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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문식 참여자로서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방식을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실제 디지
털 소통 공간에서의 참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협력하며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사례로 대안고등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를 선택하여, 동아리
에서의 온라인 기사 쓰기 활동을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문식성과 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식성이 정체성, 신념, 
가치, 태도, 사고의 방식, 언어, 지식 등과 연합되어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이러한 
요소가 관여되는 상황적 실천을 통해 학습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저널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이 기사 쓰기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을 학습의 과정
으로 보고, 청소년들이 기사 쓰기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쓰기의 맥락으로 구성하고 조율하는지를 밝혔다. 또 청소년들이 기사 쓰기를 
통해 어떠한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식성 자원이 관
여되고 활용되었는지를 밝혔다. 자료는 1년 동안의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가 산출한 텍스트, 현지 자료 등 문화기술지의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 
분석되었다.   
  청소년들은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전 쓰기 활동에서 겪은 소외와 억
압의 경험을 성찰하였다. 이를 통해 활동의 특정한 목적, 기사의 특정한 주제
와 형식이 필자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의 관계가 내
재된 맥락으로 작용함을 인식하였다. 또 학교 내의 언론 동아리이면서 동시에 
온라인에서 독자를 만나는 공간적 지형을 성찰함으로써, 자신들이 언론으로서
의 역할과 책임, 대화에서의 자율성과 개방성, 실제 독자에 대한 파급력을 가
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기사 쓰
기 활동에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디어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였
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필자와 독자 간의, 또 부원들 간의 소통성을 높여 학
교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생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주제, 형식, 
상호작용의 맥락을 구성하였다. 즉 독자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소통할 수 있
고, 학교의 문제를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 이러한 주제를 
담기에 가장 적절한 ‘통로’로서의 장르와 양식, 이러한 장르와 양식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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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통하면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 구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삶의 맥락인 학교의 문화에 대한 지식 생성자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에 적절한 문식성을 학습하
는 과정이었다. 이후 교사와 선후배들과 계획을 공유하면서 기사의 완벽함, 
기사다운 언어, 기사의 객관성 등 기사다움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과 태도를 
조율해 가며 공동의 목적과 규범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기사 쓰기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고 있
었다. 이 연구에서 네 명의 청소년은 각각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필자’, “문
제를 고발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필자, “생각이 다른 아웃사이더”, “자치하는 
애”라는 필자 정체성을 취하여, ‘언어와 담화의 이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
기’,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기’,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기”로서의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였다. 
  각 실천의 방식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내용 구성을 위해 관념을 
“구체화”하고,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는 쓰기 과정에 따라 기
술되었다. 쓰기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문제를 비판적으
로 인식하였고, 특정한 담론 지식, 개인의 언어와 담화, 특정 담화 양식과 결
부된 기능적 문식성을 활용하였다. 또 동료들은 디지털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물론, 다른 생각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얻고, 다양한 관점을 위해 대화를 나
누기 위한 중요한 비판적 문식성 자원이 되었다.  
  사회적 실천으로서 쓰기 교육과 쓰기 중심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학습자가 쓰기 활동의 기획에 참여함으로
써 쓰기 활동의 맥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획득하고,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
는 쓰기 실천공동체를 구축하고, 지배적인 담화 형식과 관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가져올 수 있음을 논하였다. 또 쓰기 중심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위
해서 비판적 문식성 자원의 활용과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텍스트 디자
인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문식성 실천, 청소년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쓰기 실천, 필자 정체성,  
       문식성 자원,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
학번: 2015-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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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아. (잠깐 머뭇거린 뒤) 저는 강박적으로 성적이 싫어요. 그렇게 수치화
하는 게 정말 싫고. 그런 느낌이 정말 싫은데 그런 느낌을 왜 여기서1) 
자꾸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
든요. 아무도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너무 착한 모범생들이라
서. 우린 인가받았으니까,2) 여긴 한국이니까, 현실은 어쩔 수 없어. (목
소리를 높이며) 그런 논리라면 여성이 어떻게 참정권을 받고 아동이 어
떻게 인권을 보장받아요! 싸워야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도.

  
  중학생 다은이는 집에서 엄마가 읊어 주는 『내 아이 서울대 보내기』의 구절을 
듣고, 온라인에서 영어 화상 채팅을 하고, 논술 학원에서 논리적 글쓰기를 하며 외
국어고 입시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극을 보고 소설을 읽는 
것이었다. 
  대안학교의 고등학생 다은이는 수업 중에는 수학 교과서를 읽고, 방과 후엔 친
구들과 『페미니즘의 개념들』을 읽는다. 집에서는 블로그에 일상의 소회를 쓰고, 학
교 내 언론 동아리에서 입시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의 문제를 비판하는 칼럼을 페
이스북에 포스팅한다. 가끔씩 19살의 사랑과 20살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 건지 모
르겠다며 20대를 위한 ‘온라인’ 언론 <고함20>의 기사를 읽는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공간 사이에서 존재하며 구성된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 사이
를 오가며 모순되어 보이는 문식성을 실천한다(Moje, 2002). 모순되어 보이는 문
식성을 통해 문학소녀와 입시 준비생, 학생과 여성,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협상하
며 다양한 정체성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모순이 때로 분노와 좌절을 낳고, 
‘비판’의 글쓰기를 실천하게 한다. 이 연구는 그 모순된 공간에서 학습자가 아닌 

1) 자신이 다니는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칭한다. 입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을 
설립된 학교이다. 

2) 인가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부의 표준화된 성취수준에 따라 평가 준거를 
마련해야 하고, 평가 결과는 점수와 등급과 같은 양적 지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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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되어 자신의 삶에 모순되지 않는 문식성을 실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탐
구이다.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맥락에 기반하여 의미 있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지난 20년간 국어교육의 장에서 반박되지 않는 선언
이자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최근까지도 실제의 삶과 연계하기 위한 
‘실제성(authenticity)’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
져 왔다(김혜정, 2009; 이성영, 2012; 김창원, 2014; 권은선, 2016). 또한 학습자
의 삶의 공간의 다층성, 국어교육의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교실과 교실 밖의 학습, 
학습자의 삶과 학습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지속되었다(박인기, 2003; 서
현석, 2014). 표현 교육이 “소통에서 성찰로, 인지적 층위에서 정의적 층위로, 기
능적 층위에서 사회·문화·역사적 층위로 그 지향을 확장해야 한다(민병곤, 2014: 
15-16).”는 논의도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
량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어의 학습에 관여하는 역량, 즉 “실제 수행 상황에
서 가동되는 능력”으로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과 결부된 인간의 능력이며, 사
회적 맥락 내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기준을 고려하여 발휘되는 능력”(윤정
일·김민성·윤순경 외, 2007: 242-244)을 실제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현실
적인 필요성도 제기되었다.3)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국어교실에서의 탈맥락적 기능주의에 대한 반성
에 터하고 있다. 문식 활동4)에서 기능은 중요하나 그것이 탈맥락적인 상황에
서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훈련으로 획득되었을 때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실 밖의 실제 삶에서 요구되는 역량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3) 교육에 있어 역량기반 접근은 지식, 기능, 태도 등 요소 간의 총체성을 강조하고, 상황
대응적인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개발이 가능한 발달적 성격의 특성을 가진다(백남진·온
정덕, 2016). 그리고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이 활용되는 맥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지식’으
로 논의되기도 한다(손민호, 2006).

4) 이 연구에서 문식성과 문식은 모두 영어의 리터러시(literacy)에 대응하는 동일한 개념
어이다. 다만 한국어 조어의 어감상 추상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조어 관계에서는 ‘문식
성 교육, 문식성 발달, 문식성 자원, 문식성 실천’과 같이 쓰고, 단어가 쓰이는 텍스트 
안에서 읽고 쓰는 행위적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 ‘문식 사건, 문식 활동’ 등 ‘문식’이라
는 용어를 취하였다. 영어의 리터러시의 의미역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한 분야에서도 실천되는 맥락에 따라 경계가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문식성 또는 
문식’의 개념은 읽고 쓰는 것으로서 중심 의미를 갖지만,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되어 
보다 더 넓은 내포를 함의한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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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문식성을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신
작용으로 보는 ‘자율적 모델’에서 탈피해서 문식성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으로 보려는 서구권의 문식성 연구 패러다임에서(Barton 
& Hamilton, 2000; Gee, 2011; Street, 2003) 문식성을, 교육이론의 생태학적 패
러다임에서 학습을 ‘상황적 실천’으로 설명하는 상황학습(Wenger, 1998/2007) 이
론을 통해 문식성 교육에 접근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텍스트를 갖고 자
신의 삶의 맥락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며 문식성을 실천하는 방식을 탐구함으
로써 문식성 학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실에서 실제성을 갖는 국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양한 삶의 맥락 가운데 오늘날 청소년의 삶을 특징짓는 생태적 조건이자 사
회문화적 맥락으로서 디지털 환경은 중요하다.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소통의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전반은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로 규정되어 왔다
(Jenkins, 2006).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통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순환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
지 읽고 쓰는 대상이 인쇄 텍스트에서 디지털 텍스트로 바뀐 것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의미의 소통 방식과 텍스트의 활용, 문식 활동의 참여 방식이 바뀌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통 환경에서의 문식성 수행과는 다른 인지적, 정
의적, 행동적 역량이 요구된다(정현선, 2007; 김종윤·서수현·옥현진, 2016; 
Lankshear & Knobel, 2003). 
  디지털 문화로 지칭되는 광범위한 현상 가운데 본 연구는 ‘비판’과 ‘참여’의 
문화에 주목한다. 새로운 소통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전반은 참여문화
(participatory culture)로 규정되어 왔다(Jenkins, 2006).5) 소위 ‘세월호 세
대’라 불리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국정 교과서나 청소년 참정권 등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어 왔다.6) 또한 미디

5) 젠킨스(Jenkins, 2006)가 제시한 참여문화는 “소속(affiliations), 표현(expressions), 집
단적 문제해결(collective problem-solving), 배포(circulations)”의 개념을 핵심에 두
고 있다. 김종윤 외(2015)는 젠킨스의 ‘참여’를 디지털을 매개로 한 행동적 경향성으로
서 행동적 영역에 두고 디지털 리터러시 태도의 하위 영영으로서 구분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젠킨스가 참여적 문화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련의 문화적 능력(a set 
of cultural competencies)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
장에 서서 참여를 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6) 대표적으로 10대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확산되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
어(SNS)인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는 등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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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식성 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해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권한 부여
(empowerment) (Freire, 1970/2002) 관점으로 전환하여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
해 의미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향유하고, 사회적 쟁점에 참여하며 비판적 
해석을 하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다중 역할을 해 내며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삶의 토대에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교육의 
흐름이 지지를 받아 왔다(Hobbs, 2011). 따라서 교육의 장에서 언어를 중립적인 
도구로, 또 담화를 기능적인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디지털 시
대 청소년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주체적이고 체화된 문식성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를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감정이 공공
연히 외부로 노출되고 집단에 의해 공유되며, 빠르게 유통되고 매우 효과적으
로 소비되는(김수환, 2012: 9)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상 참여의 느낌과 진정
한 참여, 즉 “매체 자체의 형식적 구조에 의해 사전에 미리 시스템화 된 표현
의 문제”로서의 참여와 사회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비판적 주체로
서의 참여는 구분되어야 한다(김수환, 2012: 30).7) 테크놀로지의 사용 그 자
체가 교육적이거나 변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세상
에서 의사소통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자’이기 이전에 아들이나 딸, 학생, 시민, 혹은 소비자로서의 위치에 있
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디어의 이용을 조응해 나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Livingstone, 2009; 김은미 외, 2010, 113에서 재인용). 약한 유대를 강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매체로
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청소년 신문’인 <요즘것
들>(https://yosm.asunaro.or.kr/)이 대표적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 5월부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미디어 사이트인 <미디어 경청>(https://www. 
goeonair. com/)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일환이다. 시민 기자
들로 구성된 온라인 언론 <오마이뉴스>에서는 2015년부터 청소년 시민기자들이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옆동네 1318’이라는 연재기획 코너를 운영해 왔다.  

7)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87.6%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2011년에 비해 7.1%
나 높아진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와 맞물려 온라인을 매개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졌지만 의미 있는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가령 청소년은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과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는 
참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지만 오히려 텍스트 산출에서 예상 독자를 고려
하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관용성’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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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네트워크사회의 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오
프라인 기반 친구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하며(양소은, 2013), 소통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문화
이기에(이성회·양희준·황지원 외, 2016),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의 현실
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삶의 맥락은 여전히 온라인 문식 활동에 깊게 관여한
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 자체로부터 특정한 문식 지식과 역량
을 도출하는 방식에서 교육 내용을 고안하고 교수의 방안을 설계하는 접근은 
“하나의 활동 안에 있는” 목적과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목적으로부터의 교육
적 실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Dewey, 1916/2007: 107). 또 개인으로서 
미디어 공간에서 쓰고 읽기를 수행하는 것과, 수업이라는 공간에서 동료들과
의 협업을 매개로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는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이 되기에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문식성 실천을 교실에서
의 문식성 실천을 위한 전범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의 
주체적인 문식 참여자로 성장하게 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맥락에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동료들과 협력
하며 의미 있는 문식성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비판적 문식
성을 실천하는 사례로 고등학교 웹저널 동아리에 주목하였다. 웹저널 문식 활동은 
‘고등학생’의 삶에서 사적 개인이나 교과 교실에서의 학생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문식 영역(civic domain)에서의 활동
이다. 이에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처음 제시된 ‘공동체 역량’, 그 안에
서도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디지털 미디어 문식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해, 활용,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 시민의식 확보 등의 차원까지 확대”되었다(안정임, 2013: 5). 특히 미
디어 교육에서 교사보다 학생들이 미디어 자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때 미디
어를 도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의
견을 피력하고 공유하면서 시민성을 발현할 수 있는 참여문화를 가꾸어 가는 데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Mihaildis, 2014). 오늘날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공공의 이슈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저널리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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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라인 참여저널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으로서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국어교육에 저널리즘의 변화를 포섭하며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기 위한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8)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 동아리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기에 학교 교육의 통제를 받
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는 면에서 교실에서의 활동과 차
별성을 갖는다. 그런데 교실/학교밖,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의 이분법적 인식 
가운데, 교실 수업의 상황에서의 학습을 학습의 중심으로 보고 그 밖의 것을 
주변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은 청소년의 문식성 학습과 발달에 대한 온전한 이
해를 저해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특정 교사의 철학과 신념, 공식
적 교육과정의 제약, 학교의 관습과 규율,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등의 제약이 가해지기에,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제약이 청소년의 
문식 활동과 발달,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맥락적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Dillon & Moje, 1998; McCarthey & Moje, 2002).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문식성 실천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에 의미 있는 문식 활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에 최근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적 학습의 경계 
공간을 제공하며, 학교에서의 학술적 지식의 공간과 학교 밖의 일상적 지식의 
공간을 매개하며 학습을 확장하는 공간, 즉 제3의 공간(third space)9)으로서 
청소년의 동아리 문식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Gutiérrez, Baquedano‐
Lopez, & Tejeda, 1999; Dredger, Woods, Beach, & Sagstetter, 2010; 

8) 이 연구에서 비판적 문식성은 청소년의 삶의 맥락에서 그 의미가 협상되고 상황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 연구의 사례가 되는 청소
년 웹저널 동아리에서 실천되는 문식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비판적 문식
성’이라는 용어를 취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비판적 문식성이 가리키는 개념역은 비판
적 문식성 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정의들을 포괄하며, 보다 최근에 비판적 문식
성 또한 상황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Ⅱ장에서 기술하였다.

9) 제3의 공간은 학교 내에서 활동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밖의 일상적 
자원이 자유롭게 활용되는 자율적, 혼성적 공간이다. 이것은 실제하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적인 비유로 개념화된 가상의 공간이다. 교실 수
업 상황에서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고 발견하려는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적
(situated) 문식 활동으로 교실 밖의 도서관, 방과후 수업, 동아리 활동에서의 문식 활
동을 이해하는 연구에서 문식성 실천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두루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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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 2008). 특히 형식 교육에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제약이 적은 방과 
후의 프로그램은 디지털 문식성을 개발하는 데 대안적인 학습의 공간을 제공
한다(Hull & Nelson, 2005).
  또한 동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식성 실천은 동아리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s)’로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리에서는 교실에서 전통적으로 교사가 해 왔던 
수업 설계의 역할에 대한 권한을 학생들이 이임받는다. 활동에 대한 기획의 
과정에서 동아리 정체성, 동아리 목적, 동아리의 주요 활동 등 그 안에서의 
모든 실천의 방식을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그 의미를 교섭하며 구
성하게 된다. 이렇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비형식 교육의 장에서의 문
식성 실천을 이해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국어 수업에서 실제성을 가진, 학교 밖의 
삶과 공식 교육과정을 이어주는 제3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
에서 주체적인 문식 참여자로서 성장하는 데 국어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지향점과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맥락에서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여 비판적으로 세계를 해석
하고 쓰기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 국
어과 쓰기 교실에서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서 보다 의미 있는 쓰기 학습이 이
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안고등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에서 온라인 기사 쓰기 활동을 사례
로 선택하여, 청소년들이 실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사 쓰기 활동을 기획하
고, 기사 쓰기를 통해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
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국어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웹저널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은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1) 어떻게 사회
적 실천으로서 기사 쓰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무엇을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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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인식된 상황을 기사 쓰기의 맥락으로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고,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는가? 
  둘째, 웹저널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은 (1) 기사 쓰기를 통해 어떠한 문식성을 
실천하는가? (2) 청소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식성을 실천하는 데 어떠한 
문식성 자원이 관여하고 활용되는가?
  셋째, 연구의 결과는 국어 교실에서의 쓰기 교육과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3.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문식성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에서 문식성을 인지적 전략이나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되
는 것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식성 교육을 논한 연구는 크게 (1) 비
판적 문식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비판적 읽기 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 (2) 
청소년 필자와 독자의 문식성 실천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구성에 대한 연구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10) 

(1)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한 연구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국어교육에서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최인자, 2000; 이재기, 2001; 이재형, 2011, 2012). 최인자
(2000)에서는 언어 활동이 사회문화적으로 실천되고, 언어를 통해 사회문화적 정체
성이 형성되는 것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 기능적 문식성과 더불어 비판적 문식
성이 함께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재기(2001)에서도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위해 ‘이데올로기 읽기’, ‘해체적 읽기’, ‘상이한 장르 생성하기’ 등을 교육 내용으
로 제안하고, 이재형(2011)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의 비판적 문식성 개념을 ‘인지
적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비판적 문식성’,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행위로서

10) 웹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식성 실천에 대한 연구는 뒤에서 별도의 절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식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논의된 연구에 대
해서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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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판적 문식성’, ‘실천적·해방적 주체를 지향하는 비판적 문식성으로 유형화’하
고,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비판적 문식성의 개념이 확대되어 왔음을 논의하였
다. 궁극적으로 실천적·해방적 주체를 지향하는 비판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에 필요
함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서구에서의 비판적 교육학 전통에 기반한 비판적 문식성 
개념과 일치한다. 또 이 연구에서 좁은 의미의 비판적 읽기나 사회적 실천의 개념
을 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부합한다. 이재형(2012)에서는 ‘대화 중심의 활동 강
조’, ‘학습자의 문화자본을 고려한 읽기 제재 선정’, ‘이해·표현의 통합 지향’, ‘생태
주의적 활동의 강화’, ‘맥락을 향한 원심적 읽기 실천 지향’을 비판적 문식성 교육
을 위한 읽기 교수 학습 원리로 제시하여, 비판적 문식성과 기능적 문식성을 통합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읽기 교육의 본질에 힘과 이데올로기 작용에 대
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재형(2012)에서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서 이해와 표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지만, 국어교육 학계에서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문식성 실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밝히
는 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그에 따라 실제 소통의 맥락에서 비판적 문식성에 어
떻게 활용되고,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했다.
  비판적 이해를 다룬 실증적 연구에서는 뉴스 등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수행
된 연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정현선(2012)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 단원 개발
에서 뉴스를 매체 언어로 채택하여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읽기 활동을 탐구하였
고, 이미나(2009)에서는 미디어를 ‘사회적 지식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설정하고 뉴스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안을 구성하였다. 김유
미(2014)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읽기 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 효과를 검증하였다. 박준홍(2016)에서는 틀(frame) 
중심의 뉴스 이해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내용을 고안하여 책임 귀인 틀, 갈등 
틀, 인간 흥미 틀 뉴스의 세 유형의 교수 학습에 적용,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유미(2014)와 박준홍(2016)의 연구는 뉴스라는 현실 구성체가 뚜렷한 장르
성을 가지고 있기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교육적 효과도 명료하게 
판별 가능한 특성을 고려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양적 연
구의 특성상 문식성 학습의 기능적, 인지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교육 방법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중등 국어교육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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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학 작문교육에서는 김정숙·백윤경(2017)
이 맥코미스키(Bruce McComiskey)의 ‘사회 과정 중심 글쓰기’ 이론을 바탕으로 
담론의 분석, 확인, 비판, 생산의 과정을 포함한 맥락적 글쓰기 교육 모형을 제안
하였고, 김경화(2016)에서 능동적인 의사소통과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독서-토
론-글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김효숙(2017)에서는 이주민
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기능적 문식성 교육을 넘어선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실
행하여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주체성을 형
성화할 수 있음을 밝혀 사회적 실천으로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의의를 밝혀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식성을 사회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사회문화
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쓰기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해체와 재구성으로서의 문식성이 실천될 수 있음이 주장되었지
만, 이에 대해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쓰기 교
육의 차원 또는 쓰기를 포함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학이나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중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필자 및 독자에 대한 연구

  문식성 교육에서 청소년 독자, 청소년 필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최인자, 2006; 이순영, 2010; 류보라, 2012). 실상 
우리의 중등학교에서 쓰기 경험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자신
을 ‘필자’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공식적인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서 청소년 정체성에 기반한 ‘청소년 필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기에 청소년 문식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인자(2006)는 학교 맥락에서의 문식 클럽들을 중심으로 독서의 사회적 맥
락과 개인의 독서 경험의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문식 클럽 활
동의 맥락적 조건에 두어 문식 클럽의 유형을 성취형, 아카데미형, 향유형으
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독서 경험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학교 내 문식 
클럽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학습을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문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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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적 의미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가장 맞닿
아 있다. 특히 청소년의 독서 맥락으로서 학교에서의 문식적 클럽에 주목하
고, 문식 클럽이 회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독
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독서 경험을 문식공동체라는 집
단적 경험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의 관점과 부합한다. 그
렇지만 문식 클럽의 유형을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의 유형에 따
라 구분하고,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 또한 연구 현장 밖에서 구성된 학술적 
틀을 따르고 있어 청소년 집단의 내부자적 관점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이순영(2010)은 디지털 시대로 현대 사회를 특징짓고 재개념화된 문식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독자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그 개념을 탐구하기 위
한 질문을 목록화하였다. 그는 최근의 문식성과 독서 연구를 종합해서 각 개
념을 구분하는 요소를 공간, 주체, 매체·텍스트, 수행·목적, 관계, 참여, 상황·
맥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가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 청소년 문식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류보라(2012)는 청소
년 독자의 문식 실행의 특성을 청소년 독자의 독자 정체성, 청소년 독자의 독
서 선호, 독서 자료의 세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독자 정체성
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상이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조건을 일상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으로 구분하고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개인적 독서 행위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독서 내용에 기록과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만 이루어졌기에 독서 행위가 이루어진 실제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인식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인자(2006), 류보
라(2012)에서 ‘청소년 독자’는 생애 주기상 청소년기에 있는 독자를 의미할 
뿐, 참여자들 자신이 다른 세대의 독자와 구분되는 ‘청소년 독자’로서의 정체
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김은성(2015)에서는 참여자 스스로 
자신들을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청소년어’에 대해 문식성 실천을 한 경험에 
대해 탐구하고 있지만, 주제가 청소년어에 한정된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필자로서의 정체성 구성의 배경으로서 학교에서의 쓰
기 경험에 대한 서수현(2010)의 연구에서는 과거 쓰기 경험에 대한 서술담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전공 대학생들이 학생 필자로서 자신을 ‘고독한 필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왔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 때 ‘쓰기 수업의 부재’가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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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으로, ‘교사가 원하는 방식의 글쓰기’가 그 맥락적 조건으로 기능함을 
밝혔다. 그리고 교실 규범의 수용과 사적 또래문화 형성으로 저항하는 작용/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대처한 결과 ‘현실적 모습에 대한 불만과 좋은 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의 공존’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교실에서 
교사가 작문교육 담론의 현장 실행자로서 학생들의 욕구와 충돌하는 기제로 
존재해 왔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정혜승(2011)에서는 예비
교사의 현장실습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교사의 문식성 인식과 학생들의 정
체성 협상의 충돌을 분석하고 있다. 예비 교사들은 문식성에 대한 기능 중심
의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체성 협상 행동을 좋지 않은 수업 태도로 이해
하고 대처하고 있어, 교사 교육과 프로그램 구성 차원에서도 문식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식성에 대한 연구는 독자 및 필자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
어 있다. 그런데 연구의 방법 상 특정 읽기나 쓰기 실천의 맥락과 결부되지 
않은 독자 또는 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상(象)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다. 실제 청소년이 문식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정체성이 구성
되고, 또 실천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식 활동 및 교육에 대한 연구
  
  국내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식 활동에 대한 논의는 1) 텍스트에서 복합양식성
이 의미 생성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2) 웹환경을 플랫폼으로 삼아 실천하
는 문식 활동에 대한 연구의 두 방향에서 검토되었다.  

(1) 학습자의 복합 양식 문식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에서도 디지털 환경이 언어와 기호의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언어 및 텍스트의 개념을 기호 혹은 양식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그러한 
기호와 양식이 어떻게 의미 작용에 관여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이
루어져 왔고(정혜승, 2008; 정현선, 2007; 김희동, 2015), 국어교육의 문식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실제로 복합 양식적인 의미 생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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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핀 연구가 이루어졌다. 
  옥현진·서수현(2011), 유승아(2014)에서는 초등학생의 그림일기에서의 복합 양식
성을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에서 말풍선과 이모티콘이 
감정 표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학년에 따라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의미 구성 방
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백혜선·이규만(2013)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들의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에서 문자의 이미지화, 내용의 구조화, 문자와 이미
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애니메이션 효과의 복합 양식 문식성 등도 활용되고 있
음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편지윤·강지은·이혜인(2015)에서도 디지털 원주민 집
단으로서 만 16세~18세의 청소년과 40대 이주민 집단의 복합 양식 사용을 비교하
였는데, 두 집단 모두 ‘2차 문자성’을 보이는 가운데, 원주민 집단은 이주민 집단
에 비해 폰트 종류, 크기, 색깔까지도 양식으로 사용하는 등 양식 범주를 폭넓게 
상정하고 하나의 양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미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형식적인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상의 다양한 기호적 자원들을 경험하며 복합 양식 문식성을 발달시켜 왔고, 디지
털 환경의 원주민 집단으로서 청소년들이 이미 능동적으로 복합 양식 문식성의 사
용 주체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주지하게 한다. 

(2) 웹공간에서의 문식성 실천 및 교육적 대응에 대한 연구 

  웹공간에서의 문식 활동은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환경 또
는 인터넷 게시판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의 글쓰기와 인터넷 게시판, 블로
그는 국어교육에서는 평생 필자의 일상적 문식 활동으로, 또 저널리즘 연구자
들에게는 시민저널리즘으로서 사회문화적 참여 행위로 주목받았다. 블로그 활
용 주체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 장은지·김무규(2012)는 
뉴미디어 이론인 포스터의 미결정성 이론과 볼터의 재매개 이론을 블로그의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블로그 이용자들의 주체는 전통적 저널리즘이나 글쓰
기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가 미결정된 상태에 놓
여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완결된 정보의 전달을 지향하기보다
는 주체 형성을 구성해가는 목적에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블로그는 이러
한 구성의 작업을 위하여 새로운 사실을 보고하는 재현 형식이 아니라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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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 콘텐츠화된 것을 변형시키고 재목적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김지연(2013)은 성인 블로그 필자는 전문성을 갖고 글쓰기 공간으로서 
플랫폼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신중히 하고 독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독
자를 고려한 소통과 공감적인 글쓰기를 해 나가고 있으면 일상생활의 삶을 작
문의 주 소재로 활용함을 밝혔다.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를 활용하는 
디지털 필자의 글쓰기 양상을 탐색한 김지연(2015)는 독자로부터의 즉각적인 
반응이 행동유도성(affordance)로 작용하고, 활발한 메시지 교류를 통해 필자
와 독자가 동일화되며 나아가 ‘의사소통 참여자’로 일체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을 밝혔다. 또 정보의 생산과 공유 과정에서 공론화, 출판의 역할 강화가 일
어나는 특징을 포착하였다. 
  최근에 민족지학적 사례연구를 통해 장은섭(2018)은 대학생 필자의 디지털 
공간에서서의 문식 활동이 일상적인 삶에서의 다양한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고, SNS 공간 고유의 역할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조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한화·한혜원(2018)은 스마트폰의 글쓰기 애플리케이션을 ‘전
자적 글쓰기’로 전제하고 비선형성을 내포한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오히려 
글쓰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종이책으로 대변되는 인쇄문화와 스마트폰으로 대
변되는 디지털 문화가 재매개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디지털 플
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비(非)하이퍼텍스트적 성격을 강
화해, 글을 쓰는 과정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수렴할 수 있도
록 유도함을 의도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대중은 특정한 전자적 글쓰기 앱
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 맺기와 주체성 수렴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주체 형성 및 독자와의 소통의 측면에서 다소 다른 해석을 
보이는데, 이는 콘텐츠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글쓰기의 소재에 따라 글쓰
기의 의미와 독자와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지연
(2013, 2015)의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자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
혀 주었지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소
통의 방식상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은 쓰기의 결과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쓰기 과정이나 필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 맥
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에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혜승(2009)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베토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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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의 팬덤을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문식성 실천을 고찰하여 텍스
트를 꼼꼼하게 읽고, 다양한 기호와 장르적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재창조로서
의 쓰기가 이루어지는 해석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나아가 신화 만들기의 사회정치적 실천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교육적 의미로서 즐거움과 욕망과 같은 정서를 고려하는 문식성 교육, 문식성 
실천 경험을 다원화하고 확장하는 데 실제적인 문식성 교육이 활용될 수 있
고, 나아가 현실에서 텍스트가 해석되고 수용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방식과 관련하여 비판적 문식성 교육 함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혜승(2009)에서 나타난 해석 공동체와 신화 공동체 형성의 이중적 실천은 
김효숙(2012)의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재이해할 수 있다. 김효숙(2012)에서
는 젠킨스(Jenkins)의 참여적 문화 이해를 토대로, 페이스북 그룹 기능을 활용
하여 소셜미디어 리터리시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학습은 사회인지적 측면(참여적 해석, 창조적 구성)과 관련된 리터러시 
개발을 촉진시켰으나 사회문화적 측면(호혜적 교섭, 공진화적 협력)과 관련된 
리터러시 개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김아미(2017)에서는 미디어 사용 경험에서 양 극단에 있는 두 청소년 집단
을 대상으로 뉴스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은 소
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미디어 사용 경험에 따라 소비의 방
식은 다르고, 댓글을 뉴스의 신뢰도 및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
았다. 또한 댓글을 통해 뉴스 사용자 및 생산자와 소통하고 뉴스 구성에 참여
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 생산자를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여 뉴스에는 기사 작성자 및 발행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이해하
였다.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 손예희·김지연
(2010)은 소셜미디어의 소통 구조를 탐색하고, 비판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매체로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
해, 정보 선택을 위한 비판적 사고, 표현 교육의 차원에서 동등한 관계에서의 
배려적 글쓰기, 정보 공유를 위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숙정·
양정애(2017)에서는 청소년들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해 
각 하위차원이 시민성의 토대가 되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뉴스 리터러시의 하위차원들, 즉 뉴스를 규칙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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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뉴스를 선별해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환경감시·정보추구·토론을 
위해 그리고 관심사·진로 탐색을 위해 뉴스를 활용하고, 뉴스를 공유·생산하는 
데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닌 청소년일수록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및 성인의 온라인 의사소통 참여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소통의 관계적 측면에서 새로운 주체 형성과 독자와의 관계 맺음, 새
로운 방식의 담화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문식성을 교
육적으로 접근할 때 소통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소통의 다층적 관계를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뉴스와 정보와 교류의 장으로서 보다 책임
감 있고, 비판적인 태도로 정보의 소비, 유통,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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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문식성

1)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식성

  이 연구는 문식성이 기능으로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보는 신문식성 학파(New Literacy Studies)의 관점을 취한다(Street, 
1984; Gee, 2011; Barton & Hamilton, 2000). 문식성을 단일한 기능이나 
능력의 집합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텍스트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 실제 세계의 의미 있는 실천의 방식에 
가깝게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실을 구성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획
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문식성과 정체성

  ‘문식성’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학문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되어 왔다. 학교교육의 전통에서 문식성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총합 
또는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이 탈맥락적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맥락과 무관하게 특정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
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문식성 학파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문식성에 대한 “자
율성(autonomous) 모델”로 지칭하며, 자율성 모델이 인간의 문화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식성을 탈맥락화한 것을 비판해 왔다(Street, 1984). 
  신문식성 학파에서는 문식성이 그것이 실천되기 이전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
라 실천 안에서 상황화되는(situated) 것으로 본다. 실천의 문화적, 사회적, 역
사적, 정치적 맥락 안에 체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11)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문식성은 ‘학교’라는 제도적 기관의 문화

11)  문식성이 맥락화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식성이 특정한 집단의 문화 안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문식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생각하는 방식, 사회적 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이 체화되어 있는 소통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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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어 온 것으로, 학생이 살아가
는 학교 밖의 실제적인 담화와 결부된 문식성과는 간극이 있는 것이다. 
  사회언어학자이자 신문식성 연구자인 지(Gee, 2011)는 사회문화적인 실천의 
상황과 연합된 담화(Discourse 또는 대문자 D)와 기호적 구성물로서의 텍스
트(discourse 또는 소문자 d)를 구분하여 문식성의 의미를 담화를 통해 개념
화하고 있다.12) 담화(Discourse)가 실천의 상황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담화
가 구성되는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양식, 상호작용의 방식, 사고방식, 가치 체
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13) 인간은 처음에 속한 사회적 공간에서 최초의 
담화(primary Discourse)를 습득하게 되는데, 다른 제도적 기관, 실천의 상
황에 들어가게 되었을 2차적 담화 상황에 놓이며 이것은 최초의 담화를 제한
하거나 확장하게 된다(Gee, 2011).    
  가정에서만 생활하던 6세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받아쓰
기를 하고,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는 단락을 쓰는 상황에 놓인다면 소
위 학교 문식성이라는 2차적 담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또 오프라인에서만 
글을 쓰고 책을 읽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읽
고 써야 된다면, 페이스북 담화는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 양식
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방식, 그 안에서 자아를 노출시키는 방식 등 새로운 
문식성이 요구되는 2차 담화가 되는 것이다. 디지털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

이다. 문식성이 집단의 구성물이라는 것은 문식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전통으로부
터 다양하게 밝혀져 왔다. 가령 히스(Heath, 1983)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집단의 뿌
리 깊은 문화적 실천과 결합된 참조 담화들을 통해 의사소통의 적절성을 판정받는 가운
데 어린이들이 언어와 문식성/언식성(literacy/orality)을 획득하게 됨을 밝혔다. 문화적 
실천에는 돌봄, 시간과 공간의 사용, 연령과 성에 따른 분리를 포함한다. 스트릿
(Street, 1984) 또한 이란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상업적 담화가 상업적 문화의 맥락에
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문화기술기적 탐구를 수행하여 문식성에 관여하는 지식과 그것
의 실천이 인지 그 자체에 고립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사회의 독특한 문화
적 산물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집단에서의 문식성이 특정한 상황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12) 이 연구에서 담화와 텍스트는 모두 개념어로 사용하는데, 그 정의는 지의 이러한 구분
을 따른다.

13) 따라서 어떤 담화를 쓰거나 읽는 기능과 어휘 자원은 항상 그것을 획득했을 때의 문화
적 맥락에 내재된 가치, 태도, 신념과 결부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언어, 개인이 
쓰거나 읽을 수 있는 담화, 그 담화를 특정한 맥락에서 활용하는 문식성은 가치, 태도, 
신념과 같은 문식성의 정의적 요소와 함께 문식성의 사회적 실천에 관여하거나 활용된
다. 이 연구에서는 문식성의 사회적 실천에 관여하는 이 모든 요소를 문식성 자원으로 
통칭하여 개념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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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지털 미디어가 내재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문식성은 기호의 해독이나 기술의 사용이 아닌 
미디어가 매개하는 소통과 참여가 그 본질이 되는 것이다. 
  특정한 집단이 구성한 담화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서 자신을 정체성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생각, 행위의 방식”
이 연합되어 있다(Gee, 2011: 172). 한국의 신문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한국
의 기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지(Gee, 2011)는 담화가 
언어가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는 방식을 조명해 주
는 “정체성 도구(identity kit)”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담화의 생산과 수용
에 정체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지는 페이스북과 같이 글로벌화된 네트워
크 공간도 흥미에 기반한 동호인 집단 정체성(Affinity group)이 작용하고 참
여와 공유를 문식성을 실천하는 중요한 기제로 보았다(Gee, 2000). 
  정체성은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물론 문식성 이론 내에서도 다양하게 정
의되어 왔다.14) 흔히 ‘자아정체성’이라 칭하는 것은 에릭슨의 고전적 책 ‘자아
정체성: 청년과 위기’(Erickson, E., 1968)에서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할 수 있
게 하는 특성으로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감각이자 정신적 태도로 보는 것에
서 기원한다(김근영, 2012: 88). 여기서 정체성은 신체적 특성이나 기질과 같
이 자신에게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과 직업적 가능성, 가치, 우정, 성적 경
험 등과 같인 선택 영역들이 통합된 ‘주관적 의식’으로 평생 획득되고 발달되
어 가는 것이다. 문식 활동은 인간의 경험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것이기에 자아정체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여학생이 여성 문제를 다루는 
문학 작품을 읽고, 여성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 안에서 
자신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면 이는 자아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기든스(Giddens, 2001: 9)는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자아’와 달리 후기 현대 

14) 정체성(identity)은 관련된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개념적인 혼란이 있어 왔
다. 모제와 루크(Moje & Luke, 2009)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비유적 표현들을 
(a) 차이(difference), (b) 자아/주체에 대한 인식(sense of self/subjectivity), (c) 의식
(mind or consciousness), (d) 이야기(narrative), and (e) 위치(position)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적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정체성이 논의되는 사회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권의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적 관점에서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이라는 데 동의된 관점을 형성
하고 있다(Moje, E.B., & Luke, 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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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성찰적 활동 속에서 유동적으로 창조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후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시간과 공간을 통
제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삶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은 상황 속에서 ‘자아’ 즉,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
을 재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Giddens, 2001: 143-150).
  반면 미드(G. H. Mead)나 고프만(E. Goffman) 등에 의해 발전된 상호작용
이론은 정체성은 고정된 것도, 자신이 구축하는 것도 아니라 상호작용의 산물
이고,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적 수행에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도 이러
한 관점을 이어받아 정체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에 
관한 것이기에, 고정적이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Gee, 2000). 지의 정체성 개념은 글을 읽고 쓰는, 
말하고 듣는, 나아가 그것과 관계된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개인의 담화적 행위 
안에서 부여되거나, 취하거나 구성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지는 개인의 담화
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여받은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지만, 스
스로 맥락과 무관한 정체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문식
성이 맥락화되어 실천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지(Gee, 2000)는 정체성이 ‘다중성’을 가지는 층위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하고 상호작용할 때 타인들은 그 사람을 어떤 류
의 개인 또는 한 번에 다양한 류의 개인으로서 인식한다. 어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되기(being)’로서 인식되는 ‘개인의 부류(kind of person)’는 상
호작용의 순간순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으로 바뀌면서 그 또한 변화하
고,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개인의 부류가 정체성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지는 이 부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연-정체성, 제도-정
체성, 담화-정체성, 동호인-정체성이다.15) 
  자연-정체성은 자신의 통제가 아닌 외적인 힘에 의해 ‘발달’적 관점에서 부
여받게 된다. 제도적 정체성은 힘의 원천은 권한 위임이다. 법, 규칙, 전통 등
에 따라 권한을 갖고 있는 이가 위치에 부합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게 하는 측

15) 지는 담화적 행위에서 ‘정체성’이 상태, 위치, 개인적 특성, 경험의 의미로 동시적으로 
담화와 결부되는 방식을 힘의 원천, 힘, 과정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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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위임받는 사람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16) 제도적 정체성은 경우에 따라 
호출(calling)하거나 부과(imposition)된 것일 수 있다. 담화적 정체성은 담화 
상황 안에서 인식되는 개인적 특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성취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갖고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에서 부여되는 것이다.17) 동호인 집단 정체성(Affinity group)은 공간
의 제약을 넘어서 집단이 공유하거나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공유해야만 하는 
것은 구성원 각자에게 필수적인 경험을 부여하는 특정한 실천에 대한 충성도
(allegiance), 접근성(access), 참여이다.18) 
  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 상황과 구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에
게 부여되고, 또 그것에 저항하는 상호작용적인 존재의 방식에서 보다 설득력
을 갖는다. 지의 정체성 개념은 개인의 담화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여받은 정
체성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맥락과 무관한 정체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분 힘의 원천 힘 과정 정체성

자연-정체성 자연에서의 외적 기제로부터 발달되는 상태

제도-정체성 제도 안에서의 권위자에 의해 위임되는 위치

담화-정체성 합리적 개인의/과 담화/대화에서 인식되는 개인적 특성

동호인-정체성 동호적 집단의 실천 안에서 공유되는 경험

<표 Ⅱ-1> 정체성에 대한 네 가지 관점(Gee, 2000: 3)

16) 이 개념은 데이비스와 하레(Davies & Harré, 2008), 홀랜드와 린터(Holland & 
Leander, 2004) 등 일상의 텍스트나 미디어에 의해서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으로 특
정한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주체가 생산되고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특정 시공간의 상황에서 주체의 위치-짓기(positioning)에 대한 이론은 정체
성을 과정적인 것, 다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Moje & Luke, 2009: 430).

17) 제도적 정체성이 제도적 담론 안에서 구성되고 지속되는 것이라면 담화적 정체성은 드
러나는 위임이나 공식적 제도의 지원 없이 대화와 담화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
한다. 그런데 이 경계는 다소 불명확하다. 형제 간의 대화에서 제도적 힘의 관계가 미
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맥락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8) 참여와 공유가 그 과정의 핵심 기제로 뒤에서 논의될 웽거(Wenger, 1998)의 실천공동
체의 소속감과 비견될 수 있다. 동호인 집단에서 소속감이 실천공동체에서의 그것보다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결속력이 매우 높은 정도에서 그 경계가 
불명확한 정도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사례가 되는 웹저널 동
아리는 실천공동체에 보다 가깝지만, 규범이나 업무보다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소통, 참여라는 ‘동호성’에서 소속감이 작용하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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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체성과 쓰기의 관계를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아이바닉(Ivanič, 
1998)은 문식 활동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특정한 정체성과 자아를 부여하는 능
동적 행위임을 부각한다. 쓰기 상황에서 맥락이 그러한 정체성 부여의 행위를 
제한하고 맥락화하는 제한을 가하게 되지만, 쓰기 행위 자체가 필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의 행위이기 때문에 필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자신의 다층적인 자아를 다른 모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필
자로서의 특정한 위치, 의견, 믿음을 갖고 문식 행위에 참여하는 데 관여하는 
필자로서의 자아와 사회문화적, 제도적 맥락에서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 자아
를 구분함으로써 맥락에서의 문식성의 의미 구성과 필자와의 관계를 보다 명
료하게 설명한다. 
  아이바닉은 담화는 말해진 것으로서 담론(예: 페미니스트 담론)과 말하는 방
식으로서의 담화(예: 사회학에서의 담화)를 구분하지 않는다. 지의 담화
(Discourse)는 후자만을 가리키는데, 아이바닉은 두 담화의 의미가 합쳐지고, 
상호 정보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담화에 참여함으로써 위치 지
워진다고 할 때, 이것은 특정한 방식뿐만 아니라 특정한 주제(예: 페미니즘)로
도 생각하게 됨으로써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쓰기에서 
필자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지식, 신념,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쓰기 과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19)

  필자 정체성은 외적인 힘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다. 가령 학술 공동체의 신
뢰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됨을 보여주려고 할 때, 자신이 속한 학술 기관(가령 
대학)의 가치와 실천의 방식에 의해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숙한 필자 
또는 능숙한 필자로서의 정체성은 특정한 가치와 실천의 방식에 따라 미숙함
과 능숙함의 준거가 있는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쓰기에 참여할 때 위치
지워지거나 스스로 부여하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담화적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청소년’이나 ‘여성’과 같
은 집단 정체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문식성 실천에 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한
다. 인종과 민족 등 집단 정체성을 연구해 온 코넬과 하트먼(Cornell & 
Hartmann, 2005)은 어떤 담화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
체성에 대한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자기 단언적인 정체성(asserted identity)

19)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식, 신념, 가치는 필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쓰기를 수행하는 
데 ‘관여’하게 되므로, 필자의 문식성 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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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에서 타자에 의해 부과되는 정체성(assigned identity)을 구분하여 
단지 부여된 정체성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청소년은 발달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부여
된 것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억압에 맞서기 위해 문식 활동에서 자신이 청소
년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기성세대의 담론과 다른 청소년의 시각에서 대안
적, 저항적인 담론을 생산한다면 이것은 권한 부여(empowerment)를 위한 자
기 단언적인 정체성인 것이다.20) 이때 ‘청소년의 시각’이라는 것은 글쓰기와 
과정에서 저항적 담론 생산의 필자로서의 특성을 가진 담화적 자아를 텍스트
에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리터러시와 정체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의미는 독자
나 필자의 집단정체성, 즉 성적, 인종적, 연령적, 민족적 차원에서 자신이 속
한 그룹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difference)’를 가지는 존재로 실행
하는 문식 활동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정체성’은 다양한 맥
락에서 협상될 수 있고, 맥락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Lewis & del Valle, 2009). 그래서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필자 또는 독자
의 정체성은 맥락과의 상호작용하며 문식성의 의미를 구성하고 맥락화된 방식
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와 개인의 주도성(agency) 간의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일으킨다(옥현진, 2009).
  ‘사회 구조’는 가시적인 제도적 장치만이 아닌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작
동하는 힘이다. 이 연구의 현장은 보다 교육적일 것이라 믿어지는 대안학교 
내에 위치하고, 보다 자율적일 것이라 여겨지는 ‘동아리’에서의 활동이지만, 
이 현장을 둘러싼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사회 구조는 지속적으로 
동아리에서의 문식성 실천에 작용한다. 동시에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동
아리 부원으로서, 개인 필자로서 미시적, 거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응하며 
특정한 방식으로 문식성을 실천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 문식
성과 정체성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탐구될 것이다.21) 

20) 집단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체성이 주어지거나 부여받는 것만이 아닌 개인 주체
가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이 지지를 얻게 되면서, ‘복수의(multiple) 정체성’, 
‘경쟁하는 정체성’, ‘협상하는 정체성’ 같은 용어들이 사회과학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
이게 되었고, 이는 ‘집단’을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
한 저항적 접근이다(박종일·김은정, 2008).

21) 이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문식성 자원으로 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관여되거나, 쓰기 과정에서 텍스트에 특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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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식성 실천과 문식성 자원
 
  문식성 실천은 읽고 쓰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 무엇을 느끼는지와 사람들이 무엇을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특정 역할에 적절한 실천과 적절치 않은 실천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Barton, 2007).
  문식성이 사회적 실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식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문식 사건(literacy event)을 단위로 문식성 실천을 연구하여 문식
성의 상황적(situated) 본질을 드러내었다. 즉 문식성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
의 형식적 기관의 일상적 활동이나 절차의 일부분으로 연계되어 있는 방식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집단의 문화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Heath, 1983; Street, 1984; Bloome, 1989).
  이렇게 읽고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실천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문화적인 
행위로서 보다 넓은 문화의 가치, 신념, 규범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Barton & Hamilton, 2000; Bloome, 1989; Street, 1984). 따라서 집단이나 
특정한 문화적, 제도적 공간 안에서 문식성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읽고 쓴다는 것의 의미가 사회적 실천에 작용하는 집단의 가치와 신념, 규범 
등과 상호작용하며 구성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행하는 문식 
활동에서 교사로부터의 인정이나 평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교과서의 
전범이나 공식적 평가 준거에 따라 승인되는 읽기, 쓰기의 방식을 취하려는 
것 또한 문화적 가치와 연계된 실천이다. 인지주의적 작문이론에서는 교실에
서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를 접하게 되면서 맥락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
는 것으로 보지만, 쓰기를 사회적 실천으로 볼 때는 과제를 부여받기 전에 이
미 교실 학습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평가의 대상, 또는 학습의 수단
으로서 쓰기 과제의 의미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식성 실천’은 보다 담론적인 경향의 개념이다. 감정, 가치, 태도
와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것이다.22) 문식 사건이 텍

는 것이지, 문식성 실천의 결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22) 바튼과 동료들(Barton, Hamilton, & Ivanič, 2000: 8)은 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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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포함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반면 문식성 실천은 경험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문식성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식성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공동체의 문화에 기
반한 문식 사건(literacy event)으로부터 이면의 질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
해 왔다. 이것은 문식 사건이 경험적 단위로서 경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문식 사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식성 자원’은 사건의 현장에서 가시적
으로 나타나는 텍스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나 물리적 도구들이 
된다. 그런데 문식성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문식성 자원’은 읽고 쓰는 데 관
여하는 도구와 환경과 같은 물리적 자원, 기능과 지식, 전략과 같은 인지적 
자원은 물론 사고의 방식, 가치와 신념과 정체성 등 정의적 영역의 모든 자원
을 포함하게 된다.23) 현직 교사가 대학원생으로서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자료만이 아닌 학술적 텍스트의 담화 구성 능력과 더불어, 
수업 활동이 아닌 학술적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 사고와 태도, 자신의 
연구를 학술적으로 의미 있게 이끌어가는 교사-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동료 대
학원생들 및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을 문식성 자원으로서 활용할 때 학술
적 담화공동체에서 승인될 수 있는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들은 실천으로부터 생겨나고 형성되는 관찰 가능한 에피소드이다. 사건의 개념은 
문식성의 상황적 본질을 강조한다. 그것은 항상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한다.”로 설
명하며 사건과 실천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연구에서 웹저널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문식성 실천으로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문식 사건 내부의 가시적인 요소들 문식성 실천의 비가시적 구성요소

참여자: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사람들

숨겨진 참여자들: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하고 순환
시키고, 조절하는 사회적 관계에 관여되는 사람들이나 
집단

환경: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즉각적인 물
리적 상황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의미와 사회적 목적이 구현되는 
실천의 영역

인공물: 텍스트를 포함한 상호작용에 수
반되는 물질적 도구나 부속물

비물질 가치, 암묵지(understandings), 사고의 방식, 느
낌, 기능, 지식을 포함하여 문식성 실천에 수반되는 
모든 자원

활동: 문식 사건의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행위

행위를 촉진하거나 조절하는 구조화된 일상과 경로: 
특정한 활동에 누가 관여하는지/하지 않는지, 할 수 
있는지/할 수 없는지와 같은 적절성과 적격성의 규칙

<표 Ⅱ-2> 문식 사건과 문식성 실천의 구성 요소

23) 이 연구에서 ‘문식성 자원’의 개념은 문식성 실천에서의 문식성 자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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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식성 자원은 교실에서 학교 밖으로부터의 ‘지식 자본(funds of knowledge)’
을 활용할 수 있는 제3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았
다. 교육에서 제3 공간은 교실이 지역사회나 가정에 기반한 지식, 담화와 학
교에서 요구되는 지식, 담화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중
심으로 개념화되어 왔다(예를 들어 Elsden-Clifton, 2006; Gutiérrez et al., 
1999). 즉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지식 자본이 활용되는 근접 발달 영역을 
통해 학교나 학술적 문식성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 고유의 문식성 지식과 언어 자산을 학교 수
업 활동에서 활용함으로써 리터러시 수행을 변화시키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Moll & Diaz, 1987; Moll & Amanti, 2005). 
  이러한 논의에서는 가정에서의 기능적 수행, 발달, 복지를 위해 핵심적인 전략
적 지식이나 관련된 활용을 강조한다. 지역 안에서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생
산적 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지식 자본이다(Moll, Amanti, Neff & Gonzalez, 
1992, 139). 그런데 ‘지식 자본’ 개념은 문화적 전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개념적 정의가 명료하지 않음에 대해 비판받으며 가정이나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
는 문화적· 인지적 자원을 기술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이 소유한 어떤 것으로 옮겨
왔다(Seiler, 2001; Andrews, Yee, Greenhough, Hughes, & Winter, 2005; 
Oughton, 2010). 그 개념은 지식, 경험, 역사, 정체성,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물
론 태도, 욕망, 가치, 신념, 사회적·문화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Baker, 2005; Baker & Rhodes, 2007). 특히 가정의 영향보다는 사회적 교류 
속에서 보다 개인적인 가치, 신념, 욕망을 추구하는 성인 교육에서 지식 자본의 
의미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문식성 교육의 영역에서
는 널리 수용되지 못했지만, 기존 개념이 문화적 전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
계를 드러내며, 성인기로 나아가는 청소년의 교육적 활동에서의 개인적 자원을 
보다 폭 넓게 고찰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식성 실천의 맥락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하며 
집단이나 문화 간의 경계와 차이를 부각하는 연구의 방식은 다소 문제적이다. 
브랜트와 클린턴(Brandt & Clinton, 2002: 1)는 지역적, 문화적 맥락을 부각
하는 문식성이 기존의 맥락과 동떨어진 인지적 사고로 보는 기존의 문식성에 
대해 반동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문식성이 가져오는 형식과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 지역적 맥락의 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
다. 오늘날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80∼90년대의 지역 중심의 문식성 이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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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테크놀로지가 문식성의 기능, 사용, 
기능,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
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맥락 밖에 존재하는 초맥락화되고, 그 잠재성을 초맥
락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서구 철학의 프락시스(praxix)에서 기원한 ‘실천(practice)’이라는 단어가 함
축하고 있는 의미로부터 보았을 때도 문식성 실천은 지역성을 넘어선 인간 의
식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활동을 이론(theoria), 
실천(praxis), 기술(poiesis)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실천은 이
론, 추상적 지식, 관념적 사고 이전의 질(質)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물질을 만
들어내는 기술과는 행위와 숙고의 태도를 의미한다.24) 영어 ‘practice’의 어원
인 동사 ‘prattein’도 ‘조치를 취하다’, ‘강구하다’의 뜻으로 뭔가를 생산해 내
는 일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해결책을 찾거나 그것을 위해 대화를 나누는 
일과 같이 행위 자체가 중심이 되고, 실제 완성물로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
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김정래, 2016: 31). 즉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의식 작용을 그 본질로 한다. 문식성
이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실천’은 의식의 작용이 그 중심에 
있고 의식의 작용으로서 더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을 판단하는 신념과 믿음, 
그로부터 적절한 것을 지향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태도
가 텍스트를 특정한 방식으로 읽고 쓰게 하는 데 관여할 때 이것은 문식성 실
천의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실천으로서 문식성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집단 
안에서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획득되고 실체화
되는 대화적인 의미구성 과정이며(Black, 2005: 120), 삶의 맥락 속에 참여하
는 사람들에 의하여 협상되고 구성되는 것이다(O'Brien, Moje & Stewart, 
2001: 27). 문식성이 맥락화되어 있다는 것은 집단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24)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활동을 덕목과 결부지어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활동(境) theoria (seeing) praxis (acting) poiesis (making)

덕목(態) Episteme (science) Phronesis (prudence) Techne (technical skill)

특징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실재에 관한 지식

옳고 그른 행위 또는 삶에 

관하여 숙고하는 덕목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역량

<표 Ⅱ-3>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인간 활동의 세 차원(김정래, 201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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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천의 과정에서 협상되고 구성, 재구성됨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
는 더 바람직하고 더 적절한 것이 교육과정의 표준화 과정에서 정해져 있지
만, 실제 삶의 맥락에서 그것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학교라는 특정한 대화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문화로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성 안에서 문식성의 의미가 맥락
화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
되는 ‘기사 쓰기’를 수행하면서 문식성의 의미가 지역성을 넘어 협상되고 재
구성되는 방식과 어떤 의미가 협상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웹저널 
동아리에서의 문식성 실천에서 협의된 문식성의 의미와 다양한 문식성 자원, 
그 가운데에서도 전통적인 인지주의적 문식성 교육에서 간과해 왔던 사고의 
방식, 가치와 신념과 정체성 등 정의적 영역의 자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실천
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판적 문식성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사회 참여적인 문식성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서 비판적 문식성을 검토하였다.25) 디지털 미
디어 환경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이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증대시키고, 시민적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
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화된 참여 경향, 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지향
과 같은 참여 방식의 문제, 공공 의제에 있어 집단적 극화 현상,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의 확산 등 합리적 의사소통에 역행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
다(이삼형 외, 2018).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식성이 접근이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강조로 옮겨 갔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온라인 참여와 인터넷 정보의 활용에 있어

25)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이기에 특정한 문식성과 그 교육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사례가 되는 동아리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이 산출한 ‘기사’의 
다수가 비판적 문식성 이론에서 개념화해 온 비판적 인식과 분석, 해체와 재구성의 과
정을 거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러한 쓰기 과정을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
으로 축적해 온 논의들과 비교함으로써, 비판적 문식성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실천되는 
질적인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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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판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Choi et al., 2017: 윤성혜,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읽고 쓰기 위한 문식성 교육에 비판적 문식
성의 결합이 요청된 것이다(Avila & Pandya, 2013).  
  비판적 문식성은 텍스트가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한 문식성이 지배적이 되
고 다른 문식성은 주변화되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따라서 모든 문식성 실천
은 특정 세계관과 연결된 다양한 문식성이 경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이
데올로기적이고 따라서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과 권력의 관계와의 관련 가운
데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본다(Luke & Elkins, 1998; Street,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문맹(illiteracy)은 단지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서는 안 되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하
게 된다. 즉 학교 교육이나 주류의 문화, 문화 산업 등에 의해 자신들의 문식
성이 주변화되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소통의 방식이 되거나 주류 담론 소통
의 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류의 담론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것은 중립적인 텍스트가 되어 읽
고 쓰는 과정에서 기존의 담론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신념으로 자
리하게 된다.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사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기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이 세계에 대
한) 상식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는 텍
스트를 통하여 그것들을 재생산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동체에서 사회적으
로 구축된 이러한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방식은 담론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공동체의 신념, 가치 및 관행에 묶여 있다(Janks, et al., 2014: 3).”

  텍스트가 중립적이지 않기에 주류의 시각을 담은 특정한 담론을 통해 교육
이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대항으로서 1980년대 지루(Henry Giroux)나 비츠
(Arono Witz)와 같은 이론가들은 희망, 해방, 평등과 같은 비판적 교육학의 
개념에 초점을 둔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주로 주체화와 의식화에 초점을 
두고 의미의 재구성, 정체성 형성, 자기 권한 부여, 비판적 주체성, 비판적 민
주화 등을 목표로 한다(Luke, 1992).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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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학생들을 권한 부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
었던 것이다. 문식성 교육자들은 비판적 교육학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개념을 
수용하여 교육을 위한 ‘비판적 문식성 모델’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다.

(1) 읽기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비판적 문식성은 다양한 학문을 이론적 배경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하나
의 정의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루이션과 동료들(Lewison et al., 2002)은 비
판적 문식성에 대한 과거 30년간의 연구에서의 정의를 검토하여 네 개의 차
원으로 종합하였다. 첫째, 일상적인 것을 문제시하기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
판적 문식성은 일상의 언어화 담화에서의 암묵적인 모드를 인식하고 새로운 
렌즈로 보는 것, 즉 비판적 언어 인식 또는 비판적 담론 분석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관점을 따져 보기이다. 이 차원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관점에서도 경험과 텍스트를 이해하며, 복수 또는 서로 모순된 견해를 반영하
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셋째, 사회정치적 
이슈에 초점을 두기이다. 사회정치적 시스템, 권력 관계를 이해하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도전하고 일상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행동을 
취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이다. 프레이리(Freire, 1972)의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 프락시스, 즉 성찰과 행동으로서의 실천에 참여하여 세계를 변혁하고 기
존의 담론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26) 첫째와 둘째는 담론의 층위, 셋째와 넷째
는 제도와 권력 관계의 층위에서27) 세계와 텍스트를 읽어내어 궁극적으로 세
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것이다.  
  문식 환경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한 문식성 실천의 환경으로 옮겨 가면
서 비판적 문식성 연구자들은 두 방향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였다. 하나는 
기호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비판적 문식성 모델에 다중문식성과 의미 만들
기(meaning making)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러피니

26) 네 범주는 루이션과 동료들이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각 범주를 구체화하는 원저의 내용은 ‘Lewison et al. (200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7) 최인자(2001: 205)에서는 텍스트에 관여하는 맥락적 변인을 언어문화 자원들의 층위, 
담론의 층위, 사회적 제도, 권력 관계의 층위, 경제적 물질적 구조의 층위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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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fini, 2011)는 디지털 환경에서 텍스트가 시각적 이미지, 동영상, 그래픽 
디자인, 소리 등을 포함한 다중양식(multi-modal)이 되어가는 변화(Kress, 
2003)를 고려하여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독해를 위한 새로
운 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의 비선형구조, 다중양식기
호가 결합되는 구조 등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에 초점을 둔 항해자(navigator)
로서 독자, 텍스트가 특정한 해석적 레파토리를 가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
산되는 특성에 초점을 둔 해석자(interpreter)로서의 독자, 다중양식 텍스트가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둔 디자이너(designer)로서의 독자, 
읽기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실천되는 특성에 초점을 둔 질문자
(interrogator)로서의 독자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다른 한 쪽은 전통적으로 비판적 문식성에서 비판적 읽기와 해체
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디자인’, 즉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호의 복합양
식성에 기반한 생산과 해체된 것에 대한 재구성을 강조한다(Janks, 2000). 비
판적 문식성에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뉴런던그룹(New London Group, 
1996)에서의 다중문식성(multiliteracies)에 대한 논의에 기대고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 다중문식성은 글로벌화된 ‘영어 안에서의 다양성’과, 의사소통을 위
한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매체 환경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양식의 
다양성’을 동시에 지시한다. 디자인으로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은 새로운 의미
를 생성하는 재현을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기호적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
용해야 하는지와 동시에 이러한 자원을 결합하고 재결합함으로써 어떻게 변형
과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을 창출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한다(Cope & 
Kalantzis, 1997). 
  유사하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식성 연구자인 쟁크스은 비판적 문식성의 핵심 
요소를 “언어와 권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Janks, 
2000: 175)으로 보고, ‘지배력(domination), 접근성(access), 다양성(diversity), 
디자인(design)’이 중심축이 되어 각 요소가 상호의존성을 갖는 교육 모델을 제
안하였다. 쟁크스의 모델은 언어와 담화 그 자체가 헤게모니가 되는 현실을 부각
하며, 교실에서 다양성을 생산적인 자원으로 삼고, 언어적·문화적 혼종성을 새로
운 의미를 디자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Janks, 2004).   
  먼저 이 모델에서는 언어와 다른 상징적 양식, 담화를 ‘지배력’을 유지하거
나 재생산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본다.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으로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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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과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지배적인 양식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다. 지배적인 양식이란 지배적인 언어와 담화(Gee, 2011), 지배적인 문
식성과 지식, 지배적인 장르, 시각적 재현의 지배적인 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과 연관된 문화적 실천을 모두 포함한다. 모든 학생들이 문식성과 관련된 사
회에서의 지배적인 양식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사회에서 주류로서 성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한 무비판적인 접근은 지배적 양식의 지배력을 유지
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접근의 역설(access paradox)’을 낳
게 된다(Janks, 2004). 학교에서 학교 담화와 같은 지배적인 양식에 접근하면
서도 동시에 다양한 언어와 문식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촉진해야 하는 이중적
인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 번째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해진다. 지(Gee, 2011)에서 논의했듯
이, 담화(Discourse)가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
적 제도와 기관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담화들 간의 차이는 우리가 당연히 
여겨 왔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성찰해야 하는 필요성
을 불러일으킨다. 또 그 차이 자체가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쟁크스는 교실에서 문화와 사회적 가치, 언어와 담화의 차이를 분노
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
는 포용성은 평등을 위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자원이면서 동시에 문식성을 보
다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원이 된다고 보았다. 쟁크스가 ‘재
디자인(redisign)’ 개념을 비판적 문식성 모델에 도입한 것은 비판적 문식성이 
단지 비판적 읽기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비판적 쓰기까지 의미함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학습자를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산출물(책, 동영상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 생성자
(knowledge makers)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28)

28)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쟁크스의 상호의존 모델은 비판적 쓰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델
이지만, 비판적 읽기 중심의 비판적 문식성의 요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아래 표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비판적 쓰기는 텍스트에 대한 읽기 대신 프레이리의 ‘세계’에 대
한 비판적 읽기를 전제로 디자인과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쟁크스는 텍스트 
또는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 그 자체보다, 소외된 집단의 언어와 담화, 문식성에 권한
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배적인 문식성에 접근함으로써 사회의 주류와 맞설 수 있는 권
한을 갖게 된다고 보아 ‘접근성’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술적 문식성 교육
에서 학술적 담화에 낯선 이들을 미숙한 필자, 초보 필자 등으로 취급하고, 이들에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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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문식성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생산이 함께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판적 이해에 더 강조점을 
두는 연구자들은 비판적 디지털 문식성이 어떻게 사람들이 비판적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미디어에 반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중재된 세계에 관여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며, 동시에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의 권력의 구조를 재생
산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지를 탐구하고자 한다(Gee, 2009). 반면 표현을 중
시하는 관점에서는 비판적 문식성의 영역을 디지털 텍스트로 확장하며 비판적 
디지털 문식성을 “세계에 대해 의문을 품는 디지털 텍스트를 생성”하고 동시
에 “디지털 텍스트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기능과 실행”을 ‘탐구’하고자 하
는 분야로 설명하였다(Avila & Pandya, 2013: 2). 아빌라와 판디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판적 문식성을 ‘비판적 디지털 문식성(critical digital literacy)’
으로 명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를 구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
나는 텍스트에서 권력의 관계에 대한 징표를 탐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자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Avila & 
Pandya, 2013: 3). 텍스트의 디자인과 생산이 고려되었지만, 텍스트에서의 이
데올로기와 권력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심이 되고 디지털 텍스
트가 전통적 텍스트와 구별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고 있다. 

(2) 교육적 모델에서 상황적 실천으로

  교사 주도의 비판적 읽기 중심의 문식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변화에 참여할 

술적 담화 공동체의 쓰기 관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담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
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쟁크스의 ‘다양성’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보다는 문화와 
가치, 언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취해 주변화된 담화에 대해 권한을 부여해 주류와 비
주류의 대립적 관계를 해소하는 데 더 큰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쟁크스의 상호의존 모델 루이션과 동료들의 비판적 문식성 종합 

지배력 일상의 언어와 담화를 문제시하기

다양성 다양한 관점 따져보기

* 사회정치적 이슈에 초점을 두기

 접근성 *

디자인과 재구성 행동을 취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표 Ⅱ-4> 쟁크스와 ‘루이션과 동료들’의 비판적 문식성 요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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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의식화한다는 비판
을 받아 왔다. 이에 비판적 문식성 학자들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절차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루크(Luke, 1990)는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교실 상황에 맞는 비판적 문식성을 “창안(invent)”하는 
유기체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코머(Comber, 2001: 100)는 “비판적 문식성은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hrman, 2006: 
490에서 재인용). 바스케즈(Vasquez, 2014)도 문식 작업을 위한 이론적 틀로
서 비판적 문식성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비춰지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
고,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다양한 모델 또한 비판적 문식성의 관점을 성취하
는 데 있어 부분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버킹엄(Buckingham, 2003)과 세프턴-그린(Sefton-Green, 1998)과 같은 
영국의 미디어 이론가들은 교육에서 디지털 텍스트가 학습자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읽기를 적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며,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동떨어진 채 이루어지
는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교육을 비판하였다. 보다 급진적 관점
으로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요구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정의되
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왔다(Pandya & Ávila, 2014). 교실 상황의 다양성
에 따라 주류의 담론과 언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비판적 문식성
이 페미니즘 이론, 비판적 담론 분석, 비판적 미디어 문식성, 비판적 인종 이
론, 비판적 사회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발전되어온 관점이기 때문
에 하나의 교수법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Behrman, 2006: 490-491). 
  바스케즈(Vasquez, 2014)는 디지털 세계에서 비판적 문식성을 학교 안팎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존재의 방식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부정적인 자세를 취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의 삶이나 학
생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제공하는 삶의 조건 안에서 현실의 재구성을 위해 이
슈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며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
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어린이들이 지역의 습지를 조사하고 
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어린이들의 지역적 삶의 맥락에
서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또 만화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소
외된 사람들이 묘사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자신의 만화를 제작하는 것도 만화
가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한 방식이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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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서 찾을 때 비판적 문식성이 즐거울 수 있고, 
교육적이고, 변혁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루크는 교육자들이 어떻게 비판적 문식성의 도구, 태도, 철학을 형성하고 
이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권력, 학생들, 교사
들의 일상적 관계, 자신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힘든 일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이다(Luke, 2014: 29). 또 끊임없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 창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 문식성은 더 우발적이고, 상황적이고, 유동적인 것일 
수 있다. 이에 비판적 문식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문식성

  청소년 문식성은 국어교육에서 두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발달적 
관점, 다른 하나는 문화적 관점이다. 먼저 ‘청소년기’로 명명되는 발달적 관점
에서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등치하는 방식이다. 즉 청소년기를 성인기의 
직업적, 학술적 문식성을 기능적으로 획득해 나가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식
성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청소년은 읽기나 쓰기 
능력을 갖추진 못한 미숙한 독자, 필자로서 전문가들의 이상적인 문식 활동을 
준거로 한 바람직한 읽기와 쓰기를 배워야 하는 학습자로서만 인식된다. 그런
데 ‘성인 준비기’ 또는 성인기의 예비 단계로서 청소년기 개념은 문화적, 역사
적 구성물이다. 근대 이후 작업장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면서 의무교육
으로서 공교육을 시행하며 도입된 것이다(박종일·김은정, 2008: 200-202). 
  서구권에서 청소년 문식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은 청소년기에 대한 근대적 
개념을 해체하려는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레스코(Lesko, 2001)
는 역사적, 학술적 맥락에서 ‘청소년’의 의미가 어떻게 편향되게 구성되었고, 억압 
하에 놓여 있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일탈 청소년’이라 불리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는 청소년의 삶을 통해 청소년기가 지식, 실천, 사유의 광범위한 네
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런 논거를 바탕으로 그는 청소년
기를 단순히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지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래 압력에 굴복하며 그 안에서의 문화만을 지향한다고 보는 
종래의 관점은 청소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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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적 관점을 해체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문화, 주로 일탈적이고 반사유적으로 
여겨지는 문화의 내부자로서만 보는 편견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도 청소년 문식성은 청소년의 문식 행위를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게 하는 
개념으로 논의된 바 있다(최인자, 2006). 보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지금-여기’를 살
아가는 생활세계의 거주자로 보며 학교에서는 학습자로 살아가지만, 학교 밖에서는 
가정에서 개인 독자 또는 필자로, 대중문화와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
산자로서 문식성을 실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이순영, 2010).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
재라는 관념의 대척점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성찰하고,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온라인 그 자
체가 청소년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문식성 실천과 사회 참여의 새로운 가능성
을 제공한다는 믿음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인쇄 문화 시대에 전문가에게만 부여
되었던 지식 접근과 생산의 권위가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와 활용성을 통해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부여되고, 전문가에게만 부여되었던 지식
에 대한 권위가 분산되고, 다원성, 탈중심성을 낳으며 청소년이 문화, 정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문식성 실천의 주체로서 새로운 문
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1997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서 사이버공간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을 전망하였고, <네가진(Negazine)>, <채널텐
(Ch. 10)>과 같은 당시의 청소년 웹에서 학교에서의 체벌, 두발자유화와 같은 인
권 문제,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온라인 공간의 가능성은 논의하였다(천정웅·김영지·임지연, 1997: 
118-122). 당시 청소년 웹진은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의 역할
을 수행하게 하며, 기존의 매체 환경에서 소비자로서만 존재했던 청소년 문화에 새
로운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변혁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에서 청소년인권행
동 아수나로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신문’인 <요즘것들>29),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하는 미디어 사이트인 <미디어 경청>30),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청소

29) https://yosm.asunaro.or.kr/
30) https://www.goe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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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웹진 <MOO>31) 등 청소년이 온라인을 매체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은 모두 시민단체나 정부기관의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산출되는 텍스트의 양상이 달라진다. 청소
년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청소년 문화 텍스트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페이
스북이나 트위터 등 네트워크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자체는 높지만, 문화적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보고는 발견할 수 없다.32) 디지털 세대의 학생 문
화를 질적으로 연구한 이성회·양희준·황지원 외(2016)에서는 청소년들이 정보 습득 
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크롤링을 하면서 여과 없이 정보를 수용하고 많은 정보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의심 없이 유통, 소비하며 정보의 생
산자는 소수임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적 풍토가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연구한 김은정(2009)에서는 우
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화 과정에서는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청
소년들의 자생적인 문화의 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
의 중심적 가치관을 큰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서구의 
또래관계에 기반한 청소년 하위문화가 형성되지 못함을 밝혔다. 친구관계가 
학업 성적이나 학업열을 중심으로 맺어지고 이로써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
서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 이에 청소년기에 자신의 문화를 탐구하고, 성찰하며 저항적으로 나아가는 
자생적인 문화의 장이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시민적, 정치적 참여 분야와 달리 문화, 예술 분야에서 청소년의 팬덤 문
화는 대표적인 하위문화로 자리 잡으며,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문화적 변화의 주
체로 참여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 팬커뮤니티에서 팬픽션, 움짤 동영상, 사진의 변
형 등 복합양식 문식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 공유하고, 
소속된 또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문식성을 실천하는 

31) http://moo.incheon.go.kr/
32) 김미윤(2003)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1)청소년에게 자율성을 갖는 대안 공간으로 비위계적

인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고, 2)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소통공간으로 폭넓은 상호작용
과 간접경험을 획득하게 하고 3)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 문화 생산자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4)정서적 교류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일상의 대안적인 공간이라고 보았
다. 여기서 1), 2), 4)는 쌍방향적인 뉴미디어 자체가 내제하고 있는 속성에 의해 참여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문화적 양상이다. 3)의 ‘문화생산자’로서 청소년이 어떤 주제로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여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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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풍경이다(정현주, 2016). 
  청소년들의 팬픽션 사이트에서의 새로운 장르와의 실험, 텍스트 형식의 변
형은 문화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Chandler-Olcott & Mahar, 2003: 
Black, 2009).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텍스트적 실천의 혼종화는 자발적 참여 
공간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난다. 그곳에서 디지털 도구의 사용자는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텍스트 관습을 재생산하도록 요구받지 않기 때문이다(Hull & 
Schultz, 2001; Ito et al., 2008).
  노벨과 랑쉐어(Knobel & Lankshear, 2004)는 프렌스키(Prensky, 2001)가 
디지털 네이티브라 부르는 새로운 미디어 세대가 텍스트를 생산하고, 배포하
는 것을 배울 때 관여하게 되는 실천의 예를 4가지 역할로 제시하였다. 이것
은 멀티미디어나 디지털 텍스트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text designer), 블로
거와 같이  타인을 위해 텍스트의 다양한 요소를 요약하거나 제시하는 텍스트 
중개자(text mediator),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텍스트 브리꼴레르(text bricoleur), 새로운 단어와 이미지를 보태어 
원래의 의미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텍스를 ‘재현(re-present)’하는 텍스트 
전복자(text jammer)로 구분된다. 이 네 역할이 디지털 텍스트의 저자에게 
부여되는 역할 모두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텍스트의 생산자로서 
디지털 세대의 필자의 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Larson & 
Marsh, 2014: 63-64).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적 실천의 혼종화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문식성
의 고유한 특질인 것인지, 이미 기성 콘텐츠 업체들이 혁신적인 방식의 상업
적 콘텐츠들을 쏟아내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비 경험에 토대한 재생산에 참
여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가 곧 청소년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생적인 
팬덤 문화가 새로운 방식의 능동적인 문식성 실천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학
교나 가정에서의 읽고 쓰는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때 그것은 청소년 문식성의 총체적 실현태를 그려내기는 어렵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지역사회의 사이, 대중문화와 학교에서의 
학술적 문화 사이, 과학 수업과 사회 수업, 영어 수업 사이, 만화책과 인터넷 
사이, 지역 공동체와 글로벌 시장 사이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
교와 가정, 지역 사회, 인터넷, 동료 집단, 글로벌 공간에서 광범위한 지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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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Moje, 2002: 221-222). 그 사이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담화공동체를 접하며, 모순되어 보이는 다양한 문식성을 수행하며, 스스로 
부여하거나 부여된 다양한 정체성을 넘나들며 정체성 협상을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이 자기 문화의 주체적인 문식 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맥락에서 
대립적인 문식성 간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삶에 또 공동체에서 타
자와의 호혜적 관계에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식성을 변용하고, 재구성해 나가
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문식성이 학교 밖의 문식성과 단절되고, 그것을 억
압하는 문화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상업적 대중문화, 글로벌 네트
워크에서의 정파적, 반시민적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고, 더 나아가 자기 문
화의 토대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거꾸로 
일상의 자율적 공간에서의 실천적 지식과 창의적으로 실천되는 문식성을 학교에서
의 문식성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내 동아리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참여관찰이 이루어지지
만, 그 안에서 연결된 다른 공간이 실천의 맥락으로서 어떻게 인식되고 구성되는
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문식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정체성 협
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문식성 교육

1) 상황적 실천으로서 학습 

문식성을 그것이 실천되기 이전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안에서 상황
화되는(situated) 것으로 이해한다면, 문식성에 대한 교육도 실제 삶의 맥락,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국어교육 학계에 문식
성 학습의 실제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교육학 일반에서 ‘학습은 특
정한 맥락에서 일어난다.’는 명제를 전제로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이론
과 그것을 조직 이론으로 발전시킨 실천공동체 이론이 대안적 구성주의 학습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교육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학생의 삶의 맥락에서부터 비판적 세계 읽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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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문식성 교육자들이 공유해 온 인식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부여되는 새로운 
문식성에 대한 학습에서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재개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실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로서 맥아더 
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디지털 청소년 프로젝트(the Digital Youth 
Project)에서는 학교와 학교 밖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문식 규범에 대
한 세대 간 갈등(“intergenerational struggle”)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장
소에서의 실천 사이에서의 불연속성에 대한 틀을 세웠다(Ito et al., 2008: 
23).33) 
  이 연구에서는 형식 교육의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가장 강
력한 예는 교사의 흥미가 아닌 학생의 흥미에 기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권위적인 인물로부터의 직접적인 교수를 강조하기보다는 새
로운 미디어와의 비구조화된 실험을 위한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
다. 또 새로운 문식 환경에서 권위적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전통적인 위상의 
해체와 동료 협력, 멘토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지원이 
중심이 됨을 조명하였다. 온라인 사회적 사이트에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제도
적 권위는 쓰기 규범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교육적 전문가로서의 위치도 얻지 
못했다(Ito et al., 2009). 

연구자는 이러한 인식에 동참하여 청소년들의 동아리에서의 문식성 실천을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는 교사가 없는 교실을 상상하거
나, 상황학습의 이론을 연구 현장에서의 자료를 분석하는 틀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학습 이론으로부터 자료 분석의 결과를 소통할 수 있는 해석적 
언어를 구하고자 함이고, 동시에 상황학습의 ‘이론’으로서 실제 문식성 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자 함이다. 

‘학습은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난다.’는 명제를 전제로 상황학습론은 학교에
서의 학습이 실제 삶의 맥락과 괴리되어 있고, 개인의 정신적 활동으로만 보
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되었다(Brown, Collins, & Duquid, 1989; Lave 

33) 이 연구는 5000시간의 현장 일지, 6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659개의 반구조화된 
인터뷰,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 네오펫(Neopets)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로부터의 389개의 비디오와 10000개의 온라인 프로파일, 402명의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한다(It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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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ger, 1998). 상황학습론은 사회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하나로서 1990년
대 이래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상황
학습에서 학습은 개인의 내적 인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의존적, 즉 외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
의 학습이론의 전통과 궤를 같이 한다. 상황학습론에서는 지식이나 인지적 기
능이 인간의 머릿속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과 환경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상황학습 이론은 학습이 수행되는 문화적 맥락과 수행공동체 안에서의 집합
적, 협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한 그
것이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동체에 참여하여 실천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학습만큼 효과적일 수 없다고 보며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을 강
조한다. 
  상황학습에서 상황은 즉시적, 임시변통적, 실제적, 구체적인 것이다. 손민호
(2002: 4-5)는 레이브(Lave, 1991: 6-67)의 상황학습 이론에 제시된 상황학
습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정리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는 사고와 행위를 구분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다. 상황적 활동을 사고에 의해 
지시되어 나온 행위로 보는 것이다. 둘째, 해석학적 관점이다. 세계는 개인 주
체의 구성물로서, 상황적이라는 개념적 의미가 반드시 실제의 구체적인 시공
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셋째가 ‘상황적 실천’의 시각이다. 이 관점에서는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주체의 세계 구성, 의미의 사회적 구성, 활동에의 참여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상황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은 개인들이 실제로 참
여하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황적’의 개념은 사
람들의 사고와 행위가 특정한 시공간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다 협소하
게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사고와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장면
으로서 상황에 처함으로써 의미가 발생된다는 뜻이다. 
  ‘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서의 상황과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의 인식을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듀이의 인식론은 상황학습의 인식
론적 관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김무길, 2004). 듀이의 상황 개념은 “삶과 학
습, 개념과 직관, 지식과 행위 등 종래에 대립적으로 간주되던 두 측면들이 
문제 상황이라는 하나의 맥락적 전체 속에 녹아들어 통합되는 것이다. 듀이의 
문제 상황은 행위 당사자에게 곤혹스러움과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때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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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교육적 맥락에서는 학습 당사자에게 진정한 사고와 탐
구를 일으키며 의미 있는 지식을 생성시키는 계기가 된다”(김무길, 2004: 1). 
상황학습에서 의미의 협상이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이 더 적극적인 참여의 
상황이고, 이는 곧 학습이 되는 것이다. 
  브라운과 동료들(Brown, Collins & Duguid, 1989)은 학습이 일어나게 하
는 활동과 맥락이 필요하지만 배우는 내용과의 구분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
기지만, 실제 지식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활동은 학습과 구분되거나 부차적일 
수 없고 “활동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의 일부”로 본다. 활동이 있어야 상
황을 구성하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32). 상황학습에서는 상황 자체가 지식이기에 의미의 협상을 통해 상황
을 구성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
황은 특수하지만, “세계는 그 자체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은 항상 
일반성을 함축하고”(Lave & Wenger, 1991/2010: 25) 있다. 

2) 학습의 맥락으로서 실천공동체

  웽거(Wenger, 1998/2007)는 상황학습을 위한 학습의 맥락으로 실천공동체
를 제안하였다. 실천공동체 이론은 학습을 개인이 가치와 규범, 사회적 관계
가 관여하는 공동체의 실천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에 적절한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실천’과 ‘정체성’은 웽거가 ‘학습의 사회이
론’이라 부르는 상황학습 이론에서 두 중심축이 된다. 
  웽거는 사회적 참여과정을 하나의 학습과 앎의 과정으로 개념화하기 학습에 
관여하는 요소를 의미, 실천, 공동체, 정체성으로 명확히 하고, 이들이 내적으
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Wenger, 1998/20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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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학습의 사회이론의 주요 요소 

 
  ‘의미’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세상을 경험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이다. ‘실천’은 구성원들 사이에 오랫동안 공유해 온 행위 양식 
혹은 이해들이나 관점이다. ‘공동체’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그 행위를 하나의 역량으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정체성’은 학습이 
우리의 정체성과 그 구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실천공동체
에 동시에 참여하게 되고 복수의 소속감을 갖고 여러 실천공동체를 넘나들며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협상하게 된다. 그러나 한 번의 실천에서 모든 
정체성을 소환하지는 않는다. 이 논문을 쓰고 있는 연구자는 국어교육연구의 
학문공동체에 속하기에 국어교육학에서의 학술논문 쓰기의 방식, 동시에 질적 
연구자들의 실천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기에 질적 연구 수행에서의 자료 읽기와 
분석, 글쓰기 방식을 고민하며, 또 국어 교사, 글쓰기 강사로서 교실에서 만나
온 학생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을 이해해 온 어떤 사고의 방식이 연구 참여자
들을 기술하고 그 행위를 분석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의
식하며 국어교육 연구자답게, 질적 연구자답게, 국어교사답게 이 학위논문을 
쓰고자 하며,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쓰기의 도구로
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밖에도 한 가정에서 어머니, 딸, 다른 
곳에서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논문 쓰기에 그러한 정체성
을 소환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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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웽거는 학습을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참여는 구성원들과
의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
며 얻는 경험과 활동이다. 여기서 ‘참여’는 교실에서 교사가 질문하면 답하거
나, 과제를 발표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과 특정한 활동에 관여하
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공동체들의 실천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그 공동체와 관련된 정체성을 구성하게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참여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참여의 정도,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34), 공동체 안에서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며 의미의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의 협상의 과정에서 
“행동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소속감”(Wenger, 
1998: 96)을 함축하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는 추상적인 것인데 마치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객체로서 만들어
내는 것을 물화 또는 객체화(reification)라고 한다. 모든 실천공동체는 “자신
들이 관여하는 실천을 일정한 형태로 객체화하는 추상물이나, 도구, 이야기, 
용어나 개념”(Wenger, 1998/2007: 101)을 만들어 내어 실천의 의미를 지속
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한다.
  웽거(Wenger, 2011: 5)는 학습을 실천공동체에서의 참여로 보는 관점이 세 
차원에서 교육적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내적으로] 교과와 관련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습을 실천적이게 하는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외적으로] 학교의 벽을 넘어 보다 넒은 공동체에 대한 주변적 참여를 
통해 어떻게 학생의 경험을 실제적인 실천과 연결할 것인가?
- [학생의 일생에 걸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진 주제에 초점
을 실천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기간을 넘어 학생의 평생 학
습의 요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34) 웽거가 레이브와 함께 1991년에 쓴 문화기술지 기반의 저서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에서 학습은 학습에 대한 도제식 모델에 기초한 것이었기에, 공동체의 ‘합법
적 주변적 참여자’로서 초심자가 참여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발달적 과
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웽거의 이후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참여로서의 주변성
(peripherality)과 소외(marginality)를 구분하여 의도적이든 제도에 의해서든 비참여에 
머물러 있는 ‘소외’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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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는 더 이상 학습을 위한 특권화된 공간도 아니
고,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해 학교 밖에 적용하기 위한 자족적인 세계도 아니
다. 학교와 교실은 여전히 삶 그 자체가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기여해야 한다.  
  실천공동체는 웽거가 예를 든 ‘보험처리사’와 같은 특정 직업인들의 집단과 
같이 경계적 범주와 형식적 틀이 갖추어진 것뿐만 아니라, 동아리와 같이 다
소 느슨한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레이브와 웽거는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
는지를 사회적 맥락을 풍부하게 드러내며 항목화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사회
에서의 조직에 초점을 두고 기술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합법적 주변 참여에 
대한 논의는 학교를 포함하여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분석적 관점을 제공한다.
  실천공동체 관점을 교과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교과는 과학 
분야이다. 쓰기 교육에서 실천공동체 안에서의 쓰기 학습을 받아들이는 연구
에서는 쓰기가 실천공동체에 깊이 자리하며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과 함께 발
달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과학과 같은 교과에서는 학습 및 의
사소통 체계의 일부로서 쓰기를 강조하거나 글로 된 표상체계를 강조한다. 가
령 스카더말리스와 버라이터(Scardamalis & Bereiter, 1994)는 학생의 지식 
구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도된 학습, 분배된 전문 지식, 담화 중심
의 지도를 통합하여 컴퓨터 기반의 의도적 학습 환경(SCSILE, 
computer-supported intentional environment)을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지식 구성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문제와 질문을 탐구하고 동료 검토를 위해서 
자신이 수행한 연구 문제의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한 탐구에 기반하여 자료를 기록하고, 질문하고, 동료 간 논평을 진행하
고 도해 표상들을 구성하고 공유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구 노트를 전시하
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지식의 공동 구성을 지원하고, 그 과정과 결과
로서 글쓰기를 후속 작업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지
식을 수정, 정교화, 재구성하며 소집단 안에서 지식을 객관화하게 되는 것이
다.  
  쓰기에 기반하여 지식 구성 공동체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제 집단의 학생들
보다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깊이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카더말리스와 버라이터는 지식 구성 공동체에서 쓰기에 관여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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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1) 반성, 의사소통, 학문적 탐색을 하는 데 기여하
는 쓰기와 인지 도구 (2) 특정한 교과의 학문적 글쓰기에서 아이디어 점검, 평
가, 반응, 수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발행하고 검토하기 (3) 공동
체에서 생산된 누적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된 결과물이나 글 (4) 관점과 견해
의 다양성 추구 (5) 실천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광범위하게 분배된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 (6) 독자의 범위를 교실 밖의 다양한 독자로 확대하기
가 그것이다.  
  실천공동체에서는 전임 참여자와 합법적 주변참여자가 구분된다. 전임 참여
자는 실천공동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의 일을 자율적으로 효과
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역량을 갖춘 자로 인정받는 구성원이다. 또한 함께 
공동체에 관여하는 방법 또한 터득하였기에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활
용되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동아리에서는 전임 참여자와 
합법적 주변참여자가 명확히 구분되기도 어렵고, 엄격한 의미의 전임참여자로 
불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우는 드물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단일한 
역량을 상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임과 신참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각자의 다양한 역량이 교류되며 활동을 이끌어가는 성격을 갖는다. 
  지(Gee, 2005)는 웽거의 ‘공동체’ 개념이 지나치게 소속감을 특권화하고, 완
전한 참여를 지향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가시성
을 가져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논의하기보다, “사고, 가치, 행위, 상호작용
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일어나는 곳”의 측면에서 ‘공간’을 통해 참
여를 논의하였다. 지의 동호인 공간(affinity spaces) 개념은 특히 온라인 공
간과 같이 참여와 비참여의 경계,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경계가 모호한 가상 
공간에서의 실천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는 학습 공간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에 대한 공간인지 알기 위한 콘텐츠, 콘텐츠를 
산출하는 생성자, 콘텐츠와 활동에 접근하기 위한 포털이 있어야 한다. 
  정현선(2007)에서는 미디어 교육에서의 상황학습의 한계를 구성주의 교수학
습 이론에 대한 터웰(Terwell, 1999)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로 제시하였
다. 첫째 상황학습의 관점이 교수와 학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는 하지
만, 교사의 교수법으로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 비평가나 제작자들처럼 학교 밖의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실천공동체와 
학교 안에서, 또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맥락에서 구성되는 실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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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공동체’를 교실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으나, 교실이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고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이 연구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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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방법

1.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

1) 문식성 실천 연구를 위한 문화기술지 전통

  이 연구에서는 신문식성 학파에서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문식성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한 문화기술지에서의 주요 방법론을 자료 수집과 
분석의 주 방법으로 취하였다. 문화기술지는 특정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
화적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취하게 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보통 “특
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
해하고자 할 때,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상징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특정한 집단에 대해 관련한 선행 연구
나 연구자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 없어 매우 새롭고 기존의 주류와는 
다른 어떤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유기웅·정종원·김영석 외, 2012: 63).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활용하여 웹저널 기사를 쓰는 청소년 동
아리에서의 문식성 실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청소년이 사회의 문제나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고 실재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안교육 
특성화고의 고유한 교육 문화와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청소년 세대의 디
지털 문화의 맥락에서 온라인 기사를 생산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 집단은 
‘세대론’, ‘청소년론’ 등의 담론에 의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안의 이질성은 적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의 주요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문식성 실천의 문화적 맥락을 풍부하
게 포착하고자 한다. 
  문화기술지는 ‘맥락과 삶의 총체성, 연구자의 반성적 참여관찰, 에믹 관점35)

과 에틱 관점36)의 연결을’ 취해 다른 질적 연구와 구분된다(Boyle, 1994).   

35) 연구 참여자가 본 실재로서 연구 참여자의 언어나 연구 참여자가 산출한 기호적 산출
물을 통해 드러난다. 

36) 실제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설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학술공동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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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총체성을 취한다는 것은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식
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그 행동이나 의식이 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체성은 해당 집단의 문화적 초상을 전체적으로 보
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맥락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는 통합된 
전체이고, 개인은 전체의 맥락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기술지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현장에 머무르며 연
구를 수행해야 한다. 
  문화기술지는 연구 참여자들 또는 사건들을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탐
구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의 수집이 선호된다.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와 사건에 내재된 의미를 내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참여관찰에서 연구자는 직·간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참여하여,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어떤 얘
기들을 하는지 듣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식성 실천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 가치, 신념, 권력 관계와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추상적이기에, 경험적으로 포착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특정 시간과 장소
에서 일어나는 문식 사건(literacy event)을 관찰”(Barton, 2007/2014: 93)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은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하는 세계의 일부이기에 지속
적으로 연구 현장에 자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의식하기 위해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한다. 문식성이 맥락화되는 문화적 의미 체계 파악에서 연구 참여자
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훌륭한 문화기술지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와 이야기를 강조할 것인가 연구자의 해석과 설명을 강조할 것인가 사이
에서 적절한 위치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의 방법론상 이론적 배경을 어느 정도 질적 연구의 과정에 개입
하게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비판적 문식성의 사례로서 
접근하였지만, 현장에 적응이 되면서 비판적 문식성의 교육적 모델에 대한 틀
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현상과 범주들이 발견되며, 비판적 문식성 또한 상황 

원으로서 이론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틱 관점은 
이론적으로 해석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는 학술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일상인이기에 에틱 관점이 반드시 이론적이라기보다
는 연구 참여자와 구분되는 다른 문화적 삶을 살아가는 타자로서 연구자의 관점을 의미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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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맥락화되어 실천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에 자료를 수
집, 분석 과정에서는 특정한 문식성 이론을 취하지 않았다. 이후 해석하고 기
술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지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문식성 실천과 학습의 과정을 뚜렷이 연결 짓지 
않았다. 지(Gee, 2011)에서 담화는 담화가 생산되는 상황 속에서 습득되는 것
으로 설명한 관점을 수용하였지만, 문식성 실천이 대안학교와 온라인 소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맥락화되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의도된 질문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참여의 
경험에 대한 성찰적으로 회고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
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학습 이론인 웽거의 실천공동체 이론의 렌
즈로 현상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실천에서 참여의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분석의 결과를 설명하는 층위에서 실천공동체 이론의 
개념을 활용해 소통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2) 사례연구
  
  이 연구는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주목하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
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례연구의 성격을 갖는다(Stake, 1995/2000). 사
례연구는 (1) 인식론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의 질문, 형태, 설
계에서 유연성과 개발성을 가진다. (2) 질적 사례연구는 발견과 해석에 국한해
야 한다. (3) 경계가 뚜렷한 사례를 선택한다. 이에 목적에 따라 합당한 이유
를 가져야 한다. 이 연구는 단일 사례(고등학교 웹 저널 동아리 활동)를 통해 현
상(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동료들과 협력하며 비판적 문
식성을 실천)이 전개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
가 단일 집단 안에서 연구 참여자별 실천의 방식의 차이 또한 비판적 문식성 실천
의 비교 사례로서 탐구된다.  
  사례가 되는 웹저널 동아리에서는 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주도권 중시,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식성 활동의 ‘실제성’을 가지고 ② 소
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웹저널 텍스트를 산출하여 디지털 환경
에서의 문식성의 특성이 두드러지고 ③ 개인이 아닌 동아리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문식성 실천으로서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적 맥락에 부합하고 ④ 대안학교의 특



- 51 -

성상 학교와 사회를 공동체 공간으로 인식하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스테이크(Stake, 1995/2000)는 사례연구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질적인 연구로 이는 특정 사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
해서 실행된다. 사례의 특수성과 평범함으로 인해 사례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추상적인 구성물이나 일반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연구
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둘째, 도구적인 연구는 이슈,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하거나 일반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행된다. 여기서 사례는 다른 것에 대한 이해
를 돕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집합적인 연구는 수많은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일반적인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는 도구적 연구를 
몇몇 사례들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안고등학교 웹저널 동아리라는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므
로, 본질적인 사례연구와 도구적인 사례연구의 절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이 웹저널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문식성 실천하는 ‘독특
한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례연구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식성 실천의 변화와 
문식성 교육에서의 학생들의 삶에 맥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식성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웹저널 동아리를 하나의 사례로 선정한 것이
므로 도구적인 사례연구의 특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연구 참여자를 비판
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개별 사례로서 탐구될 때 우리에게 비판적 문식성이 쓰기 
차원에서 실천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도구성을 갖는다.
  모든 사례연구의 결과는 일반성의 차원으로 환원해서 이해될 수 있는 발견을 포
함한다. 그것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모든 개인의 실천이 일반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즉 본 연구의 사례에서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또래 독자와 소통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의 맥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식성 자원을 활용하는 국면
은 도구적 사례연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현장과 참여자 

1) 연구 현장과 현장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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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현장

  연구 현장은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 특성화고인 도담고등학교(가명) 내 웹저널 동
아리이다. 도담고등학교는 학년별 4학급, 전체 240여 명이 재학하는 ‘작은 학
교’이다. 중학교도 한 공간에 있어, 전체 학생의 70%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지냈기에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서부터 학생들 간의 친밀도가 높다. 도담중학
교 졸업생의 경우 부모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부모의 권유로 도담중
학교를 선택하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도담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경우가 많
지만,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30%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대안학교 진학을 결
정하고, 도담고등학교에 지원해 입학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도담고등학교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교육과정 가운데 교과교육과정의 구성 자체는 인문계 일반
학교와 유사하다. 하지만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고 수능 시험을 
대비한 교과수업을 하지 않기에, 실제 교과 수업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수업에서 토
의, 발표와 같은 학생 중심의 언어적 활동의 비중이 높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의 경우 ‘대안교육’의 특성을 뚜렷이 보인다. ‘21
세기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
정이 운영되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중요시한다.37) 각 학년별로 학년회가 
구성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학생회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학급자
치 시간이나 학년 총회 등을 통해 학급, 학년, 학교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학생들은 매주 진행되는 ‘학급자치’ 시간이

37) ‘더불어 사는 사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 중의 하나이기
도 한다. 이 밖에도 도담고등학교에서 교육 이념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부적인 진술
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도담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분류되지만, 교육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입시 교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충실히 실현하려는 학교로 이해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담고등학교 교육이념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사람

창조적 지성인

머리·가슴·손발이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

<표 Ⅲ-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도담고등학교 교육이념에서의 인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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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년 총회’, 또는 학생들이 비공식적으로 여는 
‘이야기장’을 통해 학교, 학년, 학급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38) 또 
축제 준비 위원회, 체육대회 준비 위원회, 예술 주간 위원회 등 교내 행사를 
준비하거나, 공간 위원회, 매점 위원회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자신의 흥미 분
야에서 사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각종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교육이 금
지되어 있어 학생들은 방과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
나, 수업의 팀 과제를 함께 준비하며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
과 성장의 중심 공간인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동아리 ‘위피’는 페이스북을 주 플랫폼으로 하여 학교 안과 밖
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기사를 쓰는 교내 동아리이다. 2014년 가을
에 처음 동아리로 구성이 되었다. 국어교사인 배수정 교사가 국어 시간에 당시 1
학년 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유통되는 기성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 동아리”가 있으면 좋
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 동아리 구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처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동아리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도담고등학교에는 ‘토함’이라는 수년의 역사를 가진 교내 언론 자
치 기구가 이미 있었다. ‘토담’은 언론이지만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교내의 문제
를 중심으로 취재를 하고, 학생회의 안건이나 학교생활을 공유하는 매체로서의 성
격이 강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종이 신문으로 출판되는 인쇄 매체였다. 이
러한 환경을 의식하며 위피는 기성 언론과도, 교내의 자치 기구로서의 언론과도 차
별성을 갖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기사를 써서 온
라인에서 공유, 전파하는 ‘청소년 웹저널’ 동아리라는 정체성을 갖고 동아리 활동
을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의 중심에는 언론 분야에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형주’
가 있었고, 형주는 온라인상에 기사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에서 상대
적으로 유능했던 친구들을 부원으로 모아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다.
  동아리 초창기에 부원들은 배수정 교사의 추천으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다양

38) 이러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하나의 담화 장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학내 
도난 사건의 해결과 같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추구하게 되기도 
하고, 무감독 시험, 사교육 금지와 같은 학교의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
기도 한다. 또는 학내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문
화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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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보고하고 있는 『파괴자들』39)이라는 책에서, 소셜네트워
크,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뉴욕타임스의 디지털로의 전환 등 언론 분야에서의 변화
를 중심으로 기술된 장을 발췌하여 함께 읽고,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한 ‘청소년 
웹저널’ 동아리로서 집단의 정체성을 구축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동아리 초창기에
서는 인쇄 기반 언론과 모바일 공간에서의 언론의 차이에 대해 천착하였다. 이때는 
부원 중에 중학교 때 이미 모바일 앱을 개발할 정도로 디지털 기술에 능통한 두 
명이 부원이 있었고, 음향이나 미술 분야에서 디지털 편집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부원도 있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갖춘 부원들이 카드뉴스, 앵커 브리핑, 인포
그래픽을 이용한 시각적 기사, 만평 등 디지털 텍스트 유형별로 꾸려진 ‘팀’의 일
원으로 참여하여 기사를 생산하는 작업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요컨대 처음 시작 
단계에서 청소년 웹저널 동아리로서 위피를 구성해 나갔을 때는 부원들은 ‘온라인’
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언론’ 동아리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공유하며 그에 부합
하는 방식의 디지털 기사를 생산하는 구조를 탐색하며 기사 쓰기를 실천하게 된다.  
 
(2) 현장에 들어가기
 
  연구자가 ‘위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연구자가 시간강사로 2015년 1학기부터 
도담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진행해 온 사회적 글쓰기 수업에 위피의 초기 부원들부
터 이후 새로운 부원까지 부원 일부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글쓰기 수업은 2학년 예술 선택 교과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고, 
‘칼럼’과 같이 일상의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담아내는 글, 사
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는 책을 함께 읽고 ‘서평’을 작성하는 등 사회적
인 소통을 목적으로 공적인 글쓰기를 경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수업에서 
부여되는 글쓰기 과제의 성격이 ‘위피’에서의 기사 쓰기와 유사한 요소가 많았기
에, 위피의 부원들 사이에서 한 번은 수강해야 할 수업으로 인식되며 글쓰기에 관
심이 있는 부원들이 참여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글쓰기 수업 중에 위피의 부원들로부터 듣게 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열정에 이끌렸고, ‘수업’의 형식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쓰기 활동과 실제 독자와 소

39) 매일경제 산업부 손재권 기자가 2013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간에서의 ‘연
결성’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온 실태에 대해 취재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한스미디어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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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위피’에서의 기사 쓰기가 어떻게 다르고 유사한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5년에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 금요일에는 연구자의 글쓰기 수업이 없어 관심만 
갖고 있다가, 2016년 4월 1학기 신입생 모집이 끝나고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이 시
작되었을 때 동아리 활동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15년 두 학기에 걸쳐 
연구자의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던 다수의 학생들이 위피의 3학년 부원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당시 지도교사였던 배수정 교사와 친분이 있었기에, 현장에는 큰 
어려움 없이 전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처음부터 연구의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마침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2명
의 부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었고, 단어 하나를 놓고도 누구의 시각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다. 무엇보다 기사의 표현 방식을 두고 글쓰기 교사인 
연구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디지털 용어들이 등장했고, 동아리 활동의 외부인으로서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긴장과 진지함이 흐르고 있었다. 연구자의 글쓰기 
수업과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히 예측했던 것과 달리, 연구자가 수업에 봐 왔던 학
생들은 교실에서의 ‘학습자’와 다른, 동아리의 작업 공간의 ‘부원’의 모습으로 활동
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 쓰기를 위해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문식성은 교실에서의 그것과는 미묘한 간극이 있었다. 그 간극에 대한 질문으로
부터 예비조사가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동아리 회의에 참석하여 관찰하고, 개인 면
담을 진행하며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40). 예비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는 첫째, 도담
고등학교의 동아리 역사와 일상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최근의 연구에 대한 읽기를 병행하며 연구문제를 도출
하였다. 둘째, 현실적·윤리적인 문제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접근이 어려운 정보에 
대해 판단하며 연구에서 수집할 자료와 수집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참
여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느
껴질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구 현장

40) 예비조사 기간 동안 당시 위피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3학년 부원들을 중심으로 면담 
5회, 동아리 회의 관찰 14회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면담과 회의는 위피 부원들
의 구두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나 행위는 녹음이나 녹화 없이 
현장에서 수기로 기록하였다. 또 동아리 부원들의 동의하에 동아리 설립 초기부터 온라
인 파일 공유 서비스인 드롭박스에 축적해 온 회의록 전체를 받아서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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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대해 심의·승인을 받았다.  

2) 연구 참여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고 본조사는 2017년 2
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 위피의 상황은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던 2016년
과 비교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동아리 구성 인원이 대폭 줄었다. 위피
를 창단한 초기 부원 3학년 10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1, 2학년 12명 중 6명
이 동아리에서 탈퇴할 예정이었다.41) 2017년 3월에 신입생으로 1학년 4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이 들어와서, 전체 부원은 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5명이 되
었다. 그런데 3학년들은 1학기만 참여하였고 사실상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
문에 연구의 주 참여자는 1학년 3명42)과 2학년 3명이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기
술에서는 고3 학생들과의 면담도 일부 포함했지만, ‘연구문제 2’에서는 1학년과 2
학년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연구는 2017년 2월에 시작되어 당시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졸업 예정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하였는데, 그중에서 동아리 부장을 맡았던 
1명의 학생과의 면담도 논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는 위피의 1학년과 2학년 연구 참여자 정보이다. 실제 동아리 활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2017년 당시의 학년, 입학 전 학교교육, 디지
털 도구 활용, 교내 자치 활동 참여, 진로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였다. 입학 전 학
교교육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문식활동에 대한 경험, 그에 따른 신념과 가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도담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80명은 도담중학교 졸업생이 대략 
50명 내외이고 나머지는 30명 내외가 외부에서 지원한 학생이다. 이에 도담고등학
교 1학년에서의 수업과 자치 활동, 일상적 대화에서의 문화는 일정 부분 도담중학
교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학교 외부에서 상이한 경험한 가진 학생들이 함께 유입
되면서 혼종성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문화로 구성되게 된다.43) 또 1학년 부원은 

41) 동아리 탈퇴의 배경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2016년도에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의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위피에서의 ‘기사 쓰기’의 맥락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42) 1학년은 총 4명이었지만, 1명은 주로 정보전달이나 일상적 소회를 담은 기사를 썼기
에, 주 참여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43) 물론 중학교에서의 교육 경험과 무관하게 가정환경이나 선천적 기질 등에 따른 개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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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학교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삶의 궤적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과거, 현
재, 미래의 시간을 이어가게 된다. 따라서 위피의 부원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의 다
양한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위피의 부원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또 교내 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나 진로 분야 또한 기사 쓰기의 방식에서 부원들 
간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은 다양한 공동체에 다양한 참여 
형식으로 동시에 참여하면서 개인은 다양한 멤버십을 갖게 된다. 가령 1학년 수빈
이는 도담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실에서 학습자로, 가정에서 딸로, 페미니즘 소모임
에서 여성으로, 웹저널 동아리에서 부원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이전부터 참여해 온 것들이고, 일부는 최근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참여 형
식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항상 긴장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개인
은 여러 실천공동체들의 경계를 가로질러 하나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게 되는 것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년회나 학생회에 참여하고 있었고, 소모임이나 프
로젝트팀과 같은 관심사에 기반한 모임에도 참여하는 등 대부분 2개 이상의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디지털 도구의 활용 능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식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밝혀져 왔다. 디지털 격차, 즉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서
의 격차의 원인은 매체 자체에 대한 개인의 태도의 영향을 받고, 디지털 매체 및 
환경에의 친숙도와 경험 정도에 따라 텍스트 생산에서 복합 양식 활용 방식이 다
르게 나타난다(편지윤·강지은·이혜인, 2015).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별로 주로 활동
하는 공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하는 것에 친숙하고, 
많은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7명의 주 연구 참여자 간에 편차가 적지 않았다. 찬우의 경우 스스로 “3차 산업 
혁명에도 적응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간단한 컴퓨터 작업도 어려워했고, 정후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 습득은 많이 하지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텍스트 생산 
작업을 즐기지는 않았다.44)

가 적지 않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문식 활동 경험의 차이는 위피에서의 
기사 쓰기를 수행하는 방식을 매개하는 요소로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가 부원들 사이
에서 기사 쓰기의 의미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관여한다. 

44) 개별 부원의 자서전적 경험, 가정적 배경,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은 여기서 열거
하지 않는다. Ⅳ장, Ⅴ장에서 문식성 실천의 맥락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
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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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신정후 이다은 정윤지

남 여 여

고등학교 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입학 전 

학교 교육 

대안교육특성화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

일반 중학교 3학년 

휴학, 영국 유학 

교내 자치 활동 총학생회 (위원)

페미니즘 소모임

도담성교육자치치구

도담 수업위원회

학년회 

도담 수업위원회

진로 관심 철학 글 쓰는 분야 경제, NGO

디지털 매체 및 

환경 친숙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정보 습득을 

주로 함. 파워포인트 

정도 활용할 수 있음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자주 

이용. 소셜미디어는 

거의 하지 않음. 

파워포인트에 능숙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 

습득을 주로 함. 

간단한 동영상 편집 

디지털 도구에 능숙

<표 Ⅲ-2> 주 연구 참여자 정보 (2학년 부원)

  

정보 항목 김찬우 박수빈 서규민

성별 남 여 남

고등학교 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입학 전 

학교 교육 

공립 중학교

졸업

대안교육특성화

중학교 졸업

인문계 고교 

1학년 중퇴

교내 자치 활동 예술준비위원회

페미니즘 소모임

수업위원회

세월호주간위원회

교육 프로젝트

학년회

예술준비위원회

진로 관심 미정 미디어 분야 교육, 언론

디지털 매체 및 

환경 친숙도

문서 작성 도구를 

포함하여 디지털 도구 

전반에 미숙.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친숙. 

간단한 동영상 편집  

디지털 도구에 능숙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친숙.  

동영상 편집 등 

디지털 도구에 능숙

<표 Ⅲ-3> 주 연구 참여자 정보 (1학년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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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의 역할과 위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자료 생성의 일차적 도구로서 연구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Merriam, 1988).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신뢰도가 있
어야 하고, 연구자의 성, 연령 및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힘의 불균형이 자료의 수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위피의 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외부인이 관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 도담학교는 사토 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수
업연구회가 잘 정착되어 있어, 매달 1회씩 수업 공개를 통해 수업을 관찰하고 성
찰하는 수업연구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 년에 한 번씩은 학부모와 외부 학교의 
교사들에게도 수업을 공개하고 있어 자신들의 활동을 친숙하지 않은 교사나 외부
인에게 노출하는 것은 일상적이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현장에서의 위치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예비조사 때는 완전한 관찰자로 
현장에 들어갔지만,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조사에 들어가서는 참여자로서의 관찰
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45) 도담고등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고 
다은이와 윤지는 그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이자 교사로
서의 위치를 동시에 인식하였다. 담당교사인 배수정 교사는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구자를 소개하였다.  

배수정 교사: 우리 권 연구자 선생님은 선생님이 소개를 하자면 사실 동아리에 막강하
게 두 명의 교사가 들어온 동아리는 우리 학교에 없어요. 전국에도 없을 거야. 권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학교의 기간제 선생님으로 계시
다가, 신분은 강사 선생님이지만 우리 학교에 오래 계셨고, 서울대 박사과정, 수
업에 항상 도움을 받는 지도교수 수준으로 도움을 받는 특히 위피에 연구도 있지
만, 너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선생님이 생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해. 

  배수정 교사의 소개는 연구자를 학교를 잘 아는 외부인이자 연구자의 위치를 오히

45) ‘완전한 관찰자’는 관찰자로서 연구 참여자들과 거리를 두고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고, 
참여자로서 관찰자는 연구자로서 인식되기는 하지만 연구 현장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한다. 참여관찰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구자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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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부각시켜 주었다. 연구자도 의식적으로 “도담학교 선생님들은 ….”과 같이 지칭어
를 씀으로써, 연구자가 도담학교의 교사가 아닌 외부인으로 생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오가기도 하고, 학교 ‘교사
회’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학기에는 도움을 요청받거나, 동아리 활동에서 겉도는 듯한 1학년 부원들을 격려
하거나,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참여하였다. 3학년
들이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 2학기에는 연구자의 참여자로서의 개입이 조금 더 많아졌
다. 이슈에 대한 토의에서 자연스럽게 학교 밖의 사회에서 보는 시각과 같은 다른 관
점을 제시하는 참여자 중 1인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입의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유의하며 필요하다면 그대로 노출하였다. 또 관찰자 효과, 즉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지 살펴보며 이런 효과가 생기지 않게 유의하였다.46) 

46)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마치고 나서 연구자의 연구 행위를 돌아보는 해석학적 순
환의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성, 연구자
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상황, ‘낯설게 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 자
료 수집 도구의 적절성 등 연구자 자체가 연구의 도구임을 의식하며 노력하였다. 아래
는 해석학적 순환을 기록한 예이다.

 

1. 다은이와 처음으로 긴 면담을 하고 나서 참여관찰에서 볼 수 있었던 다은이의 행동
이나 말은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참여관찰에서 다은이가 했
던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동아리라는 맥락에서 선배들이 동아리 운영의 주체
가 되는 상황에서 다은이가 후배이자, 타중학교 출신이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한 반응이었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2. 관찰자로서의 위치가 어느 순간 무너졌다.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나 스스로 ‘교
사’로서 나도 모르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동아리 활동에 개입하려 
든다. 또 하나는 ‘연구자’로서 내 현장이 내 연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
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개입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이루어졌을 때 나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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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의 기간과 범위

  이 연구의 예비조사는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조사는 
1년 단위로 집행부가 구성되기에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대안학교의 교내 동아리와 디지털 웹환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 중요하므로 참여자의 활동 및 생활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
된다. 수집의 목적에 따른 수집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적 수행 과정 및 정체성 인식: 심층면담(전사본), 참여관찰 현장 노트, 
참여자의 연간 활동 정리본47)

나. 집단적 활동 체계 및 텍스트 산출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전체 회의록(전사
본), 팀 토의(전사본) 참여관찰 현장 노트, 온라인 메시징 단체 대화

다. 생산된 텍스트의 문식성 특성: 글쓰기 계획안, 참고 자료(읽기 자료), 과정
본, 웹상의 최종 출판물

  연구자의 참여관찰은 주로 공식적인 동아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된
다. 그러나 학생들이 동아리 시간 외에도 팀별로 만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 있기에, 사전에 참여관찰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시 
현장 노트를 작성하지만, 텍스트 산출 과정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다
면 모니터 화면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였고, 참여자 간 대화에 대한 오디오 
녹음을 수행하여 전사하였다. 또한 현재 동아리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동아리원들끼리 피드백이나 운영에 대한 논의 사항을 볼 수 있었다.48) 
  자료의 수집은 참여관찰(동아리 회의 2시간씩 23회 및 부원 간 온라인 메시

47) 도담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년 말 담임교사에게 <활동 정리>라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
다. 여기에는 자치를 포함한 자율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학년 공통 활동, 교과 
관련 심화 활동, 자기 계발 및 진로 탐색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개인이 수행한 모든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한 성찰이 담기게 된다. 이 문서를 통해 연구 참여자
들의 동아리 활동과 다른 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48) 연구자는 사전에 허락을 구했고, 부장을 통해 단체톡방에 초대되었다. 단체톡방에서는 
간혹 일정에 대한 확인은 하였지만 완전한 관찰자로서만 참여하였다. 카톡 단체톡방은 
주로 공지용으로 활용되었기에 대화 시간을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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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대화), 심층면담(참여자별로 2∼5회), 웹저널 산출물과 과정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기록(학교 제출용), 2015~2016년 활동 회의록, 현지자료(학
교 교육과정, 수업연구회 기록, 학생회 페이스북 게시물, 대자보 등 공개된 자
료)를 포함한다.
  

대상 기간 참여자
녹음 

시간
관찰 내용

기획

회의

2017년

2~3월

(6회)

2학년

3명

16시간 

6분

Ÿ 활동 평가, 동아리 정체성 재정립

Ÿ 동아리 시간 운영 방안 및 운영 역할 

분담

Ÿ 홈페이지 구성 및 페이스북 활용 방안

Ÿ 신입 회원 모집 방안

1학기 

정규

회의

2017년

3~7월 

(8회)

1~3

학년

12명

10시간 

22분

Ÿ 텍스트 산출을 위한 의미 협상 - 주제 

선정 이유, 주제의 조정, 시사적 이슈 

공유, 텍스트 산출 및 수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소 방안, 디지털 텍스트 유

형 선택

Ÿ 동아리 부원 협력 도모 - 동아리 가입 

동기, 주요 시사적 관심사, 동아리 활동 

및 운영의 어려움, 동아리 정체성 공유, 

기술적 지원 

방학

특집 회의

2017년 

8월

(2회)

2학년

3명

2시간 

21분

Ÿ 새로운 텍스트 유형, 페이스북 활용방안

에 논의 – 주제 선정, 주제에 따른 다양

한 형식, 새로운 장르 실현 방안 

2학기 

정규

회의

2017년 

9~12월

(10회)

1~2

학년

7명

14시간 

50분
1학기 동아리 시간과 동일

평가 회의

2018년

1월

(1회)

1학년

3명

1시간 

10분

Ÿ 활동 평가, 동아리 정체성 재정립

Ÿ 동아리 시간 운영 방안 및 운영 역할 

분담

<표 Ⅲ-4>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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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문의 예시

동아리 활동 

참여 질문

1. 동아리 가입 이유는?
2.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진학 후 글쓰기, 매체 활용 경험은 
어떠한가?
3. 학교 수업 시간이나 집에서도 글을 썼을 텐데, 동아리 활
동과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가? 서로 어떤 관련이 
되는 면이 있나?
4.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글쓰기나 생활에 어떤 변
화가 있었나?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
5.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이 가장 의미 있었나?

쓰기 상황 

중심 질문

1. 만들 게 된 동기나 배경은? 
2. 글을 쓰기까지 무엇을 많이 생각했나? 어떤 기사를 써야
겠다고 생각을 했나?
3. 학교의 분위기나, 문화나 또는 개인적인 상황이 이것을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
4. 이것을 써 나갔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해 준다면?
5. 글을 쓰면서, 또 쓰고 난 뒤 어떤 반응을 기대했나?
6. 동아리 동료 **와 함께 작업을 했다. 어떠하였나?

텍스트 구성 

중심 질문

1.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2. 텍스트를 구성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고려했나? 
- 내용 구성의 측면: 자료 확보 
- 형식 구성의 측면: 조직, 자원
3.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4. (디자인 요소를 하나씩 지목하며) 이 이미지는 (이 사진
은, 이러한 색깔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나?
5.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나? 이전의 경험이나 동
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나?

<표 Ⅲ-5> 면담 질문의 예시

2) 자료 분석

  ‘연구문제 1’은 실천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사 쓰기의 중
요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또 기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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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으로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참여관찰
을 통해 수집한 연구 참여자들 간의 대화와 면담이 분석 자료가 된다. 
  ‘연구문제 2’는 개별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의 각 단계를 문식 사건으로, 전
체를 하나의 문식성 실천이라고 보고, 각 과정에서 어떤 담화적, 사회적 실천
이 이루어졌고, 관여하는 문식성 자원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생산된 개별 기사 텍스트 중에서 주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면서 비
판적 문식성의 성격을 가진 기사를 사례로 선정한 뒤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
저 기사의 선정을 위해서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퍼셀-게이츠와 동료들
(Purcell-Gates, Perry, & Briseño, 2011)의 ‘문식성 실천의 모델’에 문식 사건과 실
천을 매개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론 기반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식성 실천의 모델’은 
어떻게 실천이 사건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지의 이론적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다.49)

[그림 Ⅲ-1] 문식성 실천의 모델

49) 이 모델은 신문식성 학파의 이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문화 간의 문식성 실천을 비교하
는 ‘문식성의 문화적 실천 연구(CPLS)’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나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26개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문식 사건을 
관찰함으로써 문식성 실천을 추론할 수 있는 코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 코딩의 첫 
단계는 사회적 활동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다. 참여자가 관여된 문식 사건에 의해서 중
재되는 사회적 활동을 포착하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 영역에는 시민적 규칙의 준수, 예
술 영역, 놀이 영역, 형식적 학업 영역, 등을 포함한다. 의사소통 기능과 사회적 목적은 
구분된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면 의사소통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사회적 목적
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의 층위는 보다 넓은 사
회적 활동의 맥락 안에서의 문식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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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사 쓰기에서 사회적 영역, 기사 쓰기의 목적, 기사의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여 
참여자의 문식성 실천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기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
한 연구 참여자들 간의 대화와 텍스트를 산출한 후에 진행된 산출과정에 대한 
면담이 분석 자료가 된다. 그리고 텍스트 산출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
의 정체성, 가치와 신념, 언어와 담화 등 문식성 자원과 관련된 특성과 관련
된 이전의 면담과 참여관찰 자료, 학교 활동에 대한 기록 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자료를 부호화하는 코딩 작업은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인식과 행
위를 의미화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이루어졌다. 반복적 읽기를 통해 연
구 참여자의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을 찾아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와 공유하는 의
미를 비교하고, 대화를 통해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협상의 결
과 어떤 의미가 구성되고 있는지를 유의하며 읽었다. 
  자료를 코딩할 때는 문식 사건과 문식성 실천 각각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문식 사건 분석은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흐름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무슨 도구를 활용하여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
한 작업이다. 문식성 실천 분석은 제도, 힘의 관계와 문식성 자원으로서 동기, 믿
음, 신념, 가치, 정서, 태도, 사고의 방식 등 추상적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쉽게 포
착되지 않는다. 기획의 과정과 개별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는 문식 사건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식별한 뒤에 문식성 실천에 관
여하는 요소를 드러내 주는 문화적 의미 체계를 포착하기 위해 에믹한 관점에
서 주제 분류가 이루어지는 살다냐(Saldaña, 2009)의 분류 체계에 따라 자료
를 요약해 나갔다. 
  살다냐의 분류 체계에서는 소분류 단계에서는 생생코딩(in vivo coding), 
즉 연구 참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으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코딩한다. 이를 연구 현장의 언어가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하여 현장코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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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한다. 주요한 주제를 요약하는 중분류에서는 서술코딩(descriptive 
code)을 사용하였다. 서술코딩에서는 에믹한 코드가 전체를 요약할 수 없을 
때 에틱한 코드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러할 때도 에믹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
해 가능한 생생코드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다.50) 마지막 대분류에
서는 연구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논문의 독자와 소통할 수 있
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코딩의 각 단계에서는 범주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일종의 담화로서 
해석해야 한다. 문화기술지에서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
에서의 의미 체계를 고려하여 범주명을 붙이려고 노력한다. 이 연구에서도 문
화 연구에서의 연구자에게 기본적인 지침으로 여겨지는 사항인 ‘반복되는 어
휘, 표현, 담론, 행동, 패턴’을 찾고,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과 불일치 찾기’, 
‘사건이나 패턴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해서 해석하기’(이용숙 외, 2012) 등
에 유념하며 자료를 읽어 나갔다. 
  그런데 문식성 실천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와 신념, 또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포착해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담화의 의미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페어클로(Fairclough, 2003/2012)의 비판적 담론 분석
의 ‘도구’를 활용하였다.51)텍스트에 내제된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

50) 자료를 개방적으로 귀납화한다는 점에서 소위 지속적 비교를 통한 귀납적 방법으로 알
려진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76)의 개방적 코딩과 비교될 수 있
다. 그런데 개방적 코딩은 연구자가 자료를 읽을 때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기
호화된 자료를 동일한 자료가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단어나 구 단위로 해체하여 코딩
을 하게 된다. 이론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코드를 붙일 때도 에믹한 관점이 아닌 에틱한 
관점에서 추상화되게 된다. 반면 살다냐의 생생코딩과 서술코딩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말 그 자체가 코드가 된다. 연구자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범주화 과정에서 기표 
그 자체가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말을 남겨두
게 된다. 물론 연구 참여자의 말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언어가 없을 때는 에틱한 관
점의 언어로 대체하게 된다. 그리고 코드로서 만들어지는 언어적 단위는 단어에서부터 
문장까지 다양할 수 있다. 단어를 선택할 때는 그 단어가 연구 현장의 문화적 의미를 
응축하고 있는 경우이고, 문장의 경우 그 자체가 두 가지 사물, 사태, 현상 간의 관계, 
즉 문화적 질서를 연구 참여자가 해석한 경우이다. 

51) 페어클로의 담화 분석 방법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텍스트에 표면적으로 드
러난 의미와 언어적 특성이 그러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담화적 차원과 맺는 관계를 잘 
포착할 수 있게 해 주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말의 실천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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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식성 실천의 과정에서 텍스트적 차원의 의미가 어떻게 

담화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의미와 연결되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
다.52) 텍스트적인 차원에서 기호의 관념적 의미와 담화적 차원에서 의사소통

적 기능, 정체성,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 코딩하였다. 즉 자료를 읽으면서 
기호의 ‘의미’로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와 ‘그것에 어떠하다고 말하

는가’를, 담화적 차원에서 의사소통적 기능으로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인가’, 정체성에 대한 의미로서 ‘그것은 어떠한 위치/개인적 특성/공유 경

험에 대해 말하는가’,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떤 지식과 텍스트로
부터 말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중분류와 대분류의 범주명이 붙여진

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표 Ⅲ-6>에 정리하였다. 

을 주기 때문이다. 페어클로의 담화 분석 방법은 비판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PDA(positive discourse analysis)라는 이름으로 지배 이데
올로기에 대한 대항적인 담론 또는 소수자의 사회적 실천에 관여하는 이념과 주체성
(agency)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어 왔다(Barlett, 2012; Martin, 2004; Rogers & 
Wetzel, 2013). 

52) 페어클로(1995)의 의사소통 사례로서 담화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적 실천, 담화적 실천
(discourse practice),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의 세 가지 차원의 관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과 응집성
과 어순, 텍스트 조직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담화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
의 생산, 유통, 수용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발화의 힘, 상호텍
스트 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이것은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개별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소비될 때 그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특정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다
양한 장르와 담론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회문화적 실
천’에 대한 분석은 담화적 사건이 사회 제도나 환경 등과 어떻게 교류하여 담화 외적 
실천의 속성을 형성하고 담론적 구성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페어클로는 이후에 이론을 더 구체화, 정교화하여 담화분석의 세 층위를 텍스트의 내
적 관계 분석과 외적 관계 분석, 그 둘을 매개하는 담화 수준으로 분석으로 재구조화하
였다.(Fairclough, 2003/2012: 92) 텍스트의 외적 관계 분석은 사회적 사건과 사회적 
실천 및 사회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내적 관계 분석도 이전의 ‘텍스트’에 대
한 분석과 크게 다른지 않으나 ‘의미’ 요소가 다소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매개
하는 담화 수준의 분석에는 장르와 관련 담화들, 문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전의 
‘담화적 실천’보다 분석의 대상이 보다 명료해졌다. 



- 68 -

    (1) 기획의 과정   ⇨  (3) 기사 쓰기의 과정53)
(2) 전형적 기사 

사례의 선정54)

 [문식 사건 분석]

Ÿ 참여자

Ÿ 활동

Ÿ 인공물/도구

Ÿ 환경

⇨

[문식성 실천 분석]

Ÿ 제도, 힘의 관계

Ÿ 동기, 믿음, 신념

Ÿ 가치, 정서/태도

Ÿ 사고방식, 지식

Ÿ 사회적 활동 

영역

Ÿ 사회적 목적

Ÿ 의사소통 기능

⇩
연구 참여자별  

전형적 기사 선정

⇦

⇳

⇦
[텍스트 분석]

Ÿ 의미

Ÿ 기호

 [담화 분석] 

Ÿ 상호텍스트성

Ÿ 의사소통기능

Ÿ 정체성

(1) 

참여관찰 자료

면담 자료 ⇨

(3)

면담 자료

개인 활동 기록

참여관찰 자료

기사 텍스트 

⇦

(2)

기사 텍스트

쓰기 후 면담 자료

<표 Ⅲ-6> 자료 분석의 절차 

   
4. 연구의 타당성 높이기

  연구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타당성 기법 네 가지를 활용하였다. 
   

53) ‘연구문제 2’는 기사 쓰기에 관여하는 참여자, 활동, 환경, 도구와 필자 개인의 믿음, 
가치, 신념, 정체성을 모두 문식성 맥락이자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설정되었다. 이 모
든 것을 각각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분석 후 자료에서 이 가운데 특정한 요소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여 해석하게 된다.  

54) 사회적 목적과 의사소통 기능 분석을 통해 ‘비판적 문식성’의 성격을 가지는 기사만을 
선정하였고, 그 안에서 독자와 소통하려는 사회적 목적과 세계를 읽어내는 의사소통 기
능을 분석하여 실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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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타당도 작업

연구의 심층적 접근 연구 현장에서의 포화점 접근 시도

심층면담 현장 지향적 면담 가이드를 통한 심층면담

자료의 삼각화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상호 

점검함 

참여자 검토
연구의 주 참여자가 연구 결과의 기술, 설명, 해석

을 검토하게 함.

<표 Ⅲ-7> 연구의 타당성 확보

 

  
  첫째, 장기간의 현장조사는 참여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에믹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IRB 승인 연
구 기간은 2017년도 1년 동안이었지만, 참여자의 동의하에 2016년 4월부터 
2018년도 4월까지 비공식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현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 
2015년도부터 누적해 온 동아리 회의록 및 산출 텍스트를 검토하는 등 3년간
의 활동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가 포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참여관찰을 통해 현장에서의 활동이 수행 과정에 따라 면담 일정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관찰하고 발견한 내용에 대해 면담에서 확인하고 그로부터 
심층적인 이해로 나갈 수 있도록 면담을 지행하였다. 면담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의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상황을 구성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셋째, 참여관찰, 현장 면담, 심층 면담, 산출물, 현지 자료 등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 스스로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넷째, 연구의 주 참여자 중 가장 기사를 많이 썼고 동아리 활동 전반에 적
극적으로 참여했던 2학년 1인(다은), 1학년 3인(수빈, 규민, 찬우)의 검토를 받
았다. 네 연구 참여자 모두 기술한 내용의 사실성을 확인해 주었고, 분석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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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사 쓰기를 위한 활동의 기획

  학교에서의 수업은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과 교사가 학기 초에 작성한 평가
계획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교수자이자 평가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존재한다. 
그 안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조율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동아리는 사정이 다르다. 도담고등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은 매주 금요일 2시간의 동아리 시간이 부여되어 있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것도 제도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인 문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
에 동아리 활동에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지향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협상하며 활동을 이끌어 간다. 지도
교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획에 대한 권한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실
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획은 활발한 의미의 협상을 불러일으키고, 기획 그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 된다. 이것은 도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치기구, 
동아리, 다양한 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담고등학교에서는 ‘기획 능
력’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
으로 보아, 실행과 대등한, 그 실행이 자신에 삶에 의미 있게 이루어지게 하
기 위해 실행에 앞서 경험해야 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본다.55) 
  이에 도담고등학교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인 2월은 다양한 모임의 ‘기획’
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매우 분주하다. 새 학년을 앞두고 학기 중에 바빠서 소
홀했던 각종 학습 소모임, 부원을 새로 맞이하기 위한 동아리 모임, 선거를 
끝내고 막 당선된 학생회 임원들의 정책에 대한 회의 등 학생들은 학교 안에

55) 도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학년별로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고, 각 학년의 모든 교
과 및 비교과 활동은 그 교육목표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1학년의 학년 목표는 ‘타인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더
불어 사는 능력을 기른다.’이고, 2학년의 학년 목표는 ‘대안적 삶에 대해 모색하고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기획 및 실행 능력을 기른다.’, 3학년의 학년 
목표는 ‘공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새로운 배움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이다. 
각 학년의 목표는 직전 학년에서 목표로 한 역량을 더 심화, 확장해 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설정되었다. 학년의 목표를 구체화한 하위 목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단  
협의가 된 이후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공유되고, 각 학년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 간의 협의에서 중요한 지침서가 되
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기획할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참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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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 학교 인근의 카페에서 다양한 기획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기
획의 단계에서 구성원들 간에 실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의미의 협상이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구속력이 약한 소모임이나 동아리는 해체되거나 
많은 부원들이 다른 동아리로 옮겨 가기도 한다. 
  다은이와 2학년들이 새 학기 위피 활동에 대한 기획을 할 무렵 위피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교내 언론자치 기구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토함’이 해체되었
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2학년이 될 위피의 부원 중 다은이와 두 명의 부원은 
1학년 때 ‘토함’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은 위피 안에서 꽤 무
겁게 받아들여졌다. ‘소식지에 불과하다.’, ‘편집이나 주제에서 부장이 추구하
는 전문성을 부원들이 따라가지 못했다.’, ‘부장을 맡을 1학년이 없었다.’ 등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다. 정확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토함’의 부장이었던 형민이가 위피의 부원이기도 했기에 위피 부원들 
사이에서는 그 사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다만 ‘토함’이 쓸 
기사와 편집의 방향에서 부장과 부원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또 2학년이 될 여섯 명의 1학년 부원 중 다은이와 정후만 활동을 지속하고 
다른 네 명이 모두 동아리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 배경에는 동아
리 활동에 대한 자신의 지향성과 선배들이 기획해서 운영했던 동아리 안에서 
자신이 실제로 의미 있게 할 수 있었던 활동 사이의 간극이 놓여 있었던 것이
다. 토함의 해체와 동료들의 탈퇴를 마주하며, 다은이와 정후는 이전의 참여 
경험과 객체화되어 있는 참여의 조건에 대해 성찰하고, 위피에서의 ‘기사 쓰
기’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되짚으며, 새로운 실천의 방식을 기획해 나가게 된
다. 활동의 기획은 학습의 역사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웽거는 실천이 하나
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동과 복귀의 생성 구조 속에서 일어
나는 시간성, 역사성을 가짐을 설명하고 있다. 

실천은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의 상호작용 속에
서 생성된다. 이러한 의미의 상호작용에는 항시 새로운 요인들이 잠재
되어 있어서 실천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열려 있는 방식으
로 전개된다. 실천은 또한 끊임없는 재생산의 과정이기도 한다. 그 안에
서 어떤 것들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재평가되며, 또 
어떤 것들은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재생산되면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
꾸어 나간다. 실천이란 소위 섭동과 복귀의 과정이 서로 반복하여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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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성 구조이다(Wenger, 1998/2007: 149)

  실천공동체에서 학습은 정해진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실천의 전개 과정 그 
자체이고, 학습에는 호혜적 관계의 형성, 일에 관한 지식, 공동 자산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실천으로서 학습은 단지 문제해결 과정이 아니라 문화
를 구성하는 과정이 되고, 어떤 산출물을 생성해 내는 창조적 과정이 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실천공동체로서 위피 안에서 실천, 즉 기사 쓰기를 위한 상황을 부
원들이 어떻게 의미의 협상을 통해 기사 쓰기의 공유된 맥락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이는 기사 쓰기 활동의 기획을 통해 학교 내 언론으
로서 어떤 문식성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탐색, 나아가 학습의 과정인 것
이다. 이로써 사회적 실천으로서 기사 쓰기가 단지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는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되고,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의미 있
는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의 기획과 관련된 중심 사건은 2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 다은, 윤지, 
정후가 만나서 이전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며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는 6번의 회의
이다. 그러나 이후 기획된 활동 내용은 3월 말 동아리 활동 소개와 신입생 모집하
기, 3월 말 3학년 부원까지 함께 전체 부원들의 자기 소개하기와 동아리 활동 계
획에 대해 설명하기, 4월 중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규칙 정하기를 진행하면서 공
유되고, 조금씩 조율된다. 이후에도 기사의 주제, 쓰기의 방식, 텍스트 유형 등에 
대해 함께 얘기하며 동아리에서의 실천의 방식에 대한 의미의 협상은 지속되지만, 
그것이 중심 화제가 되어 활발한 조율이 이루어진 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이다. 
이 장의 논의의 중심은 그 기간에서의 사건에 있다. 그 사건들과 의미상 연결되어 
활동 내용에 대한 의미의 협상이 부분적으로 지속되지만, 이것은 Ⅴ장에서 실제 기
사를 쓰는 상황에서의 맥락으로서 기술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한다. 1) 웹저널 동아리에서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1) 사회적 실천으로서 기사 쓰기의 중요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2) 
인식된 중요한 상황은 무엇이며, (3) 인식된 상황을 의미 있는 실천의 맥락으로 어
떻게 구성하고,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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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쓰기 상황의 점검

1) 이전의 참여 경험에 대한 성찰
  
  2학년을 한 달 앞두고 다은이와 정후가 만났을 때 둘은 모두 새롭게 자신
들이 동아리를 꾸려가게 되었다는 것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함께 했던 친
구들이 네 명이나 동아리 탈퇴를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참여의 경
험 안에서 아쉬움과 어려움을 남긴 것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논의된 많은 것
들은 작년 활동의 과정에서 이미 친구들과 여러 번 생각을 나누었던 것이고, 
새 학기에 대한 기획을 하면서 보다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들이다.

(1) 관심과 지식의 차이

  언론으로서 기사는 언론 실천공동체의 신참자들이 새롭게 습득하거나 학습
해야 하는 2차 담화(secondary Discourse)이다. 지(Gee, 2011)의 표현을 빌
자면, 언론인다운 생각-믿음-가치를 갖고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사회적 실천
에 결부되어 있는 새로운 문식성을 요구한다. 즉 언론 실천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실천을 통해 언론인다운 ‘태도’와 언론다운 텍스트로 승인될 수 있는 텍
스트를 산출하는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문식성을 학습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언론인다움과 언론다운 텍스트의 의미는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미의 협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그 협상 안에서 그 경계
가 뚜렷이 지워질 수도 있고 보다 열려 있을 수 있다. 
  위피는 2014년에 처음 동아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언론인 되기’를 지향하
였다. ‘위피’는 도담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인 배수정 교사가 수업 중에 기성 언
론을 비판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대안 언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서 시작된 동아리이다. 배수정 교사가 위피의 <1주년 기념호 칼럼>에 기술했
듯이 위피는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에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56) 

56) 이 연구에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본조사는 2017년 2월 1일
부터 시작되어 1년간 이루어졌다. 이에 2016년도 예비조사 9개월 동안 연구자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은 연구 참여자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1절에 제시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의 근거가 되는 장
면과 대화를 생생하게 제시하지 못해 공감적 타당성을 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
만 배수정 교사의 칼럼과 같이 페이스북상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위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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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기념호 칼럼>
위피 – 세상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지도교사 배수정

SNS 시대, 언론은 죽었는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 과연 
저널리스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 과연 진정한 저널리스트들
이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위피. 

(하략)

  ‘저널리스트’는 언론인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그 앞에 ‘진정한’이란 수식어
가 붙음으로써 언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책임의식, 소명의식, 윤리의식 등
을 갖추지 못한 언론인에 대한 대안적 또는 대항적 언론인을 의미하게 된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오보와 선정적 보도, 정치 편향적 보도 
등의 문제로 기성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고조되었고, 기자와 쓰레
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기성 
언론의 전문 기자의 권위가 무너졌기에, 배수정 교사는 학생들이 “진정한 저
널리스트” 되는 권한을 스스로 취하고 그것을 실천해 봄으로써, 언론 기사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수용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위피의 첫 부장이었던 형주와 그 뒤를 이어 2016년에 부장이 되었던 성재
는 배수정 교사의 문제의식을 적극 수용하였고, 둘 다 ‘기자’의 꿈을 갖고 있
었기에 위피는 언론 동아리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향하였다. 다은이와 정
후가 2016년에 위피의 신입부원으로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선배들 사이에서
는 위피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의 언론 동아리, 곧 ‘청소년 웹저널 
동아리’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2014년과 2015년의 2년
의 활동을 통해 위피에서는 ‘웹저널’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텍스트 장르가 정착되어 있었다. 
  1학년으로서 다은이와 친구들은 언론 실천공동체의 신참자로서 선배들을 따
라서 ‘기자 되기’로서의 사회적 실천에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동아리 회의 시
간에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성재가 

사는 최대한 원문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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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들에게 언론의 정파적 보도와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책을 함께 읽기를 제안해서 같이 발제하며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
졌다. 성재는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기자로서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가’에 
앞서 ‘어떤 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하게 해 주기 때문이라
고 했다. 또 이미 기성언론의 위상을 갖고 있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를 방문
하였다. ‘뉴스타파’는 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중시하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대
한 대안적 저널리즘으로 여겨지는 탐사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비영리 독립 언론
이다. 『저널리즘의 미래』 읽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자’가 필요한지, 
가치 있는 기사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겨울방학 때는 
‘열일곱 인생학교’라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방문해 소위 ‘취재’라는 것도 경험
하며57) 언론 실천공동체의 주변적 참여자로서 저널리즘 책 읽기, 견학, 취재
에 참여하였다. 
  이 모든 활동은 언론인들의 언어와 관찰 가능한 행위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1학년 후배들 중 누구도 기자나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위피에 들어온 경우는 없었다. 선배들이 다양한 경로로 듣게 된 정파적 
이슈의 쟁점,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주고받을 때 후배들은 듣고만 있
어야 했다. <저널리즘의 미래>는 선배들에게는 새로운 게 많지 않은 상식적인 
책이었지만, 언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된 후배들에게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책이었다. 선배들이 저자의 관점에 동참하며 자신의 소
신을 갖고 한국 언론의 문제에 대해 소리 높여 비판하고, 토론할 때 후배들은 
질문조차 하기 버거웠고, 자신이 책을 읽고 요약, 발제할 때도 저자의 발화에
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옮겨서 말하는 것만을 겨우 했음에 아쉬워하였다.58) 
정후는 책은 좋았는데 “저희가 다 같이 얘기한 것 같지 않았어요.”라며 가장 
아쉬웠던 활동으로 기억한다. ‘뉴스타파’를 방문했을 때에도 성재와 정후만이 
질문을 하였을 뿐이었다. 
  선배들을 따라서 참여하게 된 이 모든 과정에 대해 후배들은 “억지로 만든 

57) ‘열일곱 인생학교’의 현장을 방문해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학기 말에 이루어
져서 다른 일정들에 밀리며 기사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58) 어빙 고프만(Goffman, 1981)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언어를 습득
해가는 방식을 입장 개념을 통해 논의하였다. 의 대화 참여에서 화자와 청자의 발화가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의 화자 분류를 빌자
면, 선배들은 발언주체(principal)로서 대화에 참여했지만, 후배들은 책을 요약하며 원 
텍스트의 내용을 모방해서 옮겨온 작가(author)가 되어야 했고, 대리인으로서 말하는 
애니메이터(animator)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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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소외되었던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다은이는 도
담고등학교에서 선후배 간 1년의 경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기자 되기’의 실천에서 보다 많이 알고,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가지는 부원은 당연히 발언권도 더 많이 갖는다. 2016년도에는 
3학년들이 자신들이 회의에서 너무 많은 발언권을 취한 것을 반성하며 스스로 
회의에 빠지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청소년 또래 공간이 될 수 있는 동아리
에서도 경험과 지식의 차이, 주류의 관심을 공유하느냐 아니냐는 참여자 간의 
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다은이와 정후가 선배들이 주도하는 실천
의 주변적 참여자 또는 비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 실천적 지
식이다. 
  ‘기자 되기’의 실천에 부담이 컸던 친구들은 동아리를 탈퇴했지만, 다은이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다은: 많이 배웠어요. 일단 성재 선배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저 스스로 
저는 기자란 직업을 혐오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기자란 남 사생활 
캐는 사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를 구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절대 기자라는 직업을 꿈꾸지 않을 거라 생각했
는데 꿈꾸게 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
는 암만 생각해도 작가는 못 되거든요.

연구자: 기자라는 게 어떤 걸로 생각되어 관심이 많아진 거야?
다은: 아직도 기자가 되겠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언론의 형

태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관심이 없
던 분야였거든요. 

  뭐가 되든지 글을 쓰며 살겠다는 생각을 했던 다은이에게 ‘기자 되기’의 실
천에 참여한 경험은 기자와 작가로서의 쓰기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
고 배수정 교사나 성재가 생각했던 ‘기자’의 모습 속에서 언론으로서 문식성 
실천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
은이는 이것을 “언론의 힘”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은이의 관심은 성재와 같이 기성 언론을 모방하며 대안적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은이는 ‘기자 되기’의 실천 안에서 언론의 다양한 존재 
방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59), 그것에 기반해 새로운 방식의 언론의 ‘형태’
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성의 차이, 관심의 차이가 참여와 소외를 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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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학교뿐 아니라 사회의 이야기 ---> 학교만 할 필요는 없다.

[2015. 3.6.] 어떤 것을 보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학교 안에서의 것을 

보도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가져올 수는 없

지 않은가. 학교에서만 머물지 말고 사회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도담인

들의 생각을 들어 보면.

[2015. 8. 21] 학교 친구들의 관심이 적으니 사회에 대한 내용보다는 학

교 속에서의 내 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사에 대한 것을 나는 계속 쓰고 

싶다. 너무 사회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5. 9. 4.] 위피가 이 주제60)를 다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갔나? 기사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교육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2015년 회의록 모음>에서 발췌

않으면서 “영향력”을 갖는 언론의 형태를 찾게 된 것이다. 
 
(2) 주제의 문제: “시사에는 답이 있잖아요”

  2014년 9월 처음 웹저널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매년 동아리 부원들 사
이에서 논의되고, 때로는 갈등을 낳았던 문제는 위피가 학교 안의 문제를 다
룰 것인가 학교 밖, 즉 사회적 이슈를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 언론 동아리 또는 간단히 학교 신문을 떠올려 보면 당연히 학교 내의 
소식을 전하고, 학교 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형적이고 당연하다. 위피가 
처음 만들어졌던 2014년 2학기 때는 위피도 학교의 문제, 대안학교로서 학교
의 문화를 짚어 보며 학교 안에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했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서 달라졌다. 2015년도 회의록을 보면 그러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59) 실천을 통해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연구 참여자 스스로 
무엇을 알게 되었거나 배우게 되었다고 보고한 인터뷰 자료와 이전의 실천에서의 경험
이 이후의 행위와 이어졌을 때 연구 참여자가 보이는 사고의 방식, 활용하는 지식을 관
찰하여 이루어졌다. 1절에서 기술된 이전 활동에 대한 성찰의 내용은 많은 부분 2절에
서 동아리 활동을 기획할 때, 또 자신의 기사를 쓸 때 활용되는 지식이나 태도와 연관
되어 있다.  

60) 2015년도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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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에는 자료, 친구들의 관심, 생활과의 관련성, 당사자로서 학생의 목소
리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안 기사와 사회에 대한 기사의 요구가 교체되고 있
다. 그러나 2015년 10월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사회는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위피의 부원들이 직접 광화문에 나가 취재를 해서 위피에 올
린 기사가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형주와 성재 등 
언론에 관심이 높은 부원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취하게 되었다.61)   

- 2015. 10. 17. 사진기사 
<국정교과서,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다>

  동아리로서 위피의 정체성은 배수정 교사가 쓴 칼럼의 제목, “세상에 대한 
의문”에서 드러난다. 동아리 정체성에 대한 표어인 ‘세상에 대한 의문을 던지
기’는 단순히 정체성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기사로서 생
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실천공동체의 규범이다. 즉 비판적 시각으로 
사회를 읽어 내고, 그 모순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의 ‘사고’와 ‘행위’를 ‘객체
화’하여 구성원의 공유 자산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은 선배
들과의 대화에서 “위피는 세상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동아리잖아.”라는 발화

61) 사회에 청소년 관련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고등학생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입시와 교육에 대한 것이 많기에 도담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은 그러한 
이슈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정작 도담고등학교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다. 학생들은 도담고등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쓰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피의 정체성에 대한 표어가 공유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부의 부
원들은 학교 내의 문제를 꾸준히 기사로 쓰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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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후배들에게 공유된다.
  그런데 실제 독자가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행위는 많은 어려움과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학교에 매일 등
교하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현장에 직접 취재하기도 어렵고, 현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도 어렵다. 위피의 부원들이 학교 앞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
는 노사 간 갈등과 그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등굣길이 불편해진 문제를 취재
하려고 했지만,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기사화가 미칠 영향을 생각했을 
때 위험하였기에 포기해야 했었다. 
  취재가 어렵다면 이미 텍스트로 생산된 2차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재구성
하여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소재로 기사를 쓰
면, 기성 언론이 생산해 내고 있는 기사와 차별화되는 기사를 생산하기가 쉽
지 않다.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그만큼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딜레마는 “내 생각”을 담은 글을 쓰고 싶었던 1학년 
부원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강아지 공장에 대한 기사를 썼던 부원은 
강아지 공장이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나 주제만 보아도 알 수 있기에 자기가 
따로 무슨 의견을 내야 할지 무척 곤혹스러워했던 것이다.
 

연구자: 그게 위피 안에 갇힌 시스템이 못 하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야?
다은: 사회. 시사. 시사를 바라보는 것 위주로 갔잖아요. 근데 시사에는 

어느 정도 답이 있잖아요. 강아지 공장 잘못됨. 아 뭐라고 해야지? 
딱히 개인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이 그건 정말 일반적으로 잘못됐다
고 느껴지는 것들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일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아쉬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
요.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위피에서 다룬 주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메르스, 일본군 위안부, 4대강
의 수자원, 국정 교과서, 강아지 공장, 청소년 자살과 같이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언론으로서 의제 설정 기능을 
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떠한 관점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을 다
시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주체적
으로 읽어낸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읽어낸 텍스트를 수용하여 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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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은이가 “개인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일이 없다.”고 문제시하는 것은 시사
를 주제로 기사를 썼을 때 동아리 내에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다양한 생
각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다. 위피에서 “구체화”는 
이론이나 사실로만 존재하는 현상이나 실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의미를 
해석하는 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동아리 회의 때 개인 부원이 기사의 주제
에 대해 전체 부원과 공유하면, “구체화”의 행위가 이어진다. 동아리 전체 부
원이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하며 그 주제가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생각하며 독자와의 소통에서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을 찾아가는 것이다.  
  동아리에서 “구체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은 정후도 컸다. 정
후는 기사를 쓰는 것보다 선배들과 학교 안팎의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깊이 
대화하는 경험을 기대하며 동아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후: 그때는 언론, 시사, 사회 이런 키워드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앵
커브리핑 같은. 4, 5월에는 딱딱하게 진행됐다고 다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좋았거든요. 고3 선배들의 입장을 날로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동 자이 사건(학교 앞 공사 문제). 그렇게 주
고받는 경험이 있어서 많이 끼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제 나
름대로 좋아했어요. 

연구자: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지? 
정후: 네.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한 거고. 그래서 고3 선배들 빠진다 했을 

때 너무 아쉬워했어요. 선배랑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콘텐츠 
제작할 때 도와주는 거 말고,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4월과 5월에는 ‘세월호’와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이 도담고등학교의 구성
원 모두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회적 이슈와 학교 매점, 학교 앞 공사 
현장 등 학생들이 관련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일상의 문제가 다루어졌
었다. 그래서 매우 세부적인 정보가 교류되었고, 정보에 기반한 “입장”을 취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주와 3학년들이 6월부터 동아리 회의에 참
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후에는 성재가 동아리 시간을 각 개인이 기사를 
쓰고, 필요하면 선배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고, 교내 언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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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토함’에서 학내 문제를 기사화되는 것을 의식하며 사회의 문제를 다루
는 동아리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다은이는 참여에서 친구들과 자신이 마주했던 어려움으로부터 문제의 성격
과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과의 관계, 더 나아가 그것이 동아리에서 어떠한 
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정후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들과 공공의 이슈에 대해 사실로서의 정보나 누군가의 
관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당사자의 위치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말하고 
듣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성격과 대화 참여자가 되는 방식에 대한 지
식과 태도를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와 관련된 세계를 해석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가 기사 쓰기의 중요한 맥락이 됨을 인식한 것이다.

(3) 형식의 문제: 고정된 유형으로서 장르

  위피에서 ‘기자 되기’의 텍스트적 실천은 위피에서 생산하는 기사의 유형화
된 텍스트 양식으로도 객체화(reification)되어 있었다. 다은이가 위피에 가입
했을 때 이미 위피에는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기사 장르가 있었다. 동아리 내
에서 카드뉴스, 앵커브리핑, 칼럼, 미니멀리즘, 만평 등의 이름을 가진 장르가 
이미 위피 활동을 위한 전형적인 텍스트 유형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유형의 기사는 어떠한 실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기능
과 결부되어 있었다. 
  아래는 2015-2016년에 활용되었던 위피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기사 유형에 
대한 소개 화면이다. 기사의 유형은 ‘청소년 관람가’, ‘문화 소개’, ‘세월호’와 
같이 주제를 따른 것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칼럼, 앵커브리핑과 같은 텍스
트의 성격에 따른 장르적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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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015-2016년 위피 홈페
이지: 기사 유형 소개 화면

  
  장르로서 규정되어 있는 기사 유형은 기성 언론들의 뉴미디어 플랫폼에 기
반한 새로운 기사의 방식으로 2010년 이후에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대중성
을 갖게 된 것들이다.62)형주와 동료들이 ‘웹저널’이라는 정체성을 취하면서 
<파괴자들>을 함께 읽고, 기사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뉴미디어 기사의 방식
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선택한 것들이다. 즉 장르 그 자체가 동아리의 정체
성이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기자 되기’를 실천하는 도구이자 환경이 되는 
것이다. 
  2015년에 형주와 동료들이 이러한 장르를 정체성을 수행하는 양식으로 객
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동아리 정체성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르를 찾기 이전에 자신들의 ‘문식성 자원’에 대해 성찰하며 활동에 
참여하였고, 참여의 경험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텍스트를 탐색한 결과물이
다. 장르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식성 자원에 대해 인지하고, 

62) 카드뉴스의 경우 SBS의 ‘스브스 뉴스’가 대표적이고, 앵커브리핑은 JTBC의 뉴스룸의 
코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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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기념호 칼럼>
위피 – 세상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지도교사 배수정
(상략)

1년 전 국어시간에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스스로 모였던 10여명의 창간 멤
머들의 열정을 잊지 못한다. 그 멤버들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은 아
니었다. 웹개발의 전문성을 갖고 실제 ‘하루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던 
성근이, 윤범이, 영상음악에 관심 갖고 창작까지 하고 있던 효빈이, 제2의 손
석희 앵커를 꿈꾸고 있던 형주, 영상 편집에 전문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준성
이를 비롯해 만화를 잘 그리는 수진이, 인포그래픽, 캘리그래피, 글쓰기 등 다
재다능한 지영이, 뉴욕타임즈의 스노우폴 기법을 능가하는 수준의 글쓰기를 
구사한 지예, 채원. 웹저널을 실험하기에 충분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친구들
이 약속이나 한 듯 다 모였다.

그것을 문식성 실천에 활용하는 방식을 성찰했던 부원들이 먼저 있었던 것이
다. 그래서 뉴미디어나 언론에 관심이 없었고, 연극과 영화,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던 ‘지예’에게는 ‘문화 소개’라는 코너를 맡겨 언론 동아리의 주변적 참여
자이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한 것은 동아리에서 기사 쓰기의 역할을 정해가는 
암묵적 규칙에 따른 것이다. 
  배수정 교사의 <1주년 기념호 칼럼>을 보면, 배수정 교사와 부원들이 서로
의 관심과 ‘재능’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환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배수정 교사는 웹이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과 재능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기사가 웹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텍스
트의 형식이나 기호의 양식에서 선택의 개방성을 부여한다. 웹 공간 자체가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텍스트 유형들이 생겨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독
자로서 그것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사의 유형을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표현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당시 위피의 기사 유형이 참여의 형태로서의 장르임은 각 기사 유형이 기성 
언론의 장르적 특성과는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인포그래픽이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텍스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장르로 승
인되어 있다. 카드뉴스도 ‘기성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보다 ‘텍스트 변환’을 
통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독자에게 제시하는 장르로 규정되어 있다. 칼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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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체성을 호출하여 텍스트에 청소년으로서의 담화적 자아를 구축하
는 텍스트로 칼럼의 일반적인 장르적 의미가 축소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 장
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각 장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에 맞게 장르의 실천적 의미가 협상되었던 것이다. 
  앵커브리핑만은 기성 언론인 JTBC 뉴스룸의 동명의 장르를 거의 그대로 모
방한 것이다. “제2의 손석희 앵커를 꿈꾸고 있던” 형주에게 앵커브리핑 그 자
체가 새롭고, 대안적인 언론 장르로 여겨졌다. 그래서 ‘유추’를 통해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담화의 방식, 즉 앵커브리핑을 
실천하기 위한 문식성을 학습하여 뉴스룸과 비슷한 소통 효과를 내고자 하였
던 것이다. 즉 앵커브리핑은 형주에게 의식 있는 ‘언론인 되기’를 실천하게 하
는 양식이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달리 홈페이지는 그 구조가 일단 
한번 구축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구성원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
의 실천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위피에서 이러한 장르는 ‘참여’의 
형태가 ‘객체화’된 것이지만, 홈페이지는 이러한 장르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
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 홈페이지는 2015년에 형주와 동료들이 만든 것인
데, 2016년도의 부장이었던 성재와 동료들은 페이스북은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서도 홈페이지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홈페이지의 기사 유형은 공유된 
‘업무’이자 전형적인 실천의 방식처럼 부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다. 
  참여와 객체화는 의미의 협상을 통해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객체화
만 있고, 그 의미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 객체화
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상보적 힘을 상실한다(Wenger, 1998/2007107-108).  
  위피의 신입생이었던 다은이와 친구들은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칼럼, 앵커
브리핑 중 하나의 방식으로 기사를 써야 했다. “줄글은 잘 읽지 않아.”라는 
선배의 단호한 말이 반증하듯 홈페이지의 칼럼 섹션은 두 편의 칼럼만이 올라 
와 있었다. 신입생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은 카드뉴스였다. 카드뉴
스는 ‘글’과 ‘사진’이라는 친숙한 기호와 ‘파워포인트’라는 익숙한 ‘도구’를 갖
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미디어 기반 텍스트 양식이다.63) 다은이를 포함해 
1학년들은 대부분 기사를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63)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은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며 변형되고 
확장된 형태로 발전된다는 재매개의 원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Bolter & Grusin, 2000). 
카드뉴스는 재매개의 원리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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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작년에 위피 네가 했던 게 ‘뉴스가 담지 못한 이야기’, 세월호 다
룬 게 있고 뮤지컬, 그 두 가지였지?

다은: 네. 네. 저 되게 아쉬웠어요. 
연구자: 되게 아쉬웠어?
다은: 생각보다 제가 잉여더라구요, 하는 것이. 대다수 친구들이 그랬어

요. 뭔가 쓰고 싶은 기사가 있었고. 기사라기보다 글이 있었고. 표현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들 뭔가 그걸 못한 것 같았어요.

  연구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야?
다은: 음. 글을 쓰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든 내 

생각의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언론의 형식이면 내 생각을 그냥 쓰기에 
조심스러워지잖아요. (1학년 때 함께한 부원들이) 생각의 확립 대신 
뭔가 그냥 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간 느낌이다. 
이건 뭔가 수박 겉핥기 같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구
요. 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은이와 친구들이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는 ‘언
론’이라는 것은 낯선 영역이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내 생각의 글”을 쓰는 
것은 위피의 신입생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글을 쓰는 ‘필자’로서 이미 갖고 있
는 1차적 문식성이다. 다은이는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진 글”을 개인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기사라기보다 글이” 있는 것은 개인의 생활세계에서 
자연스럽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참여
하기 전까지는 글을 써 본 경험, 또는 쓰고 싶은 게 있었지만 쓸 수 없었던 
경험, 그런 경험 속에서 특정한 장르가 아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언론의 형식”을 갖춘 ‘기사’를 쓰
는 것과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위피에서는 카드뉴스 쓰기의 양식화된 
방식이 있었다.64) 지(Gee, 2011)가 말하는 2차 문식성의 학습이 요구되는 것

64) 위피에서 카드뉴스란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세상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데 사용된다. “위피가 원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게 하는” 동아리라는 
정체성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르인 것이다. 즉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에 ‘질문’하는 유형화된 방식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2015
년과 2016년에 작성된 카드뉴스의 제목이 질문의 형식으로 주로 지어졌던 이유이다.   

Ÿ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왜 문제가 되나요?
Ÿ 메르스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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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의 위기와 극복

연극이랑 뮤지컬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 특유

의 분위기랑 북받침이 참 좋거든요. 연극과 뮤지컬은 저한테 한참동안 

머금기만 해도 마냥 달고 행복한 솜사탕 같은 것이었어요. 다만, 언젠가

부터, 그 달고 행복하고 분홍빛 가득한 솜사탕이 지독히 더러운 나무 막

대기에 힘없이 매달린 상해버린 색소를 그저 부풀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한국 공연계의 위기와 극복!

최근 몇 년간 뮤지컬계의 위기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한 회당 7000만

원을 받는 배우가 있으면, 투잡을 뛰어야 겨우 먹고 사는 배우가 있습니

다. 스타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티켓 파워가 센 배우, 거대 

이다. 
  그런데 학습의 어려움보다, 자신이 지향하는 쓰기의 의미와 충돌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낳았다. 친구들은 선배들이 만들어 온 카드뉴스의 양식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는 전형적인 방식의 기사를 
작성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이는 카드뉴스를 변형하여 자신의 목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를 디자인하였다. 간결한 문장으로 기사를 
썼지만, ‘뮤지컬계의 위기’를 다루는 다은이의 기사는 에이포 용지로 3쪽이나 
되었다. 다은이는 이것을 “줄글”로 게시하지 않았다. 파워포인트 문서에 주요 
내용을 간추려 카드뉴스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담았다. 글은 페이스북 상
에서 영상처럼 보이고, 클릭하는 순간 “연극이랑 뮤지컬 좋아하세요? 저는 아
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라는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복합양식으로 디자
인하였다. 단순히 다은이의 목소리가 물리적으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
어 하나하나에도 다은이만의 말투가 묻어 있다. 아래는 다은이가 낭독한 내용
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다. 

Ÿ 4대강의 수자원은 왜 이번 가뭄에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Ÿ 부정의 역사관이 사라져야 한다고요?(국정교과서 논쟁) 
Ÿ 강아지 공장에 대해 아시나요?
Ÿ 청소년 자살 왜 계속되는 걸까요?

  
     2016년까지는 카드뉴스는 위피 내에서 주제 구성의 특정한 방식까지 포함한 장르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다은이가 카드뉴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피피
티라는 친숙한 도구를 이용해서 각 슬라이드에 언어나 그림, 이미지 등을 간결하게 담
아서 산출하는 모든 종류의 기사를 카드뉴스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
고, 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의미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에 
따른 장르성이 아니라, 이용가능한 도구의 측면에서 장르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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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을 가진 배우, 그렇지 않은 배우의 페이 격차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

습니다.

(...)65)

그렇다면 관객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공연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관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더 뮤지

컬이라는 뮤지컬 잡지사에서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시 하

는 곳이 뭐냐’라는 질문에 ‘관객이요’라고 대답한 제작사는 한 곳밖에 없

더라구요. 대체로 팀, 아니면 이익, 팀의 이익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

어요. 하지만 제가 관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객인 ‘우리’가 수동

적인 관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뮤지컬의 

주체, 연극의 주체, 나아가서 공연계의 일부분인 우리는 관객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연극 대사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이만 마칠게요. “이

제 미지의 평야의 한 귀퉁이는 영원히 핫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연극계와 뮤지컬계는 언제나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은, <뮤지컬계의 위기> 중에서 발췌

  그런데 다은이는 이 글의 표현에 대해 “기사들을 끌어와서 재조합한 형식이
라, 온전한 제 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간 중간 비유 같은 표현들도 부
족”해 보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존의 기사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 
자기 글 안에서 그 내용이 상호텍스트성을 갖고 인용될 때 다은이는 그 의미
를 충분히 자기가 수용하고 공감했고 직접 인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의 텍스
트가 그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고 그 언어가 자신의 언어로 들어오지 못하
는 것에 불편해한 것이다. 감정이나 평가적인 해석을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글을 쓸 때 비유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 다은이의 언어적 습관이
고 다은이만의 담화 표현 방식이다. 다은이는 이를 스스로 문제라고 자각하고 
있고, 자신의 비유적 표현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자신의 글에 “뭔지 모
르겠는데 좋다.”라고 보이는 친구들의 반응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렇
지만 상황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생각을 구체

65) 전사 자료나 텍스트 산출물을 제시할 때 발화 내, 또는 단락 내에서 특정 부분을 생략
할 때 (...)로 표시하였다. 단락 전체를, 또 발화 전체를 생략해서 다음 단락이 제시되거
나 다른 사람의 발화가 제시될 때는 ‘(중략), (하략)’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 내용이 생략
되어 있는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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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은 고1 다은이에게 자신의 “날 것의 언어”의 모습이었고, 그 적절함
을 떠나서 다은이만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에 “기사들을 끌어와서 재조합한 형식”에서 다은이의 언어와 참고했
던 자료의 언어는 서로 어울리지 못한 채 기존의 기사 안에 함께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고프만(Goffman, 1981)의 대화 참여에서의 화자 분류를 빌자면, 기사
들에서 끌어온 내용들은 발언주체(principal)는 되지 못한 채, 원 텍스트의 내
용을 모방해서 옮겨온 작가(author)가 되어야 했고, 다은이는 그것을 직접 낭
독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진정성(authenticity)이 없는 애니메이터(animator)
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자기 목소리는 이렇게 언어와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사
회적 자아로서 글을 썼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은이는 이 글에서 연극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명확히 드러낸다. “제가 관객이어서 그
런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부연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은 전적으로 이 사
태, 문제 상황에서 관객이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인식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관객”이라는 표현을 통해 ‘관객’이라는 텍스트 밖의 
정체성을 텍스트 안으로 가져와 독자와 소통하고 독자를 문제 상황에 끌어들
이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은이는 “특유의 분위기랑 북받침이 참 좋거
든요.”라며 자신이 뮤지컬과 연극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
고 있다. 또 글의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극 대사를 인용하여 뮤지
컬계의 지속과 번영이 자신의 삶의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임을 전한다. 수
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필자로서의 에토스 또는 담화적 자아66)를 ‘문제 상황
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축함으로써 독자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자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다은이가 의도한 것이든 의식
하지 못한 채 상황에 몰입한 자연스러운 인식이든, 이는 뮤지컬을 사랑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관객으로서 다은이의 강렬한 자아가 글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려 준다.
  다은이가 기성 언론이 쓴 기사를 ‘자료’로 자신의 글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66)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에토스의 설득력을 논하고 있는 이주영(2015)에서는 에토스를 
‘화자가 청자의 내면에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텍스트에 언어적으로 구축한 이미지’로서 
정의하고 있다. 텍스트에 언어적으로 구축한 이미지는 아이바닉(Ivanič, 1998)의 담화적 
자아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에토스가 발화자의 실제 인격이나 세계관이 투영된 
이미지라면, 담화적 자아는 텍스트 생산의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생산된 텍스트의 담
화적 특질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상황맥락에서의 목적, 장르성 등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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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와의 간극으로부터 “제 글”이 아니라고 생각
되었다면 고3 형주는 기성 언론이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따라 비슷하
게 말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고
3 형주에게도 2년 동안 위피에서 ‘앵커브리핑’를 했던 것이 모방적 언어를 발
화해야 하는 애니메이터가 되어야 했기에 자신에게 “결핍”의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형주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돌연 기존의 기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보였었다. 그중의 하나가 세월호 주간 때 안산
의 추모 공원을 방문하여 느끼는 감회를 ‘르포’의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자기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담아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형주: 제가 원래 조지 오웰을 좋아했는데, 동물농장을 읽고 르포르타주라
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뭔가 있는 그
대로를 쓴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찾아서 읽어 봤는데, 뭔가 ‘나
는 이런 글을 정말 쓰고 싶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아. 이런 글이란 어떤 거야?
형주: 있는 그대로 써서 독자들이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떤 모습이

었을까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하는 글. 
상상하는 글이 아니라 상상이 되는 글. 그거를 쓰고 싶었어요. 

연구자: 그 얘기는 그 전에 쓴 글을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형주: 그 전의 글은 너무 의미 부여를 했거나 포장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가 안 나오니까
연구자: 거기에는 위피에서 했던 거가 포함되는 건가?
형주: 아 의미 부여요? 아. 그건 앵커브리핑 자체가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해야 뭔가 전달을 해야 하는 글이니까, 그런 글을 한 학기 썼으니까 
어 물론 이게 내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내 목소리가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들었어요. 거의 끝날 때쯤에

연구자: 여러 번 하다가? 되게 많이 했잖아.
형주: 많이 했죠. 열 번 넘게 했으니까. 열 번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연구자: 네 목소리가 아니라는 게?
형주: 초반에는 제 목소리였어요. 제 목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

데.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제 목소리이긴 했
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정확한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연구자: 정확한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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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주: 이게 뭐냐면 뭔가 멋진 말. 뭔가 교훈적인 말. 이런 거를 뭔가 던져
야 할 것 같은. 메시지에 메시지를 뭔가 던져야 할 것 같으니까 메시
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표현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괴리
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목소리가 맞는데, 제 언어
가 아니랄까

연구자: 전체적으로는 네 목소리가 맞단 얘기는 (그게) 네 생각이 맞는다
는 얘기지? 

형주: 네. 제 생각이나 제 논조는 맞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표현, 단어가 
제께 아니었다는

연구자: 왜 네께 아니었을까? 그게 너무 앵커브리핑을 너무 흉내 내어서 
그랬을까?

형주: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손석희스럽게 하려고 했
던 게 컸던 것 같고 

연구자: 음.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형주: 네. 의미는 있었죠. 재밌었고. 일단 제 스스로가 재밌었고 어 사회

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비유를 들어서 그게 비유잖아요. 어떤 단어를 
비유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걸 갖고 어떤 거를 비유해서 쓸까 하면서 자료 찾고 이게 맞나 저
게 맞나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게 원래 약간의 교훈이나 의미가 중요한 장르잖아?
형주: 네. 그렇죠. 그 장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장

르를 하다 보니까 결핍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때 의미 있는 거고 좋
았는데 저는 다른 거가 좀 더 해 보고 싶었고 내 목소리를 좀 더 정
확하게 담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게 강해진 거죠.

  앵커브리핑이라는 기성 언론의 담화를 모방하여 기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
히 텍스트적인 형식을 넘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해석을 하는 
언어적 표현,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유추적 사유 방식을 요구한다. 그
리고 앵커브리핑은 독자가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독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현실을 사고하게 하는 매우 설득적이고 계몽적인 목적
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부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넘어 담화 전체 언
어가 청자를 향한 교훈과 계몽을 향해 배열된다. 반면 르포는 현장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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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것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려나가 독자들 스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
고 정서적 반응을 구성하게 된다. 형주는 이를 “있는 그대로 써서 독자들이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하는 글” 설명하였다. 영상을 찍기 위해 선명하게 “의미
를 부여해야” 했던 글과 자연스럽게 감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쓸 때의 차이인 
것이다. 이것은 욕구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언론 동아리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던 ‘언론인 되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기도 했다. 
  다은이의 친구들은 선배들이 해 오던 방식을 배워서 어렵게 카드뉴스를 두 
번 만들고 동아리를 탈퇴했다. 다은이는 두 번째 기사부터, 형주는 앵커브리
핑을 1년 반 동안 한 다음부터 새로운 방식의 기사 쓰기에 도전하였다. 그것
은 동아리 안에서 ‘언론의 형식’으로 이미 객체화되어 있는 장르와 자기 자신
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본연의 글쓰기와의 갈등을 낳았다. 다은
이는 청각적으로 자신의 일상적 목소리를 들려주지만 그 안에서는 카드뉴스로
서 시사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다은이가 디자인한 
카드뉴스의 언어는 일상의 주관적, 문학적 언어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언어
가 섞인 혼성적 언어였다. 형주가 선택한 르포르타주는 보도 기사와 기록 문
학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장르이다. 
  다은이와 형주의 장르적 선택은 언론으로서 실천공동체에서는 주변적 참여
자가 되지만, 필자와 독자, 화자와 청자가 친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독자
들이 필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소통을 통해 독자와 대화적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가 광범위한 쓰기 실천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다면, 독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쓰기 실천공동체의 보다 책임 있
는 참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의 경험, 그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은이는 텍스트의 기호, 텍
스트에 구축된 에토스와 담화적 자아와 같은 특질이 독자와 소통하는 특정한 
방식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67)

    

67) 1장 1절의 논의는 2장에서 다은이가 이러한 실천의 경험을 토대로 2017년 동아리 활
동을 기획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그리고 다음 2절에 기술하는 학교 내 온라인 저널 동
아리라는 존재의 조건에 대한 성찰함으로써 2장에서 다은이가 1) 언론의 다양한 존재 
방식, 2) 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성격과 해석(“구체화”)의 방식, 그것을 위해 
동아리에서의 대화 참여자가 되는 방식, 3) 텍스트의 다양한 특질이 필자와 독자 간의 
특정한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방식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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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지형에 대한 성찰
 
  사회적 실천은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서 행해지고 공간과 결부되어 행해진
다. 어떤 공간의 의미는 다른 공간과의 차이와 지형적 위치를 통해 그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된다. 2014년 가을에 위피가 처음 동아리로 구성되었을 때 위피
는 ‘기레기’라고 불리는 상업적, 정파적인 기성 언론에 대한 대항 언론의 위치
를 갖고자 하였다. 동시에 <뉴스타파> 등과 같이 기성 언론 내에서 대항 언론
의 위치를 갖고 있는 언론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모방하지만 ‘청소년의 시각’
으로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차별성을 동아리 정체성에 부여하였다. 모방하기와 
구별 짓기를 통해 청소년 언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낳은 담론의 공간에 기성 언론과 그 대항 언론의 기사를 함께 읽고, 듣고, 그 
영향을 체감했던 참여의 경험이 차별성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피
의 부원들이 의미의 협상을 통해 ‘스스로 창출한’ 공간적 지형이다. 
  2017년 위피 안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시각’이라는 객체화된 단어가 나타나
지만, 다은이와 동료들은 위피에서의 활동을 기획하면서 위피가 ‘동아리’로서 
학교 안에 존재하고, 위피의 기사를 웹공간의 ‘페이스북’에서 유통하고 있는 
‘주어진 상황’으로서 동아리와 웹공간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었다. 

(1) 학교 내 언론 동아리
 
① 학교 공동체 안의 언론 되기: “역할과 책임감” 
 
  다은이와 2학년들이 새 학기 위피 활동에 대한 기획할 때 들려온 교내 언
론 자치 기구였던 ‘토함’이 해체되었다는 소식은 동아리 기획의 과정에 꽤 영
향을 주었다. 그것은 학교 내 동아리로서 위피의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토함’은 ‘자치 기구’였기 때문에 학생회와 같이 학교의 구성원들로
부터 부여받는 역할이 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의 사건을 취재하며 문제가 되
는 사건이나 사태를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와 같은 교내의 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지역 언론의 
역할과 유사하다. 토함이 해체되자, 위피에게 그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들
려왔다. 정후는 동아리 첫 시간, 모든 부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소개할 
때 정후는 동아리 운영에 책임이 있는 2학년으로서 동아리의 정체성에 학교 
공동체에 속한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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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 응. 어쨌든 그러하고 또 하나 나는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선배들이 위피가 동아리가 아니라 자치기구라고 받아들
여지는 걸 되게 우려했던 것 같애.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도담
고등학교에 언론 하나밖에 없는데 기구로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
을 했거든, 다양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
해보면 동아리이기 때문에 얻는 이점이 분명 있더라구. 동아리 시간
도 그렇고. 최근에서야 그 생각을 접게 됐는데. 어쨌든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위치는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
아. 학교를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겠다는 책임감이 있기도 해. 특히 다
른 친구들이 내게 얘기하는 걸 보면 되게 책임감이 들어. 위피가 이
걸 취재하면 좋겠다. OO동은 다 공사판인데 저런 걸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위피가 제대로 활동할 때 이런 걸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요즘학교 
안에 바뀌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의 근본이 학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후는 1학년 때 학년회 회장을 했었고, 정후에게 학교 내 동아리의 위치를 
‘학교 공동체’라는 전체 공간 안에서 찾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고이다. 정
후뿐만 아니라 도담고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총학생회, 각 학년회,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담고등학교의 이념을 공유하는 언어인 “더불
어 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학교 공동체에서의 각 집단의,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하게 된다. 선배들이 위피가 동아리가 아니
라 자치 기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어떤 것을 
해도 되는 공간인 동아리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외부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면, 
아무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후는 자치 기구라는 공식적인 ‘위치’는 거부하지만, “근본이 학교
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자 하였다.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타인과 협력하는 경험이 중요
하다고 보는 도담고등학교의 교육 문화 안에서 집단의 활동의 목적과 정체성
을 ‘역할’을 중심으로 협상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행위이다.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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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교의 문제와 학교 밖의 문제 사이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
쟁은 단지 기사의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넓은 공동체와 학교 공동체 
사이에서 어디에 존재하게 할 것인가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정후와 2학년들이 위피의 활동을 기획할 때 위피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목소
리를 내는 언론 동아리에서, 교내 언론 자치 기구인 ‘토함’이 해체된 자리로 
소환되고 있었다. 공식적인 자치 기구는 아니지만, 정후와 다은, 윤지 모두 그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학교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은 동아리 활동
의 기획의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② 제3의 대화 공간: 수업 대화와 일상 대화의 사이

  위피는 ‘동아리’의 위치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하였다. 위피가 동아리로 남기
로 한 것은 동아리에게 주어지는 자율성 때문이다. ‘자율성’은 도담고등학교에
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인의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보아, 교사들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68) 동
시에 그것은 일반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도담고등학교를 자기 삶의 대안적 
교육 공간으로 찾는 주 이유이다. 
  위피에서 만난 일반중학교를 졸업한 부원들은 모두들 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졸업한 중학교를 억압과 타율의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쓰기와 
대화, 소통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었다. 성재는 경기도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
교를 다녔는데 그로 인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이를 
다루는 기사를 썼다가 선생님께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중학교 때 학생
회장을 했던 형주는 학교에서 사회문제를 얘기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이 뭐 
그런 고민을 해 공부나 하지” 같은 반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중학교 때 ‘문
제아’로 찍혔던 찬우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며, 자신의 다름 때문에 친구들과도 대화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런 경험들이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도담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또는 이곳으로 밀려오게 하였
던 것이다.
  윤지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점 때문에 도담학교에 오게 되었다고 하

68)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에는 첫째가 ‘더불어 사는 사
람’이고 둘째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그 의미를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
려 나가는 사람’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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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아버지가 기자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
고, 질문도 많았던 윤지에게 중학교는 공부 외에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학교의 합리적이지 않은 규율을 바꾸고 
싶어 규율부에 들어갔지만 부장이 아닌 이상 규율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결국 “3년 내내 분노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위피 활
동을 하게 하였다고 한다. 
  

윤지: 저는 그 중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고 모범생, 규율부도 하고…. 저를 
되게 그런 애…. 정치에 관심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
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지적 수준이 안 맞았어요. 맨날 공부 얘기
만 하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고 저렇고 저는 그거 말고 좀 더 앞으
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어
떤 철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 이
런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사상 이런 게 있는데 그
건 뭘까. 대학은 정말 가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잘 하는 중학교였거든요. 나름 빡센 사립 중학교였는데 애들이 진짜 
공부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대학은 간다는 전제를 깔고 대학은 
가야 할까 하는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었고. 여기오니까 좋았던 거는 
‘대학을 굳이 가지 않다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출발해서 더 많
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선택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선택에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나 그랬어요.

  대화 주체로서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
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윤지의 말에서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출발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기존의 지배
적인 담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 할 수 있는 ‘사고와 대화’에서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비판-해체-재구성
의 사고는 비판적 문식성 이론가들이 강조해 온 세계를 인식하는 사고의 방식
이다.69) 이러한 사고와 대화는 학교의 교육 문화에 녹아들어 있다. 

69) 자율성이 학생들의 대화에서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해체-재구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 모든 차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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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가을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던 이른 아침, 학교 건물과 건물을 연
결하는 계단 옆, 가장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공간에 대자보가 붙었다.  교
내에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부 남학생들의 언어의 문제에 대해 교사
들의 대응을 비판하는 대자보였다. 언어로서 드러나는 권력 관계의 불평등에 
도전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일상의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대자보는 
학생들 사이에 그것의 적절성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다.70) 대자보 앞
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문제의 진행 과정을 오해하게 될까 우려하
는 모습도 보였지만, “애들이 참 많이 컸네.”라며 그러한 행위 자체를 주체적
인 담론 참여자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학교의 모든 공간에서 정후에게 위피는 자율적인 담론 참여자가 
되기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정후는 동아리에서 대화가 “가장 개
방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으
로 꼽았다. 1학년 신입생이었을 때 3학년 선배들과 학교와 시사적 주제에 대
해 제한되지 않은 다양한 ‘입장’을 갖고 대화하는 장에 참여했던 경험이 동아
리를 자율적인 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던 것이다.   

정후:　나는 올해 금요일에 있을 이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되어.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정말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가장 개방적이고 혁신적이고 서로의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1학년 학년회 회장이었던 정후는 자치 공간에서의 대화는 다양하게 참여하
였다. 그러한 참여의 경험을 통해 자치 기구와 동아리에서의 대화의 ‘차이’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후에게 “자치나 수업은 나가야 할 방향이 좀 정
해져 있어서 쌓여온 게 있고.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어도” 정해진 하나의 방향
이 있어 분명 논의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 장이다. 학생들에게는 공유하는 자
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사적 공간에서 말하듯이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 ‘비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교사들은 “대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로 학생들의 비
판에 대응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70) 이 문제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의 대화 주제가 되었고, 위피 안에서 그 대화에서의 쟁
점을 정리하며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내용의 사실 여부, 비판을 제기하는 대
자보 언어의 공격성, 실제 그 대자보가 학생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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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이도 면담에서 종종 “위피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른 공간에서 말하
는 것과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연구자: 위피 안에서 얘기한다는 게 뭐지? 어차피 윤지는 자주 만나고.
다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느낌이 좀 달라요. 사적으로 얘기하

는 거랑 사적으로 여자애들끼리 얘기할 때는 감정 위주로 하게 돼요. 
“너-무 짜증나지 않냐?” 이렇게

연구자: 일단은 아, 윤지랑 얘기할 때도 일단 감정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게 되고 여기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

다은: 네. 저도 태도가 좀 바뀌어요. 

  윤지와 사적으로 친한 친구 관계이지만 윤지와 동아리 밖에서 말할 때와 동
아리에서 말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했다. 위피는 동아리로서 위피가 
대화의 방향이 있는 수업과 자치, 무한히 열려 있는 사적 대화의 사이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적이지만 감정적이지 않은 대화적 공간이다. 다은, 정
후, 윤지가 대화적 공간으로서 학교의 각 공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정
리하면 다음 그림을 보면, 학교에서 제3의 공간으로서 위피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다.71)

71) 자치 기구에서의 대화와 위피에서의 대화의 위치는 기준에 따라 그 위치가 바뀔 수 있
다. 대화 주제, 방향,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자치 기구의 대화는 수업 대화에 더 가깝
다. 그런데 도담고등학교에서 개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처를 드러내며 문제를 인식하
는 자치 문화의 특성상 ‘대화가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진행되는가?’를 기준으
로 한다면 자치 기구에서의 대화는 사적 대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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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도담고등학교 내 대화적 공간의 지형 

  
  집단의 실천이지만, 정해진 것이 없는 학교 내 동아리는 학교에서 제3의 공
간이 된다. 위피가 제3의 공간으로서 개방적이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는 것은 ‘언론 동아리’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은 윤지가 위피에서의 실천을 경험한 이후에 위피에서의 대화가 자치 기구에
서의 대화와 다른 점을 밝힌 부분에서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윤지: 학생 자치 시간이 있어도 정해진 의제만 얘기해야 하고. 그에 비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걸 (정해진 의제만을 얘기해야 하는 것을) 
넘어섰고요. 위피에서는 주제의 제한 없이 뭐든지 얘기를 할 수 있었
고, 그거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 회의에는 항상 주제가 있고, 당선인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게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돌이켜 생각해보면 (회의나 선거
에서) 못한 말이 많거든요. 특히나 (도담고등학교에서는 개인이) 상처
를 잘 드러내는 분위기잖아요.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하는 것보다 
아무리 정당한 비판도 상처를 받으면 그 사정에 더 주목을 하거든요. 
못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학년 전체 자리를 만들거나 기획
을 해도 친구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거를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제
가 느끼는 필요성. 이 주제를 논의를 해 봐야 하는 건. ‘꼭 논의를 해 
봐야 한다’하는 것도 위피 기사에서는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자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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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동아리에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기에 
주제가 제한이 없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회의 회의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가 오히려 많
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동아리에서는 ‘언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선동이 되지 않기 위해 사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룰 수 있는 주제의 범위는 없었지만, 언론 동아리로서의 역할과 책
임감이 느슨하지만 암묵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지와 다은이, 정후는 친구 대화와 같은 사적인 공간의 개방성과 수업이나 
자치와 같은 공적 공간의 폐쇄성 사이의 제3의 공간을 갈망하며 대화 공간으
로서 위피의 의미를 협상해 왔었다.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무엇이든 
주제가 되고 어떠한 관점으로도 말할 수 있는 곳.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합리
적 공론장.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신념이
자 믿음이기에,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간은 구성되고, 실천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③ 혼종 영역: “우리는 뭘로 모였을까?”

  동아리는 동호인 집단이다. 보통 취미나 기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 그 취미나 기호가 곧 동아리의 정체성이 된다. 공유된 취미와 관심사로부
터 사람들이 모이고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피는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 
‘객체화’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정후: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 보니, 다른 동아리는 뭐를 좋아해서 무엇으
로 모였다. 이게 확실하잖아. 축구면 축구로 모인 거잖아. 영동(영상
동아리)이면 영상으로 모인 거고. 

다은: 맞아. 
정후:　그런데 우리는 언론으로 모였다 하긴 좀. 우리는 뭘로 모였을까. 그

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로 모였을까. 우리가 하는 건 기사를 쓰는 건
데 우리가 기사를 쓰는 걸로 모인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고, 그 모인 이유가 이 틀(동아리 계획안)에 되
게 잘 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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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나도 그래서 단순히 사회에 관심이 있을, 조금 더 글을 더 쓰고 싶
은 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온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모든 집합체가 단순히 기사로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
어….

정후: 그래서 좀 특이한 동아리인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다은: 그래 우린 특별해

  위피가 2017년에 성재를 중심으로 ‘언론’ 동아리로서의 활동들을 이어갈 때 
위피는 언론 실천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자 되기’의 실천을 해 나갔었다. 그러
나 그 안에서 다른 관심과 목적을 가진 부원들은 주변적 참여자에서 소외된 
비참여자로 밀려나고 있었다. 정후는 “모든 이유”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활동
의 체계를 만들고 싶었다. 실천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는 영역, 공동
체, 실천이다. 영역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관심사와 주제, 문제로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토대이다. 정후의 질문은 실천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영역이 분명해야 그로부터 호혜적 관계의 인간관계를 맺고 구성원들
은 상호 책무성을 갖고 실천에 참여하게 된다. 
  자치에 관심을 갖고 온 친구들은 위피에서의 활동에서 자치 실천공동체의 
참여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관심
은 ‘실천’의 영역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관심을 어떤 실천의 영역과 이
어지게 할 때 실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쓰기가 
아니라 소설이나 시를 쓰는 문학 창작의 영역, 단순히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
니라 환경 운동이나 언론 활동으로 실천될 때 영역, 공동체, 실천을 갖춘 실
천공동체가 된다.  
  관심사가 모아진다고 실천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년 동안 유지되
었던 교내 영상 동아리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해체되었다. 위피에 가입하기 
전에 영상동아리에서 2년을 활동했던 내부자로서 주연이는 “영상 제작에 있어
서 단순히 학교 일을 기록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콘티가 짜여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미를 살리는 게 목적인지, 또는 씨지(C.G.) 같은 특수효과를 배
우는 게 목적인지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었던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사
회적 실천으로서 영상 제작의 의미를 다르게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영상 제
작자로서의 정체성은 실천의 영역에 따라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 예술 창작
자, 기술 학습자로서 달리하였던 것이다. 결국 영상이라는 미디어 텍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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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사실성, 심미성, 초현실성 사이에서의 긴장과 갈등은 생산적인 혼종
이 아닌 협상될 수 없는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정후와 다은이가 위피가 특이한 동아리라고 했던 것은 1학년 때 활동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과 선배들의 관심사, 기대, 목적이 다양했던 것에 대한 진단
이다. 2017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동아리에서는 ‘자
기 소개하기’를 반드시 한다. 자기 소개하기는 공동체의 참여자가 되는 의례
적 사건이다. 자신이 이 공동체에 적합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 주제
로 소개하기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72) 

수빈: 중1때부터 위피에 들어가고 싶어해서, 영상이라 그런 거 보다가 노
동이랑 위안부 문제 관심이 많아요. 

주연: (...) 언론 쪽에서도 영화, 예술이랑 칼럼 위주로 기사를 썼었는데, 
3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글을 쓰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다은: 저는 그냥 좀 이것저것 있는데 요새는 성과 섹스, 그리고 사랑이라
든가 아니면 성노동자라든가 꾸준히 관심 있는 거는 연극이랑 뮤지컬 
분야 관심 많았고, 그밖에도 소소하게 관심이 많은데, 줄글 기사 썼었
구요. 이번에 다양한 형식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일 년을 기대하고 있는 한 부원입니다.

윤지: (...) 사실 저도 글을 쓰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긴 했는데, 1년 동안 
살아보니 우리가 모두 한 가지에 동의하는 듯한 모두 공동체주의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두 욕을 안 쓰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풍토 속에서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표출할 통로가 없어서 위피에서 그런 글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이라 
왜냐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할 일 같은 게 학교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

찬우: (...) 정치 중에서 선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선거한다는 게 시스

72) 여기에는 주연이를 제외하고 실제 기사 쓰기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3학년의 다른 부원
들의 소개는 포함하지 않았다. 자기 소개하기는 보통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 소개의 방
식을 그다음 사람이 의식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기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3학년 
정이가 “도시재생, 공유경제가 관심 분야야”라고 밝히는 것에서 소개하기가 시작되어서
인지 다른 부원들도 모두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밝히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소개하기에
서 동아리에 들어온 목적과 기대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을 구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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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너무 재밌다 생각했고, 여기 와서 당도 만들어 선거도 하고 하
니까 신선한 것 같다는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기사
를 쓸 때 논설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자기주장도 어느 정도 들
어간 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글들을 
써 보고, 제 영향력을 더 넓히고 싶습니다. 

규민: 고등학교 원래 다니다가 자퇴를 해 가지고 05년생이고 경남 OO에
서 왔습니다. 저가 관심 있는 분야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자퇴를 해서 그런가, 지금은 교육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구요. 그 다음으로 뭐…. 이번에 올라와서 흥미로운 게 수도
권과 지방의 격차랄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생기는 중이고. 학벌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방송반 활동
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런가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도를 많이 
하고 싶고요. 

정석: 저는 일단 관심 분야가 넓어서 어 정치 관련된 거에 관심이 높고 
아니면 성,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요즘엔 IT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도담학교에 문학적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IT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비교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우리 학
교에 시설이 좋은 것도 많고 이번에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직접 써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고, 홍보도 써 
보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써봐서 칼럼 비슷
하게 해서 기사도 내 보고 싶고. 정치 쪽에서도 기사를 써 보고 싶은
데, 규민이가 말한 것처럼 영상 미디어 활용해서 직접 찍어도 되고, 
편집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 보고 싶어요. 

  자기소개의 내용을 보면 관심 분야도 학교, 시사, 예술, IT 등 다양하다. 표
현의 양식은 크게 글과 영상에 대한 관심으로 갈린다. 규민이는 “보도”라는 
언론의 용어를 내보이며 실천의 영역을 ‘언론’으로 명확히 하기도 하고, 민재
는 촬영과 편집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말하였다.
  다양한 관심사는 국어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표현
의 형식에서도 영상, 글, 음악, 디자인 등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다만 전통
적인 교실과의 차이가 있다면 위피에서는 글이든 영상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피에 누가 들어와도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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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 독자와의 소통에 대한 관심이 위피를 공동체로서 
묶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73)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바로 “동아리 시간”이다. 정후가 동아
리의 장점이라고 일주일에 2시간, 무조건 만나고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의 시간이 확보되고,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빈이는 “주제에 대해 깊게 얘기”하는 것을, 정후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활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들었다. 수빈이와 
정후는 위피에서 도담중학교를 졸업한 유일한 두 부원이다. 도담중학교의 풍
성한 대화 문화로부터 대화의 참여 그 자체가 배움을 가져 올 수 있음을 경험
하였고, 정후는 2016년도에 선배들과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가장 의미 있었
던 경험으로 꼽았다. 참여의 경험으로부터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규민, 찬우, 민재가 동아리 밖의 타인에게 무언가를 “알려 
주고”, “보도”하고, 주고 싶어하는 기대와는 다른 것이다.  
  다은이와 정후, 윤지는 “우리는 무엇으로 모였을까”라고 답을 찾아가면서 
질문을 통해 위피가 독자들과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모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동아리에서 기사 쓰기의 맥락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제적 관심, 형식적 관심, 동아리에서의 “혁신적 대화”에 대한 기대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틀’로서 실천에 대한 기획을 해 나간다.74) 

(2) “왜 온라인이고, 왜 페북에 있는 걸까?”

① 실제 독자에게 파급력을 가지는 공간
  위피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온라인을 기사가 소통되는 공간으로 선택하

73) 웽거(Wenger, 1998)의 실천공동체와 지(Gee, 2005)의 동호인 공간(Affinity Space) 
이론에서는 실천의 주체들 간의 협력과 공유, 참여를 논하지만, 소통 공간에서 공동체
의 밖에 존재하는 타자와의 연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위피에서의 문식성 실천
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이지만, 그 안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은 그 공간을 벗어나는 온
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수 있는 이중적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공동체 
밖의 타인과의 소통은 사회학적 공동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연구자는 
이것이 교실에서 ‘실제성’을 가진 문식성 실천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이와 유사할 것이
라고 보았다. 이에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에 얽매이기보다 현상 그 자체가 연구 참여
자에게 구성되고, 질서화되는 방식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74) ‘독자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기사 쓰기 실천의 맥락을 구성해 가는 과정은 2장에서 자
세히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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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그 영향력이 학
교를 넘어, 학교 밖의 청소년, 나아가 기성세대에까지 미치기를 희망했던 것
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물리적인 실체를 갖게 
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사가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상상하였다.75) 그런데 이러한 독자는 사실 청소년 언론이라는 정체성
을 실현시키기 위한 상상의 독자이다. 필요에 의해서 호출된 ‘관념적 산물’(정
희모, 2008)인 것이다. 실제 위피의 기사를 읽는 독자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나 선후배들이었고, 온라인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대면해서 
기사에 대해 반응을 보여주는 독자도 도담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즉 ‘관심
사(interest)’에 기반한 확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오
프라인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여 네크워크가 만들어졌다.76) 사회문제는 매
우 광범위하고, ‘청소년’은 담론 공간에서 사회적 소수자이고, 대다수의 청소
년은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에 관심이 없다. ‘청소년’이라는 주제어로만은 관념 
속의 독자와의 연결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2017년 교내에서 매달 “손에 잡히는 형식으로” 종이 신문을 발행해 온 ‘토
함’이 해체되었고, 위피에게 그 역할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다은이
와 친구들에게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기사를 독자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웹이 아닌 인쇄물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웹이라고 해도 그곳이 페이스
북이 아닐 수 있다. 선택의 권한은 성찰과 탐색, 의미의 협상을 불러온다.     
  

다은: 그래서 뭔가 진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달마다 나오는 형식으로 갖
추고 싶은데. 배샘이 토함 신경 쓰지 말랬으니까…. 근데 온라인상으

75) 정희모(2008)에서는 쓰기에서 독자의 역할에 대한 의미의 협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독자를 인식하는 네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독자에 대한 전통적 관점으로 독자를 실제 책을 읽을 외적 대상으로 보는 경우이다. 
둘째 독자에 관한 내면적 관점으로 독자를 필자의 요구에 의해 호출된 관념적 산물로 보는 

경우이다. 
셋째, 독자를 담화공동체나 해석공동체와 같이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우이다.
넷째, 독자를 쓰기 과정의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정희모(2008)에서는 전통적 관점이나 내면적 관점처럼 독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말

고 셋째, 넷째와 같이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76) 페이스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해 연구한 

이호규(2011)에서는 페이스북에서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정보를 먼 곳에 있
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각자의 일상생
활, 나아가 믿음, 가치관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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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 
나는 계속 생각해 봤거든. 왜 위피가 왜 온라인이고 왜 페북이고 어
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논의를 계
속 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다은이는 ‘파급력’, 즉 독자에게 미치는 힘의 측면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었
다. 다은이는 온라인, 특히 페이스북에 위피의 기사를 계속 올려야 하는 것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 ‘토함’의 독자가 ‘토함’에서 인쇄된 신문으로 달마다 
전달해 주는 “손에 잡히는” 기사를 저절로 읽게 되는 상황에 비해, 독자가 그
것을 읽게 만드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실제 독자라 할 수 
있는 도담학생들이 “페북으로 하니까 모르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고, 페이스
북 자체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다. 나름 간판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앵커브리핑도 거의 안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 생산의 방식에 관여하는 공간

  2월 동안 이루어진 4번의 기획 회의의 많은 시간은 웹이라는 공간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보내었다.77)   
  다음 표는 위피에서의 문식성 실천을 위한 플랫폼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이
루어진 의미의 협상이다. 

77) 온라인과 페북이라는 공간 자체의 힘에 대한 의미의 협상은 그리 오래 진행되지 않았
다. 온라인과 페북이라는 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실제 페북과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는 데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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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의 협상
협상된 의미

사용 방식 활용 가능성

영상 

플랫폼

“딩고 영상에 스냅 영상처럼 

들어가면 어쨌든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많은 

이용자가 

방문

불특정 다수 

수용자의 접근성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올렸을 때도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면 더 

많은 참여가” 

대면 접촉 

가능

특정 수용자(학교 

구성원)의 접근성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가장 다양한 형식

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 있으니

까”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게시 

생산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부원들이 읽고 보는 게 많아

야. 페북이 진짜 좋아. 잘 활용

하면.”

질 높은 

정보 읽기

생산자의 쓰기를 

위한 읽기 자원 

공간

“에디터의 한 마디. 이런 건 정

말 페북 보다가 우리가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

콘텐츠의 

공유

수용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 용이

“앵커브리핑처럼 오랜 시간 봐

야 하는 건 그렇지만, 시각적

으로 자극적인 거는 페이스북

으로 충분히 공유가 되고”

콘텐츠 

길이, 

자극성의 

영향

수용자의 수용 

방식을 고려한  

플랫폼 활용

<표 Ⅳ-1> 웹저널 문식성 실천에서 플랫폼의 활용성에 대한 의미 협상 

  
  위피에 적합한 플랫폼을 찾기 위한 탐색은 (1) 플랫폼의 접근성 (2) 플랫폼
에서 유통될 수 있는 콘텐츠의 형식 (3)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질에 
대한 평가 (4) 생산을 위한 자료의 제공 (5) 즉각적인 생산의 가능성 등에 대
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접근성은 수용자와의 소통 가능성 또는 파급력에 대한 탐색이지만, 나머지
는 기사 생산자로서 페이스북이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페이스북을 기사 유통의 공간으로 설정한다는 것
은 단지 기사를 포스팅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읽고, 정보를 쌓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로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특성을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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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식성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은이와 친구들은 페이스북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하고 유통하고 기사를 포스팅하는 공간으로서의 잠재
성을 위피의 실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
게 된다.
  

[그림 Ⅳ-3] 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로서 위피의 공간적 지형 

  위 그림은 다은이와 친구들이 인식한 위피의 사회적 지형이다. 학교 안과 
밖 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수업과 사적 공간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뉴미디어 대안언론과 기성언론, 또 학교 안의 학생 자치 기구와 차별화되는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실제성을 갖는 쓰기 활동에서는 
주체적인 ‘필자’로서, 다른 ‘필자’들의 활동을 의식하고, 그것과 견주며 자신만
의 특성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의견이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생태적 망
을 의식하였기에, 위피에서 기사 쓰기는 보다 비판적으로, 보다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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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의 계획: 기사 쓰기를 위한 맥락의 구성
 
1) 동아리 정체성: “도담에 맞는 미디어” 되기 

  고립된 맥락에서 개인 필자로 글을 쓰는 것과 쓰기 실천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소속감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은 글쓰기의 의미를 다르게 경험하고 구성하게 
한다.78) 하나의 글이 아니라 다수의 글이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담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개인의 소통 행위를 넘어서 소통의 문
화를 창출하는 사회적 실천이 되기 때문이다. 위피의 부원들은 하나의 기사 
쓰기가 아닌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사 쓰기의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원들 각자의 경험과 그로부터의 
가치와 신념, 지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협상되며, 합의와 조정의 과정
을 거치며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다은이와 2학년들은 2017년도 동아리에서의 실천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1학
년 때 활동에 대한 경험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낳았던 상황을 성찰하고, 온라
인 공간에서 독자와 소통하면서도 학교 내 언론 동아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성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아리 
부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실천의 목적을 협의해 나갔다. 즉 대안학교 내 
동아리라는 지형적 상황의 독특함과, 페이스북이라는 글로벌화된 소통 매체를 
활용하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실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지향점
을 찾은 것이다.

다은: 독자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총학이 공약을 하든 회의를 하든, 위
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위피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회적 이슈 같은 
것만 전달해 주는. 그게 언론 기구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회적 이슈를 
알려주는 것도 언론 기구의 한 역할이겠지만, 그게 주가 돼 버리는 

78) 쓰기 교육에서 쓰기의 가치와 접근법에 대한 작문교육의 담론은 개인으로서 필자의 글
쓰기를 전제한다. 이재기(2008)에서는 국내외 작문 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각 작문연구
에서 전제하고 있는 ‘좋은 글’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적 접근법(지배 담론을 비판
적으로 해체 또는 재구성을 지향하는가), 표현주의 접근법(개인의 심미적·인지적·윤리적 
성장을 지향하는가), 수사적 접근법(독자·상황을 충족시키는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는 개인의 글쓰기가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구분일 수 있다. 쓰기가 
사회적 실천의 일부로서 활용될 때 이 세 접근이 구분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접근의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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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싫어서. 저는 앵커브리핑 같은 것도 알아보니까 어…. 아이들이 거
의 안 보더라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열심히 기사 대본
을 쓰고 촬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건 우리끼리밖에 만족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위피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지식과 관심이 없는 부원들에게 
동아리 내에서도 소외를 낳았지만, 실제 독자인 도담학교 학생들에게 외면받
았던 것을 가장 크게 받아들였다. 많은 학생들이 자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
에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는데, 위피는 그것들과 전혀 연결
되지 못한 것이다. 다은이와 2학년들은 독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에서 기사 
쓰기의 가치를 찾고 있었다. 
   

정후: 굳이 얘기하자면, ‘도담에 맞는 미디어’79) 그게 어울리는 것 같은
데, 미디어가 언론인가요? 

연구자:　모든 게 미디어잖아. 가장 넓게 보자면 전달의 도구지. 광고나 종
이도 미디어가 될 수 있어. 너희는 그렇다면 도담에 맞는 미디어를 
고민했던 건가, 미디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후: 그건 아니고, 도담에 맞는다는 게 도담 학생들한테 접근성이 많고, 
많이 읽고 싶어하고, 수요가 더 많은 미디어를 생각했어요. 

  “도담에 맞는 미디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위피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담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주제를 선정하고, 읽고 싶은 마
음이 들도록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80) 그리고 의식적으로 ‘미디어’

79) 이것은 정후가 친구들과 기획 회의를 하면서 공유된 의미로서 정리한 것으로 정후의 
개인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이 언어에는 상황의 일반성,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상황성에 
주목하는 사고의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주어진 상황성 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가는 문제해결방식이 도담학교의 문화적 양식인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에서는 뚜렷한 언어적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비슷한 실천의 사례가 도담학
교에서 행해졌다. 연구자는 위피의 지도교사인 배수정 교사와 2015년에 토론수업에 대
한 실행연구(권은선, 2016)를 수행하였데, 그 연구의 시작은 배수정 교사가 ‘도담학교에 
맞는 토론수업’을 기획하고, 적용해서 개선해 보는 데 있었다. ‘도담학교에 맞는 토론수
업’이라는 연구 질문은 배수정 교사가 고안한 것이었다. 도담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업연
구는 늘 “우리 반에 맞는”, “우리 학년에 맞는”과 같은 집단의 개별성, 상황성을 가시
화하는 언어로서 시작된다. 

80) 이는 독자 지향적인 실천의 목적이다. ‘독자’라는 수사학적 상황에 존재하는 맥락을 고
려한 접근이다. 이것은 개인 필자가 글을 쓰는 목적에 영향을 주는 상위의 목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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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언론 대신 ‘미디어’라고 표현한 것은 ‘언론’이라는 
언어, 일종의 공유된 자산이 부여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 그 자체를 추
구하려고 함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2016년에 추구했던 ‘기자 되기’와는 
다른 ‘도담학교의 구성원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 생산자 되기’라는 정체성
을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담화는 정체성과 연합되어 있다. 다은이와 
친구들은 이 정체성 수행에 적절한 주제, 적절한 텍스트 형식, 적절하게 독자
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맥락을 구성해 나간다.

2) 주제 맥락의 구성: “서로 다른 생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정체성은 특정한 역할 속에서 수행된다. 도담학교의 구성원과 의미 있는 소
통을 하는 역할을 할 때 도담에 맞는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그 역할은 사회
적 상황 속에서 부여되고, 위피의 부원들에 의해 구성된다. 정후와 친구들은 
‘토담’의 해체로 인해 학교 내 언론의 위치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
다. 그렇지만 ‘기자 되기’로서의 언론은 아니어야 했다. 
  주제는 ‘~에 관하여’ ‘어떠하다’로 표현되는 것이다. 2학년들 사이에는 학교 
안과 밖을 명확히 나눌 필요는 없지만, 학교 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방향
으로 가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어떠하다’이다. 
학교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윤지는 처음에 “학교에서 기사를 뽑아내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식지
로서 학교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회는 워낙 크고 공동체가 
넓으니까 여기 있던 일 저기서 모르고 저기 있던 일 여기서 모르니까” 사실 
보도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위피는 학교가 작고 자치 활동과 그것에 대한 홍
보의 자리가 많아 “워낙 공유가 잘 되니까” 소식지 같은 학교 신문은 필요성
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어떠하다’가 하나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면 그것을 
굳이 위피에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 수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문제를 사실로 읽는 것이 아닌 다른 읽기 방식이 필요한 것
이다. 학교라는 세계가 텍스트라면, 그것을 읽어 내는 새로운 문식성이 필요
한 것이다. 즉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에 관하여’가 아닌 ‘어떠

다. 수사학적 차원에서 필자가 글을 쓰는 목적은 독자에게 알리거나 독자를 가르치기, 
확신시키거나 설득하기, 독자에게 즐거움 주기 등으로 제시되어 왔다(최현섭 외, 2005: 
380). 작문 교육과정에서도 정보전달, 설득, 친교, 정서 등의 수사학적 목적을 기술해 
왔다. 이러한 수사학적 목적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쓰기가 이루어질 때 항상 그 상위의 
목적을 동시에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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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에 무엇을 담고,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은이
와 윤지는 학교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소통의 경험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

(1) “개인의 작은 생각으로!”
  
  도담고등학교에서 1년을 보낸 다은이는 배운 것도 많았지만 아쉬운 것도 많
았다고 한다. 도담학교에서 뭔가 “테두리”가 있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대안학교인데도 모두가 “현실에 순응하는 모범생”이이어서 부조리함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답답해했다.
 

 다은: 도담학교에서 들었는데, 도담학교에서 대안적 교육을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의 창의성 정도만 인정하자’라고 주장하는 선생
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대학 교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
각하라고 너는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의 가치랑 분명히 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선생님들끼
리 아무 말도 없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개인의 작은 생각으로! 언론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게 아닐까요?

  학교는 담론의 공간이고 모순되는 교육 담론이 공존하는 부조리의 공간이
다. 다은이는 그런 모순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제일 싫다고 했
다. “많이 얘기들이 맞부딪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고 풀죽은 목소리
로 말했다. 다은이는 개인으로서의 답답함이 아니라, 다은이는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고, 거기에 맞서는 “개인의 작은 생각”을 “스피커”가 되어 들
려주는 게 위피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윤지도 위피의 역할을 생각해 보며 학교에서 소식은 공유되지만 “담론”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진단하게 된다. 작년 한 해 1학년 안에서 질문은 여기저
기서 던져졌지만, 대화하며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은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윤지: 저희 1학년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학년 동안 아무런 담론 형성
이 안됐다 그래야 하나. 뭔가. 사교육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도담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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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행평가 점수가 정말 납득이 되는지. 
학교에서 커플을 보면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가 사소한 
거나 큰 거나 아무것도 오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이야기장의 형태로밖
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학기 초에 몇 번 하고 분기 방학 때 한 번 하고. 그걸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학년회에
서 기피하게 되었는데. 저도 좀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런데, 그래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언론
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학교에서의 사교육 금지, 수행평가, 학교에서의 커플 문제가 사적으로 어떤 
불만이나 ‘질문의 형태’로 나왔지만, 이야기장이나 학생회와 같은 공공의 자리
에서 논의되지 못해 개인의 불만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윤지가 다시 학교로 관심을 돌린 것은 위피가 사실을 보도하는 전통적인 언
론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언론의 역할
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던 것이다. 윤지는 기자인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관점, “너희가 생각하는 건 어떠냐?”를 묻고 싶고, 언론마다 
그것을 다르게 풀어내는 것을 읽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하
였다. 위피도 도담고등학교의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것을 담는 미디어라는 점
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다. 
  윤지가 위피에서 학교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생각이 공유되고, 순환되어 담
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은 학년회 
선거를 위해 ‘당회의’를 이어가고 있을 때였다.

  윤지: 네. 요즘 당회의81) 계속하고 있는데, 저랑 제 러닝메이트는 자치라는 
게 총학이랑 학생회뿐만 아니라 동아리도 포함되고 소모임도 포함되고, 프로
젝트도 포함되고 춤추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

81) 도담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의 대의기구인 학년회와 전체 학생의 대의기구인 총학생회
의 대의원을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를 치르는 기성 정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며 선출한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학년회 또는 총학생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친구들과 함께 ‘당’을 만들고 선거 기간에 ‘당회의’를 통해 
가치와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 담론이나 
학생 문화, 제도 등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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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당회의에 처음 참석한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 당회의 들어오면서 내가 그걸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확실히 얘기를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담
론이 형성이 되었을 때 시야가 확 넓어지게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었어요. 

  윤지가 생각하는 담론이란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 활
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담론과 구분되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살
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갈등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개인의 불만으로 
남기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해석해내는 
것을 말한다. 2학년 학년 회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윤지에게 위피는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위피 안에서 새로운 관점, 어
떤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이
다. 
  윤지는 2학년 학년회 선거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깊이 얘기했던 주제들을 정
리해서 ‘학생 자치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쓰고자 했다. 함께 했던 친구
들과 가장 깊이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자치의 범위와 의미였다. 자치를 
소수의 친구들만이 이끌어가는 문제와 더불어 학교 안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위원회나 소모임, 기획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집단적 활동 또한 자치의 범주로 보고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지가 ‘당회의’를 통해 모두의 “생각을 공유”되었을 때 새로운 담론이 생
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면, 다은이는 국어 수업의 프로젝트에서 ‘매체’
를 통해 “처음으로 독자와 소통”한 경험으로부터 위피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통의 경험이 소통의 가능성과 기대를 가져
오는 것이다.

다은: 저 국어 프로젝트할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다양
했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시를 주고 시를 분석하고 내 맘대로 추가 
해석을 하게 하고 아니면 매체 같은 것도 분석하고 추가 해석을 하게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드라마 영화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인터넷상
에서 동성애에 관한 농담 분석했거든요. 게이들에 대한 농담. 그거. 
그 작업들이 되게 생소한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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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같은 게 바로바로 달려요. (...) 아예 국어 시간에 친구들이 한 
프로젝트를 보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때 댓글을 다는데 댓글에 피
드백 같은 것도 있고 다르게 생각한 친구도 있고 좋다고 말해 주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저는 혼자
서 썼던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거라고 해도 선생님이 저한
테 따로 뭔가 감상평이나 피드백을 주시는 건 아니니까 국어시간에 
댓글들이 달리니까 처음으로 독자라는 개념과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 (만족도가) 거기에서 오는 거 같아요. 내 글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고 있다는 걸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뭔가 조금 힘
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다른 친구들도 뭔가 서로 다른 생각에서 영
향을 주고받고. 

  다은이에게 독자와 소통을 한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이 “공유”되고, 그것으
로부터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고”, 독자의 생각이 다시 필자에
게 돌아와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방향적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다은이는 “비전문적
인 자료”로 자신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글”을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지식
으로 소통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으로 글을 
쓴 것이고, 그것을 읽는 타인에 의해 또 다른 “생각”이 더해질 수 있는 것으
로 여긴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의 세계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생산
되고, 소통되고, 공유되며 서로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2학년들은 ‘어떠하다’가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생각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에서 영
향을 주고받고” 함께 담론을 만들어 가는 미디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
담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발전시켜가
는 것은 수업에서도 일상적으로 추구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2018년에 대안학
교의 수업대화에서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담학교의 교사들
과 수업대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수업 대화를 “자기 얘
기”, “자기 생각”을 힘들지 않게 말하고,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더 깊은 “얘
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82) 

82) 아래 인터뷰의 내용은 졸고 권은선(2019)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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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사: (일반학교는) 인재 양성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 수
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여기 학교 와서 느낀 거는 이런 하나하나가 그 학생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가 나오게 되
고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박철규 교사: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니 생각이 어떻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어, 너는 발표
를 잘하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안 해요. 교사가 그렇게 평가하면 애
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연구자: 그래도 아이들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나요?
김혜영 교사: 교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애들이 느끼고 거기서 오는 피드

백이 있어요. 거기서 받는 거죠.

  다은이와 윤지의 성찰은 이러한 학교의 대화 문화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국어 시간의 다은이의 경험이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 매체에 
기반한 문어로서의 소통이었기 때문이다. 학업 공간인 ‘수업’ 온라인 게시판에
서 댓글이라는 쌍방향 소통이 되는 ‘문어’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을 했기 때
문이다. 학교 수업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험이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
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윤지의 경험이 특별했던 것은 ‘당회
의’라는 학생들만의 대화 공간에서 풀리지 않았던 ‘자치 참여’라는 숙제를 풀
어낼 수 있는 “담론”이 실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제
도가 아닌 가치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불가능해 보인 것이 
실현된 것이다.

(2) 사회의 담론으로 학교 문화를 읽어 내기
 
  “스피커”가 되어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도상의 문제면 제도를 바꾸면 된다. 그
러나 학교 안에 갇힌 문화 안에서 문제 자체가 인식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른 
생각”이 가치의 차이라든가,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라면 해결점을 내부의 대화
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것을 거리를 두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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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윤지와 다은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세계 읽기’의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윤지와 다은이는 사회에 대한 이해,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담론을 가 
학교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학교가 사회와 대
립적이거나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
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해결점이란 실제 문제가 사라지게 하
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윤지: 가끔 학교에서 갈등의 중심에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옳
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가치를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항상 그것 때문
이야. 이런 거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도덕은 사실 문화에
서 온다. 이게 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리로 끌어와서, 이런 문제를 우
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면 이런 문제로도 나타나고, 그
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학교의 설립 이념과 그것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와 그것에서 벗어난 가치가 대립하는 모습과 닮아 있
고, 학교 또한 교칙과 평가 등의 제도가 작동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
성원들이 부딪히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깊이 파헤치는 
것이 사회를 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윤지가 자신이 “학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로서 학교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탐구적인 욕구이다. 윤지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학교 안의 문제를 “사
회문제와 학교 문제가 겹치는” 지점을 찾아 거기서부터 문제를 재인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았다.
  다은이도 학교 안과 밖을 단순히 구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자신들이 사회의 일원이기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자신들
에게 관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제한적인 위치, 대안학교 
안에서의 제한된 삶에서 문제가 문제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의 담론
과 연결 지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은이는 이것은 “학교와 사회
를 연결시키는 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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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난 뭔가 진짜 어떤 사회적 현상, 흐름 같은 거를 우리 학교에 대입
을 해서 대안점을 우리가 찾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그니까 뭔
가 우리 학교 내에서만 연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
잖아. 근데 알을 깨주고, 황금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뭔가 연애라
는 얘기를 던졌을 때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우리는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면들이 많잖아. (다른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어 걔네 자유
긴 하지만, 물론 나는 뭐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긍정하지만, 우리는 당
사자가 아니잖아.” 우리 주변에 임신을 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태를 경험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에 의거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어. 사회 속에서 청소년 혐오에 관한 내용, 진짜 
청소년 낙태, 청소년 임신 정말로 그게 얼마나 거대하게 지금 존재해 
있고, 거기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 나오고 있고, 청소년한테 콘돔을 파
는 기업은 갑자기 왜 나왔으며, 콘돔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
을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학
생들한테 얘기해 주었으면, 연애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맞닿아 있는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가 좀 지평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이건 좀 오만한가? 

윤지: 뭐를 만들든 우리는 좀 새로운 걸 던진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문
제를

다은: 마냥. “아니야. 청소년 연예 괜찮은 거야. 너네 겪어본 적도 없잖
아. 인식해본 적도 없잖아” 그렇게 마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회 흐
름이 어떻게 거기에 연계된 흐름이 어떻고, 이런 시선들이 있고, 이런 
책이 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닫혀 있던 걸 트이게 하는 역할을 우리
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 그것은 사실적인 정보라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거지?
윤지: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걸 가져오는 것인데.
다은: 이건 예시고, 이런 식으로 긍정 비판이 가능했으면 좋겠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은이의 “긍정 비판”이란 얼핏 보면 모순되는 단어이다. 이는 제한된 생각
에 갇혀 있는 독자들의 사고를 “사회 흐름이 어떻게 거기에 연계된 흐름”을 
관점으로 가져와서 비판하지만, 결국은 독자의 “알을 깨주고, 황금살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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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는” 인식의 확장, 사고의 재구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뜻이
다. 학교 안의 학생들의 모습, 학교 문화에 대해 “이제 문제라고만” 했을 때 
그것은 상처의 언어로 남지만, 사회라는 보다 넓은 실체와 연결해 제시함으로
써,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지가 “뭐를 만들든 우리는 
좀 새로운 것을 던진다”라는 것은 “우리”라는 ‘필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
과 해석 자체를 추구하는 거라면, 다은이는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윤지가 필자로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라
면, 다은이는 독자의 새로운 이해에까지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방법까지 함
축한 것이다.83)  
  위피의 2학년들이 ‘학교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학교라는 권력 기관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제도상의 문제만을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
서 언어로, 말로, 글로 유통되고 인식되는 “생각”의 세계를 주제로 다루겠다
는 것이다. 그것이 곧 가치, 믿음, 신념으로서 학생 문화이기 때문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불만을 다수가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문제로도 인지되지 않거나, 얘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
이다. 도담학교에서 그러한 문제가 문제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
꿀 수 있는 사회적 위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피의 부원들은 도담학교 학생이 된다는 것은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자이자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두 가
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
성원이 된다는 것은 ‘교육 문화’와 ‘학생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됨을 의
미한다. ‘교육 문화’는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학생 문화’는 전
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령 학교 내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이것은 두 방향에서 
해석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페미니즘’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소통할 것

83) 사회와 연결 짓는다는 면에서 윤지와 다은이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윤지에게 
독자는 ‘도담학교 학생들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추상적인 상으로 존재하지
만, 다은이에게는 “나는 뭐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긍정하지만,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잖
아”라고 말하는 특정한 언어와 담화로서 특정한 사고의 방식을 드러내는 친구들을 의미
한다. Ⅴ장에서 이런 인식의 차이는 기사 쓰기의 다른 방식,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둘의 차이보다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맥락에 대한 의미의 협상
이 학교라는 세계를 읽어 내는 방식, 방법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성을 중심
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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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학생 문화’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학생 문화 안에서 어떻게 자리하
게 할 것인가의 문제 두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다. 정후가 “언론이 단순히 창
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것은 위피가 ‘언론’으로서 일방적으로 정
보를 전달하거나, 문제에 대해 비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가진 매개자라는 것이다.
  도담학교에서 ‘교육 문화’와 ‘학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 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
안 찾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으며” 담
론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위피에서의 주제 또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의 정체성을 갖고 탐색되었다. 

3) 형식 맥락의 구성: “꿈이라도 꾸면 좋잖아” 

  학교에서의 작문 교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써야 할 교육용 장르가 정해져 있
다. 설득하는 글은 건의문과, 성찰하는 글은 일기, 비평하는 글을 비평문 쓰기
로 짝을 이룬다. 장르와 맥락 간의 상호 매개성이 고정되어 있다.필자가 쓰기
의 구체적인 목적을 갖기 전에 교수의 목적에서 특정한 형식의 글쓰기에 참여
하게 된다. 
  다은이와 친구들은 교실에서와 달리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담학
교의 독자들과의 소통에 적합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고, 모든 기사는 페이스
북에 포스팅을 해야 한다. 더구나 개인으로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하나의 장
르를 선택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닌, 전체 부원들의 기사들이 연계되는 방
식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부원들이 몇 명이나 신입으로 들어올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자신이 다음 학기에 위피의 작업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
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모든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위피에 필요한 형식들
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1) 소통의 “통로”로서의 장르 구성하기

  2월 2학년이 될 부원들끼리의 첫 모임에 다은이는 동아리 활동 계획안 몇 
장을 파워포인트에 작성해 와서 노트북으로 발표하였다. 파워포인트에는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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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디자인된 표와 그림이 들어 있었다. 계획안은 참여를 객체화하는 방식이
다. 참여의 방식을 가시화하고, 동아리 부장인 다은이가 만들고 말함으로써,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은이는 조심스러워했다.

다은: (...) 칼럼팀은 풀어내고 싶은 개인의 시선. 그리고 사실 나는 좀 칼
럼팀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개인
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다은이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나는 생각한 게...”라며 
이것이 “생각”이로 바람이고 “상상”임을 확인시키며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의 
이 자리 또한 소통의 통로인 것이다. 
  첫 장에는 <카드뉴스팀>, <칼럼팀>, <인터뷰팀(글 또는 영상)>, <빅데이터
팀>이라 적힌 글씨 아래 각 팀에서 쓸 주제들이 들어가 있었다. 특정한 기사
의 유형은 그 자체로 활동의 방식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에, 다은이는 기사의 
유형별로 팀을 나눈 것이다. 아래 그림은 다은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파
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표이다84) 

84) 그림이 흐려 글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아, 표로 다시 작성하였다.

<카드뉴스 팀> <칼럼 팀> <인터뷰 팀> <빅데이터 팀>
싶은

개인의 시선
언어를 통한 단순화로 

충실히 정보를 짚어내기
학교 상황과 

연관되는 사회 
현상을 끌어오기

학생들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순환시키기

외신 보도 
좋소이다

칼럼과 더불어 사설도
학교 내부의 문제와 
사회 속의 질문들

인공 지능 ‘진저’라는 
파트너가 있다네

쓰고 싶은 
그 어떤 것이라도 환영

사랑 칼럼 환영

회이그 특사 파견 예정
그대의 타자 실력 향상

<표 Ⅳ-2> 기사 장르별 팀 구성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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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기사 장르별 팀 구성 계획안

  먼저 카드뉴스는 “학교 상황과 연관되는 사회 현상을 끌어” 와서 학교 상황
을 담아내는 기능을 한다. 윤지와 다은이가 학교를 읽어 내는 방법으로서 생
각했던 주제를 구현하는 텍스트 형식이다. 칼럼은 어떤 주제도 환영하지만 그 
기능은 개인의 시선을 풀어내는 것이다. 인터뷰의 주제는 “학교 내부의 문제
와 사회 속의 질문들”로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기능은 학교 안에서 “공론화시키거나 크게 순환시켜” 서로 다른 
생각을 논의해 보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은 도담학교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소통의 욕구와 방식을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칼럼은 위피의 부원이 ‘필자’로서 참여하는 거라면, 어
느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을 담아내는 기능을 한다면, 인터뷰는 잠재적인 독자
인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총학생회의 공
약이나 중요한 가치를 단어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85) 칼럼과 인터뷰가 개인들의 언어와 담화가 그

85) 다은이는 ‘진저’라고 하는 카톡 대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빅데이터로 구현해 주는 앱을 
찾았다. 이 앱은 연인들이 한 달간 나눈 대화를 빅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연인들 간의 
주요 화제와 소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디어에 그쳤고 실현되지 않았다. 부원 중 하나를 “헤이그 특사”로 
총학생회에 보내어,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만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생각보다 부원
이 적게 들어왔고, 한 장의 시각적 텍스트를 위해 그 힘든 과정을 동아리에서 할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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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담기는 것이라면, 빅데이터는 언어가 수치화되어, 카드뉴스는 학교의 문
제를 보다 객관적인 언어와 자료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칼럼이나 인터뷰’와 같은 전통적인 기사의 유형과 뉴미디어
에 기반한 ‘카드뉴스와 빅데이터’와 같은 기성 언론의 장르를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2학년들이 함께 논의했던 고등학교 내 동아리라는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활동의 목적을 향해 있는 것이다. 즉 웹이라는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는 텍스트의 다양한 ‘형식’ 자체에 대한 모델은 기성 언론을 참조하였지
만, 텍스트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은 도담학교의 맥락, ‘위피’라는 이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웹저널의 목적, 주제에 맞게 변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뉴스와 빅데이터 텍스트는 전혀 새
로운 방식으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위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스브스 
뉴스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활용되었던 카드뉴스는 2015년부
터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질문을 던지기”를 위한 장르로 변용되었다. 그런데 
다은이는 카드뉴스가 사회로부터의 정보를 담기에 적절한 형식임을 알고 있기
에 카드뉴스를 사회의 관점을 담는 장르로 선택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기능
은 학교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있었다. 빅데이터도 사
회학이나 마케팅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주로 쓰인 것을 총학생회라는 대의 기
관이 학교 구성원들과 보다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재구성한 것
이다.
  주제에서, 목적에서 형식을 찾는 실천의 방식은 위피에서 늘 있어 왔던 패
턴이다. 2016년 4월 처음 위피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
켜보았을 때부터 기사 작성에 대한 회의는 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기사로 만들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 내용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소통의 목적을 협의하고 나면, 선배 중 중 누군가가 꼭 이렇게 되물었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담고 싶어?”

  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왔었다. 전통적인 기사의 형식, 칼

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진저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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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르포, 카드뉴스, 만평과 같이 대중화된 저널리즘의 장르도 있었지만, 만
화, 일기와 같이 보다 사적으로 읽고 쓰는 장르가 활용될 때도 있고, “(독자들
이)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들었으면”, “찬반 양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형식”과 같이 표현 자체가 주는 효과를 말하며 특정한 장르에 구속되지 않는 
형식을 추구하기도 했다. 내용에 맞는 형식을 찾는 과정은 전통적인 기사의 
양식이나, 뉴미디어 언론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
찰하게 함으로써 독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
하게 이끌었다. 다은이와 이와 같은 계획안을 짤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경험
으로부터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 주제와 장르 간의 관계를 활용한 문식성 실
천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은이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 각 장르가 팀별로 활동이 연
계될 수 있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그 기능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실천에는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협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Wenger, 1998/2007: 217), 다은이는 장르가 그것을 함축하는 방식으로 팀별 연
계 방식을 고안하였다. 다음 그림86)은 팀별 연계 방식에 대한 다은이의 계획안
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실천하는 것은 학교의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의 전달자
이자, 칼럼이나 카드뉴스를 쓰려고 하는 부원들에게는 정보 제공자가 된다. 윤지는 
기성 언론을 떠올리며 “정치부, 문화부…”와 같이 주제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는 것
을 제안했지만, 다은이와 정후는 동아리니까 부원들이 서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았다. 다은이는 이것을 “서로가 서로한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설명하였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에서도 생각을 순환하는 것
이 중요했던 것이다.

86) 글씨가 작아서 내용을 다시 옮긴다.
  ① 각 부서는 서로 연계된다. 
  ② 이를테면 학교나 학년을 인터뷰한 주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해 기사를 쓰거나 

칼럼을 쓴다. 
  ③ : 역시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 자료와 의견을 모아 단어화시킨다
  카드뉴스: 상황 설명, 문제의식, 대안제시(연관된 사회 상황을 대입하기) 
  인터뷰팀: 관련된 학생들의 이야기, 고민
  칼럼팀: 파고들어 개인의 이야기, 시선
④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5월 달에는 ‘기말고사’ 관련해서 칼럼팀에 갔다가 6월에는 ‘학년

회 점검’ 관련해서 빅데이터 팀에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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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팀별 연계 방식에 대한 계획안

  그런데 다은이는 이런 형태로 꼭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
다. 빅데이터의 사용을 제외하면, 그 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정체성, 주제, 목
적에 대해 얘기해 왔던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위피에서 활용되어 왔던 장르
와 결합시킨 것이었다.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 물
음으로써 웹에서 기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
게 하였다. 다은이의 계획안은 친구들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또 다
른 대화가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통로”였다. 

  다은: 뭔가 조금 다양한 콘텐츠가 많았으면 좋겠어. 뭔가 줄글 형식의 
기사 말고도 그냥 뭐 어떤 형식이든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다양한 
형식의 기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전문가가 쓴 것 같은 완결된 한
편의 한 편의 글 형식의 글 말고도 다양하게 일상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기사가 많았으면 좋겠거든. 너무 막. 전문가가 쓰
고. 이거에 관한 것은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기사 말고. 

  다은이는 “모든 상상과 그런 게 오갔으면 좋겠어.”라며 “전문가”의 방식을 경계
했다. 다은이가 말하는 “일상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은 청소년으로서 
자신들이 학교의 복도에서, 웹에서, 집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 왔거나, 그것으
로부터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은이는 이것을 ‘기사’가 아니라 ‘콘텐츠’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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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성과 접근성을 위한 플랫폼의 재구성

  담화는 “말하기/쓰기-행위-존재-가치-믿음”(Gee, 2011: 171)는 연합되어 
있는 거대한 총합체이다. 따라서 페이스북 공간은 개인이 첫 담화 공간인 가
정을 벗어나 마주하는 새로운 담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스북 담화는 
사용자가 자신의 특이한 의사소통의 장에서 존재하고 행위하는 과정이고, 이
것은 곧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담화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참여자들에게 어떤 방식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더 적절하고 또 반대로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성재가 부장이었을 때 주로 활용했던 페이스북은 다은이의 계획안에 포함되
었던 다양한 장르 모두에 적절한 플랫폼을 아니었다. 시선을 끌 수 있는 짧은 
영상이나 빅데이터 텍스트는 페이스북에 가장 적합했지만, 칼럼이나 긴 인터
뷰를 포스팅할 수는 없는 공간이었다. 또 ‘페친’들만 접근이 가능한 것도 문제
였다. 이에 다은이와 친구들은 위피 초창기 웹페이지 개발 기술이 있었던 선
배가 만들어 놓은 위피 홈페이지를 다시 찾게 되었다. 

다은: 너 노트북으로 성근 선배가 만든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나?
 (정후가 노트북으로 wipinews.modoo.at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윤지: ‘모두(modoo)’에서 만들었구나. 
다은: 이거 괜찮지 않아? 나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쓰더라구.
정후: 확실히 페이스북이랑 차별성이 있는. 
다은: 페이스북은 약간 홈 같은 걸 하되, 탁탁 채널을 …. 
윤지: 링크를 다 걸어버리는 …. 
다은: 본 페이지는 여기 문방구87)에 있는?
정후: 아니면 여기 줄글로 첫째 문단만 소개하고 더 자세한 것은 남기로 

링크! 이런 식으로 
윤지: 허팅턴 포스트가 그걸 진짜 잘해. 클릭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은: (자신을 가리키며) 나. 나. 나.
윤지: 제목 진짜 잘 뽑아. 

87) 홈페이지에 있는 코너명이다.



- 126 -

다은: 나 그거 카톡에 있어. 볼 때마다 감탄하잖아. 
정후: 그리고 여기, 어차피 안 볼 사람은 첫 문단만 보고
(...)
정후: 어쨌든 페북보다는 이런 제3의 이걸 쓰는 거를….
다은: 그것처럼 페북에서는 링크 걸고 첫 문장만 해 놓고. 그거 타고 들

어가면 이게 나오는.
정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접근성을 위해 하기로 한 

그냥 가십거리 같은 것을 페북에 올리고. 
다은: 응응응 칼럼 같은 것을 페북에서 확인하기에는
정후: 이게 맞는 것 같애. 페북 안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홈페이지를 보며 30분이 넘게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독자가 첫 화면에서 보
게 되는 기사의 형태와 기사를 클릭해서 보게 되는 기사의 언어적, 시각적 요
소의 특징, 페이스북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보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였다. ‘소비자’로서 독자가 자신들의 기사를 “매력 있
다고” 보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기
성 온라인 매체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식은 이중 구조 - 페이스북은 기사에 접
속하는 공간으로, 홈페이지는 “아카이브처럼” 저장소로 활용해서 둘 사이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비자’였을 때 어떤 기사를 클릭하게 되고, 하지 않
게 되는지, 또 자신들이 접근해서 이용해 왔던 다양한 플랫폼 - 네이버 브런
치, 딩고 영상, 카카오톡 1boon, 피키캐스트 등을 활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홈페이지의 레이아웃도 재구성되었다. 다은이는 ‘디자이너’가 되어 “네이버 브
런치”처럼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체의 기사가 “바둑판처럼” 한 눈에 
보이는 화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부원들이 기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독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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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2017년 위피 홈페이지 첫 화면 

  
  레이아웃의 이름도 지어야 했다. “어느 정도 놓되 네이밍을 좀 더 까리하게 
해야” 독자들이 클릭한다는 다은이의 주장에 따라 표현의 모드, 즉 글, 사진, 
영상, 그것이 합쳐진 방식 등을 고려해 ‘끌어오다, 묘사하다, 구성하다’와 같
은 이름이 붙여졌다. 

다은: 허팅턴 포스트처럼 활용하려고 해. 홈페이지를 본부로 삼고 진행을 
하려 하는데, 카테고리를 방학 때 임의로 나누어 봤어. 끌어놓다는 
글, 재현하다는 그림, 잡아두다가 사진, 끌어오다. 칼럼이나 인터뷰 
글기사, 글이랑 사진, 사진 뉴스, 구성하다는 UCC 짧은 영상, 실험 
영상, 정렬하다는 일단은 데이터 활용인데 설문결과 같은 건데. 

  기호의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장르가 아닌 표현의 모드를 조합한 방식이기
에 부원들이 기존의 장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조합을 통해 전혀 새
로운 방식의 텍스트 형태를 창안하여도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주
제에 대해서 쓰더라도, 그 기호의 조합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디자인될 것이
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게 되면서, 독자의 공간도 ‘독자의견’이라
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쓴 ‘전체 기사’ 바로 옆에 대등하게 놓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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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 응. 사설 말고, 기고. 오피니언. 약간 불만 사항 학교에 대한 생각
이 있으면 위피에

정후: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 제보를 기
다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윤지: 제보? 
정후: 제보가 아니라 생각을…. 
윤지: 대자보 하나 붙여놓으면 그 옆에 포스트 잇 붙잖아. 그런 걸 차라

리 위피에 보내 달라. 대자보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담
론이 형성되면 이러면 정말 이상적이지.

다은: 꿈이라도 꾸면 좋잖아.
  
  “꿈이라도 꾸면 좋잖아”라며 다은, 윤지, 정후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으며 영향을 받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
법을 찾고 있었다. 아이디어는 두 방향에서 온다. 대자보’와 ‘포스트잇’에서 
‘담론’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그 한계를 돌아보며, 기성 언론이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
라 비판적으로, 그것의 대안의 형태를 상상하며 수용하는 것이다. ‘사설’과 
‘제보’는 권위와 권한을 가진 기성 언론의 언어이다.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힘 있는 언론의 정체성을 수행하게 하는 객체화된 장르이다. 2학년들은 “생
각”이라는 일상의 언어를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한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견’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기성 언론의 언어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그
와 다른 학교 내 미디어에 적절한 언어와 장르, 문식성을 찾고, 그것을 지칭
하는 언어를 명확히 하며 하나의 ‘실체’가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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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도담고등학교 복도에 게시된 대자보와 포스트잇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홈페이지의 모습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
다. 소비자로서 독자를 위해, 또 생산자이자 유통자로서 위피의 부원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는 졸업생이 된 성근
이가 도와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었고, 성근이가 기
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은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 
 
(3)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콘텐츠”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이 개방성을 갖고,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이중적인 구조
를 가짐으로써 기사의 분량이나 길이, 시각성에 있어서 제약적인 조건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2학년들은 위피 페이스북이 ‘파급력’을 가지면서, 조사
가 필요해 ‘과정이 복잡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여유도 갖고,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사의 주제도 이중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다은: 약간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웹사이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러니까, 페이스북 안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유의 정보만 다루고. 웹사
이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유의 정보만 다룬다면. 아예 학생들이 이
런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깊은 질의 기사가 보고 싶으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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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할 것 같기도 하거든? 아예 확 비교되게 페이스북은 조금 소통 
유의 가벼운 것을 올리는

정후: 그 페이스북 안에서도 콘텐츠가 꽤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
사 공유, 생활 정보, 공연 같은 거.

다은: 에디터 같은 것도
정후: 어제의 오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은: 난 좋아. 괜찮아. 너 말대로 카드뉴스 되게 잡다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정후: 이런 건 거의 다 카드뉴스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 설마 막 줄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연구자: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재밌을 것 같아?
정후: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웃음)
다은: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연구자: 무거운 걸 쓰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고. 가벼운 걸 하고 싶은 아

이도 있고.
정후: 무겁다기보다는 약간 복잡하고 단순한? 그냥 형식에 있어서. 재치

에 따라서 재밌고 재미없고는 달라질 수 있겠죠. 과정이 복잡한 걸 
밟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인터뷰랑 그런 
거에 다 기반이 되어서 써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페이스북에 가벼운 것을 올릴 수 있는 개방성이 생기자, 소셜미디어(SNS)에
서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모방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게임에 대한 리뷰, 단순한 생활 정보, 문화 
공연에 대한 소개, “가십거리라도 짧게, 짧게” 올리는 등 형식과 과정에 있어 
“단순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페친들의 뉴스피드에 위피가 계속 콘텐츠
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고 페이지에 계속 들어오게 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이다. 학교와 사회를 연결 짓는 용도로 생각했던 ‘카드뉴스’의 활
용도도 확장되었다.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시각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텍스트 
도구가 되는 것이다. 
  정후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콘텐츠”라고 하
였다. 그러면서 동아리 신입생과 선배들에게 이러한 콘텐츠를 “시덥잖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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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개하였다. 생산자나 소비자나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그것 자체를 추
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실천의 과정은 가능성을 확인하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게 
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활동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그 책임까
지 주어지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놓여 있는 자원과 환경을 최
대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동아리가 수업
과 사적 관계 사이에 있다면, 온라인 공간은 그곳을 활용하려는 위피의 부원
들에게 이들을 집과 학교, 목적과 재미, 생산자와 소비자, 모방과 창안, 참여
와 객체화,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실현될 수 없는 것 사이에 또 넘나들며 존재
하게 한다.  

4) 맥락의 객체화: “다른 시각을 다양한 이야기로 다가가는” 

[그림 Ⅳ-8] 동아리 표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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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내용

Ÿ 위기 의식/문제의식

Ÿ 친숙하지만 무심했던 것, 모르는 것도 몰랐던 것 인지

Ÿ 다른 시각/관점, 담론

Ÿ 끝없는 질문(비판)과 대안(긍정비판)

형식

Ÿ 붙잡힌 번뜩거림, 영감, 즉흥과 즉각적인 

Ÿ 상상력과 아이디어, 위트(가볍지만은 않은)

Ÿ 다양성

역할

Ÿ 기자만이 아님

Ÿ 좋은 선동

Ÿ 조용하지 않은 플랫폼,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지

는 곳, 참고, 경로, 연결

<표 Ⅳ-3> 동아리 표어 만들기에서의 협상된 의미 

 
  실천을 기획하는 마지막 단계는 표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무수한 상상 속에
서 많은 언어가 오고 갔고, 이미 홈페이지나 플랫폼으로 객체화된 것들이 있
지만, 동아리 안에서 부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협력하며 호혜적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은, 정후, 
윤지는 칠판에 각자가 생각하는 위피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적고, 그
거를 분류해서 하나의 표어를 만들었다. “다른 시각을 다양한 이야기로 다가
가는”이었다. 주제로서 다른 시각을 담아내고, 형식으로서 다양한 장르와 양
식이 활용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독자에게 다가가는 미디어라는 뜻이다. 동아
리 회의에서 이 표어는 강요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2학년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선명한 언어로 한 번 전달되었고, 적어도 2학년들은 
이것을 지향점, 규범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실천을 이끄는 문식성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동아리 운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소통과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
식이 모색되고, 실험적인 형식도 아이디어로 많이 떠올리기도 하였지만 대부
분의 경우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었
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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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웹이라는 공간이 어떤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지, 페이스북이라는 
특정한 어포던스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그 제약을 넘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그 자체는 ‘독자’라는 존재, 웹이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소통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웹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소통
의 방식이 창출되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사 쓰기
의 관행, 관습적 텍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
였다.
  위피의 부원들은 자신이 동아리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었기에, 학교 내 웹
저널 동아리’라는 생태적, 물리적 조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자신들
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맥락화하고 있었다. 성찰, 탐색, 상상을 통한 맥락화는 형식화, 고정화가 
아니라 변용과 개방성을 지향하여 필자로서 자신은 물론 독자도 소통의 주체
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요컨대 자신들이 ‘언론이고, 학교에서 살아가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한다.’
라는 생태적 조건을 다른 공간과의 차이로부터 대화의 개방성, 공공성, 순환
성, 실험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실존적 조건으로 재해석하고, 이로써 웹저널 동
아리를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담화 생산의 공간으로 맥락화하고 있는 것이다.

3. 계획에 대한 조율: 자율성의 확장과 제한
  
1) 교사의 당부: “웹이란 건 실험장”
  
  3월 말 신입 부원이 들어오고, 동아리 첫 시간, 부원들 모두의 소개가 끝나
고 지도교사인 배수정 교사가 발언권을 얻었다. 배수정 교사는 성재가 부장이
었을 때도 동아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다은이가 부장이 되었
을 때도 첫날만 참여하였을 뿐 이후에는 동아리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렇지만 동아리 운영에 있어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들려올 때만 부장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이것은 위피뿐만 아니라 도담고등학교에서의 모든 학생 중심 활동에서 교사
들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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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은이는 활동을 기획하기 전 배수정 교사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을 
공유하였고, 배수정 교사는 선배들의 방식이나 토담과 같은 다른 언론 기구를 
신경쓰지 말고 하고자 하는 것을 과감히 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동아리 첫날 
배수정 교수는 다시금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바람”과 “당부”를 전하였다. 그
것은 다은이와 2학년 부원들의 기획안을 지지해 주고, 2학년들이 추구했던 자
율성을 더욱 강화해 주는 발언이었다.

배수정 교사: 충고는 아니고 바람이 있다면, 이게 약간 동아리다 했을 때 
선후배 관계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거든. 자기 의견을 표
현할 때는 선후배라든가 권위라는 게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1학년 3학년이 있지만 누가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웹
진의 성격 알죠? 웹이라는 건 실험장이고 완벽한 기사를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올리고, 올리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종이 신물을 만들
지 않은 거예요. 계속 지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나는 올해는 
정말 이런 실험의 장으로서의 위피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구. 위
피에 여러분이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공간 안에서 혹은 우
리의 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위
피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 자꾸만 작년에 어땠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요. 안될까요. 이런 건 없는 거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 
올해는 과감하게 실험과 상상. 이런 위상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서 여러분이 실험해 보고 싶었던 것. 상상해본 모든 거를 과감하게 
꺼낼 수 있는 위피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게 당부고요. 

  배수정 교사는 선배의 권위적 위치, 기사의 완벽성에 대한 추구, 이전에 해
온 관습.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하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
음을 전하였다. 배수정 교사의 발언의 주요 배경은 작년에 위피 페이스북 페
이지에 올라온 기사가 많지 않았고 그것이 활동의 동력을 떨어트렸던 것을 우
려하였기에, “완벽한” 기사에 대한 부담은 덜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배수정 교사는 위피에서의 활동이 특정한 문식성에 갇히지 않고, 필
자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 도전해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가
치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2학년들의 활동 기획과 배수정 교사의 발언은 위
피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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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후배와 ‘기시다움’에 대한 의미의 협상 
  
  자기소개와 지도 교사의 당부를 마친 후 다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기획한 활
동의 방식을 부원들에게 공유하였다. 다은이는 새로 구축한 위피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여주며, “허팅턴 포스트처럼” “홈페이지를 본부로 삼고” 페이
스북 페이지와 연동되어 기사를 게재하게 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끌
어오다, 재현하다, 구성하다” 등 기사의 기호 양식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의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음을 공유하였다. 이미 고정된 객체로서 존재하
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주제와 형식의 선택, 협력의 방식 등 실제 개별 기사 작성의 과정에
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신념, 믿음, 태도에 대한 의미
의 협상은 지속되었고, 때로는 쉽게 조율되고,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하였다

(1) 기사의 완성도: “기획안처럼 꾸며서 내버리면”

  2학년들이 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렇지만 필자로서 수준과 
깊이가 있는 기사를 쓰고자 하는 욕구나,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성과 조율되었다. 
  ‘토함’ 부장이었던 형민이는 ‘위피’에서 전문 기사처럼 ‘질’을 갖춘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고수해 왔다. 그래서 세월호를 주제로 
자신이 알고 싶거나 탐구하고 싶은 주제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기사다
움에 대한 자신의 준거 - 시의성과 완성도를 들어 전체의 방향을 조율하려고 
했다. 

형민: 지금 아이디어들은 시의성은 떨어지는 대신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
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기사의 경우 필자의 통찰이 많이 필요
하다고 생각해. 단순한 감정이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기사를 시작해
도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내가 경험을 해 본 바로는. 우리끼리 
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본 다음에 기사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완성도 있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사들이 
약간 그런 게 부족해 보여서

  형민이가 시의성 있는 사실이 아닌 생각을 담은 주제의 경우 “필자의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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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완성도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동아리에서 대화를 깊게 나누어봄
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다른 “통찰”을 담을 수 있을 때 기사가 가치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2학년들은 동아리 안에서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기사 쓰기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도 의의가 있다고 보았
다. 다은이는 일단 개인의 생각을 담은 기사가 위피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그
것으로부터 독자와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1학년
들이 기사 쓰기에 부담을 느끼고, 기사를 쓰지 못할 때 2학년들은 완성도의 
무게를 덜어주려고 애써 왔다. 그래서 다은이는 1학년 규민이의 기사가 늦어
지자 “기획안”처럼 의문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규민: 빨리빨리 못 썼던 이유가 바쁜 이유도 있고 조금 더 이 문제에 대
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다은: 뭔가 줄글로 완성해야 돼? 
규민: 줄글로?
다은: 시간이 많이 부담이 되는 작업이잖아 그러면 너네가 하고 싶은 물

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식만 기획안처럼 꾸며서 내버리면 안 돼?
규민: 기획안처럼? (...) 이번 꺼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내기보다는 학교에 

좀 뭐라고 되지? 
윤지: 철학이나 가치나 다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찬우: 네 그렇죠.
규민: 그렇기도 하고 학교 모두에게 큰 의문을 주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쓸 계획이 있어서

  하지만 규민이는 “큰 의문”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다은이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완성도’에 대한 고민은 이후에도 종종 위피 회의에서 이슈
가 되었다. 위피에서 완성도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위피의 기사가 웹
공간에서 독자와 공유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배수정 교사가 말했듯이 웹은 
실험의 공간이고, 그 실험에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 새롭게 담론이 형성되는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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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에서의 객관성: “우리 디씨 인사이드가 되는 거야?”
  
  자신의 글로부터 독자와의 소통이 시작되길 바라는 다은이의 생각은 기사의 
형식과 내용 구성의 방식을 두고 종종 간접적으로 도전을 받아왔다. 다은이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독특한 게임에 대해 카드뉴스 형식의 간단한 게임 
리뷰도 위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고 있었다. 정후와 윤지는 그것으로 인해 
위피 페이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에 “가벼운” 기사와 “질 높은” 기사
가 같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며 그것 또한 위피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온
라인 기사를 링크하며 간단히 의견을 덧붙이는 ‘에디팅’의 방식도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3학년 성재와 1학년 규민이는 종종 그러한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었다.

성재: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우리 디씨 인사이드가 되는 거야? 우리 하
나씩 갤러리를 만드는 것 같아. (...)

규민: (성재가 말한) 디씨 인사이드 같다는 게 무슨 뜻이지?
성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주제나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걸 해 나가는 게 위피의 방향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
금의 우리를 웹저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규민; 웹저널이 아니라는 게
성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기사인지 글인지 시각 매체인지….
다은: 제가 처음에 가져가고 싶은 건 소통이었어요. 우리끼리 기사 쓰고 

만족하는 건 싫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달마나 주제를 갖고 가자는 
거였고. 그런데 그게 거부되었고. 디씨 인사이드 갤러리 같다는 게 당
황스러운 게. 제가 계속 가져가고 싶었던 거는 줄글 기사가 아니었어. 
기사가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게. 독자와 아무런 소통을 하
지 못하는 게 기사인가

성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논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게임 홍보도 있고. 에디팅도 있고…논리적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서술해 놓았고…. 고민의 시작점을 소통으로 열어놓고 기
사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기
사로서의 기준을 지키고 있나 하는 생각이.

규민: 아까 성재 선배가 말한 기사의 최소한의 기준이 객관적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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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저도 성재 선배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성재: 글의 품격을 따지자는 건 아닌데….
규민: 네. 맞아요. 이게 기사인가…. 

  작년 부장 성재와 올해 부장 다은이는 ‘기사 쓰기’의 의미에 대해 많은 부
분에서 대립적이었다. 물론 성재는 기사가 “고민의 시작점을 소통으로 열어놓
고”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그 소통을 종결
짓는 글쓰기에서는 기사다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은이는 기사를 
통해 소통이 시작되는 순환의 과정을 생각했다면, 성재는 그러한 소통이 정리
되어 객관화되는 것이 기사라고 본 것이다. 전통적인 뉴스 보도를 기대하며 
동아리에 가입한 규민이도 성재의 생각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위
피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기사 쓰기와 그러한 틀에서는 벗어나지만 새
로운 관점과 대화를 낳을 수 있는 기사 쓰기가 공존하고, 상호 영향을 주는 
문식성 실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갔다.

(3) 기사의 언어: 일상의 “쉬운 말”을 승인하기

  2학년들과 달리 막 위피에 가입한 1학년들은 ‘기사’의 전형적 담화를 생각
하며 기사 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은이가 1학년 때 어려움을 겪었듯 
단지 기사의 형식만이 아니라 언어와 표현이 글쓰기의 장애가 되는 문제가 다
시금 반복되고 있었다.  
 

정후: 혹시 그 때 네가 얘기했던 거 너가 써보고 싶다는 거 아직도 좀 쓰
고 싶은 마음이 있니? 아니면 조금 다른 거에 관심이 생겼니?

찬우: 비슷한 마음인데요. (...) 그런데 수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수필이나 감상문 식으로 많이 써서…. (정후: 와, 감탄사. 다은: 상관 
없어) 기사는 쫌. 기자들이 쓰는 말투. 그런 게 있잖아요. 

2학년: (한 목소리로)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윤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찬우: 제가 쓰는 게 보통 쉬운 말이거든요. (정후: 응) 그래서 기사 느낌

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은: 얘가 쓴 걸 못 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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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 맞아. 내가 쓴 거. 

  찬우는 동아리 첫 모임인 소개하기 시간에 위피에서 자신의 “주장이 들어간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며, 그것을 “논설”로 표현하였다. 보통 신문의 논설위원
들이 쓰는 사설과 같은 글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한 전형적인 장르를 의식했
을 때 찬우에게 가장 먼저 간극을 느끼게 한 것은 언어였다. 찬우의 글쓰기 
언어는 수필이나 감상문에서 쓰는 일상어, 전문적인 언어가 아닌 쉬운 말이었
던 것이다. 윤지가 “내가 쓴 거”라고 한 글은 스스로 “기사의 형태보다는 확
실히 칼럼도 아니고 거의 수필? 에세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쓴 글이다. 그
럼에도 “평소보다 독자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 읽기 쉽게 조금 더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문장의 전개를 더 빠르게 하였기 때문에 독자와의 소
통성은 더 높일 수 있었던 글이었다. 
  다은이와 윤지가 ‘기사’라고 보기 어려운 글을 올리고, 찬우의 “쉬운 말”을 
승인하자, 성재는 전체적으로 “위피 색깔이 작년에 비해 너무 바뀌었어. 전에 
딱딱한 문어체”였다는 농담을 건넸다. 언어의 변화가 동아리의 정체성의 변화
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들은 필자와 독자 간의, 또 부원들 간의 소통성을 높여 학교의 문화
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생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주제, 형식, 상호작용
의 맥락을 구성하였다. 즉 독자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소통할 수 있고, 학교
의 문제를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 이러한 주제를 담기에 
가장 적절한 ‘통로’로서의 장르와 양식, 이러한 장르와 양식을 자유롭게 유통
하면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 구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후 교사와 선후배들과 계획을 공유하면서 기사의 완벽함, 기사다운 언어, 
기사의 객관성 등 기사다움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과 태도를 조율해 가며 공
동의 목적과 규범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삶의 맥락인 
학교의 문화에 대한 지식 생성자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디지털 공간에
서의 소통에 적절한 문식성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주제, 형식, 언어, 
양식과 같은 텍스트 내적 요소는 물론 동료와의 상호작용, 플랫폼에서의 수용
성, 학교에서의 소통의 문화 구축과 같은 텍스트 외적 맥락의 적절성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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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사 쓰기를 통한 비판적 문식성 실천

  웹저널 동아리의 부원들이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심적으로 참
여하게 되는 것은 기사를 쓰는 것이다. 위피에서의 기사 쓰기는 다은이와 2학
년들이 활동의 기획자로 참여하여 구성한 주제, 형식, 상호작용의 맥락을 의
식하며 수행된다. 그와 동시에 부원 각자의 삶의 개별성, 상황의 우발성, 문식
성 자원의 차이에 따라 그 맥락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 이 장에서는 웹저널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기사 쓰기를 통해 어떠한 문식성을 실천하는지를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기술하였다. 부원들 각각이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식성을 실천하고, 또 실천에 관여하는 개인의 문식성 자원과 상황적 문식성 
자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1. 언어와 담화의 이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다은이 사례 
  
  언어의 사용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아닌 사회의 영역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과정이
며 동시에 사회적인 실재를 구성하게 된다(Fairclough, 2001: 18-21). 이것이 
곧 사회적 실재로서의 담론이다. 이에 언어의 의미는 텍스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영역과 결부되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은이는 언어가 담아내는 사회적 실재에 민감하였다. 2017년 1년간의 동
아리 활동 기간 쓴 4편의 기사는 모두 언어, 대화, 담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이반검열, 도중과 이후의 파편>에서는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이반’
들의 독백을, <도담학교와 모범생들 – 극작가의 말>에서는 도담학교에서의 입
시와 관련된 대화를, <우리에게는 성교육이 필요하다>에서는 성에 대한 일상 
대화와 성교육 교재의 담화를, <수다 떠는 성교육>에서는 미디어와 일상에서
의 ‘여성혐오’ 언어를 문제시하고 있다. 다은이가 산출한 기사의 제목, 목적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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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기사 목적 기사 내용 게재일

이반검열, 

도중과 

이후의 파편

자신이 본 연극의 내용과 

장치를 ‘글’로 재현하여 

자신이 관객으로서 가졌던 

체험을 독자들도 몰입하여 

느낄 수 있게 함.

연극 <이반검열88)>의 

내용과 연극적 장치, 즉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사회의 ‘이반’ 들의 

독백과 행위를 관객의 

시각에서 재현하고, 자신의 

감상을 드러냄.   

2017.

4. 29.

도담학교와 

모범생들 – 

극작가의 말

대안학교임에도 학생들이  

입시 교육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입시제도에 대해 

예민해지기를 바람.

연극 <모범생들>을 관람 

후 연극 속의 비인간적 

입시 교육을 드러내는 

대사와 도담학교에서의 

입시와 관련된 대화를 

재현, 병치하여 제시함.

2017. 

7.3.

우리에게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에는 관심이 

있지만, 청소년의 몸과 

성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거나 

보수적인 친구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함. (대안적인 

성교육을 실천하고자 함) 

청소년의 일상적 대화에 

내재된 청소년의 성에 대한 

모순된 인식, 청소년 

성교육 교재의 담화에서 

실제의 성에 대한 무지를 

강요하는 담론을 비판하고, 

청소년이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2017. 

10.22.

수다 떠는 

성교육

페미니즘과 성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거나 잘못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말해 봄으로써 독자들이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페미니즘과 성과 관련된 

일상적 주제, 즉 생리, 

여성혐오 미디어, 성적인 

단어들, 밤거리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뽑고,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을 대화의 형식으로 

제시함. 

2018년에 

후배들이 

편집하여 

게시함89)

<표 Ⅴ-1> 다은이가 산출한 기사 목록

88) <이반검열>은 전통적인 서사극이 아닌 뉴스와 다큐 등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배경으로 
인물들이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극이다. 내용은 대부분 
청소년의 말, 성소수자의 말,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의 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말, 이주 노동자의 말들로 실제 인터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나
아가 국가가 순수함과 건전함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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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언어와 담화를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며, 그것에 내재된 암묵적인 가
치와 이데올로기를 인식하는 것은 비판적 문식성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다
(Lewison et al., 2002). 그렇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렌즈를 가져와서 
담화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
는 다은이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일상 담화의 이면에 주목하여 독자와 소통
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과정을 기술한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식성이 실천
되었고, 어떤 문식성 자원이 활용되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지면의 제약과 논
의의 초점화를 위해 다은이가 쓴 기사 중에서 언어와 담화에 대한 비판적 읽
기와 쓰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도담학교와 모범생들 – 극작가의 말>
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갈 것이다. 

1) 일상 대화의 이면에서 느끼는 불편함

(1) “일상적인 영역”의 대화를 관찰하기

  다은이는 위피 기사를 위한 문제를 일상에서 찾고 있었다. 활동에 대한 ‘기
획하기’에 참여하면서 위피가 독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되
기 위해서는 독자와 공유하는 일상의 영역에서 기사의 소재를 찾아야 한다는 
믿음을 확고히 했던 것이다. 
  4월 도담학교의 세월호 주간을 맞아 세월호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할 때도 
“신문을 읽듯이”이 세월호를 기사화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세월호 참사 3주기
를 맞아 정치권에서 벌어지거나, 또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사적 이슈 
대신 “일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였다. 다은이가 주
목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향했던 폭언이었다. 그 폭언이 얼마나 폭력적

당화하고 폭력을 가했는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다은이는 위피 페이스북 페이지에 중
앙일보에 기재된 ‘정상과 비정상 가로지르기’(2017년 4월 29일) 평론을 공유하였다. 아
래는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일반이 정상이라면 이반은 비정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반이란 단어는 2000년대 중반 청소년 성소수자를 가려내는 용어로 쓰였
다.(...) 존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이다. 말의 연극이라고 할 이 공연은 한 사
회가 말살한 작은 사회를 말로 구축한다.”

[출처: 중앙일보] [이달의 예술 - 연극] 정상과 비정상 가로지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1526633
89) 촬영은 마쳤지만, 동영상 편집에 시간과 기술이 많이 소요되어서 2학년 때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해 함께 준비했던 수빈이가 완성해서 위피 페이지에 올렸다. 서울대학교 
IRB에서 승인받은 연구 기간을 벗어나서 이 논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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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인지를 연극 ‘이반검열’의 대사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은이에게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언어와 대화였던 것이다. 다인
이가 세계를 읽고 이해하고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원천은 주변 사람들의 일
상 대화에 대한 관찰이다. 다은이의 기사 <도담학교와 모범생들 – 극작가의 
말>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연구자: 그러면 어떤, 전하고자 했던 게 그럼, 소통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다은: 아, 저는 그냥, 막 친구들이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막 대학 이
야기 많이 하고, 한양대, 서울대 이런 이야기 하고 막 수시 면접 이런 이
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다들 되게 은밀하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아 
어쨌든 나는 도담학교 학생이니까, 흠 뭐랄까 조심해야지? 아냐, 조심해
야지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입시제도에 편승하는 게 정말 잘 하는 걸
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뭔가 입시는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는 거라고는 내신 수시 정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태예요. 제대
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뒤에서 ‘강남 족집게 학원에서 수능 문제가 
나온다더라.’ 같은 ‘카더라’로 얼룩진? 

  다은이는 친구들의 대학 입시에 대한 대화가 “은밀하게”, “조심”스러운 태
도로, ‘카더라’와 같은 학교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포착하였다. 친구들이 대학과 수시, 수능과 같은 대학 입시
와 관련된 화제 자체가 아닌 그 발화가 수행하고 있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다
은이는 이것이 공부와 입시에 대한 친구들의 “고민과 불안과 주장”이라고 보
고 이것을 정리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부원들에게 공표하였다. 
  다은이의 기사 <우리에게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도 주변에서 ‘성’에 대해 
“은밀하게” 주고받는 말의 이면을 포착하고 있다. 대안학교인 도담학교에서 
직설적으로 입시를 위한 공부를 지향할 수 없듯이, 청소년에게서 성과 섹스에 
대한 대화는 직접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진지한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 
다은이는 도담학교에서 입시에 대한 화제가 “카더라”로 유포되는 것처럼 성과 
섹스에 대한 담론이 “섹스의 앎을 내포하는 단어”나 “과시용 입담, 야한 썰, 
수치스러운 소문”으로 음지에서 유포되는 것을 포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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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는 섹스를 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섹스를 안다는 것을 안다. ‘음란

마귀’ 라는 비범한 단어를 보라. 이 외에도 섹스의 앎을 내포하는 단어들은 

많다. 우리는 ‘므흣’ 하거나 ‘꼴리는’, 또 ‘라면 먹고 갈래?’ 와 ‘소방차는 멈추

지 않아 boy’를 안다.  

(중략)

  우리는 어떤 성교육을 배워왔을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교

육 교육과정을 보자. 성교육 자료를 미루어 보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청소

년들은 기성세대에게 계속해서 무지하기를 요구받는 듯하다. 목차에도 나오

듯, ‘학생답게 예쁘게 사귀렴.’ 과 같은 말처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행위’ 

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담론 형성도 없이 지나간다. 그러니 학교에서 성교

육을 배운 이후에도 섹스에 대한 인식은, 결국 과시용 입담, 야한 썰, 수치

스러운 소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 다은 <우리에게는 성교육이 필요하다>에서 발췌

  다은이에게 언어와 대화, 담화를 관찰하는 것은 다은이가 어린 시절부터 가
정에서부터 익혀 온 문식성이다. 다은이는 엄마를 따라 네 살 때부터 연극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은이는 엄마의 책장에서 봐 왔던 ‘창작과 비평사’,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문학책들에 익숙하였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극을 
보는 일이라고 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용돈을 모아 한 달에 두세 번은 
연극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연극은 말과 몸의 언어로 채워진다. 다은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연극의 
대본처럼 기억된다고 했다. 다은이가 동아리 시간에 학교의 사건이나 문제를 
전달할 때의 언어도 늘 연극적인 경우가 많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태도로 말했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다
은이의 말하기 방식이다. 
  다은이가 면담 도중에 학년회 선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거에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전해 준 다은이의 말은 인상적이다. 다
은이는 2학년 학년회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비슷한 문제의식과 공약을 내
세웠는데, 윤지가 회장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말하는 방식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다은: 윤지는 논리적으로 말해요. 반면 현석이나 혜민이는 “(느린 말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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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종종 글을 쓰는 방법에 관한 책들을 사 주었는데

책 속에는 하나같이 ‘의문문을 써 보아라.’,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써 봐라.’, 

‘주위 사물을 잘 관찰하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와 같은 상투적인 말

들만 쓰여 있었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 나에게 글쓰기를 ‘배운다’라는 의

미는 어린 시절 읽은 글쓰기에 관련된 책의 상투적인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상투적인 내용’에 넌더리가 난 내가 ‘힘 있는 글쓰기’를 처음 읽자마자 눈

흉내 내며) 그래서 나는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
든요. 사람들 말투 신경 써서 듣고 있는데, 같은 말을 할 때도 높게 
말할 때 빠르게 말할 때랑 친구들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정아가 한 
말이랑 우리가 하는 말이랑 비슷했어요. 정아는 (연극조로 흉내 내며) 
“자치는 일상의 모든 거다.”, 윤지는 “(똑부러지는 말투로) 우리는 자
치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그래서 우리 당이 부족한 게 
있을까. 자치를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윤
지는 명료해요. 정아는 경험 위주로 얘기하고, 정아는 자기 경험을 갖
고 해요. “(흉내 내며) 이번에는 해보려고 해.” 제스처의 차이도 있고. 
정아는 크게 말해요. 윤지는 낮고 빠르게 말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해요. 수인이는 말이 높고 느려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높고 
느린 말투와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자치는 일상의 이런 영역을 차지하
고 있어요.” 그때의 반응이 별로…. 

  다은이는 친구들의 말과 말의 높낮이, 느림과 빠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청중들에게 어떤 반응과 영향력을 가져 오는지까지 관찰하였던 
것이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연극을 보아 온 다은이에게 말을 관찰하
고 이면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힘의 작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기사’라는 언론의 담화를 배우기 전에 존재하는 1차 담화로
부터의 문식성인 것이다.  
  이러한 문식성은 이면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텍스트를 읽는 것을 따
분한 일로 여기게 하고, 때로는 읽기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다
은이가 연구자의 글쓰기 수업의 필독서였던 피터 엘보의 <힘 있는 글쓰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제출한 감상문을 보면 다은이는 자신의 문식성이 텍스트에 따
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성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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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온 것은 내용이 아닌 문장이었다. 이 책의 문장이 내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어째서일까. 아마 내가 그동안 ‘따분하지 않은’ 전문서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항상 읽어오던 책이 문학책이었던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서적 특유의 문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단조로움과 따분함에 

지쳐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정보를 담은 서적을 꺼내 

읽어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제자리에 꽂아 두고는 했었다. 그랬기에 

정보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거대한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이 책의 문장에 나

는 개안하고 말았다. ‘매뉴얼과 에세이 모두의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라

고 말하는 책에 번쩍, 눈이 뜨였다.

 - 다은이의 글쓰기 강좌 ‘성찰일지’에서 발췌
 
  다은이가 기사 쓰기의 소재를 일상의 언어와 담화에서 취하는 것은 일상을 
함께하는 독자인 친구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자 
신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자로서 자신의 문식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또 나
아가 그것은 세계를 읽는 해석 주체로서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
은이가 “시사에는 답이 있잖아요.”라며, 시사적 이슈가 아닌 일상의 언어와 
담화를 문제시하는 것은 세계를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2) “안일한 태도”에 대한 불편함

  다은이는 공부와 입시에 대해 말하는 친구들의 대화에서 “모순”을 읽었다고 
했다. 도담고 학생들, 특히 대안학교인 도담중을 졸업한 친구들이 입시 교육
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대안 학교 안에서 시험 시간에 불안해하고, 입시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은이가 친구들의 대화에서의 모순보다 더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낀 
것은 입시 교육에 대한 친구들의 “안일한 태도”였다. 자신들의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문제시하고, 더 깊이 대화하
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은: 도담중 출신 친구들은, 한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나는 솔직히 중학교 3년 내내 항상 더불어 살아야 한다, 너
네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대안적 삶만 듣다 보니까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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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강의 듣는 거, 수능 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는 너무 신기하고 새
롭다.” 대안적 삶이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빤하게 들리는…. 저희는 
이제 입시제도에 문제점을 느끼고 대안적 삶에 막 극도로 공감을 표
출하는 건데, 그 친구들은 고민 없는 대안적 삶을 이미 들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입시제도가 어쩌면 대안적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예민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냥….

연구자: 바라는 정도가 막 부르르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다은: 네,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찰을 한다든가, 아님 조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다들 “야, 
‘센’ 사면 좋대.”, “‘자이스토리’ 풀면 좋대.”, “나 이런 이야기 처음 
해 봐. 신기하다.” 이러면서 “입시제도 별거 있나?” 그런데 입시제도
에 반(反)해서 생긴 학교에서 그렇게 입시제도에 대한 ‘안일한’ 태도
를 가진다는 게 상당히 모순적이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은이의 면담에서 “그 친구들”은 “입시제도에 반(反)해서 생긴 학교”인 대
안학교에서만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희”는 다은이를 포
함하여 일반 중학교에서 입시 교육의 억압과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고자 도담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두 집단은 현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입시 교육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그것에 대한 태도는 상
이할 수밖에 없다.  

(3) 자신의 억압 경험의 호출

  다은이에게 입시 교육은 억압의 경험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다은이는 특
히 입시 교육이 낳는 문제에 “예민”하였다. 다은이는 딸을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했던 엄마의 기대에 따라 입학시험이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사교육 
시장을 순회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입시 교육의 억압을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은 중학교 시절이다. 다은이가 다녔던 중학교는 “과고, 외고 가고 싶어하는, 
교육열이 엄청 뜨거운 학생들이 모인” 사립 중학교였다. 입학시험이 있었고, 
반도 성적순으로 나눌 정도로 학생의 인격과 인권은 학업과 성적 뒤로 밀려나 
있는 “악마 같은” 곳이었다. 성적 때문에 부모님께 많이 혼나고 너무 힘들어 
시험이 끝나면 “우리 정말 죽을까 하는 얘기를 흔하게” 했던 곳이었다고 한
다. 다은이가 도담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러한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억압의 경험은 저항적 태도를 낳고, 그것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읽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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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으로 호출된다. 다은이는 대안학교인 도담학교에서도 입시, 성적, 평가
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특정 교사의 말, “너희는 이미 늦
었어.”와 같은 입시 교육의 경쟁 담론을 재생산하는 교사의 말에 분개하고 있
었다. 

다은: 아. (잠깐 머뭇거린 뒤) 저는 강박적으로 성적이 싫어요. 그렇게 수
치화하는 게 정말 싫고. 그런 느낌이 정말 싫은데 그런 느낌을 왜 여
기서90) 자꾸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라고 기
대를 했거든요. 아무도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너무 착한 
모범생들이라서. 우린 인가받았으니까,91) 여긴 한국이니까, 현실은 어
쩔 수 없어.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논리라면 여성이 어떻게 참정권
을 받고 아동이 어떻게 인권을 보장받아요! 싸워야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다은이는 입시 교육의 억압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도담
학교에서조차 이곳 친구들의 모습은 중학교 때의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
다고 말했다. 

다은:  그 친구 인식 속에는 수학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다.’라는 게 있
는데, 그 ‘마땅히 해야 한다.’에는 ‘목적’ 이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냥 ‘수능에 잘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중학교 때 
자주 하던 거였거든요. 미래를 저 멀리 담보 삼아가지고 끙끙거리면
서 그래 뭐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풀어야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문
제의식 없이 하고 있는 행위?

  다은이가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 때 ‘연애’를 시작하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때문이
었다고 한다. 다은이는 그게 “유일한 이유”라고 했다. 

90) 자신이 다니는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칭한다. 입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
을 설립된 학교이다. 

91) 인가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학습이 이루어지
고,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에 따라 평가 준거를 마련해야 하고, 결과는 성적표에 점수와 
등급으로 기록된다. 



- 149 -

다은: 성에 대해 (학교에서) 들리는 말이 “커플들 스킨십 자제해 줬음 좋
겠어.”, “커플들 게르 들어가지마. 거기 들어가면 이상한 짓 할  거잖
아.”와 같은 말들. 그런 말들에 대해 쓰고 싶었어. (...) 학교 안에서 
페미니즘적 이야기 말고 성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온단 
말이야. “너네 좀 떨어져.”부터 “공적인 공간에서는 자제해 줬으면 좋
겠어.”

  다은이는 자기도 몰랐지만 연애할 때 스킨십이 “되게” 많았다고 한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스킨십을 좋아하기에,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치덕거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다은이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는 공적이자 사적인 공간”이었고, 연애는 감정, 신체, 소통이 통합된 어떤 것
이었지만, 그것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은이는 자신의 연애로부
터 청소년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학교에 ‘성교육 자치기구’를 친구들
과 만들고, 나아가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세울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칼럼, 
<우리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를 쓰게 되었다. 일련의 사회적 실천은 ‘학생’이
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결부되어 자신의 연애가 일방적인 비난과 거부감의 대
상이 되었던 억압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2) 해석틀로서 사회의 담론 끌어오기

  다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서로 다른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학교 내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입시에 대한 불안을 ‘담론’으로 생성하고 싶었
다. 하지만 대안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게 ‘억압의 경험’을 가르치거나 강요
할 수는 없다. 다은이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어떤 담론을 만들고 싶
었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말로 대화는 늘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위한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웠다.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다은이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
나, 자신들의 현실을 새로운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할 해석틀로서 <모범생
들>이라는 연극을 끌어왔다. 다은이가 동아리 카톡방에 계획안으로 올린 메시
지에는 ‘입시’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그와 함께 <모범생들>을 활용하는 형식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은] [오후 11:20] 주제: 도담학교의 입시제도 이유: 입시제도에 대한 다
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형식: 10주년을 맞이한 연극 모범생들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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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1)

시험이 끝났다.

복도에는 답안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선생님: 성적표 나왔다. 1번부터 나와라.

 

패러디+각주92)

[다은] [오후 11:21] 지금 아이디어뿐이라 짤막해요! 민망해라. 구체화 시
키고 있습니다..슝..

이주연] [오후 11:23] 오 입시제도!
[다은] [오후 11:23]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입시제도’ 에 대한 학생

들의 여러 방면의 고민과 불안과 주장을 정리해내고 싶어요. 어쨌든, 
다들 도서관 옆자리에서 누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요(아마도) 연극 모범생들은 외고의 대학입시 관련된 연극인
데, 주옥같은! 대사들이! 넘쳐나서!

  모범생들은 외국어고 학생들의 입시 경쟁과 비인간화된 삶을 재현한 연극이
다. 다은이의 고등학교 입시 교육의 [비인간화 담론]에 대한 ‘지식’은 많은 부
분 이 연극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즉 지식 자체가 서사적 상황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다은이가 쓴  기사 <도담학교와 모범생들>의 5장이다. 
전반부(1)은 연극 <모범생들>의 내용을 재현한 부분이고, (사이)의 뒷부분 (2)
는 그것을 패러디하여 ‘도담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의 모습을 재현한 부분이고, 
(2)의 끝부분에서 ‘당신’으로 지칭되는 독자가 명준을 바라봄으로써  외고의 
현실과 도담학교의 현실이 조응하게 된다. (3)은 연극 속의 두 상황과 연극 밖
의 관객인 독자의 상황을 한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장치이다.93)   .

92) 여기서 ‘각주’는 논문의 ‘각주’처럼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의 맥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의견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기사를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
은 연극 대본 패러디로 쓴 다음 독자에게 필자로서 다은이의 의도에 대한 설명을 덧붙
이는 것을 의미한다.  

93) 다은이가 쓴 기사의 원문에는 (1), (2), (3)의 기호가 있는 부분이 여백으로 비워져 있
다. 이 번호는 연구자가 기술의 편의를 위해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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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를 받은 명준,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반장 민영, 명준의 점수를 슬쩍 바라보며 말한다.

민영: 공부하기 힘들었나 봐?

명준, 민영을 노려본다.

민영, 굴하지 않는다.

민영: 야, 저번 시험 때, 반 1등 했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았지?

명준. 민영의 손에서 성적표를 뺏는다, 민영의 성적은 명준보다 높다.

민영: (비웃으며) 고작 3%주제에. 야, 난 0.3%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쉽게 이야기해줄까?

     너 군대에서 좆뺑이 칠 때, 난 어학연수 갈 거야. 너 대학원 다닐 때,

     난 유학 갈 거고, 너 회사 다닐 때, 난 회사를 하나 차려도 될 걸?

민영, 명준의 반응을 살핀다.

웃음을 감추려는 듯 지긋이 입술을 깨문다.

민영: 이게, 너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일까?

명준, 참지 못하고 민영에게 내뱉는다.

명준: 좆 같은 새끼.

민영: 그래도, 연고대는 가야 사람 구실이라도 하지. 안 그래?

(사이)

 (2)

당신, 성적표를 받아서 확인한다.

선생님: 성적이 전부는 아니니까. 잘했다. 수고했어.

선생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울거나 자괴감에 빠진 학생들,

당신, 자괴감에 빠져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인 학생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명준을 바라본다.

 (3)

계단에 앉아있는 학생: 연고대라도 가야 사람 구실을 하지…

명준,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 명준, 관객석을 응시한다.

- 다은, <도담학교와 모범생들>의 5장
  
  연극 <모범생들>의 대사는 입시 교육의 현실을 극적인 상황을 통해 재현하
고 있다. “고작 3%주제에. 야, 난 0.3%”와 같은 대사는 다은이가 사람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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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한다고 비난했던, 중학교 때 겪은 현실과 닿아 있는 [비인간화 담론]을 
상징적으로 구성하는 언어이다. “연고대는 가야 사람 구실이라도 하지” 또한 
다은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어했던 엄마와의 갈등, 우리사회의 학벌주의를 
단적으로 표상화하는 언어이다. 
  도담학교의 현실을 그리는 (2)의 장면은 비인간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다. 그곳은 비인간적이지는 않지만 다은이가 “모순”된다고 했던 도담학교의 
현실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성적표를 나누어 주는 교사의 행위와 함께 수행되
는 “성적이 전부가 아니니까”라고 말하는 교사의 말은 입시 교육에 대한 대항
담론이 되어 ‘위로’나 ‘저항’의 언어처럼 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울거나 자괴
감에 빠진 학생들의 모습이 이어지면서 성적표를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별 것
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사의 언어는 무기력한 “환상”의 언어로 전복된다. 즉 
반(反)입시 교육을 지향하는 도담학교의 교육담론을 유포하는 교사의 언어와 
‘성적표’를 나누어주는 형식 교육의 제도적 행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항하
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 도담고의 학생들의 실존적 상황
이 하나의 장면에 놓이게 되어, 그 모순은 극대화된다.

다은: 도담학교 학생들에게 입시라는 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그 친구
들의 말을 들어보면 ‘환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막 건강한 담론 형성 이런 이야
기를 해도 ‘그냥 나는 공부하고 싶은 건데 이걸 담론 형성까지 할 게 
있나?’, ‘아니 뭐 내가 입시제도를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
면’ 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서 현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
다은: 현실이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면’ 에 대

해서. 우리 모두가 이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 조금은. 

  다은이는 도담고 친구들의 대화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범생들의 대화와 
닮아 있다고 하였다. 이미 10년 동안 흥행을 했던 검증된 대사를 통해 자신들
의 대화에 내재된 이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경험을 부여하고 싶었
다. 친구들을 설득하거나 의식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친구들이 “공부를 하
고 싶었던 거야”라고 입시 교육에서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찾고, 교사가 “성
적이 전부는 아니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도담학교의 대안적 교육이념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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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

 (1)

시험 2일전,

무대 오른쪽에서 수환과 명준 함께 공부하고 있다.

 

수환: 너희 엄마가 나한테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냐고 물으시더라.

명준: (흠칫 놀라며) 뭐야, 말 했어? 나왔다고?

수환: 안 나왔다고 했지 임마, 내가 눈치는 또 백단 아니냐.

명준: (다행이라는 듯) 휴…

수환: 야, 넌 그래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지? 나는 2등급 턱 걸이 한 

거 이번에 3등급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관점을 전복시키고, 이면의 불안과 자괴감을 현실로 드
러냄으로써 “예민해지고”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3) 텍스트 전복자로서 기사 쓰기

(1) 장르 변환: 자신의 언어와 연극 문식성의 활용

  다은이가 연극의 대사를 끌어와서 일종의 패러디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도담학교 친구들의 대화를 그대로 기억하고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
한된 공간에 행위와 말을 극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희곡’이라는 장르를 구현
할 수 있는 다은이의 기능적 문식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은이
는 무대 위의 장면과 무대 밖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현대 연극
의 장치까지도 활용하였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와 담화 자원이 독자
와 소통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다은이는 입시에 대한 문제를 “그냥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다 나눠서 
쓰자고 하기에는” 그렇게 쓰여진 것이 이미 많고 무엇보다, 그런 방식은 자신
보다 잘 쓴 글이 이미 많았다고 했다. 다은이는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였다. 다은이에게는 그게 연극적인 언어, 희곡이었던 것이다. <도담학교
와 모범생들> 2장에서 도담학교 중간고사의 장면인 (2)를 보면 청소년들의 일
상어가 그대로 담긴 매우 생생한 대화를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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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2)

친구2: 와, 진짜 수학 때문에 미치겠다.

친구1 : 워크북만 계속 풀면 되잖아. 나 저번 중간 때는 한 10번 풀었는데.

당신 : 10번? 미쳤다. 아

친구2: 고등학교 수학 진짜 오진다. 나 영어도 해야 되고 사회과 과목 공부

도 해야 되는데.

당신1: 너네 비문 책 3권인가 읽어야 된다며

친구1: 나 비문 던짐.

친구2: 아니 영어가 진심 개 심각해. 공부 어떻게 하냐.

친구1: 아 진짜 하기 싫어 죽겠다.

- 다은, <도담학교와 모범생들>의 2장 

  <2장>에서는 도담학교의 친구1,2와 당신1의 대화에서는 ‘공부’는 ‘10회’라
는 숫자를 통해 숫자만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서 그 의미가 형상화되
고 있다. 이것은 <모범생들>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등급과 대응한다. 즉 도담
학교에서는 <모범생들>의 대사와 같은 노골적인 비인간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
지만, ‘중간고사’와 같은 형식 교육의 평가 방식이 존재함으로써 진정한 공부
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두 장면은 시험이라는 제도적 
문화 속에서 배움이 진정한 이해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 수치
화되고 도구화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은이가 이렇게 연극 <모범생들>에서 
현실을 극화하는 방식을 도담학교의 일상적 대화를 기억하고 그것에 적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은이만의 언어 자원과 연극 문식성이 있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었다. 

(2) 독자에게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기 
 
  다은이는 입시 교육에 대한 기사 텍스트로서 처음부터 문학적인 ‘서사’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은이는 친구들에게 입시문제에 대해 특정한 관점
을 수용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이해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기성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입시 교육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해 왔다는 것이다.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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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들이 그것에 대해 어떠한 문식 경험
을 해 왔는지도 독자와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다은: 딱딱한 글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 
말고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비교문화 시간 같은 발제 
시간만 봐도, 바른 마음이라는 딱딱한 책을 읽는 데 굉장히 좋은 문
제의식이고 굉장히 좋은 말들인데, 딱딱하니까 이거에 대해 조금 전
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분명 그 친구들
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죠. 근데 그걸 섣부르게 말을 못 하
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소설을 읽거나 이를 테면 시 창작 시간처럼. 
모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해도 모두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
요. 전 그런 차이에서 제가 쓰고자 하는 글은 저 혼자 막 논문도 아
니고,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한 글이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글이었
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니까. 그게 가능한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은이에게 문학적 서사의 글은 독자에게 쉽게 다다가게 할 뿐만 아니라 특
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반응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
는 장르이다. 다은이는 자신의 글이 ‘논문’이나 ‘평가’를 위한 학업 목적의 글
이 아닌, 교실 밖에서 의미 있게 소통되어야 하는 글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은이가 문학적 언어를 선택한 것은 “평소에 막 전문서적을 많이 안 읽어
서 배어나오는 게, 그 투가 문학책투”인 자신의 언어 자원에 대한 긍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독자들이 소통하기에 적절한 언어에 대한 선택이기도 했다. 
요컨대 다은이가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와 소통하기 위한 전략은 독자가 자신
의 경험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언어로써 반응할 수 있
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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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공동체에서 대화를 순환하기
  
(1) 실제 독자에게 점검받기  

  다은이는 자신의 기사가 정말 친구들의 반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다은이는 기사를 올리기 전에 자신의 소통 전략이 괜찮은지 점검받고 
싶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은이가 의도한 독자, 즉 학교에서의 학업 때문에 힘
들어하지만,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몇몇 친구들에게 기사를 먼저 보여주었
다. 

다은: 네네. 음. 기분이 되게 안 좋대요. 되게 안 좋고. 그 친구가 수학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 
처음에는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내가 수학을 힘들어 했던 게 사
실이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닌데?” 하다가 다시 또 “내가 은연중에 이
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공감을 많이 
했어요. 

  위피의 실제 독자의 대부분은 도담고등학교의 학생들, 오프라인에 실재하는 
독자들이다. 기사를 포스팅하고 읽는 공간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실
시간으로 그 반응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독자에게 
점검받는 전략을 통해 자신의 쓰기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2) 실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다은이의 기사에는 두 개의 댓글이 달렸었다. 도담고의 한 학생은 “어떤 다
움과 어떤 당연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나 역시 뭐가 달랐을 생각한다.”라고 
글을 시작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성찰하는 글을 
남겼다. 인근 일반고인 야탑고 학생이라 밝힌 한 학생은 “실황을 보았다면 관
객에게 물음을 던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이 아려 힘들었을 뻔했군요. 어쩌
면 저는 이 교육 현실을 재생산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그
러고 있습니다. 덕분에 반성의 시간을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
며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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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다은이의 기사에 대한 댓글

    
  연극에서의 대화가 다소 극단적인 경우라면 다은이가 재현한 도담고에서의 
대화는 일반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두 학생의 성찰과 반성은 두 
텍스트가 만나서 형성되는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맥락 안에서 부여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며 두 대화와 자기 경험 속의 대화를 교차하며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연극의 대사에서 쉽게 드러나는 ‘입시 교육에 따른 [비
인간화 담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힘이, 너무 당연해서 문제라고 의
식하지 못했던 대안학교에서의 대화, 자기 경험에서의 대화를 동일한 틀 안에
서 해석하는 데도 관여시켰던 것이다.  
  다은이의 기사는 기대했던 대화의 순환을 가져왔다. 댓글을 통해서도 이루
어졌지만 “도담학교 안”에서 독자와 마주하며 해석의 장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은: 제가 그냥 줄글로 써서 올리면 다은아, 글 좋다! 말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저는 계속해서 뭔가 제 글과 친
구들의 사이의 소통, 어떤 연결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연이란 친
구도 이렇게 썼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다은아, 내가 생각한 건 이건
데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대화가 다시 생겨나고. (...) 아까도 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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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다은아 되게 좋았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면 “넌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 난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나는 그거 그렇게 쓴 거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라서. 

연구자: 이게 학교 안에서 올리는 거니까 더 그렇다는 거지?
다은: 맞아요, 도담학교 안이니까.

  다은이가 기사를 쓰는 것은 단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행위 이상을 의미한다. 말과 언어에 대한 
관심은 결국 소통에 대한 관심이다. 연극에서 말은 현장에서 관객에게 전달되
고 관객의 반응은 또 현장에서 배우에게 전달된다. 다은이가 동아리 활동을 
기획할 때 필자와 독자의 소통의 ‘통로’로서 장르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도 이
러한 경험과 관심과 연결된 것이다. 다은이는 연구자의 글쓰기 수업 시간에 
네이버 웹툰에서 베스트 댓글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현에 대한 반응으
로서 독자의 댓글 중에 특정한 방식의 반응이 왜 다른 독자의 호응을 더 많이 
얻게 되는지를 분석하며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반응의 순환적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다은이가 세월호 주간을 맞아 연극 ‘이반검열’을 세월호를 기억하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게 된 것도 반응의 순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다은이는 
‘이반검열’ 연극에 혼란을 주는 장치가 많아서 연극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
이 올라오고, 리뷰에 대한 댓글 또한 무척 많이 달렸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도 연극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면 연극 감상 
후기들처럼 자기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었
다고 하였다. 연극 ‘모범생들’을 차용한 것 또한 10년 동안 공연되었을 만큼 
독자의 반응이 뜨거웠던 연극이기에, 자신이 적절히 활용하면 독자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은이에게 기사 쓰기는 단지 위피라는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다. 다은이가 위피의 기사로서 연극의 방식을 활용한 것은 연극마
니아로서 연극의 언어를 수용, 비평, 재생산하는 해석공동체에 참여하는 사회
적 행위인 것이다. 다은이가 위피에서 기사 쓰기의 필자로서 연극, 그리고 성
교육을 소재로서 취하며 실천공동체에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통’이라
는 관통하는 관심에서 자신의 삶의 분리된 영역들을 연결 짓고 통합하며 살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 159 -

2.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기: 규민이 사례

  규민이는 1년간의 위피 활동 기간 동안 3편의 공식적인 기사를 썼다. 2편은 
학교의 과도한 과제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와 같은 교육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 탄압에 대한 것이다. 언론 탄압에 대한 기사
는 찬우가 규민이에게 함께 쓰고자 제안했던 것이고, 규민이가 자발적으로 주
제를 선택한 기사는 교육에 대한 두 기사이다. 규민이가 산출한 기사의 제목, 
목적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사 제목 기사 목적 기사 내용 게재일

도담학교와 

과제

도담학교 학생들이 수

업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어하는 상황과 개

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 함  

수업 과제가 많은 것이 학

생들의 삶과 배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으로 학교의 설립 이념과 

모순됨을 제시함

2017. 

6.24.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실

 2010년부터 이루어진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함 

MBC 파업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시간 

순으로 제시함

2017. 

10.1.

너네 학교 

어때?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

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

고 있음을 고발함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가 계속 통과되지 않고 있

는 사실과 학생들의 인권침

해 사례를 제시함

2018.

1.2.

<표 Ⅴ-2> 규민이가 산출한 기사 목록 

  규민이가 기사의 소재를 선택하고 주제를 구성해 가는 방식에는 일관된 특
성이 있다. 학교라는 사회, 또는 학교 밖의 사회에서 삶의 조건이 악화되거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
라 기사 쓰기의 목적은 억압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자신이 또는 누군가가 처한 삶의 조건을 바꾸고자 일상의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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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문식성을 활용하는 것 또한 비판적 문식
성 이론가들이 강조해 온 것이다(Lewison et al., 2002). 그런데 규민이가 일
상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은이와 2학년들이 기획하기 단계에서 협의했
던 위피 기사의 주제 맥락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 다은이와 2학년들이 학교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교류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성해 내는 
데 위피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면, 규민이는 다양한 생각의 교류보다는 제도
로서의 현실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규민이가 쓴 기사 중에서 가장 오래 고민하며 체계적으로 준비
해서 썼던 기사인 <도담학교와 과제>를 중심으로 규민이가 일상의 정치에 참
여하기 위한 문식성 실천의 방식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1) 개인의 “힘듦”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기

(1) “본능적으로 저가 힘든 거”

  일상의 문제가 선명하게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 문제의 당사자로서 문
제로 인한 힘듦이 계속 신호를 보낼 때이다. 규민이는 학교에 과제가 너무 많
아 힘들어하고 있었다. 잠을 충분히 자기 힘들었고, 생활이 너무 여유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그 여유 없음에 마음이 반응하였다. 그래서 규민이는 
학교에 과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기사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어떤 기사가 가치가 있고, 어떤 기사가 더 언론다운지를 생각하기 전에 저절
로 선택된 주제인 것이다.

연구자: (주제를 학교의 문제로) 한정시키진 않았고?
규민: 그냥 와 닿았던 거 같아요. 마음으로. 그걸 딱 의식하고 생각하지는 않

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깐 그런 생각, 그게 가장 문제라고 느껴지니깐. 
그걸 썼던 거 같아요. 의식적으로 “아, 우리 학생들은 뭐 일단 사회보다
는 곁에 있는 게, 주변에 있는 게 학교니깐 학교 문제를 써야겠다.”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렇게, 그런 어떠한 사회적 문제보다 지금, 일
단 저가 너무 힘든데. 근데 그 힘든 이유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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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니깐. 그냥 본능적으로 저가 힘든 거. 학교 안에 문제가 힘든데…. 
연구자: 힘든 것 중에 좀 뭔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규민: 찾아보고 싶다가 아니라 (웃으며) 그냥 찾아졌어요.
연구자: 저절로?
규민: 딱! 딱! 그냥 힘든 거하면! 과제가 너무 많아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니

깐 이게.
  
  일상의 삶의 문제를 힘듦, 불안감, 불편함, 공허함과 같은 몸과 마음의 반응
에서 인지할 때, 그것은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쓴다는 것은 상황이 만들어낸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다. 3학년 정이가 동아리 규칙을 정할 때 공동의 주제에 대해 같이 기사를 쓰
는 것을 적극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한다. 

(2) 교육 담론 지식에 기반한 비판적 인식

  학생 개인으로서 “본능적으로” 선택한 기사의 소재였지만, 동아리 회의에서 
규민이는 개인의 문제로 풀어내지는 않았다. 이것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경험과 교육 이념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규민: 도담학교에서 개교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문화? 이런 것에 문제의
식을 느끼고 있거든. 

연구자: 거창한데, 단적인 예를 들어봐. 개교 이래까지 가면
윤지: 맞아요. 그게 또 문화면….
수빈: 정확하게 어디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야?
규민: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너무 바빠요. 그 이유가 뭘

까요?
찬우: 문화가 달라요. 일상.
규민: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뭔가 틈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쉴 

시간이 좀 있고,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창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전두엽
과 전전두엽. 그 부분이 여유가 있어야 활성화된대요. 창의성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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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 4차산업 혁명이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도담학교는 학생들의 행복보다는 4차산업 혁명 같은 키워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같다.

태봉고등학교에서 뵌 선생님들은 일반학교 학생들의 불행과 같은 문제들을 

자주 언급하셨다.

도담학교에서 학생들은 행복할까?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

저희들은 지금 과제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여유가 없고 2학년 되면 더 
바빠질 건데, 그러면 도담학교의 교육 목표의 세 번째인 창의성은 어떻게 
계발되는 건가? 그리고 새로운 상상의 배움터가 슬로건인데.

  규민이는 바쁘고 여유가 없는 자신의 체험적 상황으로부터 학교의 문화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창의성의 발현에 대한 지
식을 토대로 학교의 교육 목표가 실제 학생들의 문화와 모순됨을 지적하였다. 
창의성 교육 담론에 대한 지식은 기사 쓰기를 위해 학습한 것이 아니라, 평소 
뉴스와 다큐, 페이스북 기사를 챙겨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습관 속에서 
획득하게 된 지식이다. 

규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전 뉴스나 다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둘이
서, 어디선가 많이 접했던 거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니깐 제가 원
래 알고 있었죠. 이게 문제라는 걸. 정확히 이게 딱 문제의식이다, 하고 
그 기사를 제가 어필하려고 여러 가지를 인위적으로 제가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규민이가 도담학교의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비판적 인식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막연히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빡빡한 일
정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학교의 비공식적 교육 목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다른 
대안학교와 비교하는 규민이의 기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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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 같다. 내 주변 사람들

은 끊임없이 자퇴이야기를 하며 학교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많은 과제에 

치여 살았다. 도담학교는 성장을 위해 학생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성장통

을 안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규민이의 <1학년 1학기 활동 기록> 중에서

<학급자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제>

 ‘너는 요즘 어때?/ 너는 요즘 잘 지내고 있니?’라는 의제이다. 자치란 규칙

이나 벌을 정해 학생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비하는 것

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도담고에 들어와서 친구들의 삶을 이야기로서 공유

하는 학급자치를 하게 되었다. 내가 학교가 너무 쉴 틈이 없고 과제에 활동

에 치여 산다고 이야기하니 친구들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같이 아파하

고 슬퍼하니 기분이 위로가 되고 해결책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의 학급자

치 시간을 통해 자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삶을 

도모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학급자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달은 것>

학급자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는 요즘 어때?/ 

 
  규민이는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자퇴생이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과정에 문제를 느끼고, 실제로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퇴를 하
게 된 것이다. 규민이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다. 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함께 쌓아온 
것이다. 
  
(3) 개인의 문제를 일상의 정치로서 대화하는 공간
  
  규민이가 과제가 많은 것을 문제로 여기는 태도는 매우 단호한 것이다. 그
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겪고 있는 공공의 문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한 공간은 학급자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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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요즘 잘 지내고 있니?’라는 의제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학급자치는 정

치이고 정치는 곧 삶이었다. 정치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삶 그 자체다. 

 - 규민이의 ‘1학년 1학기 활동’ 기록 중에서

  규민이는 학급자치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잘 지내고 있니?”과 같은 사적인 언어로의 물음이 
공적인 정치 행위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규민이에게 위피에서 기사 
쓰기 또한 그러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
았다. 

2) 언론의 방식으로 비판하기

(1) 목적에 대한 의미 협상: 학생 문화의 변화 대 학교의 변화 

  규민이는 과제가 많아서 힘든 상황을 학교의 교육이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에서 기사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실험과 상상’이라는 교육 모토에 따
라 수업에서 다양한 과제가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과제를 “일을 해 
치우듯이” 하고 있기에 그 모토에서 벗어난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고 본 것이
다. [창의성 교육 담론]을 기반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단순히 힘듦을 호소하는 것과는 차별되는 의의를 갖는 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규민: 과연 도담학교의 교육 목표 중에 3번째가 창조적…. 이번에 새로 실험과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슬로건이 있는데, 어떤 이념이 잘 잘 실천되고 있
는가에 대한 의문을 느꼈어. 그런 부분에 대해 기사를 쓸 거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이번 
꺼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내기보다는 학교에 좀 뭐라고 되지? 큰 어떤. 

윤지: 철학이나 가치나 다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찬우: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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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그렇기도 하고 학교 모두에게 큰 의문을 주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쓸 계획이 있어서

  규민이는 그렇게 과제를 부여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주목하며 문제의 해결
이 학교와 교사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후는 규민이의 문
제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서, 이 문제를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해결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정후는 활동을 기획할 때 위피의 기사가 동아리에서의 
협의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아닌 부원 전체의 공동의 의견으로 작성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제의 성격이 또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점
검하고 있었다. 

정후: 그 너희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잖아. 물론 강요된 
선택일지라도 

규민: 뭐가?
정후: 숙제나 수업은 선택이잖아. 의무로 가하는 건 아니잖아. 심지어 일반 학

교에서 숙제는 의무이지만, 우리는 숙제를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
아. 안하고 책임을 지면 되잖아. 왜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았으면 하고. 

  이러한 정후의 언급은 ‘과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나 ‘과
제를 많이 하는 것이 배움에서 중요하다’와 같은 대립적 논리로 규민이의 반
대편에 서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다. 단지 문제의 진단과 변화의 출발점을 ‘학
생’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숙제나 수업은 선택이잖아”라는 명제는 학생을 
학교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학교에서 부여하는 
과제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위치
하게 하는 것이다. 
  규민이는 학교가 억압자, 학생이 억압받는 자가 되는 구도에서 문제에 접근
한 반면, 정후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학생의 태도, 학생 문화의 문제로 접근하
고 있는 것이다. 학생을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로 세움으로써 비
판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저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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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
성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후는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민이의 기사가 그 공론화된 대화의 장에 ‘차이’가 있는 목소리를 가져올 때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후: 그 다음에 총학도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회 
차원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나름대로 총학에서 설문조사도 
만들고. 학교한테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교사회 안에서도 수업 과
목 자체를 내년부터 반으로 줄여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 이렇
게 다양한 계층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해결책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흐름에 더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인 정당
성을 부여하려는 건지. 뭐랄까. 학교의 여러 곳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
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너희가 하려는 것
과 중복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정후는 위피에서 쓰는 기사가 다른 장소에서 구성되는 담화와 어떻게 다른
가를 늘 질문해 왔던 것처럼 규민이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한다. 학생회와 교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해 오며 대안의 담화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
민이의 기사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중복되면 굳이 할 필
요가 없잖아.”는 담화의 가치와 역할은 차이에서 온다는 믿음이다. 형주가 기
성 언론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청소년의 시각’을 갖고자 했던 동아리 정체
성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문식 실천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 
담화의 사회적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담화의 사회적 역할은 생
산하려는 담화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담화의 역할은 텍스트 그 자체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화가 생산되어 수용되는 과정에서 다른 담화와의 
관계에 따라 상호적 위치에서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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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협상의 거부: “과감하게 바뀌어야”

  규민이는 새로운 의미 구성을 위한 성찰로 나아갈 수 있는 ‘혼란’을 취하지 
않았다. 규민이는 단호했다. 

규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쓰는 거는 두 번째 이유야.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
어주기 위함도 있고.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감하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맨 첫 번째가 숙제나 
과제 이런 게 선택이라고 했는데, 도담학교에서 느낀 바는 2학년 되면 더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숙제나 과제가 수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데 안 해 가면 수업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숙제나 
과제가 선택이라고 안 하게 되면 수업까지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게 되잖
아.

  규민이는 과제가 개인의 선택이 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수업과 연결되는 문
제를 지적하며 정후가 제시한 첫 번째 논의를 종결하였다. 정후가 “왜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규민이는 이번에도 제도
의 문제, 과제와 수업이 이어지는 구조적 조건에서 접근하였다. 정후가 학생의 “선
택”을 “책임”과 연결하는 가치체계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수업을 ‘무의미
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다른 가치체계로서 정후의 관점에 맞섰다. 두 관점
은 만나지 않고 종결된다. 규민이는 가치로서 논리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 그 자체 관심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두 번째 논의를 
종결하였다. 
  어떤 사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별개의 의식 작용이다. 규민이의 기사 쓰기는 처음부터 변화, 그것도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변화에 대한 규민이의 
욕구는 그만큼 컸다. “학교의 이슈나 문제를 고발하고 싶어서” 썼다며 “이상
하게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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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민이는 보수적인 지방 도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
는 사람이 다수인 지역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자신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
람으로 친구들과 싸웠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싸움을 즐겼었고, 일반학교
에서 학교의 부조리와 교사의 불합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
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입시 명문을 지향하는 일반고를 자퇴하기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신은 여전히 처벌이 두려워 현실에 순응했던 학생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규민: 그 와중에는. 그래도 순응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다만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저가 가장 많이 그걸 거부하고 항의해 왔어요. 그쵸. 근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상대적으로 일반 보통 학생들의 비해 항의를 
많이 해온 거지, 사실 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많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불합리하
다고 생각해도 요구를 못한 부분이 많죠. 항의를 못한 부분이. 그 뒤에 
따라오는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무겁고 그런 게 금기시
되고. 그래서 이해는 되고, 이해되고 후회한다.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규민이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어”했다. 그래서 도담학교에 들어와서는 친구들
과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대안교육을 모르는 중학생들에게 ‘대안학교가 있
고, 이러한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며 일반고, 특목고나 자사고 외에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
서 자신들의 출신 중학교를 중점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담학교보다 더 혁신적이고 탈제도적인 대안학
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활동가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었다. 학교를 권위적인 제도 기관으로 보고 그것에 저항하려는 규민이의 태도는 교
육에 대한 오랜 관심과 자기 경험에서 오는 세계관과 같은 것이다. 규민이가 불합
리한 제도를 알리며 세상에 영향을 주려는 태도는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일시
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저항적 정체성을 넘어선 지향적 정체성94)을 형성해 나

94) 카스텔즈(Castells, 2004/2008)은 공적, 제도적 권위를 수행하는 지배적인 담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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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위피에서의 기사를 쓰는 필자 정체성을 ‘언론’으로서 구성하게 하였
다. 규민이는 “뉴스나 기사 같은 데 보면 보통 비판만하고 해결책은 언론사들
이 제시하지 않잖아요.”라며 자신의 문식 작업을 언론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규정하며, 언론과 같은 방식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드러내
었다.  

3) 텍스트 브리꼴레르로서 기사 쓰기

  규민이의 기사 쓰기 작업은 텍스트의 효과적인 표현에 집중되었다. 기사의 내용
은 문제를 인식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고, 일종의 ‘고발’기사였
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과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방향의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학교 내의 사태는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정보를 검
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료의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론화를 위한 기사이기에 
많은 독자들에게 쉽게 읽히고 전달력이 높은 텍스트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1) 공동체의 다층적 공간으로부터 담화 자료의 채굴  
  
  규민이는 담화 자료의 채굴가가 되었다. 학교의 문제는 도서관이나 인터넷
에서 그 자료를 구할 수 없다. 규민이는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 페
이스북 게시물, 학교 복도에 걸린 친구들의 글,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교육담
론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총학생회 통계 자료는 동아리 회의 때 정후
가 살펴보라고 제안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규민이가 혼자서 찾게 된 것
이다.

응하며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정체성을 세 가지 형태, 즉 적응적(legislative), 저항적
(resistance), 지향적(project)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적응적 정체성은 공적 권위를 수
행하는 지배적인 담론에 순응하려는 정체성이고, 저항적 정체성은 그러한 지배적 담론
에 저항하려는 정체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는 특정한 정체성에 고착되지 않고 정체성
들 간의 대면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대안으로서 지향적(project)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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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총학생회 설문조사

 
[자료2] 도담고등학교 설립이념

[자료3] 학교 복도 게시물 [자료4] 페이스북 게시물

[그림 Ⅴ-2] <도담학교와 과제> 기사에 활용된 학교 내 자료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해석되지 않은 1차 자료이다. 교육담론을 제외하
면, 학생들의 실태와 여론을 드러내는 자료이다. 학교 교육담론의 모순을 지
적하기 위해 창의성에 대한 학술 논문, 즉 2차 자료를 참고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자료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생활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산출된 
텍스트이다. 자치기구, 학교의 복도, 페이스북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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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간의 일부이다. 규민이는 이 공간들을 전략적
으로 오가며 자료를 채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동료의 지원: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배우기

  규민이의 초기 작업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의 효과적
인 구성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처음에 규민이는 신문 기사의 일반적인 형식을 생각
하며 글로 된 기사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자신의 기사의 
내용 구성을 동아리 시간에 공유했을 때 이루어졌다. 

성재; 너 인포그래픽 해 봤어? 이건 글로 하기보다는….
찬우; 인포그래픽이 뭐예요?
성재: 피피티로 하는 건데. 
규민: 글로 쓰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규민이가 총학생회에서 만든 통계 자료를 포함시키는 계획을 들은 성재는 
카드뉴스로 기사를 작성하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규민
이는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성재한테 처음 배웠다. 두 
시간 정도 성재가 만드는 방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운 것이다. 성재가 2학
년 동아리 부장으로 있을 때는 동아리 내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후배들이
나 조금 더 미숙한 동료들에게 전수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은이가 부장이 되면서 학교 문제를 다루다 보니 줄글이 많아진 것도 있고, 
소통 자체에 목적을 두면서 산출된 텍스트의 완성도를 작년보다 의식하지 않
아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규민이의 
기사는 소통이 아니라 설득, 공론화라는 뚜렷한 실천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
러한 목표의 담화를 많이 산출해 본 성재로부터 기술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
루어졌다.

규민: 이목을 끌 수 있고 쉽게 이해하는. 수치나 이런 걸 글로 주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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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풀기보다는 탁탁 눈으로 딱 보게 만들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잖
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성재 선배가 인포그래픽을 제안
했던 거 같고 또, 저는 통계자료만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수
준을 넘어서 그 정보에 대해서 학교가 좀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 학
교가 잘 돌아가지 못했다는, 못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인포그래
픽뿐만 아니라 글로도 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면에 대한 철학
이 있는데 이거… 그래서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의 형태를 혼합해서 
이런 식으로 했죠. 

  규민이는 중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해서 영상은 만들어 보았지만, 파워포인트도 
딱 한 번 활용해 보았고, 카드뉴스도 처음 만들어 보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였다. 방송반 활동을 하며 ‘독자’를 고려해서 화면을 편집했
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다른 매체를 활용한 것이지만, 독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획득한 기능적 문식성은 그렇게 다른 상황에
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3) 기호의 전달력을 평가하기

  변화를 바라는 규민이의 욕구는 규민이를 전략적인 활동가이자 기호의 다중
양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텍스트 디자이너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 하였다. 
인포그래픽을 처음 활용해 본 규민이는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바로 깨달았다
고 했다. 인포그래픽이 정보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
제의식”을 전달하는 데는 ‘언어’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의 종류 중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발화행위(locutionary 
act)에 충실한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갖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의 원인으로서 학교를 주체로 드러내고 ‘잘못했다’고 해석하게 하는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규민이가 문제의식을 언어로 드러내는 방식은 다른 부원들과 상당히 달랐
다. 일단 매우 간결하고, 발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은 객관화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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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위피에서 산출된 기사 중에 의견을 담으면서 ‘우리’나 ‘나’를 주어로 
하지 않는 것은 규민이의 기사들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성’은 규민이
가 위피의 기사를 쓰면서 자주 강조했던 표현과 사고의 방식이다. 그럼에도 
규민이는 객관적인 언어가 청자에게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l act)를 수행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규민: 이거는 뭔가 좀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학생들의 감
정이 뭔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니까 ‘그냥 힘들다, 힘 
드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학생들이 정말. 이거는 전달이 안 되잖아
요. (...) 그리고 꼭 통계 자료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페북에서나 복
도에 걸려있는 글 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한 실태가 드러나고 있
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좀 넣은 거죠. (...) 감정이 구구절절하게 
담겨있는 말들이 많죠. 설득력 있는 말도 많고. 근데 대부분 설득력 
있는 말도 다 감정으로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 너무 힘들다는 상
황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탁탁탁 있는데 근거도 굉장히 괜찮은데 대
부분 감정이 잘 느껴졌어요. 근거는 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더듬으며 머뭇거림) 저는 굉장히 많이 공론화되기를 원했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수면이 부족하다는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만이 아닌 학생들
이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데에서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리
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라는 현실적인 목적에서 ‘감성’은 청
자의 파토스에 다가가는 도구가 됨을 규민이가 직접 친구들이 쓴 글을 읽는 
독자가 되면서 경험한 것이다. 실제 목적을 가지고 실천된 친구들의 실제 텍
스트를 읽는 경험으로부터 쓰기의 전략이 발견된 것이다. 

(4) 학교의 공식적 교육담론의 재맥락화

  규민이는 친구들이 페이스북과 복도에 남긴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넌더
리”라는 고등학생에게 다소 낯선 단어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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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그림 Ⅴ-3] <도담학교와 과제>에 활용된 재맥락화 담론 기법

규민: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학교 철
학으로 힘들면… 단순하게 힘들다, 학생들에게 힘들다, 라고 해서 이
거를 하는 게 또 효과적이다. 그게 사람들에게 더 “아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되겠구나.”이런 느낌이 들게, 느낌을 효과적으로 들게 하지 못
하고 이게 이념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탁탁탁 따져가면서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근데 그게 또 “힘들다.”라는 게 
이런 것도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게. ‘넌더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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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학교 이념에 담긴) 이 문장에서 그대로 있는 거고.
연구자: 아, 비판도 되고 실태도 알리고?
규민: 예예.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표현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사람

들은 많이 표현되고 많이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
현하려고 했어요.

  규민이가 ‘넌더리’라는 단어를 학교가 지향하는 이념을 기술하는 담화에서 
따와 학교를 비판하는 자신의 텍스트의 언어로 활용한 것은 페미니즘의 미러
링 기법과 같은 ‘재맥락화’의 담론 기술로 볼 수 있다.95) 물론 규민이는 그것
을 이론적인 지식으로서 활용한 것은 아니다. 도담학교에서는 이념을 건드리
면 다들 민감해하기 때문에 학교 이념과 관련된 담화를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확 눈에 띄었다고 한다. 너무 모순적이라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보았던 다큐멘터리로부터 여유가 창조성에서 중요하다
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학교이념을 기술한 창립선언문에서 “아이디어와 지식
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이 과제가 많은 상황과 모순된다
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인터넷으
로 논문을 찾아보고 여유와 창조적 지성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부분을 인용하
게 되었다고 한다. 
  규민이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이 놓인 상황을 “처리”라면서 자연스럽게 해
결된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이런 형식은 어쨌듯 처음인거지?
규민: 네. 완전 처음이죠.
연구자: 완전 처음이잖아. 좀 어렵거나 난감하거나 이러진 않았어?
규민: 많이 어렵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근데 어떻게, 어떻

게 하다 보니깐 또 되데요. 
연구자: 어떻게 해결을 한 거야?

95) 재맥락화는 서로 다른 실천 관행에 있는 요소를 연결짓는 것이다. 한 실천관행의 담화
를 다른 관행에 있는 담화에 부여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Fairclough, 2003: 
48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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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그냥 별게 없어요. 그냥 처음엔 정말 난감했는데 어떻게 잘 떠오르
더라고요.

  
  규민이가 원시 사회의 지적 활동으로서 브리콜라주(Bricolage)와 같이 주변
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기사 쓰기를 실천할 수 있었던 맥락 중 중요한 것은 
규민이의 기사가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공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규
민이는 ‘파급력’을 위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접근을 하였다.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 자신의 기사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온라인이기에 어떤 형태의 기호와 텍스트 양식도 허용이 되는 것을 알기에 
“완전 처음”인 문식 작업을 설계도도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텍스트의 유통과 전략적 홍보

 과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규민이의 마음은 간절했다. 파급력을 위해 
다른 부원들이 시도하지 않는 기사 홍보까지 진행하였다. 

규민: 위피에 올린 글을 총학 페이지에 공유도 하고(웃음) 공유를 하면 
‘규민님이 뭐뭐뭐뭐 도담고등학교 총학생회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뜨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또 보게 되잖아요. 
많이. 또 위피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사람은 또 이 글을 못 
보게 되니깐 총학에도 공유를 하는 게 더욱더 파급력이 클 거다. 해
서 위피에 올린 걸 같다가 총학 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또 위피에 올
린 글을 갖다가 3400원인가요, 3900원인가요 저가 돈을 또 대가지고 
홍보를 딱 하고 4일 동안. (...) 이전까지 위피에 기사가 ‘좋아요’가 
많아봤자 한 10개? 20개? 이정도 되었는데 저가 한 60∼70개가 되었
나요? 총학 것까지 합하면 거의 100개가 가까이 될 걸요? 그래서 굉
장히 이전에 위피 기사에 비해서 저가 좀 호응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
며 좀 뿌듯했죠.

  규민이는 카드뉴스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을 뿐 아니라 카드뉴스를 복사
하여 오프라인상에서, 급식실 유리창에도 붙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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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기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위피의 게시물에는 보통 
‘좋아요’가 10정도 올라오는데 규민이이 기사에는 ‘좋아요’가 약 70개 정도였
기에 규민이는 뿌듯해했다. 
  규민이가 다른 부원들과 달리 기사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문
제가 공론화되어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
민이에게 기사 쓰기는 일상의 정치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이
었던 것이다. 
  

3.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 찬우 사례

  찬우가 1년간의 위피 활동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완성한 기사는 2편이다. 
위피는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사 쓰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찬우의 기사 쓰기는 자기 관심사가 뚜
렷한 다은이나 규민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상황적이고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처
럼 보인다. 소통 공간에 참여하는 필자로서 뚜렷한 신념이나 가치를 내보이지
도 않았다. 산출된 기사에서도 일관된 주제나 일관된 사고의 방식이 두드러지
게 포착되지 않았다.
  찬우는 1학기에는 자신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기사의 소재가 선
택되었고, 2학기에는 언론에 관심이 생기면서 MBC 언론 파업에 대해 조사해
서 기사를 작성하였다. 2학기 말에 학교에서 흡연과 음주 규정에 대한 이슈가 
부각하면서 대마초가 마약으로 단속되는 현실의 부당함을 담은 기사를 썼지
만,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찬우가 산출한 기사의 제목, 목적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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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기사 목적 기사 내용 게재일

의견을 펼

친다는 건?

도담학교의 지배적인 

교육담론의 논리적 모

순과, 그것과 다른 가치

관을 가진 소수자로서 

자신이 겪는 혼란을 전

달하고 자신에 대한 친

구들의 오해를 풀고자 

함

자신이 도담학교의 신입

생으로 지내면서 듣게 되

는 학교의 지배적인 교육

담론을 이해하기 위한 질

문과, 그 가치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함.

2017. 

6.25.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실

 2010년부터 이루어진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함 

MBC 파업이 왜 일어났

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

지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시간 순으로 제시함

2017. 

10.1.

# 마 약 에 

관하여#대

마초 합법

화

대마초에 대해 대중들

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함

대마초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인

에게 지나친 억압의 도구

가 되어 왔고 실제 유해

성이 과장되어 있음을 자

료를 바탕으로 전달함

2018.

 

5.26.96)

<표 Ⅴ-3> 찬우가 산출한 기사 목록 

  
  표면적으로 찬우가 쓴 기사의 소재나 주제에는 어떤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다. 다은이나 규민이처럼 특정 분야나 영역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찬우가 소재를 선택한 이유와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
면 하나의 흐름이 있다. ‘의견을 펼친다는 건’은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소수자로서 겪는 자신의 혼란과 억압감에서 기사가 시작되었
다. MBC 파업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약자에 대한 탄압의 측면에서 접근하
였고, 대마초도 합법화의 정당성보다는 대마초에 대한 편견이 개인에게 어떠
한 억압이 되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찬우는 2학년 때에도 위피 활동

96) 찬우가 2017년에 대마초의 법적 분류와 의료용 사용 등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한 것
을 2018년에 동료들과 함께 수정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재하였다. 동영상에는 찬
우의 초안에는 없었던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한 연예인들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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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하였는데, 찬우가 단독으로 낸 기사의 주제는 ‘난민’에 대한 포용을 다
룬 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
서 난민들의 처지에 감정을 이입하여 쓴 기사이다. 찬우의 기사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소수자에 대한 오해, 편견, 그것이 낳는 억압이었던 것이다. 
  찬우가 오랫동안 고심하며 첫 기사인 <의견을 펼친다는 건?>은 찬우가 자
신에게 “아웃사이더”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오랜 고민 끝에 작성하게 된 기
사이다. 이 절에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지배적인 교육담론의 공간에서 소수자로서
의 청소년이 남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기사로 써 가는 문식성 실천의 과정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자신의 다름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1) 자신의 다름과 불안함에 질문하기
  
  찬우는 “비도담중”을 졸업하였다. 찬우가 속한 도담고등학교 1학년 80명 학
생 중 50여 명은 대안중학교인 도담중학교 졸업생이고, 30명은 도담학교 밖의 
일반중학교를 졸업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담고등학교와 도담중학교 사
이에는 교무실과 행정동 건물만 있고 사실상 두 학교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
고, 교사들 중에는 두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규민이
와 찬우와 같이 일반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안학교로서 도담고등학교
는 대안학교로서 기대되는 곳이자 낯선 곳이다. ‘도담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에게 자연스러운 도담학교의 교육담론 또한 낯설기에 그 의미를 질문하며 자
신의 이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견주어 보게 된다. 
그런데 그 견주어 보기가 이루어지는 맥락 안에 졸업한 학교에 따라 구분 짓
는 “비도담중”이라는 언어와 도담고등학교에서 처음 맞는 체육대회임에도 도
담중학교를 기준으로“체육대회는 원래 토요일이야”와 같은 담화가 껴드는 경
우가 많다. 학교의 교육담론은 교사를 통해서 유포되기도 하지만, 종종 ‘도담
중’ 친구들로부터 재현되기도 한다. 
  찬우는 이야기장이나 학급 회의에서 도담학교에서의 지배적인 교육담론을, 
그것을 이미 수용하고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도담중’ 친구들의 
발언을 통해서 듣게 된다. ‘도담중’ 친구들이 다수로서 참여하는 이야기장이나 
학급회의에서 그 친구들이 사적인 경험으로 말하는 어떤 얘기도 그것이 도담
중의 문화를 토대로 겪은 경험에 대한 것이면 그것의 주류의 생각으로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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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포될 수 있다. 수빈이가 이야기장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하는 말에서 도
담학교의 교육담론이 유포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수빈: 어떤 문제로 이야기장이 열리면 그 문제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도담의 가치와 상반되는 걸 얘기하면 대화의 분위
기 자체가….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좀 있어서. “그럼 우린 왜 공동체에서 살아야 해?”라는 질문에는 아
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한 대화 속에서 찬우는 “바깥”에서 온 “비도담중” 학생으로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아이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모범적인 다
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위축감,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
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도담학교에서 4월에는 세월호 주간이 있어 왔다. 위피에서도 “자동으로” 4
월의 주제는 세월호가 되었고, 부원들이 모두 세월호와 관련된 기사의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찬우의 마음은 세월호에 가 닿지 못했다.     

찬우: 저는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한 생각이 
세월호나 그런 거에 대해도 많이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제일 문제를 느끼고 불안해하고 감정을 제일 많이 쏟아 붓
는 게 도담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나의 생활이나 내가 느끼는 정서. 다
른 기사와 같이 토함같이. 문제에 대해 같이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
을 했어요. 

  찬우는 자신의 다름과 불안감이 일시적인 것인지, 자퇴를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하였다. 찬우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통
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학교에 대항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찬우: 지금 고2도 적응 못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정후: 있지. 그게 심화되면…. 지금도 힘들어 하며 지내는 친구들이 많지.
찬우: 근데 힘들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건가요?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힘들어하던 친구들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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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가요?
정후: 힘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숙제 양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적응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 2학년 때는 적기는 해. 이제는 
숙제의 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아웃사이더고 못 들어오고.

찬우: 저 아웃사이더예요. 지금.
  
  찬우는 자신을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명명하였다. 그것은 아웃
사이더에 대한 괴로움이라기보다,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정후에게 알리는 단
어이다. 찬우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
고 있는 것이다.  

(2) 소수와 다양성 존중의 담론으로 읽기

  4월 학교 문제를 위피 동아리 회의에서 꺼냈을 때까지도 찬우는 도담중을 
졸업한 친구들이 이야기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보
는 입장에서, “타협하고 서로 융합해서 좀더 바람직한”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5월 찬우의 어조는 조금 바뀌어 있
었다. 보다 강건해졌다. 친구들의 발언이 인식론적으로 옳지 않은 어떤 것에
서, 실천적이고 타자에 대한 발화 행위인 “강요”로서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
었다.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수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학교 안에서 소수의 위치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
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찬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범위가 작다
고 느꼈어요. 되게

윤지: 개인에게 주어지는 범위? 무엇의 범위?
찬우: 저 스스로 표정이나 이런 게 조금만 굳어지면 애들이 문제 있다고 

걱정해 주고 신경써주어서 되게 고마운데요, 지나치니까 저 스스로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학급 자치 때 맨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줬
으면 좋겠어. 우리가 친해지려면 이런 걸 해야 해. 저는 거기에 동의
를 하지 않는 게 80명이 어떻게 다 친해질 수 있겠어요. 마음을 터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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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얘기하고. 사람에 따라서 마음을 떠 놓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도담학교에 들어온 이상 마음
을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과 상반되기 때문에 학급 자치 시간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먹히지 않더라구요. ‘어쨌든 마음을 좀 열어주었으
면 좋겠어.’ 그러는데 좋겠어가 진짜로 좋겠어가 아니라 마음을 열 필
요성이 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강요되는 부
분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어…. 여기서는 소수의 생각을 들어주기는 하되, 그
게 결론적으로 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무슨 일이나 그런 것이 결정
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저는 소수와 다양성을 존중해준다는 게 제
가 기준을 잘못 잡아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소수의 의견도 어
느 정도 반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반영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충분
히 들어주겠다고만 하겠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좀 
해서. 

  찬우에게 도담학교의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쌓기 위한 “터놓고 말하기”의 
문화는 “바깥”에서 온 개인에게 주는 어려움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만큼 찬우는 자신
의 문제제기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처음 시작은 4월에 찬우가 학교의 교육 
이념인 ‘공동체적 삶’이라는 가치를 교육담론으로서 실천하게 하는 말들을 여
기저기서 듣게 되면서 의문을 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2) 기사 쓰기의 지연과 두려움의 극복

(1) 다수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찬우는 계속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뭘 쓰려고 해도 부담감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찬우는 “도담학교에 다니
는 학생이 240명이라고 치면 239명에 비해서 제 한 명의 생각이 많이 동떨어
져 있는 것 같아요.”라며 다수에게 자신의 생각이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할 것
이 두려웠던 것이다. 찬우는 써야 할 말은 이미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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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통을 해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말하기에서 실재하는 청중이 
화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듯이, 실재하는 독자는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특정
한 심리적 상태를 강화한다. 그런데 찬우의 경우는 단지 독자의 존재만이 아
니라, 학교 안에서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다른 성향에 대해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학교 안의 ‘소수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질문자: 그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던 거지?
찬우: 네. 결국 또 말이 길어졌는데, 항상 답답했거든요. 말하고 싶었는데 

다수가 절 안 좋게 볼 까봐 그 시선이 두려워서 말을 못 했죠, 페이
스북에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다?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2) 온라인에서의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관찰
  
  학급 자치에서 자신이 논리적으로 말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공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도담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
성혐오 논쟁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타협하고 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찬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다양성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
들이 그러잖아요. ‘도담학교는 다름을 존중하는 학교지, 틀림을 존중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고3들이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지나 SNS에서. 의미는 다들 장황하게 담는데요, 결과적
으로 그 말이 남들에게 전달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봤어요, (...) 형식
은 그렇다고 쳐도요, 전달할 때 남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
니라, 세세하게 ‘꼬투리 잡을 건 없나’ 하고 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는 누가 봐도 남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누르면서 자기 의견을 표출시
키고 싶어서 쓴 글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 온라인이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 꾸미고 포장한 게 아닌가 싶었죠. 저는 그런 논쟁은 논쟁
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논쟁할 때 남의 생각을 다 파악하고, 결국
엔 논쟁을 하는 이유가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함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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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말하는 의도는 서로 알아요. 근데 그 의도를 상대방이 안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SNS에서 한도 끝도 없이 댓글 달고 이러니까요, 효율성이 없잖아요. 
(...)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변
화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
죠. 대체 여기서 의견을 펼친다는 건 뭐길래 그에 대해 말이 많지?

　  찬우는 관찰하고 있었다. 도담학교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다름이 존중받아야 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을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3) 동료들의 소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지지
  
  찬우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사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위피에서는 찬우가 어떤 말을 해도 
격려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리에서 찬우가 학급 
자치 때 공감받지 못한 생각을 꺼내었을 때도 찬우의 생각이 가진 힘을 우선
적으로 평가해 주었다.  

찬우: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도담고에 들어
온 이상 전의 이야기는 필요 없는데 전의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이렇
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16년 동안 살아온 배경이 17년째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들은 도
담고에 다들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도담중 타중 이런 범위 내에서만 
도담중 타중 구분되면 안 된다는 범위에서만 너가 전에 살아왔던 시
절을 반영하고 대입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다은: 그런 거 다 쓰면 되는 거야. 지금 네가 한 말 하나하나가 너무 주
옥 같애.

윤지: 그치 맞어.
연구자: 그런 반응 하나하나도
윤지: 그리고 네가 한 말이 정당하잖아. 그러면 설득시키면 되는 거야.

  위피의 2학년들은 일단 찬우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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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식이든 다 가능하다고 격려해 
주었다. 평소 객관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윤지까지 “정당”하다는 말로써, 정서
적인 지지만이 아닌, 실제로 힘을 가진 발언으로 지지해 주었다. 동아리 부원
들의 공감과 지지는 소통 공간에서 글로 표현하는 어려움을 대신하는 구술의 
경험을 제공한다. 찬우는 동아리 시간만큼은 자신이 속으로만 가져왔던 생각
들을 ‘언어’로 모두 “표출”하는 구술의 경험을 지속하게 된다.

찬우:　사실상 모든 한 반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집중하는 경우가 거의 없
거든요. 어쩔 수 없이 관심 있는 거에 쏠리게 되고. 유일하게 이 동
아리에서는 한 명이 말할 때 그 한 명한테 경청해 주는 느낌이 들어. 
말을 할 때 속 안에 있는 말까지 술술 나오게 되어 좋았고, 기회는 
많지 않지만 말하는 순간만큼은 다 표출할 수 있어서. 

  찬우가 이러한 생각을 위피의 ‘기사’로 남아낸 것은 6월 마지막 주였다. 찬
우는 그것을 “학교의 모든 체제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이건 아닌 것 같
다’ 싶어서 겨우 표출해 낸”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에서 문제를 말하는 찬우
의 목소리는 동아리 시간에 구술로 풀어갔던 고민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4) 비정형적 소통 방식의 제안과 지지 

  찬우의 두려움은 기사 쓰기의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1학년이 선
배와 팀을 이루어서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어 말하며 기사로 담을 
내용과 형식을 조정하는 시간도 갖게 해 주었는데, 정후가 찬우의 팀이 되었
고 정후는 그 역할을 잘 해내었다. 

찬우: 전 무서워요. 
정후: 상관없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너가 선택하면 되어. 네

가 좀 더 강한 글을 쓰고 싶은지 아니면은…. 음.
찬우: 여태까지 위피에서 강한 글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후: 너가 처음이 되면 되지.
찬우: 아. 없었어요?
정후: 별로 없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사람은 없지. 그건 

상관이 없고. 너가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으면 굳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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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일 필요 없이 너의 수필로 쓰면 되어. 그런데 만약 조금 더 설득
력 있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싶다면 좀 더 자료를 찾고, 좀 
더 공식적인 글을 쓰면 되지.

찬우: 아. 이해시키고 싶은데.
정후: 그런데 너가 하려는 얘기가 모두한테 이해가 될 것 같애?
찬우: 아니지요.
정후: 그지.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찬우: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 밖의 생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정후: 그러려면 수필을 쓰면 되어. 그러면 다들 아 저런 친구가 있구나. 

바로 다 이해되어. 
찬우: 수필요? 수필이랑 일기.
정후: 그냥 네 생각을 자유롭게
찬우: 일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후: 너도 글 스타일이 그런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찬우: 문제 풀 때도 스토리텔링으로
정후: 굳이 자료 찾고 뭔가 객관적으로 보일 만한 건 필요 없고. 
찬우: 알겠습니다.

  정후는 두 방향의 쓰기 방식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명확히 
하였다. 근거를 갖춘 “공식적인” 기사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는 수필이
나 일기와 같은 글쓰기이다. 이것은 단지 특정한 텍스트 유형을 선택하는 권
한을 부여하는 의도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찬우가 독자와 어떤 소통의 방
식을 원하는지, 그리고 필자로서 무엇을 더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지를 찬우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결국 자신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 기
사를 완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정후는 동아리 회의 시간에는 기사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선택을 
제안하였었다. 위피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대자보를 써
서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기사에 접근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정후: 나는 들었을 때 이런 문제를 차라리 대자보 형식으로 들어간 다음
에 그 옆에 선배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급력과 위피에 올라왔을 때의 파급력이. 나는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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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쪽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윤지: 나도.  
정후: 생각해봤니? 대자보 쓰는 것.

  대자보는 도담고등학교에서 ‘개인’이 다수를 향해 생각을 표현하고, 그에 대
한 응답으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소통 방식이다. 대학에서 어떤 
문제를 고발하거나, 선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소통의 양식이다. 대
학가의 대자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논리와 설득의 장르라면, 도담고등학교
의 대자보는 자신의 친구, 선배, 선생님들을 향한 공감과 대화의 장르이다. 그
것은 ‘개인’의 상황과 사적 경험, 일상적 언어로 텍스트가 구성된다. 종종 학
년회나 특정 자치기구의 이름으로 공적인 소통의 경로가 되기도 하지만, 공감
과 대화를 지향하는 장르라는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후는 수필이나 일기와 같은 형식, 대자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은 
찬우가 ‘소수자’로서의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고민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언론’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형식성에는 벗어난 
것이다. 심지어 대자보를 활용하라는 것은 언론 실천공동체의 부원으로서 가
져야 하는 소속감과 무게감까지 덜어주는 것이다. 
  찬우는 정후랑 팀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동아리에서 솔직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위피의 부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
고, 때로 지겨웠던 동아리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
다. 그렇게 4월에 시작된 찬우의 고민은 6월 초 정후와 대화를 나눈 후 첫 기
사로 표현될 수 있었다.

3) “나 김찬우로 이야기하기”

(1) “컨셉”과 글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찬우는 기사는 크게 소통의 어려움과 더 나은 소통에 도전하려는 자신의 마
음가짐을 보여주는 전반부와 도담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진술에 대해 질문하
고 의문을 나타내는 후반부로 구성되었다.97)

97) 원문에는 각 문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아래 표의 문장 번호는 원문 기사에 문장별
로 부여한 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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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곳에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펼친다는 건?

(1)의견을 펼친다는 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한다고도, 생각을 말한다고도, 제

안, 제의한다고도, 또 입론한다고도 할 수 있듯이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2)그렇기에 같은 뜻을 품은 의견도 표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다. (3)또, 같은 방식으로 표출된 의견이라도 듣

는 이가 받아들일 때, 자신의 주관과 경험을 섞어서 이해하거나, 같은 말이

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다. (4)만약 표출된 의견이 방식이 말하

는 이의 의도를 정확히 듣는 이에게 전달했더라도, 두 사람이 말할 때의 시

간, 장소, 분위기, 목소리의 톤, 겉모습, 평소에 알고 있던 상대방의 성격, 표

면적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들도 부가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5)이 모든 영향력을 배제한다고 쳐도, 서

로 의견이 다를 때, “이 사람은 내 의견은 들은 척도 안하는 구나”라는 생각

을 하며 전달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의견을 더 강압적으로 낼 수도 

있지 않은가? (6)거기서 또 강압적으로 낸 의견에 상대방은, “이 사람은 자

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구나”라며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은가? 

(7)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각자의 생각과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한 도담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펼치며 완벽한 소통을 이뤄내려

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8)완벽한 소통을 하기엔 걸리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데. 완벽한 소통은 애시당초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9)

이런 글들을 쓰다보면 완벽한 소통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는 있나 하

문장 중심 내용

(1)~(6) 의견을 펼치는 것으로 소통하기의 어려움

(7)~(9) 주관이 뚜렷한 도담학교 학생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10)~(13) 더 나은 소통을 위해 궁금해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필치고자 함

(14)~(20) ‘있는 그대로의 내면의 모습과 가치를 존중하기’의 불가능성

(21)~(26) ‘학년끼리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가치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27)~(39)
‘재미와 의미 사이에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는 가치가 주는 혼란과 압박

감

(40)~(47) ‘슬픔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의심

<표 Ⅴ-4> 찬우의 기사 <의견의 말한다는 건>의 중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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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도 든다. (10)그래도 일단 지금 내가 하는 소통의 방식보단 더 나은 

소통을 위해, 궁금한 것들은 다 적어보긴 해야겠다. (11) 세상에게 던지는 

why라는 질문은 π의 소수 부분만큼, 무한하다는 것이 우리 동아리가 가진 

이름의 의미니까. 

(12)난 이 글에서, “기사”라는 대중적 매체를 이용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과 그것들에 대한 나의 의견을 펼쳐보려 한다. (13)앞서 말한 완벽한 소통은 

안 되더라도, 의견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경험

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더 발전시켜 주리라 믿는다.

- 찬우, <의견을 펼친다는 건?> 전반부

  찬우는 글의 서두에 ‘의견을 말하는 것’ 과 관련된 부분은 도담학교에서 완
벽한 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와의 대화, 내적 독백이면
서 청자에게 소통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대화의 전략이다. 
(2)~(6)에서 의견 소통의 어려움은 찬우가 도담고 대나무숲에서 벌어졌던 논쟁
을 의식하면서 쓴 부분이다. 찬우는 그 논쟁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여
기서는 비판이 아닌 어려움에 대한 성찰의 태도로 기술하고 있다.
  찬우는 “자기 주관이 확실한 도담학교”의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생
각이 소통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떠올리며 소통을 하는 어려움에 대
한 고민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정한 청자를 지목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스스로 답을 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은 동시에 잠
재적인 청자를 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텍스트 안에 “완벽한 소
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지만 ‘독자와 진정한 소통을 바라는 필
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자신은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하고자 하
니, 독자들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고, 진정
한 소통의 태도로 자신의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되는 것이다. 
  찬우의 기사에서 (13)의 “의견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해 보는 경험”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글쓰기가 찬우가 기존에 해 도
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시도해 보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찬우는 자신이 글
을 쓸 때 “사람들에게 좋고 멋있고, 기대되는 어떤 것을 갖고” 쓰려고 하고, 
스타일에 있어서도 “컨셉을 잡고”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위피에서 다른 부원
들이 쓴 기사를 읽고, 또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그런 방식이 없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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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예전까지는 글을 쓸 때는 컨셉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런 얘기 아
무한테도 안 하는데. 하하하. 글 쓸 때 예를 들면 김훈 책을 읽었어
요. 김훈은 상당히 수필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소설을 1인칭 
주인공 스타일로 쓴 게 읽으면 그 스타일이 멋있으면 그 스타일대로. 
예를 들면 더 킹 스토리를 읽으면 그걸 떠올리며 쓰고. 글 쓸 때 그
런 식으로 컨셉을 잡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그 컨셉이 없어졌어요.

연구자: 그럼 없어진 자리는 뭘로 채우지?
찬우: 그래서 한 동안 글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컨셉을 

잡아야겠다. 컨셉을 가지고 글을 시작을 하면 글다운 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애초에 생각나는 대로 쓰자고 하면 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대로 쓰면. 글 쓰면 편하긴 한데, 컨셉
을 잡고 쓰면 약간 양심에 찔린다고 할까. 그런 말투 없이 쓰면 불편
한데….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위피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면담에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찬우가 “기자다운 말투”로 기사를 쓰는 것
을 걱정하며 부담감을 드러내었던 것이 이해가 되었다. 찬우에게 기사 쓰기란 
기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기자답게 생각하며 기사스러운 글을 쓰는 것이라 생
각되었던 것이다. 찬우에게는 글쓰기란 어떤 전문가나 멋있는 필자의 상을 떠
올리며 그 필자가 말하는 방식을 흉내 내고, 그 필자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
상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찬우가 “양심에 찔린다.”고 말하
는 것은 그러한 글쓰기가 단지 문체만이 자신의 말투가 아닌 것을 넘어 문제
에 대해서도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찬우: 이때까지 얘기한 걸 다 제외를 하고 제가 딱 정리를 해 보자면 제
가 “글에 대해 가진 편견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의 틀이 좁았던 것 같아요. 새롭게 알
게 되었다기보다는 그 생각의 틀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넓어진 범
위 안에 뭔가를 담아내면 좋겠죠. 그러면 제 안에 내공이 좀 쌓이고. 

  찬우가 의견을 펼치는 데에 있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컨셉을 버
리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찬우의 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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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두 번째로, 각 학년끼리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입장은 언제부터, 누

가, 무슨 근거로 내세운 입장이기에 15기 학년회에서 이를 위해 애쓰며 여

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인가? (22)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잘

잘못을 가리기 보단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더 중요히 여기고, 무리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끝까지 서로를 믿으며 포기하거나 

손 놓지 않는 도담의 공동체 의식은 너무나도 이상적이며, 그런 공동체 속

에 있는 나 자신이 좋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도 생각한다. 

(23)하지만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크고 작은 고

민들을 털어놓는 데에 스스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일관적인 것이 

아닌가? (24)난 16년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더 터놓고 

싶고, 아직까진 그들에게 있는 정이 더 많다. (25)2017년도가 되어 난생 처

음으로 이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올해 처음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

람들에게 고민을 쉽게 털어놓고 마음을 틀 수 있단 말인가? (26)서로에 대

해 더 알고 더 친해지자는 학년회의 취지에는 강력하게 찬성하지만, 그 기

준점을 너무 섣불리 정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3. (27)셋째로, 재미와 의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뜻하며, 왜 둘 사이

의 거리감이 조성되어져야 하는가? (28)도담학교에 와서 나는 전보다 훨씬 

진지하며 가치 있는 고민들과 생각,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있다. 이곳에 

온 뒤 돈과 명예와 사회적 위치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뿌리박힌 나의 가치관

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면서 나는 생각의 폭이 광대하게 넓어졌다. (29)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담은 글들을 보며, 하나둘씩 있는 줄도 몰랐던 

나의 슬픔들을 느끼고 그것들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

들을 느꼈다. (중략) (33)하지만, 이렇게 단기간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많은 

감정의 문들을 열어준 도담이라는 공간에서, 이전의 내가 살아오며 찾았던 

행복의 방식들과, 자극적인 요소들과, 사소한 재미와, 좁았던 생각의 폭 안

은 동아리 시간에 자신이 말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고, 찬
우의 말투가 그대로 들렸다. 찬우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독자를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했다고 했다. 

(2) 논증과 자기고백의 혼성 언어

  그럼에도 찬우의 기사는 의견을 말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일관된 전략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네 단계의 소통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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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던 생각들은 아예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34)지금도 가치 있다고 

믿는 이전의 삶 속의 일정 부분들을 나에게 크게들 “재미”라고 했다. (35)17

살이나 된 내가 사회에 나가서 가치 있는 삶을 사려면, 그 “재미”는 모두 버

려야 하는가? (36)버려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계속 유지함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37)허나 이곳에선 모든 부분에서 탈

바꿈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통이 조여 온다. (38)작년까지 쓰고 있던 “재

미”의 탈을 벗고, 도담에서 알게 된 “의미”의 탈을 쓰는 게 좋은 선택일까? 

(39)“재미”와 “의미”의 탈을 둘 다 쓴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찬우, <의견을 말한다는 건?> 후반부에서 발췌

  우선 ‘질문’ 형식으로 자신이 의문을 갖고 있는 교육담론의 진술의 의미를 
묻고 있다(14, 21, 27. 40).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지점을 드러낸다(22, 
28, 29). 이는 일상 대화의 전략으로서 일종의 ‘나-전달법’이자 독자와의 공통
기반이 되는 인식에 대한 노출이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수긍할 수 없는 지
점에 대해 논리적인 의문을 표한다(23, 33, 38). 자신의 의문과 관련된 ‘개인’
의 경험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 이념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24, 
25, 36, 37). 
  찬우의 기사는 정후가 말했던 객관적 근거를 갖춘 설득적인 글과 솔직한 자
기 표현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개하는 방식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의문을 갖는 대화적, 탐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찬우는 자기 주관이 확실한 독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한 새로
운 소통의 방식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부여했던 “컨셉”에 맞춘 글쓰기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혼성의 언
어였다. 

4) 공감받지 못한 것을 돌아보기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는 실천 그 자체가 성찰을 이끈다. 찬우는 자신의 글
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공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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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한 번 더 읽어보고 고쳤어야 했는데 그러기 싫어서 이번 글은 그냥 
“왜 이런 글을 맨날 고쳐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담은 건데 굳이 이것까지는 수정하기 싫어서 그냥 냈더니 그 결과가 
그대로 돌아왔죠. 처음에는 공감하고 안 하고를 아예 생각 못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의 취지를 잘 몰라보더라고요. 근데 또 글을 읽어보면 
‘대체 뭐가 원인이었을까, 뭐 때문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제
대로 파악한 사람은. 근데 아직 사람들이 한 글자씩 제대로 읽지 않
은 것 같아요.

  찬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에, 간결하게 쓰기가 어려웠고 그렇기
에 “눈에 뜨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야”하는 온라인 기사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론 동아리의 기사인데, 개인 김찬우의 목소리로 말한 
것이 상황적으로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했다. 

 찬우: 피드백 받아볼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냥 올렸어요. 왠지 그 글만
큼은 피드백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글은 위피 기사로 올리
기에 적합한 게 아니라, 총학 페이지나 대자보로 써서 붙이는 게 나
았어요. 객관적 사실보다는 도담학교에 와서 느낀 걸 저만의 방식으
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나 김찬우로 이야기한다.”였는데 (동아리에
서는) “위피 기자 김찬우로 이야기한다.”는 거였으니까, 취지에서 벗
어나 보이기도 했겠죠.

  실제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맥락화되어 있는 필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경험은 ‘소통’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
한 깊은 성찰을 가져온다. 찬우는 글을 쓰기 전부터 도담학교의 문화적 맥락
에 적절하게 “의견을 말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었고, 기사를 온라인 공간에 
올린 뒤에도 독자의 반응을 살피며 글의 형식, 글의 내용, 글이 올려진 공간, 
필자의 위치 등 소통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식별하며 각각의 적절
성과 타당성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었다. 



- 194 -

기사 제목 기사 목적 기사 내용 게재일

세월호 이후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외 

활동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설문지를 통해 도담학교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외 

교내 활동에서 실제로 

주체적인 삶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2017. 

5.15.

<표 Ⅴ-5> 수빈이가 산출한 기사의 목록 

4.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기: 수빈이 사례

  수빈이는 1학년 부원 중 유일한 도담중학교 졸업생이다. 도담중학교에서 학
생회장을 했던 수빈이에게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공간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한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세월
호 주간 준비위원회’, 좋은 수업을 함께 고민하는 ‘수업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학년회와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서 당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수빈이는 이런 활
동을 통해 “친구들 가까이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자치를 
하고” 싶어졌다며 2학년이 되면 학년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도 하였
다. 이런 수빈이는 친구들에게 가장 “도담스러운” 학생으로 꼽히는, “딱 자치
하는 애”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신념은 수빈이가 위피에서 쓴 세 편의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수빈이
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조사한 <세월
호 이후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 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에 대해 여학생들을 대변하여 쓴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공동 창작 뮤지컬인 ‘한꿈’ 교육과정98)에 대해 돌아보는 
<15기의 복도에서 찾은 한꿈에 관한 물음표들>, 세 편의 기사를 완성하였다. 
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8) ‘한꿈’은 ‘한여름 밤의 꿈’의 준말로 도담고등학교 1학년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수
행되는 공동창작 뮤지컬 프로그램이다. 1학기 기말부터 준비해서 2학기 초에 공연을 올
리게 된다. 대본, 무대, 음악, 분장 등 공연의 모든 요소를 학생들이 협업하여 스스로 
창작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도담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꿈’으로 지칭하므로 연구자도 이후 줄임말 ‘한꿈’으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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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라고 보지 않는 

독자들(학교 남학생들)의 

생각을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논증, 반박하여 

인식을 바꾸고자 함.

강남역 살인 사건이 

우발적 살인 사건이라는 

주장의 모순을 통계 자료, 

전문적 지식을 통해 

반박하고 이 사건이 

여성혐오 문화에서 발현된 

사건임을 논증함

2017. 

6.25.

15기의 

복도에서 

찾은 한꿈에 

관한 

물음표들

한꿈 활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지 학교에 

제안하려는 목적에서 

한꿈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교와 학년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학생들과 

공유하는 목적으로까지 

확장됨

한꿈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 형성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내면화 과정마저 생략되어 

한꿈의 교육적 목적과 

모순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2017. 

10.1.

  
  “자치하는 애”라는 수빈이의 이미지는 수빈이가 쓴 기사의 제목에서도 엿보
인다. 수빈이가 쓴 기사에는 ‘청소년’, ‘우리’, ‘15기’로서 기술된 대상을 집단
에 대한 명명으로 지칭하고 있다. 수빈이는 위피의 기사를 쓸 때 자기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타인들의 목소리를 공공의 목소리로 내는 것을 선호함
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수빈: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사 한 번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할 때 개인의 목소리였다가 기사를 통해서 하면 공
공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힘을 실
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제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판적 문식성 이론가들은 비판적 문식성의 한 요소로서 다양한 관점을 고
려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관점에서도 경험과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
하였다(Lewison et al., 2002).99) 쓰기에서 한 텍스트 안에 다양한 관점을 추
구한다는 것은 완결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정답관에 의해 소통하는 교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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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수빈이가 “누군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문
식성을 실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성적, 고정적, 완결적인 텍스트 생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쓰기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자치하는 애”로서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수빈이의 지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사인 <15기의 복도에서 찾은 한꿈에 관한 물음표들>를 중심으
로 수빈이의 기사 쓰기에서의 문식성 실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자치하는 애”의 관점으로 문제 인식하기

(1) 학교의 교육담론: “학생들에게 와 닿지 못하는”

  수빈이의 ‘한꿈’에 대한 의문은 9월 초, 고1 창작뮤지컬 공연 ‘한꿈’이 끝나
고 2학기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기되었다. 주변의 친구들로부
터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했던 ‘한꿈’ 활동이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 들
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수빈이가 한꿈을 기사로 써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자기 안의 불만이 아닌, 주변에서 불만을 표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말에서 
시작되었다. 

수빈: 저 한꿈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한꿈을 하면서 뭘 위해서 하는지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의미가 학생
들에게 완전히 와 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극으로 배우는 게 아니
라, 다 같이 밤새워 노동력을, 전우애를 일으키기만 하고….

99) 루이션과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와 경험, 텍
스트를 읽어내는 것을 비판적 문식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Ÿ 복수의 견해, 또 서로 모순된 견해를 반영하기(Lewison, Leland, Et Harste, 2000; 
Nieto, 1999)

Ÿ 여러 목소리를 사용하여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것이 누락되었는가”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텍스트를 따져보기(Luke & Freebody, 1997)

Ÿ 침묵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목소리를 추구하기 
(Harste et al., 2000)

Ÿ 경쟁하는 내러티브를 검토하고 지배적인 담론에 대한 대항적 내러티브를 작성하기
(Farrell, 1998)

Ÿ 차이를 가시화하기(Harst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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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 원래 관계의 의미가 크잖아요.
수빈: 하면서 크게 싸워 본 적도 없고, 아쉬웠던 게 일하다 끝난 기분이

에요.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인 “관계의 의미” 모두 대안학교의 교육담
론을 토대로 공유되어 온 한꿈의 교육적 의의이다. ‘한꿈’은 뮤지컬을 공동창
작해서 무대에 올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그 과정은 높은 수준의 협업을 요
구하기에, 도담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한꿈’의 교육적 목적을 갈등과 화해 
속에서 만들어 가는 ‘관계’가 모든 일을 의미 있게 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되
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공유해 왔다.
  “일하다 끝난 기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교육담론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한꿈을 수행하는 과정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갈등 없이 일로서 모든 아이들
이 열심히 참여했던 수빈이의 반에서는 그런 “관계”의 구축이라는 공식화되어 
온 목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교육적 목적에서 활동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서 수빈이는 친구들을 ‘우리’가 아닌 “학생들”로 지칭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하려는 제3자의 위치에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 문화의 추구: “우리 학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수빈이는 처음에는 힘들게 뮤지컬을 공동창작해야 하는 ‘한꿈’ 교육과정 자
체의 문제, 또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운용하는 방식의 문제로 학교와 교
사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했
다. 규민이가 학교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같지만, 수빈이는 “제안 상황이
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의 문제에 대해 제
안이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학생회나 학년회 같은 자치 기구에서 하는 일이
다. 수빈이는 학생회장이었을 때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때 교사들이 언제나 
“대안을 갖고 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빈이는 학생회장으로서 
학교공동체의 문제 해결자가 되었던 자기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규민이가 “언론이니까” 비판까지만 하고 해결은 학생회나 학교에서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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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던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다.  .
  그런데 수빈이는 제안이나 해결을 담는 기사를 쓰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 
비판으로 끝내지도 않았다. 이 문제를 보다 복잡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취하였다. 

수빈: 한 가지 확실했던 건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뭔가 기사에서 결국은 친구들이 원하는 
게 시간을 늘려 달라, 아니면은 방학을 끼고 하는 거 하지 말자, 이
런 이야기들밖에 제안 상황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제일 제가 
중요하게 친구들 문제의식 속에서 느꼈던 건 한꿈을 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일만 할 뿐이지 어떤 한꿈이 
주고자 했던 것들이 사라진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걸 주요
하게 다루고 싶었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제
안 상황이나 해결 방안이 어떤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나 정확한 해결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선생
님들이 장만 만들 뿐이지 저희가 그 안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
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꿈 자체만의 문
제가 아니라 우리 학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사이에서 되
게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수빈이는 학교나 교사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문제, 학생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하였다. 도담학교에서 “자치하는” 학생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해석 방식이
다. 규민이가 과제가 많은 것을 문제시하였을 때 정후가 과제를 하는 것은 학
생들의 선택으로 보고 학생 문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같은 문화적 행위이
다. 규민이는 정후의 그러한 접근을 거부했다. 반면 수빈이는 스스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수빈이는 자신이 “우리 학년의 문제”로 돌린 이유는 한꿈의 문제가 “제안”
이나 “해결”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늘리거나 방학을 끼고 하지 말자
고 하는 단순한 제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빈이가 ‘배움의 개인화’가 있는 “우리 학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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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깊이와 다양한 관점의 추구

(1) “깊게 알기”위한 돌아봄 

  수빈이는 하나의 방향에서 문제를 단정 짓지 않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
었다.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것은 수빈이의 오랜 문식성이다. 수빈이가 위
피에 가입한 것도 사회문제에 대해 깊게 알고 고민할 수 있어서였다. 

수빈: 중3이나 고1이 되어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인 내가 구체
적으로 기사를 써서 주제를 던져 보고 주기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이나 페미니즘에 관해 표면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사를 준비하면 깊게 알아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
서 그런 것을 더 해보고 싶었어요. 선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위피가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웃음) 여러 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한다고.

  수빈이는 ‘1학년 활동을 정리하며’ 자신의 자랑거리로 표면이 아닌 근본적
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깊게 알기를 추구하는 
것은 수빈이의 문식성이자 수빈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쉽게 넘기지 못한다. 일상 속에서 외로워 보이는 친구들, 도담중과 

타중 문제, 학년 내 배움의 개인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쉽게 넘

어가지 못한다.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표면상으로 보이는 그 일 

너머에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이유 등

을 생각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 수빈이의 ‘1학년 활동 정리’에서 발췌

  표면을 넘어 깊게 알기의 태도는 기사 쓰기의 목적과도 이어진다. 무엇이라 
분명하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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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문제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담론을 생성하기 위함이었다. 수빈이의 공동의 경
험에 대한 “돌아봄”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내면화”와 연결된다. 
  

수빈: 아 근데 저희가 국어시간에 애들이 이제 한꿈을 하고서 3일 뒤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주제탐구라는 프로젝트를 들고 오셨거든요. 애들
이 그때 다 이야기 한 게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다들 내면화의 과정
이 없다고 해서 국어선생님이 그걸로 짧은 단락 글쓰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애들이 이제 다 주제탐구를 하기 싫은 이유가 한꿈이 끝나고 
나서 엄청 치열하게 밤새고 해놓고 극 올리고 나서 형식적인 서로 소
감 나누는 시간 딱 갖고 그리고 나서 딱 끝내 버리니까 뭔가 ‘우린 
열심히 일했다’에서밖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내면화의 과정
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던 
것 같아요

  도담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주요 교육활동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학급 자치 시간에 모여서 대화하
며 “내면화”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개인적인 후기나 보고서일 경우에도 그 
의미가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사가 모아서 정리
해 주거나, 개인이나 집단별로 선택을 통해 다른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개적인 보고서 발표회를 갖기도 한다. 수빈이가 자신의 기사에서 “도담학교
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배움의 과정뿐만이 아닌 내면화의 과정이다.”라고 
단언했듯이, “내면화의 과정”은 교육의 중요한 과정으로 반복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면화의 과정은 어떤 준거를 가진 평가가 아니라, 활동
의 의미, 즉 활동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
었는지,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과
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대화이든 글로 쓰는 것이든 언어를 통해 이루
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적 대화의 방식이나 글쓰기가 성찰적으로 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내면화”는 “형식적인 소감 나누기”와 대립된다. 수빈이는 간단히 제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깊게 알기, “돌아봄”이 기사 쓰기의 목적이



- 201 -

었다고 하였다.

연구자: 너 스스로 이게 내면화의 과정이라 생각한 거야?
수빈: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쓰면서 좀, 개인적 내면화의 과정이라기

보다 그냥 (웃음) ‘한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돌아봄?’이었던 것 같
아요.

 
  수빈이의 ‘한꿈’ 기사는 여름 방학 동안 준비했던 공동의 경험에 대한 “돌
아봄”이었다. 이 때의 돌아봄은 또한 깊게 알기의 과정이었다.

(2) 대화를 순환하기: 다양한 관점의 추구

  수빈이는 2학기에 쓴 첫 기사인 <15기의 복도에서 찾은 한꿈에 관한 물음
표들>를 쓰기까지 동아리 내에서 3주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
다.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한꿈’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하였지
만, 무엇보다 수빈이 스스로 문제의 성격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에 혼란을 
느끼고 그것을 동아리 회의를 깊게 이해해보려는 의지가 컸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수빈이가 한꿈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참여했던 대화의 흐
름이다. 

(1)

학급 

대화

⇨
(2)

동아리 

회의

⇨
(3)

1 대 1 

인터뷰

⇨
(4)

동아리 

회의

⇨
(5)

초안

작성

⇨
(6)

동아리 

회의

⇨
(7)

기사 

완성

<표 Ⅴ-6> ‘한꿈’기사 작성을 위한 대화의 순환

①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렇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었던 대화의 방향이 바뀐 것은 
규민이가 학교에서 강제로 부여되는 과제가 너무 많은 것을 문제로 기사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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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대화를 이어가던 때였다.

정후: 모든 거는 내가 해야 해서, 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학교라는 
곳은 반대잖아. 사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내가 직접 하
고 싶거나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고민이 큰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거야. (...) 여러 이유로 과제를 안 할 수 
있는데도 하는 건 뭔가 걸려 있기 때문이야.

규민: 맞아요. 쌤들이 뭐라고 한 마디씩 하시거나 애들이 뭐라 하거나.
정후: 그치. 그러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규민: 나 같은 경우에 나는 한꿈에 대해서 별로 의욕이 없었어. 그런데 

했어. 만약 내가 안 한다고 선언하고 나가 버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중략)
규민: 한꿈의 경우에도 하고 싶은 애들이랑 하기 싫은 애들이 나뉘었는

데, 하기 싫은 애는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기 싫어한 
애가 하기 싫다고 선언했는데 반에서 생매장을 당했어. 학생들 사이
에서마저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선생님께 관철하는 것도 힘든 
싸움이 아닐까.

  규민이는 한꿈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학교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많은 과
제 중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었다. 정후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는 ‘상황’
이 “큰 질문”으로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주목하게 했기 때문이다. 규민이는 
한꿈에 의욕이 없었던 ‘소수’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저항할 
수 없이 참여해야 했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꿈’이 학생들의 의지와 무
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규
민이의 발언은 수빈이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운영의 문제 외에 참여자들 내
부에서의 “온도차100)”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
로서 찬우는 한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학교의 지배적인 
교육 담론 앞에서 무력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100) 도담학교에서 ‘온도차’는 중요하다고 여기고 참여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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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내가 그 과정까지 전부 다 말해봤는데. 쌤들한테 이걸 하면 죽을 
것 같고 힘들다 했는데, 쌤들은 “일단 네가 여기 들어온 이상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 가치를 갖고 있으니 책임감을 느껴보고 그래
도 정 하기 싫으면 너의 선택”이라고 하셨어. (중략) 결과적으로 그렇
게 죽을 것 같이 한꿈을 끝냈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래도 다 같이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
단 말이에요.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너무 허무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규민이와 찬우의 생각은 ‘한꿈’에 한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안학교
이지만 ‘공동체적 삶’이라는 가치 아래 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영역이 작용하
지 않는 영역 안에서 버거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일반학교에서 겪었던 어
려움을 다시 도담학교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찬우: 사귄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망
할 것을 생각하면….

연구자: 아무도 실망하지 않아.
윤지: 한꿈이 너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수빈이는 한꿈 ‘연출’을 맡아 활동을 이끌어가는 집단에 속해 있었고, 허무
감을 느끼는 원인을 “일만 열심히 해서”로만 한정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된
다. 한꿈이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이고, 쉽게 개인으로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제도의 운영 방안의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의 본
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② 인터뷰를 활용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그리고 지금까지 한꿈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해보는 “공론장”이 없었
다는 생각을 하며  1 대 1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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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선배들의 한꿈 후기집에 담긴 준상쌤의 인터뷰를 읽어주었다. 준상쌤이 
한꿈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었다.

[한꿈은 첫째로 협업능력을 길러주는 목적으로의 교육 과정이다. 선생님께서 

극한 상황이 닥쳐오면 다같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려는 협업 능력이 

나온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두 번째는 드라마의 시대에서 길러야 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셋째는 음악, 미술, 연기, 대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력들을 모아 하나의 극을 만들면서 멀티플레이 능력이 향상한다는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계 아니었어?”라고 한 친구가 말해주었다. 한
꿈의 교육적 목적에 관한 길상쌤의 설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으
나 한꿈을 하는 과정에서 반 친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갈등을 풀어내는 반복
에서 배움을 얻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이 또한 한꿈의 교육적 
목적이라 정의했다.
  이렇게 한꿈의 교육적 목적을 4가지로 정리한 후 친구들에게 물었다. “너희
는 한꿈을 하며 이 네 가지들은 느껴본 적 있어?”

-수빈, <15기의 복도에서 찾은 한꿈에 관한 물음표들>의 전반부 

  인터뷰는 한꿈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학교의 공식 담론을 보여주는 담당 교
사였던 ‘준상쌤’의 인터뷰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학교의 입장을 공론장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들 “반 분위기는 단
합이 잘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하면서 다들 막 그 뒤의 문제를 쫘라락” 말해 
주어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협업을 통해 “단합”이 된 느낌은 있지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학사 일정 때문에 관계를 돌보며 갈등을 풀지 못
한 채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준상쌤’이 말한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적 능력의 
향상에 대한 것은 학생들에게 “내면화”의 영역에 들지 않았기에 어떤 문제로
서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수빈이는 한꿈 제도의 목표로서의 협
업, 관계의 형성과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 사이의 괴리에 대해 더 비판적
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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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의 과정을 이데올로기적 텍스트로서 읽기

  그 다음 동아리회의(4) 시간에 인터뷰에서 듣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 공유하
면서 수빈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
았을 때 결국 대안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일정’의 조정에 대한 것뿐이고, 한
꿈의 의의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
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안이 아니라 의문을 남겨야 할 것 
같아요.”라고 스스로 기사의 방향을 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모두
들 “강한 의문”을 남기는 데 동의해 주고, 수빈이의 기사가 후배나 선생님들
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다른 부원의 기사 주제로 
넘어갈 것 같았던 순간에 한꿈에 대한 논의는 다은이의 한마디로부터 다시 새
로운 방향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 한 마디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은: 혹시 피드백해 줄 게 있나?
연구자: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나?
수빈: 벌써부터 막히는 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꿈을 하고 싶어 한 친구

와 하기 싫어 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소수의 친구들만 열심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한꿈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와중에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한꿈이 끝나고 나서 고민하
게 되는게…. 어떻게 의문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빈이는 여전히 학생들 안에서의 태도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지
난 시간에 규민이와 찬우에게 한꿈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큰 스트레스가 되
었던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 학교나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한꿈을 진행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 학생들 안에서의 문제도 커 보
였던 것이다.
  수빈이의 고민에 정후는 이 상황에서 “의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
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학교 대나무숲에 “힘들다”라며 학교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다른 글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 잠정적 독자인 교사들에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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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후: 최근에 대나무숲에 개인탐구 관련 글 많이 올라오잖아. 선생님 보
라고 올리는 글인데. 그런 글들 내용이 대부분 힘들다는 얘기에 그치
잖아. 그 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수빈: 그런 글이랑 차이가 뭐지? 아, 없는 것 같아. 
윤지: 단순한 불만만 표출하는 글.

  위피에서 글의 주제를 잡거나 방향을 잡을 때 종종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위피 밖에서의 다른 문식 활동과 비교해보는 방식은 자주 발견된다. 2016년도
에 사회문제를 위피의 기사로 주로 다루었을 때는 기성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
과의 비교가 중요했다면, 학교의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된 2017년도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식- 오프라인으로 대자보를 붙이는 것, 온
라인에서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나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쓰기-이 
그 비교 대상이 되었다. 위피 안에서 합의된 규칙으로 어떤 방식의 기사를 써
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독자와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상정한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식 활
동과의 비교를 통해 쓰고자 하는 기사의 위치와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후는 대나무숲의 ‘불만 표출’의 글이 학생들과 학교와의 대립이 
중심이라면 그와 역사적으로 도담학교의 문화에서 다른 대립적 인식으로 학생
들 대 학생들이 존재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

정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한꿈에 대한 만족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 점도 흥미로운 것 같아. 진행 중에도 
더 불만이 많고. 오히려 예전에는 그런 ‘불화’라고 하면 반 내에서 대
본 쓰는 친구들 간의 불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다수였고, 그런 
일들은 더 스펙터클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불화라는 게 
“애들 대 애들”보다 “애들 대 선생님 또는 교육과정”의 구조가 많은 
것 같아.

수빈: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한꿈은 선생님들이 기획하지만 정말 이끌어
가는 주체는 학생들인 교육과정인데, 선생님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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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년이 엄청 
크게 싸우거나…. 다른 반은 이야기장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저희 
반은 순탄하게 흘러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일정상의 부담
이 컸고. 진짜 선생님의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빈이는 정후의 인식에 공감을 하면서도 학생들 간의 대립적인 상
황을 일반화된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학급별로 다른 분위
기를 들었다. 학생들이 ‘우리’라는 범주에 모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수빈
이는 여전히 한 가지 목적, 하나의 방향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정후는 이 상황에서 대나무숲의 ‘불만 표출’의 
글과 차별점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일반화된’ 해석을 얻을 수 있
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문화, 행위 주체로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성찰을 시
도한다.  

정후: 나 이번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한 건데…. 도담학교는 너무 뭔가를 
할 줄 아는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을 시킨다. 그건 눈으로 보이니
까 당연한 거라 하더라도 통솔력이나 리더십 이런 것도 능력이야. 근
데 그걸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있는 거 같아. 수빈이나 이런 애
들한테.

찬우: 눈에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
정후: 능력이기 때문에 키워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 ppt나 

디자인 능력은 보이잖아. 그래서 내 결론은 여자애들이 더 유능하다. 
그림이나 디자인. 다 여자애들이 더 잘하잖아. 

윤지: 다양한 능력 발현의 기회라고 보면 안 돼?
정후: 그러니까 내 말은 한꿈에서 여학생들의 능력이 더 많이 발휘되고 

있다는 걸 도출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기술이 있는 애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반대로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애들은 책임을 안 지고 놀
고 있다. 미술팀인데 그림을 잘 못 그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

  정후는 도담학교에서 ‘협업’을 해야 하는 활동이 많은데, 디자인 능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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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는 것이든, 리더십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한테 일이 몰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을 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문화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일반화된 현상으로 제시하였다. 한꿈 담당 교
사가 제시한 교육 목표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스토리텔링 능력과 여러 예술 
영역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실현하는 멀티플레이능력이었다. 수빈이가 이 교육 
목표를 아이들한테 들려 주고 공감이 되는지를 물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이러
한 능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도, 부동의도 표현하지 않았다. 도담
학교의 교육 철학에서 결과로서의 능력의 함양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추구되
는 것이 아니었고, 학생들도 공공의 자리에서 ‘능력’ 그 자체가 목표임을 보이
는 담화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협업의 상황에서, 특히나 한꿈이나 축
제와 같이 자기만족이 아닌 청중이나 관중이 있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상황에
서는 결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후가 ‘능력주의’를 제시하자, 1학년 부원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그에 부합
했던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민재: 우리 반 애들은 그런 애들 아예 하지 말자고 했어. 미술 팀장이 그
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

규민: 내가 대표적인 예야.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못하잖아. 방해만 된다
고 했어. 그래서 짜져 있었지.

찬우: 우리도 내쫓았어.
수빈: 반대로 잘하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짜증냈어요. 왜 우리만 하고 있

냐고. 
 
  민재는 조연출로 리더와 나머지 사이들 사이에 있었던 위치에서, 규민이와 
찬우는 쫓겨나야 했던 능력이 없었던 친구의 위치에서, 수빈이는 연출로서 잘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능력’ 때문에 누군가 배제되고, 반대로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각자 자기 반에서만 있었던 일을 위
피라는 공론장에서 다 같이 풀어내면서 공통의 문제로서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능력주의’와 그 원인으로서 ‘결과주의’는 한참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쓸 것인가에 대해 부원들 모두 각자 다른 방식의 의견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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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수빈이의 생각의 흐름은 자신의 반에서 갈등조차 없이 일로서 
정신없이 준비했던 과정에서 나온 ‘허무감’에서 출발한 것이었기에, 결국 수빈
이는 초안을 쓰면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진다. 
  처음의 출발선에서의 경험과 인식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수빈이가 처음에 자기 반의 아이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협력하며 일하는 것
의 가치를 모르는 개인의 성향, 그로 인해 한꿈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그를 
위해서는 보다 제도적이고 교육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고민에 빠
진다. 그래서 결국 다음 회의 때 완성된 기사를 갖고 가지 못한 채 주제를 바
꿀까를 고민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속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의 다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동의 경험을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지, 주제
에서 벗어난 방황은 아니다.

3) 텍스트 중개자로서 기사 쓰기

(1)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의미를 중개하기

  일상의 문제는 당사자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하나의 해결 과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해결에 있어서도 보편적이고 합리
적인 해결의 과정은 있을 수 없다. 문제와 해결이 실제의 맥락과 상황과 불가
분의 관계로 엮여 있기에 문제 해결이란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아니라 문
제 해결 상황에서의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타협적인 선호로서 결정되는 것이
다(문성숙·손민호, 2012: 42). 
  한꿈은 ‘일반’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 학생들이 당사자이고 학급별로도 
각기 다른 상황이 존재했기에 수빈이는 그 모든 개별성과 다양성 너머의 본질
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다. 수빈이는 문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찾
으며, 여전히 기사 쓰기의 멈춤과 질문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때의 상황
을 수빈이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걸 생각해 봐야” 했던 
과정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수빈: 제가 글을 쓰면서 계속 뭔가 해소 되지 않은? 의문들, 위피에서 회의를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찬우랑 규민이가, 제가 저희 반 연출이었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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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반 연출을 만나면 그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웃음) 그런데 또 찬우랑 규민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 어떤 상황
이었구나.’가 좀 이해도 되고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된다기보다 연출 친구
들, 그 친구들이 싸웠던 친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렇다 보니까. 어
떤 해결방안이 정말 딱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정말 해결 방안을 내 놓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걸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한꿈 자체가. 그래서 계속 의
문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기사 쓰기 후 면담에서 수빈이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 솔직히 매년 나
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뭔가 본질적인 거를 건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라며 
제도와 관련된 해결방안보다는 사람의 문제에서 본질을 찾고 싶었던 것임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수빈이가 남겨
진 “의문” 속에서 기사 쓰기를 포기하려 하자 다은이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
라 인터뷰 기사라는 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권해 주었다. 

다은: 그래서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한꿈이 개인에게 의미가 있었는
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쓰는 거지.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에 관한 인터뷰 정도? 인터뷰 하다가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학
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차후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은이는 위피 활동을 계획할 때부터 학교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 각자의 시선”을 들려주는 확성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
다며 인터뷰라는 방식이 위피에 꼭 필요한 장르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수
빈이가 최종적으로 쓴 기사에는 수빈이가 한꿈 준비를 하고, 공연을 올리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동아리에서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흐름 안에서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수빈이가 친구들로부터 들었
던 말은 동아리에서 나눈 논의보다 더 구체적인 현실이었고, 몇 개의 줄기로
도 정리되기 힘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직접 인용의 방식으
로 수빈이의 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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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목적들은 이루어진 것 같아. 반 친구들하고도 많이 돈독해진 것 

같고, 하지만-”

#1 “한꿈을 한 이후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부족했어”

 (중략)  도담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배움의 과정뿐만이 아닌 내면

화의 과정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과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한다 해도 배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것은 결코 배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유독 15기에게 내면

화의 과정은 없었다. 문제공감프로젝트가 끝난 후 정리 없이 통합기행에 돌

아오자마자 시작된 한꿈, 한꿈이 끝나자 시작된 주제탐구 프로젝트. 어지러

운 일정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무언가를 해나가지만 머릿속에 우겨넣을 

뿐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중략) #1에서 드는 첫 번째 

의문. “과연 우리에게 한꿈을 어떻게 남을 것인가”

2. “완성도 있게 한꿈 극을 올리는 것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관계가 양립될 

수는 없을까?"

가장 많은 친구들이 공감한 이야기였다. 한 친구는 “해야 할 일들을 빨리 해

야되고 급하니까 울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빨리해야 된다고 재촉하는 내가 

슬펐다.”라고 말했다. “누군가 상처 받거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풀자

며 미루게 되었다. 결국 미뤄져서 이야기장에서 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처를 숨기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싫었다.” 한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극을 준비하며 부딪히는 반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중략) 결국 관계

에서의 배움을 얻고자 하는 한꿈의 과정에서 우린 수많은 상처를 얻었지만 

치유의 과정은 거치지 못했다. #2에서 드는 두 번째 의문. “결과와 과정 사

이에서 우린 과정을 챙기지 못한 채 결과를 쫓고 있지는 않았나?”

 #3 “우린 함께 했을까?”

두 개의 입장이 있다. 첫째, “하는 친구들만 열심히 한 것 같아. 한꿈에 애정

이 있는 친구들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폰을 하고 있거나 돌

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어. 이게 협업이라고 할 수 있나? 소수의 협업인 

것 같은데.” 둘째, “한꿈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

데 나는 미술을 잘 하지도 못하고, 노래를 하지도 못하고, 대사도 잘 쓰지 

못하니까 할게 없었어. 같이 하고 싶어도 여기저기에서 그냥 다른 데 가라

고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잤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방황했어.” “나

는 도담에서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굳이 같이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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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략) 두 입장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

만 분명한 것은 한꿈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고자 했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대한 

상처와 반감을 느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한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방황

하고 있었다. (중략) #3에서 드는 세 번째 의문. “함께 하는 일들에서 모두가 

즐거울 수는 없는가?, 모두에게 의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4“왜 극적인 상황에 던져놓고 성장하라고 하는거지?”

한 친구는 “매번 학교에서 느끼는 거지만 한꿈이나 도보기행같이 극한의 상

황에 몰아넣고 나를 발견하고 찾으라 하는데 나 스스로 극한의 상황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내몰리는 것이다. (중략) 선생님께서 말씀하

신 극한의 상황이 만드는 협업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의 성공적 경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몇몇의 친구들

은 한꿈의 막판에서 모두들 지치는데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소위 ‘극한 상황’

이 다가오자 협업이 무너졌다는 의견을 냈다. 다같이 즐겁게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일’을 한 것이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타의로 몰아넣어진 

극한의 상황은 오히려 많은 친구들에게 부담감과 상처로 다가왔다. #4에서 

드는 네 번째 의문. “극한적 상황의 연속이 오히려 일상의 성장을 무너뜨리

고 있지는 않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의 제안들을 적어보려 한다. (하략)

-수빈, <15기의 복도에서 찾은 한꿈에 관한 물음표들> 중반부

 
  수빈이의 기사를 읽고 나서야 수빈이가 말한 “의문화”의 의미를 알 것 같았
다. “의문화”는 특정 대상을 향한 비판과는 다른 것이었다. ‘#2에서 드는 두 
번째 의문. “결과와 과정 사이에서 우린 과정을 챙기지 못한 채 결과를 쫓고 
있지는 않았나?”’의 수취인은 ‘우리’이다. ‘#3에서 드는 세 번째 의문. “함께 
하는 일들에서 모두가 즐거울 수는 없는가?”’는 문장 안에 구체적인 수취인으
로서 청자가 없다. 명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질문이다. ‘#4에서 
드는 네 번째 의문. “극한적 상황의 연속이 오히려 일상의 성장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는 글의 맥락상 ‘극한적 상황’에 몰아넣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항의로 들린다. 
  그런데 수빈이의 글에서 이러한 차이가 전경화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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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제에 대한 다층적 의미

 교육의 목표  문제 원인 상황 맥락

#1

배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의 과정

공허감
내면화하는 

과정이 생략됨

간담회가 

생략되고 한꿈 

후기 마감이 

늦어짐

#2
관계에서의 배

움을 얻고자 함

준비 

과정에서의 

관계 형성을 

소홀히 함

완성도라는 

결과를 좇으며 

과정을 챙기지 

못함

한꿈 

집중기간에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았음

#3 협업 과정을 함께 하는 온도차를 수행평가로만 

<표 Ⅴ-7> ‘한꿈’최종 기사문에서의 다층적 의미

은 동질성을 갖는 것처럼 들린다. 여기에 ‘의문화’와 ‘비판’의 차이가 있다. 학
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의 직접적인 책임이 특정인에게 있더라도, 결국은 학
교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그 무
게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의 문제는 간단히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고, 다양한 주체들이 상황맥락의 복잡성을 인지하면서 함께 해결할 때 절대
적이 아닌 최선의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문화”란 독자에
게 비판적, 또는 반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를 인식시키며 함께 공론의 
장에서 대화를 해 나가자고 요청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대화적 의미 구성
의 과정으로서 수빈이의 기사 쓰기는 그렇게 모두의 목소리를 중개하며 또 다
른 대화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2) 학교의 공식적 교육담론을 해체하기

  수빈이의 기사에 담겨있는 문제의 의미는 각 사태의 상황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상황에서의 사고와 행위를 도담학교의 교
육의 목표라는 보다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수빈이가 구분하
여 제시한 4개의 문제를 구성하는 의미를 분석한 아래의 표를 보면 ‘추상적 
가치’로서 교육의 목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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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협업 능력 

향상

마음을 갖지 

못함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와 

반감, 방황이 

생김

하거나 의욕이 

없는 등 한꿈에 

대한 온도차가 

있었음

#4
협업을 통한 공

동의 성공 경험
협업이 무너짐

극한의 

상황에서 

모두가 지치게 

됨

빡빡한 일정에 

모두가 밤을 

자주 새게 됨 

  흥미로운 것은 각 단락이 그 문제가 논의된 장소에 따라 경계를 짓고 있음
을 보게 된다. 첫 번째 내면화와 공허감의 문제는 수빈이의 교실 대화에서 처
음 인식된 것이다. 두 번째 완성도와 결과를 좇으며 관계가 소홀히 되는 것은 
동아리 회의에서의 ‘능력주의’ 문제를 한꿈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풀어간 것
이다. 세 번째 ‘온도차’는 동아리에서 규민이와 찬우의 경험을 듣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처음에 1 
대 1 인터뷰 상황에서 질문하고 듣게 되었던 말들이다. 결과적으로 동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며 수집한 다양한 목소리는 학교의 공식적 교육 담론에 맞서
고 해체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실천에서 동료의 역할을 돌아보기
  
  1학기말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수빈이는 두 개의 기사를 쓰
면서 “제 언어를 만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 무척 보람을 느낀다는 생각을 들
려주었다. 제 언어를 만드는 것은 수빈이가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추구했던 ‘기사 쓰기’의 의미였다. 
  그런데 학기말 수빈이의 배움은 제 언어에서 다양한 시각을 얻는 것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수빈: 과정에서 다른 것 같아요. 혼자서 하면 혼자 생각을 갖고 하게 되
잖아요. 방식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
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위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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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
이 넓어지는 것 같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내 생각 안에만 갇혀 있
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정되는 것 같아요. 

  수빈이는 학교의 이야기장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찬우와 규민이의 ‘비주
류’적인 생각을 어떤 것이든 진지하게 수용하고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는 
선배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하였다. 그 결과 이해하기 
어려웠던 두 친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읽어내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수빈이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활동의 결과는 아니다. 위피가 어떤 주
제든 편안하게, 어떤 생각도 존중하며, 하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맥락화되었기에 가능한 배움인 것이다. 수빈이는 자신의 실
천의 과정을 “자치하는 애”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동료의 역할, 공동체의 구
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자신의 기사 쓰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사 쓰기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고 있
었다. 이 연구에서 네 명의 청소년은 각각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필자’, “문
제를 고발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필자, “생각이 다른 아웃사이더”, “자치하는 
애”라는 필자 정체성을 취하여, ‘언어와 담화의 이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
기’,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기’,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기”로서의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였다. 
  각 실천의 방식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내용 구성을 위해 관념을 
“구체화”하고,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는 쓰기 과정에 따라 기
술되었다. 쓰기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문제를 비판적으
로 인식하였고, 특정한 담론 지식, 개인의 언어와 담화, 특정 담화 양식과 결
부된 기능적 문식성을 활용하였다. 또 동료들은 디지털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물론, 다른 생각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얻고, 다양한 관점을 위해 대화를 나
누기 위한 중요한 비판적 문식성 자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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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육적 시사점

  이 연구는 비형식 학습 공간인 동아리에서의 문식성 실천 사례에 대한 문화기술
지이다. 대안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라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기술, 즉 본질적인 사
례연구의 성격을 갖기에 이 연구에서 기술되고 분석된 실천의 양상이 형식 교육의 
교실 교육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아리 내
에서의 문식성 실천에서도 모든 부원들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경향을 발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각 부원들의 삶의 맥락과 문식성 자원에 
따라 실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부각하였다. 
  그럼에도 모든 사례연구의 결과는 일반성의 차원으로 환원해서 이해될 수 있는 
발견을 포함한다. 그것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모든 개인의 실천이 일반성을 함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의 사례에서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또래 독자와 
소통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의 맥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식성 자원을 활용
하는 국면은 도구적 사례연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공간인 교실 자체가 동일하지 않기에 보편성을 지향하는 연구일
지라도 결국 교육 현장의 교육 실천가와 교사는 교실의 개별적 상황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여 적용하게 된다. 결국 모든 교육 연구에서의 발견은 교육 
현장의 개별적 사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용의 차원까지 구체화될 때 의미가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은 (1)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2) 연구 참여자들의 기사 쓰기 다수 사
례 간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하고, (3) 교육 현장의 다양한 학생 또는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사례로서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것이다. 
  교육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교육 영역과 차원에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쓰기 교육의 영역과, 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의 차원에서 거의 
접근하지 못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차원에서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해석
하고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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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기 활동의 기획을 통한 학습
  
  전통적으로 국어수업에서 쓰기 활동에 대한 계획은 교사의 전문적 영역이
다. 쓰기를 통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이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고, 교사는 
그에 적합한 쓰기 과제를 고안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쓰기 활동을 계획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여 동아리에서 기사 쓰
기 활동에 대해 기획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실천의 맥락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습을 상황적 실천으로 보는 연구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학습을 가져온다. 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쓰기 교실에서 필자로서 참여하기 이전에 쓰기 활동
의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 방법의 의의와 제약을 제시할 것이다. 

1) 쓰기 활동의 맥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의 획득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
락을 전면에 내세운 이래, 쓰기 교육에서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성을 
갖는 쓰기를 수행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쓰기 과정이 탈맥락화된 추상적 
과정으로 이해되었을 때 실제 삶의 구체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쓰기 과제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쓰기 동기와 태
도와 같은 정의적 요소를 고양하는 데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쓰기 맥락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식 행위의 정확
성, 적절성과 윤리성 등을 성찰하게 하는 방식을 권고하였는데, 실제 교실에
서는 맥락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목표가 되어 지식으로서 전달되는 문제를 
낳았다. 쓰기에서의 맥락에 대한 이해는 실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실천을 
통해서만 실천적 지식으로서 획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쓰기 활동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경험은 실제 교실에서의 
쓰기 수행에 관여하는 맥락에 대한 풍부하고 총체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쓰기 수행의 맥락을 넘어서 사회구성주의적 쓰기 수행
의 상황에서의 맥락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 협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쓰기 활동의 맥락에 대한 실천적 지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쓰기에 대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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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을 갖고, 행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글쓰기에서 글쓰기에 대한 메
타적 인식은 중요하다. 러셀(Russell, 1995)과 워들(Wardle, 2004)은 대학 글
쓰기 교육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의 활동체계에 대
한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라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였다.101) 러셀은 「활동이론이 글쓰
기 교육에 갖는 함의」 (1995)에서 글쓰기 강좌의 활동 체계에서 주체인 강사
와 학생들은 명백하나, 객체인 글쓰기 능력 학습과 매개 수단인 기술 및 장르
에 대한 교수학습이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워들
(Wardle, 2004)은 더 구체적으로 주체와 학습의 동기, 주체와 객체인 목적과 
과제 사이의 모순이 발생함을 밝혔다. 이러한 모순에 대응하여 글쓰기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 교육을 주창하였다. 물
론 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 교육이 활동 이론에 기반하여 교수학습 내
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글쓰기의 활동 체계를 개념적으로 배우는 것이 글
쓰기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윤빈, 2015: 157-161).  
  이러한 인위적인 학습 없이 학습자는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필자로서의 사회
적 역할, 독자 인식, 쓰기의 주제, 장르, 동료와의 상호작용, 디지털 공간에서
의 소통 방식 등 쓰기 수행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다. 
다음 표는 이 연구의 사례가 된 동아리에서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협상된 
의미이다. 활동을 기획하기 위한 상호작용에서는 쓰기 활동에 관여하는 주제 
맥락과 형식 맥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의미 협상이 이루어진다. 의미 협
상 주제와 주제별 협상된 의미를 활동이론가들이 제시하는 활동의 요소와 연
결 지어 정리하였다. 
  협상된 의미를 보면 개인의 쓰기에 관여하는 전통적인 수사학적 맥락을 넘
어 쓰기 실천공동체에서의 역할과 책임감, 동료들의 관심과 지식의 차이, 쓰
기 과정에서의 동료들과의 대화와 협력의 방식과 같은 활동의 맥락에 대한 실
천적 지식이 교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언어와 장르, 주제와 형식과 같
은 텍스트 구성 요소들이 독자와의 소통, 플랫폼에서의 수용과 유통과 같은 
텍스트 외적 맥락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실천적 지식으로서 그 의미가 협상되
고 있는 것이다. 

101)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활동이론 기반 연구는 이윤빈(2015: 144-150)의 내용을 요
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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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요소 의미 협상의 주제 협상된 의미

공동체 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 역할과 책임감 인식

주체 동아리 부원들 관심과 지식의 차이

객체 공동의 목표 독자와의 의미 있는 소통

규칙 상호작용의 방식 회의 대화와 협력의 방식

매개수단

주제 맥락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

형식 맥락
독자와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장르와 언어 

플랫폼의 활용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수용 

가능성

<표 Ⅵ-1> 기사 쓰기 활동의 기획에서 협상된 의미 

2)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쓰기 실천공동체의 구축  
  
  쓰기 활동을 위한 기획에서 협상된 의미에는 전통적인 개인의 쓰기 맥락 요
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실천공동체로서 집단의 ‘역할과 책임감’과 같은 정의
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함께 활동하는 부원들 사이의 관심과 지식의 차
이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개인의 쓰기 맥락을 넘어서 집단의 쓰기 활동
의 맥락을 구성하는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교실에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쓰
기 실천공동체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쓰기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쓰기 맥락에 따라 쓰기 실천공동체
에서의 학습자들의 참여와 소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가인 비고츠키에 따르면 효과적인 학습은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일어
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영역과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없는 영역 사이에서 학습자가 교사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쓰기에서 개인의 관심과 지식이 기능과 전략 이상으로 쓰기 
수행에 중요하게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은이와 친구들이 1학년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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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쓰기의 주제가 사회의 문제에 한정되고, 언론의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
졌을 때 1학년 부원들은 소외를 경험하고, 기사를 생산하는 데에서도 어려움
을 겪었다. 그리고 부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기술의 전수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화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협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구성원 모두가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 관심이 있는 학교의 문제로 
주제 맥락을 변경하였을 때는 모두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
고 대화에 참여하며,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에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
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활동을 기획하며 쓰기 맥락을 주체적으로 구
성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3) 지배적인 담화 형식과 관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

  학습자의 실제 삶의 맥락과 소통의 상황을 고려한 기획의 과정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부여해 온 또는 지배적인 담화공동체가 공유해 온 담화 형식과 관습
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가져 올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관습적으로 강조해 
온 담화 양식은 전문적 담화공동체에서 합의해 온 담화 관습의 집합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청소년 학습자의 실제 삶의 맥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기
에 필연적으로 기획의 권한을 가진 학습자에게는 자신들의 문식성 실천에 적
절하지 않은 담화 양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오늘날 쓰기 교육에서는 개인 필자를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담화
공동체에서 합의된 담화 관습과 규칙에 따라 쓰기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관
점이 지배적이다. 주재우(2010)에서는 이것이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무비판적인 담화 관습의 습득을 문제시하고 있
다. 즉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은 개인의 글쓰기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담화관
습이 관여를 하고 있음을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답습하거나 익
혀야 할 지식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담화 관습의 존재를 파악하
는 이유는 특정한 담화 관습이 지배적인 것이 되게 하는 권력 관계에 반대하
기 위함이기에 오히려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식력을 갖추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자신들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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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들이 쓰고 싶고, 쓸 수 있고,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해 성찰하게 되며 이는 곧 그것을 어렵게 하는 지배적인 담화 관습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낳게 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적
인 언론의 담화 양식인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통 맥락에서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대화하였다. 그 결과 자신들의 기
사 쓰기 공간을 관습적인 주제, 양식, 기호, 태도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
과 대립적으로 보이는 실천의 방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림 Ⅵ-1] 청소년의 웹저널 기사 쓰기 공간에서의 혼성성 

  
  전통적인 언론의 기사는 독자를 의식한 쓰기 전략보다는 ‘언론인’으로서 필
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의 이슈를 공공의 문제로 다루며 무게감 
있게 작성된다. 또 디지털 미디어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
며, 주로 단일양식의 기호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또래 독자와 소통하는 청소년 필자에게 기사 쓰기는 전
혀 다른 문식성을 요구한다. 특히 동아리와 같은 자발적 참여 공간에서 디지
털 도구를 사용한 텍스트적 실천에서는 전형적으로 혼종화가 일어난다(Hull & 
Schultz, 2001; Ito et al., 2008). 그리고 청소년 필자와 청소년 독자와의 소
통 맥락에서 이러한 혼종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청소년 필자들은 기호 양식에
서의 “줄글”과 “줄글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주제에서도 “학교 안
의 문제”와 “학교 밖의 문제”로 구분하여 자신들이 주체적인 담론 생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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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제 맥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고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벼운 기사”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독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자 하는 “무거운 기사”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이러한 혼종화는 ‘제3 
공간’에 대한 교육적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소자와 쇼나드(Soja & Chouinard, 1999)는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하며 차이와 갈등을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이때 제1공간과 제2 공간은 문식성에 대한 논의 안에서 보자면 일
상적인 공간과 학술적 공간(Gee, 1996/2007), 즉각적인 개념과 과학적인 개
념(Vygotsky, 1986),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공간(Moje et al., 2004; Hull & 
Schultz, 2002)을 각각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자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열기 위해서 두 대립적인 범주로부터 선택적, 전략
적으로 이끌어낸다”(1996: 5)는 관점을 수용하며 확장한다. 제3의 공간은 대
립적 범주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담화 
방식(Discourse), 문식성의 새로운 양식(form)을 생성하며 함께 작용하는 혼
성 공간인 것이다.  
  제3 공간은 물리적으로 특정 공간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혼성성에 대
한 비유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은 “의미가 협상되고 경합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마주하게 되고, 새로운 기능(skills)과 성향(dispositions)을 학
습하고 발달시키는 공간”이다(Potter & McDougall, 2017: 7). 따라서 그 물
리적 장소는 동아리 공간일 수도 있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공간에서 혼성성이 
구현되었지만, 공교육의 교실 공간일지라도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위주체성
(agency)을 통해 학습을 협상해 나갈 수 있다면 그곳 또한 청소년 학습자의 
삶의 다양한 공간을 연결하는 생산적인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공간에서 행위주체성을 갖고 학습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활동
의 기획에 대한 참여, 즉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가 중요하다. 라즈와 샌크린
(Rhodes & Shanklin, 1993)은 총체적 언어교수 이론을 배경으로 읽기와 쓰
기 활동(events)에서 교실 밖과 같은 의사소통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 자
연스러운 사회적 맥락에서의 제재와 그 안에서의 언어를 사용하고, ㉡ 학생들
에게 교육과정을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 학생 주도권을 허용하는 것을 
실제성을 높이는 교수의 3차원으로 제시했다. 단지 제재나 언어의 실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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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교육과정에 대한 협상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다.

2. 쓰기 중심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웹저널 동아리에서 기사 쓰기를 통해 비판적 문
식성을 실천하는 양상을 기사 쓰기의 과정과 과정별 문식성 자원의 활용의 차
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비판적 문식성’이라는 이론적 문
식성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쓰기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실제 소통의 맥락에서 
학교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또래 독자와 대화적으로 소통하려
는 목적에서 기사 쓰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비판적 문식성이 
실천되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의 제언도 특정한 비판적 문식성 모델을 대상으
로 교육적인 적용을 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
이 실제성을 갖는 쓰기 상황에서 어떻게 비판적 문식성이 실천될 수 있고, 실
제 교실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 비판적 문식성이 더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 논의이다.  

1) 비판적 문식성 자원의 활용과 개인차

 (1) 필자 정체성과 문식성 자원 간의 관계

  읽고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실천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문화적인 행위로
서 보다 넓은 문화의 가치, 신념, 규범,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가정의 문화로부터 다른 가치, 신념, 규범을 
내재하게 되고, 문식성 경험과 실천을 통해 언어와 담화, 담론 지식, 특정 텍
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과 전략 등 자신의 문식성 자원을 획득하게 된다. 
  문식성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문식성 자원’은 읽고 쓰는 데 관여하는 도구
와 환경과 같은 물리적 자원, 기능과 지식과 같은 인지적 자원은 물론 사고의 
방식, 가치와 신념, 태도와 정체성 등 정의적 영역의 모든 자원을 포함하게 
된다. 물론 가치와 신념과 태도, 정체성은 필자에 의해 활용된다기보다는 문
식 주체로서 필자의 의식 작용 그 자체로서 쓰기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일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상황 속에서 협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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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취해지는 것으로서 필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이 된다. 
  다은이는 중학교 국어교사와의 갈등, 그로부터 필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어가
며 독자와 소통될 수 있는 글쓰기, 주류의 방식과는 다른 글쓰기를 지향하는 
신념과 태도를 갖게 된다.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신념과 태도는 위피에서 기
사 쓰기에서도 독자와의 소통 지향적인 필자 정체성을 구성하게 한다. 고등학
교 중퇴자인 규민이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위피 활동을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언론 활동으로 바라본다. 이에 필자
로서의 정체성을 고발 기사를 쓰는 언론인과 같은 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림 Ⅵ-2] 필자 정체성과 문식성 자원 간의 관계 

  

  문식성 자원에서 ‘쓰기’의 실천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은 쓰기를 시
작하면서 자신에게 부여하는 필자 정체성이다. 규민이가 과제가 많은 문제를 
학생 문화의 문제에서 풀어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 수빈이가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한꿈’에 대한 돌아보기를 정리하여 기사화하려고 했을 때, 찬우가 
소수자로서 “나 김찬우로서 말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자로
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며, 어떤 목적
을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한 상으로서 필자 정체성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필
자 정체성은 ‘쓰기’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상황에서 글쓰기를 수행하는 자신
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고, 필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로서 구성된
다.102)  

102) 아이바닉(Ivanič, 1998:21)에서의 수행자로서 필자(writer-as-performer)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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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정체성에 따라 기사의 소재로 선택하는 문제도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
는 방식과 태도도 달랐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문식성 자원을 선택하고 특
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준다. 다은이가 1학년 때 기자 되기로서 
필자 정체성을 선배들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다은이는 자신의 문학적 언어는 
배제되거나 텍스트와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 선택되었다. 그러나 독자
와 소통하고 해석이 이어지게 하는 필자로서의 위치를 구상하게 되었을 때 그
것은 연극적 문식성을 전략적으로 구현하는 문식성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
다. 수빈이는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필자로서 기사 쓰기를 수행하고
자 하였기에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고 통합하기 위해 동료와의 대화를 의미 협
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친구들과의 면담과 같은 조사 도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기사 쓰기 과정별 비판적 문식성 자원의 활용

  기사 쓰기의 각 단계에서 주로 관여하는 문식성 자원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
다. 각 단계별 행위 자체가 특정한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림 [그림 Ⅵ
-3]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사 쓰기 과정별 활용된 비판적 문식성 자원을 통합
하여 제시한 개요이다. 
  이를 보면 문제 인식에서는 특정 상황으로부터 오는 세계에 대한 특정한 태
도와 그에 따른 정서가 관여됨을 볼 수 있다. 즉 불편함, 불안함, 허무와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내면에 대한 메타적인 인식을 통해 확인하
게 되는 이러한 정서는 문식성 자원이 된다. 즉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모순이 아닌,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정서적 반응을 문제 인식의 매개체로 활용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문식성의 실천에서 사태에 대해 비판, 의문, 저항
의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내면의 불편한 정서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사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이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비판적 문식성 실천이
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태를 

나, 아이바닉은 수행자로서 필자는 담화 생산자로서의 개념이 부각되어 있고, 전체 실
천을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서수현(2010), 김정자(2012)에서 연
구한 필자 정체성은 구체적인 쓰기의 상황맥락과 분리되어 있는 필자로서의 자기 인식
이다. 그러므로 쓰기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는 최소화되어 있고, 쓰기에 대한 
효능감과 관심, 두려움 등 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 226 -

[그림 Ⅵ-3] 기사 쓰기 과정별 비판적 문식성 자원의 활용 

문제로서 인식하게 하는 장소는 일상에서 듣게 되는 언어와 담화이고 필자의 
자기 경험이다. 자기 삶의 밖의 이론적, 담론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은 날 것의 기표들이 비판적 문식성의 자
원이 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관념 구성에서는 동료나 도구를 활용하여 의미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료의 경우 인지적인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
원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텍스트 구성에서 독자와 소통 공간에 대
한 지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당연히 개인의 언어 자원이 중요하다. 이 모
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
석하며 재현하기 위한 담론 지식이다. 그것이 읽기에서 비롯된 것이든, 자기 
경험에서 획득된 것이든 언어와 담화,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 권력
의 억압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대한 담론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3) 비판적 문식성 자원의 활용에서 개인차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궤적에서 다른 문식성 자원을 
획득해 왔다. 언어와 담화 자원,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을 다르게 습득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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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언어와 담화, 문식성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쓰기 과정에서의 도
구 및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르다. 다음 <표 Ⅵ-3>에서는 Ⅴ
장에서 각 연구 참여자의 문식성 실천에서 활용된 문식성 자원 중에 연구 참
여자별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요소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구분 다은 규민 찬우 수빈

 정체성 

“착한 

모범생”의 

거부, 글에 

대한 상처

“고등학교 

자퇴생” 

“교육에 관심이 

많은”

소수자

“아웃사이더”

“자치하는 애” 

“도담스러운 

학생”

신념·태도

주류 언어, 

지배적 담론에 

대한 저항

현실의 변화에 

대한 욕구

소수의 생각이 

존중받고 

소통되어야 함

문제에 대해 

“깊게 알기”

언어·담화 연극적, 문학적 객관적, 사실적
논리적, 

고백적
성찰적, 대화적

담론 

지식

입시 교육 

담론

창의성 교육

담론 

다양성 

담론

도담학교의 

대안교육  

담론

기능·전략
연극적 텍스트 

구성

정보의 시각화,  

온라인에서의 

기사 홍보

솔직한 목소리 

내기

설문지

·면담의 활용

동료 

지원

실제 독자로서 

내용에 대한 

점검

디지털 기술의 

전수

다름에 대한 

지지와 공감

 대화를 통한 

다양한 관점의 

도출

<표 Ⅵ-2> 연구 참여자별 문식성 자원 활용의 비교

  수빈이와 다은이, 규민이, 찬우는 모두 위피라는 학내 동아리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기사 쓰기를 하였다. 적어도 그 공간에서 쓰기에 작용하는 문화적, 
생태적 맥락은 유사하였을 것이다. 달랐던 것은 주어진 맥락 안에서 자신의 
삶에서 성장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개인의 실존적 지향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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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던 것이다. 이전의 문식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 자치 활동이나 
소모임, 방송반, 수업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성해 온 자신의 사회
적, 제도적 정체성 등 개인적 삶의 맥락이 ‘기사 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달랐던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기사 쓰기에 대한 신념과 태도, 필자 정체성의 
구성이 달랐다. 
  특히 각 연구 참여자의 언어와 담화 자원이 다른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은이는 자신의 언어와 담화가 문학적인 것에 대해 뚜렷한 자각이 있고, 그
것으로부터 중학교 때 이미 국어교사에게 상처를 입고 있었다. 찬우는 자신의 
말이 “쉬운 말”이기에 기사 쓰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고민했지만, 결국 기사이
기에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갖추지만 자신의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개인어를 그
대로 쓰는 방식을 취한다. 규민이는 중학교 때부터 방송부 활동을 하며 사실
적이고 객관적인 언어의 사용이 익숙하였고, 기사의 언어는 객관적이어야 한
다는 생각을 자주 드러내었다. 특정 글쓰기에서 개인차의 문제를 다룰 때 개
인의 언어 자원의 차이 또한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다. 
  또 동료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연구 참여자 간의 차이가 컸다. 글쓰
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다은이는 자신의 글이 소통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
았기에, 동료들을 자기 글의 독자로서 초대한다. 수빈이는 관념의 구성 단계
에서 동료들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며 문제의 본
질에 다가가려 한다. 반면 규민이는 동료와의 대화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의 의미 협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쓰기 교실에서 동료 자원
이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중요한 활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쓰기 중심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지원

(1)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한 지원

  첫째, 청소년의 삶에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인지적 사고에 의해 조
절되는 기능이 아니라, 불편함, 소외, 공허감, 억압, 분노와 같은 정서적 요소
와 결부된 일상의 체험에서 촉발될 수 있는 의식의 작용이다. 따라서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자신의 일상의 체험에서의 자신의 정서, 심리적 억압을 돌아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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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쓰기 상황에서 심리적 억압과 두려움, 불안은 쓰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쓰기 결과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 오해를 받
을 있다는 두려움은 비판적 문식성 실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요소이
다. 이 연구에서는 찬우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찬우는 자신의 가치관이 다
수의 친구들과 다르고, 그 독자들은 매우 뚜렷한 주관이 있기에 자신의 다름
을 수용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자신의 언어는 설득적, 논리적이기보다 
수필이나 일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글쓰기가 계속 지
연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동료들의 공감과지지, 대안적 쓰기 방식에 대한 
제안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술하고 드러내는 경험을 반복하며 심리적 두
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림 Ⅵ-4] 찬우의 기사 쓰기에서의 문식성 실천 

 둘째,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이슈나 시사적 쟁점보다 일
상적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나 지역공동체에서의 언어나 담화, 사건, 사태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면의 지배적인 
담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해석 주체로서 권한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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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에 대해 쓸 때 비판적인 문식성이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
다. 아래 표는 해석의 대상으로서 일상의 문제와 사회적 이슈의 차이에 대한 
비교이다. 
 

일상의 문제 사회적 이슈

Ÿ 일상의 언어와 대화로 구성
Ÿ 체험적 상황에 기반해 인식
Ÿ 이슈가 불확정적이고 비가시적임
Ÿ 당사자가 해석의 권한을 가짐

Ÿ 시사적 담화를 통해 구성
Ÿ 정보적 매체를 통해 인식
Ÿ 이슈가 대립적 쟁점으로 가시화됨  
Ÿ 전문가가 해석의 권한을 가짐

<표 Ⅵ-3> 일상의 문제와 사회적 이슈의 비교

  
  사회적 이슈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며 사회 구성원
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지만 아직 사회적 판단이 완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어떤 가치가 대립되는 쟁점이나 논쟁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의된다
(박윤경·이승연, 2015: 55-56). 아마 논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필
자가 해석의 주체로서 새로운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쓰기 주
제를 선택함에 있어 일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읽기로부터 점차 넓은 공동체
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은 개인으로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글을 쓸 때 비판적 해석
이 힘을 갖기 이해서는 세계 읽기와 더불어 텍스트 읽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다 정교한 담론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세계 읽기 또한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은이와 규민이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렌즈
를 텍스트 읽기를 통해 확보하여, 이것을 세계 읽기를 일관된 흐름에 따라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찬우의 경우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문제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로 모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논지
를 명확히 하여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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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세계 읽기, 텍스트 읽기, 텍스트 생산의 관계 

   글을 쓰기 전 또는 텍스트를 디자인하기 전에 쓰기 실천공동체에서 동료들
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은 비판적 문식성의 복합적 요
소가 모두 고려되고, 상호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텍스트 디자인을 위한 지원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텍스트 디자인은 주제, 독자, 목적과 같은 전통적
인 수사적 맥락 외에 매체에서 독자와 소통되는 방식, 텍스트가 공유되고 전
파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 경
험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텍스트 디자인 또는 구성에 대한 계획의 과정
에서 자신의 텍스트가 공유되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소통의 방식, 적
절한 텍스트 유형, 존재의 방식을 이미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의 
글쓰기가 특정 플랫폼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문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판적 문식성 실천에서 텍스트에는 독자들이 민감해하거나, 심리적
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관습적인 논증 장
르, 설득 화법, 고발 기사 등 양식성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 전략을 적극적으
로 탐색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문식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격려되어야 한
다.
  비판적 문식성 학자인 쟁크스(2004)가 교실에서 언어와 담화의 차이, 즉 지
배적인 담화와 언어 양식과 다른 것을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자연스럽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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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문식성을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원이 된다고 보는 관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승인받는 텍스트의 범주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밖의 것에 대해 맥락과 무관하게 덜 적절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장르의 혼종성, 상호텍
스트성을 활용한 패러디, 장르 변환, 담론의 재맥락화 등은 규범성이 아닌 소
통 맥락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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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1. 요약
  
  문식성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맥락에 기반하여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는 명제는 국어교육의 장에서 반박되지 않는 선언이자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실제 삶의 맥락을 풍부하게 이해하
면서 그것이 문식 활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질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의 참여적 문화 공간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문식 실
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문식 환경의 변화에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식 실천을 위한 국어교육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문식 참여자
로서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방식을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실제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의 참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협력하며 비판
적 문식성을 실천하는 사례로 대안고등학교 내 웹저널 동아리를 선택하여, 동
아리에서의 온라인 기사 쓰기 활동을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문식성과 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식성이 정체성, 신념, 
가치, 태도, 사고의 방식, 언어, 지식 등과 연합되어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이러한 
요소가 관여되는 상황적 실천을 통해 학습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저널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이 기사 쓰기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을 학습의 과정
으로 보고, 청소년들이 기사 쓰기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쓰기의 맥락으로 구성하고 조율하는지를 밝혔다. 또 청소년들이 기사 쓰기를 
통해 어떠한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식성 자원이 관
여되고 활용되었는지를 밝혔다. 자료는 1년 동안의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가 산출한 텍스트, 현지 자료 등 문화기술지의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 
분석되었다.   
  청소년들은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전 쓰기 활동에서 겪은 소외와 억
압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활동의 특정한 목적, 기사의 특정한 주제와 형식이 
필자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의 관계가 내재된 맥락
으로 작용함을 인식하였다. 웹저널 동아리 신참자들은 부여된 정체성으로서 
‘기자 되기’의 주변적 참여자, 사회 비판 기사 쓰기로부터 기성 언론의 전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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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했고, 고정된 객체로서의 장르 글쓰기는 내 생각과 자신의 목소리
를 내고 싶은 글쓰기에 대한 욕구와 갈등을 낳았던 것이다. 
  또 학교 내의 언론 동아리이면서 동시에 온라인에서 독자를 만나는 공간적 
지형을 성찰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기사 쓰기 활동에 독자와 적극적
으로 소통하는 미디어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학교 내 언론 동아리’
는 언론으로서 학교공동체로부터 책임과 역할이 기대되었고, 그 역할을 취하
여 동아리이기에 자유롭고 개방적이지만, 사적 대화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으
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였다. 동시에 부원들이 다양한 주제와 
형식에 관심을 가진 혼종 공간임을 인식하고, 혼종성으로부터 독자에게 파급
력을 갖는 기사를 쓴다는 새로운 목적을 구성하게 되었다. 기사를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선택지가 있었고, 선택지는 온라인 공간을 기사를 포스팅하는 것
을 넘어 정보를 읽고, 즉각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
자의 위치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였던 것이다. 경험과 공간
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협상된 웹저널 기사 쓰기의 의미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
들과의 소통에 적절한 지역적 문식성과 페이스북이라는 글로벌한 공간에서의 
소통에 적합한 디지털 문식성의 이중적 상황을 연결하는 문식성 실천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필자와 독자 간의, 또 부원들 간의 소통성을 높여 학
교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생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주제, 형식, 
상호작용의 맥락을 구성하였다. 즉 독자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소통할 수 있
고, 학교의 문제를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 이러한 주제를 
담기에 가장 적절한 ‘통로’로서의 장르와 양식, 이러한 장르와 양식을 자유롭
게 유통하면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 구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삶의 맥락인 학교의 문화에 대한 지식 생성자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에 적절한 문식성을 학습하
는 과정이었다. 이후 교사와 선후배들과 계획을 공유하면서 기사의 완벽함, 
기사다운 언어, 기사의 객관성 등 기사 쓰기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과 태도를 
조율해 가며 공동의 목적과 규범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기사 쓰기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고 있
었다. 이 연구에서 네 명의 청소년은 각각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필자’, “문
제를 고발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필자, “생각이 다른 아웃사이더”, “자치하는 
애”라는 필자 정체성을 취하여, ‘언어와 담화의 이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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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기’, ‘소수자의 목소리 내기’,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기”로서의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였다. 
  각 실천의 방식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내용 구성을 위해 관념을 
“구체화”하고,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는 쓰기 과정에 따라 기
술되었다. 쓰기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문제를 비판적으
로 인식하였고, 특정한 담론 지식, 언어와 담화, 특정 담화 양식과 결부된 기
능적 문식성을 활용하였다. 또 동료들은 디지털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물론, 
다른 생각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얻고, 다양한 관점을 위한 대화를 나누기 위
한 중요한 비판적 문식성 자원이 되었다.  
  사회적 실천으로서 쓰기 교육과 쓰기 중심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학습자가 쓰기 활동의 기획에 참여함으로
써 쓰기 활동의 맥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획득하고,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
는 쓰기 실천공동체를 구축하고, 지배적인 담화 형식과 관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가져올 수 있음을 논하였다. 또 쓰기 중심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위
해서 비판적 문식성 자원의 활용과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텍스트 디자
인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제언

  이 연구는 문식성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맥락에 기반하여 의미 있게 이루
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명제는 국어교육의 장에서 오랫
동안 풀어야 할 과제로 이어져 왔지만, 실제 교실 밖의 청소년의 삶에 가까이 다
가가서 청소년들이 텍스트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자
신의 문식성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다. 
학교 현장이 질적 연구자들에게 개방적이지 않고, 학업 중심의 학교 문화에서 청소
년들이 연구자의 오랜 관찰과 지속적 면담에 시간과 공간을 내 주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다행스럽게 이 연구에서는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연구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
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료의 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기능과 전략을 넘어, 사회문화적,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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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적 맥락과 개인의 삶의 궤적에서의 실존적 맥락이 쓰기에 관여하는 방식을 깊
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성을 갖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식성을 교육하
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기능과 전략을 넘어, 언어와 담화에 대한 성찰, 가치와 신
념에 대한 의미의 협상, 개방적인 대화와 정서적 지지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삶의 맥락에서 문식성이 실천되는 방
식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의 문화 체계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문화기술지 연구로서의 타당성의 문제와 그 반대로 특정 집단
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갖는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문식성 자원을 단일 텍스트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파악
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개인 필자로서 자신의 문식성 자원을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필자로서 성장하는 데 어떤 의미
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중 다
은이의 경우는 동아리 밖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면서 문식성을 실천하는 방식
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참여관찰이 주로 동
아리 회의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동아리 밖에서의 문식 활동에 대해서는 면담
이나 개인적으로 기록해 온 문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문식성 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있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넘나들며 관찰할 수 있다면 담론 지식이나 언어 
자원과 같이 전통적인 쓰기 교육에서 강조되어 온 자원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이 연구의 현장이 대안학교의 동아리이기에,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에 대한 계획의 수준에서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안학교 특유의 자치 문
화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저항적 읽기 문화의 토대 위에서 비판적 문식성을 
실천하였다. 물론 학교의 문화적 맥락이 작용하기 이전에 중학교 때의 억압의 
경험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현실에 대한 저항적 태도가 비판적 문식성 실
천에 관여됨을 확인하였지만, 대화적 의미 협상을 통해 텍스트의 관념을 구성
하고, 독자와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기사를 유통할 수 있었
던 것은 대안학교의 자율적, 개방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의 쓰기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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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궁극적으로 학교의 문화, 교실의 문화에 대한 성찰을 과제로 안기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안학교의 문화적 맥락이 개인의 문식 실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 비판적 문식성이 형식 
교육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의 작용에 대한 더 깊은 천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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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Adolescents' Critical Literacy 
Practi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Eunsun Kwon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s the ways in which adolescents 
engage in public problems and practice critical literac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Online article writing activities in an alternative 
high school's online journalism club were selected as a case of 
adolescents' critical literacy practices to ethnographically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critical literacies were socially practiced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environment, alternative education, and 
adolescent culture.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on literacy and learning, this 
study takes the view that literacy is socially practiced in association 
with identities, beliefs, values, and attitudes and that literacy is 
learned by employing literacy resources in situational practi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considered the process of 
adolescents' designing of writing activities in the online journalism 
club as a process of learning and explored how adolescents 
perceived the situation of writing articles and how they organized 
and integrated it into the context of writing.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dolescents practiced critical literacy through article writing and 
what kind of literacy resources were employed in the process of the 
writing.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over a year 
from participatory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texts produced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on-site materials.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ir writing activities and from their 
experience of alienation and oppression in previous wri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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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perceived that the purpose of writing activities and the 
theme and form of the articles were important contexts for thinking 
and presenting in a certain way as a writer. They recogniz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volved in writing by reflecting on the fact that 
they write not only as a journalism club within a school but also on 
a spatial topography where they meet readers online. They also 
perceived that they could have autonomy and openness in their 
dialogues and power to impact their readers effectively. 
  Accordingly, adolescents focused on creating new discourses on 
their school culture by circulating ideas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and between club members, and as such constructed a 
context of themes, forms, and interactions, In other words, they 
became to form a scheme on topics that could circulate different 
ideas among readers and provide new perspectives for reading 
school issues to them, on genres and forms that could be an 
appropriate 'outlet' to deliver these topics, and on a platform 
structure that could distribute these genres and forms and enhance 
readers' accessibility. Then, they were able to formulate common 
goals and norms and coordinate different beliefs about article 
writing, including appropriate quality, language and voice for article 
writing, by sharing plans with the advisor teacher and club members 
(seniors and juniors).
  By writing articles, adolescents were practicing a variety of critical 
literacy based on their life situations, literacy resources, identities, 
and beliefs. This study had four adolescent writers describe the 
process of article writing in terms of ‘making people feel 
uncomfortable behind language and discourse,' 'publicizing social 
issues,' 'giving voice to minorities,' and 'empowering various voices.'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problems critically, embodying ideas to 
construct contents, and then producing texts, adolescent writers 
were involved in the other writers' identity, attitude, and belie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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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d the functional literacy associated with specific discourse 
knowledge, language and discourse, and specific discourse forms, 
Furthermore, colleagues became important critical literacy resources 
for acquiring digital technology skills, gaining support and sympathy 
for different ideas, and sharing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erms of writing education as a social practice and 
writing-oriented critical literacy education. First,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learning through the designing of writing activities would 
make it possible to acquire abundant knowledge involved in the 
context of writing activities, establish a cooperative and responsible 
writing practice community, and reflect on dominant forms and 
customs of discourse. Second, the study argu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pplication of critical literacy resourc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for critical literacy education. Finally, the 
study discussed the ways of educational support for critical reading 
of the world and for text design in the digital environment.

Keywords: Literacy practices, Adolescent literacy, Critical literacy, 
Writing practices, Writer identity, Literacy resources, 
Ethnographic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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