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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빛 펄요성
본 연구는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기술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어문생활사는， 국어로 영위되는 어문생활의 변
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로서， 그
자료가 국어 언중의 어문생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순수 국어
관련 역사와 변별되며， 그 효용이 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설계와 실행에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어국문학 연구 전통에서 국어와 관련한 역사적 접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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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은 아니다 국어의 역샤 국문학의 역사는 국어학과 국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시 여겨온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부
분 문어(文語) 자료에 기반한 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국어사
의 경우 하나의 특수 언어로서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적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적하는 데 연구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엄벌하게 말하면 이것은 ‘역사언어학’이라는 통시적 연구방법론

에 의한 언어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언어 자체의 시간석 변화에 강
조점을 두어왔다 그런데 국어 자체의 시간적 변화에 치중을 하다 보니，

정작 그러한 국어의 변화를 가져온 주체인 국어공동체 성원들의 국어생
활의 역사적 변천과 그 사적(史的) 의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는 못했다 장윤희(200):100) 의 지적대로 국어사의 임부분으로서 다루어졌
을 뿐， 이 분야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성괴는 많이
나오지 못했다. 국어로 생활을 영위하는 언중들보다는， 국어 자체가 전경

화{前景化)되는 국어학 분야의 특수 관점이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1)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의 분야에서 국어(언어) 관련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도 없다. 이 주제가 워낙에 특수한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전

문적 수준의 학적(學的) 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보편역
사학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 자료
중심의 정치 • 사회사 등 거시사가 주류를 이루던 역사학의 연구 관심이
생활사 등을 비롯한 미시사의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

1) 국어국문학의 연구전통에서 어문생활의 역사를 엮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의 시작은 안병희(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사용’의 문제콸 사적 관점에
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어사 연구와 그 전제와 시각이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분석과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대어 이루

어지는 국어사 연구에 비해 극소수로 이루어졌을 뿐더러， 어문생활사에 주목하는 주
장은 최근래에， 그것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로
는 장윤희(:mJ)를 참고할 수 있다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439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우인식 (lsm) 의 경우 생활사의 분야를

‘가정생활’， ‘의식주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여가생활’， ‘언어생활’， ‘의
료생활’， ‘노동생활’ 등 모두 8가지 범주로 니눈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학 분야에서 어문생활사라는 하위 범주가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설정일 뿐， 연구사가 일천한

결과 실질적 기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El-'의 항목에
‘언어생활’이 포함되고 만디깅)

@ 가정생활

생활 양태， 생활 규범， 가계 운영， 혼인， 부부생활， 가족

·

친족， 가정의례

@ 의식주생활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 사회생활 : 향촌생활규범， 마을 의례， 사교생활， 군대생활， 관료생활，
유배생활

@ 신앙생활 : 가내신앙생활， 마을신앙생활
@ 여가생활 : 놀이 • 오락 · 축제， 문예와 예술생활
@

기타

:

언어생활， 의료생활， 노동생활

위의 분류 결과는， 역사학 분야에서는 생활사 기술을 위한 역사학적 방

볍론과 시각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어문생활의 흐름을 세세하게 짚어
내어 구체적인 역사 기술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적시(適示)해주고
있다

한 공동체에서 쓰이는 언어는 매우 핵심적인 문화적 구성소(構成素)이

며， 공동체 성원들은 그 언어를 지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개체로 만들어진다
2)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마지막 부분의 3가지는 연구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기타로 정리
하여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대우인식， 1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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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 공동체에 대해 단시간 안에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그들의 어문생활을 이해하는 것일 수 있
다，3) 같은 맥락에서 특정 공동체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위한 최적의 수단
중의 하나는， 그틀의 어문생활의 사적 변천의 %땅을 파의념}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교 국어공동체는 우리의 어문생활의 특정
과 의미를 정리하교 이것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소홀했었다 그리하여
국어국문학의 연구전통에서도， 역사학의 연구전통에서도 ‘어문생활과 그
역샤라는 연구 영역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미개척 영역으로

남겨두고있는상황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문생활사라는 연구주제는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주요 관련 학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천착되지 못한 ‘비어있는 부

분’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호응가 모이지 않았다는 것과 상통한다. 어문생활의 자료는 어문
생활이라는 현상을 핵심 연구 목적으로 할 때 적극적인 주목의 대^J-이 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다지기 위해 어문생활의 자료를 두루 모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집적체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II. 선행 연구검토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에 주목하고 이것의 사적 흐름에 관섬을 둔 연

3)

세계 각지의 오지(뺏地)에 들어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민족지를 기술하는 문화인
류학자들이 자신의 조사현쟁뼈dJ에 들어 7까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해당 공동체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논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

도 있지만， 그들의 어문생활에 반영된 고유의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
롯된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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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간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리는
주제적 특수성 때문에 역사학 분야에서는 어문생활사의 명목으로 하위
분류만 되어 있는 상태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어국문
학의 경우 각기 국어사와 국문학사에 치중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국

어언중들의 어문생활의 흐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런 와중에 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일찍이 국어생활에 주목하고 ‘국
어생활새라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 기술을 주장한 바 있다. 김광해
(1sg))는 그 선구적 업적으로 틀 수 있을 터인데， 이 연구에서는 국어의
발전을 논하면서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사적 변천에 주목해야 한다

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발상은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
활의 발전적 변화가 곧 국어의 발전이라고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전제되
었을 때 가능한것이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신명선 (1뺑)， 이상호(때)， 김은성 (2001) ， 배
수찬(때4)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명선(1뺑)은 독립신문이라는 근대의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그때까지 구어 텍스트만 주로 생산했던 국
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이 다른 모드(mxle) 의 문어 텍스트를 생산해야 하

는 특수한 국면에 접어든 생활사적 사실을 텍스트언어학적 방법의 의거
하여 풀어내고 있다. 이상호(2003) 와 김은성(때4)은 조선 시대의 언간을

어문생활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편지 생
활 문화라는 어문생활의 특수한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배
수찬(때4)은 과거의 문헌에 드러난 읽기 이론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여

어문생활에 대한 당대인의 메타적 인식 분야를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이러한 국어교육학 분야의 어문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민
현식(때3) 에 이르러 세밀하게 체계화된 OJo상을 보인다. 민현식 (2003) 에서
는 국어문화사라는 이름으로 국어독서문화사， 국어작문문화샤 국어화법
문화사 등의 하위 영역을 구분하면서 국어 문화 전반의 사적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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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문화사를 생활사와 동일시하는 주
징L이 있음을 고려할 때， 민현식 (2003) 의 연구는 어문생활사를 겨냥하되，

문화라는 거시적 툴 안에서 어문생활사를 구성하고자 한 시도로 이해될
수있다
이와 같이 국어교육학에서 어문생활사의 구성과 기술에 관섬을 기울인
이유는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대%에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실현태인 학습
자의 독서， 작문， 화법 활동에 있기 때문이다. 국어 학습자가 구사하는 국

어를 넘어서 학습X까 행하는 국어 활동을 국어교육학을 문제삼는 현상
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열찍부터 거시적 시각으로 국어 언중의 어문생활
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때P년대에 들어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도 거시적인 국어 관련 역

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눈데， 그 구체
적인 연구 성괴는 조동일(때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사와 국문학사를 이우르는 통합적 어문 관련 역사 기술이 펼요하다는 점
을 역설하고 ‘어문생활샤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국어생활사의
전반적인 구조까지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윤희(뻐)5)는 어문생

활사라는 연구 문제를 확실하게 학문적 영역으로 포섭하면서 어문생활사
의 구성과 그 자료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국어생활사는
다음과 같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국어사용사 : 국어회법새 국어작문새 국어문체사 국어독서새 국어자료사
@국어교육사: 한글 습득 또는 한글 교육， 한시 교육
@국어정책사 한글 사용 관련 정책과 법령， 기관

@국어사상사: 국어 및 한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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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때1)l는 이러한 어문생활사의 구성 아래 그 자료는 중세 국어

전 • 후기에 속하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어문생
활사라는 연구 문제에 확고하게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고 상세한 내용의
얼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세부적인 구성의 내용은 추
후 수정과 보완으로 더 완전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면에서 설정 가
능한 하위 영역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시를 일별해 볼 때， 우리는 어문생활사라는 연구 주제

가 학문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선언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본격적으로는 연구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
(史) 구성 및 기술을 위한 원천 자료의 수집은 전혀 안 된 실정이다. 따라
서 현 시점은 당대의 어문생활을 입체적으로 담아낸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히는 기초적인 토대 연구를 수행해야 할 시기
이다. 어떤 자료를 어떤 감식안으로 골라내고 콜라낸 것틀을 어떻게 가공
승벼 집적해 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는 어문생활사의 양과
질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확보 및 자료 가공과 집적체 구축의

결과가 우수하다면， 후대의 어떤 시기라도 이 시기의 어문생활을 생생하
게 복원하여 이해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문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이
해하고 진단해 미래의 국어 발전을 모색하는 디덤돌로 삼을 수 있을 것

으로기대한다.

ill.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의 특수성과 중요성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보인다
첫째， ‘어문 자료’에 비해 어문생활 주체의 어문 생산 이해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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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료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문 자
료’논 대체로 국어사와 같은 순수 국어 관련 역사의 대상 자료로서， 기록
이나 녹음으로 남은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의미한다 즉， 이것들은 어

문생활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는 국어가 형
태나 의미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문생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는 ‘어문생활
자료’의 기저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어문생활
자료’라고 칭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은 어문생활의 흔적이자 결과
물일 뿐이지， 그러한 자료를 생산한 생산 주체의 ‘활동’의 설체성이 삭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이용하여 자세한 설명을 잇고자 한다.1)

@ 앓은 %、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 傳妙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조지훈의 〈승무〉 中)

191-l.

나는 용주사의 춤과 김은호의 그림을 연결시키고도 왜 시를 형성
하지 못했딘가? 이는오직 춤을 세멸하게 묘사하면 혼의 흐람의

표현이 부족하고 혼의 흐름에 치중하면 춤의 묘사가 죽는， 말하자
변 내용과 형식， 정신과 육체， 무용과 회화의 양면성을 초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조지훈의 〈승무〉 시작 노트 中)

191-2

먼저 초고에 있는 서두의 무대묘사를 뒤로 미루고 직접적으로 춤
추려는 찰나의 모습을 그릴 것. 그 다음， 무대를 약간 보이고 다시
이어서 휘도는 춤의 곡절로 틀어갈 것， 그 디음， 움직이는 듯 정지

하는 찰나의 명상적 정서를 그릴 것， 관능의 샘솟는 노출을 정화시
킬 것. 그 다음， 유장한 취타{吹打)에 따르는 의상의 션을 그리고
마지막춤과음악이 그친 뒤 교교한달빛과동터오는빛으로끝막

을 것(조지훈의 <승무〉 시작 노트 中).

4) 0),

땐의 예는 유영희(1땐:34-3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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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시인의 창작 결과물이다. 달리 하면 한 국어 언중의 쓰기 결과
불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문 자료’의 일종인 문어 자료이다. 냥1 과 광2
역시 쓰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와 그 결과적 성격은 같다. 그러나 내
용변에서 ~j-0 1 를 보이는데，@.가 쓰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라면， 낸1과
앤2는 쓰기 활동의 최종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쓰기 주체가 어떤 과정

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우리는 댄1 과 앤2를 통해서 @라
는 결과를 낳은 쓰기 주체의 쓰기 활동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한 언중의 어문 생활의 설체를 생생하게 복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 함께 냥1 과 냥2가1 포함한 자료의 ’한 l 펼요하다.@가 진정한
‘어문생활 자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생1 과 냥2를 펼요로 한다논 말
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어문생활 자료’는 ‘어문 자료’와 엄밀한 의미에서 변

별된다. ‘어문 자료’는 ‘어문생활 자료’의 기저로 존재하지만， 모든 ‘어문
자료’가 ‘어문생활 자료’가 될 수는 없다. 글을 읽고 글로 쓰는 활동과 말
을 튿고 하는 활동의 주체의 활동 과정 및 활동 맥락에 대한 정보를 이미
포함하고 있거나 부가적인 정보로 첨부할 수 있는 자료가 ‘어문생활 자료’
로적합하다.

둘째， 어문생활의 자료는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이는 역동체인 어문생
활의 총체적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수집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는 특성이 있다. 하나의 설체물로서 국어 자료가 남기는 하지만， 그 자료
개 말하교 듣고， 읽고， 쓰는 인간 행위의 역동적 연속체 속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료 선택과 수집 변에서 물리적으로
고정된 의복을 자료로 하는 의(衣)생활사 등 비교적 고정된 실체물 자료

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매우 까다롭다. 특히 이러한 점은 문어 자료

에 비해 구어 자료에서 두드러진다 문어 자료의 경우는 ‘글’이라논 실체
가 남게 되므로 만약 보존만 잘 된다면 과거 시간대의 자료도 무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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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지나가버린 시간대의 문어 자료의 경우，
자료 선별 및 수집 단계에서 어문생활사 기술 주체의 특정 의도7}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님l아있는 자료의 폐쇄 집합 테
두리 안에서 적절한 기준에 준해 자료를 처리할 수는 있다-5) 그러나 구어

자료는 사정이 다르다. 일단 의도적인 손길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한
일반 언중들의 말하기 행위는 소섣을 전제로 하고 행해진다 대중매체에
서 행해진 말하기의 결과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장기 보존이 가능한

조건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제외한 말하기 결과는 그렇지 아니하다.
시장 상인들의 호객 담화나， 의료 행위 시의 의사→환자간의 대화 등의 일
상적인 말하기 결과는 목적적이고 의도적인 자료 수집 의지가 없다면 일
회적으로 발화되고 사라지고 만다. 어문생활사는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

활의 총체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 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
과 구어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따른 특수성을 감얀한 특화된 자료 수집 빚

분류 체계화 멍l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선별 및 수집 과정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자료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상기한 어문생활 자료의 특수성 중의 하나인， 어문생활 주체의

5)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남는다. 과거 한 시기에 쓰인 문어 자료는 그것을 생산한 주

체의 달쓰기 행위라는 어문 활동의 결과일 뿐이지 그러한 활동이 열어난 상황맥락，

그러한 활동을 수행한 주체의 의도와 과정을 드러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고 쓰는 과정은 어떠했는가-7"의 정보는 글쓰기 결과물에 부

가된 또 다론 ‘작자 후기’가 쌍으로 존재할 때만 취할 수 있다 이렇지 않을 경우， 후
대의 사람들은 간접적인 증거를 또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황적 추정으로 해당
글쓰기 주체의 글쓰기 행위에 대해 총체적P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문 자료’와

‘어문 생활 자료’의 극명한 차이점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어문 자료’의 경우，
그저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어문생활 자료’는 말하고 쓰면서 살아간 행위
를 담은 자료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위의 모든 것을 엽
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즉 ‘어문생활 자료’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면서 살아간 인간들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담은 자료’라는 점에서 ‘어문 자료’에
비해서 복합적이고 업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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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메타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때문

에 펼연적이다 지금 현재의 어문생활 자료의 경우， 국어를 완전하게 구
사하는 모어 화자인 국어 언중들에게 국어는 공기와 같은 것， 또는 육화
(肉化 : incamationl 된 설체나 디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문생활에
대한 갚이 있는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힘든
과업일 수 있다. 과거의 어문생활 자료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
인다. 이미 어문생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에 의한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는 오직 기록으로 남은 것에 국한된다. 그
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남은 기록물 중에서 어문생활의 일단{一段)을

드러내는 것들을 특유의 감식안으로 발굴， 조사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정
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

한편， 자료제공자에게 양질의 자료를 얻어내기 위하여 힘든 과엽을 제
시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 역시 수집의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십상
이다. 사고구술법 류의 내성적(內省的) 방법을 동원하는 등의 접근이 가
능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틀이게 되는 품과 노력은 어문 자료를 수집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어문생활의 주체인 언
중(듬果)들에게 언중들의 설명과 메타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절차，

기대하는 정보의 수준과 양에 대한 매우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국어공동체 언중들의 어문생활 자료들은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급히 선택， 수집， 분류， 보존되어야 한다.
곧이 상론(詳論)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문화에 차지하는 국어의 비중， 우
리의 정신세계의 절대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어문생활의 자료가 열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즉시성， 동시성

을 지닌 지금 현재 어문생활 자료의 특수한 성질까지 고려한다면， 자료
수집을 미룬다는 것이 곧 자료의 소실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 현재 국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듣고 말하교 읽고， 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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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생활의 결과들은，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선택과 수집， 분류와 보존의 손

길이 미치지 못하면 나름의 의의를 부여받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t 死藏)
되기 쉽다 국어 행위는 한 개인의 특수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라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한)국어공동체리는 특정 언어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문화적 행위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이러
한 자료의 소실이 국어공동체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를 잃어버
리는 중대한 사건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

활의 %냉어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제적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를 살ψ}는 우리는 이러한 점을 피상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어문생활사 전체를 두고 볼 때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문생활의 세부
적 양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된 이 시기가 문제적이고
결정적인 시기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자책으로 글을 읽고

문자 텍스트에 움직이는 동영상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되는 전자 텍스]프

를 생산하는 어문생활은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문생활의 질
적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자료의 소설 현상이 비단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어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문생활의 흐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살아온 일상 어문생활
의 세말한 %땅이， 그 자체의 기록과 보존을 목적으로 고스란히 축적되어
후대에 전해진 적은 거의 없다. 우리는 그간 국어 생활 자체의 기록과 보

존에 초점을 두지 않은 여타의 목적으로 기술된 저작물들을 통해서， 몇
조각 되지 않는 파거의 편린(片購)에 기대어 옛날에 쓰인 국어의 이모저
모를 미루어 짐작해 왔을 뿐이다. 하나의 구조체로서의 국어의 모습을 파

악하기에 충분치 못한 자료의 양으로，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국어를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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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살아 왔는지 살펴뼈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사정 01 이러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명에서 쓰인 언어가 문어와 구어의 심각한 불일치의 역사 속
에서 실제 모습 그대로 기록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조선 시대 한글
이 창제되기 이전까지 구어와 문어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였

던 우리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는 불가능했다. 중국 한자어의 발음에
기대어 유사하게 표기하기는 했으나， ‘그렬 듯하게 옮겨 적음’이었지 ‘완
전히 동일하게 옮겨 적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어， 더 나-ó}가 어
문생활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우리의 언어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들을 기록과 보존이 펼요한
중요한 문화 깎}이라고 파악히는 안목이 부재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
리의 문화적 초점이 말， 즉 언어에 완전히 비껴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말에 대한 수많은 속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
키는 민담이 구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

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은 한낱 관심
에 머물러， 꼼꼼한 기록， 광범위한 수집， 체계적 분류로서 우리의 언어와

어문생활을 메타적 시각에서 집대성하고 그 결과를 후대에 전하여 이 분
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려는 시도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W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의 전제
1 특정 관점을 전제한 자료 수집과 분류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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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가치기준에 의한 ‘선택’ 행위이다. 수집 · 분류 · 보존의 주체의 관점

에 따라 국어 언중들의 일상의 언어생활의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자료화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문생활 자료 수집 및 처리 작엽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작업이 될 수 없다 대신에 그 관점을 뚜렷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타당한 과정을 거쳐 설제 작엽을 수행하논 합리화된 주관적 작업일

뿐이다. 어문생활사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
여 체계화하는 것 역시 관점에 따라그 %땅이 달라칠 수 있다 만약 얼반
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역사 기술이 기능하도

록 자료 수집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포함 범위는 넓고 그 갚이는 얄아질 확률이 높다. 모든 분야를 전반
적으로 개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된 특수 관점을 취한다면 그 선택은 달라절 것인
바 그 예로 ‘교육적 관점’을 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과 이해는

국어 언중틀의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댐이면서 동시에 국어 언중들이

평생 동안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국어 능력의 하위 분야이기
도 하다. 그래서 국어교육에서는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학습자의 국

어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국어교육학에서는
학습자가 열상적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시를 표현하고 상대
의 의사를 이해하고자 수행하는 국어 활동 현상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표현과 이해는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구체
적인 %땅이면서 동시에 국어 언중들이 평생 동안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국어 능력의 하위 분야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콰어교육에서
는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학습자의 국어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는 노력을 경주해 왔교 국어교육학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적이거나 공식
적인 상황에서 자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고자 수행
하는 국어 활동 현상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고 연구 성과를 품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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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생활사의 기초 토대가 되는 어문생활 자료는 국어교육에서 주목하
는 국어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다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교육적 반성과 발전적 실행을 위한 실용적 목적의 자료 집적체로 구축될

수 있다. 즉， 어문생활사라는 역사 기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집적체 구축보다는 역사 기술과 함께 이것의 현실적 실용성까지 좌싼한
특수 목적적인 자료 집적체를 구축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만약 이
렇게 된다면 어문생활 자료 구축의 결과가 국어교육의 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설계와 설행에 직접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또한， 인류 공통의 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 행위의 섬리학적 설명에 치우친 현재의 국어교육에 우리 언어

문화 고유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통의 설명을 보강승배 국어교육
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특수 시기， 대상의 어문생활 자료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자료는 그 대상과 시기가 어문생활사 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 달리 수집되고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어문생활사는 시간적으로는， 국어생활이 시작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언어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는 국어 생활을 영위한 또는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어 언중을 대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

적인 상정일 뿐， 물리적 한계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특수 시기，
특수 대상으로 한정하여 특정한 어문생활사를 기술하고 이러한 작업의

총합으로 국어 어문생활사의 전체를 믿떨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 문제되
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수 시기와 대상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앞서 제시한 ‘교육적 관점’을 시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어문생활 자료 수집 및 구축을 설계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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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관점으로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 · 분류 · 체계화하는 작엽과 직
결되는 분야는 국어교육 분야이다. 국어교육은 제도적 차원의 국어교육

과 비제도적 차원의 국어교육으로 나닐 수 있는데， 전자가 학교교육에서
의 국어 교과 교육을 의미한다면 후지든 취학 전이나 제도 교육 이후의
국어교육을 의미한다. 연구의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차원
의 국어교육을 염두에 두고 어문생활 자료를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학교 국어교육을 전제사항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어문
생활 자료의 원천적인 생산 주체가 한정되는데 이 차원에서도 더 구체적

인 대상의 한정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등 과정의 청소년기를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제도적인 학교 교육의 정점을 이루는 시
기인데다 이 시기에 국어 언중들의 어문활동이 교육 제도의 체제적 지원

아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르
게 급격히 발전하고 세련화된다. 요컨대 어문생활의 양적

· 질적

변화의

측면에서 이 시기는 매우 문제적이고 결정적인 시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의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 구축의 필요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교육적 목적을 전제하는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 구축을 위해서
라면， 교육해야 할 학습자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 수집 · 분류 · 체계화하
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매우 정교한 계획과 설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로 든 바와 같이 자료 대상을 청소년기의
어문생활 자료로 한정하게 되면 교육적 목적으로 구안된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 구축의 본질에 걸맞고 국어교육과 직결되는 실제적 효용성을 최

대한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자료의 한정은 대상 차원의 한정을 통해
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기 차원의 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역시， 어문생활사 기술 주체의 관점과 판단에 의거효뼈 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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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교육적 관점’이라는 기준에 기대어 시기 차
원의 한정을 시도해 보자면， 이러한 관점 아래서 어떤 효용을 바라고 자

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시기 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지금 현재의 국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용성을 초점을 둔
다면， 지금 현재의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분류 체계화할 필요가 있

다. 즉， ‘당대’라는 시기 한정이 가능한 것이다. ‘당대’가 포괄하는 시간적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시점이라
는 중심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국어교육에서 주목하는 국어 활동에
대한 사적 변천을 보고자 히는 학문적 효용성을 강조한다면， 과거 한 시

기를 택하여 그 시기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시기의
시간적 범위를 더 폭넓게 잡고 그 안에서 시기 구분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고분류할수 있다.

이때 자료 수집 방식은 자료 수집의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
다. 연구 기간 동안 청소년기에 속하는 국어 언중들에게서 자료를 얻어내

는 방식과， 연구 기간 이전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버린 국어 언중들에게
서 자료를 얻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자료 수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때년 현재에 청

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국어 언중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국어 언중들의 어

문생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적 관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구술생애사적 방
법이나 경험기술지를 작성하게 하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들의 청소년기
의 국어생활을 복원하는 한편， 과거의 각종 자료에서 그들의 어문생활 결

과물틀을 발굴빼 수집， 체계화승얘 자료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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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체계화 ξ법 전통의 혁신: 평면성에서 입체성으로의 변화
전반적으로 어문생활 자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지만， 학문 분야에서
국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류 등의 자료 체계화의 전통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문생활 자료의 본격적인 수집과 체계화의
작업이 완전한 무(無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기존 연구
전통을 비판적으로 참고하여 어문생활 자료 수집 및 체계회를 꾀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 전통은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간략
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문학 분야

국문학 분야의 경우， 구비 문학의 대상이 되는 신화， 민담. 전설 등의

설회를 현장 조사하고 채록하여 자료로 보존하는 방대한 작업을 지속적
으로 진행하여 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이 작엽은 〈한국구

비문학대계>라는 결괴물로 그 결설을 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핵심
화소들을 공유하되， 지역 · 계층 별로 약ιP썩 십F이하게 변이되어 존재하
는 이야기 류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띤요나 시조

등 노래로 가창되던 장르들의 수집 및 체계화의 작업도 이루어졌다

2) 국어학 분야

국어학의 경우는 보다 본격적으로 국어 자료 수집의 학문적 접근이 이
루어졌는데， 이것은 ‘국어정보학’ 또는 ‘말뭉치 언어학’이라윤 꽉정한 국어

학 하위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되어 컴퓨터 등 정보화 기술의 딸전에 힘입
어 큰래 들어 많은 연구 결과를 산출해 내고 있다. 이 분야의 꼭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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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체계화의 방식은 ‘말뭉치’ 또는 ‘코퍼스’라고 불리는 핵심 개념에
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란，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
로 하는 연구 재료로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집힐L이다. 그리고 이 자료의 집합은 전산적 처리를 전
제로 한 데이터로서 이른바 기계 가독형 데이터(뻐D: 뼈C바le read때Ile
da없)의 성격을 띤대서상규 · 한영균， 1땐:27-28) ，

말뭉치는 특수한 주제와 목적에 따라 방대한 양의 국어 자료를 선별적
으로 확보하여 이를 모두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가공하되， 그 과정에서 날
자료(raw

data) 상태의 언어 자료에 표준화된 마크업 (rrαk-up) 작업을 실

시하여 해당 언어 자료를 컴퓨터 처리 시스템에 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말뭉치에는 문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음성 말뭉치가 있을 수 있는데，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는 날자호로가
글로 쓰인 텍스트이든 말로 구사된 구어 텍스트이든 간에 전사되어 문서
화된 말뭉치를 의미하며 음성 말뭉치는 실제 사람의 발화를 녹음하여 디
지털화한 말뭉치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국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학문적 전통은 이미 국어
국문학의 분야에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자료 수집 및 분류

의 전통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평면성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심을 쏟는 국어 자료는 그와 같은 국어가 쓰이고 있는

상황맥락을 배제한 하나의 결과물인 국어 자체， 또는 작품을 생산하고 수
용하는 등 문학 행위의 상황맥락을 배제한 문학 작품 자체이다-6) 그렇기

6) 물론， 구비문학의 경우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의 특성상 구연자와 구연 상황
에 대한 특수한 상황맥릭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
정한 한계를 보이는 바 그것은 현설에서 종k유되던 구비문학의 현장성이 연구의 펼
요에 의해 거칠게 복원되어 인공적으로 구연되는 텍스트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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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록으로 전사될 수 있는 말의 흔적만 남길 뿐이지， 그러한 말을

생산한 주체인 언중들은 고려의 대^J-이 되기 힘들다 이와 같이 국어를
구사하는 주체， 특정한 국어 생산물이 나오게 된 상황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기존의 자료 수집 및 분류의 전통을 평면성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연구 대상이기
는 하지만， 국어는 국어를 구사하는 주체를 배제하고서는 온전히 파악될
수 없다. 국어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의 ‘말하는 국어 언중’， ‘국어를 말
하는 언어 행위’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시각이 결여된 채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견지에서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궁극적인 목적
으로 하는 어문생활의 자료 수집 및 기록 등의 체계화 작업은 어문생활

(國語生活)이라는 대상의 입체적 특성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生’과 ‘活’， 두 글자 모두 어의상(語義上) 국어로 살아가는 주체의
국어 행위에 대한 입체적 접큰을 전제한다.

4

에틱(etic)적 관점과 이믹(emic)적 관점의 통합

어문생활 자료는 양적으로 최대한 확보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
니다.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선택의 과정 없이 모인 자료들은 무의미한 자

료로 버려지기 쉽다 그리고 수집과 분류 그리고 체계화의 단계는 연속적
이고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의 단계부터 이미 분류와

체계화 작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작업을 위해서

것이다 예를 들어， 무가의 경우 실제 공수를 내리면서 굿을 하는 현장에서 채록되기
보다는， 연구 목적을 위해 무가를 부를 수 있는 무녀에게 해당 무가를 부르기를 요
청해 그것을 채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장성이 살
아있는 상황맥락이 거세된 이와 같은 방식은 온전한 수집 및 기록과 보존을 담보하
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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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수집 단계에서 미리 분류와 체계화 구조를 반영한 틀을 세울 펼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어문생활 자료 수집은 크게 보아서는 이미 외부자
(outsider)로서 자료를 선별하고 의미화하는 연구자의 관점， 즉 에틱적 관
점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국어 활
동을 구성하는 구인(construct) 과 상황맥락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점을

설정할 펼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기준점으로， 활동 주체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기쥔생몰 연대， 성별， 나이， 거주 장소 직엽
등)， 자료의 텍스트 특성(구어/문어7)， 자료의 문종 또는 말하기 장르 텍스
트의 길이 등)， 자료의 정보 종류(직접안접 정보 통힘7분리 정보8))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점에 의해서 수많은 국어생활 자료들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선별하고 수집의 대상으로 삼아 분류，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마빈 해리스의 지적대로， 인간의 언어 행위는 에틱적 의미 차원
과 에믹적 의미 차원이 있다. 앞의 것은 인간발화의 관습적 또논 ‘부호적

7) 구어/문어 기준은 어문생활 분야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른 자료를 구분하여 체계적

으로 수집 •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점이다. 어문생활은 구분 기준에 따라 표
현생활과 이해생활후 또는 문어생활과 구어생활로 이분회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

준은 실제 분야 구분시 위계화되어， 표현-문어 생활， 표현-구어생활， 이해-문어생활，
이해 구어생활 분야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 치원의 세분화도
기능하다， 가장 하위 범주의 분야 구분으로 독서생활， 작문생활， 화볍생활 등등을 상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분야의 설정은 세밀한 어문생활사 기술을 가능하게 하면

서， 어문생활의 분야별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할 것이다.

8) ‘직접/간접 정보’의 구분은 해당 어문생활 주체의 어문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는 특정 자5조가 그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즉， 어문생활 주체의 직접 보고나 기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나 추후의 간접적 정황 파악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
라 가능하다- ‘통합/분리 정보’의 구분은 활동 주체의 활동의 전반에 대한 정보가 결

과불 안에서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결과울괴든 별개의 것으로 제시되어 있
는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와 ~1， ~2의 경우는 직접 정보이
면서 분리 정보를 가진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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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le’ 의미를 가리키고 뒤의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자 받아
들이는 발화의 갚은 심리적 의미를 가리킨다{유명기 옮김， 1!Rì). 이에 의
한다면， 어문생활의 기본 단위인 국어 활동은 본질적으로 에탁적 관점으
로는 완전히 밝혀질 수 없는 대상이다. 어문생활의 이모저모를 세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문생활의 주체인 국어 언중의 시각과 인식， 그들의
사고 과정에 준해 어문활동의 내적 구조와 작용을 밝혀내어야 한다. 자료

의 원전 생산자인 국어 언중들의 화법에 대한 메타 인식， 자신의 쓰기에

대한 평개 쓰기 과정에 대한 쓰기 주체의 경험 등은 에틱적인 관점으로
는 오롯이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어문생활의 내부를 세벌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질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때 내부자적 시각에서 어문활동을 이해하는 이
믹적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에되적인 관점으로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믹적 관점으로는 그 틀을 채울

양질의 정보 특히， 어문생활 주체의 특정 활동의 동기와 절차 등을 알려

주는 정보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류 및 체계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틀을 짜면서는 에되적 관점을 주로 취하되， 실제 국
어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하위 범주를 다룰 때에는 이믹적 관점으로 내적

의미까지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
한다

V. 어문g활사 대상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특정 틀에 따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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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화한 최종 결과물은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라는 설체로 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등 국어 관련 학문의 자료 수
집 및 체계화의 장점과， 역사흑L이나 인류학의 사적 자료와 경험적 자료의

체계적 구축의 방법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수용승배 디지털 시대에 걸맞
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한 어문생활 뼈}이브를 구축을 지향한
다. 다음에서는 어문생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

로검토하고자한다.

1. 01카이브 구축의 툴 설정

먼저 어문생활의 자료들을 어문생활의 주체인 국어 언중들이 수행하는
어문 활동의 구조에 따라 분석적으로 수집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이것은
풀어 말하면，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읽고 / 말하꾀 쓰느냐의 분석적 질
문의 틀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을 자료 접근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누캐를 청소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왜’， ‘무엇을’， ‘어
떻게’에서부터 하위 항목이 달리 설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그틀이 설정될 수 있다.

@독서 생활의 경우
청소년은 어떤 읽기 주체인가

청소년은왜 얽는가
청소년은무엇을읽는가
청소년은 어떻게 읽는가

청소년은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읽는가
@작문 생활의 경우
청소년은 어떤 쓰기 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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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왜 쓰는가
청소년은무엇을쓰는가

청소년은어떻게 쓰는가
청소년은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쓰는가

이러한 틀의 세부 구분은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분야들의 자료를 구축

하는 영역의 구분과 다를 바 없다. 이와는 달리 따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각 자료의 영역에 대응되는 자료의 성격일 것이다 즉， 그 자료가 어문생

활 주체의 생생한 경험 자료이냐 아니면 말하기 일반에 대한 메타 진술로
구성된 2차적인 설명 자료이냐 등으로 구분되는 자료 자체띄 성격이 틀
의 섣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독서생활의 주체인 독자가 무엇을 읽는가를
다루는 영역에 속한 자강} 그 성격에 따라 서베이 자료인 2003-뻐E년

사이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같이 2차적 설명 자료일 수도 있교 개인의 독
서 이력을 진솔하게 말한 1차적 경험 자료일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틀의 설정은 각 하위 어문생활 분야 별로 달라질 수 있

다. 독서 생활， 화법 생활， 작문 생활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틀의 구
조와 그 내용이 특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앞서 설정한 틀을 기반으로 하여， 어문생활의 총체적 국면을 포괄하는

이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동영상， 정지영상， 음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이카이브 구축시， 가공할 자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정지 영상 :j맹 파일로 변환

@동영상 :wmv 파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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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rr뼈 파일로 변환

@문서

hwp 파일로 변환

@실물: 정지 영상으로 제작하되 懶 파일로 변환

그런데 자료가 단 하나의 형식으로 가공되어야 핸 것은 아니다. 어문

생활의 총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자료 가공이 펼요하기 때문
이다 작문생활사의 경우， 작문의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전사하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글을 생산한 주체의 내적 사고 과정이 담긴 n뼈
파일과 컴퓨터로 글을 쓰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 실제 자펼로 쓴 종이 작

문의 실물을 사진으로 담아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3.01카이브으| 머|타데이터화

수집하고 분류된 자료는 그 상태로 보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문생활
이라는 입체적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자료로 가공되기 위해
서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섣명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디지렬화

한 어문생활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
여 아카이브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카어브에 담길 어문생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적인 메타데이터 표준
안인 더블린 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아카어브의 메타데이터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더블린 코어는 lru)년 OCLC와

NCSA(Nationa1 Center for

Su~co뼈uter 야Jplications)가 더블린에서 개최한 워크삼에서 공준된 표
준안으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메타데이터의 서술 방법이

다{박순철 • 변동률 · 이춘구，때4).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표제 (Title) :제작자나 발행자가 자원에 부여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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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재Cr많ltor) 자원의 지적 내용에 주된 책임을 진 인물이나 기관
@주제 (Subject) :자원의 주제나 그 내용을 기술하는 키워드 흑은 분류

기호(통제 어휘， 분류표 사용)
@설명(~없iption) :자원의 내용에 대한 초록， 목차 등 텍스트 기술

@발행처(Publi하1ef) :자원을 현재의 형태로 이용가능하게 만든 실체

@ 배포자<Contributor) : 자원 배포 권한을 가진 설체(도서의 배포지에 대응)
@ 발행일재Date) : 자원이 이용가능하게 된 날짜
@유형 (T~): 지원의 범주나 유형

@ 형식 (Fonnat) : 자원의 매체 유형이나 규모
@ 식별^kldentifier) : 자원을 고유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UHI, 001, ISBN
과 같은 문자 또는 숫자의 식별자

@ 출처(Source) : 현재 지원의 출처가 된 원 소스 자원
@ 언어(La맹뻐ge) 자원의 지적 내용을 표현하는 언어 (RFC17ffi) 에 정의
된 2문자국가코드

@ 관련 자료(R터ation) : 지원과 관련된 다른 지원과 그 관계 식별을 위한 정보
@내용 범위(Coverage) :자원의 지적 내용에 관한지리적， 시간적 특성 요소
@사용 권리(Right) : 저작권， 지적소유권에 관한 정보

어문생활 자료는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한 메타 정보와 일대일 대응 관

계를 가지고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국어 말하기 동영상은 @
부터 @에 이르는 메타 정보와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된다. 그리하여 말하
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에 대한 메타 정보가 한눈에 파악

될수있도록한다

4 데이터 마이닝의 특수화
어문생활 자료는 매우 복합적인 정보의 집합체이다. 예를 들어，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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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화법생활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작문생활의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로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자료는 부분적으로는 화볍생활의 자료
에 포함되고 동시에 작문생활의 자료로도 포함된다. 이 경우 자료를 효율
적이고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미이닝 작업을
펼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 자료가 화법생활의 검색에도 포함되고， 작문

생활의 검색에도 포함되도록 해당 부분을 잘라 내어 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답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검색
경로에 따라 어문생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유목화되도록 하려면 정교한
데이터 마이닝이 필수적이다. 정교하게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다

면， 구축된 어문생활 이카이브를 이용자의 목적과 펼요에 따라 어문생활
주체의 나이， 학력， 계층， 어문생활의 주요 주제에 대한 접근 및 분류， 어
문생활의 결과물의 생산 시기 등으로 검색빼 특정 자료의 모음을 얻어
내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W 결론
어문생활사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미개척 분야이다.

그렇지만 어문생활사는 우리 민족이 한국어로 영위해 온 언어생활의 실
체를 사적으로 조망하여 과거→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어문생활의 스펙트

럼을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서 국어를 구사하지
만， 국어는 시간， 공간， 국어공동체 안의 특수 하위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그 모습을 달리하는 역동체이다. 그러므로 국어 자료는 이
와 같은 역동체로서의 본질에 입각승애 집적(集積)해야 한다. 어문생활의
살아있는 맥락이 삭제된 최종적인 언어 자료의 확보에 힘쓴 이전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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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국어 언중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국어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살아갔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
여 줄 수 있는 입체적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코퍼스가 평면
적인 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문생활 ö}카이브는
국어 언중들의 국어 활동 그 자체를 통짜로 수집하는 입체적 어문생활 자
료로서， 문서 · 동영상 · 정지 영상 · 음성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집
하고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연구의 토대 자료로 활용될 디지털 데이

터베이스의 형태를 띤다.

어문생활의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였을 때， 국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언중들의 세밀한 삶의 결을 사적인 맥락에서 복원하고 재구조화하는 것
이 가능하다. 여타의 생활사와 같이 어문생활사 역시 언중들이 어떻게 국
어로 살아냈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문
서류의 기록물과 더불어 실제 언중들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그들의 인식

과 사그I가 그대로 드러나는 생생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과 함께 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체
계화하여야 하는데， 이률 위해서는 수집과 분류， 보존의 과정의 적절성과

체계성에 힘입어 해당 자료들이 결정적인 사적 사실들을 드러내는 자료
일목요연하고 유연하게 유목화되어 존재하는 자료 손쉬운 이용이 가능

한 자초로가 되도록 전문적인 손길로 골라내고 다듬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
에 도달한 어문생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특정 시기 국어 언
중들의 어문생활의 전모를 씨설과 날실로 정치(精微)하게 교직(交織)한

어문생활사를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풍성한 자료가 뒷
받침된 수준 높은 어문생활사를 보유함으로써 우리의 국어 문화， 더 나아

가 민족 문화의 수준을 한 차원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풍성하고 핍진한
국어생활 자료의 수집은 곧 수준 높은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위한 원천적
지원을 확보하는 의의를 가지며， 더 나9까 수준 높은 어문생활사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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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어 문화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의 국어생활 속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의 견지에서 도 어문생활사의 기술 및 이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류는

교육적 기획과 실행의 차원에서 기초적인 토대로 기능할 수 었다는 점에
서 더욱 더 중요하다. 국어교육에서는 국어 능력의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

로 삼고 있으면서도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학
습자 어문생활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류하는 기초 연구는
소홀히 하여 왔다. 대선에 이론적으로만 국어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등을 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론적인 접근은 살제 학습자의 국어 활동의
양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어문생활 자료틀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 접
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실 있고 현실적인 국어교육의 설계
와 실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어교육은 국어 언중의 국어생활에 매우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교 어문생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

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실
제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에 대한 풍성한 사설을 전해 줄 수 있는 체계
적인 어문생활 0째브의 확보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

한 기초 작업의 하나룩 어문 생활 자료 수집 및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사
적 기술을 위한 전제 사항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추후 이론적인 부분

의 보강과 더불어， 설질적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의 작업이 후속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본 논문은 뼈7. 4. 25.
완료되었음.

투고되었으며 ， 'XfJl.

5. 15. 섬λ까 시작되어 'XfJl. 5. II 심λ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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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 어운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8-을 중심으로-

71 드즈人j
C그

'-0

이 연구는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기술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얀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
으로한다.
국어 어문생활사는， 국어로 영위되는 어문생활의 변화 %빵을 통시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어
문생활사 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로서， 대상 자료의 성격과 중요성， 그리고
수집과 분류 체계화 멍연f어l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는 어문 생활 주체의 어문 생산 이해의 과정을
포함하는 입체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고，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어문 생활의

일단을 담으면서 동시에 어문생활에 대한 메타적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
료 수집변에서 많은 난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위해서는 질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분류 체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승애 본고에
서는 특정 관점， 시기， 대상의 한정과 외부적 관점과 내부적 관점의 통합이라는
기본 전제를 세우고1 이를 바탕으로 어문생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큰 목

표로 설정하여 그 구체적인 빙싼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어 어문생활샤 어문 생활， 자료 수집 자료 분류， 디지털 이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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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tentative Study for the Description of “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 focusing on the systematical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Ki m, Eun-sung
This Stuc!y was designed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desα-ibing “ the
Hìstαy

of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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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따natic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con따ned

with

“how

Kor없1 냐맹uage，

Korl없l La때때ge

까le

and

and, investigate a ræthod for the

sourc얹

π

is the history based on this question :

users' linguistic lives

c뼈nges?"

target sources of HKKL is a cubic, complica때 thing that is included the

pn때lction(expression)-aα쟁ltance(comprehention)
su비ect

roughly. HKLL is a ‘new’ history

and the ræta

infom빼on

of the Korean

and classi:fication of this sources is
In this study, the

perspective,

peri띠，

process of the Korean Language
뎌맹uage

Life. So, the gathering

VI며T cliffic띠t

띠sic presu야JOSition

target 2) the

uni때γ

is 1) the limitation of a speci:fic
appræch(etic+emic). The gathering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this stuc!y’ s focus , is converged to the

파1al

target “the

construction digital archive".
[Keyword] Hìstory of Kor없1 뎌맹U맹e Life(HKLL) , Korean 뎌맹뻐ge Lif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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