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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교과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역을 내포하고 있
는 개념이다.
‘창의적’이라는 말에서 ‘적’이라는 접미사는 앞에 쓰인 명사의 성격을

띠는, 혹은 그에 관계된다는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의적’
이라는 말은 결국 ‘창의’라는 명사에 함의된 성격을 지닌 무엇인가를 수
식하게 되는 것이다.1) 이런 관점에서 ‘창의적 인재’, ‘창의적 교육’, ‘창의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RF-2012년도-330-2012S1A3A2033717).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주저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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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같이 수없이 생산된 ‘창의적’인 모든 것들은 지향점이 될 만한, 질
이나 수준이 높은 어떤 경지를 의미하곤 한다.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긍정적 상(像)은 불변의 속성이 아니다. ‘창의적
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실험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남을
배려한다, 친구들과 잘 지낸다, 조화를 이룬다, 대인관계가 좋다, 관심이
다양하다.’와 같이 학교에서 인정받을 있는 ‘좋은 조건’들을 선택하였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성인들은 ‘인기가 없다, 참을성이 없다, 충동적으
로 행동한다, 조화나 협력은 외면한다, 생각이 복잡하다.’와 같이 창의적
인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렸다(최인수, 2012: 29).
창의성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
는 바에 창의성이 얼마나 부응했는지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창의적’이란
말에 함의된 ‘무언가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의 이미지는 조직에 대한 적
응과 전체주의적인 순응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거슬리는 것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남들과 같은 생각을 무난하게 하
는 것보다는 전체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익의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의성’은 ‘좋은 모든 것’의 속성으로 치환되어 읽히는 것이
다.
창의성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들은 창의성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여러 층위의 논의를 생산한다. 창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
는 연구, 창의성을 형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밝히려는 연구, 창의성을 발
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법을 탐구하는 연구, 창의성을 평
가하는 데 개입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창의성 개발을 위한 문제 상
황 및 문항을 개발하는 연구 등 개념 규정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창의성
이 논해지는 분야는 다양하다.
1) 이렇게 접미사 ‘-적’의 앞에 붙은 명사의 성격을 궁구함으로써 창의성에 대한 논의
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김은성(2003)에서 빌려온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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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창의성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비통제적 요소들 역시 창의성을 논하는 시도
들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창의성을 어떠한 고정
된 개념으로 규정한다는 시도 자체가 창의성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태생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셈이
기도 하다.
본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님을 인
정하면서도 창의성의 성격과 그것이 발현되는 영역에 대한 초점화를 통
해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의 요소에 대한 시론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창의성의 초점화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새롭고(즉, 독창적이고 기대되지 않
은)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즉, 유용하고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
를 충족시키는) 산물을 생산해 내는 능력(Sternberg, Kaufman & Pretz,
2002: 1)”으로 합의되고 있다(R. J. Sternberg et al., 임웅 역, 2009: 15). 여기

서의 산물은 물리적인 산물뿐 아니라 아이디어와 같은 것도 포함된다. 산
물을 중심으로 창의성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은 창의성을 해명하기 위
해 사람들이 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다.
이같은 정의는 산물을 중심에 두고 창의성을 정의하는 것은 산물의 판
단 준거를 말한 것일 뿐, 창의성의 본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는 비판(최일호·최인수, 2001: 411)에 마주치기도 한다. 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창의성은 무의미한 것인가, 산물을 생성해내는 과정과 생성을 가
능하게 하는 능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172

국어교육연구 제31집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더불어 산물을 산출하는 데 개입하는 것을 개인적
능력의 측면에서만 바라봄으로써 창의적 산물이 산출될 때 개입하는 외
적 요소들-행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사회․문화․역사적 요소-에 대
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도 지적된다.
그러나 산출된 산물은 그 안에 개인의 발상이 어떠한 형식으로 녹아들
어 있는지, 산물을 접한 공동체의 수용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창의성의 요소를 재구하는 데 부
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산출된 결과물이 없다면 창의성이 발현되었는
지의 여부는 창의성이 발현된 대상을 결여한, 실체 없는 공허한 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창의성의 성격과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새롭
고 유용하고 적절한’ 산물의 성격과 범주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는 전제 아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새롭고 유용
하다고 인정되는 산출물 혹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과정 간의 상
호작용”으로 창의성을 정의한 Plucker와 동료들의 개념(R. J. Sternberg et
al., 임웅 역, 같은 책: 247-248)을 원용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틀을 가져옴으로써 ‘새롭고 유용하
고 적절한’ 산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범주를 확정하는 전제를 마련해 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가 창의성의 내용을 초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개인에게 새로운 것’으로서의 창의성
앞서 언급한 창의성의 정의 중 ‘새로움(novelty)은 창의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자 창의성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속성
이다. ‘창의’라는 말이 곧잘 ‘혁신’과 유의어로 쓰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

다큐멘터리의 언어적 창의성 연구

173

듯이 이미 익숙하고 식상한 것을 창의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
든 사람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새로운 산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보
여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 피카소가 될 수는 없다. 이들을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데 이견은 없겠지만 모두가 이들과 같을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모순적으로 만약 모두가 이들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면 그것은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성이란 일
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난다. 평
범한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창의성이라면 그 본질과 성격을 탐구
하는 일 역시 무의미할 것이다. 천재들의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을 객관적
으로 다루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해명은 ‘새로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다. Eysenck(1994)는 앞서 언급한 창의성의 ‘새로움’
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개인적인 새로움(private
novelty)’과 ‘공공적인 새로움(public novelty)’이 그 것이다. 전자는 나에게

있어 그 발견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며 후자는 나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새로운 발견을 뜻한다.
이는 Boden(1994)이 말하는 P-창의성(Psychological Creativity)과 H-창
의성(Historical Creativity)에 대응한다. P-창의성은 심리적인 창의성을 말
한다. 개인의 내면에서 이전에는 없던 가치 있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
은 P-창의에 속한다. 반면에 그동안 누구에게도 없었던 완벽히 새로운 아
이디어나 산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창의성이 된다(김영채, 2010:
23).

창의성을 ‘개인적인 창의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산물을 만드
는 능력이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다. 물론 개인적 창의성은 창의성의 모든 국면을 포괄할 수 없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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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에게는 참신한 것이더라도 역사적으로는 진부한 것이라면 결론
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창의적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창의성은 창의성이 다양한 국면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전제를 창의성 연구에 제공으로써 창의성이 보다 넓은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새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인적인 새로
움’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은 특정한 천재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
니라 누구나 창의성을 지닌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의 장에서 창의성을 다룬다고 할 때, 동일한 활동을 수행했음
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마다 내 놓은 산물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
이 창의성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2.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적 창의성
창의성이 영역 일반적인가 영역 특수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서 ‘새로
움’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이 창의성을 바라보는 큰 틀에 대한 상이한 접
근이다. 전자는 창의성이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후자는 특정 영역이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작용하는 창의성에는 차이
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관점과 각각 관련되는 연구로 다음의 두 예를 들
수 있다.2)
영역 일반적인 관점에서 창의성을 다루는 연구로 Rhodes(1961)의 ‘창의
적 수행의 4가지 주요 측면’을 들 수 있다. 그는 창의력에 관한 64개의 정
의를 발견하고 이들을 4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으로 정
리하였다. 그에 의하면 창의성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2) Rhodes(1961)의 이론은 김영채(2010), Amabile(1983/1989)의 이론은 정종진(2003)을 참
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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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hodes(1961)의 ‘창의적 수행의 4가지 주요 측면’

사람(person)

지능, 인지양식 및 성격, 기질이나 동기와 관련.

과정(process)

사고기능과 전략(creative thinking skills and strategies). 창의적인 아
이디어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나 사고과정.

산출(product)

창의적인 사고과정이나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 만져볼 수
있는 결과물뿐 아니라 아이디어 같은 것도 포함.

환경(press)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 포함. 창의적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제지시키
는 요인.

위의 분류는 창의성이 수행되는 데 작용하는 4가지 측면을 일반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다. 지능이 높고 지적인 도전 정신과 융통성을 지닌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은 조건을 지녔다는 것
은 쉽게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또한 자유롭게 생각을 발산하는 것을 도
와주는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남들과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범위가
넓은 환경에서 창의력이 생겨나기 쉬울 것이라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
이다.
그러나 영역 일반적인 관점으로 창의성을 보는 이 연구는 창의성의 본
질, 그 속성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
에서밖에 다루지 않는다. 결국 창의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다시 회귀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Amabile(1983/1989)의 ‘창의성의 4가지 요소’는 영역 관련 기
능을 창의성의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역 특수적인 관점을 보
여준다. 그에 따르면 창의성은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어 각기 다른
수준으로 형성될 때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자세한 분류 및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76

국어교육연구 제31집

<표 2> Amabile(1983/1989)의 ‘창의성의 4가지 요소’

영역 관련 기능
(domain-relevant skills)

창의성을 발휘할 영역에 대한 소질 혹은 지식.

창의성 관련 기능
(creativity-relevant
skills)

자신이 지닌 소질과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산출을 하기
위해 사고하는 능력.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기존에 없던 방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제 동기
(task motivation)

과제와 관련한 강한 욕구와 흥미, 만족감, 도전의식과 같은
내적인 동기.

창의적 행동을 위한
환경
(creative environment)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분위기를 의미. 개인이 속한 가정,
사회, 학교, 시대 같은 환경.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 정
신적 환경 등이 포함.

창의성 관련 기능이나 과제 동기, 창의적 행동을 위한 환경과 달리 ‘영
역 관련 기능’은 창의성이 발휘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주목을 환기
한다. 이는 영역에 따라 필요한 소질과 지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aer(1993)은 창의성의 본질은 영역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영역 특수적

인 것이라 주장하며 수학, 문학, 음악 등과 같은 ‘영역(domain)’에서의 창
의성을 언급한다. 더 나아가 더 좁고(그리고 더 다양한) 과제 혹은 내용
영역들(시 쓰기, 이야기 쓰기, 그림 그리기, 데생, 콜라주)을 포함하는 과
제 특수성(task specificity) 역시 창의성의 영역 특수성에 속하는 이론이다.
사실 창의성의 영역 일반성과 영역 특수성을 완벽히 분리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관점은 모두 창의성이라는 동일한 대상의 성격을 밝혀
내려는 시도이며 영역 일반적인 창의성을 완벽히 배제한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이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의 영역 특수적 관점에 주목하는 까닭은 창
의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규정을 전부 충족시키는 ‘절대적인 창의
성’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의성을 영역 특수적 관점으
로 바라볼 때, 특정한 영역 및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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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요소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 아래 ‘언어’ 영역의 창의성에 주목하였다. 언어
는 그 자체로 창의성을 담지한 기호이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한 발화를 이해하고, 유사 이래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텍스트를 만들
어 낸다는 점에서 언어와 관련된 활동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다(김창원,
2004).

더불어 언어 영역에서의 창의성은 전문적인 지식의 학습과 훈련을 숙
련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과학 영역이나 수학 영역에서의 창의성
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언어는 전문지식의 습득 없이도 일정 수준 이
상의 활용을 누구나 하고 있으며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모
든 영역에 개입하는 도구로서의 범영역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범영역적 활용의 가능성과 창의성 발현을 위한 영역 지식의 진
입 장벽에 대한 상대적인 수월함은 언어 영역 창의성의 유용성을 설명해
준다. 나아가 다양한 영역들을 넘나드는 특성은 언어 창의성이 융합적 창
의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언어 영역에서 창의성을 논할 때 ‘산물’은 주로 문자 언어로
표현된 것들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문자 언어에만 주목하여 언어
영역의 창의성을 재구하는 것은 결국 시 쓰기, 소설 쓰기, 설명문 쓰기와
같이 제한된 과제들의 창의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게 될 위험성을 지닌
다. 창의성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차이를 보여도 결국 그 활동의 내용
은 대동소이한 것이다.3)
좀 더 폭넓은 언어의 사용을 포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상 언어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미디어 텍스트4)의 언어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3) 국어과에서 창의적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어 쓰기, 다시 쓰기, 패러디
등으로 수렴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김미혜(2004: 334-335)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4) 이성만(2001: 204-205)은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넓은 텍스트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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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과 사용역에 있어 넓은 범위를 지니는 언어 영역 중에서도 ‘미디
어 텍스트’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
기도 하다.
그동안 미디어 텍스트와 관련한 창의성 논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
의적 활동을 설계하거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내용을 미디어로 제작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는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미디어
텍스트 자체가 지닌 창의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적 창의성을 연구하는 것은 문자뿐 아니라 영상,
음악도 언어로 바라봄으로써 추출된 창의적 요소로 활동을 구성함에 있
어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장르의
언어적 창의성을 ≪지식채널e≫ 콘텐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특정한 메
시지의 생산과 표현의 창의성의 요소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밝히
고자 한다.

Ⅲ. 다큐멘터리의 언어적 창의성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통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정민·배영남·김용석, 2000)이라고 할 때, 언어 활
동은 의사소통의 내용인 ‘메시지’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이러
한 메시지의 생산과 표현은 이것이 발현되는 장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
진다. 본 연구는 미디어 텍스트로 구현되는 메시지의 생산과 표현으로 논
의를 초점화하고 미디어 텍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교육적 가치를 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첫째, 미디어 텍스트는 문어와 더불어 구어적 산물도 텍스트에 포함한다.
둘째, 미디어 텍스트는 비주얼 요소, 음악 등을 포함한다, 즉, 기호 차원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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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텍스트로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였다.
미디어 텍스트 중에서 다큐멘터리는 그 메시지가 광고나 드라마와 상
업적이거나 흥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과 표현에서의 언
어적 창의성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뉴스와 같은 유사한 성
격을 지닌 다른 미디어 텍스트에 비해 제작자로 대변되는 메시지 생산자
의 의도가 메시지 생산과 표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보다 개
별적인 면에서의 창의성을 논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1. 창의적인 메시지의 생산과 표현
Michael Rabiger(1997)는 다큐멘터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큐멘터리는 모든 요소가 잘 통제된 계획적인 에세이이다. 또한 서정적
이고 인상주의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는 주로 언어와 이미지, 그
리고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Michael
Rabiger, 조재홍·홍형숙 역, 1997: 22)

이 정의는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잘 통제된 계획적인 산물이며 언어, 이미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어떠한
‘의미’, 즉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김균·전규찬(2003: 21)은 뉴스 보도를 ‘정보로 구성된 단순한 앎의 산물’
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을 ‘대상으로부터의 즐거움 추구의 성향
을 지니는 산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해 다큐멘터리는 자신과 타자 간의
만남을 통한 삶의 성찰이 깔린 산물이다.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는 이러한
삶의 성찰 기능을 염두에 두고 생산된다. 여기서의 성찰은 주체의 외부에
놓인 ‘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얻어진 삶의 성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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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깨달음’은 곧 ‘새

로움’을 전제한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나 혹은 알았으면서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대한 발견은 새로운 인식 구조를 형성하며 삶의
성찰과 연결된다.5)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는 이처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생성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산된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는 현실의 재구성을 통해 전달된
다. 우리는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
는 현실의 텍스트적 재현물에 담긴 특정한 목소리에 설득 받고 있는 것이
다(이종수, 1999: 247-283). 이 재구성은 복합양식적인 성격을 띠는 미디어
텍스트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호적 측면을 고려하며 진행
된다.
아무리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 전달에 있
어 현실을 보여주는 정보성 영상만 병렬적으로 나열한다면 그것은 뉴스
보도와 다를 바가 없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하
더라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시의성이 결여된 고루한 것이라면 창의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의 창의성은 그 메시지의 생산과 표현의 긴밀한 상
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Plucker와 동료들의 창의성 정의
5)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다큐멘터리의 메시지 생산
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 감독, 특히 방송사 소속 TV 다큐멘터리 감독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사 내부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내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주제에 대해 부장과 국장 그리고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
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가, 이 작품은 지금 시점에서
왜 방송할 필요가 있는가, 이 작품에는 어떤 새로운 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서 어느 정도의 시청률과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페이퍼상으로 설명해야
만 한다.” (조욱희, 20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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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산출물 혹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
력과 과정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은 능력과 과정 간의 상호작용이라
는 도식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
이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에 따라 산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과정에 개입하는 능력의 발휘와 연결되는 요소를
밝히는 데 전제가 된다. 다큐멘터리의 메시지 생산과 표현에서의 창의성
에서는 이 과정이 ‘생산’과 ‘표현’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
지식채널e≫라는 구체적 산물을 통해 메시지의 생산과 표현에 작용하여
산물(콘텐츠)을 ‘새롭고 유용하고 적절하게’ 만들어 주는 창의성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식채널e≫의 언어적 창의성
2005년 9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13년 5월 8일 기준 1004화를

돌파한 EBS의≪지식채널e≫는 <2007,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276, 2007. 4. 30)>6)과 같은 편은 거의 20만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

는, 대중적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식채널e≫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책이 만드는 길, 지식항

해도 2011’ 캠페인에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을 움직
이는 창의성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꾸려진 창의적 결과물 20개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7) 또한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 및
6) 이후 제시될 ≪지식채널e≫의 구체적인 콘텐츠는 〈제목(회차, 방영 연도. 월. 일)>’
의 형식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7)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78166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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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참신함과 유용성을 여러 분야에서의 수상으로 입증하였다.8)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채널e≫에 호응하도록 만든 요소는 이 프
로그램이 지닌 창의성의 요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다큐멘터리의 창의성으로 언급한 메시지의 생산과 표현의 창의성의 내용
을≪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8)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EBS ≪지식채널e≫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의 수상 내역은 다
음과 같다.
수상일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상 분야

세부 내역

제2회 가족포토에세이
(여성가족부 주최)

우수작품상

제8회 남녀평등상
(여성가족부 주최)

방송부문
최우수작품상

제18회 한국 PD대상

TV 부문
실험정신상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제20회 한국 PD대상

교양정보 작품상

환경재단-2008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올해의 인물 부문

제12회 한국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

제8회 언론인권상
(언론인권센터)

특별상

제14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환경부문

<0.3%의 모성애>

<칩코의 여인들> 외

AIBD(아시아 태평양 방송개발기
2010 AIBD TV상
구)총회
제16회 통일언론상

대상

비추미 여성대상
(삼성생명공익재단 주최)

특별상

2010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부문

제13회 남녀평등상
(여성가족부 주최)

방송부문 장려상

<통일합시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산좋고 물 좋은 곳>
등 장애인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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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임’의 인식을 위한 메시지 생산

프레임(frame)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
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
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및 계획, 행동방식과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George Lakoff, 유나영 역, 2006: 17-18).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가 지닌 프레임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기 때
문에 같은 지식을 접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바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지식채널e≫는 우리에게서 소외되어 있던, 혹은 소외
되었는지조차 인지되지 못하던 종류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프
레임을 인식하고 이를 깨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지식채널e≫의 공식 누리집에 실린 기획의도에서도 이러한 입
장을 확인할 수 있다.
ebs가 생각하는 지식은/ 암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입니다./ 현

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입니다./ 빈틈없는 논리가 아
니라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ebs가 생각하는 지식입니다.
지식채널e는 그래서/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많은 창들 중에/ 아주 작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지식은 단순히 사회적 배경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이 완벽히 객관적이며 몰가치적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 지식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겠다는 기획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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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society 카테고리에 있는 편들은 기존의 뉴스에서 다루고 사람들이 익

히 알고 있다 생각하던 주제라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지식을 아우름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지식채널e≫의 society 카테고리의 많은 편들이 겉으로는 사회적 소

외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소외를 다
루고 있는 것이다(김진혁, 2010: 136).익숙하게 접하게 된 ‘상식’이라는 틀
로 받아들인 현상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은 다음과 같은 편에서
잘 드러난다.
<17년 후(424, 2008. 5. 12>는 당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던 ‘광우병’을

다루고 있는 편이다. 당시 담당피디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유아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발령받았다.9) 그러나 <17년 후>는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
입과 관련한 한국의 문제를 다루었던 MBC의 ≪PD 수첩≫과 달리 영국
에서 일어난 광우병 사건을 다루었을 뿐이다.10)
9) 관련된 내용으로 언론매체 ≪시사IN≫의 고재열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독설닷컴:
http://poisontongue.sisain.co.kr/146)에 실린 글 중 일부를 인용하도록 한다.
“며칠 전 EBS <지식채널e>의 김진혁 PD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기사의 내용은 이
랬다.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17년 후’를 방영한 교육방송(EBS) <지식채널e>의 김진
혁 PD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년
후’ 방영당시 EBS 경영진이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결방시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
다. 교육방송은 지난 1일 정기인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식채널e’를 연출했던 김 PD
를 어린이·청소년팀으로 발령 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김 PD는 “인사가 난 뒤 바로 부당 인사로 보고 회사 쪽에 이의
제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교육방송 노조도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했던 담당
피디를 교체한 인사는 보복성 인사이며 경영진의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다. 김 PD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회사가 노조에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라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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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은 1990년 5월 영국의 농수산식품부 장관 존 거머가 자신의 딸 코
델리아에게까지 소고기를 먹이며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하는 BBC 뉴스
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1990년 고양이 한 마리가, 4년 동안 집고양이 62마
리가 광우병 증세로 죽는다. 영국 정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6
년 2월 젋은이 10명이 광우병 증세를 보이며 사망 혹은 중증 상태에 빠지
자 같은 해 3월, 광우병이 소고기를 섭취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 영국의 광우병 환자는 공식적으로 165명, 그 중에는 존 거머
의 딸 코델리아의 친구인 엘리자베스 스미스도 있었다. 존 거머가 소고기
의 안전성을 보장하던 1990년으로부터 17년이 흐른 2007년의 일이다. 그녀
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 편은 끝을 맺는다.
<17년 후>는 공식 홈페이지의 누적 조회수 147186, 덧글수 645개, 추천

수 681이라는 통계(2013. 5월 기준)를 보여준다. 각종 포털 등에 게시되어
확산된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에 호응을 보
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이라는 주제는 텔레비전, 신문, 인
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관련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후>가 ‘새로운’ 산물로서 파장을 일으키며 확산
되었던 까닭은 당시에 이 주제를 다루던 사회의 맥락에서 ‘새로움’을 지
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광우병 관련 주제를 다루던 주요 언
론들이 형성한 프레임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지식채널e≫의 창의성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프레임
10) 이처럼 다루고 있는 정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PD의
팀 이동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17년 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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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게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식을 확인하게 하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은 그 내용이 신문이나 뉴
스의 그것과 표피적 주제의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들로 하여금 ≪지식채널e≫에 더 집중하도록 기여한다. 어떠한 지식이 이
와 같은 기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선택하고 메시지를 구성
해가는 것은 관습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

다큐멘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청자
들의 다의적(polysemic) 혹은 작가적 해석(writerly reading)을 방해하면서,
주어진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해석을 하는 존재로 그들을 제
한하는 것(원용진, 1999)이라는 비판은 다큐멘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 사용되는 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르가 아니다. 메시지를 전달
하기 데 있어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의 사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그
산물에 호응하게 하고 다큐멘터리로부터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이끌어내
게 한다.
≪지식채널e≫는 일단 미디어 텍스트로서 지니는 복합양식적 특성에

따라 영상과 음악을 표현에 사용한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다큐
멘터리가 내레이션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을 내레이션을 없애는 대신 문자
언어로 대체했다.
≪지식채널e≫의 제작진들은 ≪지식채널e≫가 기존 방송 포맷을 확장

했다고 자평하며 그 중에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적극 도입한 것
에 가치를 부여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말을 보완하거나 말과
똑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는” 식으로 자막을 활용했다면, ≪지식채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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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을 읽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동시에 거기에 영상이 있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고, 행간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끌어오는” 데 자막
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내레이션을 없앰으로써 음악이 가지고 있
는 힘도 높일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이영주·김진혁, 2009: 67).
이처럼 자막을 전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식채널e≫는 그 활용에
있어서도 영상 언어의 기법적 측면의 학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지식채널e≫의 제작에 주로 활용되는 기법
과 그 효과는 크게 동영상, 스틸컷, 자막, 음악, 효과음으로 구성되는데 그
기법은 다른 미디어 텍스트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11) ≪지식채널e≫와 같
11) 제작진이 밝히는≪지식채널e≫의 편집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동영상의
경우 화면 톤을 변화시키거나, 컷과 컷 사이에 화면을 전환하는 것이 편집 효과의
전부다. 스틸컷의 경우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퇴장하느냐, 혹은 등장 이후 어떤
움직임을 줄 것이냐를 주로 고민한다. 자막은 얹을 위치와 길이를 고려한다.
① 동영상: 화면 톤을 변화시키면 같은 동영상이라도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준다. 과거
느낌을 줄 때는 흑백 처리를, 진지한 느낌을 줄 때는 다소 어둡게, 따스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밝고 화사하게 해 준다. 다음으로 화면 위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스크래치 효과를 주면 불안, 혼돈 같은 감정이 만들어진다. 특정 효과가 특
정 감정을 생성하는 정확한 매뉴얼은 없으며 그때마다 다양하게 하며 느껴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컷이 넘어갈 때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디졸브처럼 부드럽
게 넘어가는 방법과, 화면이 강하게 움직이거나 일그러지면서 거칠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섬세한 느낌을, 후자는 긴박하고 역동적인 감정을 만드는 데
좋다.
② 스틸컷: 스틸컷은 동영상과 달리 정지된 스틸에 움직임을 주어야 하기에 보다 고
려할 점이 많다. 보통 서서히 앞으로 나오거나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하여 자막을
읽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전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주목을, 후자는 특정 부
분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도록 한다.
③ 자막: 자막은 주로 화면의 중심 내용을 가리지 않는 여백에 둔다. 그러면서도 화
면의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두 가지 정보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자막의 길이는 화면 자체에 이해해야 할 정보가 많을 경
우에는 나눠 올리고, 적을 때에는 나뉜 자막을 합쳐 한 화면에 올린다. 다음으로
자막의 등장과 퇴장 방법과 등장 후의 움직임을 고민한다. 대개 자연스러운 등장
과 퇴장을 하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가운데로 날아와 박히는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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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틀로 만든 시청자 UCC가 많은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지식채널e≫는 ‘주목을 위한 전환’과 ‘울림
을 위한 지연’을 통해 메시지 전달에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의 표현 방식은 메시지의 생산에 개입한 창의성인 ‘프
레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선택 및 메시지 구성’을 돋보이게
하여 산물의 창의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 생성의 창의성과 조
응하지 못할 때 표현 방식의 효과성이 약화되는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지식채널e≫의 제작진이 만든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65, 2006.
3. 13)>와 일반 시청자가 만든 UCC인 <별 일 없냐구요(834, 2012. 6. 25)>12)

는 동일하게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의 도입부는 동영상에서 학생들이 어울

려 노는 평범한 현실을 영상과 소리로 제시하다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제
거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웅크리고
있는 학생의 영상을 삽입한다. 효과음과 동영상의 전환은 보는 이가 주목
해야 할 주제에 대해 암시한다.
더불어 ≪지식채널e≫는 자막이 영상과 함께 나오지 않고 그저 자막만
으로 구성된 화면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환을 통해 자막의 ‘내용’에 대한
주목 역시 환기한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에서는 두 번에 걸쳐

한 방법, 타이핑(한 글자씩 글자가 입력되는 방식) 등을 통해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줄 수도 있다.
④ 음악: 음악은 주된 감정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이면에 흐르는 미
세한 감정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감정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⑤ 효과음: 효과음의 가장 큰 역할은 자막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다. 혹은 내용에서
소리가 빠진 부분들을 채워주기도 한다. 보통 강조해야 할 곳만 강렬하게 넣어주
는 것이 좋다.(김진혁, 같은 책: 151-161)
12) 본 작품은 ‘2012 지식채널e 시청자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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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이 일어난다.
- ‘14.3%는 피해자/ 16.8%는 가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는 9.1%

학생 중 40%가 '왕따'를 경험
- 그리고
- '왕따' 경험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은 9.5%
[1분 35초-1분 53초]
- 왕따 가해자 중/ 약 23%는 가해자이자 피해자
-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자살율은/ 보통 학생의 2.8배
-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심각한 정신 장애를 겪는다
[2분 46초-3분 4초]

앞의 내용이 학교 폭력과 왕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면 뒤의
내용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학생들의 존재에 알리고 있다. 이는 가해 학
생을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에 대한 내
용을 주로 다루던 기존 언론의 보도와 다른 관점의 지식이다. 이처럼 ‘전
환’은 각 편에서 보는 이에게 주목을 요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
다음으로 ‘울림을 위한 지연’은 3분 39초라는 전체 분량에 비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영상이나 스틸컷, 혹은 자막을 전환 없이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는 ‘왕따’ 익명 게시판에서
발췌한 학생들의 글을 한 화면에 자막을 타이핑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그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게 한다. 아이디 ‘보거스(57초-1분 6초)’, ‘학교정말싫
어(1분 7초-1분 16초)’, ‘싫어싫어(1분 17초-1분 34초)’ 학생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들은 총 1분 37초 동안 자막으로 제시된다.
≪지식채널e≫는 제작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와 목소리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내레이션이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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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터(presenter)가 없는 형식을 취하였고(이영주·김진혁, 같은 논문:
67), 제작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사실적인 자막이 더 거부감 없이 받

아들여지고 다양한 시각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여지를 준다(김진혁, 같
은 책: 155)는 취지 아래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적 지연을 통해 제시하는 자막의 내용들은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
간 목소리에 설득당하는 과정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을 부여한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에서
왕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하되 이것을 ‘지연’의
기법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생각의 공간을 확보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생각의 공간의 확보를 통해 보는 이들은 메시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별 일 없냐구요>는 상대적으로 앞선 두 요소의 구현성과
효과성이 약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시청자 UCC 공모전의 대상을 수상
했던 이 작품은 주제적으로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오늘
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와 동일하다.
그러나 영상에서 자막으로 전환될 때 다루는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나
왔던 장면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의 심경에 대한 반복
적 설명이다. 더불어 어머니, 선생님의 ‘말’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자막을
영상과 소리의 부가적인 도구로만 활용하였다. 음악과 효과음의 전환 역
시 찾아볼 수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얻어맞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의 모습이며 자막 역시 피해 학생의 목소리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힘들며 기존의 학교 폭력
관련한 보도들이 다루는 전형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피해 학생이 옥상 계단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영
상에 다음과 같은 자막들을 한 줄씩 제시함으로써 ‘지연’의 요소를 활용

다큐멘터리의 언어적 창의성 연구

191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해 학생의 심경을 토로할 뿐이다. 즉, 보는 이는
피해 학생의 심경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될 뿐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프레임을 인식하고 다른 관점을 환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어려워진다.
'별'일 없냐구요? / 있다고 하면 도와주시나요? /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 피해자는 보호받는 건가요? / 그럼 저는 예전처럼… / 웃을 수 있나요? /

혹시… / 또 다른 괴롭힘이… / 시작 되는 건 아닌가요?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와 <별 일 없냐구요>의 주제는 동일하

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한 메시지 생
산에 있어 전자가 기존 프레임에서 생각하지 못한 ‘가해자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지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했다면 후자의 경우는 모두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인 피해 학생의 상황과 심경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
다. 이런 경우 ‘전환’과 ‘지연’이라는 표현 방식은 구현이 어려울 뿐 아니
라 구현된다 하더라도 입체적 시각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인식을 부여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지식채널e≫를 통해 살펴 본 다큐멘터리의 언어 창의성은 다큐멘터

리가 의도하는 바-사회적 반향, 관심 환기, 세상의 변화-등과 관련한 창
의적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 잘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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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바라보는 방식과 주목하는 지점에 따라 수많은 정의를 낳고
있는 개념인 ‘창의성’에 대해 그 속성을 구현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의성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산물’을 생산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가
시적인 산출물이 없다면 창의성이 발현되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기
에 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정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산물
을 수식하는 ‘새롭고 유용하고 적절한’이 어떤 수준까지를 목표하는 것인
지, 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창의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산물을 생
성해내는 과정과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에는 이르지 못한다.
본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새롭고 유용
하다고 인정되는 산출물 혹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과정 간의 상
호작용”으로 창의성을 정의한 Plucker와 동료들의 창의성 개념이 이에 대
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정의는 기존의 정의에 비해 다음 두
가지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움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유용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제공한다. 모든
사회의 전 영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산물의 산출은 일부 천재들만이 도
달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역사적으로는 그
다지 새롭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있어 새로운 산물을 산출했다면 이 역시
창의성이 발휘된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용하고 적절한’ 산물이라는 것은 어느 맥락에서 유용하고 적절
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역 특수적 관점에서 창의성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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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고려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언어 영역, 그 중에서도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 영역의 창의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창의적인 메시지의 형성과 전달’
을 중시하는 장르인 다큐멘터리의 창의성으로 초점화하였다. 이러한 초
점화를 통해 산물의 ‘새롭고 유용하며 적절한’이 뜻하는 범주가 확정될
때 그러한 산물을 산출하는 데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도 가능해진다.
둘째,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아닌 ‘능력과 과정 간의 상호작용’
으로 창의성을 정의함으로써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과정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절대적이고 단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
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가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은 어떤 단일한 대상의 속성이나 체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상호
작용하는 능력‘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환기한다.
즉, 산물은 하나로 존재하더라도 그 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작용하
는 능력은 개인마다, 혹은 과제마다 성격과 수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물의 질이 지니는 다양성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
다. 더불어 과정과의 상호작용에서 발휘되는 ‘능력들’이 각기 다른 요소들
의 구현과 연결됨을 시사한다.
다큐멘터리의 언어 창의성을 중심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
리 중에서도 ≪지식채널e≫라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여 ‘프레임의 인식
을 위한 메시지 생산’과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는 창의성의 요
소를 추출하였다.
우선 ‘프레임의 인식을 위한 메시지 생산’은 사람들이 모르던 혹은 모
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지식에 대한 환기를 의도한다. 다큐멘터리가 다
루는 지식과 정보는 사회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뉴스나 신문에서도 다루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은 이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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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객관적인 정보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과는 확연히 변별되는 지점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는 위와 같이 프레임의 새로운
인식을 의도하며 형성된 메시지의 전달에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디어 텍스트임에도 내레이션 대신 자막을 적극 활
용한 ≪지식채널e≫의 표현 방식은 음악이나 영상과 조응하며 ‘전환’과
‘지연’이라는 기법과 연결된다. 이는 프레임의 인식이라는 맥락 아래 생산

된 메시지의 전달에 유용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기능한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창의
성에 대한 수많은 정의에 하나를 더하게 될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Torrance(2000)가 말한 바와 같이 “창의력에 대한 정의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귀찮아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럴
수록 창의성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김영채, 같은 책:
15).”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요소는 다큐멘터리에서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
는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
*

을 밝히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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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큐멘터리의 언어적 창의성 연구
-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

이상아․윤여탁
이 논문은 수많은 정의를 낳고 있는 ‘창의성’의 구체적인 속성과 요소를 탐구
하여 ‘창의성’을 교육의 장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창의성을 개인적인 창의성과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으로 초점
화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미디어 텍스트의 언어 창의성 영역으로 범주를 한
정하고 메시지의 생성과 표현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이 영역에서 새롭고 유용하고 적절한 산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창의성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소는 ‘프레임
의 인식을 위한 메시지 생산’과 ‘유용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이다. 이들은 사회
적 맥락에서 ≪지식채널e≫가 창의적인 산물로 호응을 얻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에서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교육의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창의성, 언어적 창의성, 다큐멘터리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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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nguistic Creativity in Documentaries
- Centered on ≪Knowledge Channel e≫-

Lee, Sang-ah․Yoon, Yeo-tak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general opinion for utilizing ‘creativity’ in
educational settings by studying the specific attributes and elements of
‘creativity’ which is giving rise to numerous definitions.
In order to do this, creativity first is focalized on personal creativity and
domain specificity. In more detail, the category has been limited to the area of
linguistic creativity of media texts and has drawn attention on the formation
of messages and expressional aspects.
Next, elements of creativity have been extracted centrally from ≪
Knowledge Channel e≫which is socially accepted as a new, useful, and
appropriate product in this area. The extracted elements are ‘message
formation for frame recognition’ and the ‘a useful and appropriate mode of
representation’. These have contributed towards winning a positive response
for ≪Knowledge Channel e≫as a creative production in a social context.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content on elucidating elements of ‘creativity’
which can be utilized in educational settings.
[Key words] creativity, linguistic creativity, creativity of documenta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