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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을 주목하면서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평가활동을 후기구조주의 논점으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학교 안
팎에서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온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평가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면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그들만의 고유하면서도 복합적인 언어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토대, 해외 선행문헌과 사례, 그리고 국내 맥락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험개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중언어 학습자를 배려한 대안적 평가활동은 귀화시험과 같은 특수 목적형. 혹은 기
업이나 학교에서 저부담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 및 배치평가 환경에서 논의
될 것이다. 귀화자격, 무역, 관광, 학업활동 등에서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부담 평
가에서는 외국인 직원이나 유학생, 이민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해외에 장기 체류했거
나 조기유학 후 국내로 돌아온 내국인의 다중적 언어사용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입체
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총인구의 3% 이상이 이미 한국인 국적 없이 살고
있으며, 복수의 언어를 능숙하게 그리고 교차적으로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국내 거주
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든 영어든 언어평가의 관행이 여전히
단일언어만을 강제시키는 고부담시험 기반의 의사결정 체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험
의 형식 역시 속도시험이나 지필시험을 선호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제는 개별 언어
마다 온전히 능숙하진 못하지만 복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사용하
면서 실제 언어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해야 할 때이며 다중언
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습자를 배려하는 시험 구인, 해당 평가문항
개발, 채점 타당성 확보 작업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언어
주의라는 틀만으로는 국내에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다중언어사용의 환경을 수용하
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후기구조주의에서 차용한 논점으로 맥도날드화되고 있는
(Block, 2002) 국내 언어교육평가의 병폐 역시 언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언어
간 생태적 공존, 기존 교육행위에 관한 반성적 성찰, 적정교육, 그리고 대안적인 평가
활동을 기획하는 다문화 언어교육자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 주제어: 언어평가, 후기구조주의, 단일언어주의, 다중언어 화자, 다중언
어 역량, 대안적 교육평가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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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세계화의 이름으로 자발적인 이민과 유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호주와 같
은 다문화, 다중언어 국가로 이동한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목표어(예: 영어) 학습과 함
께 자신들의 모어 역시 일상적으로, 혹은 특수 목적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전세계적으로 복수의 언어를 학교, 직장, 가정 등에서 구사하
는 집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중언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사람
들이 점차 낯설지 않으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배우
자, 혹은 내국인 중에서 이민, 결혼, 유학, 취업, 여행 등의 목적으로 다중언어를 사용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어가 공식어인 공교육 기관에서도 모어나 목표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들의 사용
을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허락하고 있다. 민용성, 최화숙(2014)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모든 국내 학교급에 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부
합되는 학습자 중심 다문화 교육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는 한국어 역시 능
숙하게 사용하는 한국인 학생과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모어를 습득하고 사용해온 외
국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한다. 국내 대학의 경우 한국어가 공식어이긴 하
지만 학술언어로 영어를 채택하고 다수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지고 있고, 영어든 중국어든 한국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다중
적 언어사용 공간이 크게 늘고 있다.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인구도 증가
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세계인도 많아지면서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 한국어능숙도평가) 누적 응시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2004년 외국인고용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EPS-KLT(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 Test: 고용허
가제 한국어시험)을 매년 응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KINAT(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한국 이민귀화적격시험 또는 귀화시험)을 준비하면
서 한국에서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수도 늘고 있다(박성원, 신동일, 2015).
부모 모두 외국인이거나 한쪽만 한국인인 가정도 증가하고 있고, 어릴 때 한국어가
공식어가 아닌 곳에서 자라고 공부한 조기 유학생들의 국내 귀환도 늘고 있다1).
2007년 UN 국제기구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
1) 이 모든 집단/개인의 언어별 능숙도, 노출 정도, 사용과 습득의 목적성에 커다란 편차가 늘
존재하며 통제도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초중등학교나 국내 대학
교, 혹은 유학생, 이민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의 속성을 조작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복수의 언
어를 중급 능숙도 이상의 수준으로 선별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 여전히 학습
하고 있다면 다중언어 사용자로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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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단일민족 국가의 이미지를 이제 바꿔야 한다고 권고
했다.
다문화, 다중언어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그 곳에 모인 개인들은 자신들의 모어와
함께 추가적으로 학습하거나 전략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접촉언어(contact
language)들을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복수의 접촉언어를 중급
수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들의 개별
언어의 능숙도가 각각 원어민 수준만큼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중적인 언어 사
용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중언어 사용자로서의 정체성과 언어권리, 언
어 간 교차사용을 통한 종합적인 업무 역량이나 학업성취도 등의 연구는 학계에서
조차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다중언어 사용자라도 언어능숙도를 평가할 때
는 개별 목표어의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준언어 규범을 따라 영역별로(예: 문법, 독해,
구술능력 등) 나누어서 실행한다(Cook, 1999). 그러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혹은 조기유학 후 본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이 특정 목표어(예: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학업 부진아로 평가받곤 한다. 평
가자들은 복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습자들이 단일언어만을 구사하는 학습자
들과 동일한 전략으로 개별 언어를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전제하며(Kemp, 2009)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언어능숙도, 학업성취도, 업무 역량 등을 개별
적인 언어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쉽사리 전제하기도 한다.
언어능력이 인지적인 성장, 학술적인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단
일언어 관점의 평가 구인(construct)이 다중언어 구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언어를 사용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여러 평가들이 사실상 언어능
숙도 기반의 평가라고 본다면(Solano-Flores, 2008) 다중언어 구사자들이 언어사용의
목적과 맥락, 상대방 화자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언어적 레퍼토리(repertoire)를 전략
적으로 (재)조합하여 인지적으로나 학술적인 성장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전례를 주목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중/다중언어 사용자와 그들의 능숙도의 특성에 대한 학계의
이해가 크게 변했으며(Cenoz & Gorter, 2011) 이제는 개별 언어마다 원어민 수준의
능숙함을 갖지 못하더라도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폭넓은 언어학적 레퍼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Cenoz & Genesse, 1998), 혹은 다양한 언어환경, 관계, 목적성에 맞는 언
어 형태 혹은 화행의 조합을 시도할 수 있는 ‘언어교차사용(translanguaging)’(Baker,
2001)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중적 언어 사용자로 포함시킨다2).
2) 이중/다중언어 구사자를 판단하는 언어별 능숙도의 수준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본 연
구는 오랜 동안 단일언어주의가 지배적이었던 국내 정황에서 다중언어 기반의 평가에 대한
논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소한과 최대치의 중간 수준에서 복수 언어의 능숙함
(multi-competence)을 (다소 모호하게) 다룬 Cook(1991)의 개념을 참조하기로 한다. 그에 따
르면 복수의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게 되면 여러 언어들이 분리되지 않고 사실상 같은 시스
템 안에서 상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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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수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면 취업이나 학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직장인, 유학생, 이민자,
다문화가정 학생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모어와 함께 추가 언어
를 사용하고 배우고 있는 내국인들의 다중언어 능력도 새롭게 논의해볼 수 있다. 무
슨 언어를 사용하든 과업을 완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곳이라면 구
인 설정부터 관행적인 단일언어주의-원어민 규범에서부터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영어를 매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던 중국
인 유학생이 국내 경영대학에 유학을 왔다. 한국어능숙도 시험도 치루고 정식으로 입
학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로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어로 강의를 듣기
도 하고 조별 발표 과제를 동료들과 한국어로 토론하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 학
생은 자신이 보유한 다중적 언어지식을 조합하면서 공부를 한다. 영어로 구성한 자료
를 읽고 중국어로 간단하게 서면요약을 해둔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난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중국인 동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중국어로 적힌 관련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가로 찾아 읽어보기도 한다. 모어가 다른 외국인 유학생
들과는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기말시험도 함께 준비
한다. 한국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교수와 영어로 질의
응답을 주고받기도 하며 다른 수업참여자들의 양해를 얻을 때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
로 발표를 한다. 기말 보고서는 영어로도 제출하고 한국어로 제출할 때도 있다. 이
유학생에게는 개별 언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에 관한 관심보다 학업 목표나
구체적인 과업(발표, 보고서 제출 등)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숙달한
모든 언어자원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전략적
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복수의 언어를 조합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평가의 목적이 개별 언어의 능숙함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
니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모형화 될 수 있는 학업능력, 업무수행능력, 번역능
력, 귀화 자격,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양과 태도 등을 평가한다면, 다중
언어 구사자의 언어능력을 병렬로 구분하여 평가한 다음에 합이나 평균을 구하지 않
아도 될 것이다.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개별 언어의 능숙도보
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과업이나 드러난 자격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
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다중적 문화와 언어적 자원을 소유한 국내 체류자들 대상으
로 귀화시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한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평가하면서
한국어 능숙도를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모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민주주의나 안보 의식 등 사회 적응능력, 한국에 관한 사회문화적 지식을 평가할 수
도 있다. 귀화와 같은 특수 목적의 자격을 평가할 때 지식, 의식, 태도, 자격 등의 수
준을 단일언어만으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문헌(Blakledge, 2009; Heller,
1999; Wiley, 2005)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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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든 영어든 국내 언어평가기관은 주로 단일언어만을 부과시키는 고부담
(high-stakes)시험 기반의 의사결정 체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속도시험(speed test)이
나 유일한 정답만이 존재하는 선다형 문항유형 등을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습득했거나 습득 중인 개별 언어 하나마다 온전히 능숙하진 못하지만 복
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시험장 밖 실제 언어과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중언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일언어, 원어민 규범에 집
착하며 빨리 답을 찾거나 말해야 하는 고부담-속도시험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실제
로 다중언어를 허락했더니 학습자들의 언어능숙도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는 사례(Bailystok, 2002; Shohamy, 2011)가 해외 학계에 이미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자를 배려하는 언어평가의 구인화, 해당 평가문
항 개발, 채점 타당성 확보 작업에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을 주목하면서 단
일언어주의 기반의 평가활동을 후기구조주의 논점으로부터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다. 학교 안팎에서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온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평가활동을 비판
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그들만의 고유하면서도 복합적인 언어자원
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토대, 해외 선행문헌과 사례, 그리고 국내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험개발 방안3)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중언어 학습자를 배려한 대안적 평가활동은 귀화시험과 같은 특수
목적형. 혹은 기업이나 학교에서 저부담(low-stakes)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
및 배치평가 환경에서 논의될 것이다. 귀화자격, 무역, 관광, 학업활동 등에서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부담 평가에서는 외국인 직원이나 유학생, 이민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해외에 장기 체류했거나 조기유학 후 국내로 돌아온 내국인의 다중적 언어사
용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II. 다중언어 사용자와 학습자 중심 언어평가
1. 다중언어 화자의 언어능력

이민, 유학, 취업, 국제결혼, 귀화 등을 계기로 자의든 타의든 다중언어 자원을 일
3) 본 연구는 국내 언어평가 환경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다중언어 학습자나 사용자를
배려하자는 논점을 갖지만 시험개발 측면에서는 듣기와 쓰기보다 읽기와 말하기 평가행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자 한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교차적 언어사용, 다중언어주의 정책에 관
한 다수의 선행문헌이 읽기와 말하기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다중언어 학
습자들은 특정 목표어를 읽거나 말할 때 다른 언어(예: 모어)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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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혹은 특수 목적을 위한 과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단일언어능력만으로
실질적인 언어역량을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박성원, 신동일(2014)은 한국어가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술적 과업을 수행하거
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자신들이 보유한 다중언어 사용능력을 빈번하게 최적화시
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국내 대학이 공식적으로는 단일언어주의 정책을 유지하
는 셈이지만 다중언어 사용자를 사실상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유학생의 학업능
력 또한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개별적인 언어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
으로 한국어 능숙도만을 획일적인 규범으로 강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능력,
졸업 후 업무능력, 혹은 시민권 자격을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참여
한 중국인 유학생, 양양과 춘리의 경우 자신들의 모어 뿐 아니라 한국어, 영어도 구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단일한 언어로만 소통하는 동료들보다 더 나은 의
사소통자, 혹은 매력적인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은 학교
안에서는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원어민 수준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결핍된 언어
사용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들이 소속된 학교의 구성원들은 원어민이 사용하는
단일언어 기반의 언어능숙도, 학업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언어능숙도 평가 역시 한
국어든 영어든 개별 언어를 분리하여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들을 상보적으로 합하지 못하고 개별언어로 분리해서 판정하면 그들은 여전히 개별
언어별로 결핍을 보유한 외국인, 비원어민일 뿐이었던 것이다.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시험이 전제하는 것은 언어능숙도의 구인이 개별 언어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상보적인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언어에 대해 다른 하
나의 언어는 폐쇄적인 인지 구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언어들을 교차적으로 사용
하며 갖는 상보적 자원성, 혹은 개별 언어 능숙도의 합으로는 짐작되기 힘든 여분의
언어능력(Cenoz & Gorter, 2011)이 다중언어 평가의 구인으로 포용되지 않는다.
Cook(1999)은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화자의 실제 언어역량이 그들의 개별 언어
(L1, L2, 혹은 L3)에 각각 독립적으로 축적된 분량 모두를 더한 총합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별언어마다 학습된 각기 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서로 분리된 채 폐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 둘을 배우고 사
용하는 화자들의 경우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또 다
른 언어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Kroll & Dussias, 2012). 복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같은 인지적 시스템 안의 다른 언
어들로부터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이다(Cook, 1991). 하나의 언어를 학습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른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이
되는 것이다.
언어 간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트랜스링구얼(translingual) 관점(Canagarajah, 2006,
2013)으로 보면, 개인이 경험하고 보유한 모든 종류의 기호적(semiotic),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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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언어자원은 서로 결속되어 있으며, 코드-믹싱(code-mixing)과 같은 언어
의 “상보적 사용”(Khubchandani, 1997, p. 96)은 결핍의 표지이기 보다는, 유의미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식된다. 이미 많은 학자들(Creese & Blackledge, 2010; Li &
Martin, 2009)이 습득된 언어들끼리 상보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통한 부가
적 언어역량의 긍정성을 주목했다. 복수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개
별 단일언어 능숙도의 단순 합이 아니라는 논점(Canagarajah, 2007; Kramsch &
Whiteside, 2008; Shohamy, 2006)은 최근 10여 년간 축적된 경험적 연구자료
(Blommaert, 2010; Canagarajah, 2013)로 계속 해외 학계에서 보강되고 있다.
이처럼 교차적으로 언어사용을 하며 성장한 학습자들에게 어떤 예비/특별 프로그
램도 없이 엄격하게 단일언어환경으로 구성한 시험을 곧장 보게 하고, 심지어 시험의
의사결정력(예: 귀화, 입학, 졸업 등의 자격, 취업 기회, 승진이나 배치)을 높여서 특
정한 개별 언어로만 시험을 반복적으로 준비시키면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시험은 다
중언어 사용자의 엄격한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학교나 교실에서
목표어나 공식어가 아닌 모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다중언어 사용을 수치스
럽게 폄하하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한 교육관행이다(Shohamy, 2011). 지금이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가까워지는 초국가적 세계화 시대로 본다면 다중언어 사용자를 보유
한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언어를 안다’, 혹은 ‘언어로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의
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어온 외국인 관광객,
직장인, 유학생,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목전에서 바라보면서도 다중언어
화자들의 언어사용 기회, 권리, 정체성, 언어의 특징은 좀처럼 교육평가담론에서 다뤄
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다중언어를 조합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권리
마저 금지된 곳은 그들이 고국이든, 가정이든, 다른 경험과 기억으로 평생 동안 구축
한 다중적인 언어정체성의 자산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다. 다중적인 언어문화를
지키거나 자신만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단일언어만 사용하고 학습
할 것을 계속 요구받는다면 언어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업무능력, 학업능력 역시 더
욱 축소되고 왜곡될 것이다.
2. 다중언어 사용자를 위한 학습자 중심 언어평가

다중언어 사용자들의 언어능력을 습득된 개별언어 사이에 유동적이고 상호작용적
인 매개(Kramsch & Whiteside, 2007)로 이해한다면, 해당 언어능력이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와 내용 역시 재고해야 한다. 만약 단일언어로 구성된 시험으로 이민
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취업, 진학, 귀화자격 획득 등의 기회를 조정한다
면 이러한 시험행위는 단일한 국가-민족-언어 기반의 이데올로기를 명시적으로 전달
하는 정치적 행위(Shohamy, 2013)로 인식될 수도 있다.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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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한 다음에도 모어 사용만큼이나 추가적으로 목표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다중)언어능숙도가 학업이나 업무활동,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다양한 논의와 정책 심의가 필요하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단일언
어만으로 특정 시험행위를 부과하는 것이 공부하고, 일하고, 적법한 이주자나 귀화자
로 살아갈 권리를 제한하는 정치적 행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식어가 단 하나
의 단일언어이기 때문에 귀화, 입학허가, 취업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해당 목표언어
의 능숙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신분을 가진 이민
자나 유학생 등이 오랜 동안 모어로 습득했고 지금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
중적 언어사용을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정체성, 언어조
합의 삶 역시 축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Shohamy(2006)는 이와 같은 단일언어
주의 기반의 시험 관행이 복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며 자유롭게 언어를 배우
고 습득하는 학생들의 가정문화, 고유한 인간관계 역시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것이라
고 우려했다. 언어시험이 관료적인 제도의 지원을 받고 단일언어, 혹은 지배언어의
힘과 결속하다 보면 국가나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강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된
다는 예시는 McNamara와 Roever(2006)의 단행본에 잘 요약되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출간된 관련 학술문헌을 통해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시험으로부
터 해당 개별언어의 능숙도가 결핍된 다중언어 구사자가 정치적으로 배제되거나 선
별되는(예: 시민권 심사)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Extra, Spotti, & Van
Avermaet, 2009).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언어능숙도를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산업과 학
문 체제가 발달하였는데 당시엔 단일 민족이나 국가 기반의 이데올로기가 삼엄할 때
였기 때문에 단일언어주의 관점을 벗어난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언급조차 할 수 없
었다. 20세기 하반기에 시작된 미국 ACTFL(American Council on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기관의 능숙도 운동(proficiency movement), 유럽의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언어능력의 통합모형 운동 역
시 해당 목표어의 원어민 집단이 사용하는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과업수행능력이 중
요한 구인”으로 설정되었다(Shohamy, 2011, p. 421). 이 때 ‘원어민 화자’은 언어학습
자들이 도달해야 할 최상의 언어수준이 중립적으로 개념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언어 사용국의 권력 행사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개념(Holliday, 1994)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Menken(2008)의 연구는 단일언어만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원어민 화자의 능숙함
이 시험의 구인으로 설정되면 모어 이외에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학습
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녀는 미국의 낙오아동방
지(No Child Left Behind: NCLB)법안을 집행하기 위해 고안된 단일언어(영어) 기반
의 표준화 시험정책이 뉴욕 주의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 혹은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실증적 자료로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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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민자 자녀로 미국에 온 캄보디아 중학생들이 본국에서 뛰어난 수학능력을
보였지만 새롭게 습득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수행된 시험에서는 낮은 점수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Wright와 Xiaoshi(2008)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로
부터 복수의 언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목표 국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민 가정 등의 어린 자녀들이 단일언어만이 허락되는 국내 모든 시험에서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실제 언어능력, 혹은 학업능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볼 수 있다. 그들은 학습 부진아로 빈번하게 위치화되고 재학 동안 학
업성취도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학생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학습자
들이 배운 복수의 언어능숙도를 서로 독립적인 객체로 전제하고 두 언어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성(Cummins, 1980)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부진아들이 양산되고 있
을지도 모른다.
복수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이 학업활동에 문제점을 보이면 흔히 그 원인을 단
일한 목표어를 불완전하게 학습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들의 목표어 능숙도가 학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다는 점, 다만
그들이 다수의 단일언어 사용 학생들에 비해 동등한 수준의 교육적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회경제적 맥락은 쉽게 간과된다. 예를 들어, James와 Melanie(2010)는 영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학생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학교에서
비표준적인 영어 변이형을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학업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를
발표했다. 표준적인 목표어인 영어로만 시행되는 전통적인 시험이 복수의 언어자원을
사용하면서 차근차근하게 다소 느린 속도라도 유의미하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일종의 문지기 장치가 된 점도 지적했다.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코드-믹싱은 언어의 상
보적 사용(Khubchandani, 1997)이라고 어느 시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각 교정되어야 할 언어이고 결핍된 문제점’일 뿐이다. 다중언어 구사자의 혼종적인
언어사용은 단지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단일언어 토대의 평가문화를 통해 ‘오
염된 언어’이고 ‘문제가 되는 언어’로 폄하되고 있는 것이다.
다중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험에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여준 실증적 사례도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Levin과 Shohamy(2008)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학교의 수학과 히브루어 시험에서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학생들이 단일언어만으로 시험을 치를 때는 해당 단일
언어만을 사용하는 원어민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복수 언어로 시험을 치
를 때는 단일언어 사용자 집단보다 훨씬 뛰어난 점수를 받았다(p. 423). Baker(2001)
도 교실수업에서 이중언어 구사자들에게 복수의 언어사용을 관용적으로 허락할 경우
학업능력이 더욱 발달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복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언어의 교차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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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특별 프로그램 안에서 허락한다면 그들은 보다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교육적 자원, 언어간 레퍼토리에 접근하며(Lewis, Jones, & Bake,
2012), 스스로 주체적인 언어사용자가 되기 위해 적극성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입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나 외국인 유학생, 이주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복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가정, 학교, 직장 안팎
에서 언어들을 교차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그들은 자신의 모국어 혹은 제2언어
어떤 것도 평생 동안 버리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 사용이 보다 능통해질 것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한국어만을 지배적으로 사용한 내국인에 비해 목표언어
인 한국어의 화용적인 혹은 사회언어학적인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정 발음이나
강세도 여전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한국어로 원어민답지 못한 인상을 줄 때 그들
은 다중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엄두도 내지 못하며, 불완전한 한국어 능숙도
만 지적 받으며 비원어민으로서의 언어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
며 살아가는 사람은 단일언어만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인지적으로 열등하
다고 할 수 없지만 단일언어만으로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곳에선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부여받는다.
Shohamy(2011)는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고 습득하는 학생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단일언어 기반의 언어시험 관행을 두 눈을 모두 뜨고 보면 불편함이 없는 시력을 가
진 학생에게 한 눈은 무조건 감은 채 사물을 보라고 강요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고 비유했다.
한국어만이 공식어로 사용되는 국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어를 포함한 복수 언어
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어만을 어디서나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자
신이 원하는 언어로 살아갈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 UN 국제기구의 제노사이드 협약(Genocide Convention)을 보면 소수자 집단의
자녀를 다른 집단에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소수자 집단의
언어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을 민족적, 인종적 ‘집단학살’의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다(Skutnabb-Kangas, 2001). 특히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지배언어의 강
압적인 사용은 소수집단의 모어를 소멸시키고, 지배집단으로의 원치 않는 종속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행사, 과업, 혹은 평가활동 등에서 모어
를 포함해서 교차적으로 복수 언어를 사용할 기반을 사회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유학을 오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귀화를 신청하고, 그들끼리
협력해서 공동체를 만들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때, 어디선가는 그들만의 고유한 언
어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목표어 학습과 사용이 강제성이 아닌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특별, 특수 목적형 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안해야
한다. 복수 언어를 적절하게 유지시킬 때만 목표어 기반의 학업성취에도 성과가 나타
난다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본인 의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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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복수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된 경우가 많다. 성별이나 피부 색깔이 차
별의 이유가 될 수 없듯이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복수 언어의 습득과 사
용 경험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복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 언어교육문
화의 중심에 단일언어만을 강제하는 엄중한 평가담론이 있었다. 복수 언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이 속한 교육현장에서 평가활동을 한다면 다수의 동질 집단에만 유리한 단
일언어 기반의 고부담 시험만을 관행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언어간 교차사용의
구인을 고민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인본적인 시험의 절차와 내용을 고안해야 한다.
다중언어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언어간 교차사용을 허용하고 시험의 타당성을 새
롭게 확보하며 그들만을 위한 특수 목적의 시험을 다양하게 제작하거나 시행한다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러한 시험이
필요한 언어생태적 타당성, 권리나 윤리의 유의미성을 이해집단에게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러나 수험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하고 특수한 요구를 수용하
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구인에 충실한 평가도구를 새롭게 개발하고 타당화시키는
일은 다문화, 다중언어 시대에 언어교육평가 학계에 맡겨진 사회적 책무이다.

Ⅲ

. 다중언어 평가활동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1. 후기구조주의 관점으로 본 다중적 언어능력

다중언어 사용자를 배려하는 교육평가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구인을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파일럿 시험으로 시행하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기존 언어평가문
화와는 대비되는 대안적 평가담론도 수집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구조주의
와 대비되는 후기구조주의 이론 일부를 차용하여 다중언어의 교차적 사용을 시험의
타당한 구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물색하고자 한다.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
의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거나 이론적 복잡성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둘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시대 풍조에서 지배적인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고
부담시험 전통은 구조주의 관점의 언어관으로부터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기 때문에
다중언어 평가활동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대안적 인식체계인 후기구조주의를 대비적
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후기구조주의 관점으로 다중언어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선 구조주의적 언어관을 구
축한 Saussure의 논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전 언어학자들이 언어 외적인 요소로부
터 언어가 실재적으로 유래되는 것에 집중했다면, 구조주의자의 등장과 함께 언어라
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 소리와 개념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체계라는 인식이 확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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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언어체계 내부의 기호간 차이에 의해 언어적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도 강
조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발화가 사회 구성원의 기호체계에 의존하며 구성요소간 관
계에서만 결정된다는 구조주의 인식론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이란 주체의 단위가 탈
중심화 되는 경향도 생겨났다(Butler, 1997; Cherryholmes, 1988; Weedon, 1987). (언
어)교육의 핵심 내용이 개인과 지역성의 단위를 벗어난 보편적 관계성과 전체성
(Bruner, 1961)에 고착되곤 했다. 구조주의 언어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도 학습
자의 발달과정을 다소 선형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단계에 맞는 고정 지식을 대응시키
면서 적절한 교육내용을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활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언어)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늘 확정된 내용을 고정적인 순서로만 공부하지 않고, 지역
적인 맥락과 관계성에 따라 역동적이고 다중적인 학습을 진행한다는 연구결과가 등
장할 때마다 구조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선형적-단선적-대응적 인지발달 기반의 교
육활동은 보편적 적절함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가령 아동 및 청소년 학습자들이 성인
의 맞은편에서 점진적인 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합한 지식을 학습하지
않거나 혹은 학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지만 구조주의자들은 적합한 이유
를 찾지 못했다(Cherryholmes, 1988; Johnston, 2003; Morgan,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 논제의 핵심인 소쉬르의 랑그(langue)와 빠롤(parole)
의 이항 개념은 Chomsky의 모형이나 사회언어학자 Hymes의 의사소통능력의 개념
을 규정하는 발판으로 확장되었다(Morgan, 2007). 그리고 말과 글, 능력과 수행, 습득
과 사용, 유창성과 정확성,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어와 외국어 등과 같은 이항대립의
체계는 그 이후에도 확장을 거듭하며 수십 년 동안 언어교육의 지배적인 의식으로
주도되었다. 이러한 언어관은 언어사용자가 동질적인 언어공동체에 오랜 동안 소속되
어 있고 해당 언어에 대해 순수하고 완벽한 지식을 지닌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구조주의 기반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한 축에 중심과 상위의 권한을,
다른 축에 주변성과 비본질, 즉 타자의 위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적 거리와 국가
적 경계가 더 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지금의 전지구화 현상, 혹은 후기세계화 시
대(Canagarajah, 2013; Canagarajah & Wurr, 2011)의 언어담론을 포용하기 쉽지 않
다. 즉,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같은 디아
스포라 인구의 증가로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의 혼종성과 역동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 원어민-단일언어주의를 전제한 구조주의 토대의 이론들이 새로운 언어사용
과 학습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Cenoz & Genesee, 1998; Creese &
Blackedge, 2010). 구조주의가 단일언어주의의 관점과 결합될수록 이상화된 원어민의
표준적 언어사용 규범이 강화되고 중심 혹은 주류의 언어사용에서 벗어난 타자(의
언어)는 주변부로 위치되기 때문이다. 언어학습자들이 적절하게 학습하지 못한 원인
은 그들의 내재적인 요인(예: 개인적인 동기, 태도)으로 치부되고 교사와 학생, 학생
과 학생, 학교와 학교 등 교육 주체 간의 역동적이고 이질적인 상호관계를 제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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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과한다. 지배적 언어만을 단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차별적 대상으로 객체
화된다(Morgan, 2007).
구조주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생성된 후기구조주의 관점은 언어의
총체성 이론을 의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다중언어 교육활동을 수용할 인
식 체계가 되기 시작했다. Derrida(1978)는 차연(différance)의 개념을 통해 구조주의
자들이 추구한 보편적이고 고정적이면서도 완전한 본질, 즉 절대적인 규범의 언어체
제를 의심했었고,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미끄러지며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상대
론적 지식관을 주장했다(Sarap, 1993). Saussure가 기표와 기의를 대응하는 안정적인
기호체계, 사회적 약속으로 인간의 언어활동을 모형화시켰다면, Derrida는 기표와 기
의가 상호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기표의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연쇄작용을 통
해 의미가 생성되는 편으로 주장했다. 즉, 기호의 의미는 기표간 차이의 유희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완결성을 갖기 어려우며, 고정된 속성으로 인식되었던 언어의 보편
성과 획일성은 좀처럼 완성되지 않는 기의의 속성으로 도전받게 된 것이다(Morgan,
2007; Sarap, 1993).
후기구조주의적 언어관은 언어적 속성에 대한 전통적인 학술 논점을 흔들었고 사
회적 규범과 지배담론을 생성해 내는 권력집단도 주목했다. Foucault(1975, 1990)는
‘지식의 체제’가 사회의 지배권력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구성원에
게 가치 있는 것으로 수용되는 언어로 구성된 담론의 총합이나 역사적 형성과정의
타당성을 의심하였다(Fulcher, 2009; Fulcher & Davidson, 2007, 2008). 사회가 실천
하는 언술이 곧 시대 권력의 총아임을 지적하고, 담론의 보편성 혹은 역사적 총체성
을 정당화하는 과정에는 늘 권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했다(Foucault, 1975, 1990). 이렇
게 형성된 담론은 권력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확장하게 하며 권력의 담론에서 배
제된 집단은 사회에 종속된 채 억압되고 소외된 객체로 존재하게 된다. 국내 정황을
보더라도 다문화가정 및 다중언어 공동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획일
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지배언어(문화)만을 교육시키거나 단일언어주
의 정책만을 강제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권력 담론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못한 집단은 소외된 객체로 사회 주류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후기구조주의 논점은 언어교육평가 분야에서도 이미 학계에 반영되었다
(McNamara, 2012a; Morgan, 2007). 특히 언어평가자인 McNamara(2011, 2012a,
2012b)는 다중언어 사용에 관한 후기구조주의적 논점을 Derrida의 성장배경을 통해
‘타자의 단일언어주의(Derrida, 1998)'로 설명했다. 1930년에 Derrida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 땅이었는데 알제리 국민의 2% 미만인 소수 유대인 공
동체에 속한 그의 가족은 유대 아랍어를 사용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 Derrida가 자랄
때 알제리의 모어인 아랍어는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 문화동화정책이 시
작되면서 유일한 공식어 즉, 불어로 교체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Derrida가 속한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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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일원에게 프랑스 시민권도 제공했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동화에 적극 참여하
는 열의를 보이면서도, 차별을 받고 자신의 유대 민족어마저 희생시키는 모순적 상황
을 감수해야 했다. 1940년 독일의 나치 세력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부터 반유대주의
가 성행하고 알제리의 유대인들은 프랑스 시민권도 박탈당한다. 이처럼 다중언어주의
를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한 알제리에서의 불어 사용은 Derrida에게 저주와 고립의
경험이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축복의 감정도 선사했다(Derrida, 1998, p. 51). 언
어의 폭력성을 경험하면서 해당 언어의 사회화에 애착마저 갖는 Derrida의 모순적이
고 복합적인 감정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한국인 학습자 혹은 연구자가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에서 갖고 있는 영어에 관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욕망
을 생각해보면 그의 역설적이고도 역동적인 감정을 유추해볼 수도 있다. 배움에 관한
열정적 애착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시기심과 우월감, 창피함과 공격적인 화까지
유발시키는 언어는 결코 중립적 도구로 화자 속에 잠잠히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 사회적인 힘이 실려 있을수록 개인의 정체성마저 변형시키며 간섭(Norton,
2000; Weedon, 1987)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감정과 경험은 불어 화자이면서도 미국대학의 독일어학과에서 교수활
동을 하고 있는 Kramsch(2012)에게도 나타난다. 그녀는 모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
를 사용하는 타자가 원어민에 의해 ‘부여되는 자아’와 ‘스스로 느끼는 주체성’간의 불
일치를 주목했다. 그것을 진정성(authenticity)이 결핍되었거나 혹은 합법성
(legitimacy)이 부족한 ‘사기꾼(imposture)’ 감정으로도 해석했는데 이것은 오랜 타국
생활 끝에 진정성 높은 목표언어를 구사하며 시민권까지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이지 못한 화자의 느낌이나,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학술공동체에서 교수
나 연구자가 된 합법적인 소속감을 가졌지만 일상적인 언어화자로서는 진정성(있는
언어)을 여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패자의 느낌을 잘 설명해준다. 이처럼 진짜가 아
닌 것 같거나, 혹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은 묘한 감정은 ‘이상화된 자아’의 규범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언어, 추가언어, 복수의 언어들이 공존하는 국내 역시
후기구조주의 논점으로부터 혼종적인 언어환경과 그곳에 노출된 다중언어 화자들의
속성을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지배적인 단일언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원어민과 비교해서 늘 불완전해 보이는 비원어민 화자는 복수의 언어를 조합해서 사
용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목표어인 단일언어 화자집단으로부터 소외
된 타자적 감정을 자주 갖게 된다. 한국 역시 미래 언어사회의 혼종적 방향성을 피할
수 없다면, 차이의 근원이나 변형을 모색하는 후기구조주의적 언어관이 이항대립항
구조에 저항하는 다중적 언어교육 활동의 인식론적 대안(McNamara, 2012a, 2012b;
Morgan, 2007)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중언어와 대안적 평가활동의 기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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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구조주의자들이 사용한 ‘해체’의 개념은 허무적이고 무정부적인 인상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초월적이고 교조적
으로 구축된 어떤 ‘진실’을 새롭게 의심하고 재구성해볼 논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복수의 언어사용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복잡하고 모
순적인 자아정체성을 여전히 구축하고 있는 유학생, 이주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귀화자, 비원어민이지만 자신의 일과 삶의 내러티브를 편집하며 결핍된 목표어 학습
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일하는 현장에서 다중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학
술 연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주의의 산물인 이항대립과 절대적 지식관이 적
절한 설명적 틀이 될 수 없다. 여기서는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교육현장에 만연한 ‘이
항대립’과 ‘객관적이고 절대적 지식’을 다시금 문제화하면서 다중언어 기반으로 가르
치고 평가하는 현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첫째, 다중언어 평가를 실천하려면 이원론적 인식 구조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는 평가담론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 구도는 복수의
언어공동체를 오가며 어느 한 쪽에도 배타적인 공격성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는 새로
운 유형의 다중적 언어사용자 집단(Canagarajah, 2007, 2013)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한다. 이항 구조는 우월한 언어와 열등한 언어, 혹은 합법적인 언어와 비합법적 언어
를 구분할 수 있고, 언어 화자들에게도 표준어와 비표준어 구사자, 혹은 원어민과 비
원어민 등으로 구분시킨다. 이와 같은 이원화 관점은 국내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자, 탈북자, 혹은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한 한국인(예: 조기유학생,
한국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 귀화자 등)을 비합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비원어민
한국인’으로 범주화시키고 또 다시 타자화시킨다.
앞서 살펴본 Derrida의 해체론은 타자를 배제시키는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이러한
타자의 복권을 주장한다(Derrida, 1978, 1998). 이것은 혼종성을 본질적이지 못하고,
파생적이며, 이질적인 타자로만 규정하는 이항대립 신념체제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본질에서 벗어난 차이와 이질성이 배제되기 보다는 보다 근원적이고 일반적인 것으
로 수용된다면(Canagarajah, 2013; Shohamy, 2011), 복수 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하고
있지만 목표어인 지배언어의 능숙도는 한편으로 미숙하기도 한 수많은 다중적 화자
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교육평가(Canagarajah, 2006) 기획안의 지적 토대가 된
다. Chomsky와 Hymes에서부터 최근 Bachman 모형(Bachman & Palmer, 1996)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학계에서 구축된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인지적 언어정보처리
모형은 대인간(interpersonal), 문화간(intercultural) 공간을 교차적으로 오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초월적 언어사용(translingual) 평가모형(Canagarajah, 2013)으로 대체되거나
상보적으로 보완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15여 년 동안 서구 학계에서 주목받은 비판적 언어평가론
(Shohamy, 2001)의 평가자-수험자의 이원적 대립구도 역시 새롭게 문제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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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자는 수험자를 억압하고, 수험자는 평가자에 의해 억압당한다는 Foucault의
논점을 단순하게 대입시킨 초기 비판이론 기반의 비판적 언어평가론(critical
language testing)은 국내 언어평가의 대안적 담론이 되기엔 지나치게 단조롭다. 비원
어민 평가자가 수험자들을 평가하는 동시에 여전히 영어학습자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갖기도 하고, 수험자 역시 시험을 통해 스스로 생산적인 학습 경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시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이항으로 대립된 평가자-수험자 구조는 복잡하
면서도 역동적인 언어교육평가의 개발, 시행, 준비 현장을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커녕
다툼의 장으로만 축소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시험을 시행하고 치르는 두 축
을 대립항으로만 놓고 보면 다중언어교육의 장에 간주관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
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있다. 후기구조주의 기반의 평가 체제는 시험현장에서 관행적
으로 수용하는 이항적 인식체계를 의심하게 하고, 복잡한 언어사용의 구인을 역시 복
잡하고 역동적인 평가의 행위로 보게 하며(McNamara, 2011, 2012b), 시험을 만들고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해석하는 경로 역시 다양한 관점을 초대할 수 있는 이론적 토
대이다. 한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들이 공존하는 국내 언어환경이 점차 혼종적으로
변화할수록 언어학습, 언어사용, 언어능력, 화자의 속성을 단순계나 이원론적 관점만
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화자들의 모든 언어행위가 독립적인 인과적 연쇄들의 만남
(Bourdieu, 1991)임을 전제하게 되면, 사회정치적 지배 관계를 암묵적으로 수립하는
동질적 언어공동체를 과감하게 지양하고 보다 혼종적인 다중언어 공동체의 도래를
학계가 고민해야 한다(Shohamy, 2011, 2013). 서로 이질적인 언어배경을 지닌 학습자
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추가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하는 현장을 더욱 주목하게 될
때, 해당 평가담론 역시 언어사용을 복잡계로 바라보면서 보다 유동적이고 이질적으
로 조합된 구인이 평가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는 논점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언어지식의 절대성을 문제화하는 대안적 담론이 안착될 때 다중언어 평가활
동을 위한 지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다중언어 평가도구를 기획할 때 언어시험의
구인 설정에 참고가 되는 언어습득의 순서, 언어능숙도의 속성 등에 관한 지식이 보
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으로 당연시되는 건 아닌지 의심(Canagarajah, 2006)해야 한
다. 즉, 언어능력, 언어사용, 언어학습 등에 관해 관행적으로 당연시하는 지식을 문제
화시키지 않고는 다중언어 평가의 구인을 문항, 문항제작 지침서, 채점표, 채점자교육
교재에 반영시킬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민자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시험의 구인은 제도화된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인이 또 다른 한국
인에게 가르쳐온 절대적이고 표준적인 한국어문 지식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지식의
구조는 능숙도 수준이나 영역으로 분리하여 오랜 동안 공적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온
것이며, 최근에는 말하기나 쓰기능력을 컴퓨터 기반의 준직접(semi-direct) 평가방식
(Shohamy, 1997)을 시험 내용과 절차에 적용하곤 한다. 이처럼 언어능력에 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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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개발과 시행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고부담시험의 내용과 절차 안으로 한
번 포용되기만 하면 좀처럼 진정성과 적법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만들어지지 못한
다. 구인의 타당함에 관한 논쟁보다는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고부담시험의 속성상
시행의 결과를 놓고 심리측정학적으로 분석한 실증주의 기반의 연구물이 자주 등장
한다.
후기구조주의 지식관은 다의적 해석을 허락하고 있다. 차연의 세계관으로 볼 때
고정적으로 인식되는 지식은 늘 미끄러질 수 있고, 고정된 지식은 하나의 허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Morgan, 2007). 원어민의 능숙한 영어사용능력이 비원어민의 영어
학습 과정에 지배적인 구조로 반영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원어민의 언어능숙도 역
시 시간과 공간, 과업의 특징, 상대 화자와의 관계성에 따라 언어수행능력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비원어민이 숙달해야 하는 학습과정 역시 목적과 절차에 따
라 성취도와 능숙도의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언어를 구사하
는 원어민의 언어능력이 비원어민 학습자들에게 어떤 절대적 규범이 될 수 있는지
(Cook, 1999)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고 사용하는
화자들은 관념적으로 절대화된 언어지식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순서대로 차분하게 습
득하지 않는다(Canagarajah, 2013; Creese & Blackedge, 2010; Garcia, 2009;
Kramsch & Whiteside, 2008; Lewis, Jones, & Bake, 2012). 다중언어 화자는 자신의
모어도 온전히 습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복수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 코드의 습득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한 사회화, 말할 수 있는 권리의 탐색,
자아정체성의 구축까지 복수 언어를 통해 역동적으로 시도되고 있다(Norton, 2000).
일상적인 혹은 학술적인 과업을 수행할 때 하나의 언어를 배제한 채 다른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다소 모호하지만 복수의 언어들을 동시에 조합하며 사용
한다(Kroll & Dussias, 2012). 그들은 복수의 언어형태 뿐 아니라 담화, 화용, 사회언
어적 지식을 체득하는 모든 과정 중에 세상에서 직관적으로 배운 지식, 다양한 비언
어적 기호, 정서적 매개, 다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언어문화 속성 모두를 일종의 언어
레퍼토리처럼, 즉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Busch, 2012; Canagarajah, 2013; Creese
& Blackledge, 2010) 그런 언어사용의 경향성이 때로는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복수의 언어를 교차로 사용하는 실제적인 언어행위를 탐구하다 보면,
시험을 만들고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구인의 확정이 점차
어렵게 된다. 언어평가의 구인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말이나 글을 문장간 결속력
과 주제 일관성을 가진 담화로 확장하는 능력, 주어진 과업을 화용적으로 수행해 낼
만한 언어능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화자와 청자가 다양한 언어적 경험을 보유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단어나 문장을 결합하여 목적 지향적이고 결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언어적 행위에 대해서 서로마다 다소 다른 기준으로 성공적인 능숙함,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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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혹은 유의미함을 판단할 필요도 있다. 즉, 청자가 누구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내가 획득했다는 지식의 타
당함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논점이라면 언어사용 혹은 언어능숙도를
구인으로 모형화할 때 어디까지를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속성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논쟁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후기현대성의 논점, 즉 상대주의적 지식관을 복수의 언어 사용에 관한
평가활동 현장 안으로 수용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시험을 만들고 시험결과를 추론하
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듯한 고비용의 교육평가활동으로 느껴
질 수 있다(Fulcher & Davidson, 2007, pp. 144-149). 그런 점을 감안하여 당장 현실
적인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언어의 실체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특정 규범에 절대적
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평가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평가문화를 구축
하려면 강력한 의사결정을 허락하는 단일언어주의 기반만의 보편적 목적의 고부담
언어시험정책(Menken, 2008; Shohamy, 2001)의 확장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평가 구
인으로 사용되는 언어지식의 절대성에 대해 의심하고, 언어가 실재적이긴 하지만 화
자나 독자의 역동적인 교차간 언어사용도 수용하려고 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
의 정답을 단일한 언어로 서둘러 찾게 하는 고부담 평가행위의 타당성를 문제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복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거나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는
특수 목적형 현장, 작은 단위의 교육현장에서는 평가 담당자들이 단일언어주의 기반
의 고부담시험 사용을 지양하고 평가행위를 해석할 때 보다 유연한 대안적 평가담론
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언어능숙도 혹은
언어 간의 조합적인 업무 및 학술 역량은 목표어의 ‘원어민성’ 틀에 의해 계속적으로
비합법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왜곡될 것이다.

Ⅳ

. 다중언어 자원의 구인과 평가활동: 귀화시험 중심으로

단일언어주의 관점에서 제작된 고부담 표준화시험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복
수 언어를 조합하여 회사 업무나 학술적 과업을 감당해내는 구인의 모형화 논의, 다
중언어 사용자를 배려한 특수 목적형 평가도구의 개발과 시행, 혹은 관련 시험정책의
입안에 관한 공적인 논의 자체가 제한된다. 언어자원을 인식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요
령,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평가의 행위는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결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관행화된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고부담 시험정책은 복수 언어, 추가
언어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에 부정적인 역류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교실이나
시험장 밖에서 복수 언어를 역동적으로 사용하며 감당하는 실제 과업수행 역량이나
교차적 언어사용을 통해 세상과 타자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정체성과 세계문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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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위축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언어습득론에 따르면 절대적이고 고
정적인 단일언어 지식의 입력은 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입력은 누적되어 정보
처리를 거쳐 출력으로 산출된다(Canagarajah & Wurr, 2011). 그러나 복수 언어를 동
시에 조합하여 사용하는 화자들은 시공간에 따라 하나의 언어만을 선택하여 사용하
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레퍼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하나의 연속체
(Garcia, 2009)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
을 만날 때마다 화자들간의 협상에 의해, 혹은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단일언어 능력과 다중언어 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평가의 패러다임이 서
구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Bailystok, 2002; Elder & Davies, 2006;
McNamara, 2012b; Sayer, 2013; Shohamy, 2011), 복수 언어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
이 평면적으로 구획된 단일언어 능력의 구인보다 개념화시키기 어렵고 실제 시험 개
발과 시행의 사례도 많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복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언어 간의 위계, 동일한 종류의 복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화자들
의 사회, 경제, 문화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적 변이형도 시험환경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다중적 언어능력의 구인은 실증적 연구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학계에서도 지적된다(Brown, 2013).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언
어만을 사용해온 사람끼리 만든 단일언어주의 관점의 평가가 복수 언어를 역동적으
로 사용하는 화자들의 복합적인 언어(조합)능력을 섣불리 고부담 의사결정체제로 평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수의 언어를 다루는 능력이 관리와 수정의 대상만으로 인
식되어서는 곤란하며 관련 시험의 개발과 시행이 요원해 보이지만 학계는 구인을 새
롭게 이해하고 탐구하자는 이론적 논의, 저부담 시험현장에서 다중적 언어를 도입해
보는 사례연구, 실행연구부터라도 기획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다수의 다중언어 사용자를 보유한 현장(모국어 이외에 추가언어 사용을 공식
적으로 허락하는 기업, 다중적 언어사용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보유한 외국인학교, 국
제학교, 유학생 등을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어 이외의 언어사용을 공용화한 대학이나
학과, 다양한 언어사용이 관행화되고 있는 관광이나 무역 특구의 공관, 귀화를 희망
하는 외국인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현장 등)에서부터 고부담 의사결정에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배치평가, 진단평가, 의사결정력이 크지 않은 다중언어 능력의 구인을 구
성해볼 수 있다. 즉, 학습자 혹은 수험자가 화자나 독자로서 여러 언어들을 미끄러지
듯 사용하는 행위를 평가의 구인으로 인정하고 문서화해보는 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
되어야 한다. 말하고 읽고 듣고 쓰는 모든 언어행위에 대해 다소 모호하고, 불완결하
며, 즉흥적이고, 자기해석적 여지를 충분히 허락하는 평가환경을 고안하는 것이다. 평
가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들이 일터나 학교, 가정 등의 다양한 맥락과 관계에서 어떤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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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관찰하거나 필요분석도 시도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간에 순차적으로
두 언어의 사용이 나타나는 코드스위칭(code-switching), 한 문장 내에서 두 언어의
사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코드믹싱(code-mixing)의 전략(Creese & Blackedge. 2010)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활용한다는 것을 밝혀낸다면 언어 기
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술과제를 감당하는 시험의 환경 속성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이 반영된 언어사용이 채점자로 하여금 더 이상 모국어 간섭이
나 표준적 규범에서 벗어난 오류로 판정하지 않도록 채점 지침을 만든다. 언어간 교
차 사용이 의사소통의 중단, 연기, 상대방 화자의 곤혹스러움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
과 예시를 평가자 내부에서 공유되는 문항개발 지침서, 채점기준표에 언급한다. 언어
가 능숙하다는 의미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개인의 인지 기반이면서도 화자간
의 관계 지향성을 갖고 있는 다면적 구인(Gonzalez, 2010)임을 전제한다면, 평가자들
은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평가환경 역시 다른 모양과 기준으로 고안해야 한다. 마치
시력을 잃었거나 오랜 동안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적 불편함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
에게 별도의 평가환경을 부여하는 것처럼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역시 단일언어
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화자들의 수행능력과 즉각적이고 획일적으로 비교되어서는
곤란하다. 학계에서는 다중언어 사용자에 대한 인격적 배려 뿐 아니라 그들의 복합적
이고 이질적인 언어경험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평가자 선발과 교육도 고안되어
야 한다. 특별 교육평가 프로그램도 고안해야 한다. 초기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다중언어 사용의 구인을 새롭게 평가하겠다는 노력은 결국 다문화교육, 다중언어 교
육과 평가, 정책 입안과 실행 등의 영역에 학제간 전문 인력들이 초대되거나 양성될
여지를 허락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평가 현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한국인
시민권을 획득할 때 치르는 언어평가 환경에 다중적 언어사용을 적용할 수 있다. 한
국에서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으로부터 한국어, 한국문화와 사회
에 관한 학습을 마친 후에 KINAT(귀화시험)에 참여하는데 매년 응시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박성원, 신동일, 2015). 현재 이 시험은 한국어만으로 입출력 정보가 허락되
며 수험자들은 다른 언어를 제한적으로나마 혼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소지한 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어시험만으로 재현된 목표언어 구사능력이 한국에
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충족시키는 상징(Shohamy, 2009;
Van Avermaet, 2009)이기도 하겠지만 귀화시험인 만큼 수험자의 배경이면서도 한국
의 미래 문화자원이기도 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수행된 교육과 경력, 국내 사
회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기타 사회문화적 지식의 평가구인을 제외시키기
어렵다.
현재 귀화시험 중 필기시험의 구인은 한국의 언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풍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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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다섯 영역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이며, 면접시
험의 구인은 한국어 구술능숙도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관한 신념 등이 설
정되어 있다(조항록 외, 2010). 여기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을 배려한다면 우선 그들이
역사, 정치 등과 같은 자료를 이해하거나, 신념과 소양을 한국어로 전할 때 자신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각종 사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실제로 귀화 희
망자들의 언어생활을 고려하면 사전 등을 참조하면서 다중적으로 언어를 오가는 의사
소통 행위가 타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법무부는 귀화시험의 수준을 ‘초등학교 고학
년’ 수준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에 관해 읽
고 소신, 태도, 의견을 전달하는 평가 활동을 할 때 모어 등의 다중언어 사용을 허락
하면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귀화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박성원, 신동일, 2015).
한국어 이외의 출력 정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면 컴퓨터 기반의 평가환경으로 전
환시켜 한국어와 기타 언어 간 어휘 번역어를 언제든 제공하거나, 지면 평가라고 하
더라도 지문과 문항 앞뒤로 번역된 어휘군을 제공하면, 수험자들이 질문을 보다 명시
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복수 언어가 제공되는
읽기평가의 경우 속도시험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 시간도 더 길게 연장되어
야 한다.
면접시험을 통한 말하기능력의 채점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수험자들의 혼종적 언어수행능력과 그들의 사회정치적 지식을 평가해야 할 때
면접관이나 채점자는 그들의 초국가적, 혹은 다중언어적 문화양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수험자의 모어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중급 수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평가자 집단을 확보한다면 귀화자의 자질, 태도 등에 관해 보다 타당한 답변을
유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인화, 문항, 채점의 단면에서 다중적 언어사용 환
경을 앞으로 무시한다면 언어평가도구가 적법한 수준의 이주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의
례(De Jong, Lennig, Kerkhoff, & Poelmans, 2009; Milani, 2008)로 수행되고 있다고
학계 안팎에서 비판할 수 있다. 귀화자는 다수 한국인들과 동질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귀화시험부터 한국어만으로 귀화자의 자격을 획일적으로 평가
하는 행위는 비윤리적 배제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다문화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회의 통합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나쁜 영향이 끼칠 수 있다(Saville & Avermaet.
2008). 실제로 Blackledge(2009), Extra 외 2인.(2009), Wiley(2005)는 단일한 지배언어
인 영어에 유일한 합법성을 부여하는 언어평가의 관행은 다문화, 다언어사회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사회적 성장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주민이 치러야 하는 단일
언어 기반의 시민권 시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단일언어가 아닌 복수의 언어로 시험이 치뤄지면 새로운 종류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험의 진행 과정이 전체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가 구인이
심리측정학적으로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시험을 운영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간 어휘설명 등을 다각도로 제공하면서 실제 언어사용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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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수행의 간극을 좁히다 보면 수험자의 실제 언어사용능력을 추론하고자 하는
평가도구의 타당함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시험을 운영하는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시험을 다시 만들고, 면접과 채점을 감당하는 새로운
전문가 인력에 관한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미래 한국을 상상해보면 장기 체류를
희망하거나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민주적 시민, 안보의식, 시장경제,
국제화 등의 안목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고, 학교나 기업의 경우는 비판적
사고능력이나 사회이해력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면접관이나 채점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단 하나의 공식어로 한정하면 수험자는
보다 유창한 그들의 모어, 영어, 혹은 기타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시키게 된다. 민주적 시민의식이 평가의 구인이라면 수험자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 언어의 어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시험의 내용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귀화시험을 포함한 특수 목적을 위한 평가활동에서 복수의 언어로 수행해야 하는
문항 및 과업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이 감점 요인이 아닌 합법적
언어행위로 교차적 언어사용을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hohamy, 2013). 읽고 말
해보는 활동을 할 때 선택적이나마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최종
산출물의 완성도만으로 능숙도, 화행, 문제해결능력, 자질, 소양, 태도 등을 판단한다
면 다중언어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자원)를 쉽사리 폄하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단일언어 사용에 관한 정책이 강화될수록 다중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자원은 목표어를 배우거나 목표사회에 동화되는데 장애
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오직 단 하나의 언어규범만이 도덕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이다(Heller, 1999). 시험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
적 함의를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시험환경에서 복수 언어 사용을 허락하는 것만
으로도 해당 학습자들이 복수 언어를 조합하는 화자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함
양시킬 수 있다. 평가활동이 단지 능숙도나 성취도를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평가활동을 통해
서 누군가의 언어정체성이기도 한 교차적인 언어사용, 복수의 언어 사용능력을 긍정
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
에서 벗어난 부정적 변이가 아니라 성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다중적 언어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귀화시험과 같은 특수 목적형
평가는 학교나 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다국적 공관이나 기업에서
의사결정력이 낮은 학력 진단이나 업무 배치 목적의 평가활동에 다중적 언어사용이
즉각 도입될 수 있다. 다중적 언어 사용, 일상적인 의사소통, 학업 성취도, 혹은 업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물이 앞으로 축적되기 시작하면 다중언어
학습자를 배려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타당성 연구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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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현대적인 언어평가는 규범화된 언어지식, 자아 중심적 모형, 심리측정학을 과학적
인 평가방법에 도입했고 지금도 시험 개발과 시행, 혹은 결과보고(의 타당화 작업)을
정교하게 기술화시키고 있다(Fulcher & Davidson, 2007). 실증주의, 혹은 기술주의
기반의 평가활동은 평가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감독관 역할을 맡기며 수험자와 이항
의 구조 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개체로 위치시키기도 한다(Fulcher, 2009). 이와 같은
평가문화는 평가자든 수험자든 서로의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평가자가 기술적으로
구축한 평가판에 수험자는 객체로 참여하고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석하고 소비하는 관행을 허락한다(Block,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탐색한
것과 같이 후기구조주의 언어관을 다중언어 사용의 환경과 관련 평가활동의 맥락에
가져오면 시간과 공간에서 미끄러지는 불안정한 언어지식의 기의체계가 수용될 수도
있고, 이항 구조는 문제화되고, 고정된 지식의 단일한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언어평가의 행위 역시 구인 설정부터 문항개발, 채점, 시행과 시험결과 관리
까지 절차적으로 차례차례 관리하는 Bachman과 Palmer(1996)식의 “완전성 모형에
의문을 제기해볼 수도 있게 된다”(McNamara, 2012b, p. 566).
본 연구에서 다룬 다중언어 학습자를 배려한 대안적 평가활동의 논점은 우선 국내
에서 귀화시험과 같은 특수 목적형, 혹은 저부담 의사결정을 위한 진단 및 배치평가
의 환경에 선택적으로 적용시켜볼 수 있다.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정 구성원, 해외
에 장기 체류했거나 조기유학을 경험한 내국인들은 단일언어만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서 살아오지 않았다. 지금도 독특한(idiosyncratic) 다중적 자아를 복수의 언어를 교차
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귀화를 요청하거나, 학교에 입학
해서 적절한 교육과정에 배치받을 때, 관광이나 무역 업무를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보
유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자원에 관한 진단적 평가를 받을 때. 다중적 언어사용 역량
은 구인으로, 문항 내용으로, 혹은 채점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
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공교육과 기업 현장에서는 다중언어 기반의 평가활동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모든 학교급에 고르게 증가하
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다문화 교육내용이 계속 발굴되어야 하겠지만(민용성, 최화
숙, 2014), 재정과 전문성의 문제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일단 학교에
서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재, 교실, 교육과정을 방과 후 몰입프
로그램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특수 목적이나, 저부담 평가환경에서나마 본 연구에서 다룬 다중언어 사용
자를 배려하는 교육평가활동과 연구가 축적된다면, 성장과 변화를 전제하는 계몽주
의,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교육평가 담론을 도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또
는 고부담 시험문화를 통해 효율성 토대의 정책 변화를 선도하려는 공리주의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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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교육담론에 도전할 근거도 될 수 있다. 후기구조주의 논점을 차용한 교육담론
은 시험(산업)의 권력이나 시험준비 교육문화를 문제화시키고, 다수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교육주체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언어평가활동의 차이와 다양성을 학계
안팎에서 성찰할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후기구조주의의 해체적 논점에
대해 관련 학계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대안적 평가의 실질적인 모양이나
절차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논의할 인력이나 재정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언어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서 보편타당한 언어규범, 단일언어주의,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대
안적 교육모형을 탐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
들은 국가 기반의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혹은 고부담 시험의 운영 등을 반복적으
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구조주의, 다중언어 교육평가에 관한 대안 및 대항 평
가모형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인구의 3% 이상이 이미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안전행정부, 2014)이며 한국어, 영어를 포함한 복수의 언어들을
능숙하게 그리고 교차적으로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국내 거주인의 인구 역시 급증하
고 있다. 김유경, 최현미, 김가희, 성수미(2012)에 따르면, 2050년의 미래 한국은 전체
인구 중 10%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단일언어주의라는
틀만으로는 한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혼종적인 언어사용 환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이다. 본 논문에서 다중적 언어사용의 이론적 틀로 제시한 후기구조주의는 맥도날드
화되고 있는 현대 언어교육평가의 병폐(Block, 2002)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게 할
것이며 언어 간 생태적 공존, 기존 교육행위에 관한 반성적 성찰, 적정 교육
(appropriate pedagogy), 그리고 대안적인 평가행위를 기획해 볼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평가 연구자들은 다문화, 다중언어 관련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연합하여 복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활동을 위한 구인으로 조작화
(operationalize)하고 특수 목적의 언어수행능력, 구술 의사소통능력, 특정한 과업 성
취도 등의 평가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기획해야 한다. 다중언어 사용을 교육
평가 현장에 수용한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총론적 개념으로 충분하지 않다. 엄밀
한 구인화 작업, 문항 개발과 채점표 작업과 같은 실제 평가도구의 선정과 타당화 작
업이 학계에서부터 주도되어야 한다. 결혼, 유학, 취업, 귀화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언어능숙도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국인들의 언어교환 역량
이 모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을 허락하는 무역 및 관광 특구, 국제/외국인학교, 대
학(원)과 학과, 공용어(joint official language)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 등과 같은 현
장에서 관심을 계속 끌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자들은 본 연구에서
다룬 후기구조주의 논점을 해체와 무질서의 수사로 환원시키지 말고 다중심성과 다
양성을 허락하는 대안적 그리고 특수목적형 교육평가모형의 토대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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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적지 않은 개인과 집단이 국내에 분명히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표준화된 고부담 언어시험, 혹은 특정언어의 위생화
문화만을 미래 한국이 고집한다면 결국 언어간의 생태적 공존을 허락하지 않는 발상만
무성할 것이며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맥커뮤니케이션(McCommunication)'(Block, 2002)
문화는 더 없이 팽창될 것이다. PISA의 시험결과가 “소수 언어의 위상을 지지”하게 된
사례(McNamara, 2011, p. 438)처럼, 언어평가라는 도구로 복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
용하는 환경을 역으로 구축해보고 다양한 언어사용자 유형을 배려하는 것이 관련 학계
의 책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처럼 다중언어를 허락하는 대
안적 평가문화 전통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까지 상명하달식 정책도구로 사용되어 온 단
일언어주의 기반의 고부담 시험제도가 사회의 전 영역에서 문지기 역할을 독점하지 말
게 해야 한다. 고부담 시험의 유용성이 특정 시대나 현장에서 강조될 수도 있지만, 단
일한 언어로 반복되는 고부담 시험은 중급 수준 이상의 능숙함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모어나 공식어 말고도 추가적인 언어 사용이나 학
습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집단을 결국 배제시키게 된다(Kroskrity, 2006). 국가나 학교에
의해 명시적이든 암묵적으로든 강요되는 단일언어 사용은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유의미하게 레퍼토리로 구축한 언어자원을 ‘교정해야 하는 것’
‘무가치한 것’ ‘결핍된 것’으로 폄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수 언어의 교차적 사용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다중언어 학
습자 중심의 교육평가를 기획할 때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추후 논제로 개방해야 한
다. 언어 간 상호작용이나 상보적 의미협상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운 언어사
용 모형으로 혹은 지금의 후기세계화 시대에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정책적 고려대상
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학습하는 능력의
유의미성이 (소수자라도 학습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점으로) 과장되
지는 않았는지(McNamara, 2011), 혹은 사실상 재정적으로나 언어학적 모형작업으로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논점이 아닌지 보다 다양한 논쟁들이
학계 안에서부터 모아져야 한다. 국내 정황을 보더라도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연 단일언어주의를 벗어난 다중적 언어사
용을 공적인 수준의 교육평가 모형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특수 목적형,
혹은 저부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진단 및 배치평가에서라도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
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분명 어디서든 복수 언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생활하
는 것은 창의적이고 유희적인 소통의 일상이다. 그러나 누가 그리고 언제쯤 제도권이
나 대안적 교육환경에서 다중적 언어사용을 기반으로 기획한 평가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 만약 제도권 교육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어느 곳에
서 사용하고 습득하는 다중적 언어사용(역량)을 통제해야 할까, 그대로 방치해야 할
까? 한편에서 보면 복수 언어 사용문화가 가까운 미래 한국의 사회구성원에게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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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Cenoz와 Genesee(1988)의 주장처럼 모든
개별언어에 원어민 수준의 능숙함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오히려 보다 지역화된 맥락에
서 조합이 다른 복수 언어 사용의 능숙함이 미래에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다중언어 사용자를 배려한 교육평가활동의 기획과 운영을 자꾸만 유보시
킬 수만도 없다. 어쩌면 정책적인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절충주의적 학자의 개입이
절실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다문화 공동체를 점차 포용하고 있고 다중언어 사용
자가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가파른 속도로 수용되고 있는 만큼 본고에서 다룬 연구
논점이 인접 학술연구자들에 의해 보다 다양한 쟁점들로 확장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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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Understanding of Multilingual Users and
Monolingually Driven Testing Pratice

Shin, Dongil(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understand multilingual users and
monolingually driven testing practice. The relate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 practice of testing towards multilingual users. Conventional monolingual
approaches are critically evaluated for the target language proficiency of multilingual
speakers: proficiency of each language is being independently evaluated as its own
cognitive constructs without regard to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languages. The structuralistic perspectives which put great emphasis on binary
opposition (e.g., native vs. nonnative speakers) and absolute knowledge (native standard
language and norms of correctness) fail to satisfy heterogeneous contexts of multiple
language use and learning, but are rather used to simplify multilingual competencies of
multilingual users. Drawing on Derrida's poststructuralistic framework, such as
différence and deconstruction, this study argued against monolingual approaches and
models of testing, by which multilingual test-takers would not be perceived as
legitimate language users and positive social actors, but as everlasting deficient
language learners. KINAT (Korea Immigration and Naturaization Aptitude Test) was
discussed as an example context. Possible areas of research related to how alternative
language testing can reflect on hybrid linguistic resources of multilingual user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language testing, poststructuralism, monolingual
approaches, multilingual speakers, multilingual competence, alternative
discourses on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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