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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1.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언어 규범 

 Language Norms in a Time of Unpredictability

- �수레쉬 카나가라자 Suresh Canagarajah (미국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2. 언어자원 담론의 구성 : 맥도날드화, 디즈니화 사회를 넘어

Composition of Language Resource Discourse: 

Beyond McDonaldization and Disneyization Society

- 신동일 Shin Dong Il (중앙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1. 이주 시대의 언어 현실과 정책

이주 시대의 언어 정의 Defining language in an era of mobility

- �더글러스 키비 Douglas Kibbee 

  (미국 |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샴페인 교수)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들의 언어 보장과 ‘쉬운 일본어’

Securing the linguistic rights of foreign-rooted children

and Yasashii-Nihongo(Plain Japanese)

- 이오리 이사오 Iori Isao (일본 |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초국가적 한인가족의 언어정책과 실천

Language policies and practices among Korean diasporic families

- 이학윤 Lee Hak Yoon (미국 | 조지아 주립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2. 접촉지대의 언어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의 사회 문화적 영향

Socio-cultural influence of Cia-Cia tribe's Hangeul introduction

- 이호영 Lee Ho Young (서울대학교 교수)
�

야민정음의 서브컬처적 기원과 가치판단의 문제

The subcultural origin and the problem of value judgment of 

Yaminjeongeum

- 오영진 Oh Young Jin (가상현실공연 연출자)

한국어 시험의 사회 정치적 역할과 과제

The socio-political role and task of the Korean language test

- 박수현 Park Soo Hyeon (상지대학교 국제어학원 강사)

콩글리시는 바로 잡아야 하는가?

Live with or without Konglish?

- 신견식 Shin Kyon Shik (작가 및 번역가)

YouTube에서 나타나는 한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성

Visual characteristics of Hangeul kinetic typography on YouTube

- 신은혜 Shin Eun Hye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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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한국 : 한글, 그리고 한국의 문화

Seeing Korea from one step outside : Hangeul and Korean Culture

- 배리 웰시 Barry Welsh (영국 | 평론가)

- 콜린 마샬 Colin Marshall (미국 | 수필가)

- 수잔 샤키야 Sujan Shakiya (네팔 | 방송인)

- 일리야 벨라코프 Ilya Belyakov (러시아 | 방송인)

- 이마티티쿠아 아이야뇨 Imatitikua Aiyanyo

  (나이지리아 | 데이터분석가)

토크콘서트









           이
주

 시
대

의
 언

어
  Ⅰ

7 
|기

조
강

연
 1|

기조강연 1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언어 규범 
Language Norms in a Time of Unpredictability

수레쉬 카나가라자(Suresh Canagarajah)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Penn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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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통적인 언어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언어 규범

을 준수시키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규범을 사전 공유하게끔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다국어 구사 학생들은 전통적 맥락을 위해 다양한 규범을 들여올 수 있지만, 이

들은 전통적 요구치를 재조율하고 서로에게 배워서 공통 규범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 특정 수업 활동이나 목적을 위해 학생들이 이러한 규범을 만들고자 채택한 전

략은 기타 높은 수준의 학문적/사회적 맥락에서도 지배적인 규범을 재조율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포스트 모던 시대 생활의 이동성, 기술, 세계화

의 압력 아래에서 규범이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시기에 특히 의미가 있다.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민족지학(民族誌學) 수업의 제2외국어 글쓰기 교육 과정에 대

해 설명해드리겠다. 이 수업에서는 읽기/쓰기 능력에 대해 서술하는 글쓰기가 핵심 요

건이었다. 다국어 구사 학생 및 영어 원어민 학생들은 일련의 원고 작성, 친구 평가, 원

고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선호하는 표현 방식을 서로 혼합하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표

현하는 행간을 마련하는 약간의 전략을 배웠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서로에게서 글쓰

기 전략을 배워 각자의 글쓰기에 그 전략을 채택하고, 서로를 해석하기 위한 공통 규범

으로 다루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번 발표는 규범에 대해 협력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

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의사소통 규범의 다양성과 연계되는 교육 방식 도입에 대

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언어 규범

수레쉬 카나가라자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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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언어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포스트 모더니

티 삶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14세기경 시작된 유럽의 모더니티(근대성)는 과학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진실을 담

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더니티는 그 연구 대상을 독립적으

로 취급했다. 예를 들어, 언어는 그 기본 문법 구조로 (범위를) 축소해, 사회, 문화, 물

질적 삶으로부터 분리해 다루었다. 이러한 독립성은 언어를 더 쉽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연구는 또한 보편적으로 취급되는 규칙과 규범에 힘을 실어주

었다. 이는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말해야 그 언어가 이해될 거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연구 대상이 다양한 사회적, 

물질적, 역사적, 지리적 상황과 얽혀 있음을 학자들이 인식해서다. 이런 이유로 그들

은 또한 언어, 문화, 사회 생활에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 심지

어 동일한 언어인 영어조차도, (영국, 미국, 호주의) 원어민과 (인도, 중국, 한국의) 비

원어민이 다르게 사용한다. 세계화, 이민, 초국가적 관계와 같은 기타 지정학적 발전

과 더불어, 이러한 다양성은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유발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강연은 예측 불가능이라

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공통적이거나 획일적인 규범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사

소통을 할까?

불행하게도, 수많은 언어 교사들은 여전히 언어 규범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저는 제 

전문 분야인 다국어 구사자를 위한 영어 교육에 주목하고 싶다. 일부 영어 교사들은 다

국어 구사 학생들에게 각 모국어의 문법 규범을 쓰도록 권장하면 학생들의 성공에 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언어 규범

수레쉬 카나가라자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다음 영문 자료는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신동일 교수의 한글 원고를 번역하여 수록했습니다.

The Yeoju Seojong Culture Foundation has translated Professor Dongil Shin's  

Korean manuxscript int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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