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內容論을위하여 

김대행* 

1. ‘손가락과 달’의 暗示

다시 ‘손가락과 달’1)이라는 화제를 꺼내 말머리를 삼는다. 

손가락으로 달올 가리킴이여.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아니하도다. 말로써 

법을 셜함이여. 법은 말에 있지 아니하도다. (指以標月兮月不在指 言以說

法兮法不在言)

普照國師 知調의 이 말이 교과서라도 좋고， 독서 자료라도 좋고， 혹은 

시험문제라도 좋고， 그 무엇이건 간에 국어교육의 자료로 제시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김대행손가락과 달의 문학교육론J，문학교육 틀찌기~， 역락" :m:J, 121-144면 참 

조 이 글에서 논의한 것은 ‘손가락과 달’의 비유가 문학교육에 주는 암시의 해명이 
었다. 이제 문학교육올 넘어서서 국어교육 일반으로 논의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 
겨 있음은물론이다. 



8 국어교육연구 제10집 

7}? - 이것은 국어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가 국어교육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동원될 것이 

다. ‘손가락’이니 ‘달’과 같은 쉬운 말은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겠으 

니 그냥 지나치더라도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에서부터， ‘있지 아 

니하도다’가 궁극적으로 뜻하는 B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이 

고， ‘설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무어라 바꾸면 가장 적절하겠는가를 묻기 

도 할 것이다. 

‘손가락f달’의 관계가 ‘말:법’의 관계와 같다는 것도 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고1 이 말에서 진정으로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인가도 따지게 될 것이 

다. 이와 비슷한 현실 속의 사태를 생각해 보자는 것도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있는가도 찾아보자고 권유 

할 수 있고， 이 말을 본떠서 현실에 적합한 표현을 만들어 보라는 요구도 

할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국어교육의 이름으로 설계되고 실천될 것이다. 이처럼 실 

천되는 모든 항목을 우리는 국어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 

의 내용은 그 속살을 이루게 된다. 

그러고 보면 교육의 내용이 결국은 교육의 모든 것이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은 주로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 

성립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단편적인 지식만 가르쳐 왔다’ 

든지， ‘지식은 가르치되 인간은 가르치지 못했다든지 하는 말들은 교육이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국어교육도 결국은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핵심적이고 궁극 

적인 문제가 된다. ‘어떻게 가르치는캐 하는 방법의 문제도 그 나름의 의 

마를 가점은 물론이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캐가 선행하지 않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방법올 결정하는 것은 가르치는 목적과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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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어교육을 위해서 가장 공들여 개발해야 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쯤 되면 국어교과 

학이 연구해야 할 중점적이고 선결적인 과제가 국어교육의 내용론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다. 

이제 보조국사의 ‘손가락과 달’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은 손가락 

을 보는 대신에 달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 

은 달이라는 뜻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 비유의 관계가 ‘말과 법’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보다는 법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도달해 

야 할 곳은 법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되어 온 국어교육의 내 

용은 어떠한가-7- 이런 의문을 던지는 까닭은 국어교육이 ‘달’보다는 ‘손 

가락’에， ‘법’보다는 ‘말’에 파묻히는 내용으로 실행되어 있디는 전제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실제로 우리는 언어를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 

고 이해한 나머지 국어교육의 내용을 ‘손가락’과 ‘말’에만 한정시켜 옹 것 

이 사실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각종 참고서의 설명을， 그리고 

각종시험문제졸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내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 점을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런 다 

음에는 그것이 왜 그리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원인을 아는 것 

이 고장을 수리하는 기본이다.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경위를 밝히교 이를 

근거로 바로잡아야 할 내용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 

다. 이 모든 일이 국어교과학 연구의 미래를 위한 구도 잡기엄은 물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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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內容論議의 視角

1) 敎育훌의 內容 훨홈홉를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이라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교육학 이 

론에서 얻어내려고 하면 매우 혼란스럽다. ‘빈번히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그 뜻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2)라는 말이 그런 사정을 반영한다. 교 

육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든지， 특히 국어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야 한 

다든지 하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교육학 쪽의 그러한 사정은 ‘학 

문 중심 교육과정’이니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니 하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데 그치고 마는 형편 

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용에 대한 정의를 찾아본다면， ‘인간의 삶과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문화 내용 중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가치가 있고 또 전수하 

기 쉽게 조직된 지삭기술·가치와 그 탐구 과정’3)이라든개 ‘학생들이 공 

부하여 그들 자신의 것이 되도록 성취할 수 있는 지식·탐구심·창의적 사 

고·비판적 사고·애국심·정의감·신체 기능·생활 습관·정서적 안정·체력 

둥 일체의 학습 대상이 되는 실체(지식과 경험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 

다)끽) 둥에 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내용에 지식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과 아울러 

기능(술)은 물론이고1 ‘-심’ 또는 ‘-감’ 또는 ‘습관’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동태까지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 

2) 김수천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관겨11J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교육학대사 

전~， 하우동설， l~없 밤7면. 

3) 김수천， 앞 책， 579면. 

4) 곽병선 w교육과정~， 배영샤 1!Hì， 5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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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중 나중에 말한 ‘-심’ 또는 ‘-감’ 혹은 ‘습관’은 혼히 태도라고 하 

는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말하자변 지식과 기능에 못지 않게 

태도도 교육의 내용이 된다는 암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교육의 내용을 두고 전개되는 논의의 강렬함은 주로 지 

식과 경험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도 특정이다. 그리고 이 방변의 논의를 

살펴 보면， 지식과 경험이 과연 별개의 것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된 

다 

교과라는 것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제， 배워야 할 기능， 외어야 할 

사실’5)이라고 잘라 말하는 편에서는 일상의 경험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교과의 내용이 경험을 이룬디.6)고 한다. 관점은 다소 다르더라도 

이런 견해는 지식에 기법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었으며， 실천적 지식은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실천 능력은 경험에 의해서만 나타 

나고 전수된다7)는 관점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교육은 경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견해8)는 일견 지식 중 

심의 내용관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음미해 보면 여기 

서의 경험이 지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교육적 경험 

은 방법적 원리의 체득을 통해 수행된다.9)든개 언어적 경험을 지적하여 

‘언어가 지닌 도구적-방법적 규칙들을 이해 활용하고， 거기서 생긴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과 습관’이라고 한 것이나 언어의 교육이란 ‘언어의 사 

용과 더불어 형성되는 의미의 체계와 그 의미의 형성에 참여하는 총체적 

경혐의 구성 요인에 관한 것’10)으로 설명핸 데서 교육 내용으로서 경험 

5) 이홍우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샤 l뼈， æ면. 

6) 이홍우， 앞 책， 42면. 

7) 장상후 『학문과 교육』 상， 서울대출판부， 1ffi7, '!i)l면. 
8) 이돈회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l'뽑. 참조 
9) 이돈회， 앞 책， 101면. 

10) 이돈회， 앞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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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올 확인하게 된다. 

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는 해도 태도를 ‘경험(반웅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 영향을 미치는)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 -신경적 준비 상태’11)로 정의하면서 태도가 학습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이 될 자질은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된다. 더구나 태도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속성이 있는데 이 중 행 

동적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적 설계가 가능하다는12) 설명은 그 가 

능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 준다. 

그렇기는 해도 국어교육의 내용올 구체화하는 단서를 교육학의 이론적 

설명에서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처럼 교육학이 구체성을 지니기 

어려운 까닭은 교육학이 모든 교과의 교육 전반을 아우르면서 논의를 펴 

야 하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보면， 같은 교과라 해도 그 

성격이 얼마나 다른가! 대강만 생각해 보더라도 미술이나 음악 또는 체육 

과 같은 교과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연과학계열의 교과들은 지식의 체계가 견고하게 교과의 내용올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차이가 많은 교과목을 통틀 

어서 이론화하자면 아무래도 추상적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교육과정올 몇 차례 교육학 이론이 주도해서 개정해 온 

경험은 국어교육의 내용이 교육학 이론보다는 국어 자체의 특성과 논리 

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임올 깨닫게 해 준다. 지식과 경험의 논쟁 

처럼 동일한 교육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 

는13) 이론이 선행하여 국어교육의 내용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교과의 특 

11) 김상후 『태도교육~， 교육과학샤 1!B7, 14면. 
12) 김상호 앞 책， 15연. 
13) 이홍우， 앞 책， 38-;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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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외시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다지 바랍직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내용을 위해 국어의 본질올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 

안한다. 

2) 園臨敎育의 內容 홉훌훌를 

국어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추구보다는 실천적 규정으로 

시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러 

한 내용이 왜 내용으로서 중요한가를 이론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이러이 

러한 관점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는14) 규정적 제시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국어교육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많 

은 연구서들 또한 당시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올 셜명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 일일이 그 목록올 밝히지는 않지만， 이 방면의 

서적 대부분이 이런 경향올 보인다. 

물론 이 방변을 이론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5) 

그렇기는 해도 이 연구는 국어교육 전체의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국어 

교육의 영역올 언어 기능， 언어 지식， 문학으로 나누어 놓는 전제 위에서 

언어 기농에 주목하면서 논의하고 있어서 국어교육 전반의 내용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데는 미홉하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 전반의 내용올 체계적으로 살핀 김수엽의 논 

의16)는 가히 이 방면의 독보적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내용올 

14) 이언제 외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 

위원회， 1없7， 1앓-lffi면. 
15) 이성영 r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출판부， 1앉E 창조 

16) 김수엽국어교육의 원리J ， 청하， 1!Hl. 119 -læ면. 
---’ 『국어교육의 길J ， 나라말， :IDl. 12)-23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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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J과 ‘삶’이라는 독자적 용어를 써서 체계화한 이 논의는 국어가 일상 언 

어와 예술 언어로 양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음으로써 일상 언어의 앓， 

일상 언어의 삶， 예술 언어의 앓， 예술 언어의 삶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교육을 논의하는 많은 노력들이 언 

어의 다양성보다는 제한된 측면만을 주목하고 있음에 비해서 이 논의는 

언어 전반을 포괄하려는 거시적 시각올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내용론으로서 중요성을 지난다고 할 수 있다. 

(1) 技能에 집중된 內容論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논의가 집중된 것은 기능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기능의 향상올 위한 절차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을 강조17)한 데서 온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학교의 교 

육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고둥 수준의 언어 사용 기능 함 

양18)으로 일반화한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그 결과 국어교육에서 가장 현저하게 목격되는 용어가 ‘기능’과 ‘사용’ 

이었다. 심지어는 국어교육올 ‘언어 사용 기능 교육’19)이라고 정의하는 사 

례까지 있었음은 이런 경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말해 준다. 그러기에 

내용론적 연구도 이 방면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표현교육’이니 

‘이해교육’이니 히는 표제를 가진 연구서들이 모두 이 방변에 집중된 것 

이었고， 심지어는 ‘독서’처럼 기능을 넘어서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표 

제를 사용한 연구서까지도 기능으로서의 언어 활동에 초점올 맞춘 것이 

17) 이인제 외， 앞 책， 133면. 

18) 박인기 외국어과 수행평7h ， 삼지원， l'體 40연. 

19) 이것이 언어를 제한된 시각으후 바라본 것임에 대해서는 김대행국어교과학올 위 

한 언어 재개념화J，선청어문』 제II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9-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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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었다. 

말하고 글올 쓰고， 듣고， 글올 읽고 하는 것이 언어 활동이므로 그런 

측면올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것만이 국어교육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 

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 천만한 일이다. 실제로 국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하더라도 그 능력이 ‘실제적인 국어 사용 경험을 체화할 때 향상된 

다’20)는 진술이 ‘경험’이며 ‘체화’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올 보면 언어 

의 사용이니 기능이니 해 버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말 정도를 

넘어서는 복합성 내지는 복잡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는 국어교육 내용론이 복합적이라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얻게 된다. 

(낀 知識 論議의 偏向性

국어교육이 지식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어교육에 내용을 주는 학문은 화법이론， 수사학， 언어학， 문학이 

론의 네 분야이며， 이 중 화법이론은 말하기와 듣기에， 수사학은 읽기와 

쓰기에 내용을 주고， 언어학과 문학이론은 각기 문법과 문학에 내용올 준 

다고 구체화한 논의20가 이 방변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국어교육도 교육 

인만큼 지식의 체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읽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국어교육에서 지식이 교육 내용이라는 논의의 대세는 

언어 영역과 문학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기능 영역에서도 절차적 지 

식이나 조건적 지식을 고려하였음은 물론이지만 그 중점은 어디까지나 

‘실제’라고 하는 실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에 국어학을 기 

반으로 하는 연구자는 『국어지식교육론』이라는 논의를 표면화하기에 이 

20) 박영목 외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화사， 때11， 48면. 

21) 이대규국어교육의 이론~， 교육과학샤 1~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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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에 ‘언어’라고 부르던 영역올 ‘국어지 

식’으로 바꾸어 부르기에 이른다. 

국어학적 성과는 말 그대로 학문적 성과이기에 지식으로서의 면모를 

충실하게 지녔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셜정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22) 그렇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어 

떻게 체계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론적 추구는 그다지 활발해 보이지 않 

는다. 국어교육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보 

다는 오랜 관행과 적절한 변화 수준에서 교육과정올 마련하는 것으로 그 

치는것으로보인다. 

학문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언어 영역이 이러하므로 지식에 못지 않게 

실천적 능력이 요구되는 문학 영역에서는 지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공허 

할 수밖에 없었다. 문학의 이론이나 역사 그 어느 쪽이건 구체적으로 어 

떤 지식이 어떤 자리에서 내용으로서 어떤 구실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 

하는 것을 보기 어려웅은 이런 사정올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김수업이 국어에 대한 ‘앓’의 영역을 또렷이 설 

정하고 일상 국어와 예술 국어에 다같이 공시적 앓과 통시적 앓의 두 분 

야를 마련하여 내용을 체계화해 보인 것은 이 방면의 두드러진 업적이 아 

닐 수 없다. 이러한 논의가 보여주듯이 국어교육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은 교육적 체계를 구체화해야 하교 그것도 언어의 본질과 교육의 논 

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떠) 廳度에 대한 빼心 缺如

교육과정에는 태도가 중요한 항목으로 셜정되어 있지만， 이를 둘러싼 

22) 김광해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출판부; 1!Ð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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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옳다. 태도를 ‘학습된 성 

향으로서， 언어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갱)고 

하는 교육학의 설명을 원용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혹은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 자세， 태도 습관， 홍미， 동기， 가치 동의 총칭’이라든가 혹은 

‘국어 사용， 국어， 문학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요인’24)이라는 논의는 교육 

과정에 마련된 태도라는 내용을 셜명하기 위한 수준이다. 

그러기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태도의 내용도 언어 활동에 대한 태 

도에 한정되고 마는 결과를 낳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을 언어 

사용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능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고 말면 이는 국어를 

행위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태도는 그 행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즐겨， 혹 

은 습관화하여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태도의 내용은 이러한 

관점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변 듣기에서 ‘이순(耳順)’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고 ‘참멜거 

짓말’과 ‘옳은 말f그른 말) 그리고 ‘할 밀r못할 말’을 표나게 드러내 보인 

논의25)나 슬기롭고 분별 있게 묻기， 주의 깊고 세밀하게 듣기， 너그럽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기를 강조한26) 것은 그 관점의 독특함과 함께 기능의 

실천을 넘어서서 태도가 교육 내용으로서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 논의라 

할수있다. 

반면에 문학과 관련한 태도 논의는 그런 대로 이루어진 바 있다.앙) 이 

는 문학이 지년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관심을 촉발할 수 있었기에 그렇기 

도 하겠고， 문학의 감상이라는 것이 수사학적 이해를 넘어서야 할 필연성 

23) 최현섭 외 r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lffiJ, 81연. 
24) 박영목 외， 앞 책，tf1면. 

25) 김수업， 앞 책， 164면. 
26) 김수업， 앞 책，'l&면. 
27) 김상욱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lffi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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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도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문학교육의 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언어가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문학과 관련해서 비로소 인식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띠) 經驗 論議의 tt葉性

어떤 말을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에 관련된 행동 방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든지 어떤 책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올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글을 잘 그리고 많이 읽도록 강조하는 독서의 교훈도 상기함직하다. 이러 

한 것은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경험이고，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어 권장해 옹 문화적 전통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럽에도 국어교 

육의 내용으로서 경험이 논의되는 것은 지엽적이었다. 

어떤 대상 또는 주제에 대해 글을 써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랑 사이 

에 능숙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그 나름으로 인식된 것 같지만， 그러한 

경험이 한 개인에게 가져온 성장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눈길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국어가 행위로만 인식된 나머지 경험 

이 기능의 숙달에 기여하는 측면만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방면에 주목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에서 

강조된 바 있는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수행 경험의 체계 마련’이 중요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경험 교섭이 확장되는 축을 고려한 체계’라든 

가，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축을 고려한 체계’ 퉁이 개념의 지도로 작성되 

어야 한다는28) 논의는 경험의 측변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 박인기 외， 앞 책，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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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국어교육의 내용을 연구하는 데 경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29) 논의는 이 방변의 관점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에 의의가 있을 듯하다. 이 연구자는 이01 ‘국어교육의 내용은 특정한 의 

미를 구성하거나 전달하는 방식， 즉 언어 사용법’이지만， ‘언어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루게 마련인 내용이 학습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30)고 함으로써 경험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글쓰기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쓰기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읽기에서 독서 자료의 경험적 요소를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거론한 점이 매우 고무 

적이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 논의에서는 경험에 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전개된 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셜올 중심으로 한 심미적 체 

험에 관한 논의31)이다. 문학에서는 관습적으로 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문학 작품은 의미를 지닌 것이므로 그것을 감상하는 과정은 곧 

심리적으로 외계로부터 자극을 받는 일이라는 점에서 경험과 동의어라 

할수있다. 

논의의 방향윤 다르지만 체험을 중심으로 비슷한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다}2) 체험이 감각올 통한 반웅에서 출발하여 생리에서 일어나는 변화 

인 감정을 거쳐 사람됨의 툴을 이루는 정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체험 

을 통해 사람이 바뀐다는 점을 강조한 이 논의도 물론 문학을 두고 전개 

한 논의이다. 그러나 문학만이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글이나 말 모두가 감각적 경험올 거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전반으 

29) 이성영국어교육 내용 연구의 현황과 과제J，국어교육학연구』 제M집， 3Xl2, ffi면. 
3이 이성영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출판부， 1%, 17-18면. 
31) 김중신소설 감상 방법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1團， 참조. 

32) 김수업， 앞 책，a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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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3. 敎育 內容 範嘴化를 위한 省察

국어교육은 국어를 교육하는 일이다. 말장난처럼 들리는 동어반복이지 

만， 이처럼 생각을 되짚는 데는 이유가 었다. 수학올 교육하는 일은 수학 

의 논리에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과목이 그러하다. 미 

술을 교육하는 일과 국어를 교육하는 일이 동일하기만 할 수는 없다. 교 

육이라는 점에서는 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겠지만， 그 내용의 골격은 교과 

자체의 특질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매우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을 굳이 하는 까닭은 국어교육이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올 담고 있으 

므로 다소 먼 길이 되더라도 근본에서 출발하여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국어교육올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이라고 잠정적으로 정 

의해 두자. 그렇게 되면 국어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불음이 앞에 놓이게 

된다. 국어 농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언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이라고 해 버리면 될 듯도 싶다. 그렇지만 국 

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라면 초둥학교 입학 수준에서 언어 구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말은 그렇지만 쓰는 것은 잘 

못하지 않는가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능력을 교육이 길러 준다 

고 하면 대답은 되겠지만 그 동안의 국어교육을 반성하는 항목 가운데 

사용 기능을 그렇게 강조동}는 교육을 해도 그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다 

는 점이 이런 대답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반성이 국어 능력은 언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을 념어서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생각해 본다. 



갑: ‘짜장면’하고 ‘자장면’ 어느 게 맞지? 

을: ‘짜장변’은 틀려. ‘자장면’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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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왜 그렇지? 말할 때는 다 ‘짜장면’이라고 하잖아? 

을: 그래도 ‘자장면’이 표준말이야 

갑: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정했느냐구? 

을: 내가알게 뭐야 

갑: 모르면서 아는 척은 왜 해? 

을: 웃기고 있네. 

겁f 뭐， 어쩌고 어째? 

이 대화는 성공했는가? 성공 여부가 국어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 

사례는 국어 능력이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른바 언어 사용 기 

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을 듯싶지 않다. 생각하는 대 

로 말했고1 대화의 과정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딘지 아쉬 

움이 남는다.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는 피터즈가 한 비유라는 키스의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키스를 단순히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타액의 분비만으로 파악하고 마는 

것은 전혀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잃)이라는 이 비유는 앞에서 살핀 대화의 

사례와 함께 언어와 언어 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키스와 

마찬가지로 국어 능력도 어떤 행동을 해서 목적을 성취하고 마는 수준을 

넘어서는 다른 요소가 있으며， 국어교육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는 생각을갖게 된다. 

이런 생각을 전개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영어 교 

육과정에서 전제한 언어관이다. 

33) 이홍우중보 교육과정탐구~， 박영사， 1잃，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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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과 기능의 대부분올 수용하고 습득한다. 언어 

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적으로 남파 소통하는 것올 가능하게 해 주 

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 감정， 생각을 다루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게 해 

준다}4) 

이와 홉사한 언어관을 영국의 시험기관이 발행한 문서에서도 볼 수 있 

다 

언어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 및 타인과의 관계 

를 규정한다; 언어는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는 매재이다; 언어는 타 

인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수단이다; 언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형 

성한다，35) 

이 밖에도 언어를 단순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실천36)으로 보는 

관점과 같이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관련된 논의는 허다하다. 그러나 앞의 

두 인용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언어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에서 질서， 의미 둥이 눈에 띈다면， 후 

자에서는 정체성， 관계， 관점 둥이 새롭게 보인다. 이러한 요소가 언어 능 

력과 결부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물론 국어교육을 논의하는 데서도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언어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논의도 없지 않았 

고， 문식성이나 사고， 사회， 자연 등까지가 국어교육에 관계되며 그러기에 

국어는 ‘하나의 교과가 아닌 교과’암)라고 한 논의도 있기는 하였다. 

34) The Scotti양lOJ떠æ 많ucation Dt뼈rt:rrent， English LaJ핑ι1ge 5-14, 1001, 3면. 
35) 까le Associa뼈 Examir삐g Board, α""E Adoonæd μvel Syl，뼈uses for l f1!1 

Erami，따1αlS VI이. 1, 1ffiJ, 1잃연. 
36) Alison 뼈ley， Lroming A따JtLaJ핑1앵e， 야Jen University Press, 1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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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는 해도 국어교육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에서는 언어에 관여하 

는 외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기에 언어가 

지닌 복합적 성격에는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언어를 

행위로 보는 관점이 앞선 나머지 행위로 수행되는 측면만이 기능으로 고 

려됨으로써 앞서 인용한 대화에 대해서도 국어 능력의 문제점을 발견하 

기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앞서 살 

핀 대화를 가지고 언어의 중요한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국어 능력의 모습 

을 생각하고자한다. 

앞의 대화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의사의 소통이다. 갑이 물 

었올 때 을은 대답올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갑도 자신이 지닌 의문(생각) 

을 앞에 있는 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있으면 언 

어를 구사하게 되어 있으며， 언어가 주어지면 언어로나 행동으로 그에 대 

해 반웅해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언어를 구사 

하는 일은 수행해야 할 과제(task)의 성격을 갖는다. 

두 사람의 화제는 ‘짜장면과 자장면’이다. 갑은 그 나름으로 국어의 현 

실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종류는 다르지만 올도 국어에 대해서 알고 있 

다.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나 현상 

에 속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며， 알고 있지 

못하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은 ‘아는 만큼 말한다’ 

나 ‘아는 만큼 듣는다’로 비꾸어도 성 립한다. 국어교육의 논의에서 스키마 

(양1eIæ.)라는 용어가 굳이 필요했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것은 언어가 다루는 화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언어 자체에 대해 

서도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에서 본 갑과 을의 대화는 그 대화 

를 함으로써 그것이 사실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 소통 

37) 신헌재 외 r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1， 서광학술자료사， 1앉14， &3-61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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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해서 존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사실이 된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가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라’고 부인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 이 

점에서 언어는 사실(f;없)로 존재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두 사람이 각기 어떤 사랍인가를 짐작하게 해 준다 

는 점도 중요하다. 여기서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별다른 의 

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은 갑답게 말하고， 을은 또 그답게 말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도 그 사람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도 그 사람의 됨됨이에 관련되는 문제이며， 어떻 

게 대웅하는가도 그 사람의 특성과 관계된다. 이 점에서 언어는 정체성 

(i따ltity)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대화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 

건을 통해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불협화음을 이루 

고 말았지만 모든 대화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여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1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발견에 이르러 놀 

라움에 이를 수도 었다. 그런가 하면 앞의 예처럼 파탄에 이르러 불쾌감 

을 갖거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언어가 의미 

Üreming)이기 때문이다. 표현은 의미를 생성하고 이해는 의미를 수용한 

다. 의미와 무관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답 대선 침묵하 

는 것조차도 의미를 갖는다. 

언어는 궁극적으로 의미이므로 언어는 단순히 생각올 교환하는 데서 

나아가 감각 기관을 통해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정서 상태에 이르는 반용 

을 유발하는 자극(s마rrulus)이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언어 활동은 여행 

과 홉사하다. 여행이란 몸이 어떤 곳으로 옮겨 가는 행위이지만， 여행은 

의미를 지님으로써 새로운 자극이 되어 감각을 형성하게 된다. 외국의 사 

례이기는 하지만 언어 교재를 가리켜 자극 재료(s마rrulus ma뼈려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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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이 점에서 볼 때 적절한 명명으로 보인다. 

과제， 사실， 정체성， 의미의 네 측면 말고도 언어의 속성은 더 있을 것 

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속성을 통해 우리는 국어 능력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능력이란 언어 구사라는 과 

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언어로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능력이며， 언어를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는 능력이교 언어를 통해 의미를 수용하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에 반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에 이르게 된다. 

과제， 사실， 정체성， 의미라논 네 가지 속성은 각기 수행， 지식， 태도， 경 

험이라는 국어 교육의 내용과 대웅한다. 국어교육이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이라는 정의에 이를 대입해 본다. 과제로서의 국어이므로 

언어를 수행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고， 사실로서의 국어이므로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능력올 향상시킬 수 있다. 정체성으로서의 국어라는 점에 

서 본다면 태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질이 높아지며， 국어가 

의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험과 반웅을 통해서 경험이 심화되고 질서 

화함으로써 국어 능력은 향상된다. 

언어가 과제， 사실， 정체성， 의미라는 네 가지 속성과 그에 대용하여 국 

어교육의 내용을 수행， 지식， 태도， 경험으로 하는 것의 적절성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증된다. 

언어의 본질은 체계， 행위， 문화의 세 측면을 가지며， 언어의 기능은 사 

고， 소통， 예술을 성립시킨다는 점을 다른 자리에서 살핀 바 있다.，38) 이를 

국어 능력의 네 속성과 관련짓고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대웅시킨 네 요소 

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언어가 체계라는 본질은 일종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 설명은 학문 

적 성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지식이 된다. 언어가 지닌 사 

38) 김대행국어교과학올 위한 언어 재개엽화J，선청어문」 제3J집，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rα， aJ-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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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측면을 널리 아는 것은 이 방면의 소양 또는 교양에 속한다. 아무렇 

게나 되는 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교육받은 지성인이라면 이러한 사 

실에 대한 이해와 설명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끊임없이 높은 수준 

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어를 보는 것은 널리 보편화한 관점이고 국어교 

육에서도 이미 중시되고 있으므로 따로 자세히 셜명할 필요는 없올 듯하 

다. 행위이기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 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수행에 해당한다. 흔히 이 수행의 측변을 가리켜 기능이라고 하지만 기능 

보다는 과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수행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부언하기로 한다. 

문화로서의 언어라는 본질은 두 측면에서 접근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의 개념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행위와 성취의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는 언어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본다 

면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의 성격올 지닌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는 

속담은 단지 해석을 기다리는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 불필요한 말을 삼 

가라는 의미로서 수행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속담이 우 

리 삶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실로서 알아 

야 할 지식이 되기도 한다. 또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 말은 우리 

공동체의 삶이 지닌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행 

동함으로써 이 말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태도 

의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다. 문화가 국어 능력 또는 국어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처럼 다양성을 지니게 되는 까닭은 문화의 복합적이고 다 

양한본질에 기인한다. 

인간은 언어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언어는 사고의 도구라는 기능을 지 

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언어 활동이 곧 사고라는 점은 그것이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성격을 분명하게 해 준다. 그러나 같은 대상을 두고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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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수행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는 정체성과 관련되고 따라서 교육 

내용으로서 의 태도와 연관을 갖게 된다.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통의 측면도 또한 국어 능력을 구성 

한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서 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그것 

은 수행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말을 해야 하고， 글 

을 써야 할 때 글을 써야 한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가 의미를 이룸으로써 

경험이 되고， 공동체의 산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알 

아야 할 지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미독립선언문’이 역사적 문서로서 

우리의 이해를 기다린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언어는 예술의 재료가 된다는 점은 수행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고1 또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 인간에게 던져지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 

다. 이 점에서 예술은 경험을 구성한다. 그런가 하면 인류가 쌓아 온 예술 

의 결과는 설명되어야 할 지식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예술적 표현과 수 

용의 과정이 일상 언어의 능력 또한 향상시킨다는 점39)과 관련지어 보면 

예술로서의 언어는 국어 능력의 전국면에 두루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어 능력은 여러 요소 

의 복합임을 알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국어교육의 내용 또한 이러한 복합 

성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이 국 

어교육에 대한 교육학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드러남올 보게 된다. 

한글올 가르치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는 한날의 구조와 법칙에 관한 

지식， 사고의 양식으로서 한글의 언어 체계로 생각을 표현하려는 한글 

중심의 사고의 방법， 집단 경험으로서의 한글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키도 

록 하는 신념과 의지， 일상생활에서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할 생활 경험으로서의 한글 사용 둥， 네 가지의 요인이 모두 

39) 김대행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앉E， 351-였7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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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때) 

여기서 ‘한글’이라고 한 것은 분명 ‘국어’의 잘못일 것이므로 그렇게 이 

해해 둔다. 또한 언어의 본질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교육학의 관점에서 교 

육내용의 다양성과 그 전체적 유기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언급이므 

로 언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단 경 

험， 생활 경험 둥 언어가 지닌 다양성 또는 복합성에 어느 만람의 고려를 

두고 있어서 언어를 매우 협소하고 단면적으로 봄으로써 파행에 이르는 

국어교육 논의를 바로잡는 데는 다소간의 기여를 할 수 있올 듯하다. 

이처럼 언어가 과제， 사실， 정체성， 의미의 속성을 지닌다는 점， 그러기 

에 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어교육을 위해서는 내용이 수행， 지식， 

태도， 경험의 네 범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자 한다. 다만 그 네 범주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 

어 있는가 하면， 또 그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떤 언어 활동이건 내용으로서의 복합성올 갖는다는 점만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4. 內容論의細究課題 

국어교육올 구체화하기 위해 국어교과학이 해야 할 교육 내용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어교육의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어의 정확한 이해나 포괄성에 근 

거하여 이루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상당 부분을 관습에 의지하고1 

40) 곽병선교육과정J. 배영사. 1!Hì, ffi-ff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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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당 부분은 직관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 

백이라할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시바삐 극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어교과학의 연구 과 

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방면의 연구가 견지해야 할 문제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內容 텀綠의 柳造化

부끄러운 고백올 하나 한다. 어떤 인사로부터 우리나라 고둥학교를 졸 

업할 때까지 알아야 할 문학의 개념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하는 질문올 받 

은 적이 있다.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었다. 오늘날 교실에서 문학올 중심 

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올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르칠만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 

친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글쩨 ...... ’일 수밖에 없었 

다. 

나의 교사 경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중학교 

2학년 국어 수업을 맡고 있던 나는 자음접변을 가르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통사론은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문법 

은 중학교 3학년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문법까지 아 

울러 가르쳐야 하는 국어 수엽의 수준에 대한 의문은 큰 고민이었다. 그 

래서 교무실에 보관된 『교육과정』이라는 책올 찾아보았지만， 그 책의 내 

용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두 가지 기억은 국어교육의 내용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상징적으 

로 말해 준다. 전자가 교육 내용의 목록이 작성되지 못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내용이 교육의 위계상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분 

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목록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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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그것의 위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교육 내용의 네 범주라 할 수 있는 수행， 지식， 태도， 경험 

이 모두 같다. 다만 수행은 그 동안 강조해 온 언어 사용 기능의 교육이라 

는 관점에 힘입어 어느 만큼 목록이 작성되었다 할 수 있고， 지식은 국어 

학의 연구 성과와 문학이론에 기반을 두어 어느 만큼 논의가 된 바 있다. 

물론 이것도 그 교육적 타당성과 가치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증이 이루어 

지지 못한 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의 구조화를 위한 목록과 위계의 재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경험과 태도의 분야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의미이며 그래서 경험을 형성한다는 측면은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태도라는 것도 홍미， 관심， 습관 

둥， 다분히 언어의 수행에 관한 태도를 교육과정에 둥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언어의 경험과 태도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 

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은 북한의 교육을 살피면 쉽사리 이 

해된다.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 작품 40 편이 김일성을 

노래한 25수를 비롯하여 한결같이 김일성 일가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지， 전기문으로 실린 æ 편 가운데 김일성에 관한 것이 10 편， 김정일에 

관한 것이 11 편이며， 나머지는 김정숙， 김형직， 강반석에 관한 것으로 일 

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41)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그들이 표방하는 교육 목적이 ‘당의 유일 

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 

시키껴2)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교육 목적에서 겨냥하는 바가 태도의 일관 

성과 관련된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구체적 경로가 경험임을 실천적으로 

41) 최현섭 외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역락， 1됐1， 78-깨면. 

42) 최현섭 외， 앞 책， 3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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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국어교육이 북한의 그것처럼 태도의 일관성을 겨냥하는 

것도 바랍직한 일이 아니며 그에 홉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여지없는 비판 

이 가해지기도43) 한다. 개방된 민주사회에서 교육을 주재하는 권력이 학 

생 개개인의 태도를 의도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올 수 없다는 점 

에서 이러한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개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의 경험을 통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에 실린 특정 제재를 비판 

하는 일보다도 바람직한 독서 목록을 경험의 어떤 기준 위에서 선정할 것 

인7까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흔히 말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조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다. 

또한 태도의 문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언어가 바로 

의미로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고1 그에 대한 태도는 정체성과 관련이 된 

다는 점에 대한 고려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태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μ) 데 이르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고， ‘주체’쩌)와 관련올 가 

질 수도 있을 것이며， ‘깨달음’뼈)일 수도 있다. 언어로 형성되는 어떤 의미 

를 경험한 결과로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신 

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보가 홍수를 이루 

는 현대의 환경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비판적 사고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47) 점에 비추어서라도 태도를 교육하는 내용이 구 

43) 도종환관제 웅변대회와 말하기 교육J ， 국어교육올 위한 교사 모임통일을 여는 

국어교육~， 푸른나무， 11쨌1， :Hj-Z19면. 

44) 김수업국어교육의 킬~， 나라말"， arn，2)l면. 
45) 김상욱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1됐. 참조 
46) 김종철대화 교양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제m호， 한국문 

학교육학회，am， E잉-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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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은 시급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어교과학의 연구 과제는 일차적으로 수행， 지식， 경험， 태도의 내용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교육의 위계에 알맞게 배치함으로써 구조화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하여 언어의 복합적 본질과 속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교육적 의미를 가진 천착이 요구된다. 교육의 

방법은 그러한 교육의 내용이 지닌 특성에 따라 논의되고 구체화할 수 있 

다. 따라서 먼저 내용의 구조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敎育 內容의 立빼化 

교육 내용의 목록이 작성되고 체계가 구조를 이룰 때 특별히 고려되어 

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용의 네 범주가 정확하게 경계선을 지녔다기 

보다 서로 넘나든다는 점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살핀 바 있다. 따라서 이 네 범주의 내용들이 독자적 체계를 갖추기 

보다는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 이미지 또는 심상은 전통적으로 시 

를 교육하는 데 지식의 한 항목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미지의 개념을 교 

육하고， 이와는 별개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또는 ‘이것은 소 

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구절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기능， 즉 수행 

능력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었다. 이것은 국어교육으 

로 볼 때 재앙에 가까운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미지라는 것이 

시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언어 생활 전반에서 두루 활용될뿐더러 

꼭 필요하기조차 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47) 김대행매체언어 교육론 서설J，국어교육.~ fJ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앞E， 7-4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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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생각의 단서를 한 내과의사의 말에서 얻올 수가 있었다. 심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중세를 정확하게 호소하지 못할 때 하는 질 

문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픈지 아니면 ‘도끼로 찍는 듯이’ 아픈지 묻는 

다고 한다. 그 느낌의 차이는 병변의 부위나 기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는데 우리의 관심은 ‘-듯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감정 또는 불명료한 느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는 감각기관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는 경험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데 이것 

이 바로 이미지의 본질이다. 

이미지의 본질이 이러하므로 일상생활에서도 비유 또는 상정의 형식을 

빌어 널리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시에서 더욱 중시되는 까닭은 시가 근 

본적으로 섬세한 감정을 압축적으로 노래하는 본질과 관계될 따름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시의 전유물라고 하기 어려우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비 

유적 표현올 동반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비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문학에만， 그것도 시에만 한정되는 교육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앙f힌 교육 또는 갇힌 교육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국어교육 내용의 입체화를 위해 이를 과감하게 해방시킬 필요 

가 있다. 이미지의 개념이나 표현법올 익히는 것은 지식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수행 

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미지를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으며 어떤 이미지 

들이 구사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일은 경험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미지의 표현들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태도의 형성 차 

례다.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구사하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표현으로 일관 

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이미지들에 대하여 어떤 가치 평가를 하거나 그것 

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계되므로 그 선태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과 습관화 

를 촉구하는 것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내용의 네 범주를 입체적으로 연판짓게 되면 교육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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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이고 산만해지는 결함올 막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중적 

으로 체계화된 교육 내용올 통해 국어교육이 유기성올 지닐 수 있다는 장 

점도 가질 것이다. 이는 마치 무수한 그림의 기법과 실체가 있지만 미술 

교육을 몇 가지로 간추려 시행하는 것에도 견줄 수 있고1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무수하지만 체조를 비롯한 몇 가지 운동으로 간추려 체 

육 교육올 하는 것과도 홉사한 구조화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교육 내용을 이처럼 입체화하는 것은 얼른 생각하기에도 플롯， 율격， 

인물 ......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국어교육의 내용올 구조 

화하는 데 중요한 과엽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5. 맺는말 

지금까지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입체화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해 어떤 관점이 필요하며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이는 모두 국어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한 학문인 국어교과학 연구자들이 

짐져야 할 몫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러한 관점의 수립과 노력의 촉 

구를 위하여 이 글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어교육을 말할 때 흔하게 사용 

하는 ‘사용’이니 ‘기능’이니 하는 용어를 되도록 피해 왔다. ‘사용’이 언어 

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용어라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기능’이 

라는 용어를 피한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물론 기능은 영어 ‘뼈U’의 번역어이고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널리 사용 

48) 김대행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lli, 52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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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용어라는 점은 알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이 말의 우리말 용례롤 살 

피면 ‘기술’과 비슷한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이 있어서 그 

렇기도 하겠지만， 이 말은 육체적인 측면과는 밀접하게 연관될지언정 정 

신적인 것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공’이니 ‘기능 경기 

대회’라는 말은 쓰지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일을 가리켜 ‘기술이 좋다’ 

든가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언어를 구사하는 일과 

관련하여 굳이 그 수행의 측면을 드러내 말한다면 ‘활동’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관점은 우리가 처음에 살피고 이 글의 제목으로 

내걸었던 ‘손가락과 달’의 비유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국어교육을 말할 

때 언어를 손가락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단순화해 버리는 생각은 ‘법’에는 

무심하게 ‘말’만 문제삼고자 하는 태도라는 점에 다시 주목하자. 국어교육 

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 내야 할 일은 언어의 모든 것이지 ‘손가락’으로 

축소시켜 버린 언어의 겉껍데기일 수 없다. 

그 점을 드러내어 강조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은 아주 먼 길을 돌아온 듯하다. 그러나 ‘손가락’이 어떠 

한들 무어 그리 대단한 일이겠는가?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것 

은 국어교육의 ‘달’인 것을.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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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lStract 

For the Study of Contents 

Kim, Dae Haeng 

더맹뻐ge is a symbolic sys뼈1 In order to communicate 삶XlUt 뻐I핑S 폐1Ïch 

are not Iilysi떼ypre폈lt， or 떼1Ïch h따~성 in the !llSt, to sκrulate 뼈ut 때1at 

may h따뼈1inthef빠-e or to har엄le abstractiαlS of 뼈Jght or fl뼈ng， human 

벼I핑S 따‘eu똥 d 뼈버stic 외gnsw비이1 S때1d in for - or sigr때 - 때I聊leI1ts 

of t1뼈r 얹짧ience. 

T때:Iitionally lar땅U맹e has tr때itionally 다꿨1 studied in relation to the elerrent of 

빼ch it is corrJIX)Sed. These micro ca맹ories are u똥ful fcπ $αiption 뼈 

와1alysis， but the do not necessarily r해ect the ways in which we learn to use a 

뻐핑뻐ge or 뼈 ways in which we 1뻐n about lan밍age. 때핑뻐ge 때1alSO 아 

con혀뼈벼 at a macro level. It is task to be JXrlom빼， fact to be known, rr없삐g 

tobee짧ier뼈， i，뼈ltity to be 따뼈 up wit11 뼈찌dual. 

These asp:rts of lar핑uage 띠TeSjX)l'피 삐t11 the nature ar1d functiαlS of 

l째uage. Language is a sys따n of 없뼈s， rr없뼈s 뼈 structures; the 뼈1a띠어X 

때1Ïch we rr빠‘:e ounα:mes of ~ng， lis떼ing， wri마Jg， re;:생ing; the culture as 

way of life. It functions as a tool of t1뻐Jght; as a vehicle of 때nrrn.mication; as the 

raw ma뼈ial of li따ëlture. 

This is also a es잃y 따JOUt issu않 rai뼈 by convention외 views a뼈t 1뻐gu맹e， 

which are related wit11 narrowness of the 때X없 of 1없핑U행e. Bæau않， in macro 

땅lse， lar땅뻐ge is tasks, facts, m않띠ngs， ar1d identities, the αmtents of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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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should be brα빼1 to four ca때ories: performance; kno때어ge; 

잉압nence; attit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