
해온 다양한 주체들이 미국의 각 주에 정착한 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자
신의 모국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국가 공용어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형태의 토
착어로 변형시킨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어는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즉 세계
공용어의 지위를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언어 중 하나다. 세계에서 사용자의 숫자가 가
장 많은 언어는 스페인어, 하지만 세계 경제ㆍ정치ㆍ사회ㆍ문화 등 교류의 장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공용어는 영어다.
애초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던 경우의 사례로 가장 먼저 주목할 나라는 인도다.
영국 식민지 시대를 오래 겪은 인도인들의 영어는 힝글리시(Hindi English)라고도 불
리는데, 식민 초기 힌두어의 발음이나 어휘, 문법의 영향을 받아 영국 본토의 영어와
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도식 영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현재 인
도인들이 구사하는 영어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끄는 지역은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 도시로 성장한 싱가폴이
다. 현재 싱가폴에서는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 등 총 4개 언어가 공식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어가 유일한 공식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당
히 오랜 역사에 걸쳐 싱가폴 시민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의 영어는 미국식도 영국식도 아닌 제 3국의 언어처럼 느껴진다. 이를 싱글
리시(Singaporian English)라 폄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역시 싱가폴에서
통용되는 영어의 독특한 한 갈래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 Hall, C. J., Schmidtke, D., & Vickers, J. (2013). Countability in world Englishes. World
Englishes 32(10), 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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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처럼 영어를 국가 공용어가 아닌 제2 외국어의 하나로 배우는 경우에
도 영어의 곁가지는 생겨난다. 싱글리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한국인이나
일본인 이 구사하는 영어 역시 콩글리시 (Korean English) 혹은 재팽글리시
(Japanese English) 등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특유의 언어적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
어 및 일본어와 영어 사이의 언어적 차이가 워낙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18)
주로는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영어 능력을 전지구적 경쟁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
남기 위한 언어 자본 획득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뒤, 싱가폴이나 인도보다는 (1) 상대
적으로 짧은 기간에 (2) 영어 원어민과 교류가 없는 제한된 공간에서 영어를 습득하
기 때문에 일어난다.
식민지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통치국의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서 한국이나 일본에
서의 영어 습득 과정은 자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만큼 영어의 변종 탄생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들이 이중언어 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국어인 한
국어나 일본어의 간섭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콩글리시나 재팽글리시라는 단
어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열등한 국민들’로 비하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
다. 이들이 쓰는 영어 역시 한국이나 일본에서 독특하게 분화된 새로운 형태의 한 언
어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속의 한국어, 혹은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담론 장 안에서 또한
이 관점을 널리 적용해야 한다. 한국으로 유입하는 이주민의 숫자가 최근 정체 상태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외국인의 숫자 역시 줄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ㆍ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비대면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경을
넘지 않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그리고 이주민으로 대한민국 국경 안에 거주하는 사람
들의 한국어 사이에 더 큰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련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ㆍ지리적으로 낙후
된 지역에 배우자를 찾아온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지역공동체 안에서나 지방자치단
체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하지만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심리적으로도 물
리적으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모두 한
국어에 전적으로 노출된 상황, 즉 한국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습득도 빠른 편이다.

18) Fairbairn, S. & Jones-Vo, S. (2010). Differentiating Instruction and Assessment for ELLs.
Philadelphia, PA: Cas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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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대면으로, K-팝이나 K-드라마를 즐기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한
사람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이주민들의 한국어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
국 국경 안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언어적ㆍ문화적 특징은 이주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런데 각종 인터넷이나 통신 매체를 통해 초국가적 연결망을
형성한 상태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경우, 이들의 한국어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도
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상한’ 한국어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한국어 습
득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학습 전략을 발견하며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언어 체계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똑같은 베트남 사람이 구사하는 한국어라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
남계가 쓰는 한국어와 베트남에서 배워서 쓰는 한국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한국어의 ‘초다양성’이 확보되어 가는 매우 자연
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베르토벡을 소환하여 설명하자면, 머
지않아 대한민국 국경 안팎에서 벳남코리언, 아메리코리언, 터키코리언 등 여태까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한류가 지속되고 그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은 넓고 한국어는 참으로 다양하다’는 말을 하게
될 날이 곧 올 수도 있다.
덧붙여, 이전까지 한국어의 세계적 분포를 논의할 때는 한반도, 미국, 캐나다, 일본,
연변 등에 거주하는 한국계 정도를 포함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즐기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블러메르트
와 바커스19)가 기술한 것처럼, 개별 언어가 세계화 과정에서 초다양화하는 것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어도 마찬가지. 한국인들은 이전에 상상도 하
지 못했던 ‘이상한 한국어들’을 구사하는 외국인들과 조우하게 되었고, 이들의 한국어
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4. 틀린 한국어, 다른 한국어

2020년 6월 12일 JTBC에서 방영한 [팬텀싱어 3]에서 한국어의 다양성과 관련 논란
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최종 결승에 진출할
세 팀 총 12명의 선발을 위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9) Blommaert, J. & Rampton, B. (2011). Language and superdiversity. Diversities
13(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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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오버에 대한 이해도는 누가 더 있는지
그리고 K-크로스오버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국어 딕션부터 시작해서 그런 능력들,
아주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심사했습니다.

이 말을 직접 전달한 심사위원은 독일유학파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
는 이 심사위원은 독일 유학 과정에서 독일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 유
학생들처럼 유학 초기 독일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우 고전했었다고 한다.
언어 장벽을 이겨내고 각종 오페라 공연에서 주연배우로 발탁되어 활약하던 시절을
자랑스럽게 소회하는 그는 아마 심사위원들 중 누구보다 언어 장벽을 넘는 일의 고통
스러움을 잘 이해할 것이다. 베를린 오페라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그가 흘린
피와 땀의 양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류 독일인 사회가 당
시 그의 독일어 ‘딕션(발음)’처럼 사소한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 공중파 인기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여, 피지 출신
출연자의 한국어 ‘딕션’을 문제 삼아 탈락시켰다. 그가 이 설명을 할 때 해당 프로그
램의 피디는 ‘한국어 발음을 포함하여’라는 자막을 함께 띄웠어야 할 만큼 그의 한국
어 표현은 매끄럽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발음’이라는 한국말 대신 ‘딕션’이라는 영단
어를 사용함으로써 (1) 한국 사회 내 언어 위계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였
고, 동시에 (2) ‘딕션’이라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그 의미
를 곧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언중들이 그의 차별적 언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비겁하게 영어 단어 뒤로 숨
어 논란을 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 심사위원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독일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중상층
한국인으로 대한민국 언어 위계의 최상층에 속한다. 그는 자신의 이중언어 자본을 기
반으로, 한국에 들어온 한 이주민의 한국어 발음을 문제 삼아 그의 사회적 진출 가능
성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물론 그 외국인 출연자의 ‘크로스오버에 대한 이해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외국인 출신 출연자의
발음을 문제 삼았다는 점, 그리고 그 전 과정이 공중파라는 공공 언어의 장에서 아무
런 제재를 받지 않고 송출이 되어 나갔다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외국인 참가자
의 한국어 ‘딕션’을 문제 삼을 거였으면 애초에 외국인 출연자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K-예능의 외국 수출을 위해서 외국 출연자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일단
초기 심사에서는 합격을 시켜 놓았다가 최종심을 거치면서, 그것도 한국어 발음을 문
제 삼아 탈락시킨 것인데, 그 과정이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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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는 시비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공정
성 논란은 베이스 음색이 뛰어나 인기를 끌었던 한국인 청년 하나를 위해서만 한정적
으로 적용되었을 뿐이었고, 그 외국인 청년은 그렇게 방송에서 조용히 밀려났다. 참고
로 그 청년이 심사 결과에 수긍하고 방송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왜 노래하는 이유가 계속 고민했어요.
저를 멀리에서 지키고 있는 피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한 명은 희망을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 사람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팬텀싱어를 하면서 제가 희망이 많이 가졌습니다.
아,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한국어 말하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와 감정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외국인이 한국말 배우기 쉽지 않은데 (한글이 배
우기 쉽다고 해서 한국말을 배우기까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한국말
을 구사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군분투했을 그 청년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웠다. 더
구나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피지인 모두의 희망을 어깨에 쌓은 채 그 경쟁에 참여
했다는데, 그 노력의 끝에 닿은 결승선에서 고작 몇몇 발음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탈락당한 것이다.
이주민이 구사하는 언어를 틀린 것으로 볼 것인가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는 세계적
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제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언어가 분화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화되어가는 언어 간의 차이를 오류나 실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갈래의 언어, 즉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새로운 언어
로 인정할 것인가에는 언어학적ㆍ정치적ㆍ사회적 고려가 개입한다. 특히나 주류 사회
가 이미 표준화한 규범으로 확정해 놓은 언어와 현격한 차이가 날 때, 해당 언어는
잘못된 언어,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치부되기 쉽다. 이미 표준화된
언어를 자신들의 아비투스(habitus)로 체화한 주류 집단은 비표준화된 언어 사용자들
을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하며,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미개한’ 존재로 비하
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20)

20) Lippi-Green (1997), English with an Accent: Language, Ideology,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Lond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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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언어인 에보닉스
(Ebonics)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에보닉스는 예전에 노예로 끌려왔던 아프리카계 미국
인들이 주류 백인 집단과 분리되어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오랜 세월 공동체 안에서 자
연스럽게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영어를 일컫는다. 에보닉스를 미국 남부 지역의
한 방언이나 특정 집단의 언어적 오류로 보지 않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언어로
인정하게 된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아프리카어와 영어 사이
의 언어학적 특징을 공유하는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고, 둘째, 특히 에보닉스 화자들 사
이에서 언어의 능숙성을 판단하는 공통의 규범이 있으며, 셋째, 디아스포라 과정에서 오
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기에 그 언어의 역사성 및 사회성이 인정된다.21)
앞서 살펴본 피지 청년의 예만을 가지고 그의 한국어가 오류인지 기존의 한국어와
는 다른 피지식 한국어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들이 이미 대한
민국 국경을 건넜고, (1) 이후 오랜 세월 동안 (2)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 분리된 채
(3) 동일한 언어적ㆍ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 살면서 (4) 자신들만
의 독특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한국인 주류 사회는 이미 연변 출신이나 북한 출신, 더 나아가 고려인이라
고 불리는 동유럽 출신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를 자신들의 언어와 크게 구별된다는 이
유로 차별해온 역사가 길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언어가 ‘교양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
대 서울말’과 다른 사실을 따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기 위해 그들의 ‘이상하고 낯선’ 한국어를 문제 삼았을 뿐이다.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한민족’ 혹은 ‘동포’들한테도 그랬었
다. 앞으로 한류가 더욱 널리 퍼지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어의 세
계화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인데, 이에 따라 한국으로 밀려들 외국인들, 특히 피부색
도 어둡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이 쓰는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어떠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5. 내가 바라는 한국어

지금은 코로나19 (COVID-19)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버렸지만,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비대면 방식의 소통에까지 점차 적응하게 된 인류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
으로 상호 교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를 뒤덮기
시작한 1980년 초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

21) Ramirez, J.D, Wiley, T.G, de Klerk, G., Lee, E., & Wright, W. E. (Eds). (2005). Ebonics:
The Urgan Education Debate (2nd ed.). Cleve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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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만 가까이 두고 어울릴 수 있는 ‘당신만의’ 공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세
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단일민족=단일
국가=단일언어’라는 등식은 깨졌으며, 대한민국 국경 안팎에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채 다양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외국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혈통을 지닌 순수한 한민족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한글문화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언어문화 운동은 (1) 한
국어를 한민족의 정체성으로 확정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자민족 중심주
의ㆍ패권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2) 영어 사용에 능숙한 지배 계층이 언어 위계에서
하위어에 속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며, (3) 법
률ㆍ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의 언어장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를 사용함
으로써 시민사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결과 (4)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성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무리 한국 사회에 초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다
문화적ㆍ다언어적 특성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중심이 되는
언어는 영어일 수도 없고 그래야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영어가 세계 공용
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필리핀이나 인도 출신이 아니라면 한국에 들어오
는 이주노동자들이 영어에 능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의 언어만으로 소통해왔을 것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비록 미숙
할지라도 한국어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통의 언어가 된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다양
한 언어공동체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연계언어로 구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3)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영어나 복잡한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고 알기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기존의 언어문화 운동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실
생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기본적 알 권리와 인권
까지 함께 보장하는 길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한 한국 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움직임들이 주로 ‘영어-한국어’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치중하
고 있기 때문인지 ‘한국어-다중언어’라는 또 다른 층위의 위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
끼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기는 다소 어려웠다. 특히 공공영
역에서 쓰이는 언어를 고쳐 쓰자는 움직임을 언중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주류 시민사회가 ‘외국어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한국어’를 확정된 언
22) 이건범. (2017). 언어는 인권이다. 서울: 피어나.
23) 강휘원. (2009). 스위스의 다중언어정책 : 다민족의 공존과 언어의 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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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규범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반대 급부로 이주민들이 쓰는 다양한 한국어들은 ‘틀
리고’, ‘잘못된’, ‘무식한’ 언어로 오인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에 정착한 이주민이 쓰는 한국어나 한국 국경 밖
외국인들이 따로 배워서 쓰는 한국어나 모두 초다양성을 띄며 분화하는 한국어의 변
종들이다. 한글문화 운동의 본질적인 취지가 언어 위계를 통한 차별 철폐, 시민의 인
권 증대, 한국 사회의 민주성 강화에 있다면, 영어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오염시키는
한국어와 다문화적ㆍ다중언어적 타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빚어내는 새로운 형태
의 한국어를 구별지어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10년 전 일부 학자들 사이에
서 조심스럽게 등장했었는데,24) 최근에는 한류나 세칭 ‘국뽕’ 바람을 타면서 언중들
사이에서도 제법 일상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한국어가 세계공용어가 되는 날을 꿈
꾸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 다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영어
가 세계 공용어의 지위를 확보한 가장 결정적인 동인은 영어 자체가 가진 유연성이
다. 즉 표준영어를 향한 구심력ㆍ강제력이 매우 약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변종이
생성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영국이나 미국식 표준영어를 강제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미국은 영어를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도 국가어
(national language)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아직은 요원한 일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지금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에 정착한 외국
인들이 빚어내는 독특한 한국어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
을 때, 그리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때 한
국어의 세계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한국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현지화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을 때, 한국어의 세계 공용
어화 역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4) 전성운. (2008).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과 링구아 프랑크의 가능성. 아태연구 15(2). 163-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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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토론문

‘한국어의 다양성과 언어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문

김선철(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김선철입니다. 2020년 한글날 기림 한글문화토론회에 토
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 당국의 재직자로서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초다양성 시대를 맞아 한국어 역시 다양한 양태로 변모하고 있고 우
리 사회가 이 다양성을 수용해야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며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침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가 몸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권의 보장 등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그 취
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반론을 우선 하나 제기하려고 합니다. 발
표자께서 주장하시는바 비모어 화자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한국어를 인정하여야 한다
는 것이 일견 그간 과도한 획일화라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의 표준어 정책에 대한 새
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이주민들 역시 한국어를 중축
으로 소통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한국어는 다른 이주민뿐 아니라 원어민과도 소통
되는 한국어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런 한국
어의 설정 또한 들어온 체제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요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접한 범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 담론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지
만, 이주민의 수적 증가 및 출신 배경의 다양화에 따라 현상적으로 다인종 사회로 가
는 도중에 ‘정치적 올바름’ 차원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나 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
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뼈를 때리는’ 주장 하나는, ‘다문화’라는 정부나 시민
단체가 내세우는 표현과 달리 우리 사회가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보장이 아닌 획일
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
니의 모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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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물론이고 사회 인프라가 치밀하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사소해 보이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필요한 조건의 유연성이라고 하시면서 영어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국제 통용어가 된 것은 그 사용국의 군사적 내지 경
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꼽는 것으로 압니다. 유연성도 큰 몫을 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은 부차적 요인이 아닐까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유연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면 그러한 언어는 영어 이외에도 굉장히 많
은데, 그러한 많은 언어들이 링구아 프랑카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
급하셨던 중국어는 보통화라는 강력히 인위적으로 표준화된 인공언어임에도 위세가
날로 높아져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강한 반례가 아닌가 합니다.
둘째, 이주민들의 차별 문제는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우리 처
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언어 때문에 이주민들
이 차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합니다. 차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 근
본 요인은 대개 생존 또는 이익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외모, 풍습, 종교, 언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 때문
에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타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토착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 더 나아가 이익이 될 수도 있음이 인식되
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한때 언어적 갈등이 존재했
었습니다. 바로 전라-경상 지역 간 지역감정의 내용인데요, 노인분들의 증언에 따르
면 전라 경상 간 지역감정은 박정희 시대에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역사
적으로 전라도에 대한 일방적인 비하는 잔존했으나 두 지방민 간 대립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인위적으로 지역감정이 만들어지고 상대방 언어에 대한 불호가 생긴
것이지요. 이렇게 이주민 차별은 언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집단을 차별하고자 하는
인식으로 인하여 언어에 대한 불호도 생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른바 ‘콩글리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콩글리시는 ‘스킨십’, ‘핸드폰’과
같은 영어 요소를 활용한 한국식 영어 단어나 표현 또는 한국어식 영어 발음 정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문장(어법), 발음, 억양 등 단어 이상의 언어
차원에 대해서도 ‘콩글리시’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쪽에서는
“콩글리시나 재팽글리시라는 단어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열등한 국민들’
로 비하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 이들이 쓰는 영어 역시 한국이나 일본에서 독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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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화된 새로운 형태의 한 언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34쪽에서는 “영어 사
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오염시키는 한국어와 다문화적ㆍ다중언어적 타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빚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어를 구별지어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하
셨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의 오염 한국어”는 콩글리시와 어떻게 다르며, 서로 다르지
않다면 앞뒤 주장에 모순이지 않은지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사회에 영어 능력이 강조되면서 이전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수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부심이 언제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는 그런 상황을 논했던 참고 자
료나 근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모
르겠지만 저로서는 거의 듣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다섯째, ‘국어’가 일본식 용어라고 하셨는데 고려대 이한섭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한중일 삼국의 고전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
본의 어제 서문에 있는 ‘국지어음’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국’의 이러한 쓰임은 ‘국경’,
‘국곡’, ‘국교’ 등등 중세 이후 보편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잦은 외세 침략
이나 유교 등에 영향을 받은 국가주의의 산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저도 합니다만,
그 문제는 국사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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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영미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한
쉬운 영어·쉬운 언어 운동
방민희*

1. 머리말: 역사와 문학 속의 쉬운 영어
2. 영국과 미국의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운동의 역사와 현재
2.1.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
2.2. 미국의 쉬운 언어 운동
2.3.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운동 기관 웹사이트 소개
3. 맺음말
4. 참고문헌
5. 부록

1. 머리말: 역사와 문학 속의 쉬운 영어

역사적으로 영미문화권에서 쉬운 영어를 추구하는 전통은 매우 오래되고 뿌리가
깊다. 14세기 중세 영문학을 대표하는 《캔터베리 이야기 The Canterbury Tales》
의 ‘옥스퍼드 서생의 서시(The Clerk's Prologue)’편에는 여관주인이 옥스퍼드 서생
에게 ‘제발 간청컨대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해 주시오(Speketh so pleyn at this tyme, we yow preye, That we may
understonde what ye seye)’ 라는 당부가 나온다(Cutts, 2009). 저자인 초서
(Geoffrey Chaucer)는 사실 당대의 저명한 공직자이기도 했는데, 또 다른 작품 《명
예의 전당 The House of Fame》에서도 아래처럼 ‘어려운’ 언어를 피하고 ‘쉬운’ 언
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Wikipedia contributors, 2018).
*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영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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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리 쉽게 증명하지 않았는가
연설의 깊은 미묘함 없이,
또는 철학 용어의 장황함 없이
시에서 빌려온 수사의 장황함 없이,
또는 웅변술의 우아한 표현 없이
마땅히 당신은 이를 귀히 여겨야한다
어려운 언어와 어려운 문제는
둘 다 듣기에 괴로우므로
(Have I not preved thus simply,
Withouten any subtiltee
Of speche, or gret prolixitee
Of termes of philosophye,
Of figures of poetrye,
Or colours of rethoryke?
Pardee, hit oghte thee to lyke;
For hard langage and hard matere
Is encombrous for to here
At ones)

1604년에 출간된 최초의 영어 사전인 A Table Alphabeticall은 당시 교육받지 못
한 일반대중, 특히 여성들이 '어려운 영어단어들’을 ‘쉽게’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간단한 설명으로 정의해 준다. 사전에 실린 단어들은 대부분 히브리
어, 그리스어, 라틴어, 또는 불어에서 유래한 어휘로서 저자인 코우드리(Robert
Cawdrey)는 당대 권력층이나 지식인들이 외래어를 선호하는 풍조를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British Library, 2019).
이들은 모국어를 아예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들의 어머니가 살아 계 시다면,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여행을 많이 하신 이 신사들은 여행을 하며
단어를 수집해 돌아와서 이 물 건너 온 언어로 자신들이 하는 말에 분칠을 한다 (they
forget altogether their mothers language, so that if some of their mothers were
alive, they were not able to tell or vnderstand what they say...'far journied
gentlemen' collect words on their travels and, coming home, 'pouder their talke with
over-sea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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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와 함께 영국 낭만주의 문학시대를 연 콜리지
(Samuel Taylor Coleridge)는 1817년에 출간된 평론의 고전 《문학평전 Biographia
Literaria》에서 ‘자연스런 언어(natural diction)'로 ’자연스런 생각 (natural
thoughts)' 표현하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시인들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James, 2009).
우리는 가장 비현실적인 생각들이 가장 순수하고 진짜배기 어머니 영어로 표현되고; 가
장 뻔한 생각들이 가장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본다(...we find
that most fantastic out-of-the-way thoughts, but in the most pure and genuine
mother English; [or] the most obvious thoughts, in the language of the most
fantastic and arbitrary).

영문학 소설 장르를 창시한 디킨스(Charles Dickens)는 1855-1857년에 연재한 소
설 《리틀 도릿 Little Dorrit》에서 관료주의의 책임회피와 비효율성을 조롱하면서
지하 가족무덤을 채울 엄청난 양의 ‘비문법적인 행정법률 서신(ungrammatical
correspondence)’을 언급한다(Wikipedia Contributors, 2018). 한편 입법과 정치 분야
에서도 쉬운 영어를 옹호하는 앞서간 노력과 목소리가 있었다. 1425년에 스코트랜
드에서는 법령 문서를 조사하고 수정하는 위원회를 임명했고, 16세기에 잉글랜드
에드워드 6세는 ‘백성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잉하고 지루한(superfluous
and tedious)’ 법령들을 ’좀 더 쉽고 짧게(more plain and short)' 쓰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Scottish Government, 2006).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추밀 고문관과 국무
장관을 지낸 법률가 윌슨 경(Sir Thomas Wilson)은 1553년에 출간한 《수사학의
기술 The Arte of Rhetorique》에서 ‘억지스런 현학적 용어들(straunge ynkehorn
terms)’을 버리고, ‘보통사람들이 이해하는대로 말하자(to speak as is commonly
received)'고 호소한다(James, 2009). 20세기로 넘어와 영미문학사에서 가장 빼어난
연설문 저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처칠(Winston Churchill)수상은 1940년에 영
국이 매일 독일의 공습을 받는 전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내부 문서를 작성할
때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표현 사용을 멈추자고 촉구한다(James, 2009).
우리 ‘아래 고려사항들을 명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나 ‘시행함에 있어 고려가 되어
져야 한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춥시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군더더기로 빼도 되고,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 대화체라도 짧은 단어를 쓰
는 것을 꺼리지 맙시다 - Let us have an end to such phrases as these(‘It is also of
importance to bear in mind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or ‘Consideratio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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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iven to carrying into effect...' Most of these woolly phrases are mere padding,
which can be left out altogether or replaced by a single word. Let us not shrink
from the short expressive word even if it is conversational.

이러한 역사와 문학 속 일화들은 쉬운 영어 운동이 근현대에 새로이 떠오른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라 영미 사회에서 오래된 문화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영
국과 미국의 현대 쉬운 영어 운동의 발달과 의의를 주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논의한다.
2. 영국과 미국의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운동의 발달과 현재
2.1.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
2.1.1. 조지 오웰과 쉬운 영어

소설 ‘1984’를 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Politics and English
Language(1946)에서 당시 영어가 영국의 정치와 경제처럼 쇠락하고 있으며 영어
사용에, 특히 글쓰기에 만연한 부정확(inaccuracy)과 무능력함(incompetence)을 개
탄한다. 그는 정치경제 사상의 타락이 영어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영어의 타락이 이
러한 사상의 타락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한다, 오웰은 당시 정치언어가 옹호할 수
없는 것(the indefensible)을 옹호하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 소
련연방의 대규모 숙청과 소수민족 강제이주, 원자폭탄의 일본 투하와 같은 정치
행위를 직설적으로 옹호하는 논리들(arguments)은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야만적이고 정당들이 내세우는 강령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옹호
할 수 없는 정치행위를 옹호하려니 결국 정치언어는 미화(euphemism)와 애매모호
함(vagueness)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무방비인 마을을 공습하고, 마을사
람들을 내쫓고, 가축들을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행위를
‘pacification(평정)'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한가한 지식인이 소련의 전체주의를 옹호
하고자 할 때 아래처럼 솔직히 말할 수는 없다.
I believe in killing off your opponents when you can get good results by doing so (나
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정적을 죽이는 것을 찬성한다).

대신 아래처럼 길게 돌려 말할 것이라고 오웰은 비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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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freely conceding that the Soviet régime exhibits certain features which the
humanitarian may be inclined to deplore, we must, I think, agree that a certain
curtailment of the right to political opposition is an unavoidable concomitant of
transitional periods, and that the rigors which the Russian people have been called
upon to undergo have been amply justified in the sphere of concrete achievement (소
련정권이 인도주의자들이 개탄할 수도 있는 몇몇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꺼이 인
정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정치적 반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전환기에 수반
되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겪도록 요구받는 가혹함도 눈에 보이는 성과
를 고려해 충분히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동의해야만 한다).

이처럼 오웰은 대중에게 현실을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기만과 폭압에 언
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또한 언
어가 현실 사회와 정치 상황을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오웰의 인식은 소설 1984에서 대형이 언어를
조작해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획일적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활용한다는
줄거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모든 일이 정치적(all issues are political issues)이고
우리 생활에서 정치를 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으며(there is no such thing
as "keeping out of politics"), 정치 자체가 거짓말, 회피, 어리석음, 언행의 분열 덩
어리(a mass of lies, evasions, folly, hatred and schizophrenia)라고 매섭게 평가한
다. 따라서 그에게 쉬운 영어를 쓰는 것은 대중에게 현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
치를 정직하게 만드는 적극적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가 부정확한 언어사용으로 의미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딱 떨어지
는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대신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읽는 이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vague)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무능력한 언어사용은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를 가장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고자 고민하는 대
신에 닳고 닳은 기존의 비유(metaphor)를 편의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웰은
또한 쉽고 짧은 단어들 대신에 길고 복잡한 단어들, 특히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나 과학 분야 등에서 빌려온 전문용어(jargon)를 선호하는 필자들의
겉치레(pretentiousness)를 꼬집는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쉽게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오웰은 아래 규칙들을 제안한다.
(1) 이미 인쇄물에서 보아 익숙한 은유, 직유, 또는 다른 비유화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Never use a metaphor, simile or other figure of speech which you are
- 43 -

2020한글문화토론회

574돌 한글날 기림 학술대회

used to seeing in print).
(2) 짧은 단어로 충분할 때 절대로 긴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Never use a long word
where a short one will do).
(3) 단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항상 줄여라(if it is possible to cut a wod out,
always cut it out).
(4) 능동형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절대로 수동형을 사용하지 마라(Never use the
passive where you can use the active).
(5) 당신이 일상 영어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을 때 절대로 외래어 표현, 과학 또는 전
문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Never use a foreign phrase, a scientific word or a
jargon word if you can think of an everyday English equivalent).
(6) 야만적인 말을 하느니 차라리 위의 규칙들을 어겨라 (Break any of these rules
sooner than say anything barbarous).

오웰의 이 규칙들은 현재 다양한 쉬운 영어 매뉴얼과 가이드에 직간접으로 반영
되고 있다. 또한 쉬운 영어 사용을 당대 영국 지식인 사회와 정치계의 위선과 부도
덕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로 본 오웰의 시각은 영국의 쉬운 영어운동의 정치적
성향의 밑바닥에 녹아있다. 즉 영국의 쉬운 영어운동은 단순한 언어 순화나 소비자
권리보호와 같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쉬운 영어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행동으로 발달해 왔고 이는 오웰에서 시작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2.1.2. 어네스트 가우어즈 (Ernest Gowers)의 The Complete P lain Words

오웰이 'Politics and English Language' 에서 쉬운 영어의 6대 원칙을 선언하고
2년 지난 1948년에 영국 정부 고위공직자인 가우어즈 경(Sir Ernest Gowers)은 재
무부의 요청으로 공무원 문서작성 훈련 지침서로 Plain Words, 1951년에는 ABC
of Plain Words, 1954년에는 두 지침서를 합쳐 보강한 The Complete Plain Words
를 출간한다. The Complete Plain Words는 첫 출간이래로 계속 출판이 되고 있고
2014년에는 증손녀인 레베카 가우어즈(Rebecca Gowers)가 21세기 독자들을 위해
개정판을 냈다.
가우어즈는 ‘쉬운 영어’나 ‘쉬운 언어’ 대신에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쉬운
단어(plain words)’를 사용한다. 그는 글쓰기에 대해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
슨의 다음 말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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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의 어려움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 독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확히 당신이 바라는 대로 독자의 마음을 움
직이는 것이다 (The difficulty is not to write, but to write what you mean, not to
affect your reader, but to affect him precisely as you wish).

가우어즈는 글쓴이가 이렇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독자에게 전달하
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한 ‘황금율은 문법규칙
이나 통사가 아니며, 즉 단어의 배열보다는 단어의 선택이다 (the golden rule is
not a rule of grammar or syntax. It concerns less the arrangement of words
than the choice of them)’고 말한다. 즉 그는 ‘글쓴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데 (to
make a writer's meaning clear)' 문법과 통사는 거드는 역할이고, ‘알맞은 단어
(right words)'를 선택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쉬운 영어’나 ‘쉬운 언어’ 라는 표현 대신에 ‘쉬운 단어(plain words)’를 사용한 것도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우어즈는 ‘쉬운 단어’로 글을 쓰는 것이 왜 필요한지 논하면서 공문서 특히 일
반 시민과 소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공직자의 임무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하는
의미를 읽는 이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the
writer’s job is to make his reader apprehend his meaning readily and precisely)'
이라 말한다. 그는 소설책은 읽기 어렵고 지루하면 그냥 책을 내던지면 그만이지만,
생업, 연금, 세금, 의료, 복지 등과 관련된 행정, 규정, 법률 등을 다루는 공문서일
경우, 생계가 걸린 문제라 이를 읽는 평범한 시민(ordinary citizens)들은 그런 사치
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아래처럼 되
새긴다.
공무원은 공복이다; 따라서 글에서 시민들에게 그 반대라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
다. 글을 쓸 때는 간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
로서 적절한, 친근하고 공감하는,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써야 한다 (Officials are the
servants of the public; and the official must try not to foster the illusion that it is
the other way round. Your style must not only be simple but also friendly,
sympathetic and natural, appropriate to one who is a servant, not a master).

이런 발언은 가우어즈가 공문서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쉬운 글쓰기의
4대 수칙(precepts)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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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결하게 써라 (Be simple)
(2) 짧게 써라 (Be short)
(3) 인간적으로 써라 (Be human)
(2) 정확하게 써라 (Be correct).

이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어휘 선택과 사용, 문장과 글의 구성과 관
련한 아래 13개의 지침을 제시한다.
(1) 답변을 하기 전에 민원인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라 (Be sure
that you know what your correspondent is asking before you begin to answer
him).
(2)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해라. 관련 법규나 규정 등으로 시작해서 민원인의
경우에다 적용하는 전개를 피해라 (Begin by answering his question. Do not start
by telling him the relevant law and practice, and gradually lead up to a
statement of its application to his case).
(3) 가능한 한 논의하려는 주제의 사실관계만 다루라. 관련 법률을 일반적으로 논하는
것을 피해라 (So far as possible, confine yourself to the facts of the case you
are writing about. Avoid any general statement about the law).
(4) 할 수 있다면 공문서 형식을 피해라 (Avoid a formal framework, if you can).
(5) 자신의 수고를 덜고자 민원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또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표
현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 (Be careful to say nothing that might
give your correspondent the impression, however mistakenly, that you think it
right that he should be put to trouble in order to save you from it).
(6) 딱 필요한 단어들만 사용해라. 잉여 단어들은 글 쓰는 당신의 시간과 세금으로 산
종이 낭비이고 또한 읽는 이를 피곤하게 하고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흐린
다 (Use no more words than are necessary to do the job. Superfluous words
waste your time and official paper, tire your reader and obscure your meaning).
(7) 문장을 짧게 써라. 그러면 글 쓰는 당신은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읽는 이가 당신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긴 문장을 쓴 것을 발견하면 여러
문장으로 나눠라 (Keep your sentences short. This will help both you to think
clearly and your correspondent to take your meaning. If you find you have
slipped into long ones, split them up).
(8) 짜임새 있게 문장을 써라: 문장에서 의미상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들을 너무 떨어지
게 구성해서 읽는 이가 기억하기 힘들게 하지 마라 (Be compact; do not put a
strain on your reader’s memory by widely separating parts of a sentenc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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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9)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Do not say more than is necessary).
(10) 기술적인(전문적인) 용어들은 간단한 단어들로 풀어 설명해라 (Explain technical
terms in simple words).
(11) 건조하고 의미없는 틀에 박힌 경영 전문 용어를 쓰지 마라. 읽는 이가 자신을 대하
는데 글쓴이가 진심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Do not use what have been called the
“dry meaningless formulae” of commercialese. he feels that the writer’s approach
to him lacks sincerity).
(12) 애매모호한 단어들보다는 정확하게 의미가 떨어지는 단어들을 사용해라 (Use
words with precise meanings rather than vague ones).
(13) 두 단어가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동등하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더 흔히 쓰이는
단어를 선택해라 (If two words convey your meaning equally well, choose the
common one rather than the less common).

가우어즈는 ‘쉬운(plain)’이라는 단어는 ‘꾸밈이나 상세함을 결여한(bald)’이라는 의미
가 아니라 ‘간결한(simple and neat)’ 이라고 강조한다. ‘문장을 짧게 써라 (Keep
your sentences short)'의 경우 그는 구체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몇 단어 정도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지침은 제시하지는 않는다. 문장 길이가 짧다고 해서 자동적
으로 ‘쉬운(plain)’ 것은 아니다. 아래 두 예문은 모두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
(plain men)을 위해 쓴 실제 문서에서 등장한다. 그는 두 문장 모두 도대체 일반인
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길이가 짧은 첫째 문장은 설명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 Prices are basis prices per ton for the representative-basis pricing specification
and size and quantity.
(2) Where particulars of a partnership are disclosed to the Executive Council the
remuneration of the individual partner for superannuation purposes will be
deemed to be such proportion of the total remuneration of such practitioners as
the proportion of his share in partnership profits bears to the total proportion
of the shares of such practitioner in those profits.

이 예문들은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단어 수만 맞추면 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
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가우어즈는 지침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8)
짜임새 있게 문장을 써라’ 의 경우, 아래 예문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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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데 ‘his daughter'는 문맥상 ‘who is’의 다음에 위치해
야 함에도 32 단어나 떨어져 있어 읽는 이가 신속하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A deduction of tax may be claimed in respect of any person whom the
individual maintains at his own expense, and who is (i) a relative of his, or of
his wife, and incapacitated by old age or infirmity from maintaining himself or
herself, or (ii) his or his wife’s widowed mother, whether incapacitated or not,
or (iii) his daughter who is resident with him and upon whose services he is
compelled to depend by reason of old age or infirmity.

가우어즈는 81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아래처럼 3개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If you maintain a relative of yourself or your wife who is unable to work
because of old age or infirmity, you can claim an allowance of....You can claim
this allowance if you maintain your widowed mother, or your wife’s widowed
mother, whether she is unable to work or not. If you maintain a daughter
who lives with you because you or your wife are old or infirm , you can
claim an allowance of....

문법과 구두법도 각각 독립된 장에서 다루면서, 가우어즈는 5장에 걸쳐 개별 어휘
와 표현들의 사용을 예문을 통해 세세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알맞은 단어를 선택
하고 적절히 사용한 공문서 글쓰기를 실천하는 구체적 지침들을 제시한다.
가우어즈는 독자 중심의, 즉 행정 서비스로서 일반 시민이 쉽고 신속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서 글쓰기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공문서 쓰기에
인간미를 담으려고 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그는 사람들이 공문서를 읽으면서
사용된 영어가 얼마나 문학적이고 고상한지는 신경쓰지 않겠지만 글쓴이가 자신을
공감과 이해로 대하고 있는지는 마음을 쓴다 (He may not care about being
addressed in literary English, but he will care very much about being treated
with sympathy and understanding)고 말한다. 그리고 쉬운 단어로 글쓰기 4대 원칙
을 아우르는 표제로 ‘글을 쓸 때 자신보다 글을 읽을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 (Think for others rather than for yourself)’는 문장을 목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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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974년 Consumer Credit Act 개정과 1995년 Tax Law Rewrite Project

1974년에 신용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인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은 영국 입법 역사에서 최초로 쉬운 영어 사용을 의무로 규정한 법안이
된다(Willerton, 2015). 법안 158조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쉬운 영어를 명시한다.
(5) In this Act "file", in relation to an individual, means all the information
about him kept by a credit reference agency, regardless of how the information
is store, and "copy of the file", as respects information not in plain English,
means a transcript reduced into plain English.

이 조항은 모든 신용조회 기관들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모든 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 코
드나 약어들을 쉬운 영어로 바꾸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 신용법은 1968 년에 노동당 정부에서 임명한 크로우더 경을 위원장으로
한 소비자 신용 위원회(the Crowther Committee on Consumer Credit)가 1971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기반하여 1974년에 제정되었다. 위원회는 소비자 신용 문제를 총
괄하는 법이 없어, 여러 법에서 통일성 없이 다뤄지고, 이 법들마저도 당시 변화하
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출범하였
다 (Goode, 1975). 위원회는 기존 법들을 검토하고 모두 신용 거래를 총괄할 새로운
법률적 틀이 필요하며, 이 틀은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거래(협상) 불평등의 해소 (the redress
of bargaining inequality), 부정거래 통제 (the control of trading malpractices), 채
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며 채무불이행 손배배상 규제 (the
regulation of remedies for default while maintaining a fair balance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FCA, 2019). 소비자들에게 쉬운 영어로 정보를 제공하라
고 법으로 명시한 것은 당시 입법자들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에 언
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쉬운 영어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판단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 신용법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The Office of Fair Trading (공정거래국)이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비자 계약 규정상 불공정 용어 1999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와 관련해 공정 거래국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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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어떤 계약서이든 쉽고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쓸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설령 법률가는 그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용어는 불공정한 것으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다
(..a seller shall ensure that any written term of a contract is expressed in plain,
intelligible language... A term is open to challenge as unfair if it could put the
consumer at a disadvantage because he or she is not clear about its meaning even if its meaning could be worked out by a lawyer). (Cutts, 2009에서)

1974년 소비자 신용법의 제정부터 소비자가 쉬운 언어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공
정성의 문제이고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영국 소비자 관련 법률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임에도 1974년 소비자 신용
법은 일부 내용이 너무 기술적인 용어로 서술되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이해불가
(unintelligible)이고 법률가에게도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고(Kindren, 1977), 2004년에
대폭 개정된다.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Act) 개정 이후에 입법 분야에서 영국의 쉬운 영
어 운동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다 1994년에 쉬운 영어 운동 단체인 Plain
Language Commission이 90명의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법안과 쉬운 영어로 쓰
인 법안으로 이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다. 일부 중요 질문에서는 쉬운 영어 법
안을 읽고 답한 경우 정확도가 94 퍼센트에 이른 반면 기존 법안의 경우 48 퍼센트
로 떨어진다. 이 실험을 계기로 세금과 회계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에 쉬운 영어로
세금관련 법안들을 다시 쓰라는 로비를 한다. 그 결과 1995년에 영국정부는 Tax
Law Rewrite Project를 설립했다.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은 프로젝트의 목표
가 ‘법을 변경하지 않고 영국의 주요 직접세 법안들을 더 명료하고 사용하기 쉽게
다시 쓰는 것이다 (to rewrite the United Kingdom's primary direct tax legislation
to make it clearer and easier to use, without changing the law)’고 발표했다. 5년
계획으로 시작했으나, 프로젝트는 14년에 걸쳐 진행된다. 2001년에 쉬운 영어로 쓰
인 자본 공제법(the Capital Allowances Act 2001)이 시행되고 과 2003년에 소득세
(소득과 연금)법(the Income Tax (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이 시행된다.
이어 소득세법의 소득세 부과와 산출 규칙 부분(2004)과 소득세 코드(2006)가 쉬운
영어로 다시 쓰여 시행된다(Asprey, 2010).
이 프로젝트는 영국 의회에서 모든 법안의 초안 작성legislative drafting)을 책임
지는 의회 고문실(the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이 혁신적인 초안 쓰기
방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했으며, 의회 고문실을 쉬운 영어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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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래 지향적인 옹호자로 탈바꿈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Williams,
2015). 법안 초안쓰기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1975년 렌톤 위원회의 보고서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Report of a Committee Appointed by the Lord
President of the Council)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랫동안 렌톤 보고서의 입법 준
비 권고안들은 대부분 실천되지 않았다 (Chaning with the times). 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에서 동력을 얻어 영국 의회는 선거법(Elections Act 2001), 인권법(the
Human Right Acts 1998), 토지등록법(Land Registration Act 2002), 중재재판법
(Arbitration Act 1996) 등도 을 쉬운 영어 철학과 원칙을 반영해 다시 쓴다(Cutts,
2009).
2.1.4. Chrissie Maher의 Plain English Campaign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은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을 대
표하는 민간단체로서 크리스 메이허(Chrissie Maher OBE)가 Martin Cutts(후에 앞
에서 언급한 Plain English Commission을 창립한다)와 함께 설립했다. 현재까지 플
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크리시 메이허(Chrissie Maher)는 어려서 정
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십대 후반이 되어서 읽고 쓰기를 배웠다고 한다. 그는 1960
년대부터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1971년에 영국 최초 지역 신문인
‘the Tuebrook Bugle’을 창간하고 1974년에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학습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the Liverpool News' 신문을 창간했다. 같은 해에 ’Impact
Foundation’이라는 지역공동체 인쇄소를 설립한다. ‘Impact Foundation’은 지역 주민
들에게 활자체와 인쇄 기술을 가르쳤고 직접 다양한 인쇄물을 출간했다. 그 중에는
리버풀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간편 신청서 양식도 있었는데 이 양식들은 영국에서
쉬운 영어 편집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1975년에 크리시 메이허는 그 해 창립
된 전국 소비자위원회에 합류하여 Salford Form Market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실업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도와주
는 원스톱 상담서비스였다. 일하면서 그는 쓸데없이 복잡한 신청서 양식 때문에 평
범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설움과 고통을 목격한다. 그는 저소득층 생계 보조금
지급을 관리하는 기관인 the Supplementary Benefit Commission에서 사용하는 서
류 양식들을 다시 쓰는 작업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쉬운 영어 정책에 큰
진전이 없음에 실망하고 분노한 크리시 메이허는 1979년에 Plain English
Campaign을 창립했다. 그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딱딱하고 아
무도 알아먹을 수 없는(gobbledygook)’ 공문서를 찢으며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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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을 선언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출동한 경찰이 크리시 메이허와 일행들을 해
산시키려고 메트로폴리탄 경찰법을 낭독했다. 1839년에 쓰인 이 법은 복잡한 문장
에 법률용어로 가득했고, 메이허는 이를 쉬운 영어로 번역해서 모인 기자들의 웃음
을 자아냈다고 한다((Plain Language Campaign, 2019a).
크리시 메이허가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을 설립하기까지 활동을 보면, 쉬운 영어
운동의 기본정신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언어사용이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심
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쉬운 영어는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개인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을 보장
해 준다. 따라서 쉬운 영어는 메이허에게 정책과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민의 기
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허가 활동했던 전국 소비자위원회는 미국의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e Act)처럼 영국에서도 쉬운 영어사용을 법제화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는 가우어즈의 쉬운 영어 철학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가우어즈
는 시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쉬운 영어사용을 공무원의 마땅한 책무
로 이해했고, 메이허는 더 나아가 사회와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로 확
장했다고 할 수 있다.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편집, 번역, 자문,
쉬운 영어 글쓰기 훈련 등 유료 서비스를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제공하여 운영되며
그간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Plain Language Campaign, 2019a).
(1) 1981년에 영국정부는 Sir Derek Rayner의 지휘아래 Plain English Campaign
과 협력하여 58,000 개의 정부 공문서 양식을 쉬운 영어로 다시 작성하여 약
228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낸다.
(2) 1983년에는 각종 계약서 양식에 남발되는 ‘gobbledygook (공문서에 쓰이는 이
해하기 힘든 복잡한 표현)’을 분석하여 'Small Prin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The word is Plain English'라는 공무원을 위
한 글쓰기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3) 1994년에는 Plain English Campaign의 로비로 유럽연합은 모든 소비자 계약서
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plain and intelligible language)’로 쓰였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훈령을 선포한다.
(4) 같은 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쉬운 영어 사용을 자문해 주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여 ‘인권위원회 법안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ill)’ 영어
판을 쉬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
(5) 한편 1990년에 Plain English Campaign은 공문서의 명료성(clarity)를 평가하
여 인증하는 크리스털 마크제(the Crystal Mark)를 도입한다. 현재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의 2000 개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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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에서 사용하는 23,000 종의 문서들이 인증을 받았다. 크리스털 마크(The
Crystal Mark)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Plain Language
Campaign, 2019b).
. 일상영어 사용 (the use of ‘everyday’ English);
ㄴ. 일관성 있고 정확한 구두법과 문법 사용 (consistent and correct use of
punctuation and grammar);
ㄷ. 평균 15-20단어 문장 길이 (an average sentence length of 15 to 20 words);
ㄹ. 수동형보다 능동형 동사 사용 (plenty of ‘active’ rather than ‘passive’ verbs);
ㅁ. 기술용어 설명 (explanations of technical terms);
ㅂ. 목록의 적절한 사용 (good use of lists);
ㅅ. ‘We'와 ’you' 같은 대명사 사용 (words like ‘we’ and ‘you’ instead of ‘the
Society’ or ‘the applicant’);
ㅇ. 본문과 구분되는 명료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제목 (clear, helpful headings,
which stand out from the text);
ㅈ. 읽기 좋은 활자크기와 명료한 활자체 (a good typesize and a clear typeface).
ㄱ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은 또한 해마다 영국의 공공기관들이 내부 의사소통에서
쉬운 영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있는지를 평가하여 'Inside Write Award'과 영국
내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의 나쁜 영어, 즉 ‘gobbledygook’ 영어 사용 사례를 조사해
‘Golden Bull Award’를 수여한다. 1993년에 영국의 건강보험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침대(bed)’를 정의하는데 229 단어를 사용해서 상을 받은 예가
유명하다(Plain Language Campaign, 2019c).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의 활동을 보면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때는 협력을 하면서 쉬운 영어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해왔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플레인 잉글리쉬 캠페인의 활동과 역사는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이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노력임을 보여 준
다.
2.2. 미국의 쉬운 영어 운동
2.2.1. Gobbledygook과 Public Doublespeak

미국의 현대 쉬운 영어 운동은 용어 ‘gobbledygook’과 ‘public doublespeak’의 등
장을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소개된 표현 ‘gobbledygook(공문서에 쓰
- 53 -

2020한글문화토론회

574돌 한글날 기림 학술대회

이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표현)’은 미국 기업인이자 하원의원이었던 Maury
Maverick이 칠면조가 울면서 날개를 편 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erton, 2015). 영어로 칠면조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가
‘gobble'이다. Maverick은 1944년에 전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긴 메모와
gobbledygook 언어를 ‘짧고 명료한 메모(short and clear memoranda)’ 로 바꾸라고
요청한다. 195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자문으로서 당시 미국 경제부흥 정책인
‘뉴딜(New Deal)’이란 표현을 조어한 경제학자이자 언어학자 체이스(Stuart Chase)
는 The Power of Words(1954) 라는 책에서 미국 관료사회, 법조계, 대학사회에 만
연한 gobbledygook을 개탄한다(Willerton, 2015). 그는 gobbledygook을 ‘한 단어면
되는데 두 단어, 세 단어, 또는 10 단어를 사용하거나 한음절 단어면 충분한데 5음
절 단어를 사용하는 것(using two, or three, or 10 words in the place of one, or
using a five-syllable word where a single syllable would suffice)’ 이라 정의했다
(Lederer, 1989).
1971년에 전미국 영어교사 협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는 공
공 더블스피크 위원회(the Public Doublespeak Committee)를 결성하고,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들이 사용하는 ‘doublespeak'을 공론화하여 비판한다(Penman, 1992,
Willerton, 2015). 위원회는 ‘doublespeak’을 ‘극도로 기만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미화
하는, 자기중심적 언어 (language that is grossly deceptive, evasive, euphemistic,
confusing, or self-centered)’라 정의하고, 1974년부터 '전미 영어교사 협회 더블스
피크 상(NCTE Doublespeak Award)'를 수여해 왔다(Wikipedia contributors, 2019).
이 영예 아닌 영예의 첫 주인공은 당시 미국공군 대변인이었던 David H.E. Opfer였
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공군의 ‘폭격(bombing raids)’을 ‘공중
지원(air support)’이라 불렀다고 한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심히
기만적이고, 회피적이며, 미화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자기중심적 언어 (language
that is grossly deceptive, evasive, euphemistic, confusing, and self-centered)’를
‘영속화(perpetuate)’한 의심스런 업적으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협회는 또
한 1975년부터 ‘전미 영어교사 협회 조지오웰상(NCTE George Orwell Award)’를
설립하여 ‘공공언어의 정직성과 명료성(honesty and clarity in public language)' 증
진에 기여한 작가와 언론인에게 수여하고 있다(Wikipedia contributors, 2019).
2.2.2. 1973년 뉴욕 씨티은행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개정

1970년대 미국에서 쉬운 영어쓰기 운동이 속도를 내도록 한 가장 큰 동력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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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컨슈머리즘(consumerism)의 성장이었다(Goldstein,
1977). 대표적으로 1973년에 뉴욕 씨티은행은 대출 서류를 쉬운 영어를 사용해
3,000 단어에서 약 600 단어로 극적으로 간소화함으로서 미국 금융계를 놀라게 했
으며 이는 미국 쉬운 영어 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Williams, 2015). 애
초의 3,000 단어 대출 서류는 이해가 불가한 법률용어(legalese)로 가득했을 뿐만 아
니라 쉬운 영어 전문가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헤쳐 보니 일방적으로 은행 측에 유리
하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대출양식은 모든 애매모호함을 제거하고 어떠한 만약
의 상황도 예측해 기안하는 당시 상업 계약서 양식을 빌렸다고 한다. 그 결과는 보
통 고객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서였다(Moukad, 1980). 이 계약서를 전
문가들이 쉬운 영어로 다시 써서 원래 문서의 20%정도로 길이를 줄여 새 양식을
만들었다(Willerton, 2015). 아래는 쉬운 영어로 다시 쓴 문장의 예다(Goldstein,
1977).
For value received, the undersigned (jointly and severally) hereby promise (s) to
pay ... =>
To repay my loan, I promise to repay you...

씨티은행의 쉬운 언어로 쓴 계약서는 법률 서류가 효력(validity)과 강제성
(enforceability)의 손상 없이 간소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Moukad, 1980). 이후
보고서에서 씨티은행 변호사들은 계약서가 고객에게 이해하기 쉬울수록 고객들이
계약을 어기는 비율이 감소한다고 언급한다. 씨티은행의 쉬운 언어 계약서 채택에
영향을 받아 민간 기업부문에서 많은 은행, 보험사, 신용평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용 서류양식을 쉬운 언어로 다시 쓰고 간소화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씨티은행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1978년에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건물주를 비
롯한 모든 사업주는 소비자와 작성하는 모든 계약서를 ‘평이하고 일상적 의미를 가
진 단어들(words with common, everyday meanings)'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을 의
무로 하는 ‘New York Plain English Law’, 또는 ‘설리번법(Sullivan Law)'를 제정
한다(Willerton, 2015). 이후 코네티컷 주(Connecticut Plain Language Law 1980)를
비롯하여 10개 주가 뉴욕의 선례를 따라 모든 소비자 계약서는 쉬운 영어를 사용하
도록 의무화한다(Williams, 2015).
언어로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풀뿌리 시민
운동으로 전개되어온 영국의 쉬운 영어운동과 비교해, 철학적으로 미국의 쉬운 영
어운동은 민간 부분에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업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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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약서 쉽게 쓰기는 고객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에서 Burton(2018)은 GE 애비에이션(GE
Aviation)이 2014년부터 ‘쉽게 계약서쓰기 프로젝트 (Plain Language Contracts
Initiative)’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한다. 계약체결 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
과 협상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이전의 법률용어로 가득한 계약서를 사용할 때보다
60%이상 절약되었다고 한다. 또한 쉬운 언어로 쓴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계약서 내
용이나 어법(wording)등으로 고객과 의견충돌이 일어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Kimble은 2012년 저서 Writing for Dollars, Writing to Please: The Case for
Plain Language in Business, Government, and Law 에서 쉽게 쓴 계약서를 사용하여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객관계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
서 쉬운 언어 사용을 장려한다.
2.3.3. 199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A P lain E nglish H andbook: H ow to

create clear SE C disclosure documents

미국 쉬운 영어 운동의 또 다른 성과로서 1990년대 중반에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자발적으로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s)를 쉬운 영어로 작성하는 기업들에게 평가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을 도
입한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최초로 합병을 앞둔 벨 애틀란틱(Bell Atlantic)과 나이
넥스(NYNEX)가 공동 위임장을 쉬운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1998년에는 기업들이 투자 설명서를 쓸 때 쉬운 영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칙
을 채택한다(Willerton, 2015). 증권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A Plain English
Handbook: How to create clear SEC disclosure documents(1998)를 발간한다. 흥
미롭게도 서문을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썼는데 수십
년 동안 상장 기업 문서를 읽어 왔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
다고 얘기한다. 그는 문서를 쓴 사람도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딱딱한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
가 쉬운 영어 사용을 도입하기 전에는 기업들의 투자설명서 문장은 평균 60에서
100단어 길이인데, 과학논문 문장이 평균 27.6 단어라고 한다(Pease, 2012). 앞서 소
개한 가우어즈의 The Complete Plain Words와 비슷하게 SEC의 지침서도 일련의
규칙과 지침을 제시한다. 아래는 이 지침의 일부이다.
(1) 명료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라 (Clear, concise, and understa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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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능하면 문장은 짧게 쓰라 (short sentences whenever possible).
(3) 가능하면 요점을 목록으로 나열하라 (bullet lists whenever possible).
(4) 서술적인 제목과 소제목을 사용하라 (descriptive headers and sub-headers).
(5) 용어사전이나 정의된 용어에 의존하는 것을 피해라 (avoid relying on glossaries
and defined terms).
(6) 법률용어나 고도로 기술적인 비즈니스 용어를 피해라 (avoid legal and highly
technical business terms).

각 규칙과 지침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도 가우어즈의 지침서와 비슷한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쉬운 영어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예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는 ‘추
상적 용어들을 가능하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로 대체하여 독자의 이해를 향상시
키라’는 지침의 전과 후 예이다.
Before: No consideration or surrender of Beco Stock will be required of
shareholders of Beco in return for the shares of Unis Common Stock
issued pursuant to the Distribution . Beco Stock의 배상이나 양도는
Distribution에 따라 발행된 Unis 보통주의 주식 대가로 Beco의 주주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After: You will not have to turn in your shares of Beco stock or pay any money
to receive your shares of Unis common stock from the spin-off. 당신은 기
업분리로 생긴 Unis의 보통주를 받으려고 Beco 주식을 돌려주거나 돈을 지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침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내려 받아 읽을 수 있으며 커츠(Martin Cutts)의
Oxford Guide to Plain English(2009)와 더불어 쉬운 영어로 글쓰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참고자료이기도 하다.
2.2.4.

미국정부의 쉬운 영어 사용 촉진과 입법 활동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이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
하는 모양새로 진전해 왔다면, 미국의 쉬운 영어 운동은 역대 대통령들도 관심을
갖고, 연방 정부가 각종 법령과 지원제도를 마련해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
할 수 있다(김명희, 2015).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쉬운 영어 사용의 법
제화 상황이다. 영국은 2.1.4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영국 전국 소비자위원회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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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들이 쉬운 영어쓰기를 입법하려 오래 노력했음에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2012년에도 ‘Create the UK Plain Language Act for crystal-clear
communication of public information' 청원이 최소 청원인수 만 명을 채우지 못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끝났다(UK Government and Parliament, 2019). 반
면에 미국은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쉽게 쓰기법(Plain Writing Act 2010)‘을 통과
시켜 쉬운 영어 사용을 연방법의 일부로 확립했다. 아래는 2010년 쉬운 영어 사용
이 연방법이 되기까지 미국 정부가 펼친 주요 쉬운 영어 사용 촉진과 입법 활동들
이다(Willerton, 2015).
1. 1966년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관료인 오헤어(John O'Hayre)
가 비즈니스와 정부 분야에서 쉬운 영어를 사용한 글쓰기를 권장하는 에세이
집 Gobbledygook Has Gotta Go를 출간한다.
2.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공보(the Federal Register)’는 '비전문가 용어
(layman's terms)'와 ‘명료한 언어(clear language)'를 사용해야 한다는 포고
령을 선포한다.
3. 1977년 의회는 모든 보증서, 임대계약서, 은행송금 서류를 ‘명료하고 읽기 쉽게(clear
and readable)'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 한다(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73, Consumer Leasing Act
1976,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1978).
4. 1978년에 카터 대통령은 행정명령 12044호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발주해 주요 연
방정부 규정을 쉬운 영어로 쓰는 것을 의무화 한다.
5. 1979년에 카터 대통령은 행정명령 12174호로 연방정부 기관들이 서류양식을 최소화
하고 이 양식들은 최대한 ‘짧고 간소하게(short and simple)' 기안하도록 의
무화 한다.
6. 후임인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나,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서류작업 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 시행과 다른 규제개혁을 지원
한다.
7. 1990년대 중반에 워싱턴DC 연방정부 직원들이 쉬운 영어 관련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면서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을 결성한다. 이 단체는 연방정부 기관에
다양한 쉬운 영어를 사용한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제공한다.
8. 1998년에 클린턴 대통령은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이 쉬운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도
록 의무화 한다.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래와 같은
쉬운 영어 사용의 4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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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인 기술용어를 제외하고 흔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해라 Use
common, everyday words, except for necessary technical terms.
ㄴ. You를 비롯한 대명사를 사용하라 Use "you” and other pronouns.
ㄷ. 능동형을 사용하라 Use the active voice.
ㄹ. 짧은 문장을 사용하라 Use short sentences (Mckinley, 1998).
ㄱ

고어 부통령은 관료주의적 공문서를 쉬운 영어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쳐 쓴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매달 ‘No Gobbledygook Award'를 수여했고, ‘쉬운 언어는 공
민권이다(Plain Language is a civil right)'라는 유명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Willerton, 2015). 쉬운 언어가 공민권, 즉 시민의 권리라는 이 발언의 의미를 잘 보
여주는 예는 최근 미국 전국 장애권리 네트워크(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쓴 COVID-19 정보(Plain
Language Information on COVID-19)' 책자이다. 이 안내서는 쉬운 영어뿐만 아니
라 11개(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표준, 간체, 전통), 프랑스어, 러시아어, 벵갈리어,
아이티 크레올어)의 쉬운 언어로 배포가 되었다. 장애인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 정보에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를 통한 생명
과 안전권의 보장(Lee, 2019) 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사는 나
라로서 왜 ‘쉬운 영어’가 아니라 ‘쉬운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엿볼 수 있고, 쉬
운 언어 쓰기가 ‘생활화’되었다(김명희, 2015)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2.5. 쉽게 쓰기법(Plain Writing Act 2010)의 목적과 의의

아래는 쉽게 쓰기법(Plain Writing Act 2010)의 개요이다(US Government, 2010).
(1) 쉬운 글쓰기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시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료한 정
부 의사소통을 증진함으로써 대민행정에서 연방정부 기관들의 효율과 책임을
향상하는 것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agencies to the public by promoting clear Government communication that
the public can understand and use)’이다.
(2) 이 법은 쉬운 영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쉬운 영어는 ‘명료하고, 간결하고, 구
성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주제, 분야와 목표 청중에 적절한 다른 모범 실천
사례들을 따르는 글쓰기(writing that is clear, concise, well-organiz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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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other best practices appropriate to the subject or field and
intended audience)'이다.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방정부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ㄱ. 연방정부의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문서;
ㄴ. 연방정부의 복지혜택과 서비스,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ㄷ.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집행하는 의무조항을 어떻게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지 설
명하는 문서;
ㄹ. 종이든 전자문서이든 모든 서신, 출판물, 양식, 공고문, 안내문.

법의 제정으로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쉬운 영어를 사용하여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고 새로운 공문서는 쉬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또한 해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보고
서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법의 입안 과정에서 포함되었던 연방정부 규정 자체를
쉬운 영어로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진
다. 연방정부 규정은 일반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쉬운 영어 옹호자과 관련단체들은 아이오아 주 하원의원 브레일리(Bruce Braley)가
발의한 쉬운 규제법(Plain Regulations Act 2013)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
다(US Government, 2013). 법안의 전문은 부록1에서 볼 수 있다.
2.3.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운동 기관 웹사이트 소개

영국과 미국 정부 모두 온라인으로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사용을 직원들에게 독
려하고 다양한 학습과 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올리고 있다. 아래는 영국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쉬운 영어/ 쉬
운 언어 웹사이트와 지침서 목록이다.
(1) 영국
ㄱ. Government Digital Service Content Design: planning, writing and managing
content(정부 디지털서비스 스타일 가이드):
https://www.gov.uk/guidance/content-design/writing-for-gov-uk
ㄴ. Government Digital Service Style Guide:
https://www.gov.uk/guidance/style-guide
ㄷ. Government Communication Service Style Guide(정부 소통서비스 스타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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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s.civilservice.gov.uk/wp-content/uploads/2016/11/6.2169_CO_CP_Styl
e-Guide_v9web.pdf
ㄹ.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tyle Guide(통계청 스타일 가이드):
https://style.ons.gov.uk/category/writing-for-the-web/plain-english/
(2) 미국
ㄱ. The 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 https://www.plainlanguage.gov/
ㄴ.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연방정부 쉬운 언어 가이드라인):
https://www.plainlanguage.gov/guidelines/
ㄷ.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riting Style Guide(미 에너지
관리청 스타일 가이드): https://www.eia.gov/about/eiawritingstyleguide.pdf
ㄹ. US Food and Drug Adminstration(FDA: 미 식약청):
https://www.fda.gov/about-fda/plain-writing-its-law
ㅁ.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lain Writing Initiative(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쉬운 글쓰기 프로그램):
https://www.sec.gov/plainwriting.shtml
ㅂ. A Plain English Handbook: How to Create Clear SEC Disclosure Document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쉬운 영어 지침서:
https://www.sec.gov/pdf/handbook.pdf
다음 두 웹사이트에서는 본 글에서도 소개한 민간단체 Plain English Campaign과 Plain
Languag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지침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1) Plain English Campaign free guides:
http://www.plainenglish.co.uk/free-guides.html
(2) Plain Language Commission style guide:
https://www.clearest.co.uk/plain-language-commission-style-guide
마지막으로 언급할 단체들은 쉬운 영어/ 쉬운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대표적 비영
리 단체들이다.
(1) Center for Plain Language: 미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 정부기관과 기
업을 대상으로 쉬운 영어 사용을 훈련하고 우수기관들에게 해마다
‘ClearMark Award’를 수여 한다 (https://centerforplainlanguage.org/).
(2) Plai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PLAIN):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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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 쉬운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 1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을 두고 있다. 2년마다 쉬운
영어 사용의 촉진과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인물에게 ‘Christine Mowat
Plain Language Achievement Award’를 수여한다
(https://plainlanguagenetwork.org/).
(3) Clarity International: 법률분야에서 쉬운 영어의 사용을 옹호하는 단체로 법조인과
법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결성되어 해마다 학회를 개최하고 Clarity라
는 학술지를 발행 한다 (http://clarity-international.net/).
(4)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호주 비영리단체로 쉬운 영어를 포함해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한다 (https://communication.org.au/).
3. 맺음말

이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쉬운 영어 또는 쉬운 언어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발
전을 간략히 소개하고 두 나라에서 쉬운 영어 또는 쉬운 언어 운동이 어떤 가치관
과 목적으로 발달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민간 부문에서 영국의 쉬운 영어운동은
평등권을 추구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나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접근하
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바탕에 언어 평등이 있고 이를 쉬운 영어쓰기를 통해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반면에 미국 민간 분야 쉬운 언어운동은 금융계에
서 시작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고객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이
고 만족스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컨슈머리즘(소비자 권익강화)의 실현을 목표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행의 구체적인 방향은 차이가 있지만
영국과 미국 모두 소비자 권리 보호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쉬운 영
어(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각종 법률과 제도를 활발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쉬운 영어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시혜적 편의제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마땅한 공무원의
의무라는 가우어즈의 가치관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과도 통한다. 두 분 모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혁신적이지 않은가 싶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전문가들을 고용해 계약서 등에 쉬운 영어 쓰기를 실천하여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점은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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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쉽게 쓰기법 2010 (the Plain Language Act 2010) 번역본

One Hundred Eleven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SECOND SESSION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on Tuesday, the fifth day of January, two
thousand and ten
2010년 1월 5일 화요일 위싱턴 시티에서 개회하고 진행한
미합중국 111대 의회
2차 회기에서

An Act
To enhance citizen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services by establishing
that Government documents issued to the public must be written clearly, and for other
purposes.
법령
일반인에게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부 문서를 명료하게 쓰도록 하여 정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강화한다.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미합중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제정한다.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lain Writing Act of 2010“.
1항, 법령 명칭

이 법령은 “쉽게 쓰기 법령 2010” 이라 부른다.
SEC.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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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ies to the public by promoting clear Government communication that the public
can understand and use.
2항. 목적

이 법령의 목적은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료한 정부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연방
기관들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SEC. 3. DEFINITIONS.
3항. 용어 정의

In this Act:
(1) AGENCY.— The term “agency” means an Executive agency, as defined under
section 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이 법령에서
(1) 기관(AGENCY) - “기관”이라는 용어는 미합중국 연방법전 5장 105항에서 정한 행정기
관을 의미한다
(2) COVERED DOCUMENT — The term “covered document” —
(A) means any document that—
(i) is necessary for obtaining any Federal Government benefit or service or filing taxes;
(ii) provides information about any Federal Government benefit or service; or
(iii) explains to the public how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the Federal Government
administers or enforces;
(B) includes (whether in paper or electronic form) a letter, publication, form, notice, or
instruction; and
(C) does not include a regulation.
(2) 적용 문서(COVERED DOCUMENT) - “적용 문서”라는 용어는 (A) 아래와 같은 모든 문서를 의미한다 (i) 연방정부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세금납부에 필요한 문서;
(ii) 연방정부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iii) 연방정부가 시행하거나 집행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문
서;
(B)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식 편지, 출판물, 양식, 공고, 지침을 포함한다; 그리고
(C) 규정, 법규 관련 문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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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IN WRITING.— The term “plain writing” means writing that is clear, concise,
well-organized, and follows other best practices appropriate to the subject or field and
intended audience.
(3) 쉽게 쓰기 - “쉽게 쓰기”라는 용어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구성이 잘 짜인 글쓰기를 의
미하며 주제, 분야, 목표 청중에 적절한 기타 모범 사례를 따른다.
SEC. 4. RESPONSIBILITIES OF FEDERAL AGENCIES.
4항. 연방 기관들의 책임

(a) PREPARATION FOR IMPLEMENTATION OF PLAIN WRITING REQUIREMENTS.
—
(1) IN GENERAL.— Not later than 9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A) designate 1 or more senior officials within the agency to oversee the agency
implementation of this Act;
(B) communicate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to the employees of the agency;
(C) train employees of the agency in plain writing;
(D) establish a process for overseeing the ongoing compliance of the agenc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E) create and maintain a plain writing section of the agency‘s website a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at is accessible from the homepage of the agency’'s website;
and
(F) designate 1 or more agency points-of-contact to receive and respond to public input
on—
(i) agency implementation of this Act; and
(ii) the agency reports required under section 5.
(2) WEBSITE.— The plain writing section described under paragraph (1)(E) shall—
(A) inform the public of agency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B) provide a mechanism for the agency to receive and respond to public input on—
(i) agency implementation of this Act; and
(ii) the agency reports required under section 5.
(a) 쉽게 쓰기 준수 사항 시행을 위한 준비
(1) 전반적으로 - 이 법령 제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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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A) 이 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도록 1명 이상의 기관 내 상급자를 지정한다;
(B) 기관 구성원들에게 이 법령의 준수사항들을 전달한다;
(C) 기관 구성원들에게 쉽게 쓰기를 훈련한다;
(D) 기관 내에서 이 법령의 요구 사항의 지속적인 준수를 감독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E) 기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단락 (2)에서 정하는 대로 웹사이트에 쉬운
글쓰기 란을 만들고 유지한다;
(F) 아래에 대한 대중 의견을 접수하고 응대할 수 있는 기관 연락창구로 1명 이상을 지정한
다;
(i) 이 법령의 기관 시행 상황;
(ii) 5항에서 정하는 기관 보고서.
(2) 웹사이트 - 문단(1)(E)에서 설명한 글쓰기 란은 (A) 대중에게 기관의 법령 요구사항 준수에 대해 알린다;
(B) 아래에 대한 대중 의견을 접수하고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체계를 제공한다 (i) 이 법령의 기관 시행 상황;
(ii) 5항에서 정하는 기관 보고서.
(b) REQUIREMENT TO USE PLAIN WRITING IN NEW DOCUMENTS.— Beginning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each agency shall use
plain writing in every covered document of the agency that the agency issues or
substantially revises.
(c) GUIDANCE.—
(1) IN GENERAL.— Not later than 6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develop and issue guidance
on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may
designate a lead agency, and may use interagency working groups to assist in
developing and issuing the guidance.
(2) INTERIM GUIDANCE.—Before the issuance of guidance under paragraph (1),
agencies may follow the guidance of—
(A) the writing guidelines developed by the 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or
(B) guidance provided by the head of the agenc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b) 새 문서에서 쉽게 쓰기 사용 필수 - 각 기관은 이 법령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
에서 발행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모든 관련 문서에 쉽게 쓰기를 사용한다.
(c) 지침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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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반적으로. - 이 법령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산관리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장은 이 절의 준수사항 시행 지침을 개발하고 발행한다. 국장은
주관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침 개발 및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실무 그룹을 사
용할 수 있다.
(2) 임시 지침. - 문단 (1)에서 정하는 지침을 발행하기 전에 기관들은 아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A) 쉬운 언어 행동과 정보 네트워크(the 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에서 개발한 글쓰기 지침이나;
(B) 각 호에 언급된 지침과 일치하는 기관장이 제공하는 지침
SEC. 5. REPORTS TO CONGRESS.

(a) INITIAL REPORT.— Not later than 9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publish on the plain writing section of the agency‘s
website a report that describes the agency plan fo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b) ANNUAL COMPLIANCE REPORT.—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and annually thereafter,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publish on
the plain writing section of the agency‘s website a report on agency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5항. 의회 보고

(a) 최초 보고서 - 이 법령의 제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기관 웹사이트의
쉽게 쓰기 란에 기관의 법령 규정 준수 계획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게재한다.
(b) 연례 규정 준수 보고서 - 이 법령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그리고 이후 해마다
각 기관장은 기관 웹사이트의 쉽게 쓰기 란에 기관의 법령 규정 준수 보고서를 게재한다.
SEC. 6. JUDICIAL REVIEW AND ENFORCEABILITY.

(a) JUDICIAL REVIEW.— There shall be no judicial review of compliance or
noncompli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Act.
(b) ENFORCEABILITY.— No provision of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by any administrative or judicial
action.
6항, 사법 심사와 집행

(a) 사법 심사. - 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사법 심사는 없다.
(b) 집행. - 이 법령의 어떠한 조항도 행정 또는 사법 조치에 의해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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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 7. 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 FOR THIS ACT.

The budgetary effects of this Act,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latest statement
titled “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 for this Act, submitted for printing in
the Congressional Record by the Chairman of the House Budget Committee, provided
that such statement has been submitted prior to the vote on passage.
7항. 이 법령에 미치는 ‘페이고(PAYGO)’ 법의 예산 영향

“Pay as You Go 2010**”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법령의 예산 영향은 “PAYGO 법안의 예
산 영향”이라는 불리는 보고서 최신판을 참조하여 결정되며 법안 통과 투표 전에 하원 예산
위원회 의장이 의회 기록국에 인쇄를 위해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하원 의장

미합중국 부통령과 상원 의장

**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된 법으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할 때 이미 확정된 정부예산에서 세금, 수수료, 의
무 경비 등이 발생해서 예상 적자를 증가시켜서는 안 되며 법령 시행으로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면 비용을 절감
하거나 다른 곳에서 예산을 돌려와 (적자를) 상쇄하도록 규정한다.(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omb
/paygo_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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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토론문

공공언어에 대한 접근: 용어 수월화와 지식 대중화

이현주(인천대 교수, 프랑스어학)

언어의 상태를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의 방향성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
2018년 국립국어원의 보고서1)에 따르면, 공공언어와 일상언어에 대해서 공무원은
40.8%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은 63.7%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27.1%만이 공공기관이 공공언어를 사용할 때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보았다.
즉, 공공언어는 일상의 언어와는 매우 간극이 큰 언어로 인식되고 있고, 이 때문에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공공언어의 요소로, 일반 국민의 경
우 ‘용이성’(35.9%)을 꼽았으며, 공무원은 ‘정보성’(32.2%)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
았다.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의 항목으로는 일반 국민은 ‘어려운 행정용어’(60.4%)와
‘무분별한 외국어, 한자어’(20%)라고 답했고 공무원은 ‘어려운 행정용어’, ‘개조식 문
장의 보고서(축약표현)’, ‘무분별한 외국어, 한자어’ 순으로 답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나는 일관된 답변은 공공언어가 ‘어렵다’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언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하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공공언어에 포함된
다수의 어휘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실상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
라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이다. 자의든 타
의든 소통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공공언어의 모습은 지식이나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불
평등을 야기하고, 지식 층위의 구분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사실, ‘쉬운 언어’, ‘용이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plain English’, ‘plain English campaign’를 ‘쉬운 영어’, ‘쉬운
영어 운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때 ‘쉬운’이 ‘easy’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
가 있겠다. 실제로 plain에 대한 정확한 대응어가 프랑스어에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는지 말뭉치를 통해 조사하니 ‘clair’(=clear)와 ‘simple’(=simple)
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간혹

‘bon’(=good)으로,

그리고

극히

드물게

‘facile’(=easy)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민희 선생님의 발표문에 등장하는
1)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2018), 국립국어원.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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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영어’, ‘쉬운 글쓰기’의 주창자들 역시 ‘간단명료함’, ‘명쾌/명백함’, ‘정확함’,
‘자연스러움’이라는 어휘 선택의 요인들과 ‘친절함’,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문
체적 요인들을 공적 언어표현이 갖춰야 할 특징으로 계속 소환한다. 이 모든 기준과
수칙은 ‘이해하기 쉬움’, 그 결과 ‘활용하고 사용하기 용이함’을 위한 기준들이다.

프랑스의 공공언어 정책은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와는 문제의식 및 출발
점은 유사하나 그 방법과 지향점에는 차이가 있다. 즉, 공공언어는 국민들의 쉽고 정
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공통된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쉬운 언어’
라는 방향 대신 지식에의 ‘보편적 접근성’을 추구한다. 1950~6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쉬운 프랑스어français facile’의 운동이 ‘기본/기초 프랑스어’의 개념과 맞물려서 많
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때, 쉬운 언어의 개념은 어휘 평정(등급화)과 연관되어 난
해한 언어를 기초 또는 기본어휘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에서 ‘쉬운 프랑스어’ 개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러한 방향이 프랑스어를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 (특히 양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이다. 기표에 대한 명료
함보다는 기의의 명료함,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다. 프랑
스의 공공언어 정책은 프랑스에서의 또 하나의 오랜 전통, ‘지식의 대중화, 학문의 대
중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지식 대중화의 개념은 18세기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되었
다고 보지만, 이 용어는 책, 잡지, 전시회, 박물관 등이 확산되기 시작한 19세기에 그
와 동일한 목표 하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때부터 모든 이들을 위한 과학, 지
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식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저서, 텍스트들은 전문용어
를 재조정하고 적정화하여 전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차 텍스트인 미지의 과학, 지
식 용어를 다시금 재정의(re-definition)하고 풀어서 설명(paraphrase)하는 담화의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 이 절차는 제도권 교육과는 또 다른 형태로 오랫동안 이루어
져 왔던 것이다.

다시 언어정책으로 되돌아오자, 언어와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프랑스의 법령인 ‘빌
레르-코트레 칙령Ordonnance de Villers-Cotterêts’(1539)은 공공의 활동 즉, 법과
행정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령이 ‘명확’하
고 ‘이해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밝힌 110, 111조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유효한 가장 오래된 프랑스의 법 조항이다.

art. 110. Que les arrêts soient clairs et compréhensibles, et afin qu'il n'y ait
pas de raison de douter sur le sens de ces arrêts, nous voulon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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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onnons qu'ils soient faits et écrits si clairement qu'il ne puisse y avoir
aucune

ambiguïté

ou

incertitude,

ni

de

raison

d'en

demander

une

explication.

(법령들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서 그 법령들의 의미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야 하며, 아
주 명확하게 쓰이고 만들어져서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이 없고 또한 설명을 더 요구할 필
요가 없어야 한다.)

art. 111. De prononcer et rédiger tous les actes en langue française
Et parce que de telles choses sont arrivées très souvent, à propos de la
[mauvaise] compréhension des mots latins utilisés dans lesdits arrêts, nous
voulons que dorénavant tous les arrêts ainsi que toutes autres procédures,
que ce soit de nos cours souveraines ou autres subalternes et inférieures,
ou que ce soit sur les registres, enquêtes, contrats, commissions, sentences,
testaments et tous les autres actes et exploits de justice qui en dépendent,
soient prononcés, publiés et notifiés aux parties en langue maternelle
française, et pas autrement.

(모든 법적 행위들은 프랑스어로 선포되고 쓰여야 한다. 법령들에 사용된 라틴어 단어
들의 잘못된 이해라는 사태가 매우 자주 일어났으므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선고와 모든
절차, 최고위 궁정에서부터 부하나 기타 하급자까지, 장부나 조사서, 계약서, 특별 법정
문이나 판결문, 유서, 그리고 모든 다른 법률적 행위와 그와 관련된 공적 등을 모국어
프랑스어로만 당사자들에게 선포하고 게재하며 고지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불가하다.)

이처럼 이미 16세기에 언어정책, 언어 개입의 동기가 이해와 정보전달의 명확성이라
고 천명되었고, 이것이 지금껏 프랑스 공공언어 정책의 변하지 않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언급할 ‘프랑스어 진흥(풍부화) 위원회’는 프랑스어를 풍부히 하고 진
흥시키는 것은 전문용어라고 보고 이를 공공언어의 틀 안으로 가져온다. 프랑스의 언
어정책이 위로부터의 개입임에는 분명하나 정책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전
제는 전문용어 표준화의 목표가 순화가 아니라 수월화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용어, 즉 지식 대중화에 이바지하는 용
어를 우선 선별한다는 것이고, 조어 역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단어를 선호한
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용어의 뜻풀이 역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의로 제
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전문용어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전문용어가 '기능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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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functional illiteracy)'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즉, 지식 및 정보 접근성에 대
한 불평등이 용어(언어)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2) 전문용어 정
책은 이러한 기능적 문맹의 퇴치와도 관계가 있다. 어휘의 빈곤은 지식의 퇴락을 동
반하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가 벌어질 위험이
실제 존재한다.3)

전문용어가 전문가들의 영역 내에서만 머무를 때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
나 몰이해와 부정확성의 위험을 내포한 탈용어화(determinologization)의 현상은 언
론이나 공공기관, 온라인 상에서 비일비재하다. 외국어 어휘의 유입과 사용을 어휘의
풍부화 및 진흥의 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가 모국어의 진흥에
이바지할 때와 긍정을 가장한 빈곤의 정확한 신호일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 16세기
프랑수아 1세의 칙령에서처럼 사회의 근간이나 법령 등 공적인 활동과 연관된 언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모국어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어 진흥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적 행위를 ‘(언어적) 결핍을 치료하고 빈곤에 대처하며 언어의 발전에 동
행하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강력한 정책은 프랑스 헌법 2조에 해당하는 "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조항과 “국가는 언어적 의무를 지닌다. 바로 모범
의 의무이다.” 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주된 목적을 세
우게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선 시민들을 위한 "불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주어지고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에 해당
한다. 둘째, 투봉법(공적 담화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는 법)이 강제하듯이 모든
규정의 작성을 위해 특히 꼭 필요한 프랑스어 용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지침이
되는 용어가 전문가, 번역가 더 나아가 국제기구에 쓸모가 있어야 하며 그 안에 프랑
스어의 존재가 쉽게 찾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의 언어정책에서 대상언어 범주에 전문용어, 공공언어가 적극적으로 포
함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법적 배경이 있어서이다. 또한 언어를 진흥시키고 풍부히
만드는 것이 언어정책의 일차 목표인데, 풍부화의 목표가 일반어보다는 전문어를 통
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 제1장 제1조에서 목표로 삼은, '
언어의 발전'과 '국민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2) 이 같은 위험성은 이미 UNESCO가 『전문용어 정책에 대한 지침서』 (2005) 안에서 언급하였다. 전문
용어 정책 및 모국어로의 전문용어 정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가 전문어의 관점에서 충분히 발달되지 않
은 경우, 즉 모국어가 일상의 영역, 사적 영역만을 담당하고 점점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의 사용이
뒤처지는 경우, 해당 언어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 Madinier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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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들이 아니라 새로이 생성된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들, 보다 전문적인 용어들이라
는 것이다.
아래는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대표부(Délégation à la langue et aux
langues françaises)’(이하 ‘프랑스어 총대표부’) 및 프랑스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어 풍부화 장치의 역할이다.

프랑스어 풍부화 장치의 임무는 프랑스어 조어 규칙에 맞고 쉽게 이해가능하며 참고기
준이 될 수 있고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용어를 구
축하는 일이다. Œuvrer à l’élaboration d’une terminologie de qualité, conforme
aux règles de formation des mots en français, facilement compréhensible, et
qui puisse faire référence, puis la mettre à la disposition des professionnels
et du public, telles sont les missions du dispositif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régi par le Décret n° 2015-341 du 25 mars 2015 modifiant le
décret n° 96-602 du 3 juillet 1996 relatif à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modifié le 25 mars 2015)4)

2015년 3월 프랑스 공공언어 정책사상 작지만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 기존에 전문
용어의

정비를

générale

관장하던

정부부처

de terminologie et

de

‘전문용어

신조어

néologie)’를

총괄위원회(Commission

‘프랑스어

진흥(풍부화)위원회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로 개칭한 것이다.5) 기존
의 업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이전까지는 전문용어와 신조어 정비에 있어 총괄
위원회를 돕고 의견을 조율하던 매개자로서의 프랑스어 총대표부를 전문용어 정비의
산실로 자리잡게 한 것이다. 프랑스어 총대표부의 ‘프랑스어 진흥팀’은 이전의 전문용
어 신조어 총괄위원회의 사업을 전부, 그리고 전문용어 신조어 전문위원회가 맡았던
일을 일부분 가져옴으로써 프랑스어 총대표부 부서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제도적 네트워크의 핵이 되었다. 프랑스어 진흥위원회의 업무는 이전의 전문용
어 신조어 총괄위원회의 것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물려받아서, 프랑스 어휘의 질을 함
양시키고 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문용어를 간주하고 있다.

개정된 관련 법령(D. 2015-341)에서는 프랑스어 진흥위원회 발족의 목적이 조직 구

4) https://www.culture.gouv.fr/Sites-thematiqu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Politi
ques-de-la-langue/Enrichissement-de-la-langue-francaise)
5) 관련 법령은 Décret n. 2015-341 du 25 mars 2015 modifiant le décret n.96-602 du 3 juillet
1996 relatif à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https://www.legifrance.gouv.fr/eli/
decret/2015/3/25/MCCB1430182D/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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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현대화 및 단순화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전문용어
와 일반언어를 구분하는 이원적 전제에서 이 둘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 다음의 법 조항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표 8> 프랑스어 진흥법 개정 내용 비교

목표

개정 전
“제8조. [...]본 위원회는 용어들,
표현들과 수립된 정의문의 보급에
힘쓰고, 본령에 맞게 전문용어의 발전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기구
간
협력
체제

X

역할

제4조. 전문위원회의 역할 (삭제)

개정 후
“제8조. [...]본 위원회는 용어들, 표현들과 수립된
정의문의 보급에 힘쓰고, 본령에 맞게 전문용어가
프랑스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8조. 본 위원회는 용어, 표현, 제안된 정의가
다른 전문용어나 신조어 그리고 표준화 기관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리고 프랑스어권 국가들 및
프랑스어가 공식어 또는 직업어인 국제기구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프랑스어 총대표부가 프랑스어
진흥위원회의 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주제에 따른
전문가와 부처 대표자들을 유한 기간동안 구성.
전문가의 역할은 첫째, 프랑스어 어휘를 보강하고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 어휘 목록 수립. 둘째,
외국어로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와 표현, 그의
등가어에 해당하는 용어와 표현 제안, 분석. 정의
첨부.

즉, 예전에는 전문용어에 대해 대중들을 민감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것이 프랑
스어 발달에 일조하는 전문용어의 역할을 민감화하는 것으로 조항 내용이 변경되었
다. 사실 이 같은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08년 총괄위원회의 연간보고서를 보면6) 공공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전
문용어의 속성과 정비절차, 그 결과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는데, 이는 전문용어
표준화기구나 다른 나라들의 전문용어 정비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로, 용어
선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이 있을 때, 그리고 법령이나 행정고
지문 등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선정 대상은 일반 대중의 삶과 직무에서 만나
는 외국어(일반적으로 영미권어) 용어로서 프랑스어로는 어휘적 공백이 있는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전문용어를 다루기는 하나, 프랑스 언어정책의 쟁점이 행정 영역 속
에서의 용어나 개념을 표준화하는 데 있지 않다. 행정적, 법률적 또는 기술적인 개념
6) Rapport annuel de la 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2008, Premier

Ministr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DGLF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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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공식화하는 데에 있지도 않다. 오히려 행정과 규정의 용어를 명시화하고 용어
와 개념을 조화(harmonization)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7) 즉, 가장 중요한 작업
은 알기 쉽고 간단한 뜻풀이를 통해 프랑스어 대응어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해의 수월화 작업을 어휘 차원뿐 아니라 개념 전달의 차원(뜻풀이 차원)에서 동
시에 진행한다고 하겠다. 전문용어 신조어 전문위원회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정의
문을 작성하는데, 하나는 전문가들이나 부처 내부에서 사용하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에게 고시될 보다 쉬운 언어로 작성된 뜻풀이이다. 전문용어 정책을 공공정책의
틀에서 다루는 것은 지식의 전파 및 습득,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정의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용어와 그 정의를 조
화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임무로 본다. 마디니에는 스팸 방지법의 입법을 준비할
때 스팸이 현상인지, 스팸 메일인지, 상업적/비상업적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지, 합
법/불법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그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입법 자체가 연
기되었다는 일례를 소개한다.8) 한 용어와 연관된 개념 정의 및 조화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용어 정책에서 ‘정의’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
나는 개념의 표준화 및 조화를 위한 매개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들이 쉽게 용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풀이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 다른 프랑스 전문용어 정비의
특징은 ‘정비’, ‘표준화’, ‘공식용어official term’ 등의 표현을 극도로 자제한다는 점
이다. 정비는 ‘장치dipositive’로, 표준화는 ‘제안’으로, 공식용어는 권고 또는 권장용
어proposed term로 대체하면서 어휘의 공백을 메우고 그 수요에 부응하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센터와 같이 기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프랑스어 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어휘집의 구성을 보면, 프랑스어
용어, 소분야, 정의, 외국어 대응어가 필수항목이며, 그 외에 표제어에 따라 동의어,
축약어, 주석, 비고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임의적인 항목은 이탤릭체로 표시.) 아래
는 2016년 4월 6일자 공보에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용어의 일부이다. 정의문은 의학
적 용어를 가능한 배제하면서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작성되었고 주석 역시 현재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이나 사회적 함의(위험성 등)를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영상 부검 autopsie par imagerie
분야domaine : 건강/의료, 법의학

동의어 : virtopsie

7)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또는 기술적인 정의를 공식화 [...] 하는 것은 총괄위원회가 전문용어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아니다. 더욱이 행정부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표현을 표준화하는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Rapport annuel, (2008: 7)]
8) Madinier (201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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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의학영상 기술을 사용하는 비절개 부검
외국어 대응어equivalent : virtopsy, virtual autopsy

(11) 허벅지 사이 공간 espace intercuisse

축약어 : intercuisse
분야 : 건강/의료, 해부학
정의 : 사람의 발을 맞붙였을 때 생기는 허벅지 사이의 어느 정도의 틈, 간격.

주석note : 허벅지 사이 공간은 살을 빼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으로 작용하
기도 하지만, 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외국어 대응어 : thigh-gap

(12) 코칭 guidance
분야 : 건강/의료, 심리학
정의 : 건강상태나 건강관리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도록 상담하고 보살피는 모든 방법론과 실천.
외국어 대응어 : coaching, counseling, counselling, guidance

비고attention : 본 항목은 2008. 9. 6. 일자 공보의 항목을 폐기, 대체하는 것임.
[출처 : JORF n°0081 du 6 avril 2016 texte n° 73 “보건의료 어휘집”]

각국의 언어정책사는 그 언어가 겪어온 역사적인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영국에
서 쉬운 언어 운동이 일찍이 시작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궁중의 언어나 사법언어가
오랫동안 프랑스어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일반 민중들의 언어와 큰 괴리가 있던 시기
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6세기에 프랑스 왕국이 선 후에 그 땅
전역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기까지 12세
기를 더 보내야 했다. 18세기에 한 사제가 중앙의 언어이자 국어인 프랑스어로 된 공
문을 해독하기 어려워서 지방의 언어상황을 조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프
랑스 국민의 12%만이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 그 후 각 지방은 프랑스어 교사
를 전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9) 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어를 배우고자 법
률과 인력 등을 정부에 요청한 드문 사례이다. 언어를 통해 ‘하나의, 분리불가능한 프
9) 1790년 그레구아르 주교는 공화국의 모든 지방에 4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어와 방언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보낸다. 그 결과 600만명의 프랑스인이 국어를 전혀 모르고 다른 600만명의 프랑스인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300만(전체 인구의 12%)이 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다.(당시 인구 2,500만) 그레구아르 주교는 1794년 국민공회에 <방언을 없애고 프랑스어의
사용을 보편화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행정구역에 프랑스어 사용을 필수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같은 해에 파리에 프랑스어 교사 양성을 위한 고등사범학교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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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라는 공화국의 헌법 제1조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어, 국가 정신으
로서의 언어, 국가가 언어를 교육한다는 관점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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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프랑스어 진흥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절차

- 조직 구성 :
① 프랑스어 총대표부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
① 프랑스학술원 종신 사무총장 또는 그가 임명한 학술원 위원. 과학학술원 종신 사무총장
또는 위원
②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OIF)의 대표
③ 문공부 장관 임명의 법률, 외무, 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경제, 산업, 고등교육, 연구,
프랑스어권 부처를 담당할 10명의 선정위원
④ 문공부 임명의 프랑스어 총대표부 선정위원 2명
⑤ 미디어 고등 자문위원회 회장
⑥ 프랑스 표준화 기구(AFNOR) 회장 또는 그가 선정한 대리인
⑦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정한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다.
⑧ 본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프랑스어 총대표부에서 맡는다.
⑨ 본 위원회의 예산은 프랑스어 총대표부가 담당한다.

- 절차 :

① ‘프랑스어 진흥위원회’는 프랑스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로서 프랑스 어휘의 보강과
풍부화를 위한 전문용어 제정, 조정, 관리 기구임10)
②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대표부(DGLFLF)’(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 해당),

13개의 정부부처에 분배되어 있는 19개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상시 합동
운영 체계.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과 대학연구소들, ‘프랑스표준화기구
(AFNOR)’, 프랑어권 국가들의 언어정책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작업
③ ‘프랑스 학술원’의 최종 감수 후 『프랑스 공보Journal officiel』에 공포되고 이후 모든
행정기구, 정부부처에서의 사용이 강제됨

10) 이전 법령에서 ‘프랑스 전문용어 및 신조어 총괄위원회’였다가 2015년 이후 명칭 변경. 전문용어의
위상이 전문가들의 언어에서 일반언어 속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전문용어가 언어의 풍부화와 진흥을
담당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과 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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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진흥위원회의 정비 용어 목록 예
<표 9> 전문용어 술어집 목록 일부 (2015. 7 이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용어 부문
금속, 재료 술어집 Vocabulaire des matériaux, métallurgie
국제관계 술어집 Vocabula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핵 기술 어휘집 Vocabulaire de l'ingénierie nucléaire
보건, 의료 어휘집 Vocabulaire de la santé,
국제관계, 운송 술어집 Vocabula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des transports
정보통신 술어집 Vocabulaire des télécommunications
생물학 술어집 Vocabulaire de la biologie
생물학 술어집 Vocabulaire de la biologie
화학 일반 술어집 Vocabulaire des termes généraux de la
chimie
자동차 술어집 Vocabulaire de l'automobile,
우주과학 및 기술 술어집 Vocabulaire des sciences et
techniques spatiales,
경제, 금융 술어집 Vocabulaire de l'économie et des
f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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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3.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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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2. 공보
2016.1.31. 공보
2016.1.31. 공보
2015.9.19. 공보
2015.9.19. 공보
2015.7.28. 공보
2015.7.25. 공보
2015.7.22.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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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정치적 행위로서의 언어
- 사회언어학에서 바라본 한국의 영어 문제와 공공언어 수월화 -

박성열(싱가폴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1. 언어란 무엇인가? 정치적 행위로서의 언어
2. 언어선택의 정치성: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의미
3. 영어와 공공언어 수월화

이 글에서는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영어의 문제와 공공언어수월화
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속에 섞여드는 영어는 국어운동과 공공언어수월화 운
동가에게 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공공언어수월화의 나아갈 길을 생각함
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사회언어학이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를 바
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다양한 정치적 함의들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논의가 공공언어수월화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봄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1. 언어란 무엇인가? 정치적 행위로서의 언어
사회언어학이란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바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언어를 바라보려 한다는 이유에서
사회언어학은 일반언어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언어를 바라본다. 현대의 주류 언어학은
의미전달을 위한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 즉 언어는 다양한 사물이나 개념
들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의미있게 구성하여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러한 문법은 언어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
상적인 형태의 지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사용자는 한국어로 말할 때 문장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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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든지, 문장 안에서 각 단어들이 맡고 있는 문법
적 기능들이 어떻게 표시된다든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주류 언어학은 이러한 추
상적인 지식의 구성원리를 밝혀냄으로써 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로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은 언어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신,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 즉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언어학에서 바라보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그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여기서 언어는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
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며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사회언어학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에 촛점을 맞춘다.

한 예로 일상생활에서의 호칭을 생각해 보자. 호칭은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
특별한 단어에 속하는데, 호칭은 단지 어떤 사람을 부르는 단어일 뿐 아니라 언어사
용자와 부름을 받는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나와
내가 부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호칭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라
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은 단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관계를 반영하
여 부르는 이름은 아니다. 비록 많은 사회적 제약이 따르지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어느 핸드폰 광고에서 김태희가 현빈에게 ‘빈아, 이제 누나라고
부르지마’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물론 김태희와 현빈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현빈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누나-동생 사이가
아닌 연인관계가 되자는 제안, 즉 새로운 호칭을 선택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재설
정하는 적극적 행동인 것이다.이러한 예는 단지 광고나 드라마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다. 서로 ‘김 대리’ ‘박 대리’라고 부르던 사이도, 술자리에서 적절히 ‘김 형’ ‘박 형’
등의 호칭을 써봄으로써 좀 더 막역하고 친근한 사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러
한 예들은 호칭은 곧 내가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행위로 기능
한다는 사실, 더 나아가 호칭을 통해 남을 부르는 행위 그 자체가 곧 사회관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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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호칭을 통해 사회관계를 만들어나간다 해서 무작정 내 멋대로 호칭을
고름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재설정할 수는 없다. ‘부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친근
한 관계를 만든다는 이유로 어느날 ‘OO씨’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들다. ‘도련님’ ‘아가씨’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시댁식구에 대한 존칭에 대해서도
최근 바꾸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두루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꾸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한겨레2018). 위의 김태희-현빈 광고도, 호
칭을 통해 사회관계를 바꾸어가는 예로 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 광고에서의 김태희의
호칭 선택도 남녀관계에서 여성이 우위에 서서는 안된다는 가부장적 남녀간 호칭의
질서에 들어맞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호칭의 변화를 통해사회관계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
실은 역설적으로 호칭의 선택이 엄연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칭
이 단지 이미 존재하는 사회관계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라면, ‘왜 굳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데 이렇게 큰 저항이 따를 이유가 없
다. 나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어느날 나를 ‘OO씨’라고 불렀을 때 발끈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을 없애자는 말이 가족질서와 전통문
화를 뒤집어엎는 불순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호칭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컫는 순간순간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사회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칭은, 우리의 언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사회관계 또는 권력관계를 가리키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다. 호칭이 곧 권력이자
사회관계이며, 그 사회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를 언어의 본질로 본다. 다시 말해 사회언
어학에서 보는 언어란 ‘결혼 안 한 남자 시동생은 도련님라고 부르고, 여자 시동생은
아가씨 …’ 하는 식의 특정 사회관계와 무관한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호칭 등의 다양
한 기호를 통해 구체적 사회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행위이다.

사회언어학에서 다루는 현상은 물론 호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호칭이 정치적 행위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호칭이 갖고 있는 지표성(指標性, indexicality)라는 기능
때문이다. 지표성이란 한 기호, 이를테면 한 단어가 그 가리키는 대상 뿐 아니라 그 단
어가 사용되는 주변 환경까지도 가리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사장님’이
라는 호칭은 그 호명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호명된 사람 사
이의 관계도 가리킨다. 즉 호명된 사람은 ‘사장’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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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존중하고 우대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회적 맥락’이 호칭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호칭의 사회적 의미, 즉 지표성이 호칭으
로 하여금 정치적 행위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표성은 호칭과 같은 특정 언어현상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지
표성은 모든 언어행위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문장을 말했다
고 상상해보자.

설령 두 사람이 똑같은 단어와 어순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했다할지

라도 우리는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차이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 똑같은 목
소리나 억양등으로 말하지 않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자신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사람은 서울 출신, 다른 한 사람
은 부산 출신이라서 서로 다른 억양을 가지고 같은 문장을 발음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이 말한 두 문장은, 그 문자적 의미가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사회적 의
미를 지니게 된다. 즉,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억양을 듣고, 발화된 문장의 문자적 의
미 이외에 말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도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언어가 지니는 지표성은 언어의 불가피한 속성이다. 누구나 출신 배경이
있듯이, 그 배경을 반영하는 어떤 억양도 없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언어의 사
회적 맥락을 가리키는 지표성도 모든 언어행위에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인 것이다.

언어의 지표성 또는 사회적 의미는 언어로 하여금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되게끔 한
다. 우리의 언어행위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그 언어행위가 우리의 사회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사회생활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경험,
믿음, 판단 등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언어행동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 만큼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의미 중
어떤 의미가 주된 의미가 될 것이며 어떤 의미는 무시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부딪히는 사회적 의미들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의미는 어떤 것
인가? 이것이 정치적 행위로서의 언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다.

내가 사용하는 억양이 전달하는 사회적 의미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 만약 내가
사용한 억양이 이른바 ‘서울 말씨’와 다른, 한 지역의 지역어 또는 ‘사투리’를 연상케
한다고 한다면, 나의 억양을 통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감지하는 사회적 의미는 ‘이
사람은 지방 출신이군’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사투리는 단지 지
리적인 구분이라는 의미만 지니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지역
의 전통적 가치가 지니는 친숙함’를 상징하는 기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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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화’의 의미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서울
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외면 받아온 지방의 ‘불평등의 역사’를 상기시킬 수도 있
을 것이다. 또 어떤 이에게는 표준어로 상징되는 현대적 과학, 기술, 학문 등과는 어
울리지 않는 ‘낙후된 사고’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표준어의 어법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틀린 말’일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영어 등의 외국어와는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언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언어기호는 다양한 지표성, 즉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이 다양한 사
회적 의미들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강화하거나, 부대끼면서, 끊임없이 확장하는 의미
의 장을 형성한다. 보다시피 위에서 예로 든 다양한 사회적 의미들 중 다수는 지역어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가치가 ‘옳다’
거나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에서 예로 든 사회적 의미들은 모두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지역어가 지니는 위치를 반영한, 한국의 역사적 상황의 거울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위치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의미들을 더 친숙하고 자연
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회적 의미들을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의미들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모든 사회적 의미는 특수한 상황과 사
회적 이익의 산물이며, 누군가의 관점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언어활동은 정치적 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든
상황은 사투리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들 중 어떤 의미를 강화하며 어떤 의미를 억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영화에서 배우가 사투리를 구사함으로써 조직폭력배를 묘사
하는 것은 그 사투리와 연관된 투박하고 거칠은 남성성이라는 의미를 강화하는 행위
이다. 사전에서 사투리에 해당되는 표제어 앞에 ‘방언’이라는 수식을 다는 것은 표준
어의 권위로부터 사투리를 배제함으로써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상품의 홍보를 위해 사투리로 된 문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사투리의
경제적 가치를 세우는 행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투리의 향토적 친숙함이라는 오래
된 감정을 되살리는 행위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언어사용은, 의도적이든 아
니든 상관없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며, 그럼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의미와 연
관된 사회적 관점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언어행위는, 가장 일상적
이고 평범한 순간에조차도 권력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가 왜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로 경쟁하는 사회적 의미들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언어의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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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고 정당화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 행위인
우리의 언어는 더욱 정치적이 된다. 이러한 선택은, 앞서 말했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
는 아니다. 그러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
택할 수 밖에 없다.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의미가 담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불평
등이 재생산되는 것을 묵과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
의 편에서 그러한 언어를 거부할 것인가?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함으로써 권력에
더 큰 힘을 부여하는 언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언어의 편에 설 것인가? 다수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언
어에 만족할 것인가, 소수자들의 희망과 좌절에 무감한 언어를 불편해하며 새로운 말
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언어가 정치적 행위일 수 밖에 없는 사회언어
학적인 이유이다.

2. 언어선택의 정치성: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의미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영어의 문제를 지금까지 말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자. 모두가 알다시피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영어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강
조되기 시작하고, 높은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 이른바 영어열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이 영어열풍은 종종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설명되곤한다. 즉 세계가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하나로
연결됨에 따라, ‘국제어’인 영어의 구사력을 갖춤으로써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하나된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영어열풍의 전제
들은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영어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국제어라는 믿음은,
객관적인 현실과 필요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언어의
선택은 곧 정치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영어열풍은 전세계적으로 영어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과 맞물
려 있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특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전세계적
으로 영어는 식민열강시기를 거치며 이미 대영제국의 수많은 식민지들을 기반으로 그
영향력을 확산한 바 있다. 그러다가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방세계의 주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영어의 국제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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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질서는

자본의 발빠른 흐름을 위해 세계의 시장들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기술

적, 문화적 지구화를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언어로 영어가 강조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다
른 언어를 억압하고 영어만을 강조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자본과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언어도 기꺼이 포용하고 상품화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미 현대사회를 통해 국제적 언어로 부상하였고 뉴욕과 런던의 자본시장을 대
변하는 언어로 인식된 영어는, 국경에 제약받지 않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신자유
주의의 근본 이념을 가장 잘 상징하는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영어열풍은 이러한 세계적 환경 속에서 영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적
의미가 확장되고 진화하면서 발생하였다. 영어는 이미 해방 후 미군정 시기부터 정치적
권력, 경제적 풍요, 근대적 합리성, 문화적 세련됨 등을 상징하는 언어로 자리잡았고 이
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그대로 유지되어 왔지만, 한국사회를 뒤덮은 신자유주의가 요구
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가리키는 데 특히 유용한 언어로 부각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
장과 자본의 논리를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인간마저도 ‘인적자본’
으로 바라본다. 이에 끊임없이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몰두하
는 것이 이상적인 신자유주의의 인간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구사능
력을 높이기 위해 무한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상적인 신자유주의 인간상에 부합
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책임있는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
시 성실히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Park 2010).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영어의 사회적 의미는 영어의 실제적인 효용에서 우
러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대기업으로 대
변되는 자본의 관점이다. 90년대말, 외적으로는 격화되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대
응하고 내적으로는 민주화를 거치며 성장한 노동운동의 세력을 통제해야 했던 자본
세력에게, 영어구사력과 영어에 대한 투자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인재상은 재벌기업
의 세계진출과 능동적으로 자기계발에 임하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매우 유용했다.
또 세계화를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삼은 국가의 관점이다. 60-7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
을 이끌어온 개발주의 모델의 효력이 떨어지고 미국 자본으로부터 개방의 압력이 커
지는 가운데, 정부는 세계 자본에 더 친화적인 국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중 하
나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자본 및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 언론 세력이다. 이들 언론은 복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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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용화론에 대한 대대적 보도뿐 아니라 영어의 신자유주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영어열풍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영어열풍은, 세계화의 흐름과 대중의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혹은 불가피하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적 행위였다. 다시 말
해 특정한 정치적 이익에 기여하고,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당화라는 특정의 정치적
인 결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단지 언어정책 등 사회적, 물리적 장치들만을 통해서 행해진 것이 아
니라, 영어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를 연장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즉 언어 그 자체를 매
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영어열풍은, 자본, 국가, 언론 등의 주체들이
영어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이었다. 기존에 영어가 갖고
있던 정치적 특권, 서구적 근대성, 문화적 세련됨의 의미 위에,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자기계발의 언어라는 의미가 덧씌워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덧씌워짐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의미들의 억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어를 보편적인 국제어, 더 이상은 영국과 미국의 식민주의의 언어가 아
니라 국적, 인종, 문화를 초월하여 지구인들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언어로 내세우는
것은, 지구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어의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의미를 무
시한다. 물론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영국인과 미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며, 이미 동남아
시아와 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나라들에서 하나의 현지어로 자리잡은 상태이
며, 또 세계 많은 이들이 영어를 제2언어로 당당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
국영어와 미국영어가 권위있고 정확한 영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영어들
(예를 들어 싱가폴 영어, 필리핀 영어, 인도 영어 등)은 그 권위에 미치지 못하는 열
등한 영어, 잘못된 영어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리고 영어의 권위있는 본보
기로 여겨지는 이른바 ‘원어민’도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영국인, 특히 백인 미국인이
나 영국인인 것으로 상상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영어는 이제 어떤 개인
이든 자유롭게 자신의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는 말은 허상임
을 보여준다.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언어위계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인의 영어는 여전히 가치있게 평가되지 못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구조적 불
평등을 감춘 채 누구나 영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에서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관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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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영어열풍은 자본이 요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의미가
다양한 다른 사회적 의미들과 부딪히는 장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영어
가 전방위적으로 강조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영어에 사대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즉 전근대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보였던 사대주의를 오늘에 연결시켜, 한국어보다도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어열풍 속에서 외세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김영명 2000). 영어열풍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어의 또 하나의 사회적
의미는 계급불평등이다. 많은 사람이 영어열풍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투자가 교육
과 취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어가 어떻게 계급간
격차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보게 되었다. 이른바 ‘금수저’들은 조기유학
등의 기회를 통해 쉽게 시장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어를 습득함으로써 그
계급적 특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지만, ‘흙수저’들은 영어학습에 들이는 끊임없는 노력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급적 한계로 인해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사람
들로 하여금 영어열풍과 ‘영어계급사회’(남태현 2012)를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물론
사대주의적 사고 또는 계급불평등의 고리라는 영어의 사회적 의미가 영어에 투자하라
는 신자유주의의 권면에 대한 저항으로 반드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영어가 주는 정
서적 거부감이나 계급적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어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고 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는 적어도 영어열풍이 영어의 사회적
의미가 기업, 정부, 언론 등의 주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설정된 사건이 아니라, 끝
없는 갈등과 긴장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영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의 장이 절충되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맞서는 영어의 사회적 의미들이 반드시 영어에 대한 비판적 의
미만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열풍을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 온 결과, 특히 90년대 또는 그 이후에 성장기를 거친 세대에 있어서 영어는 신자
유주의적 자본주의를 포함하여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표현하는 데 유용
한 언어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미 한국의 근대화 초기부터 영어를 비롯한 외국
어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전근대적 불평등에 맞서고자하는 이들에게 비판과 연대
를 위한 새로운 용어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질서를 상징하는 한국어와 대척
점에 서는 기호로 사용된 바 있다. 영어가 더 널리 확산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쉬워진 지금, 어떤 이들에게 영어는 극단화된 자본주
의에 대한 비판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라는 말 대신, 더 보편적인 연대의 의미를 내세우기 위해 ‘페미니즘’을 선호하
는 사람들이 있다. 페미니즘은 단지 생물학적 여성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억압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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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체성들을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며, 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서 진행되는 동일한 이름의 움직임들과의 연결고리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페미니즘이라는 영어 단어는 가부장적, 인종주의적,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억압과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연대의 언어로 기능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열풍을 통해 드러나는 영어의 사회적 의미들 가운데 극히 일
부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할 점은, 한국사회에서 영어는 이러한 다
양한 영어의 사회적 의미들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사용하
며 영어를 섞어 쓴다든지, 영어와 관련되는 어떠한 정책을 만드는 일은, 수많은 영어
의 사회적 의미들 중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부각시키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어떤
시도들은 신자유주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시도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자본의 가치에 맞서
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시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의미들이 중첩된
복잡한 감정들과 의도들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옳고 그
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영어의 어떤 사회적
의미들을 선택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 서기로, 누군가의 가치
를 지켜내기로, 누군가의 관점에 내 관점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
어는 단어나 문법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회언어학의 명제는, 한국사회에서의
영어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숙지해야 할 전제이다.

3. 영어와 공공언어 수월화
영어와 공공언어수월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조금 먼 길을 돌아왔다. 앞서 말했
듯이 한국어와 섞여쓰이는 영어는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국어운동의 중요한 비판대
상이 되어왔다. 그와 동시에, 한국어 속에 섞여드는 영어를 한국어로 고쳐써야 한다는
국어운동의 주장은 역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에서 우리는 언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어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을 살펴보았는데,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 논쟁을 평가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고종석(1999)으로부터 김진해(2020)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학자들이 이 논쟁을 통
해 꾸준히 펼쳐왔던 주장은, 언어는 끊임없이 다른 언어와의 접촉과 뒤섞임을 통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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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언어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고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기 때문에, 언
어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풍부하고 창조적인 언어생활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다. 그러나 언어는 문법구조가 아닌 정치적 행위라는 사회언어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은 비판될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변화가 언어의 근본속성이라는 말은
물론 맞다. 언어가 지닌 생명력과 창조력이 인위적 개입을 통해 통제될 수 없다는 말
도 맞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아무런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앞서 보았듯,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언어행위를 통해 우리가 쓰는
말의 사회적 의미를 끊임없이 재창조,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불가피하게 언어
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한, 언어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는 일상언어가 아니라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언어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언어정책은 중립적일 수 없다. 표준어를 만들고, 언어규
범을 설정하고, 특정 표현과 어휘를 권장하는 등의 정책은 반드시 누군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방언들 중 특정 방언이 표준어로 지
정되어야 하며, 나머지

방언은 ‘사투리’의 영역으로 밀려나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올바른 것’으로 설정되어야하고, 다른 누군가의 말은 ‘틀린 말’이 되어야 한다. 누군
가에게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한 어휘가 장려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런 언어정책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
니다. 앞서 보았듯 언어는 이미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의 각축장이며, 권력투쟁의 장이
다. 이러한 언어의 장에 아무런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갖
고 있는 관점과 생각이 우리 사회의 주류 언어생활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우러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존대의 호칭으로 호명받는 사람에게는,
호칭의 체계를 바꾸자는 말은 쓸데없는 언어에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말을 바꾸어 보아야 사회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세상
이 변하면 언어도 바뀔테니 굳이 억지로 부자연스러운 호칭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간과하는 바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이미
언어에 대한 개입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언어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관점 (즉 자신의 관점)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언어정책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그것은
이미 형성되어있는 언어의 권력체계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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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그 권력체계를 바꾸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
이상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언어에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개입하여
야 할 것이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어는 정치적 행위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다시
풀어쓴다면, 언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의 질문이 된다. 언
어생활과 언어정책을 통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하며, 누군가의 관점과 생각을 다른
누군가의 관점과 생각보다 우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누구의 관점과 생각을 기
반으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의 국어운동의 성과도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 평가해 볼 수 있다. 영어에
침투에 맞서 한국어말글을 지킬 것을 주장해 온 국어운동은, 민족주의의 관점에 기반
을 두고 출발했다. 주시경과 조선어학회에서 출발된 독립운동으로서의 국어연구정신
을 이어받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언어관은, 식민주의 시대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제국주의적 불평등관계가 한국사회 내에서도 재생산되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적 선
택으로서의 의미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족의 개념 자체는 근대사회의 산
물이기에, 민족 자체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닐 것
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 아래서 한국어라는 민족어를 내세워 한국 민중의 고통과
저항을 담아낸 국어운동은, 식민주의에 맞서 그 민중의 편에 선 정치적 행위로서 충
분한 의미를 갖는다. 해방 이후 분단체제 아래서 미국의 영향력 밑에 놓인 한국사회
에서도, 한국어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 상징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권력,
그리고 그로부터 지배력의 정당성을 얻는 국내 특권층의 권력에 맞선다는 의미를 가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운명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민족
의 개념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 의미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주의적인 의미도 품
을 수 있다. 해방 후 민족의 개념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해 동원되었고, 국가주
도의 언어정책은 표준화된 국어를 통해 국민들을 국가발전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
는 일꾼으로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또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국어
순화정책도 일치된 사회질서에서 벗어나는 비속어등을 억압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통
제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민족어로서의 국어는 국가의 권위주의와 강압적 획일성
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얻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민족 개념에 기반한 국어는 한민족과
한국어에 포섭되지 않는 우리 안의 타자들을 만들어내고 소외시켰다. 한국 내의 소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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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로 지워졌고, 그들의 언어는 철저하게 언어정책에서
배제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세계화가 진척된 이후에도 이러한 배제는 여전하며,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배경의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 이들이 한국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야만 한다는 전제들은 흔들림없이 유지
되고 있다. 또한 외적으로 투사된 민족주의적 언어관은 ‘한글수출’등의 움직임에서 보듯
이 언어제국주의로 쉽게 연결된다 (강미옥 2016).

이런 의미에서 한글문화연대가 국어운동의 촛점을 민족에서 인권으로 바꾼 것은 바
람직한 일이다(이건범 2017). 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국어운동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인권으로서의 국어운동은 공공영역의 언어사용에 촛점을 맞추면서, 영어를 사용한
공공문서, 표지판 등으로 인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의 개념이
우리 공동체 안의 소수자들을 배제하면서도 그 배제의 성격을 숨겨왔던 반면, 인권의
관점은 공공의 의사소통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공공언어의 책
임성을 강조한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공공의 언어도 중립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인권에 촛점을 맞춘 국어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영어열풍의 한
가운데서도 영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면
그들의 편에 서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적 인간상, 경제적 성취, 국제적
감각 등 영어열풍이 강조하고자했던 의미 외에 영어가 지니고 있는 다른 사회적 의미
들을 부각시킨다. 어떤 이들에게 영어는 세련되고 참신한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지
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움, 곤혹스러움, 아니면 그냥 의문의 문자들일 수도 있
을 것이다. 인권의 관점은 그래서 전자가 아닌 후자의 시각에 공공언어를 맞추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언어는 정치적 행위라는 시각을 공공언어수월화 운동에 적용해 본다면 인권
의 관점을 넘어서는 더 진보된 방향성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공공언어
수월화 운동이 편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영어로 된 공공언어로 인해 배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젊은 세대보다는 영어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노년층인가? 영어교
육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가? 경
제적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영어와 연관짓는
사회적 의미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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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공언어수월성운동이 누구의 사회적 의미
를 편들어야 할지를 잘 따져보는 것은 정책적 배려를 넘어서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공공언어가 배제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구
체적으로 왜 그들이 배제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공언어를 상상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공공
언어의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언어생활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권으로서의 공공언어정책을 설명할 때 ‘영어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언
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 때가 있다. 물론 이는 영어, 한국어를 떠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그 의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이며 이는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쉬움’과 ‘어려움’을 공
공언어의 척도로 내세우는 것은 공공언어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언어능력이나 이해력
이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묘사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표지판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모르거나 영어 자체를 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쉬움과 어려움이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
시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많은 언어들 중
에서도 영어를 특히 어렵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도, 우리가
그 언어를 따로 배우지 않은 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똑같은 외국어이지만, 영어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며 따라가기 힘든 언어로 인식된다. 이는 영어라는 언어가
실제로 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일본
어나 중국어는 이웃나라의 언어이고 같은 문화권의 언어라는 인식이 있다면, 영어는
저 먼 식민지배자의 나라에서 온 언어이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의 지적 경제적 가치
가 끊임없이 평가받는 언어이며, 우리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이른바 원어민의 인
종주의적 권위 아래 주눅을 느껴야 하는 언어인 것이다. 공공언어에 불필요하게 삽입
된 영어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영어로 표현된 의미이기 때문에 이
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공공언어의 근본적인 문제로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영어의
식민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의미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쉬움과 어려움은 공공언어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 사실 공공언어는
애당초 ‘쉬운’ 언어와는 거리가 있는 언어일지도 모른다. 소외되고 억압된 사회적 의
미들을 기억해내고 부각시키는 것이 공공언어의 책임이라면, 그러한 언어는 다수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의미들을 끊임없이 전복시키고 새로 고쳐써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쉬운 것으로 치자면 성평등적인 언어를 새로이 배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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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실제로 이는 성평등적 언어의 도입
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억눌리고 무시되는 사회적 의
미들의 편에 서는 공공언어를 추구한다면, 어느 정도 낯설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
는 언어일지라도, 부당하게 억압된 사회적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언어로 공공언어를
채워가야 할 것이다.“

공공언어의 방향성을 쉬운 언어로만 제한하는 것은 기능주의적인 사고, 즉 광고제
작자가 참신한 광고문구를 만들어내듯 우리 언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표면적으로 매
끄러운 말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흐를 수 있다. 다
시 말하자면 공공표지판의 문구나 공공정책에서 사용될 이름 등을 어떻게 고안할 것
인가의 언어기술적 문제로 축소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공공언어는 단어와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며 편들기의 문제이다. 따라
서 공공언어수월화가 추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향은 쉬움과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
서 언어 안에 담겨있는 계급성을 더 부각하는 것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최근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존대의 표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실께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의 문제의 핵심은 한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라 이 표현들이 노동과 언어를 상품화한다는 데 있다. 즉 이러한 표현들은 노동자의
노동력뿐 아니라 언어와 감정의 표현까지도 통제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높이고, 노
동자와 그 노동자의 언어 안에 담겨있는 창의성과 생명력을 시장의 논리 아래 복속시
키는 뚜렷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관점에서 이 문
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지 올바른 한국어의 어법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통로로서 언어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서비스업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어운동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은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자의 언어,
감정, 주체성에 대한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Heller
2010). 이런 의미에서 언어를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는 국어운동은 단지 국어를 지킬
뿐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자본주의적 착취와 파괴에 맞서는 다양한 움직임들과의 연대
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행위가 안고 있는 당파성, 계급성, 정치성을 더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언어 정책을위한 화두로서의 인권의 개념은 좀 더 진화할 여지를 아직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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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속의 영어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을 할 수 있다. 공공언어수월화가
편드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더 구체화하는 것은 이 운동의 정치성을 더 선명히 드러나
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단지 언어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연대를 향해 나
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들을 단지 영어를 어려워하고 부
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체적으로 언어의 문제와 정치적 선택에 대해 고민하
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바라볼 때, 보다 폭넓은 연대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희망해본
다. 이것은 국어운동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행
위로서의 언어의 참 의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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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 토론문

박성열 교수의‘정치적
한국의 영어 문제와

행위로서의 언어(사회언어학에서
공공언어 수월화)’에 대한 토론문

바라본

김하수(전 연세대 교수, 사회언어학)

0. 문제 전반 점검
박성열 교수의 한국 사회와 한국어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확하
고 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표 내용의 바탕이 되는 언어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 문제에는 덧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외래어의 일반적 성격
대부분의 언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외래어를 물샐 틈 없이 틀어막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언어 사용의 주체는 특정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즉 일반 대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전 허락을 받고 발언하지도 않
습니다. 그래서 언어 전문가들의 처방은 늘 사후약방문입니다.
역사가 오랜 언어는 유독 외래어 혹은 그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국
가에서만 그리 외래어에 대한 시비가 많고 나머지 나라들은 잠잠할까요? 그건 외래어
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긴 논
쟁을 되도록 피하고 속도감 있게 설명한다면, 대개의 경우 민족국가 형성기에 이런
현상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가 그 경우에 가깝습니다. 독일도 17세기에
즈음하여 이 운동이 활발하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 나름 풍요한 문화적 전통이
있었다고 자부하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다른
이야깃거리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사례가 터키입니다. 우리에게는 터키가 아랍어와 문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언어의 주체성을 살린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례는 좀 복잡합
니다. 터키가 근대 공화국을 추구하던 시절 독일어권에서 공부한 크베르기치라는 학
자에 의해 주장된 ‘태양언어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는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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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양언어에서 뻗어나간 자식언어들이라는 것이고 그 태양언어가 바로 터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30년대 케말파샤의 정책은 근대국가 성립이었고, 이를 위해 이
슬람의 영향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아랍어와 페르샤어의 영향
을 거두어내고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어휘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는데 좋은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어휘는 곧 조상의 언어인 터키어로 ‘귀환’하
는 것이지 터키가 외국 어휘를 빌어쓰는 것이 아니라는 좀 해괴한 논리였습니다. 어
떻든 이렇게 언어학사의 한 괴담은 한 동안 터키 언어학계를 흔들다가 케말 파샤가
죽은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일본의 ‘동조동근설’에도 영향을 준 것은 없는지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종종 궁금함을 느낍니다.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아예 자신들의 언어를 포기하고
딴 언어 혹은 대안의 언어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종족 관계가 복잡한 아프리
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와힐리어를 선택한 탄자니아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직후 대학입시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신 출제해 주었을 정
도로 취약했던 탄자니아는 제3의 언어로 식민지 당국과 소통하던 스와힐리어를 공용
어로 삼아 종족간의 불화를 막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향해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언어
적 타협에 성공한 경우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민족국가를 형성해 나
갔느냐 하는 문제가 외래어에 대한 비판과 시비를 넣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외래어 문제는 또 복잡한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2. 한국의 외래어 문제
한국의 경우는 바로 이웃한 나라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
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래어 문제에 너그러운 사람들도 ‘일본어의 영
향’만큼은 기필코 제거해야 한다는 ‘대의(?)’에 쉽게 동참하는 편입니다. 단지 한자어
나 영어 외래어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래어 범주라고도 볼 수 있는 한자어와 영어를 비롯한 서양 제국의 외래
어를 어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한자어는 대부분 이미 우리 언어에 뿌리를 내려 버린 것(토착화)으로 보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자어는 형태적으로 완전히 토착화된 것이 많기
는 하지만 상당수가 짜증날 만큼 많은 ‘동음이의어’를 만들어 냅니다. 또 한자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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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따분하게 중세기적 의미의 단어라 수사적으로 피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게
다가 ‘관청어’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무미건조한, 그리고도 무슨 뜻인지
알기도 어려운 말인데, 주변을 돌아보면 충분히 대용할 수 있는 어휘가 널려 있는 경
우가 많습니다. 많은 순화론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글문화연대
의 활동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호응을 얻고 있지, 만일
모든 한자어를 뿌리 뽑자고 달려들다가는 자신이 뿌리 뽑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실적인 해결책으로는 한자어 어휘를 정리하는 길입니다. 대충 추산하건데 현재의 한
자어 가운데 대략 절반 가까이는 이미 ‘고어’ 아니면 ‘사어’ 취급을 해서 사전에서 빼
버려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번에 시행하면 무리한 일일 것이고 서서히 빈도
수 떨어지고 별로 유용지도 못한 경우는 죽은 말로, 옛날 문헌 번역이나 사극에서나
필요한 낱말들은 그냥 고어로 지정을 하면 현실의 표준어와 공용어에 영향을 훨씬 덜
주게 라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성격이 다르게 다가오는 문제가 유럽어, 아니 쉽게 말해서 영어에서
온 외래어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감각적이고 멋을 풍기는 어휘입니다. 이들은 아
직 한국어에 토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법이 그리 안정적이 못 됩니다.
대부분이 학술용어, 스포츠 용어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통속어나 광고문안 중에 좀 경
박하게 나타나는 떠돌이 단어가 많습니다. 종종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인들이 구차하
게 사용하는 무슨 프로세스니 프로젝트니 하는 말들도 좀 귀에 따갑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순화론자들이 문제시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대개의 외래 어휘가 한 동안 유행처럼 사용
되다 사라지는 경우가 퍽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학술용어 문제는 좀 심
각하다고 봅니다. 지식의 공유를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술용어는 전
문가들의 각성이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시
민운동으로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외래어 문제의 핵심은 해결도 못하고 타협도 못하는 결정장애 상태에 있다
고 봅니다. 분명 오래 전부터 문제를 삼았고 반대론자도 줄어든 것 같은데 시행도 잘
못하고, 국어원이나 한글문화연대가 무언가 하면 호응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띄게
관철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긴 독일도 300년 전부터 하
던 그 일을 아직도 (소규모이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분단’으로
말미암은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분단 때문에 순화 작업이 정책적 수행 항목에서 빠
지지 않고, 그렇다고 압도적인 세력이 포진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강행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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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과 북의 문제가 해결될 때라야 성취 가능한 목표치와 넘기 어
려운 한계선이 뚜렷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3. 영어의 패권과 영향
말씀하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영어의 패권 문제, 그리고 영
어에서 들어오는 외래어 문제를 나누어 논의해 보죠. 첫 번째의 영어의 패권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영미권의 영어
사용자 집단에 대한 태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옳은가, 영어가 언어적 패권을 통하여 다른 언어권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다양한
언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의 패권에다 부러움의 찬사를 올린다면 영국의 패권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같
은 영어 사용 국가인 미국에게 양도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이 백여 년에
걸쳐 쌓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자산을 그대로 접수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접수 초기에 미국은 영국과 달리 제국주의적 죄과가 영국보다는 훨씬 가벼워 보였습
니다. 또 패권을 인수하고 나서 광범위한 해외 원조를 동해 엄청난 양의 잉여물자를
값지게 소모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의 과잉 생산을 해결했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은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보장받았습니다.

미국은 많은 수의 해외 지식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지식
인 네트워크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장학금이 결코 공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의 통로를 장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는 대중음악, 영
화, 연예, 공연 예술과 티브이, 음반, 라디오, 영상, 요즘 와서는 온갖 신매체의 원천
기술과 보급망을 선물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할리우드와 디즈니랜드를 비롯하
여 각종 미인대회, 영화상, 스포츠 자본 등의 인프라를 지배합니다. 지식인들과 대중
들이 미국이 제시하는 ‘표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또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오래 거주를 하게 되면 자기
언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잘 준비된 패권이었습
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부터 시작해서, 매우 유연한 그러나 매우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상했으니 아무런 기획이나 준비 없이 독립만 하면 만사가 풀릴 줄만 알았던 우리의
형편과 감히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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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잘 기획된 프로그램도 세월이 지나면서 생겨난 ‘모순’과 ‘이율배반’
을 피하지 못합니다. 영어와 관련된 우려와 걱정은 Graddol(1997)의 '영어의 미래
(The Future of English)'에 담담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 세
력은 현재 유럽 등지에서 주로 지지를 받는 ‘문화적 다원주의’ 및 정치외교적인 ‘다자
주의 연대’의 흐름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영어의
세계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대안 세력을 점검해 보겠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칼로 무 베듯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한쪽은 강대한 패권이지만 교수님께서도 언급하
셨듯이 아주 매력 있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문화에 일정 부분은 우리
도 언젠가는 수용해야 할 진보적 요소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여주는 문화적 다원주
의도 매력은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는(특히 프랑스) 아프리카 지배력, 중
동 지방에서의 영향력 등에서는 미국을 넘보지도 못하는 B급 패권국 노릇 등이 대안
세력답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루안다 지역에서 세력을 잡은 반군 세력이 프
랑스어 시용자가 아니라 영어 사용자였다는 것은 이러한 두 세력권의 이해관계 틈바
구니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일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뜻밖에 정치적 감성의 문제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
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다가 국제 여론에 밀려 자신들
이 지배하던 나미비아를 1990년에 독립시켰습니다. 갓 독립한 나미비아는 다종족 사
회인데다가 종족마다 언어가 달라 당연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통치 세력의 언어
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칸스어를 공용어로 삼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보급
도 제대로 안 된 영어를 공용어로 삼았습니다. 제삼자의 눈에 보이기에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지만 또 달리 보면 매우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금 무리한 비교를 하자면 한국이 광복 이후 ‘미군정의 치하에 있었던 탓
이긴 하지만’ 일본어의 공적인 용도를 가볍게 폐기하고 영어를 중시한 것과도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도 하겠습니다. 광복 직후 일본어 문해자 수는 꽤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영어의 패권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계층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화 기능, 과도한 영어 외래어 확
산 등의 문제에 매우 부정적인 기능을 오래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부 긍정적인
진취적 개념을 속도감 있게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어색해도 번역어를 찾는다든지 하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2천여 년 동안 중
국어가 우리 문화에 끼쳤던 영향의 장단점의 복사판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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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는 자연스럽게 변화했는가?
사실 언어의 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논리는 박성열 교수의 말씀처
럼 전혀 중립적이 아닙니다. 과학을 이야기하며 눈길을 과거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역
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언어의 변화 혹은 혁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보이면서도
인간의 의지와 의식적 활동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영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의 고향인 브리튼 섬은 오래전 켈트족이 살면서 오늘날의 아일랜드어에 가까운
말을 사용했었고, 뒤에 로마의 침략도 받았고, 또 덴마크와 노르웨이인, 게르만인들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가 섞여들었습니다. 그 후 결정적으로는
노르만의 침략으로 그 동안 사용하던 서게르만어와 새 지배층의 노르만 프랑스어가
섞여 지금의 영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연스럽게도’ 가축의 이름은 영어 단어
를 계승했고, 그 가축의 고기 이름은 프랑스식으로 정착됩니다. 영국인들은 가축을 길
렀을 뿐 그것을 먹는 것은 주로 노르만인들이었으니까요. 마치 우리 나라에 양계장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닭’이란 말을 쓰고, 그것을 가공한 것을 사먹는 사람들은 ‘치킨’
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년전쟁은 그전까지 경계가 모호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국경을 확실하게 만들었습
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어, 영국은 영어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
니다. 전쟁으로 원수진 두 나라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튜더 왕조에
들어와 가톨릭 세력과의 불화로 라틴어나 로망어보다 토착 영어가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의 시대를 만납니다. 이 때에 영어는 게르만어의 친척이라기보다
는 독자적인 브리튼의 언어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영국은 급진적인 발전을 하여 네덜란드에서 발견한 ‘신용’이라
는 제도를 발전시켜 무역 대국으로 발전합니다. 이 때의 중상주의적 발전은 영어를
‘비즈니스의 언어’로 등극하게 만듭니다. 내친 김에 노예 무역도 하고 제국주의의 길
로 들어서서 엄청난 식민지를 지배합니다. ‘자연히’ 영어의 힘은 세계 방방곡곡에 스
며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쇠잔해져서 그 영향력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에게 ‘자연
스럽게’ 양도합니다.

미국도 그동안 늘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도 많이 겪었고 내부의 사회

- 106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흑
인들의 삶에 유대감을 보였던 사람들은 그 이상 흑인들의 언어를 흑인 영어(Black
English)라고 하지 않고 ‘African-American Vernacular English’라고 좀 길게 말
하곤 합니다. 또 줄여서 AAVE라고도 합니다. 조금 논쟁적이기도 하지만 Ebonics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미국식으로 ‘순화한 영어’입니다. 곧이어
1970년대 여성해방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 때는 왜 남성은 ‘Mr.’라는 호칭으로 결혼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여성은 'Miss'와 'Mrs.'로 결혼 여부를 표시해야 하느냐
비판하면서 ‘Ms.’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공식적인 호칭이 되어 버렸습
니다. 뿐만 아니라 ‘chairman, postman’ 등의 뒤에 오는 ‘-man’이라는 접사가 여
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한다고 해서 모두 ‘-person’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와서는 남성 3인칭 ‘he’과 여성 3
인칭 ‘she’가 불편하다고 해서 ‘ze’라는 성별 미상의 3인칭을 쓰자고 한다는데 일반화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도 ‘살색’이란 말이 피부색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불러일으킨다
고 ‘살구색’으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또 군사정권의 색깔을 빼기 위해서 옛날에 ‘군
관민’이라고 하던 단어를 이제는 ‘민관군’이라고 순서를 달리 합니다. 이것 역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봅니다. 피부색에 대한 관념, 군대와 관청에 대한 권위주
의적 인식 등을 극복해낸 자연스럽고도 사회 발전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히
많은 유교식, 남성중심적인 호칭, 학연을 강조하는 ‘학번’과 ‘선후배’라는 용어 등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어권에서 출판한 서적 가운데 눈에 띄는 용어가 있습니다. 언어지도를 하
나 샀는데 미국의 원주민들이 살던 시대의 언어상을 보여 주면서 ‘forecolumbian
age’라는 용어를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16세기 이전’ 같은 ‘중립적인
말’을 썼을 텐데 무언가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 이후에 세상이 그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익
숙한 BC, AD를 각각 ‘before Common Age(Era)’와 ‘after Common Age(Era)’로
써서 기독교 연호를 피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사실 고민하고 개선을 모색
하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식민지 지역을 이제는 더 ‘colony’라
고 하지 못하고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ies)’라는 묘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언어의 순화나 혁신에는 ‘사회 발전’의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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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어휘를 개조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대중은
좀 불편하더라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어 사용
자 대중은 사회 문제 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참여를 했었고, 한국어 사용자 대중은 추
상적이고 주관적인 언어 순수성 추구에 금방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 발전 문제와 함께 언어 사용자 대중들은 일상어 후보로는 상대적으로 자신들
한테 ‘친숙하면서도 좀 멋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언어 감각
에 와닿는 말을 선호했지 무슨 고전언어에서 비롯한 어원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술용어나 기술용어를 살펴봅시다. 영어권에서 과거에는
라틴어 계통과 그리스어 계통의 어휘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분야
인 정보통신 분야는 그런 고답적인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enter, booting,
download, image, search등의 평이한 어휘나 아니면 알파벳 머리글자를 모은 약어
들입니다. 고전언어에 의지하면 생기기 쉬운 학력 격차, 혹은 대중과의 거리를 경계하
는 게 아닌가 합니다. ‘부팅’이란 말은 부츠에 발을 밀어넣는다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
다. 개념 자체가 극히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때는 멋있어 보였겠지만 이제 와선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해가 미치지 못하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따와서 용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우리의 전문용어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러나 같이 갈 길은? 혁신과 토착화
이젠 서둘러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래어를 소독하려 했다면 그
것은 중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혁신하려 한다면 의미 있는 목표를 정
하고 그 접근 통로를 정해야 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다 보
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살펴보고 다시 속도
를 조정하며 조심스럽게 밀고나가는 게 옳습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자(어)나
서양 어휘에 대한 분노를 갖지 말고 ‘합리적인 소통’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혁신을 위해 언어 혁신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한자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슬슬 작별을 고해야 할 어휘로 태깅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서구외래어는 ‘아마도’ 쉽게 통제가 잘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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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중’들이 목말라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차
근차근 나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의 용어들은 우리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용도구와 업무 처리 방식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대중의 이해를 위한 어휘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큐알코
드’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자 제 또래들은 그 뜻을 자녀들한테 물어가며 다급하게 해
결했습니다. 또 각종 펀드와 관련된 각종 금융 상품도 난해한 개념으로 상품명을 표
시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돈 열심히 모은 노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서투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이익’이 걸린 예민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언어적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 크게 제안할 것도 있습니다. 한자어 가운데 대중에게 익숙한 상
당수의 어휘는 이제는 과감하게 ‘토착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친숙하고, 일본
어 한자어나 중국어에서도 별로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더 좋습니다. 그런 어휘는 아예
사전에서도 한자를 빼버립시다. 한자를 넣어서 의미를 더 쉽게, 또 더 정확하게 알게 되
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전에 괄호를 쳐가면서 넣어야 하나요? 예를 든다면 ‘편지(片紙),
세상(世上), 제일(第一), 은행(銀行), 대통령(大統領)...’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 외래어의 문제는 일정한 대안적 어휘를 제시하며 ‘발전적 혁신’을 해 주든지,
아니면 ‘토착화’된 것으로 인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일정한 ‘자격 심사’를 통해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굳이 가르치려 애쓸 필요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입장을 정직하게 말한다
면 주로 한자어를 정리하여 한국 사회의 ‘탈중세화’를 촉진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서구 사회의 개념은 좀 통속적인 것은 대중이 즐겨 볼 필요도 있으니까 너무 서둘러
손대지는 말고 대중의 교양을 높이는 전문용어 중심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
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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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차별과 배제 장치로서의 말과 말의 평등
정태석(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사회학)

1. 사회가 변하면 말도 변한다
2. 말의 사회적 변화는 그저 자연스럽기만 한 것일까?
3.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말의 사회적 변화
4. 차별과 배제의 장치가 되는 말
5. 말의 평등을 위한 방안들

사람들은 ‘말’ 또는 ‘언어’라는 낱말을 얘기하면, 흔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의
미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서로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하
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말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만, 현실에서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선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말(언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중요한 근
거가 된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낱말이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말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이러한 말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로막게 되는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대륙, 지역, 나라, 종족들이 사용해온 언어들 간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불가능성을 문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경계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동일한 언어를 공유
하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내적 경계들과 이러한 경계들로 인해 생겨나는 특정 계
층이나 집단에 대한 의사소통의 배제에 있다. 말은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배제를 낳
는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사회적 배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
를 살펴보고, 이러한 배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말을 대다수 사람
들을 위한 온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111

2020한글문화토론회

574돌 한글날 기림 학술대회

1. 사회가 변하면 말도 변한다
말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소통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말하자면 사회적
산물인 셈이다. 주어진 시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들에 대해 서로 의지와 의미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다양한 말들과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또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한 집단이나 사회의 언어가 형
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가 변하게 되면, 이름을
붙여야 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서로 전달할 내용, 의미, 감정
등도 변하게 되어 말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세종 시기의 용비어천가에는 “내히 일어 바랄에 가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여기서 ‘바랄’은 지금의 ‘바다’를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바당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당’은 ‘바다’이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또는 지방에 따라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시대나 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데 이처럼 몇몇 단순한
낱말이나 어휘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노력을 좀 기울이면 의미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중국어처럼 낱말만이 아니라 어순도 다르고 발음도 다른 외국
언어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고어를 보더라도 변형된 낱말의 의미를 잘 찾아내면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사투리의 경우도 말뜻을 이해하려고 차분히 대화를
나누다보면 서로 의미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처럼 시대마다, 지방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
할 경우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말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쉬르(F. de Saussure)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언어는 발화 행위를 통해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화자들 속에 저장된 보물이
며, 각각의 뇌리 속에,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모든 개인의 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문법 체계이다. 왜냐하면 언어란 그 어느 개인 속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고,
집단 속에서만 완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Saussure, 1990: 25) 이러한 사고에서
출발하여 소쉬르는 언어(langue)와 발화(parole)를 구분하고자 한다. 언어(langue)가
사회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면, 발화(parole)는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언어는
언어활동의 사회적 부분이며, 개인의 외부에 있으므로 개인 혼자서는 창조할 수도, 변
화시킬 수도 없다. 언어는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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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Saussure, 1990: 26) 이처럼 언어와 발화를 구분해서 보면, 언어활동 연
구는 ‘언어’에 대한 연구와 ‘발화’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언어와 발화
간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언어는 발화의 도구이자 동시에 산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발화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Saussure, 1990: 30)

이처럼 언어(langue)가 사회적이고 본질적인 문법체계라고 한다면, 말은 어떻게 변
하게 되는 것일까?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 내에서 본다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문
법체계라는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몇몇 낱말의 변화나 어미의 변화로 인해 말의
의미 이해가 좀 어려워졌을 뿐이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적 발화 과정에서 특
정한 발화 방식(발음)이 일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이것이 좀 더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언어표현을 전혀 다른 의미
로 사용하게 되면서 낱말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고구마를 감자(감제)
라고 부르고, 감자를 ‘지슬’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동일한 대상인 ‘다슬
기’를 지역에 따라 ‘고디’, ‘올갱이’, ‘대수리’ 등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소쉬
르는 발화(parole)가 개인적, 우연적, 순간적이어서 집단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말하
고 있지만(Saussure, 1990: 30), 개인적 발화자의 변형된 발화(소쉬르의 표현으로는
‘음의 왜곡’)나 새 이름 붙이기가 일상적 대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가 이루
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집단 속으로 확산해가게 되면, 집단성, 사회성을 지닐 수 있
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법체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낱말이
나 어미의 변화와 변형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소쉬르는 스스로 언어(langue)의 언어학만을 다루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공시적 통
일성을 지니는 문법체계라는 언어의 규칙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해서 그가 낱말의 진화와 같은 언어의 통시적 변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낱말의 발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철자법이 아니라 역사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물론 일반성이 약한 통시적 현상에 대해 덜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사회가 변화하면 언어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체계의 변화
와 낱말의 변화는 별개의 차원이며, 둘 중에서도 낱말이 사회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좀 더 민감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낱말
이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낱말들이 사회변화를 잘 반영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가 사회적 산물이라고 볼 때, 낱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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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변화는 일상적 사회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
면 사람들은 이러한 낱말의 사회적 변화를 그저 자연스럽게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일까? 사람들은 왜 이런 저런 낱말의 변화나 변형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일까?

2. 말의 사회적 변화는 그저 자연스럽기만 한 것일까?
말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낱말들의 사용과 그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말의
광범한 공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사회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낱
말의 소리, 억양이나 의미가 지방에 따라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의 분화가 확
대되면서 서로 자주 사용하는 낱말들이 나뉘어져 의미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도 한다. 이렇게 말이 지방, 집단, 계층, 세대 등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또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화를 통해 언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약화되면
다양한 경계들을 따라 의사소통의 제약이 생겨나게 된다.

조선시대에 말은 신분에 따른 경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분,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존대법의 분화가 경계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한자의 사용을 통한 양반들의 신분
구별 짓기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문자든, 말이든 사용하는 언어표현의 차별화는 일상
적으로 신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말의 경계가 단순히 집
단들 간의 수평적 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분화도 만들어낸다는 사실
을 말해준다. 또한 말이 의사소통의 확대를 위해 수단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제한이나
격차를 만들어내는 수단, 나아가 지배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말의 변화는 단순히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기능이나 효율성의 차원에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한 권력과 배제의 작동 차원에서도 평가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말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단순히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러
운 변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말의 경계를 만듦으로써 내부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집단이익을 보호하고 독점하려는 행위는 결코 말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변화라
고 말할 수 없다.

말이 집단들 간의 경계를 만들고 차별화하고 구별 짓기(distinction)를 하는 수단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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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부르디외(P. Bourdieu) 식으로 말하면 말이 문화자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계급 분류의 기준을 단지 경제자본을 넘어서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 등의 소유
와 분배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의 유형으로서 교육자본 또는 학력자본
이 구별 짓기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이 교양이나 교육수준의
상징적 판단 기준이 되고, 또 말, 즉 학술적 개념어, 전문용어, 외래어, 외국어 등 특정
한 낱말이나 표현법의 사용을 통해 특정 집단, 계층, 계급이 다른 집단, 계층, 계급에 대
해 구별짓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계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하는 권력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화가 진행되고 대중교육, 공교육이 점점 확대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졸업
이라는 학력이나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신 또는 명예
의 상징이 되었다. 학력과 학벌은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였
으며, 권력층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되었다. 그래서 낮은 학력으로 무시와 천대
를 받았던 서민층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돈과 정성을 쏟아 부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학력이나 학벌이라는 교육자본이 경제자본이나 권력으로 전환되어 자녀들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과정을
‘자본들 간의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족은 계급관계에서 차지하고 있
는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며, 경제자본을 문화자본으로 또는 사회
관계자본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소유한 자본을 다른 자본으로 전환하여 더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정태석, 2020: 45-46)

말이 문화자본으로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특정 직업집단에 속한 사람들
은 자신들의 직업의 고유성이나 전문성을 내세워 권위를 얻고 또 이를 통해 부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용
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직업의 고유함, 독특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영어와
같은 외국어 표현을 선호하거나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흔히 ‘신비주의’라고 얘기되는 ‘거리 두기’ 또는 ‘경계 짓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부르디외 식으로 말하자면, 말을 통한 구별 짓기인 것이다. 이것은 특정 직업집단
의 전문성과 고유함을 유지함으로써 권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집단을 보호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의사 집단뿐만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화
이트칼라 집단과 전문경영인 집단, 정보화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전문기술인 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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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업집단들이 말(낱말/용어)을 자신들의 문화자본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의 사회적 변화는 단지 사회변동의 기능적 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사회적 권력 작동의 산물이며,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변화이
기도 한 것이다.

3.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말의 사회적 변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말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변동 및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차원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분화, 다원화, 전문화 등
사회변동에 따른 기능적 적응의 차원이다. 사회가 분화되고 다원화되면 새로운 사물
들이나 현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며,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새로운 낱말들과
용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들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이 사회에
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말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변화이다. 다른 하나
는 사회집단의 분화에 따른 차별과 배제의 차원이다. 사회분화, 다원화, 전문화 등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분화를 낳고, 이것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사회집단들 간에
말을 통한 경계 짓기, 구별 짓기를 만들어내면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
은 말이 의사소통을 제약하여 ‘말을 통한 지배’가 나타나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은 권력이 된다.1)

여기서 먼저 사회변동에 따른 말의 기능적 적응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화와 정보화
라는 오늘날의 사회변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라디오, TV 등 전통적인 대중매
체에 덧붙여 컴퓨터, 휴대폰 등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다양한 다기능매체(멀티미디어)
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보화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각종 소프
트웨어와 콘텐츠 등 유무형의 신제품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들
은 그 생산지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공용어 명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사실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라는 표현들 자체도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생성되고 또
널리 공유되고 있는 영어식 낱말들이다. 컴퓨터가 미국에서 발명되고 또 인터넷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신생 영어낱말
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1) 맥락은 좀 다르지만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표준어 정책을 강제하면서 특정 지방의 고유 언어를 말
살하거나 사투리를 억누르는 사례들도 말(언어)이 권력의 작동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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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과 상호상승작용을 낳고 있는 분업과 전문화의 가속화는 새로운 사
물들, 현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상품화 경향은 이러한 흐름
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급속한 변동의 양상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물들, 현상들을 지칭하기 위한 새로운 낱말/용어의 생성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불
가결한 것이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지구적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생성
된 낱말/용어들이 우선은 낱말이 생성된 나라의 언어로 표기될 수밖에 없고, 또 지구
적 의사소통을 위해 공용어 역할을 하는 영어표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수많은 전문적 낱말/용어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의 작동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분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되어 특정 학문분야나 전
문영역의 전문용어들도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이
들에 상응하는 다양한 낱말/용어들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사회변동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물들이나 현상들을 지칭하기 위한 말의
기능적 적응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말의 사회적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의 분화, 전문화 양상으로 인해 전문영역에 따른 말의 경계 형성도
불가피하게 되었고, 일반대중이 의사소통을 위해 모든 전문영역에서 사용되는 낱말/
용어들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 기든스 식으로 말한다면, 추상체계와 전
문가체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2) 그렇다면 이제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영역들 간의 경계를 인정하고 또 각 영역의 전문
가들과 제도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에 의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고유한 말들의 경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말하자면 사회의 부분영역들, 전문영역
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요구를 거두어들여도 되는 것일까?

4. 차별과 배제의 장치가 되는 말
여기서 우리는 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말의 경계는 단순히 기
능적 적응의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상 속에서 흔히 차별과 배제의
장치로 작동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사람들로부
2) A. Giddens.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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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신뢰를 얻어온 집단인 의사들을 보면, 전문가체계에 대한 신뢰가 가져올 수 있는 다
양한 부작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들은 서양의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의료 전
문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 관계에서
전문성을 내세워 일방적인 지식권력을 행사한다. 의료지식의 불확실성이나 잘못된 진단
이나 치료로 인한 문제들은 의료 전문용어의 사용 속에 묻혀버린다. 의료 전문가체계 속
에서 의사-환자 간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의사의
말은 의사와 환자 간의 경계를 긋고 환자를 의사-전문가집단과 구별하고 배제하는 수단
이 되며, 역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사집단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왔다.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의
료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치료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앞서기
에 쉽게 전문가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
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보다는 그저 불가피한 일이라고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서 한편으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한 의료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의사-전문가집단에 대
한 일방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은 중요한 의료 지식이나 의료 용어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에 의한 차별과 배제는 단지 의료전문가집단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속에서 다양한 지식인집단, 전문가
집단, 전문기술자집단들이 형성되면서 전문용어를 통한 경계 짓기와 구별 짓기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의식적, 무의식적 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분절
화와 배제를 낳고 있다. 전문가집단의 구성원들은 특유의 전문용어나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경계 짓기를 하고 또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말(낱말/용어)을 통한 차별과 배제
의 문화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등을 통해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말의 사회적 변화는 단순히 사회변동에 따른 기능적
적응의 차원만이 아니라 전문영역들의 분절화에 기초한 차별과 배제의 차원도 포함하
고 있으며, 이러한 두 차원은 서로 밀접히 얽혀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일
상적 의사소통이 모든 분절된 사회영역의 전문용어들의 경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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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또는 인권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말의 평등을 위한 방안들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사회영역들의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의 평등’을 확산시켜나가지 않
으면 안 된다. 다양한 전문영역들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시민들이 말
이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대다수가 공유하면서 이해하기 쉬
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쉬운 말로 된 공용어의 사용을 통해 ‘말의 평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말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말의 평등’을 추구한 획기적인 사건은 우리의 선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
로 특이한 사건이었다. 당시에 양반들은 중국의 한자어를 빌려 쓰면서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평민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말은 하면서도 쉽게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다.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세종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양
반 지배의 상징이었던 국왕이 백성들을 위해 언어(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은 의사소통
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불편)을 초래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다. 양반과 상민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역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낳았을 것으
로 짐작해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존재한다
는 점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 말의 평등은 말을 통한 차별과 배
제를 줄여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쉬운 말로 된 공용어의 사용이 말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그리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신기술과 신제품
의 지속적인 출현과 이에 따른 끊임없는 신조어의 생성과 확산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쉬운 말 공용어 사용은 신조어를 끊임없이 쉬운 말로 번역해야 하는 사회적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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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이 작업은 그저 정부와 공공기관의 몫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 곳곳에서 다
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신조어들과, 대중매체, 사회매체(Social Media) 또는 사회연결
망(Social Network) 서비스 등을 통한 신조어들의 확산 속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신조어의 확산
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 인터넷 포털 서비스, 학교,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
한 시민사회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조어들을 쉬운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려는 노력이 우
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사회변동과 문화변동에 뒤떨어지거나 신조어에
서 소외되는 다양한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말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실에서 말은 세대별, 교육수준별, 직업집단별, 집단문화별 격차를 만들어내기
쉽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외래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줄이
고 가능하면 좀 더 쉬운 공용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일상적 의사소통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을 줄이는 과정인
동시에 말을 통한 차별과 배제를 줄이는 과정이 된다.

물론 외국에서 생겨난 모든 신조어들을 쉬운 공용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상적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의
미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공용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대중매체를 통한 새로운 낱말/용어의 교육과 재교육은 정
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시민들 누구나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의 평등을 위해서는 일상적 삶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폭을 제한하는 다
양한 경계 짓기와 구별 짓기, 분절화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신조어들을 접하고 또 이를 앞서서 수용해야 하는 집
단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외국과 다양한 신제품들을 거래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들은 최적의 공용어(한국어) 번역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외
국의 사건이나 사고를 취재하고 전달하는 언론 역시 손쉽게 외국어를 남용하는 경향
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자들이나 지식인들 역시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전문용어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려는 입장을 지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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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최적의 공용어 번
역어를 만들어내고 널리 유통시키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3) 지
식인들, 언론인들, 전문가들은 말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경계
짓기, 구별 짓기의 장치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말은 특정 집단이
나 계층의 문화자본이 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장치로 작동
하기 쉽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말의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말의 사회적 변화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분절된 사회집단들이 권력과
권위를 누리기 위한 의도의 산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말의 사회적 변화를 자
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부당한 권력과 권위의 해체, 사회적 평
등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 말의 평등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말의 평등’
은 말이 기능적 적응을 넘어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적 가치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말
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3) 이건범. 2020.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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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 토론

언어자본과 상징폭력:
“차별과 배제 장치로서의 말과 말의 평등”을 읽고 나서

정수복(사회학자/작가)

1. 언어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태석의 제안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 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보화
에 따라 새로운 일상에서 사용되는 기술 용어들이 늘어나고, 은행과 증권시장을 비
롯한 금융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들이 관련자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영어 해독 능력이 없고 전문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언어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언어 약자를 위해 외국어에서 비롯된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
할 것을 주장하는 한글문화연대의 활동은 필요하고 정당하다. 정태석 교수는 이런
시각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언어의 변동을 실감나게 분석하고 언어자본의 차이에 따
라 생기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기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리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최적의 공용 번역어
를 만들어내고 학교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용어에 대한 교육이 널
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식인들, 언론인들, 전문가들은 풍부한 언어자본을 소유한 집단이다. 말과 글의
세계의 지배자인 지식인들은 전문지식을 일반 시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를 사용
하여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어자본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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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차별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회의 민주화는 언어의 민
주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신조어들을 접하고 또 이를 앞서서
수용하는 학자, 언론인, 전문가 집단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최적의 번역어를 찾으려
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사회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말의 평등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말의 평등을 위해서는 일상적 삶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경계 짓기와 구별 짓기, 분절화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3)

2. 언어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수복의 제안

정태석 교수의 위와 같은 대안 제시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완적인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변동과 기술변동에 따라 새롭게 유입되는
난해한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여 널리 유통시키자는 어휘의 토착화 논의에
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고 평등
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재산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어휘와 언어 구사 능력의 차이
를 학교 교육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국어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학생들의 언어 능력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임무의 하나임을 자각해야
한다. 학생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은 곧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일환이다.
1)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각 부처와 정당의 대변인, 방송 진행자, 방송 작가, 방
송 출연 전문가, 기자, 목사, 교육자 등 공적인 장소와 공적 기회에 공적으로 사용
하는 사람들은 어휘와 문장 구성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고 아름다운 우
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치인, 언론인 등이 공적 발언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적절한가에 대해 조사 작업을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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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이지만 공공 영역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되는 법조계와 의료계,
금융계와 정보통신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민주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법전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다시 쓰기
를 요청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3)

언어 관련 시민단체는 소비자 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전자
제품, 의약품 등등)의 설명서나 상품광고와 관련된 공적 언어 사용을 조사하고 쉽고
정확한 표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4)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영어에 익숙한 대신 한자에 낯설다. 영어 교육 강화에
비하여 한자 교육은 등한시 되는 편인데 이는 우리말 전용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한글 전용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인 한자 교육도 강조되
어야 한다. 한자 해독 능력은 세대 간의 소통문제이면서 동시에 한중일 동아시아
세 나라 사이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5)

3. 상징폭력과 사회적 수치심

불평등한 갑을관계에서 언어를 통한 폭력이 명시적일 때 ‘갑질’이라고 부른다. 갑질
은 모멸감을 낳고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심한 경우 우울증을 불러
오기도 한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아니라 외견상 평등하게 보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도 언어를 통한 ‘부드러운’ 폭력이 존재한다. 사회적 대면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질 때 사람마다 사용하는 어휘, 문장 구성 능력, 어조, 목소리의 크기, 말투, 말
하는 속도, 상대방을 대하는 눈빛, 몸의 자세, 몸동작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런 의사
소통 방식의 차이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들어 말하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익명의 대면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폭
력을 가하지 않고 우월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모르게
암시한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그런 행위를 ‘구별짓기(distinction)’이라고 불렀고 구
별짓기를 통해 타인에게 암암리에 가하는 폭력을 ‘상징폭력’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화 행위는 의견, 정보,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하
서열 관계를 형성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사회적 관계에는 우월-열등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오
늘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와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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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엄존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위치가 구별되는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구별짓기는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
다. 남이 모르는 어휘를 사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여유있게
표현하는 사람과 큰 목소리로 사투리나 속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말하
는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우월-열등의 관계가
생긴다. 이런 경우 지배받는 입장에 서는 사람은 막연하게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하려는 사람을 ‘재수 없다’거나 ‘밥맛’이라고 표현하
기도 한다. 그렇게 은밀하게 작용하는 폭력이 ‘상징폭력’이다. 상징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감정 밑바닥에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가방끈이 짧다는 열등감이 꿈틀거
리기도 한다. 상징폭력은 암암리에 수치심을 자아낸다. 수치심은 언제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난다.
모든 사람의 인격은 동등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사회적 관계에 들어서면 암암리에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 방식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는 마음이 작동한다. 어
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활동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상정한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권위를 확보하고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공적 영역의 소통 규칙을
어기는 행위다. 공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화 행위는 듣는 사람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쉽고 투명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언어를 통한 상징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
의 발화는 자유의 영역이다. 거기에서는 수시로 상징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4. 언어자본 확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의 필요성

언어 불평등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의
자제와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시민 개개인
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성인들 스스로
가 자신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자본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의 줄임말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아야 하고 신세대가 나이든 사람과 소통하려면 그들 세대의 고유 어휘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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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한다. 언어 약자들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쓰는 전문용어에 기죽지
말고 검색창을 통해 그 뜻을 알아보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평소에 책
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의 언어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기 형성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내가 누구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언어가 필요하다. 언어가 없이는 인생관과 사회관
과 세계관이 형성될 수 없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자신만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는 넓게 보자면 교양
교육의 문제이고 인문학 교육의 문제다.
조선시대에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기준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중요하고 성형수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말을 통해 교육수준과 교양의 수준, 사람됨과
인격의 수준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에는
크게 신경을 쓰면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경시하고 등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약자들이 주장하
여 만들어졌다. 언어의 불평등, 언어에 의한 상징폭력이 사라지게 하려면 정부와 공
공기관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의 언어자본을 키우고 가꾸려
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언어 열등감 극복을 위한 사례연구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자기가 일상으로 하는 말하는 능
력에서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누구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난 다
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겉으로 보아서는 모를 것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등급’을 매긴다는 뜻이다.
말의 교환은 사회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중심부 엘리트들이 구사하는
말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사회적 등급이 낮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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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표준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 추상적인 개념어,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
는 사람은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식적
인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언어적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말
하기에서 느끼는 열등감은 글쓰기에서의 열등감보다 더 극복하기 어렵다. 말하기
능력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몸에 붙어있는 것이고 글은 그보다 뒤에 형성된 것이
다. 말은 즉각적 판단의 대상이지만 글은 특정 상황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한글 운동을 벌였던 이오덕(1925-2003)은
어느 날 독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은 글을 써놓은 것은 아주 좋은데 말은 잘 못하셔요.”

“

이오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왜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곰곰 생
각해 보았다.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농촌에서 자라나고, 학교 공부도 충분히 못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열등감
을 가지고 자랐다.
2)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말이나 설교 말이 내 말이 될 수 없었다.
3) 일본말이 내 말이 될 수 없었다.
4) 독서로 얻은 생각과 말이 내 것으로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서울 중심의 말, 표준
말이었고, 내 열등감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말이었다.
5) 내가 쓰는 글이 내 말이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은 책에서 읽은 글이
었다. 한자말과 일본 말투가 잡탕으로 섞인 말의 체계였다.
6) 내가 새로 깨달은 우리말은 지금부터 배우는 말이다.
7) 결론-나는 ‘모국어의 미아(迷兒)’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1)

이오덕의 자기분석에 대한 나의 논평은 이렇다.
위의 자기분석에서 이오덕이 말하는 학교 공부는 공식적인 제도 교육을 말한다.
이오덕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정식 교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교원 자격
시험을 거쳐 교사가 되었다. 이오덕 뿐만 아니라 공식 제도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1)

1)

이오덕, 『이오덕 일기, 3권』(서울: 양철북, 2013), 178-179쪽, 1988년 8월 29일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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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스스로를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
이에 위축이 되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 열등감을 갖는다.
말은 자기 생활에서 나와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의 언
어는 빌려온 언어이다. 성경은 서양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라서 언제나 간극
이 느껴진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을 바탕으로 하는 목사의 설교도 생활의 말이
될 수 없다. 이오덕은 아직 자기 말이 되지 못한 교회에서 배운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자기말을 찾지 못했다.
2)

이오덕은 학교에서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던 일제 강점기에 교육을 받았다.
집에서는 우리말을 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공부하며 자란 이중언어 세대이기 때
문에 두 언어가 뒤엉켜 자연스런 우리말을 구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책에 쓰인 글은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방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말과 거리가 있다. 표준어로 공식 교육을 받다보면 지
방민들에게는 입말과 글말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영남 출신인 이오덕은 표준말인
서울말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 자신의 언어는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
러면서도 표준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꼈다. 대부분의 교사나 작가
들이 노력해서 방언을 버리고 표준어로 말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데 반해 이
오덕은 글은 표준어로 자유롭게 구사했으나 말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 일
상에서 말을 구사하는 능력은 어린 시절 생활환경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되기 때문
에 성인이 되어서 배운 표준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외국어 습득의
경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오덕은 표준어를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
하지도 않았다.
4)

이오덕은 우리글다운 우리글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우리말다운 우리말 쓰
기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그가 쓰는 우리말에는 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한 한자말과 일본 말투가 섞여있었다. 그는 그것을 반성의 대상으
로 올려놓았다.
5)

그는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모국어의 미아’로 살아온 지난날을 뒤돌아
보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오덕의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성찰적 분석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자기 말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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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가졌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말다운 우리말을 찾아 쓰겠다는 ‘말의 주체’선
언으로 이어진다. 이오덕이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우리가 쓰는 글과 말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바른 글쓰기와 바른 말하기의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깊은 사
회적 뿌리를 가진 열등감의 기원을 파헤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의 자
기분석은 누구라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바른 말을 구사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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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공공언어
장은주(영산대학교 교수, 정치철학)

1. 들어가는 말
2.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대한민국의 탄생
3. 새로운 귀족정의 대두와 언어
4.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공공언어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최근 일어났던 ‘전공의’의 중심의 의사 파업 때문에 새삼 ‘공공성’이 화두다. 그 파
업의 주된 목표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는데, 덕분
에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게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쟁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확
인했다. 파업을 일으킨 의사들은 의료 행위나 의사 수급 조절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져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개입을 바로 잡기는커녕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해서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의사들은 ‘의사(료)는 공공재’라는 정부의 기본 인식을 ‘사회주의적’이라
는 식으로 거부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식으로 공공성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어떤 사안을 공적 관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런 일은
자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가령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가 이른바 ‘공적 마스크’ 보
급 체계를 도입하려 했을 때도 ‘사회주의적 배급 경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공
격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공적 통제와 우리 사
회의 시민들이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여기는 ‘자유’의 이념은 서로 모순된다는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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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언어’ 역시 그렇게 공공적 관점에서 접근했다가는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될 수 있는 대상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야말로 시
민들이 정치권력의 별다른 간섭이나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어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을 지켜 온 역사적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언어에 대한 국가적이거나 공
적인 통제는 방향만 다를 뿐 자유로워야 할 시민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
로 비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어에 대한 공적 개입을 두고서는, 의료 문제에서와
는 달리, 지나친 민족주의의 혐의가 제기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국가적 언어 개입의 시도가 있었고, 그런 개입 정책들은 대부분 무슨 ‘관제
민족주의’의 조장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언어의 유지와 발전은 기
본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 박정희 시대
의 무슨 ‘국어순화운동’처럼 정부가 개입하거나 지원해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일본어
의 잔재들을 쓸어 내자거나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 대신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자
는 따위의 운동을 펼치는 건 성공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모든 공적 개입과 통제는 정말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까?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이나 국가가 공공기관이나 방송 등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에 개입하는 ‘공공언어’ 정책은 강한 민족주의적 전제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거꾸로 우리가 혈연적, 문화적 동질성이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면, 그와 같은 언어에 대한 공적 개입 정책을 지지해서는 안 되
는 걸까?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공성’을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공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아주 분명하지는 않다. 이 말은 본디 우리말에 없
던 말인데, 애초 하버마스(Ĵ̂. Habermas)가 사용했고 지금은 통상 공론장으로 번역되곤
하는 독일어 ‘die Öffentlichkeit’의 번역어로 우리말에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그 개념
은 영어로는 ‘the public sphere’인데, 아렌트(H. Arendt) 같은 철학자가 조금 다른 맥
락에서 사용하기도 한 이 개념은 다시 우리말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번역된다. 그렇지
만 우리말에서는 공론장과 공적 영역이 약간 다른 함의를 갖다 보니, 공공성 개념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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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개념에 비추어 그 뜻을 규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공공성이라는 개념
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본래의 말과는 크게 상관없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 의미가
변주되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때로는 ‘공개성’의 뜻으로도 쓰이고 ‘공익’을
나타내기도 하며 국가 기관 등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말에서 쓰이는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이나 관심사 또는 지향해야 할 가치와 관련되
어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싶다. 나는 이것을, 그 개념의 어원적
유래나 용법과는 별개로,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 중의 하나인 ‘공동선
(the common good)’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동선은 말 그대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구성원 모두와 관련되고 그 모두가 추구함직한 선(이나
가치)을 지칭한다. 좁게는 어떤 물질적 차원의 ‘공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공동선은
사실은 그런 이익 개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나 바람직한
질서에 대한 지향과 이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성이란 이런
공동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비추어 언어에 대한 공적 개입,
특히 언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언어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려 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선에 대한 숙의와 모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제약 없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일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맥락에
서 언어에 대한 공적 개입은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자유의 참된 조건이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의 공동선에 대한 추구와 연결되는 민주
공화국의 개념과 그 기본 이념에 대해 우리의 논의에 필요한 만큼 살펴 볼 텐데, 우
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과 지향도 그 틀 안에서 잘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려 한다(2).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유교 전
통의 강력한 영향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종류의 귀족정으로 전락할 위
험에 처해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볼 것이다(3).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민족주의가 아니
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비추어 공공언어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원칙을 끌어낼 수 있
을지에 대한 내 생각을 거칠게나마 정리해 보려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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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
의 1항과 2항이다. 최근 있었던 많은 ‘촛불 집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 조항을 가사
로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부패를 꾸짖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가 주권자이며 이 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적 틀과 방향은 단지 주
권자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주권자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른바 ‘인민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천되는 한 모습이다.

그런데 저 노래 가사가 이야기하는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일까? 또는 어떤 나라여
야 할까? 자못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그 동안 우리는 이런 유의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해 충분하고 공유된 이해가 별로 없었다.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을 나타낸다. 헌법학
자들은 공화국은 ‘국체’이고 민주주의는 ‘정체’를 나타낸다고 알듯알듯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면 그냥 ‘군주제가 아닌 나라’라는 정도의 소극적 정의만 제시
한다. 그러나 본디 서구의 역사에서 ‘인민/평민’(그리이스어: demos)의 ‘지배체제’(그
리이스어: kratia)를 뜻하는 민주주의(domokratia; 사실은 ‘민주제’나 ‘민주정’이라
해야 옳은 번역이다)는, 나중에 보겠지만, 애초 민주정 뿐만 아니라 왕정 및 귀족정의
요소를 함께 지녔다고 이해되었던 ‘공화국(공화정)’과 그냥 손쉽게 결합할 수 없다. 민
주공화국은 특별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이념은 이러한 역
사적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공화국의 이념 배경에는 공화주의라는 서구의 정치철학 전통이 있다. 여기서 시작
해 보자. 물론 이 공화주의를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공화주의는, 동아시
아에서 유교가 그랬던 것처럼, 서구에서 어떤 원형적 정치철학으로서 역할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고대 로마 공화국에서 번성했으며 13세기 이래
피렌체나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 공화국들에서 다시 부활해서
16-7세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과 미
국 건국의 정치철학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우리가 흔히 ‘자유 민주주의’라
고 부르는 헌정적 공화국의 발전 과정도 이끌었다. 때문에 다양한 변종과 때로는 상
호 배타적이기까지 한 정치적 지향들이 공화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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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화주의는, 우리는 그저 ‘군주국이 아닌 나라’라는 정도의 뜻으로 알고 있
는, 공화국의 이념을 매개로 여러 다양한 변종들 모두가 다소간 공유하는 공통 요소
내지 지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공화국은 흔히 ‘혼합정(the mixed constitution)’으로
이해된다(Honohan 2002; Petit 2012; Elazar/Rousselière 2019.). 그리스 출신의
로마 역사학자 폴리비오스(Polybios)는 아리스토텔레스(2017)의 선례를 따라 인간 사
회가 취할 수 있는 기본 정체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을 구분하여 정체들을 평가했는
데, 공화국(정)은 바로 그 혼합정을 가리킨다(김경희 2007). 그는 이 혼합정체로서의
공화정이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장점을 결합한 최선의 정체라고 평가하면서, 로마
공화국의 위대한 성취도 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에서 혼합정이란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사회 세력들이나 통치의 제도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
계를 맺게 해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지배적이지 않게 하고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 곧
공동선을 추구하려 했던 정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일(res publica)’이라는 어원을
갖는 ‘공화국’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지향을 담고 있다.

공화주의는 애초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나 로마에서 시작
되었다. 때문에 이 정치철학 전통에서는 노예와는 다른 자유 상태의 시민을 공화국의
중심 주체로 보면서,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라는 규범적 지향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다. 노예는 주인이 행사하는 자의적 간섭에 언제든 종속될 수밖
에 없는 존재인데, 자유인인 시민은 바로 그런 노예 상태를 혐오했고, 그러한 비-노
예 상태로서의 자유에 대한 지향을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그
리고 그러한 비-지배 자유 상태는 모두가 법에 종속되는 온전한 법치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고 이해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의 전통에서 공화주의는 특별한 종류의 정
치적 자유의 이념과 관련된 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지배 자유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치self-government의 이념
이다. 이 전통에서 자유는 곧 자치고, 자기-지배다. 자의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가 중
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법치도 나에게 강제로 외적으로 부과된다면 나는 결코 자유롭
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그 법을 만드는 데 다른 모든 사
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이나 규율의 저자가 바로 나라는 자율
autonomy의 이념이고, 이는 다시 인민주권의 이념으로 이어진다.

한편, 그런 자치, 자율, 인민주권의 이념은 인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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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된다. 모든 공화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오늘날의 마이클
샌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화주의는 이런 정치 참여를 가장 고귀한 인간적 삶의 양태
와 연결시키기도 했을 정도다. 어쨌거나 인민이든 시민이든 주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
여는 그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공화주의 전통의 가장 중
요한 격언 중의 하나는 바로 ‘영원한 (권력) 감시가 자유의 대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마키아
벨리는 어떤 사회에서든 남을 지배하려는 성정(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
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혼합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귀족’이었고 오늘날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
는데, 시민들은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에
게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의 그런 자유를 향한 자세와 역량을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이라 불렀다.

그런데 서구의 역사에서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혼합정이었지만 근대 이전까지는 기
본적으로 ‘귀족’의 힘이 훨씬 더 우세했다. 고대 로마를 비롯해 이렇게 귀족정의 요소
가 여전히 강한 공화정은 ‘귀족적’ 공화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근대 이후 모든 시민
의 보편적 평등 이념이 확산함에 따라 ‘인민주권’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귀족(엘리트)
에 맞선 보통의 인민 또는 ‘평민’이 그 중추에 섰던 공화정은 ‘민주적’ 공화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형성되었던 ‘민주공화국’은 일차적으로 바로 이 맥
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민주공화국은 전통적으로 노예가 아닌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비
-지배 자유의 이상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도덕적 목적을 좇는 정치체
제라 할 수 있다. 이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주의
적 자유 개념, 곧 ‘불간섭(non-interference)’으로서의 자유 개념과 대비된다. 이 자
유주의적 자유 개념은 자유가 사회나 국가 같은 외부의 간섭 없이 개인이 자신이 하
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서 성립한다고 이해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해하고 있는 자유 개념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하는 데, 그런 상태를 위해서는 국가가 법을 통해 제법 시
민의 삶에 개입해야 할 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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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발전한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노예가 아닌 사람이다. 노예는 단지 주인이 자신
의 삶과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아주 자비로운 주인
이 있다고 해보자. 이 주인은 노예가 사는 일상적인 삶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주인은 법적으로 노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노예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주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는다 해
도, 노예는 예속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불간섭, 간섭의 부재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노예의 주인
같이 나의 삶과 행동에 ‘제멋대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 내가 살 수 있어야 나는 비로소 온전하게 자유롭다. 그런 식의 자의적인 간섭
이 바로 ‘지배’다. 그래서 국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런 지
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시대에 노예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지배의 관계는 도처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가령 ‘갑질’ 문제를 생각해 보라. 돈이든 지위든 무언가 권력 자원
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못살게 구는 일이 자
주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배(고대 로마인들
은 이를 dominium이라고 불렀다)는 권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정, 학교, 회사 등 거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그런
식의 지배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지배가 일어나
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배는 단지 사적인 관계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시민들 사이에 비지배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수단을 가진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시민들 사이의 지배 관계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이번
에는 국가 그 자체가 지배의 원천이 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시민들이 국가 권력과
맺는 공적인 삶에서도 지배 관계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대 로마인들은 이런
수직적, 공적 지배 관계를 imperium이라 불렀다).

이런 비지배 자유의 이념이 서구에서조차 아주 명료한 형태로 공화국의 이념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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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도, 그 이념이 지향했던 사회 상태의 매력은 너무도 압도적이
다. 그래서 그 이념을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새롭게 가공하고 오늘날의 사회가 처한 다
양한 병리적 부자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
미가 있다. 이 비-지배 자유의 이념은 민주공화국이 추구해야 할 가장 현저한 도덕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단순히 서구로부터의 수입품 같은 것
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랜 유교적 정치 전통이 서구 전통에
견줄 수 있는 나름의 공화주의적 지향들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
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작동했다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정치적 전통은, 나름의 맥락과 조금 다른 초점을 갖
고 있긴 해도, 앞서 잠시 살펴 본 서구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던 주요 특징들 대부분
을 갖고 있다.

우선 유교 전통은 ‘온 세상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또는 ‘천하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이념을 이상적인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
장 근본적인 정치적 지향으로 삼았는데(禮記; 김상준 2011; 나종석 2017), 이는 바로 유
교의 정치철학이 기본적으로 정치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에 대한 추구를 그 바탕으로 삼
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전통은 법치보다는 ‘덕치’를 강조했지만, 나름의 입헌주의
도 추구했고 법치의 중요성도 무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 전통은 정치 그 자체와 공동
선에 대한 헌신을 최고의 의무로 여겨야 하는 ‘선비’ 또는 ‘사대부’ 계층의 도덕적 자기
수양, 곧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넘칠 정도로 강조했다(천라이 2018).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주 정교한 유교적 정치철학으로 정립되었던 주자(朱子)
이래의 성리학(性理學)이 군신공치라는 서구와는 다른 나름의 혼합정의 이념을 발전
시켰다는 점이다(위잉스 2015; 김영수 2008). 이것은 왕의 존재와 위상을 인정하나
왕의 실권을 일정한 한계에 묶어 두고 견제하면서 사대부/신하들이 실질적인 국정운
영을 함께 하는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 사대부/신하들은 ‘도(道)’라는 유
교적 정의의 이념을 담은 ‘공론(公論)’1)의 형성을 통해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
했다. 이들은 유교적 정의의 이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독점하며 계승해 온 역사적
권위, 곧 ‘도통(道統)’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왕이 세습적으로 가지는 세속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곧 ‘치통(治統)’에 맞섰다(이석희/강정인 2018).
1) 이는 서구 공화주의적 개념으로는 ‘공동선’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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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공화주의 전통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은 법과 헌정 질서를 통해 권력
자의 자의적 지배를 제어하고자 했다면, 성리학은 이 도통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공론)과 그에 따른 헌정 질서를 통해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분에 견주면, 유교 전통의 사대부는 서구의
‘귀족’ 계층이라 할 수 있고, 군신공치라는 성리학적 정치 체제는 단순히 ‘왕정’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왕정의 요소와 귀족정의 요소가 섞인 독특한 유형의 혼합 정체로 이
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차이는 있다. 로마 공화국이나 13세기 이래 이탈리아의 소 공화국들에서는 귀
족과 ‘평민’의 대립과 갈등이 기본적인 정치 동학을 규정했다. 여기서 귀족의 영향력
이 압도적이면 ‘귀족적 공화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근대 이후에서처럼 평민
이 정치의 중심에 서면 ‘평민적(plebeian) 공화정’ 또는 ‘민주적 공화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중요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왕과 사대부 계층(귀족)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성리학적
군신공치 체제를, 서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일종의 동아시아적인 ‘귀
족적 공화정’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화주의적 혼합정을 동아시아와 서구를 아우르는 좀 더
보편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오
스의 규정을 넘어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나타났던 유형도 포함하여 더 포
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혼합정은, 권력의 주요 원천들 또는 사회의 중심 세
력들이 정치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타협을 이루며 성립시킨 모종의 권력 분
점 체제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
는 공화정을 ‘공동선에 대한 지향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 세력 사이에서 권력
의 분점과 견제 및 조화가 이루어진 정치체제’ 정도로 보다 폭 넓게 규정하려 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전통 혼합정에서도 사회의 절대 다수, 곧 ‘민(民)’은, 서구 공화
정에서와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교의 정치적 전통은
늘 ‘민본주의’를 표방했는데, 우리는 이를 왕과 사대부를 모두 특별한 종류의 민의 대
표자(representative)로 설정했던 이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관후 2016b, 6/천라이
2018, 87). 물론 이는 선거를 통한 대의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유교 국가는 무력
이든 혈통이든 학식이든 덕목이든 민이 갖지 못한 일정한 권력 자원을 소유하고서 통
치를 하는 사람들(곧 왕과 사대부)이 민의 대표자를 자임하여 민의 안녕과 번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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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爲民)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지닌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혼합정에서는 귀족 계층의 위상도 특별했다. 성리학적 군신공치의
이념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귀족, 곧 사대부는 서구에서와 같은 ‘자연적 귀족’, 곧
세습 귀족이 아니다. 또 단순히 경제적 부가 귀족을 만들지도 않는다. 이 지위는 ‘과
거’라는 국가시험을 매개로 자신의 학문과 덕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여겨지는 사
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후천적 성취다. 그런 귀족은 원칙적으로 (조선에서는 노비 신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귀족들이 지배하는 혼합정체는 잠
재적으로 그 민주화의 동학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유교적 군신공치의 바탕에는 동아시아 사회를 오래 전부터 지배해 왔던 강력
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이념이 있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배체제’라는 정
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곧잘 ‘능력(지상)주의’로 번역되곤 하는 메리
토크라시라는 개념은 1958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처음 만
들어내서 일반화시켰고(Young 1958) 또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분배 원리라는 차원
에서 사용되지만, 사실 그 개념의 기본적인 발상은 2000 여 년 전 중국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과거 제도’와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했다(Bell/Li 2013). 서양의 메리토크라
시 이념도 이런 중국적 이념의 영향 덕분일 것이다(나종석 2017, 291이하; 크릴
1997, 306 이하; 푸엣/그로스-로 2016, 제9장). 중국에서 애초 그 이념은 예기(禮
記) ｢예운(禮運)｣ 편에 표현된 것처럼 ‘어질고’ 또한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플라톤의 철인국가론에 비견될 수 있는 이상에서 출발한
다.2) 이런 이상에 따르면 정의로운 정체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올바른 통치를 수행할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신하들을 과거를 통해 선발하여 정치의 중심을 형
성해야 한다. 현대 중국에서는 이를 ‘현능정치(賢能政治)’라고 부른다.3)

그런데 이런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오늘날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부르는 특정
한 도덕적 평등주의 이념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누구든, 가문 같은 사회적
지위의 영향과는 별개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유교 전통은 아주 특이한 도덕적 평등주의 전통을 발전시
2) 우리말 역자는 이를 ‘현능주의’라고 내가 볼 때 부적절하게 옮겼다. 다니엘 벨 2017.
3) 서구 공화주의의 (로마 전통과 구분되는) 그리이스적 전통에서도, 토마스 모어에서 해링턴 및 제퍼슨
에 이르기까지, 사유재산의 철폐 또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정치에서 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제어함
으로써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했다고 한다
(Nel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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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Tao 2012). 유교의 고전가들은 모든 사람의 잠재적인 도덕적 평등을 믿었다. 그
러나 서구 전통의 의미에서 모든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평등을 믿지는 않았다. 왜냐
하면 자기 수양의 차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엄정한 자기
수양의 성취를 이룬 사람만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어야 했다(장은주 2014).

이런 출발점은 흥미로운 사회정치적 귀결을 낳았다. 동아시아의 유교화된 사회에서
는 서구에서와 같은 세습 귀족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더라도 그 위상은 미미했
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수양과 배움(학문)을 통해 귀족, 곧 선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선비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원칙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에 개
방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개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사회의 대부분의 성원들은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게 되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중기까지 과거를 통한 신분 상승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고,
특히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반 족보를 매매하고 위조까지 하면서 정약용이 이야기한
바 ‘온 나라 (사람) 양반되기’(김상준 2011)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가 귀족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 민주적 공화정을 향한
문화적 동력이 축적되어 갔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결국 신분 차별의 종식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19세기 초반에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노비가 사
라지기 시작한 데 더해(김정인 2019), 전 국토에서 ‘민란’이 일반화되면서 양반(귀족)
중심의 신분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이후 민의 정치적 중심성은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상수가 되었다.

성리학에 기초하고 있던 조선의 정치체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조선의
망국을 전후로 그 귀족적 공화정을 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공화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말하자면 모종의 ‘역사적 합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으
리라는 점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이 유교 전통의 정치
적 동학 속에서 형성된 민의 정치적 성숙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민주공화국을 국체로 규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그 어떤 결정적 이
의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아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서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시민은 엄청난 역사
적 질곡과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미성숙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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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시민정치’의 전통을 확립해 왔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현
저한 특징이다. 온갖 위협적 환경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느리더라
도 확고한 방향성을 지니고 형성되었다. 엄혹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권력의 억압성을 비판하고 그 정당성에 의문 부호를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회
가 될 때마다 시민(국민)이야말로 유일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주권자임을 선언하면
서 민주화를 추동해 왔다. 한국의 시민은, 멀리는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서부터 4.19
와 5.18을 거쳐 6.10 항쟁이나 최근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민주주의를 정립
하려 했거나 위기 때마다 구해내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지 그 외형에서만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태생적으로 또는 내재적, 본원적으로 비지배 자유의 이
상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한 주권 침탈의 상태로
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건국되었고, 그러한 주권 침탈은 가장 현저한 지배의
예이며 그런 상태로부터의 독립이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집합적, 집단적 수준에서
의 비지배 자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제에 대한 전 민족의 집단
적 항거인 3.1 운동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운동에서는 그냥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반
일의식이 표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우리 민족이라는 집합적 단위 수준에서 가
해졌던 일제의 자의적 지배에 맞선 ‘집단적 자유’(김정인 2019)를 향한 열망의 표현이
라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은 한반도에 ‘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던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김동택 2019)4). 거기에는 개개인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은 결코
개개인의 수준에서는 확보될 수 없고 자기-지배가 행사될 수 있는 집합적 주권이 보
장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한반도 인민 전체의 민주적 자각이 바탕에 있었다.

물론 이는 서구에서와 같은 개인이라는 행위 주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지배 자유
의 이념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집단적 자유의 이념은 그대로 개인적 비지
배 자유의 이념으로 연결되었다. 우리 민주공화국 건국의 이론적, 사상적 중추에 있었
던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추구했던 균등, 곧 개인과 민족과 국가 사이의 균등의 이념
은 이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균등은 무엇보다도 개인이든 집단이든 상호 관계

4)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었고, 그것은 가장 탁월한 의
미의 공화주의 운동이었다. 이런 식의 인민주권 실현을 위한 집합적 실천이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으
로 확인되는 근본적/급진적(radical) 공화주의 전통의 공통분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Lepold/Nabulsi/Whit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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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권력의 평등과 대칭성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런 인식은 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불균등이 조선의 일제에 대한 예속이라는 지배 상태를 낳았다는 데 대한 성찰
로부터 나왔고 또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개인 수준에서도 그런 방식의 지배/예속 관계
를 만들어내지 않을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출되었으리라.

3. 새로운 귀족정의 대두와 언어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우리의 유교적 정치 전통은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에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늘도 남겼다. 무엇보다도 유교적 메리토크라시 전통이 만들어내고 정당
화하는 과두 정치의 문제가 심각하다. 유사한 문제는 서구의 다른 민주주의에서도 발견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과두정치가 특별히 더 기괴한 모습으로 새로운 종류
의 계급적 질서와 세습 체제를 형성하고 보호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유교적 메리토크라시 전통이 군신공치의 이념을 발전시켰고, 한국 사
회는 그 역사적 발전태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민주적 공화정의 이념을 수용하여 발전
시켰음을 보았다. 그러나 지도자 개인의 능력과 덕성을 강조하는 그 정치적 메리토크
라시 이념, 곧 (중국 식으로 표현하자면) ‘현능정치(賢能政治)’의 전통은 민주적 공화
정의 조건 속에서도 얼마간 지속되고 있다.

물론 서구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도 사실 정치적 메리토크라시의 한 형
태라고 볼 수도 있다. 유교적인 현능정치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다니엘 벨(2018) 같은 이는 놓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말하자
면 ‘민주화된 귀족정’이라 할 수 있다(마넹 2015; 이관후 2016a). 여기서 정치를 본업
으로 삼지 않는 보통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우수함이나
‘탁월함’을 겨루는 선거라는 입증 경쟁을 통해 선택된, ‘현명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선거를 통해 지도자들,
곧 현대의 귀족들을 자신들의 뜻과 이해관계에 비추어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선거는
그들에 대한 가장 탁월한 민주적 견제 장치이며,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그들의 실질적
덕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현능정치가 채택했던 과거 시험 같은 주지주의적 평가보다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엘리트 선별 및 견제 장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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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좀 더 전통적인 정치적 메리토크라시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고시제도와 특이한 법조지배체제(Juristocracy) 현상에서 잘 드러난
다. 한국은 최근까지 일본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근대화된 형태의 과거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고위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을 선발해 왔다. 이 엘리트들의 사회
정치적 지배는 종종 민주적 대표의 권능을 훨씬 뛰어 넘는 지점에서 사회에 깊은 영
향을 미쳤다.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의 결정을 자주 무력화시키기도 하
고5),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조차 최근까지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거의 무소
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때때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을 압도했다. 이 엘리트들
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폐쇄적인 지배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6), 사회의
다른 특권 집단들(재벌, 언론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심지어 대중들에
의해 가장 선호되는 선출직 정치가의 후보군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메리토크라시적 엘리트 일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꼭 법조인이 아니더
라도 높은 학력과 학벌은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
중의 하나다. 지금도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공동선에 대한 지향이나 헌신을 보여 준
삶의 이력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학력과 학벌에 따른 사회적 성공의 정도가 가장 중
요한 정치지도자의 자격 중의 하나다. 꼭 높은 학력과 학벌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기업가로서의 성공 같이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이력 같은 게 있어야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배경 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특이한 방식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한 권력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와 함께 정치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의 분배정의의 원칙으로 자리 잡
았는데, 이것은 사회 성원들을 무엇보다도 교육과 학벌에 따라 성층화하는 역할을 한
다. 이것은 맑스주의가 주목했던 방식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계급 분화와는 다르다. 여
기서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구분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의 유무, 특히 명문대 학벌
의 소유 여부, 지대추구적인 각종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 계층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평등도 구조화된다.

메리토크라시는 경쟁에서 성공하여 일정한 경제적 부와 함께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승자와 패자 사이에 쉽게 넘기 힘든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장벽을 만
5) 참여정부 때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무력화시켰는데, 이 때 근거는 수도를 서울로 명문
화했던 조선의 ‘경국대전’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이라는 것이었다.
6) 김두식(2009)은 이를 ‘신성가족’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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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이 성공한 ‘성 안 사람들’과 실패
한 ‘성 밖 사람들’ 사이의 구분과 차별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이며 체계적이다. 민주주
의 정치도 사실상 이 메리토크라시적 경쟁 체제의 승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갈수록
심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 그 자체가 주로 메리토크라시적 배경을 지
닌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되고, 이들 하층 계층 구성원 당사자들 자신들의 정
치적 참여가 주변화되고 있다. 이들은 공론장 등에서의 일상적인 정치적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선거 과정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7) 한국의 민
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메리토크라시적 엘리트들의 민주주의다.

이런 체제에서는, 서구 전통이 강조했지만 우리로서도 그 보편적 타당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심각한 공화주의적 불의(Pettit 2012), 곧 일부 권력 계층과 국가의 시민
들에 대한 지배의 관계가 일상적이고 구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갑질’ 같은 자의적인 ‘사적 또는 수평적 지배(dominium)’가 사회적 삶
의 일상이 되고, 사법부나 검찰 같은 국가 권력이 시민들에게 행사하는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공적 또는 수직적 지배’(imperium) 역시 여전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
되면 사회 세력들 사이의 공동선을 위한 균형과 조화의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정은 붕
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보통 시민들의 주권성과 중심
성, 곧 ‘민주성’ 역시 단지 형식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
적 공화정은 특이한 종류의 새로운 귀족정, 곧 ‘메리토크라시적 과두정(meritocratic
oligarchy)’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민주적 공화정이 외형상의 민주주의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는 새로운 종류의 귀족들만이 정치적 과정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
날 이 귀족들과 평민들을 가르는 기준은 과거와 같은 ‘혈통’이 아니라 ‘학벌’과 ‘자격
증’ 등으로 상징되는 ‘능력’이다. 오로지 이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공론장’을 포함하
여 ‘민주적’이라 규정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여론을 이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공식적인 제한 요건 같은 건 없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든,
가령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꼭 대학을 나와야만 발언 기
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새로운 귀족정에서는 이 민주적 공
론장과 정치 과정에 실제로는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들만 참여할 수 있다.

7)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계의 절박함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도 투표에 참여하
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손낙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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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선택과 배제의 과정이 일어나는 기제는 매우 복잡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기제를 분석하는 걸 과제로 삼을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러
한 민주적 과정을 지배하는 선택과 배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귀족들의 과두 지배체제는 무엇보다도 특별한 종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배타적 지배 체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과정을 결정짓는 공론장은 소수의 능력 있는 엘리트들
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되었다. 물론 오늘날의 복잡 사회에서는 많은 영
역들이 일반 대중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 언어와 지식이 있어야만 접근
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기 마련이다. 아무나 의사가 될 수는 없으며 법률이나 금융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조차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결정 공
간에 갇혀 있다. 여기서 이러한 폐쇄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언어다.
물론 공론장의 논의 과정에 모든 시민이 발언자나 토론자로 나설 필요는 없다. 어
느 정도 정제되고 소통가능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된 참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공론장의 논의들은 누구든 이해가능한 언어들로 이
루어져야 한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최소한 의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해법이
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론장에서는 오랫
동안 한자를 읽지 못하거나 공론장을 주도하는 소수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그러한 민주적 주권의 행사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언어적 배제는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이 ‘문화제국주의’라
규정한 바 있는 특별한 종류의 ‘지배’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영 141쪽 이하). 이
런 지배는 직접적인 물리적 지배나 갑질 같은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
적 제국주의는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문화적 상징 등만이 유일
하게 옳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제시하고 피지배자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의 맥락에서만 보자면, 이런 일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
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를 강조하고 사회 전체가 그것을
쫓는 모습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이나 상품의 이름들이 죄다 외국
어로 지어지거나 바뀌고 자영업 가게들이 내거는 간판들도 온통 외국어 투성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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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을 목독하고 있는 데,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
어나 다른 외국어가 표준어가 되고, 우리말은 열등한 사투리가 된다.

물론 단순히 말이 문제가 아니다. 부르디외 식으로 말하자면, 진짜 문제는 그 말과
관련된 ‘문화자본’과 ‘학력자본’의 과시 및 그 특별한 종류의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들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무시와 배제의 사회 문법이다. 그리하여 결국 글
로벌 스탠다드나 전문 용어 등으로 포장된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부
로 접근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을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독점
한다는 게 문제다.

무슨 특별한 취미 생활이나 소비 생활에만 문제가 국한된다면 모르겠다.8) 많은 시민
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공론장의 숱한 시민적, 민주적 의제들과 관련해서도 언어적
장벽에 가로 막혀 참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한문을 혼용했던 신
문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외국어 어휘들이 언론과
공적 공간을 지배한다. 생각나는 순서대로만 언급해 보더라도, 서킷 브레이크, 패스트
트랙, (규제) 샌드박스, 제로 페이, 퍼레이드, 플랫폼, 스페셜리스트, 시스템, 네트워크,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 패널 등 도대체 한 두 개가 아니다. 심지어 일상의 민주적
과정에 보통의 시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에서도
‘퍼실리테이터’나 ‘캠페이너’ 같은 외국어 단어를 무비판적으로 남발한다.

단순히 몇몇 어휘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민주적 공론장을 외국어 구사 능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현상은 우리의 민
주주의를 심각하게 위기에 빠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치 과정에 대한 이런
소수 엘리트의 지배는 광범위한 평민적 대중들의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서구의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휩쓸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는 바로 이런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포퓰리즘이 이른바 ‘막말 문화’와 연결되는 게 흥미롭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
령이 미국의 공론장에서 형성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며 흑인이나 소수 인
종 및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비속어 같은 막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은 포퓰리즘은 없다고 할

8) 패션 잡지 ‘보그’의 기사들은 조사만 빼고 거의 모든 단어를 불어와 영어로 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이른바 ‘보그 병신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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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가령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극우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인 전광
훈 목사 같은 이는 무엇보다도 ‘빤스목사’로 불리고 있다.

이런 막말 문화/막말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론장과 민주적 정치 과정을 지배하는 엘
리트들에 대한 반발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단지 학력이 낮은 소수의 하층
대중들이 전광훈 목사 식의 막말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
은 단지 소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영국의 사례에 비추면(굿하트 2019), 갈수록 많은 시
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
응할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이른바 ‘어디든 살 수 있는 사람들’(애니웨어
Anywhere)에 맞서, 스스로를 단지 ‘한 곳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섬웨어
Somewhere)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데 동참한다. 말의 위기는 민주주의
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4.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공공언어
민주적 공론장은 시민적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장소라 할 수 있다. ‘의회’만이 주권
이 발현되는 장소가 아니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뚜렷한 주체도 명시적인 공
간도 없이 그리고 틀에 박힌 형식도 없이 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토론하고 사회적 의제들을 심사숙고하는 무정형적인 의사소통의 공
간, 곧 공론장이다. ‘언론’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 밖에도 일상의 소모임
이나 오늘날에는 이른바 사회관계망(SNS) 같은 새로운 매체들도 큰 역할을 한다. 이
런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동선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며,
그 바탕 위에서 국가 권력을 통제한다. 오늘날의 조건에서 시민들(demos) 스스로가
권력을 통제하고 행사하는(kratos) 민주주의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민주적 공론장은 시민들이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성찰
하는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아내서 사회의 정치적 결정 과정을 그 해법
의 틀 안에 묶어 두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이다. 시민들은 이 공간을 통해
단순한 투표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자기-지배적인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과 성찰은 기본적으로 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유통되는 언어, 곧 공공언어가 어떤 원칙을 따라
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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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이상에 따르면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여기는 시민들은 이성적
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수용가능한 근거들을 토대로 공동선의 관점
에서 정치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법과 정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공적 토론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평등
하게 존중받으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누구든 똑 같
은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소통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한 사람
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공론장이 추구하는 공동선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중 특정한 권력자나 집단이 그런
공동선에 대한 규정을 독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공동선은 정치공동체 전체의
삶의 양식이 담아내야 할 정당한 규범적 질서의 이상을 담아내야 한다. 그런 만큼 그
것을 모색하는 데서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나 윤리적 지향이 지배적
이어서는 안 되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윤리적 지향의 관점에
서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 관점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공동선은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모색되고 비로소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언어, 특히 이와 같은 공론장을 포함해서 국가기관 및
그 밖의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광의의 ‘공적 영역’에서 유통되는 공공언어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언어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공화국다움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동선은
바로 그 공공언어를 통해서만 비로소 모색되고 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언
어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과 공적 가치의 타당성을 찾아내고
판단하며 다듬어 내기 위한 소통의 수단 또는 매개체다. 때문에 이 공공언어는 원칙적으
로 시민 누구든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들은 누구나 그 공공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이건범, 2017).

물론 공공언어가 얼마나 쉬워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
언어가 사회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저학력 시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구
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기준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기 마련일 것이다. 또 다
양한 학문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공론장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일은 이치
에 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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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소극적 방식으로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싶다. 많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공적 업무나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
관이 제공하는 복지 정책조차 ‘바우처’니 ‘케어’니 뭐니 하면서 보통 시민들이 잘 모
르는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와 함께 제공되면 많은 시민들은 시민적 자존감이 심각
하게 훼손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민주적 공론장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가
온통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가 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소통 과정에 아예 참여할
동기조차 가지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민적 예의(civility)’도 중요하다. 이른바 막말(욕설, 비하 표현 등)은 누구든 이해
할 수 있는 쉬운 말이지만, 공론장에서 절대적으로 배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
면 막말이 담고 있는 표현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 및 배제를 함축하
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들은 공론장에서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시민
들의 참여를 가로 막는다. 모든 시민이 지닌 평등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
도가 드러나는 언어 사용은 민주적 공론장이 형성되고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언어의 사용과 유통과 관련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시민들이 그와 같은 공공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 줄 보편적 공교육의 체계를 마련하는 일
일 터이다. 그러나 국가의 일상적인 언어 개입도 필요하다. 물론 시민사회의 모든 차
원의 언어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터이지
만,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만큼은 국가가 개입하여 다듬고 관리해
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공언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향유하고 주권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
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국가의 개입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언어생활을 단순히 시민들의 자유 행사의 결과라고만 할 수
는 없다. 거기에는 또한 쉽게 감지되기 힘들지만 너무도 현저한 권력 및 지배 관계가 작
동하고 있다. 공론장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가 난무하는 일은 단지 무슨 ‘전문성’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배제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려는 소수

- 150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엘리트들의 지배 욕망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
다. 앞서 살펴 본 공화주의적 비-지배 자유의 이념에서 보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자유
는 때때로 국가의 제도와 법을 통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런 개입은 오히려 시민적 자유의 참된 구성 조건이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통
용되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민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향유할 수도 없다. 권력의 부당한 지배
를 감시하고 그에 맞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저항할 수도 없다. 그런 시민을 시민적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의 존엄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통상
적인 민주적 과정과 제도화된 민주적 공론장은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시민들을 배제
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는 그 배제를 주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집합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언어 정책은 그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는 말
물론 언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정책으로 나타
나야 할지 나로서는 여기서 길게 논의할 여력도 전문성도 없다. 또 지금까지의 논의
가 꼭 무슨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언어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만은
힘주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 정부라면
최소한 여러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 정도라도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앞서 든 몇 가지 예들만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못함이 분명하다.

꼭 처벌이나 제재 같은 강제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공론장 전반의 언어 사용에 대
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물론 언
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민들의 언어생활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민적 언어문화가 민주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
들고 행,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언어, 특히 공공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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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무슨 민족주의적 ‘국어순화운동’
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적 토대
이고,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향유다. “언어는 인
권이다.”(이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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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 토론문

장은주,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공공언어〉에 대한 논평

조형근(사회학자)

장은주 교수의 발표문을 읽으며 늘 궁금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공화주
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공화주의와 공공언어 사이의 밀접
한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소중한 공부가 되었다. 특히 언어에 대한 공적
개입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발에 대해 소위 ‘순수한 우리말’에 대한 관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언어의 공공성’이라는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입
론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나 자신이 토론자로서 얼마나 유익한 논점을 제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발표문을 읽고 처음에 구상했던
토론의 기본틀을 대부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읽어본 강미아 교수의 발표문
에서 내가 다루려고 한 논점 대부분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훌륭하게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토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발표자 상호간에 진행되어야
마땅할 토론을 식견이 부족한 토론자가 대신하는 꼴이라는 생각도 든다. 부족하나마
토론에 나선다.

첫째, 민주공화국에서 공동선에 대한 숙의가 오가는 공론장의 언어로서 공공언어가
쉽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장은주 교수의 주장에 대해
전폭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를 전제로 하되 이 발표문이 기초하고 있는 공화주의의
언어장이 철저히 시민, 즉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
목하고 싶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다. 과문한 탓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고대 그리
스와 로마의 공화정 이래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공화주의의 역사에서 ‘외국인’의 지위
는 보이지 않거나 매우 취약해 보인다. 공화주의의 시야에서 상주 외국인, 이주민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공론장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은 공공언어의 한 주체로
서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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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런 의문은 다시 한 번 공공언어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은 어디서 유래하는
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거칠기 짝이 없지만 일단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공공언어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은 주권의 맥락에서 제기되는가, 인권의 맥락에서 제
기되는가? 발표문은 거의 전적으로 인민주권의 차원에서 공공언어에 대한 공공의 개
입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주권을 구성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자격
을 결여한 자들, 단적으로 이주민은 공공언어 정책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반면 공공언
어에 대한 개입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된다면 공
화국 내의 계급·계층적 불평등과 시민권 소유 여부에 따른 불평등 모두를 시야에 포
괄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 이와 관련하여 공공언어에 대한 개입을 자유주의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을
까 하고 사고실험을 해보게 된다. 가령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가정한 ‘무지의 베일’
사고실험은 정의로운 분배원리는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초되어야 한다
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정의로운 공공언어의 원리 또한 그 사회의
언어적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초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공
언어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정초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어떤
것일까?

사적인 체험을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외곽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꽤 많다. 원도심에 서는 오일장의 장날이 휴일과 겹
칠 때면 조금 과장해서 장꾼의 절반 이상이 이주노동자들처럼 보인다. 한국인들은 대
형마트를 선호하기에 지방 중소도시 재래시장의 주요 고객이 이주민으로 바뀐 지 오
래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관찰한 경험에 따르면 상인들은 이주민 고객에게 대개
반말로 응대한다. 말끝이 매우 짧다. 반면 이주민들은 어눌하지만 존댓말로 대화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센터의 책임자와 인연을 맺게 되어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하대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욕 섞어 쓰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예요. 이주노동자들
이 한국말이 짧으니까 존댓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상인들이
경험이 쌓이니까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인권 문제에 민
감할 센터장의 대답이라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이주노동자센터와 건강운동을 하는 약사회 모임을 연결시켜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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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농어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제한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의약분업제도상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사업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주노동
자센터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 진단과 처방은 물론 약까지 무료로 주는 사업이어서
노동자들의 호응이 컸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호응은 한국어가 익숙한 이주노동자가 통
역을 맡아준다는 점이었다.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늘 농촌 노인들만 진료하
던 약사들 또한 무척 기뻐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도 할 수 있는 의료와 사법의 영역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동시
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다. 주요 외국어가 아닌 한 제대로 된 한국어 통역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주민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통역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주노동자센터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이들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다. 연말에 센터
에서 열리는 국적별 송년행사에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100명이 훨씬 넘게 참여한다. 재
작년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지역의 무의탁 노인들을 접대하는 잔치를 열기도 했다.
그저 시혜받는 존재로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 스리랑카 이주노
동자 공동체를 이끌던 니로샨씨가 9년 8개월 한국 생활을 마치고 며칠 전 스리랑카로
영구 귀국했다. 환자들의 통역을 맡아주던 한국말 참 잘하던 이다. 비전문취업비자(E-9)
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이 3년이다. 그는 참으로 성실했다. 성실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연
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인 9년 8개월을 꽉꽉 다 채웠다. 더 머물면 이 사람은 ‘불
법’이 된다.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는 10년간 가족과 떨
어져 산 셈이다. 돌아가야만 한다. 돌아가서 여행사를 차리겠다고 한다. 그가 한국사회
에서 쌓은 언어 능력,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는 쌓일 곳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우
리 공화국의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영역에 니로샨씨의 경험, 그 친구들의
삶, 이들의 언어문제가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 157 -

2020한글문화토론회

574돌 한글날 기림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2020한글문화토론회

574돌 한글날 기림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2020한글문화토론회

574돌 한글날 기림 학술대회 자료집(2020한글문화토론회)
공공언어 개선의 사회철학 세우기

펴낸 날: 2020년 10월 9일
펴낸 곳: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펴낸 이: 이건범
편집: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도운 곳: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303호(도화동, 정우빌딩)
02-780-5084 / www.urim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