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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의 주요 목표는 국어 능력의 신징L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국어 능력 신장이라논 개념은 언어에 의해 사람과 관계 맺 

고 언어를 통해 비판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수용 · 생산하며， 언어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communication)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술 문명의 발달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소통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 소 

통 언어와 소통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매체언어(n빼a 1뻐밍age)l)를 통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 
와 방법 연구’ 결과의 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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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함은 물론 매체가 생산하는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소통 방식인 디지털 매체에서는 고전적인 

매체를 소통하던 향유자룰 수용자와 생산자로 나누어 구분하였던 2분법 

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 내에서 소통의 개념도 기존의 언어 

기능 차원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었던 소통에서 언어문화 향유에 대한 문 

화적 차원의 소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소통은 언어문화 능력 내지 

언어문화 교육의 상위 개념 아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 

며，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 역시 소통과 소통을 통한 문화 능력 신장을 모 

두 이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 발전에 따른 소통 개념의 변화는 초 · 중등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 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언 

어와 문화， 리터러시Oiteracy)와 소동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은 현설적으로는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매체에 관한 지식과 소양，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tenæ)을 재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 

는 교사 교육과 연수를 통한 재교육에 대한 함의를 수반하는 시급한 푼제 

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 매체언어라는 용어는 ‘n빼a lan聊ge’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또는 매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어교육 차원의 개념 인식이라논 맥락에서 본고에서 

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 ‘n빼a’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매체라는 용어도 혼용한 

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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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어교육과 매체언어 교육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의 의미와 펼요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 

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현재 국어교육의 학습 내용으로 매체언어를 

수용하고자 하는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체와 국어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크게 개별 연구 논문2) ， 

보고서3)， 학교 현장의 논의4)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매체와 언어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 

개 구분승애 이해할 것인가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국어교육에서 

수용할 것인가 등과 같은 매체와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국어교육계에서의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과 문화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어교 

2) r매체언어 교육론 서설(김대행， 1911)j , r학교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설행하는 벙안 

(이경화，m!)j ， r인터넷의 매체 언어성과 국어 교재화 탐색(이채연， 때l)j ， r국어교 

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 언어 탐구(임천택， 때l)j ， r국어교육에서 마디어 교육의 수 

원김정자， 때깅)j ， r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범주와 수용 %냉 연구(정구향， 없)2)j ， r매 

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빚 교육의 방향(민현식，aTh)j ， r‘언어 · 텍스트 • 매체 · 문 
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정현선， aTh)j 등의 개인 연구가 있다 

3) 주요 보고서로는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m!)j ， r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최병우 · 이채연 • 최지현，m!)j 등이 있다. 또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매 

체 관련 연구 결과물이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교육(우한용 외， 3XB)~， r방송의 

언어문화와 마디어교육(김대행 외， 때4)~ ， r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우한 

용 외， anì)~， r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김대행 외， ::mì)~ 등의 공저로 출 

판되었다. 

4) r국어시간에 매체읽기(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aTh)~， r매체 교육의 길 찾기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aTh)~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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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그래서 매체와 국어교육의 근원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매체와 국어교 

육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의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국어교육의 관점에 

서 이를 어떻게 수용빼 교수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JJJ1년 2월에 개정 고시된 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 매체언어 관련 교육 내용을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각 영역의 특성과 학습 내용을 

고려하어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매체언어 활동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 제시했던 매체 활용 수준을 넘어서 매체언어 활동의 측면에서 본격적 

으로 그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알기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라디오 프료E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물을 만드는 

것 등을 교수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여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하나의 ‘언어 

활동’으로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국어과 과목으로 신설된 

‘매체 언어’5)라는 과목에서는 매체언어 교육 내용을 섬화된 형태로 제시 

하고 있다. 고시된 국어과 선택 과목인 ‘매체 언어’의 내용 체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6) 

5) 매체언어논 독자적인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매 
체 언어’는 교육과정 문서의 띄어쓰기 방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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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언어의 성격 
·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매체 언어의 역할 자료유형 

·매체 자료의 유형 • 정보 전달과 설득. 뉴스 

매체 언어와사회 ·문화 
칼럼， 광고와 사진， 기획물 

·매체 언어와정보사회 
(다큐멘터리， 특집) 등 

·매체 언어와대중문화 
· 심미적 정서 표현: 영상 

·매체 언어와인간관계 
물， 대중가요 사이버 문학， 

매체 언어의 수용과생산 
만화，오락물등 

· 사회적 상호 작용: 옹라 
•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섬미적 향유 인대화등 
· 매체 자료의 창의적 변용과 생산 
• 매체 언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 참여 

선택 과목인 ‘매체 언어’에서는 매체언어와 매체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이해，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매체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 

한 이해를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체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 

동을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위해 정보 전달 

과 섣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매체 

자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파 같은 매체에 대한 국어교육 차원의 논의에서 매체는 일차적으 

로 언어적 작용과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탐구되고 있다. 이때 매체는 소통 

의 자료이자 의미 생산과 유통의 자료이고， 매체언어 교육은 매체의 의미 

작용， 소통 원리에 대한 교육이 된다. 즉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매체는 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인쇄 매체가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맡고 있 

는것이다. 

6) 교육인적자원부('2fJJ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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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매체언어 교육의 성격 

1 용어의 규정- 매체언어， 리터러시 

본 연구에서는 매체언어 교육에 대한 각론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를 전 

개하기에 앞서， 다음의 두 개념에 대한 정멸한 논의가 펼요함을 인식하였 

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하였다 

매체언어: 생활 속에서 언어의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국어교육이라면， 

매체의 부분에서 국어와 관련되는 부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매체언어라는 용어와 국어교육은 잘 닿아 있어， 설제로 기존에 많 

은 연구자들이 매체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매체언어라는 용 

어는 언뜻 언어와 그 재현에 관련된 부분만을 상기시켜 생산자와 수용자 

라는 중요한 개념을 빠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생산자와 수용자의 

탈락은 문화적 부분의 탈락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어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매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 

에서도 매체언어라는 용어에는 제한적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어학 관련 글에서는 매체언어를 논의할 때 용어 자체의 축자적 

의미에 충설하게 매체에 표현된 언어만을 대상.0 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어의 범주에 대한 재섣정이 펼요하다고 보았다. 

즉 매체언어를 말， 소리， 글， 동영상， 이미지 등의 결합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언어의 수용 측면에서는， 그것이 ‘매체’이든 

‘매체언어’이든 ‘미디어’이든 간에， 국어교육적 사 . .J..1..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된 용어로 인해 외연이 좁0찌거나 넓어지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둔채 밀어다. 

리터러시: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현재 너무나 다OJ하게 쓰이고 있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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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는 용어로 보일 수 있다，7) 이를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나름의 

개념이나 용어로 새롭게 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U없cy'에 대한 

역어로 ‘소양을 사용해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다른 과 

와 달리， 국어교육과는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는 문화적 범주로까지 나아 

간다는 측면에서 기왕의 번역 용어인 ‘문해력/문식성’까지를 고려해야 한 

다. 

한편 리터러시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그 영역이 

너무 좁게 형성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리터러시 형태 사이의 

협력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오래된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을 보 

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펼요한 고민은 기존 매체와 새로 

운 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컴퓨터로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통해 글을 쓰는 것과 종이에 연펼로 쓰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글쓰기의 개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매체 

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방 

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펼요하다. 

새로운 매체 시대의 리터러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 매체에서의 리터러시는 ‘복힐썩씩 리터러 

시(m뻐뼈왜 뼈'aC1'않)’8)리는 분명한 특성을 갖는다. 띠라서 이에 대한 

7) 컴퓨터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등 리터러시 용어의 쓰임새는 마 

치 문화라는 용어가 노동 문화 음식 문화 쓰레기 문화 등으로 다OJ'한 맥락에서 다 

양한 범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펀화되어 있다. 
8) ‘복합양식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현대적 텍스트들이 언어 양식과 미디어가 함께 작 

용하고 특정 방식으로 통합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1 다양한 기호체계를 이우르 

는 소통의 원리틀을 수립하려논 사회기호학 이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현 

대의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들은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악， 영상 등의 개별적인 

언어 양식을 읽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된 형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A Bum &]. 1없chGID4) ， “rCf and rmving image li따"3Cy in English", R And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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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는 영상 매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 두 7찌 모두를 포함하는 리터 

러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안에는 디지틸 테크놀로지와 

같은 매체의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만들어 내는 생산{창작) 

의 개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2 언어와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간이 정보와 지식을 얻고 

수용하논 언어 양식 자체가 다양해졌다. 이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언어 개념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언어에 

대한 복합 양식의 관점은，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 양식들이 모두 일정한 기호학적 원리틀에 의해 작용된디란 

점을 강조히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실현에 초 

점을 두는 기능주의 문법(따lCtiOnal 밍ammar)에 바탕을 둔다. 

그 대표적 학자인 할리데이(뻐피day， lffi5)에 따르면 언어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즉 어떤 대^J이나 사건을 기호를 통해 표상할 수 있는 기능， 

소통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텍스트를 조직하는 기능 

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된다，9) 이러한 할리데이의 언어 개념은 복 

합 양식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이미지나 영상 

과 같은 시각 언어 역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언어로 

볼 수 있다. 예를 틀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문재자막)와 말(음성)， 영 

상 언어를 포함한 복합 양식의 언어가 의미 작용하는 것이라고 활 수 있 

다 

(없)， The ~ct of rCf on li떠-acy 많lcatiOπ Iρndα1 and New York: Routl어ge 

F때rer， 1딩면. 

9) M A K Halliday(l됐)， An introduction 10 뼈ctional 밍ammar， London: A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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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매체의 이해와 표현 방식은 의미를 드러내고 전달하 

며 니아가 이에 대한 해석을 펼요로 한디는 점에서 언어의 측면에서 초점 

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문 • 잡지 · 영화 • 텔레비전 · 인터 

넷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매체에서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적 기호 및 영상 언어와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작용에 관여하는 매체언어는 음성과 문자 언어 차원 

을 넘어서 기호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통합적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매체언어는 인간 소통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생겨난 다양한 매체의 의 

미화 양식틀 또는 언어 양식들로서 기존의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영 

역을 넘어선 보다 넓은 의미의 언어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체 

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화 양식들(언어 양식들)이 특정한 형태의 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기술적 형식으로서 넓은 개념의 언어를 담는 

형식으로 좁은 개념의 언어와는 구분되는 층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소통론의 확장 

인간의 의사소통 역사는 주로 소통 기술의 측면에서 본 주요 매체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즉 언어의 발명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마르코니의 전신 발명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은 문자 언어 등장 이전 시대， 문자 시대， 구텐 

베르크 시대， 전기 전자 시대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의사소 

통 방식은 면대면 소통(face-to-face comrrrunication), 매개된 소통(rr뼈ìa뼈 

comrrrunication) , 대량 소통(mass comrrrunic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10) 

먼저 면대면 소통에서 상호작용의 죠썩자들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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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면서 음성과 문자 언어는 물론 몸짓과 표정을 포함한 다양한 상정물 

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편지 쓰기나 전화 대화와 같이 매개된 

상호작용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맥락이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이 상대방에 

게 정보나 상정물을 전달하기 위해 종이， 전신， 전파 등을 시용한다. 그리 

고 면대면 소통과눈 달리 매개된 소통에서는 효써자들이 이용 가능한 상 

정적 단서들이 제한되는데， 편지를 통한 상호작용의 경우 몸짓이나 표정 

을통한상호작용은 할수 없게 되는것을 예로틀수 있다. 현대에 와서 

는 인터넷을 통해 문자와 이미지 이성과 감성의 복합적 대량 소통이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쇄술의 발명부터 시작된 대량으로 복제되는 소통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은 인간의 소통 방식이나 지식과 정보 교환 방식에 커다란 영향 

을 미쳤다. 나-ö}가 이는 소수의 지식인이 생산하고 향유하던 인문적인 관 

점의 고급문화 개념에서 대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유동히는 

것끼지를 문화의 범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이는 

소통의 방식이나 양상에만 주목했던 평면적 소통 논의를 생산자(발신자) 

와 수용재수신재 써에 존재승}는 분배재보급자)라는 새로운 객체에 

주목하여 생산←분배一수용이라는 다면적 맥락에서의 소통 논의로 확장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통 상황에서 수용 과정에 상당한 영종t을 u]칠 수 

있는， 판촉 활동을 벌이는 분배자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되게 된 것이다)1) 

10) 톰슨은 의사소통 매체의 상한t용 OJ'상을 면대면 상호작훤face→to-face in따æt:im)， 매 

개된 상호작용Krr빼a때 m따ætiαÜ， 매개된 유사 상호작횡JreCIi따ed 띠asi -interactim) 
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에 따라 소통의 방식을 구분하여 본 것이다 

J B. Thompson(1Ð5), The 1\뼈a and Mαlemity: A Sα:ial TheOlY of the M때& 
Stanford, Califoπùa: S떠rrfo띠 University Press, 82-87면. 

11) 이와 관련하여 벤 애거는 현대의 문화 얽기가 ‘문화적 생산， 분배， 수용의 회로뜰을 

이데올로기적이면서 정치경제학적인 용어플로 설명하는 사회 이론과 연갤’지어 이 

해될 펼요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B. Agg안;C버tural studies as αi뼈1 theOlY, 김해석 옮김(1915) ， r비판이론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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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용자 역시 이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산에 

개입하게 되는 생산자로서의 수용자로 위%에 재정립되게 된다. 

현대의 소통 논의에서 소통의 생산물은 하나의 상품일 뿐， 이것이 수용 

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분배자의 적극적 개입이 소통 맥락상에 놓여 

야 한다. 또 생산물 소비자로서의 수용자 역시 차시의 생산물 생산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매체언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소통론의 확장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문화 개념의 확대와도 관련된다논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4. 매체언어 교육-소통과 문화 능력 신장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전화나 

편지를 사용하던 이전의 학습자와는 다르게 현대의 학습자들은 변해 있 

다. 따라서 매체언어 교육 논의는 교실 안에 있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틀이 과연 어떤 개인적 · 사회적 경험과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매체나 매체언어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종종 성인은 논리적이고 현명 

한 소비자후 청소년은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숙한 소비자로 전 

제한다. 청소년 문화에 교육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은 청소년 

의 매체 활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검토히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기를 규정하는 고정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에서 유동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으로의 인식 변화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라는 관 

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 

문화연구~， 옥로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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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띠게 될 수 있고， 그것은 현대와 같이 미디어가 급속도로 1칼달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기와 경계 짓기 모호한， 낯선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 매체언어 교육이 현재 교육의 주체이자 미래의 소통과 분화 

주체인 학습자의 발달 변화를 전제로 접근되어야 히는 것도 같은 이유에 

서이다 

한편 매체를 통한 소통의 양상과 작용은 세대별로， 또 미디어에 따라 

다르다. 매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학습자의 매체 경험 

역시 설은 아주 협소하고 제한적이다. 학습자블이 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즉자적 흥미를 누렬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인터 

넷 미니 홈페이지， 컴퓨터 게임 등이교 이러한 학습자들의 매체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도는 매체로부터 거리륜 둘 수 

밖에 없는 기성세대는 물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습자들에 

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13)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 

라 매체언어 교육을 공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 교 

사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재다문화가정 학습자를 포함하는) 간의 차 

이와 갈등을 줄이고 문화 내 소통(intra-cultur머 comrmmication)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2) 버킹엄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청소년이 매체와 맺는 관계를 낭만적으 
로 보거나 마리 재단하여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에 근거해 논의할 것을 이야기한 바 있다. 

D. Buckingham, After the death of childhαxl: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빼 정현선 옮김(axl4)， r전자매체 시대의 。}이틀J ， 우리교육 

13) 다문화가정의 교육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디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조영달(:mì)， r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J ， 교육인적자원부 정 

책연구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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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본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팀은 이상의 논의를 발전시켜 초 · 중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힘에나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히는 2, 3 

학년 학생들을 주된 학습자로 히는 매체언어 교재인 ‘매체와 국어교웹假 

題]’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집필과 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매체와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2. 매체와 국어교육 논의의 현황과 쟁점 

3. 언어와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4. 매체의 발달에 따른 읽기， 쓰기 방식의 변화 

5. 매체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과 생산 

6. 문학， 예술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7. 원작과 개작， 매체 간 변환의 문제 

8. 디지털 저자의 언어 윤리 및 태도와 저작권 

9 청소년과 매체언어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목차로 요약된 교재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용 

다양한 매체들은 언어와 문화， 국어의 표현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기능 분담 또는 역할 재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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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14) 이는 새로운 매체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비판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내지는 디지털은 비선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도까 비선형적 사고는 아니며， 

인터넷상의 글쓰기 또한 진정한 비선형적 글쓰기는 아니다. 인터넷상의 

글쓰기 역시 생각의 논리가 있는 선형성을 가진 글쓰기로 볼 수 있다 그 

글을 읽는 독자는 머릿속에 선형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글을 이해하 

게 된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오히려 기술적 특성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체와 기록 빙-식 변화 

로 인해 산출된 글의 스타일 변화 현상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활동 

이 선행되어야한다. 

수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사용 

방식 이외에도 소통 맥락의 변화로 인한 비판적(αiti，때) 수용이라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매콤과 쇼(McCombs and Shaw)는 의제 설정 효과{Agenda 

setting effect)라는 이론을 통해 매체 논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틀에게 공 

유된 결과 이 논제가 공중의 논제 즉 수용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논제가 된다고 이0비하였다15) 다시 말해 과거 매체의 영횡t을 논 

할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때1at to 뼈nk)에 초점이 맞추어지던 것이 무 

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뻐nk about)에， 나아가 사람들이 그 이 

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o think)까지에도 매체의 영향력이 

미친다논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영향력에 관한 한 학습자도 대중이 비판하는 바의 판단 

14) 전자잭， 펌절，F9 리터러시 등의 새로운 방식의 출현파 기존의 방식 사이의 결합 등 

을 생각해 볼수 있다. 
15) 오미영 • 정인숙(:;m))， r커뮤니케이션 헥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22-240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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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 

에서 학습자들은 설득적 의도를 지난 매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 

비자의 입장을 곧잘 취할 수 있고1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교사들은 이미 

학습자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을 다시 가르치려 드는 

사렴이 될 수 있다16)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 

는 매체에 대해 무조건 비판해야 한디는 강박관념에 시달렬 수도 있다. 

실제로 학습자는 매체에 대해서 적극적 수용쩨자 나름의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틀이다. 또한 그들의 사고는 보호주의자들인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하다 매체언어 교육에 

서 수용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학습자틀의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논 것이 중 

요하다. 학습자들을 매체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이 아닌 중립적인 비판의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특히 동료 학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것이다. 

2 생산(창작) 

매체언어 교육에서 생산{창작) 논의가 수윌해진 것은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new n뼈ial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든지 즐 

겁게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인터넷의 소통 구조는 기존 

대중매체(mass n빼ial의 소통 구조인 전달자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 소통 

차원을 넘어 쌍방향 소통 및 상호작용적 소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러한점에서 다양한소통주체 간의 상호적 의미 전달과공유를기술적으 

로가능하게 한다. 

16) 학습자가 지난 이러한 비판적 성향에 대해 버킹엄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D. Buc따핑뼈m， rr빼a 때lcatiOn， 기선정 · 검아마 옮김(때4)， ~미디어 교육J ， jNBook, 
175-axJ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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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통은 서로 간의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즉 쌍방향적 소통이 이 

루어졌다는 것인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닌 일 

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현하는 것만이 소통의 전부 

는 아니다. 따라서 진지성이 결여된 채 놀이라는 개념으로만 인터넷에 접 

근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 진지성과 놀이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교수 

←학습 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지식을 계속적으로， 협력적으 

로 생산할 수 있디쓴 장점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푸엇인지 

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체언어 교육에서의 생산은 학습자가 매체 생산물을 적극 

적으로 이해하고 제작 구조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그 과정에 직접 생산자 

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을 매체에 담을 것 

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학습자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매체와 매체언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생산은 학습자가 스스로 매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 제직L이되， 

사회적 • 협동적 측면을 지닌 제적L이 될 때 학습에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매체 제작 교육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의 총체적 이해 

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할 경우 제작 교육 

은 기술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ö]:기할 수 있다. 매체언어 교육에 

서 기술적인 측면은 그러한 기술적 요건이 전체 매체 생산물에 작용하는 

영향이나 수용자에게 주는 효과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에는 체계적인 성찰과 자기 평가가 뒤따라야 한 

다 나아가 매체를 학습자의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매체 간변환 

원작과 그것을 디론 매체로 바꾼 작품을 바라볼 때는， 주종관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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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간 변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 영화， 드라 

마 만화， 광고 등의 영상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때 매체 종 

류에 따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하여 영상 문법 등을 교 

수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매체 간 변환을 바라볼 때 원작과 개작에 

대한 학습자 수용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 등의 차원까지 확장하여 매체 간 

변환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이를 매체언어 교수학습 활동으로 실천해 

야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다루는 매체 간 변환의 문제는 크게 서사와 서정 장 

르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서사 장르 측면에서는 서사 장르가 매체가 등 

장함으로써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사에서 매체로의 변환뿐만 아 

니라 매체에서 서사로의 변환이나 서사와 매체의 동시 제작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소설을 영화로 변환한 것뿐만이 아닌 영화를 

소설로， 게임을 영화로 변환한 것 등의 다양한 매체 변환 양상과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 교육 현장에서 제작된 자료도 적절 

히 활용될수 있다 

서정 장르에서의 매체 간 변환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시와 광교 시 

와 그림 등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시， 키치(떠잉ch)시， 시 레터(le뼈)， 인터넷 시 낭송， 시화집 모읍 등을 중심 

으로 시와 영상의 통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이를 매체를 통한 시 영 

역의 확대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매체 간 변환을 디룰 때 장르 중심 

접근보다는 목표에 따른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펼요하다는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즉 매체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활용을 념어 새로운 

매체가 가지는 원리에 주목하여 실제로 매체를 제작하는 데까지 니아가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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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ξ팬및윤리 

인터넷은 단지 소통의 도구라는 수단적 의미를 넘어서 소통 주체들의 

적극적 활동 공간인 가상공간을 출현시켰고，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소통 

방식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정적인 문화 OJ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때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 

와 동영상을 통한 집단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고발과 소문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뱃글을 

통해 유포되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 

라 여론 재판을 통히여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매체 자체가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을 동시에 매 

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가운데 사적 영역에서의 수다 또는 하소연P로 

그쳐야 할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소통 윤리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자동적이며 무책임한 즐거움만을 쫓아 본 

래의 지시 대상과 기의로부터 분리된 기표들이 자유롭게 복제， 수정， 변 

형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보드리야르(Ba뼈illard， lffi3)의 용어로 표 

현하면 시율라시옹{암rulatiα1l 현%에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7J 

개인이 쉽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매체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통 주체 스스로 소통 윤리에 대한 자기 검열 

을 강화해야 하며， 악성 뱃글이나 정보의 무분별한 인용(펌질)에 대해서 

도 강력한 비판과 감시 의식을 갖고 실천할 펼요가 있다. 한편 이는 언어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언어사용역(r，땅sκr)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자유로운 념나옮으로 인해 생기는 장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경계가 여전 

17) ]. Baudrillard, Simu1때-es et sirr뼈ahoπ 하태환 옮김(1됐l ， r시율라시옹~，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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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효해야 하는 주제와 형식이 있음을 소통 주체가 인식해야 하는 문제 

이다 이는 곧 디지털 매체 시대의 새로운 문식성， 즉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이기도 하다)8) 

이처럼 매체언어 교육에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와 텍스트 수용에 있 

어 저작권의 개념 및 소통 윤리는 그 실제 양상 분석을 토대로 소통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문제의 경우 최 

근에 와서 상업화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개념 범주의 변화도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매체 저작권이나 윤리 문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같은 기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펼요가 있다. 

V 논의를마무리하며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는 교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펼요하다. 새로 

운 매체 시대에는 교육과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매체 관련 교재나 교수 

학습 자료틀은 끊임없이 생산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매체 시대의 교수학 

습에서는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사의 발문 능력과 같은 교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사 교육 차원에서도 매체 관련 교수학습 능력의 신장 t샘 

과 관련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 시대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보다는 함께 배우는 자나 교육 

을 촉진시키는 촉매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선이나 

변회를 강요한다거나 훈계로 흐르는， 보호주의적 관점19)의 교사상을 벗 

18) 정현선(axx))， r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J，국어교육』 

저1119후 한국어교육학회. 
19) D. Buc뼈19벼m 기선정 · 김아미 옮김(Lr04l， 앞의 책， 27-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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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야 한다. 그렬 때야 비로소 학생들의 비판적 자주성 또한 길러질 수 

있다 즉， 교사들은 학생틀의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거나 학생들에게 엘리트적 관점만 

을강요해서는안된다. 

어떻든지 '2fJJ1년 2월에 공포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매체 언어’ 

라는 과목이 국어 교과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이 과목의 정체성이나 특성 

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매체언어가 국어 교과의 하나라는 

사설을 받아틀여야 한다. 그리고 국어 교사 아니 매체언어 교사가 매체언 

어 교육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개입승애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서둘 

러야할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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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윤여탁·최미숙·김정자·정현선·송여주·손예희 

현대 사회 발전에 따른 소통 개념의 변화는 초 ·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 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개}는 언어와 문화， 리터러시와 

소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교육의 국 

어교육적 수용은 현실적으로는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매체에 관한 지식과 

소양， 의사소통 능력을 재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탐구를 하였다. 

국어교육 내에서 매체언어 교육은 매체의 의미 작용， 소동 원리에 대한 교육 

이다. 또한， 매체언어 교육의 성격은 언어와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 소통론의 확 

장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는 소통과 문화 능 

력 신장으로 섣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은 매체의 수용과 생 

산{창작)， 매체 간 변환， 저작권 및 윤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매체 시대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보다논 함께 배우는 자나 교육을 촉 

진시키는 촉매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선이나 변화를 강 

요한다거나 훈계로 흐르는 보호주의적 관점의 교사상을 벗어나야 한다. 그렬 

때야 비로소 학생틀의 비판적 자주성 또한 길러질 수 있다. 

[주제어] 매체언어， 매체언어 교육， 리터러시， 의사소통 능력， 문화 능력， 수용， 

생산(창작)， 매체 간 변환， 저작권 및 윤리， 촉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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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tract 

A study on the intrinsic nature of media education a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Y∞n， Yeo-tak' Choi , Mee-sook' Kim, Jeong-ja 

Jeong, Hyeon-seon . Song, Ye여U . Son, Ye-hee 

This study is about rr뼈la 떠ucation as a korean language 없ucation. With 

develop!m1t of technolc핑y， it is necessary that a view띠nt on language and 

culture as WI때 as li따ëlcy and communication should convert. Also in actuality of 

recel피ngrr뼈Ia 빼cation into kor，댔1 langu앵e 떠ucation， the matter rela때 to 

reconsid려ng kno때어ge， li따ëlCy and comrrrunicative competence of the instructor 

is rais떠 as an irmx>rtant p)int of issue. Relat어 to this, this paj:fl" tries to 

investigate this subject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ME빼a 어ucation as a k，α얹nlangl퍼ge 어ucation is an 따ucation for un따standing 

ræa미Jg action and communicative principles of rredia And the features of rr빼la 

어ucation 떠nbe 앙camined according to a p)int of view about langu맹e and 따rlia， 

and extension of communication theory. Likewise, it 얹ds the goal of rr뼈la 

따ucation as a korean language 떠ucation to develo띠ng communicative and cultural 

compe따lce. πlUS this paper organizes recei때Jg， pr여ucing(σea미Jg)， translation 

between rr뼈ia， copyright and rmrals as contents for rredia 때lcation. 

[Key Wo떠s] rr빼a langu쟁e， rr빼Ia 어ucation as a kor않n 1뻐밍lage 때lcatiOn， 

literacy, communicative competence, cultural compe떠1않 recel띠ng， 

￠따lCÏng(σ'ea마Jg)， translation betw없1 rredia, copyright and 

rmrals, fa디lit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