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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쓰기 행위가 단순히 문자 텍스트의 형식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어

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 편의 완결된 글뿐

만 아니라 미지(未知)의 것을 밝혀 나가는 필자의 의미 ‘생성’ 과정에 초점

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중심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 교육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및 정당화 기제 생성의 본질과 원리를 규명하고, 실제 학습

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수행을 통해 정당화 기제 생성의 구체적 실현 양상

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생산자로서의 필자의 역할을 전면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치 해석 글쓰기는 “평가적 추론을 통해 보편의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함으로써 가치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글쓰기 양식과 쓰기 행위”를 의미한다. 주관을 보편화하려는 필자의 시도

는 논증적 정당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독자의 수용 여부보다 필자 인식

의 성장에 주목할 때 정당화는 텍스트 차원의 정태적인 것이 아닌 주체가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적 차원의 것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자신의 주장·결론·발견 등을 적절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

들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작용과 원리”로서의 ‘정당화 기제’에 주목하였으

며, 정당화 기제는 내적 탐구와 상호주관적 소통을 연결 짓는 필자의 사유

과정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정당화 기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합의를 향해서 끊임

없이 응답하는 대화적 수행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정되는 생성적인 것일 때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이론적 고찰 및 전문 필자 10인의 글쓰기 텍스트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와 사

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성 원리가 상호교섭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짐

을 확인하였다.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는 ‘다층적 물음을 통한 가치

전제의 설정’, ‘대화적 참여를 통한 가치 적용의 합리성 신장’, ‘추론의 연결

을 통한 가치 체계의 형성’의 세 가지로,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성 원

리는 ‘개념 도식의 선정을 통한 정서의 보편화’, ‘담화 구조의 배열을 통한

인식적 질서의 구성’, ‘필자의 위치 표현을 통한 에토스의 구축’의 세 가지

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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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리들이 실제 학습자의 글쓰기에 드러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대학교 3학년 학습자 32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

조하여 1차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97명, 2차 조사에서는 고등

학교 2학년 학습자 97명을 대상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관

련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생성 원리의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특성들의 빈도와 양적 특성을 파악하여 심층적 해

석의 토대로 삼았으며, 사례 간 비교와 구체적 사례들의 질적인 탐색을 통

해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쓰기 목표의 설정’과 ‘인식적 한계에

의 대처 방식’, ‘필자 정체성의 구성’은 정당화 기제 생성의 직접적 영향 요

인으로, ‘주관성의 처리 방식’과 ‘문제 발견의 범주’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이 쓰기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 내용은 외부적 기준에 따른 ‘잘 쓴 글’이 아니라 자신의 이전 사

유를 넘어서는 ‘좋은 글’을 지향하며, 이는 ‘좋은 글쓰기’를 통해 가능해진

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정

당화 기제의 자기 조정적 생성’이라는 목표를 정립하고, 차이에 대한 다층

적인 대화적 소통을 기반으로 삼은 자기 조정적 쓰기 과정의 수행을 교육

적 구도(構圖)로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실제 학습자 수행의 문

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적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사전 학습 및 문제 탐색 국면’, ‘쓰기 수행 및 조정 국면’, ‘생성 결과의 성

찰 국면’으로 나누어 정당화 기제의 자기 조정적 생성을 가능케 할 수 있

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현재까지의 쓰기 교육은 글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완결성을 중시함으로

써 글쓰기를 사고의 종결로 가르쳐왔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은 완결된 글보다 사고를 확장하고 자신의 지평을 확대하는 쓰기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이를 통해 필자에게 획득된 탐구적이고 대화적인 주체로서의 자세와 가치

에 대한 인식은 그 밖의 쓰기 영역과 일상의 제 영역에 전이되어 학습자가

더 좋은 삶을 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핵심어 : 가치 해석 글쓰기, 정당화 기제, 생성, 저자성, 자기 조정, 대화

주의, 탐구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작문 교육, 국어 교육

* 학 번 : 2015-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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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쓰기는 필자 인식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쓰기 교육의

근원적인 명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인식의 성장’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다

시금 문제 삼는 이유는, 현행 쓰기 교육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표

현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지(旣知)의

인식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련하는 수렴성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 때

문이다. 물론 독자와의 의사소통은 쓰기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이며 완결

성 있는 텍스트의 생산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

다. 그러나 ‘쓰기’가 아닌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때, 필자의

기존 지식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거나, 주어진 명제를 독자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능적 차원의 효과성보다 글을 써내려 가는 동안 쓰기 주체에게 일

어나는 인식의 재구성과 성장에 더 주목하게 된다. 즉, ‘쓰기를 통한 인식

의 성장’이라는 쓰기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편의 완결된 글

뿐만 아니라 필자의 쓰기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의 쓰기 수행 과정은 단순한 절차나 단계가 아니라 필자가 새로운 인식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사유의 진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좋은 글’은 궁극적으로 ‘좋은 글쓰기’의 수행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믿

음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쓰기를 통해 미지(未知)의 것

을 밝혀 나가는 필자의 의미 ‘생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쓰기 교

육의 실천 구도를 밝히고자 한다.

가치는 “어떤 특정한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를 이와 반대되

는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보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아하는 지속적인 신념”(Rokeach, 1973)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

든 선택의 기저에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주요

한 동력이 된다. 그중에서도 윤리적 가치에 대한 탐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좋은 삶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과도 맞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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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그러나 그간 국어 교육에서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실천은

대체로 문학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졌거나, 혹은 쓰기 교육에서도 소박한

차원의 표현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마저도 실제 문학 교실에서는 주로 교사가 작품을 통해 수용해야 할 가치

를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방식을 취해 왔거나, 학습자의 주관적 반성을 유

도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었으며, 쓰기 교실에서는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적절한 도출 과정이 없이 내면적 ‘깨달음’을 당위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가치에 대해 논해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1), 가치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과 가치의 의미 탐색을 통한 능동적인 자기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가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치

를 보다 체계적으로 경험하면서 좋은 삶의 문제를 사유할 수 있도록 쓰기

교육에서 가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로키치의 정의에서 밝혔듯 가치는 ‘좋아함’이라는 개인적인 선호의 영역

에서 시작되지만,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함’에 대한 인지적 비교와 합리적

추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가치 해석 글쓰

기가 이러한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립하거나 재구성

하는 언어적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정

당화 과정에 기반을 둔다고 할 때,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와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

며, 본고는 이를 정당화 기제의 생성으로 보고 이를 위한 교육을 설계하고

자 한다.2)

가치 해석을 위한 ‘근거의 선정’이나 ‘설득의 전략’이 아니라 ‘정당화 기

1)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상의 쓰기 영역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
지는 않고 있다. 문학 영역에서만 가치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밑줄은 연구자)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
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2) 가치 해석 글쓰기 및 정당화 기제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는 Ⅱ장 1절에서 상
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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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생성’을 문제 삼은 것은 가치 해석 글쓰기가 지닌 장르적 속성에 기

인한다. 우선,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가치에 대한 인식에 터해 자신을 정향하

는 ‘실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설득적 글쓰기와는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실천성은 해석의 목적이 이해를 완수하는 것에 있음

(Gadamer, 1990/2012: 321)을 고려할 때,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필자 자신의 지평의 확장을 쓰기의 중심축

으로 삼도록 한다.

또한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가치의 의미역이 지닌 모호성으로 인해 쓰기

과정에서 고정된 판단 결과로서의 주장에 대한 설득보다 가치의 의미에 대

한 탐구적 추론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선거 가능 연령을 현

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와 같이 정책 논제를 다루는 글쓰

기의 경우 ‘선거 가능 연령의 하향’이라는 명제의 의미는 명징한 것이어서

그것이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이나, 실현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정당화의 논리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홍

길동의 행위는 정의로운가?’와 같은 가치 문제를 다루는 가치 해석 글쓰기

의 경우 ‘정의(正義)’의 의미역은 저마다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의인 것’과 ‘정의가 아닌 것’의 구분, 정의롭지 못

한 방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모순의 해결, 그것이 자신을 비롯한 보

편적 주관 일반이 추구할 만한 것이며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등 필자 스스로의 탐구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는 모

자이크처럼 논거들을 붙여 넣는 과정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것을 향해 필자

스스로 정당화의 기제들을 생성해 가는 과정이며, 이로써 필자로 하여금

쓰기를 통한 인식의 확장을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이 논증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논증의 속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논

증은 “합리적인 판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자기 주장

의 수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

론 행위”(Van Eemeren, 1996: 5)로 받아들여진다. 국어 교육의 견지에서

‘자기 주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대’한다는 논증의 설득적 측면은 논증의 주

된 목적으로 기능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논증이 설득과 유의어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 온 논증의 역사를 살펴보면 논

증이 단순히 설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 탐구의 방법론으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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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화로서의 논증과 추론적 사고

를 탐구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Crosswhite, 1996/2001), 논증적 글쓰기를

학습과 학문적 역량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최근의 관점(이영호,

2012)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에서의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강조는 논증의 탐구적 속

성을 강조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3) 이러한 논증의 탐구적 측면

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이 작용하는 방향성을 수립

하는 데 있어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전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결론을 연역적 계산을 통해 도출해내는

논리적 증명과는 달리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사적 논증에서의 결론

은 전제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홍종화, 2001: 9-10). 특히 가

치의 문제는 명증한 옳고 그름이 아닌 개별 주관들의 차이와 그 간극 사이

를 오가며 의미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성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적 논증의 반박 가능성은 스스로의 전제를 성찰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끊임없는 대화적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확장해 가는 쓰기

주체를 요구하며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그것이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

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의 사고 ‘과정’은 내용을 생성하고 조

직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단계가 아니라, 필자가 글을 쓰면서 떠올린 반응

이나 의견, 이해와 해석들 간의 모순과 불일치를 협상하고, 선택하고, 조정

하고, 구축해나가는 적극적 실천으로서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쓰기가 필자의 인식이 갱신되고 사유가 더 심화되어 가는 과정적인 행위

임을 교육하는 것은 글쓰기가 천재적 영감으로, 혹은 일필휘지로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인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교육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는 논증 교육의 중심축을 독자 설득이 아닌 필자의 사

고로 옮길 때 자칫하면 명제 간의 논리성이나 타당성만을 문제 삼는 논리

학의 영역에 머물거나, 필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심리적이고 가치 판

단적인 정의적 문제를 간과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정희모, 2011: 16-17)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치의 문제

는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특정한 순간

에 특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Gadamer, 1990/2012: 215) 판단력

3) 논증의 탐구적 측면에 대한 고찰은 장지혜(2019ㄴ)의 논의에서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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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사고를 중심에 두되, 필자

자신이 발 디딘 맥락을 기반으로 삼아 가치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 가치 해

석 글쓰기의 본질이 된다. 이는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논증 현상에 접근할

때 논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논증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중심에

놓고(민병곤, 2004ㄱ: 36), ‘논증 행위’를 교육해야 한다(Crosswhite,

1996/2001: 149)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는 논리적 추론이나 혹은 전략적 설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논증 행위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의 망을 고

려하여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사고가 효과적으로 수

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의사소통의 결과가 다시 학습자의 삶과 사고

로 이어지는 회귀적인 논증 행위의 전체 과정을 중심에 두게 된다는 점에

서 유의미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 근거하여 본고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중심으로 그간

국어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가치 해석 글쓰기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및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

화 기제 생성의 본질과 원리를 규명하고, 실제 학습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수행을 분석하여 정당화 기제 생성의 구체적 실현 양상을 파악하며, 여기

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쓰기

교실에서 수행되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및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의 본질과 원리는 무

엇인가?

셋째,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은 어떠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을 어떻게 설계해

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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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 기제 생성과 관련한 연구사는 크게 가치

교육 관련 연구와 논증 및 논증 교육 관련 연구, 설득적 글쓰기 관련 연구

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가치 교육 관련 연구의 경우,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는 가치 탐구 및 해석의 문제를 전면화한 논의보다는

성찰적 글쓰기에 수반되는 효과로서 가치의 문제를 다룬 논의가 주된 흐름

을 이루므로, 탐색의 범위를 넓혀 교육 전반의 가치 교육과 관련한 논의를

먼저 살피고, 이어 국어 교육 연구의 흐름에서 가치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이 논

증에 터한 설득 행위라는 점에서 논증 및 논증 교육 관련 선행 담론들을

고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장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 교육의 필요 근거를

제시하고, 가치 해석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

다. 끝으로, 설득적 글쓰기 관련 연구의 경우 설득적 글쓰기 현상에 텍스트

화를 중심으로 접근한 논의들과 필자의 사유를 중심으로 접근한 논의들을

나누어 점검하고,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논구하기

위한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가치 교육 관련 연구사

가치 교육의 기원은 듀이(Dewey)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상에 이미 가

치와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 기존의 절대주의적 관점과 달리 듀이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며, 그러한 가치 판단은 주체의

평가에 토대를 둔다고 보았다. 이때의 평가는 당면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주고, 불만족한 상황을 만족한 상황으로 이끄는 활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정을 의미한다. 즉, 듀이는 가치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주관적 태도나 직

관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인지적 판단의 대상임을 명시하여

‘가치 교육’이 아닌 ‘가치 탐구 교육’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듀이는

이러한 가치 탐구가 하나의 고정된 표준이나 결과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

라, 탐구와 검증의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Dewey, 1920/2010)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듀이의 논의는 가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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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과학적 탐구의 방법론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듀이의 가치 탐구론에 터해 메트카프(Metcalf, 1971/1994)의 가치

분석 모형, 래쓰 외(Raths et al., 1978)의 가치 명료화 모형, 콜버그

(Kohlberg, 1984/2000)의 가치 추론 모형이 가치 교육에서 설계·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윤리·도덕과의 교수·학습 차원에서 이에 기반을

둔 가치 교육의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홍남기(2013)는 확정적인

것으로서 일회적으로 가치를 정립하는 기존의 가치 탐구 방식에 대해 비판

을 제기하고, 반성적 탐구를 통해 가치를 ‘끊임없이 재구성’ 해나가는 ‘가치

재구성으로서의 가치 탐구 모형’을 설계하여 확정이 아닌 생성과 수행의

차원에서 가치에 접근하고 있는 본고의 논의와 맥락을 함께한다.

듀이 이후 툴민(Toulmin, 1950; 1958)과 헤어(Hare, 1952; 1963), 베이어

(Baier, 1965) 등 언어 분석 철학자들의 경우 가치 판단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의 발견에 초점을 두고 윤리적 가치에 접근하여 윤리적 가치와

논증을 매개하였다. 헤어는 언어 표현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 도덕 판단이

합리성을 획득하며, 나아가 보편화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하였으며

(Hare, 1963), 베이어(Baier, 1965)는 ‘최상의 이유(the best reason)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것’이 곧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판단에 대

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중 툴민(Toulmin, 1950)은 이러한 발견

이 잠정적인 것이며, 불완전한 것이고, 더 나은 근거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듀이의 반성적 탐구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국내

에서는 김재식(2007)이 가치 교육에서 논증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고 구체

적 교수 전략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윤리학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이어서 가치 탐구의 실천으로서 쓰기 행위가 갖는 의미가 구명되

지는 못하였다.

한편, 국어 교육에서는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가치 교육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황희종, 2000; 황혜진, 2006; 우신영, 2013; 정진석, 2013; 김태호,

2014; 우한용·우신영, 2014). 문학 교육에서의 가치 탐구는 대체로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는 윤리적 가치문제를 중심으로 작중 인물이나 작가의 문제 해

결 양상과 가치 위계를 확인하거나, 나아가 이에 대한 독자 자신의 대응

담론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가치의 문제를 자신의 삶 속

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치 자체에 대한 합

리적 이해와 탐구가 아닌 주관에 기반한 ‘반성적’ 과정이 중심이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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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사적으로 형상화된 대상을 통해 자신을 깨닫는 이러한 교육적 구도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자기이해에 적용되는가를 문제 삼기 때문에 생

성하는 것이 아닌 수용되는 것으로서 가치에 대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에 대한 합리적 탐구 및 주관성을 벗어나

보편을 향해 가는 가치 탐구의 의미 생성을 추동하는 기제로서의 ‘표현’에

주목하여 가치 교육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육 내 표현 교육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가치의 문제를 다룬 것은

이민형(2015; 2016)이 유일하다. 그는 해당 논의들에서 주로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토론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가치 논제 토

론이 경쟁과 승패 중심의 ‘대회로서의 토론’이 아니라 ‘교실 토론’의 관점에

서 사고되어야 함을 논구하고, 정책 논제 토론과 다른 가치 논제 토론의

본질과 수업 체제를 제시하여 본고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가치’

를 부수적 효용이 아닌 국어 교육의 내용 전면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니지만, 도구적(공리적) 가치를 윤리적 가치·미적 가치와 동일선

상에서 논의하여 유용성과 이익과 같이 사물에 부여된 상대적 가치를 중심

에 둔 설득과, 바람직함이나 아름다움 등 인간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

를 중심에 둔 설득을 변별하여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화용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삼아 청중을 향한

입증을 강조하였으며, 가치 논제 토론의 절차 및 체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

을 두었기 때문에 표현을 통해 가치에 대한 학습 주체의 인식이 심화되어

가는 양상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요컨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가치가 주관적 반성의 차원이 아닌 탐구와

합리적 추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여타의 설득적 글쓰기

와는 다른 가치 해석 글쓰기를 위한 교육적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타진해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국어 교육 내에서 가치 해석 글쓰

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증 및 논증 교육 관련 연구사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논증 연구의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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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원을 지니며, 이에 따라 그 의미도 다층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서 시작되어 논증의 결과물에 주된 관심을 두

는 논리학의 논의, 툴민(Toulmin, 1958)을 필두로 일상적 논증의 논리적 작

용을 살피는 비형식논리학의 논의(Toulmin, 1958; Vinaux, 1976; Grize,

1982), 20세기 이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발전과 함께 타당한 논증을 위한

참여자 간 규칙과 절차, 규범성의 측면을 살피는 화용론의 논의(Willard,

1983; Govier, 1987; Walton, 1989; Van Eemeren& Grootendorst, 1992), 그

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부터 시작된 관점으로, 합리성과 합의를

기반으로 삼아 청중의 동의를 이끄는 설득의 과정에 주목하는 20세기 신수

사학의 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Perelman & Olbrechts-Tyteca,

1958/1969; Perelman, 1979; 1982; Meyer, 1993/2012).

이러한 논증 연구의 흐름 중 논증이 의사소통 행위이자 탐구 행위라는

인식은 페렐만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페렐만은 “신수사학에서 논

증은 더 큰 작용 범위를 갖는다. 비형식적인 증명 수행으로의 논증은 청중

에 의한 동의를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때에 목표

가 진리에 대한 탐구인지 또는 어떤 관점의 관철인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Perelman, 1979, S329)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증의 타당성

을 판정할 준거로 페렐만은 보편 청중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보편 청중의

합의를 기반으로 삼을 때 설득이 확신이 되고(Perelman &

Olbrechts-Tyteca, 1958/1969: 26), 개인적 가치가 사실 혹은 진리의 지위

를 획득할 수 있다(Perelman & Olbrechts-Tyteca, 1958/1969: 76)고 하여

논증의 목적이 설득과 탐구 어느 하나에 경도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즉,

필연적인 진리와 개인적인 동의 어느 한쪽에 논증의 가치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논증을 통한 설득이 보편적 이성을 향

한 행위일 때 탐구적 행위로서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

한 보편 청중 개념은 논증을 통해 주체가 다양한 차이와 비판을 세밀하게

탐색해 나가는 지점에 주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

다. 같은 신수사학의 관점에서 크로스화이트(Crosswhite) 또한 “무엇이 알

려져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갈등, 어떤 가설이 더 강력한지에

관한 갈등, 이러한 특수한 가설이 계속 추구할 만한 것인가 하는 갈등, 관

찰된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어느 것인가 하는 갈등”을 해

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과 지식의 창조가 가능해진다(Cross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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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85)고 하면서, 논증의 탐구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실제 쓰기 교육 연구에서도 논증을 통해 일어나는 쓰기 주체의 인식의

성장에 주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케이지(Cage, 1996)와 펄커슨

(Fulkerson, 1996), 뉴웰 외(Newell et al., 2011)는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좋은 결정을 내리고, 논증 주체의 관점을 바꾸는 데 논증의 목적이 있

으며, 사회적 실제로서의 논증이 지식의 탐구와 진보를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논증을 탐구 중심으로 재개념화한 바 있다. 특히 케이지는 쓰기

가 사고의 최종 지점으로서가 아니라 과정적인 표상이라고 하면서 쓰기의

생성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메이랜드(Meiland, 1989), 레이타오(Leitāo, 2000), 누스바움

(Nussbaum, 2008), 펠튼 외(Felton et al, 2009), 클라인과 에르하르트(Klein

& Ehrhardt, 2015)는 모두 설득적 논증과 탐구적 논증을 변별하여 그 특성

과 의미를 논구한 논의들이다. 메이랜드(Meiland, 1989)는 논증의 주요한

목적이 설득뿐만 아니라 탐구에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탐구 목적의 논증은

설득을 위한 논증과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고 논의하였다. 논증을 통해 실

질적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련 주장과 입장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에 설득 자체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탐

구는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견지에서 레이타오(Leitāo,

2000)는 논증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 대해 논구하였으

며, 누스바움(Nussbaum, 2008)은 설득을 위한 논증보다 성찰적 논증이 문

제나 질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펠

튼 외(Felton et al., 2009)는 논증의 장에서, 논쟁과 숙고라는 두 가지 활동

을 구별하여, 논쟁에서 목표는 대안을 약화시킴으로써 결론을 방어하는 것

인 반면에 숙고에서 목표는 대안을 대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았

으며, 클라인과 에르하르트(Klein & Ehrhardt, 2015) 또한 숙고적 글쓰기와

논박으로서의 글쓰기라는 쓰기 목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

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의 국면에서 학습자의 인식

의 성장을 제일 원리로 볼 때, 논증의 탐구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교육 내에서도 논증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중 ‘탐구성’을 중심으로 논증 교육에 접근한 논의의 역사는 길지 않은

편이다. 이영호(2013)는 논증 이론을 종합하여 논증 글쓰기를 설득적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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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석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의 세 가지로 나누고, 설득적 글쓰기에서

학술적 글쓰기로 갈수록 고차적 사고를 요하는 것으로 위계화 하였다. 해

당 연구에서 언급한 ‘설득, 해석, 학술’이 어느 한 유형만의 고유한 특징이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연구는 기존의 설득적 글쓰기로서의 논증에 대

한 이해에서 나아가 논증의 해석적 측면과 지식 생성적 측면을 밝히고 체

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4) 이에 더해 논증 교육에서 ‘탐구성’을

전면화한 논의는 유상희(2017), 유상희·서수현(2017)을 들 수 있다. 이들 연

구는 설득을 목적으로 한 논증과 탐구를 목적으로 한 논증을 구분하고, 논

증을 다름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논리를 향해가는, 합리성을 향

한 탐구의 과정으로 정의하여 국어 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전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쓰기 교육 연구의 흐름에서 이영호(2012), 장성민(2018), 장지혜(2019ㄱ;

2019ㄴ), 장지혜·송지언(2019)은 논증의 탐구적 성격을 쓰기 교육의 방법론

으로 제시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이영호(2012)는 논증적 글

쓰기가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의 신장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학습 논

술 쓰기 교육 내용을 논구하였다. 장성민(2018) 또한 쓰기 과정에서의 귀추

적 사고에 주목하여 논증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개인의 지식이 잠정적

인 가설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거나 ‘고

쳐쓰기’와 같은 추가적인 담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인식론적 주기를 거듭

하게 된다면, 개인이 잠정적으로 구성하였던 ‘최선의 설명’은 이전의 것과

4) 이영호(2013)에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과 특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
다.

쓰기 유형
관련 요소

설득적 글쓰기 해석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쓰기 목적 동의 획득
수용 가능한 의미

산출
심화된 이해 제공

대상 독자
유보 독자·반대

독자
보편 청중

학문 담론 공동체
구성원

논증 방식 수사학적 논증 비형식적 논증 과학적 논증

논증 핵심 상황 맥락 파악
주체적이고
일관된 관점

지식의 활용

해당 양식 건의문, 연설문 감상문, 비평문 보고문, 논문

<표 Ⅰ-1>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과 특성(이영호, 2013: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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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탐구 행위로서의 논증적 글쓰기를 제안하기

도 하였다. 장지혜(2019ㄱ; 2019ㄴ)는 텍스트 지식을 완결된 것으로 받아들

이지 않고 이에 응답하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생산자, 탐구자로서

의 쓰기 주체의 역할을 전면화해야 함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

로 ‘저자성’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장지혜·송지언(2019)은 논증적 글쓰

기에서 수정하기 활동이 탐구의 깊이를 심화하고, 새로운 의미의 생성 과

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논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논증 및 논증 교육 연구의 흐름들을 통해 논증의 탐구적 측면에

주목한 ‘가치 해석 글쓰기’에 하나의 정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함에 있어 논증의 결과

물이나 설득 전략의 적용 차원이 아니라 필자의 탐구적 행위로서의 ‘정당

화 기제 생성’이라는 수행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자의 새로운 지식

의 생성과 인지적 성장이라는 논증 교육의 주요한 목표에 도달하는 한 방

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설득적 글쓰기 관련 연구사

다음으로 검토할 연구는 설득적 글쓰기 관련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크게 텍스트화 차원의 연구와 필자의 사유 과정 차원의 연구로 구분된다.

설득적 글쓰기 관련 연구의 상당 부분은 텍스트화 차원의 연구에 해당하는

데, 이는 다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설득 전략과 원리에 관하여 논의한 연구

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설득 전략을 논의한 연구로는 그 대

상에 따라 고전 글쓰기 관련 연구와 현대적 글쓰기 관련 연구를 들 수 있

으며, 이 중 염은열(1996), 최인자(1996), 송병우(2007), 김기림(2016), 이영

호(2016)의 연구가 전자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들은 고전 표현론의 관점에

서 고전 텍스트가 지닌 양식성과 근원성, 역사성, 정태성(김대행, 1995ㄴ)에

주목하여 상소문 및 표문(表文)이 지닌 설득적 표현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들 연구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전제를 활용하거나, 권위적 논거 혹은 ‘거짓’

인과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염은열, 1996), 또는 전제(presupposition)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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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설정으로 주장을 당연시하고 관점을 ‘은폐’하거나, 보편 주체를 차용

하여 피설득자의 신뢰감을 높이는 전략(최인자, 1996) 등과 같이 실제적으

로 활용 가능한 설득의 전략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설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이나 ‘은폐’ 등을

‘효과적’이고 ‘뛰어난’ 전략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 진정성(authenticity)에

기반을 둔 학습 필자의 인식의 성장을 쓰기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본고와

는 출발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글쓰기가 실용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할 때, 학습 필자들이 설득의 내용보다는 표현을,

사유의 문제보다는 수사적 기능에 숙달하는 것을 쓰기의 본질로 오해할 여

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은 상소문과 표문(表

文)이 주로 정치적인 사안, 즉 정책 논제를 다루는 장르이자, 임금이라는

단 하나의 특정 청중을 독자로 삼은 장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즉, 설득적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 필자 스스로의 깊이 있는 숙고와 탐

구를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필자 자신의 주장과 관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내용과 표현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보편에 대

한 고려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 글쓰기에서의 설득 전략을 논의한 연구로는 정정순(2001), 박성철

(2004), 고창수(2009), 김영희(2013)를 들 수 있다. 이 중 정정순(2001)은 특

정 필자의 칼럼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제시’와 ‘의미의 의도적 지연’,

‘생략과 간접화’ 전략을, 박성철(2004)은 외교 텍스트를 중심으로 ‘장식성’과

‘완곡성’이라는 설득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는 ‘잘 쓴 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략을 귀납적으로 도

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앞선 고전 글쓰기 관련 연구와 마찬

가지로 필자 고유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도구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설득의

매개로서의 글쓰기라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는

궤를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연구 중 고창수(2009), 김영희

(2013)는 설득적 글쓰기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전략으로

‘서사’의 활용 가능성을 논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설득 주체가

놓인 개인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해석적 관점과 독자와의 공감적 의사소통

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득 전략에 대한 논의보다 필자의 역

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어 교육 내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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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법을 구안한 연구는 원진숙(1995), 민병곤(2008), 임천택·이석규(2008),

이은희(2011), 김정연(2012), 양경희(2013), 장성민(2013), 김현미(2014), 장지

혜(2016ㄴ), 양경희(2016ㄱ; 2016ㄴ, 2017), 최영미·박영민(2019) 등 그 성과

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들 연구 중 원진숙(1995), 민병곤(2008),

김정연(2012), 김현미(2014), 장지혜(2016ㄴ)는 논증을 중심으로 설득적 글

쓰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한 연구이다. 이 중 원진숙(1995)은 논증적 글쓰기

로서 ‘논술’의 장르적 특성을 구명하고,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이론과 실제

학습자 텍스트 분석에 기반하여 잠재적 독자와 상호 작용하는 대화적 과정

으로서 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득적 글쓰

기 논의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나

와 의사를 달리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글’로 논술을 정의하

여 논증의 설득적 측면을 다소 부각하였는데, 이후 민병곤(2008)에서는 논

술이 ‘목표 독자’, ‘실제 독자’, ‘보편 독자’라는 다양한 층위의 독자와 주고

받는 일종의 대화 과정이며, ‘분석·평가’, ‘찬·반 논의’, ‘문제 해결’ 등 논증

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취할 수 있음을 논의하여 선행 논의의 공백을 채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김정연

(2012), 김현미(2014)의 논의는, 학습자의 설득적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 논증 도식과 논증 구조를 통해 설득적 글

쓰기를 정태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여 ‘대화적’인 ‘논증 행위’라는 선행 연구

의 전제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장지혜(2016ㄴ)는 대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논

의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론적 차원의 연구여서 구체적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구안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또한, 임천택·이석규(2008), 장성민(2013), 최영미·박영민(2019) 등의 연구

는 실제 학습자의 설득적 글쓰기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

히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양경희(2013)는 실제의 수업 사례를

통해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은희(2011), 양경희(2016ㄱ; 2016

ㄴ; 2017)는 설득적 글쓰기의 이론적 탐색을 통해 설득적 글쓰기의 본질

및 구성 요소를 밝히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한 연구들이다. 이 중

양경희(2013; 2016ㄱ; 2016ㄴ; 2017)의 일련의 연구들은 설득적 글쓰기의

독자 고려에 작용하는 요소를 분석하거나, ‘공감대 형성’, ‘태도 강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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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등 설득 수준을 체계화하고, 설득적 글쓰기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주

목되지 않았던 ‘주장 생성’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등 설득적 글쓰기 교육

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들 연구 중 특

히 장성민(2013)은 기존의 설득적 글쓰기 교육이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학습자의 경험적 논거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설득적 글쓰

기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보편 독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설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와는 변별점을 갖는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설득적 텍스트의 분석이나 텍스트화 전략 등을 중심

으로 설득적 글쓰기 논의를 전개해 나간 반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설득적 글쓰기에서의 필자의 사유 과정과 방식에 주목한 논의들도

있다. 이 중 민병곤(2004ㄱ)은 방대한 논증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체

계화하고, 실제 학습자들의 논증 텍스트 생산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논증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는 논증적 텍스트의 언어적·구조적 분석과 더불어 논증의 인지적 절차

를 규명하고 그것이 ‘현실에 대한 태도와 가치 기반’ 및 ‘인지·구조적 패턴’

에 의해 매개되는 것임을 밝혀, 텍스트화를 추동하는 논증적 글쓰기의 사

유 과정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설

(說) 양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한 주재우(2011)의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전제로 삼아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치와 윤리,

가치를 탐구하고, 유추와 예증, 예시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사유 과정을

중심으로 생성으로서의 설득적 글쓰기 교육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는 설 양식의 명제에 대부분 ‘무엇이 유익한가?’

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윤리적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논의하면서, ‘설득 행위는 상대방과의 대결이 아닌 윤리적 진전과 인격의

완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여 본고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설득적 글쓰기에서 가추적 추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소설 및 영

화의 추리 서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설계한 김영성(2009)의 연

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수사학 이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쟁점화

를 위한 내용 생성 전략’과 ‘합리화를 위한 내용 생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이정찬(2016)의 연구는 교육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 설득의 전략이

나 아닌 텍스트화 이전의 필자의 사유 차원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설득적

글쓰기 교육 방법론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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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해당 연구들은 그러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효과성이 규명되지 못한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안된 교육 내용이 실제 학습자

의 쓰기 활동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현행 설득적 글쓰기 연구는 주로 필

자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독자를 그러한 관점

으로 견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마련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

라 필자의 사유 과정보다는 텍스트화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다소간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 과정에서의 필자의 사유에 주

목하고 쓰기를 통한 필자의 인지적 변화와 수행 과정을 논의함으로써 결과

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설득적 글쓰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설득적 글쓰

기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자, ‘쓰기를 통한 인간의 형성’이라는 쓰기

교육의 본질과 설득적 글쓰기를 연결 짓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행 논의의 맥락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을 논증에 터한 탐구와 설득의 변증법적

수행 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가치 해석 글쓰기를 통해 필자 자신의

‘새로운 인식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교육론의 마련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문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텍스트와 학습 필

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텍스트 및 관련 자료들이다. 전문 필자의 가치 해

석 글쓰기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를 밝힘에 있어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전범(典範)이 되는

가치 해석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에서 비롯된 원리를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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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위함이다.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를 이

론화하기 위한 시도이며, 전문 필자의 텍스트는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

쓰기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얼개를 제공하고, 학

습 필자 쓰기 수행의 지향점을 설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학과 달리 작문의 영역에서는 전범, 혹은 정전(正典)으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으며, 고전 글쓰기의 경우 추상적인 원리 도

출은 가능하지만 상정하고 있는 담화 공동체 및 장르 관습의 거리로 인해

학습 필자들의 쓰기 양상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분석의 대상은 현대적 텍스트로 한정하되, 텍스트 선정의 기준으로

필자의 공신력(公信力)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 철학자와 전문 평

론가들의 글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현대 철학자 7인–쇼펜하우

어, 마르쿠제, 니버, 테일러, 샌델, 센, 르누아르 -의 텍스트의 경우 학습 필

자들의 작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의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학술적 담론이 아

니라 대중들을 대상으로 가치에 대해 해석하는 글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

문 평론가의 텍스트의 경우 10년 이상 활동한 전문 평론가 중 정기 간행물

을 통해 문예 비평과 시사 비평을 두루 작성해 왔으며, 평론집을 2권 이상

출간할 만큼의 저작물을 생산해 온 현대 평론가 3인 - 김종철, 신형철, 황

현산 -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쓰기 맥락이 상이한 장르의 글

들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를 도출함에 있

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제 양상을 모두 포괄하기 위함이었다. 철학자의 텍

스트는 주로 가치 개념의 직접적 탐색을 중심으로, 평론가의 텍스트는 주

로 대상·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한 가치 해석 글쓰기 양상을

보였으며, 대부분 윤리적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렇게 선정된 총 25편의 텍스트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5)

5) 철학자들의 텍스트는 단행본의 일부 장(章)을 대상으로 삼고, 분석에 전문을 참
조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평론가들의 텍스트는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칼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칼럼들은 모두 『발언: 김종철 칼럼집』 1, 2(김종철, 2016),
『느낌의 공동체』(신형철, 2011),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신형철, 2018),
『밤이 선생이다』(황현산, 2013)와 같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으므로 본고
의 인용문들은 단행본의 내용과 표기를 따른다. 다만, 전문 필자 글이 단행본으
로 출간되면서 수정된 양상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정기 간행
물에 게재된 내용들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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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자 제목 수록 매체 및 일자

1

쇼펜하우

어(Schope

nhauer,A.)

인간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

생론』(1851/2013, 을유문화

사)

2
마르쿠제(

Marcuse,L.)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철학』(1949/1989,

금성출판사)

3
니버(Niebu

hr, R..)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 사이

의 갈등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

회』(1960/1992, 문예출판사)

4
테일러(Ta

ylor, R.)
행복과 기쁨

『무엇이 탁월한 삶인가』

(1995/2014, 마디)

5
샌델(Sand

el, M.)
정의와 공동선

『정의란 무엇인가』(2009/2010,

김영사)

6
센(Sen,

A.)
위치, 타당성, 환상

『정의의 아이디어』

(2009/2019, 지식의 날개)

7
르누아르(L

enoir, F.)
에필로그

『행복을 철학하다』(2013/

2014, 책담)

8 김종철 보이콧의 아름다움 『한겨레』(2008.07.25.)

9 김종철 전광석화같이, 질풍노도처럼 『시사인』(2009.01.03.)

10 김종철 이게 인간의 나라인가 『한겨레』(2010.11.16.)

11 김종철 후쿠시마의 교훈과 ‘좋은 삶’ 『한겨레』(2012.12.31.)

12 김종철 증여의 원리, 삶의 토대 『시사인』(2013.02.09.)

13 김종철 국익이라는 관념, 악마의 논리 『경향신문』(2013.07.11.)

14 신형철 껍데기는 가라 『대학신문』(2006.12.12.)

15 신형철 애비는 조폭이었다. 『대학신문』(2007.05.05.)

16 신형철 그냥 놔두게, 그도 한국이야 『대학신문』(2009.09.12.)

17 신형철 고뇌의 힘 『대학신문』(2009.11.04.)

18 신형철 소설은 어떻게 걷는가 『문학동네』(2009.08.20)

19 신형철 146배의 능력 차이 『한국일보』(2011.01.17.)

20 신형철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 『광주일보』(2016.02.11.)

21 신형철 깊이 있는 사람 『경인일보』(2017.05.05.)

22 신형철 시기상조의 나라 『경인일보』(2017.06.01.)

23 황현산 나는 전쟁이 무섭다 『한겨레』(2010.05.28.)

24 황현산 체벌 없는 교실 『한겨레』(2011.01.07.)

25 황현산 황금과 돌 『한겨레』(2012.03.09.)

<표 Ⅰ-2> 전문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텍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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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준거틀을 마련한 다음 가치 해석 글쓰기

의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이 실제 학습자의 쓰기 행위에서 실현되는 양상

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로서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의

쓰기 교실에서의 조사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크

게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쓰기 수업은 연구자 본인이 진행

하였다.

예비 조사는 대학에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3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술 공동체에서의 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을 통해

학습 필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을 최대한 풍부하게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이후 1차 조사는 일반계 고등학

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9차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년 뒤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2차 조사가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때 정당화 기

제의 생성에 따라 필자의 인식이 갱신되어 가는 과정적인 양상을 살피기

위해 예비 조사에서는 대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2회, 1차 조사에서

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5회, 2차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2학

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4회의 다시 쓰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

석 대상은 1, 2차 조사의 학습자 및 해당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 산출물이

며, 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살피기 위해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6)

본 연구의 본조사에서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아 1년 간격으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수행한 것은 특정 학습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피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자료에서 출발하고, 자료에 대한 잠정적 아이디어를 구축하며, 추가적 경

험적 탐구를 통해 그 아이디어를 검토하는’(Charmaz, 2006/2013: 20)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의 논리에 기반을 둔다.

양적 연구의 경우 모집단의 대표성이나 결과의 통계적 일반화를 증가시키

기 위해 무작위 표집이나 할당 표집과 같이 상이한 대상을 표집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질적 연구의 경우 범주와 속성에 초점을 둔 자료가 포화

6) 예비 조사의 연구 대상 집단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대학교 평균보다 높은 편이
며, 본조사의 연구 대상 집단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과 유
사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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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동일한 학습자

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전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치 해

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을 이론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조사의 대상을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삼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치 해석 글쓰기가 논증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해당 글쓰기는 논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학습된 이후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습자들은 2011 개정 교육 과정을 적용 받았

으며, 2011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읽기 영역에서 논증의

개념이 처음 제시된다.7) 따라서 ‘논증’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정립

되었으되 ‘주장하는 글쓰기’가 아닌 본격적인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는 학습자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쓰기 수행과 교육적 시사점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버레이터(Bereiter, 1980)의 쓰기 발달

단계 구분을 참고할 때, 쓰기를 통한 인식의 심화와 새로운 의미의 생성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쓰기’ 단계에 해당하는 10학년 이상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8)

7)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중학교 / 쓰기

(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은 흔히 주장하는 글
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글의 구조와 주장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
침하는 근거가 나타난다. 이 둘은 논증의 관계를 이루는데,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을 파악한 후,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8) 버레이터의 쓰기 발달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단계 구분 학년 특성
단순 연상적
쓰기 단계
(Associative
Writing)

1학년
문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단순한

기억이나 연상 능력이 결합되어 떠오르는 생각
들을 옮겨 놓는 수준의 글쓰기 단계

언어 수행적
쓰기 단계
(Performative

writing)

2～5학년
단순 연상적 쓰기 단계에서 표기법, 문법, 문

단 형식, 장르적 관습 등 글쓰기의 규범이나 관
습에 대한 능력이 더해지는 단계

의사소통적 6～8학년 언어 수행적 글쓰기 능력을 가진 필자들이 독

<표 Ⅰ-3> 버레이터의 쓰기 발달 단계 구분(Bereiter, 1980: 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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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이 다룬 글쓰기의 주제는 예비 조사와 1차 조사에서는 ‘정의

란 무엇인가’, 2차 조사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였다. ‘정의’와 ‘행복’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접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필자가 지닌 내용 영역의

지식 수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치 해석 글쓰기가 지닌 속성을

포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거액을 주고 인간에게 위험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와 같이 찬반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

는 가치 평가적 논제의 경우, 학습 필자가 체득하고 있는 정책 논제 글쓰

기의 방식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다시 쓰기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선행

되어 고정된 채 이에 대한 논거만이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끊임없

이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고 모순을 탐구하는 쓰기 수행 과정의 확인이 원

활하도록 가치 개념의 탐색과 해석을 요하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9)

쓰기 단계
(communicative

writing)

자를 고려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갖추
게 된 단계

통합적 쓰기
단계(unified
writing)

9학년 이후
필자 자신이 독자가 되어 자기 글을 평가하고

고려하여 더 나은 글로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단계

인식적 쓰기
단계(epistemic

writing)
10학년 이후

통합적 쓰기 단계에 통찰이나 창조적 능력이
보태어진 단계로, 지식이나 쓰기 과정 등에 대
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단계

9) 분석 자료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조사 차수 -학습자 기호–자료 종류]이며, 자
료 종류의 경우 활동지는 A(Activity sheet), 성찰 일지는 R(Reflective journal),
쓰기 결과물은 W(Writing outcome)로 제시하였다. 조사 차수는 예비 조사는
ⓟ, 1차 조사는 ①, 2차 조사는 ②로 부호화하였으며, 학습자 기호는 일련 번호
로 제시하였으며 남학생인 경우 M(Male), 여학생인 경우 F(Female)으로 부호화
하여 M1, F1과 같이 표기하였다. 쓰기 결과물의 경우 초고는 W1, 수정고 1은
W2, 수정고 2는 W3과 같이 부호화하였고, 최종고는 WF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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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점과 방법

본 연구는 쓰기가 ‘끊임없는 인식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언어의 원심성을 긍

정함으로써 생성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에서 쓰기에 접근하는 바흐친의 대화

주의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본 연구

10) 전체 연구 대상은 148명이나, 그중 분석 대상은 2년 간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모든 분석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한 97명의 학습자로 한정한다.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SNUIRB No. SNU 1711/003-009.).

차수 대상 활동 내용 연구 목적 연구 자료 시기

예비
조사
[ⓟ]

서울 소
재 A 대
학교 3학
년 학습
자 32명

가치 해석
글쓰기
- ‘정의란
무엇인가’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
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 양상
확인
▪ 본 조사 설계
의 시사점 확인

▪글쓰기 결과물
2편(초고, 최종
고)
▪활동지
▪토론 개요서

2017.04.

1 차
조사
[①]

서울 소
재 A 고
등학교 1
학년 학
습자 148
명10)

가치 해석
글쓰기
- ‘정의란
무엇인가’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
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 양상
확인
▪ 가치 해석 글
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
용하는 영향 요
인 도출

▪글쓰기 결과물
5편(초고, 수정고
1, 수정고2, 수정
고3, 최종고)
▪활동지
▪성찰 일지
▪토론 개요서

2017.09.
～

2017.11.

2 차
조사
[②]

서울 소
재 A 고
등학교 2
학년 학
습자 135
명

가치 해석
글쓰기
- ‘행복이
란 무엇인
가’

▪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
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 양상
확인
▪ 가치 해석 글
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
용하는 영향 요
인 도출

▪글쓰기 결과물
4편(초고, 수정고
1, 수정고2, 최종
고)
▪활동지
▪성찰 일지

2018.11.
～

2018.12.

<표 Ⅰ-4> 연구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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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 헤센(Hessen)의 가치론과 헤

어(Hare), 베이어(Baier) 등의 메타 윤리학을 검토하고, 가다머(Gadamer)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합리성의 지위를 밝혀 가치 해석

글쓰기가 여타의 설득적 글쓰기와는 변별되는 한 장르로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 기제

생성이 논증에 터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논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

하였다. 논리학의 정태성, 화용론의 절차성 차원의 논증이 아니라 필자의

인식적 성장을 향한 인식론적 행위로서 논증에 접근하기 위해 신수사학의

논증 이론을 기반으로 삼았다. 확정적 결론의 도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

화와 탐구를 통한 현존하는 상황의 변화를 목표로 삼는 신수사학의 논증

이론은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작문 이론에서의 담화 통합

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 실제 학습자들의 대화적 작문 수행 과정을 분석하

는 세부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였다.

본고는 이론적 검토와 전문 필자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준거 틀을 설정한

뒤, 실제 쓰기 교실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산출

된 일련의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 방식은 텍스트에서 내용적 정보를 추출하고,

이론적으로 도출된 범주 체계를 자료상에서 검증하고 비교하는 것

(Mayring, 1983/2007: 24-41, Gläser & Laudel, 2010/2012에서 재인용)이다.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근거 이론과 유사성을 갖지만, 근거 이론의

경우 제한된 예비 지식으로 인해 구조화된 변수나 작용 요인을 따져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귀납적으로 자료에 접근하여 근거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반면, 질적 내용 분석은 이론에 근거를 두고 텍스트에서

추출한 정보를 범주에 따라 정돈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때 텍스트의 정보 추출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체 텍스트를 읽고

매 단위마다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평가범주로 배열

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질적 내용 분석은 연역적·귀납적인 성격을 모

두 갖기 때문에 근거 이론에 비해 체계성을 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원용한 연구 방법은 글래저와 라우델(Gläser &

Laudel, 2010/2012)의 질적 내용 분석이다. 이들은 마이링(Mayring)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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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 분석이 폐쇄적인 범주 체계를 적용하고 빈도 분석을 위한 표준화

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까닭에 텍스트로부터의 복합적인 정보 추출을 불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질적 내용 분석 과

정을 제안하였다. 글래저와 라우델의 질적 내용 분석 과정은 추출 준비-추

출-정리-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마이링의 방법론과 달리 범주 체계

가 개방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필요한 정보가 텍스트에는 있지만 설정

한 범주 체계에는 없는 경우 추출 과정에서 기존의 범주 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 과정을 살피면 ‘추출 준비’ 단계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추출

할 변수(분석 단위)들을 결정한다. 여기에 더해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관한 정보를 ‘원인’ 차원으로, 이 변수가 다른 중

요한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정보가 텍스트에 있으면 ‘작용’

차원에 포함시킨다.

‘추출’ 단계에서는 하나의 단락을 읽고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 어떤 평

가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하나의 정보가 상이한 여러 변

수에 배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관된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텍스트에 있는 정보가 범주에 의해 적절히 기술되지 않으면 새로운

범주를 만들 수 있지만 이론적 검토 단계에서 도출한 범주와 변수는 유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데이터 간의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보 추출은 연구자의 해석에 기반을 둔 과정이

되, 항상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출 규칙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정리’ 단계에서는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여 잉여 내용을 배제하고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추출된 데이터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의미가 동일한

정보를 통합하거나, 오류를 제거하고, 모순적 정보에 대한 표기를 수행하

되, 다양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며 모든 단계를 기록한다.

‘평가’ 단계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해당 사례를 원인과 작용이라는 인과

적 기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과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

이며 이론으로의 편입을 포괄한다. 인과적 기제의 규명은 비교 분석을 통

해 완성된다. 어떤 요인이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어

떤 요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지, 서로 다른 조건임에도 동일한 작용이

나타났다면 원인 중의 어떤 요인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동일한 조

건임에도 작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면 지금까지 분석에 포함된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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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떤 요인이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 것인지 등을 규명하고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때 유형화는 사례마다 등장하는 조건을 유형화함으로 실시

되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장려 조건, 장애 조건, 저지 조건 등 구체적

조건의 탐색이 요구되며 직접적으로 사례들에 연결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글래저와 라우델의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된 바 없는 정당화 기제 생성의 영향 요인, 즉 정당화 기제

생성을 추동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고는 학습자의 최종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뿐만 아니

라, 정당화 기제 생성을 추동하는 원인을 여러 차례의 다시 쓰기 과정을

살펴 역추적하고 결과물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여러 관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정당화 기제가 생

성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인식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원인’과 ‘작용’이라는 질적 내용 분석의 범주는 ‘정당화 기

제의 생성’이라는 쓰기 현상에 대해 그것의 주체, 행위 조건, 그 결과를 모

두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범주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기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구도를 제시하여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교육 내용을 구안하

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정련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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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①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및

원리 도출 – ② 전문 필자 글쓰기 분석을 통한 준거 틀 설정 – ③ 학습

필자 글쓰기의 질적 분석을 통한 양상 및 영향 요인 확인 – ④ 교육 내용

설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② 전문 필자 글쓰기 분석’ 단계를 설

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

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원리는 다소간 연역적인 것으로, 이것이 교

육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이론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의 가치 해석 텍

스트에서 그러한 생성 원리가 확인되고 실제의 장르 속에서 다듬어질 필요

목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Ⅱ장

▪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및 장

르적 특성 정립
▪ 문헌 연구

▪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

제의 특징 및 생성 원리 도출

▪ 전문 필자 글쓰기 분석을 통한 

학습자 글쓰기 질적 내용 분석의 

준거 틀 설정

▪ 문헌 연구 및 텍스트 분

석

  - 전문 필자 텍스트 25편 

Ⅲ장

▪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 양상 분석

▪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

석

▪ 질적 내용 분석 

  - 학습자 쓰기 결과물·성찰 

일지·쓰기 활동지(고등학교 

1학년 97명, 고등학교 2학

년 97명)

Ⅳ장
▪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 교육 설계
▪ 교육 내용 설계

<표 Ⅰ-5>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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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전문 필자 글쓰기를 분석하는 것은 이론에서 비롯된 원리

를 회귀적으로 검토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학습

필자 글쓰기 분석의 준거 틀을 설정하고, 학습 필자들이 가치 해석 글쓰기

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지향해야 할 도달점과 방향성을 확인하여 교

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와 ‘정당화 기제 생

성’에 대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가치 해석 글쓰기란

무엇이고, 정당화 기제 생성을 ‘잘 수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며, 그 둘의

관계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습 필자들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우수하

다고 판단되는 양상들이 전문 필자들의 그것과 유사성을 갖는다면 일반화

된 교육 내용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이론 및 전문 필자들의 글쓰기에서 추출된 원리를 단순히

학습 필자들에게서 확인하거나 적용하는 연역적 수행에 머물지 않고, 학습

필자의 글쓰기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 차원의 원리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귀납적인 과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를

이론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즉, 전문 필자 글쓰기 분석은 귀납

과 연역을 오가는 분석 과정에서 일종의 가교(假橋)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본고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이 필자의 사유 과정 차원과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에서 모두 수행되는 것

이라고 할 때, 필자의 사유 과정과 사유의 텍스트화는 선후를 가지는 절차

이거나, 혹은 명확히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작용을 통해 복

합적이며 회귀적으로 전개된다.11) 다만 필자의 쓰기 수행 과정의 세밀한

포착과 이를 통한 교육 내용의 마련을 위해 원리와 양상의 제시에 있어 이

를 구분하여 제시하되, 교육 내용의 설계에 있어서는 실제 쓰기 현상에 부

합하도록 두 가지 차원을 복합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필자의 사유 과정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인지 과정 연구에서 부딪히는 근원적인 어려움으

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필자 텍스트의 경우 여러 차례의 다시 쓰기 과정

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텍스트의 발전 과정을 섬세하게 확인하고 각 단

11) 실제로 글을 써나가는 행위, 즉 가시적으로 문장의 연쇄들을 적어 내려가는 텍
스트화 행위 자체가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김혜연(2014)에서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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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학습 필자가 작성한 성찰 일지, 메모, 활동지 및 쓰기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이라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사유 과정 차원에서

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시 쓰기의 과정에서 변

화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정당화 기제를 생성해 가는 수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필자의 선택과 배제, 머뭇거림과 조정의 흔적들이 곧

사유의 과정 속에서 필자가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기 위한 의도를 배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유 과정 차원의 수행 양상 확인이 가능한

학습 필자의 글쓰기와는 달리 전문 필자의 경우 사유의 과정이나 글쓰기의

과정이 기록된 전문 필자의 가치 해석 텍스트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텍스트화 차원이 아닌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양상은 완성된 텍스트를 통

해 필자의 사유 과정을 ‘역추론(逆推論)’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는 점에 이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필자의 사유 과정이 텍스트적 실현

과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텍스트가 한 번의 사유로 완성되는 것

이 아니라 사유를 거듭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조정되고 발전되는 것임을 고

려할 때, 결과물로서의 텍스트만으로는 필자가 정당화 기제를 생성해 나가

는 이러한 겹겹의 수행 과정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되,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필자의

사유 과정을 역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법론적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전

제로 삼는다. 이는 언어화 이전의 필자의 의미 구성 과정, 즉 사유 과정을

텍스트를 통해 추론하는 것이 문학 연구 및 고전 표현론의 영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방식이라는 점과(염은열, 1999; 이지호, 2002, 주재우,

2011), 텍스트 분석이 필자의 인지적 표상에 대해 의미 있는 흔적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는 쓰기 교육의 방법론적 논의를 고려한 것이다(Sanders

et al., 2006/2015). 이에 따라 텍스트 자체는 정태성을 갖지만, 시간에 따른

적층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여 텍스트를 통해 필자들이 무엇을 해석의

초점으로 두고, 무엇을 전제로 삼고 어떤 외적 논의들을 어떻게 가져와 대

화적 과정을 거쳤을 것인지를 재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사유 과정의 맥락

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추론의 과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 속에서 본 연구는 ‘순환적 분석’의 방

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생성 원리의 틀 속에서



[그림 Ⅰ-1] 본 연구의 순환적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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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필자 텍스트에 드러난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를 분석하되, 이를

준거로 삼아 학습 필자들의 텍스트에 학습 필자의 사유 과정이 어떤 방식

으로 흔적을 남기는가를 살피고, 이를 다시 전문 필자 텍스트 분석에서 사

유 과정을 추론하는 근거로 삼는 회귀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근거

이론에서의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론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앞뒤로 오가며 자료를 정제’하

는 질적 자료 분석 절차에 근거한다(이동성 &김영천, 2014).

아래에 제시된 [그림 1]은 본 연구의 순환적 분석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

타낸 것이다.

귀납

   
      이론적 고찰 및      전문 필자 글쓰기 분석     학습 필자 글쓰기 분석

      생성 원리 도출 

연역

이는 견고한 인식론적 출발점을 가정할 수 없을 때, ‘순환적 후퇴’ 속에

서 정합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각 믿음 간의 정합(coherence)에 의해 믿음

이 정당화되며 인식을 구성한다는 인식론적 ‘정합론’에 토대를 두는 것이기

도 하다(Steup, 1996/2008: 205-206). 즉,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 전문

필자 글쓰기 분석 – 학습 필자 글쓰기 분석’의 각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정합성 있는 체계의 전체 맥락 속에서 각각에 최선의 해석을

도출하고 분석적 일반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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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과 정당화 기제 생성의 본질

1)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및 특성

⑴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가치’의 의미를 해명

해야 할 것이다. ‘가치’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넓은 범주의 의미로 ‘기술적(descriptive) 술어’에 해당하는 ‘사

실’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비판적 술어 및 찬반(pro and con)

술어’를 포괄하는 개념(김영정, 2005: 19-20)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을 받아들인다면 가치 해석 글쓰기는 ‘사실’을 해석하는 글쓰기와는 달

리 객관적인 정보나 원리가 아닌 필자의 비판이나 찬반과 같은 판단을 해

석하는 글쓰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때 가치 해석 글쓰기는 설

득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설득적 글쓰기가

필자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 규정은 가치 해석 글

쓰기의 본질을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며, 따라서 가치에 대한 좁은 범주의

개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가치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

성” 또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좋음’이나 ‘욕구할 만함’이라는 특성을 전제하는 좁은 범주의 개념 규

정에 해당한다. 전자의 개념이 ‘고전의 현대적 가치를 이해한다.’와 같이 대

상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만족스러운 성질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의 개념

은 ‘글을 통해 필자와 독자 간 가치를 공유한다.’와 같이 주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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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둔다. 즉, 전자가 비인격적인 대상에

부착되어 있는 ‘사물 가치’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인격적인 본질에만 주어

질 수 있는 ‘인격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Hessen, 1959/1992: 81).

이러한 가치들은 감각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도 구분되는데, 감각적 가치

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쾌락이나 유용성을 의미하는 반면, 정신적 가치는

인식적 가치(眞), 윤리적 가치(善), 미적 가치(美), 종교적 가치(聖)와 같이

보편성을 담지하며 그 자체로 목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간 가치론에서 ‘도구적 가치’가 여타의 가치들과는 위계를 달리 하는 것

으로 여겨져 온 것은 도구적 가치가 또 다른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사물 가치이자 감각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Hessen,

1959/1992, Scheler, 1921/1998; Spranger, 1928).1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

여, 본고에서는 쓰기를 통해 좋은 삶에 대한 필자의 지평을 확장하고 스스

로를 정향한다는 쓰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치를 그 자체로 지향할

만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정신적 가치로 한정하며, 특히 인격 가치

에 해당하는 윤리적 가치에 주목한다.

한편, 가치의 개념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요성’이나 ‘목표’와 같

은 가치의 의미가 ‘인간과의 관계’나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통해 만들어진

다는 점이다. 주체와의 관련성을 통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헤센(Hessen, 1959/1992)의 현상학적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헤

센은 가치가 가치 이념(理念), 가치 질(質), 가치 체험(體驗)의 세 가지 측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치 이념은 인식적(眞)·윤리적(善)·미적(美)·

종교적(聖)인 가치의 유개념, 즉 가치의 내용을 의미한다. 가치 질은 주체

에게 가치 체험을 매개해주는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 윤리적 가치는 누

군가의 행위나 인격이, 미적 가치는 음악의 선율이나 그림의 색채가 가치

현상의 계기가 된다. 가치 체험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행복감,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아이를 구한 소방대원에게서 느끼는 숭고함

등 주체가 내적 경험을 통해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가치

현상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며 가치를 느끼고 있는 주관과 밀

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에서 헤센은 “가치는 항상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12) 정신적 가치 중 미적 가치는 사물 가치에 해당하며 감각적 쾌감처럼 직관적인
요소를 갖지만, 윤리적 선처럼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도구적 가치
와는 구별된다(Hessen, 1959/1992: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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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주관은 개별적인 주관성이나 상대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초개인적으로 타당성을 승인받을 수 있는 주관 일반을

뜻한다. 단순히 개인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담지할 때 가치

이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치 이념의 차원에서

미적 가치는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의 문제를 다루되, 단순한 쾌락이 아

니라 대상에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아름다움에 의거한다는 점

이 그러하다. 특히 윤리적 가치는 ‘선한 것’, ‘옳은 것’의 문제를 다루며 궁

극적으로 ‘좋은 삶’을 지향한다. 이는 나에게 선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

대상과 상황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선하고 좋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며(Hessen, 1959/1992; Hare, 1963; Woodhouse,

1975/1992), 각 사상의 개별적 국면들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모든 종류 전

체와 이에 대한 해석의 총체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전체성을 지닌다

(Woodhouse, 1975/1992).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가치에 대해 특정한 태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판단을 보다 많은 사람들

의 합의에 기반하여 보편의 차원으로 심화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가치들은 그 자체로 보편적 동의의 대상이지만, 가치의 질(質)이 주체에

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현상되거나 적용될 필요

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별 주관들 간의 불일치와 갈등이 생겨난다. 즉, 특

정한 대상을 통해 실현되는 미적 가치, 혹은 행위나 인격을 통해 실현되는

윤리적 가치는 저마다 다르게 체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개별 주체들의

판단이 그 자체로 보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를 통해 보편으로 향해

갈 필요가 생겨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의 경험이 국어과나 사회과에서 훌

륭한 가치 탐구의 방법론으로 여겨져 온 것 또한 문학이 삶의 제 국면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언어적 구조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윤리적 가

치에 있어 특정한 도덕적 명제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이 그러한 명제 자

체가 실제로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한 판단

이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명제임을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Hare, 1963)이라는 헤어의 논의는 윤리적 가치의 이러

한 속성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헤센이 정신적 가치 중 윤리적 가치가 여타의 정신적 가치에 비해 최상의 지위
를 차지한다고 한 것은 윤리적 가치의 이러한 보편성과 전체성의 차원에 대한
천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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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치 판단의 정당화에는 전제(premise)로서 사

실 판단이 작용하게 되는데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판단으로 사실 판단을 지지하는 정책 논

제와의 가장 큰 변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14) 예컨대, ‘출산 지원 정책을 늘

려야 한다.’는 정책 논제는 출생률 통계나, 국가별 출산 지원 정책의 현황

비교와 같은 사실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친구는 나의 잘못을 숨겨 주었다.’라는 사실 판단

이 ‘그래서 의리 있는 친구다.’로 이어질 수도, ‘그래서 의리 없는 친구다.’

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의의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나

아가 선의를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선의의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가치의 설득은 사실의 진위나 정책

의 유용성을 설득하는 것에 비해 결론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특징을 지닌

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가치 설득’은 ‘가치 해석’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 ‘가치 설득 글쓰기’와 ‘가치 해석 글쓰기’를 변별하여 사용

한 것은, 쓰기를 통해 가치 판단을 정당화해 감으로써 이러한 불확정적이

며 불명료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명료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필자의 내적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의 목적이 이해를 완수하

는 데 있다(Gadamer, 1990/2012: 321)는 가다머의 논의는 가치 해석 글쓰

기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 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설득적 글쓰기 중 정책 논제 글쓰기와 비교할 때, 정책 논제 글

쓰기는 ‘저출생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같은 구체적인 특정 독자를 주된 설

14)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을 사실에 기반을 둔 논증(forensic), 가치에 기반을 둔
논증(epideictic), 정책에 기반을 둔 논증(deliberative)으로 분류하여, 각각은 법정
논증, 의례 논증, 의회 논증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를 다루는 논증에 해당한다(Aristotle, 미상/2007). 이 중 가치 해
석 글쓰기는 주로 가치 논제를 다룬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의 관점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의 경중을 따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정
책 논제의 경우에도 그 논증 과정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
다. 그러나 정책 논제는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가치 논제의 경우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이민형, 2016). 다만 본고에서는 ‘논제’
가 대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진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함으로써 가치문제를 해결하는 글
쓰기 일반을 ‘가치 논제 글쓰기’가 아닌 ‘가치 설득 글쓰기’로 명명하고, 이 중
‘해석’의 측면에 주목한 ‘가치 해석 글쓰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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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대상으로 삼는 반면, 가치 해석 글쓰기는 보편적인 이성적 존재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전자가 객관성의 외피를 두른 특정성을 추구한다면, 후자

는 보편을 향해 가는 주관성일 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보편을 추

구하는 객관성을 특징으로 삼는 논리학적 글쓰기와도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이러한 특성은 페렐만의 보편 청중(universal

audience)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 설득은 청

중의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실현되는 논증 행위이며, 따라서 ‘진실’이나 ‘명

증한 진리’가 아니라 ‘진실임직한 것’과 ‘청중이 승인하는 것’에서부터 논증

이 시작되고 또한 그것이 논증의 목적으로 기능한다. 단일한 논리적 규칙

이나 이성적 추론만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가치문제의 특성상

추론의 합리성과 결론의 타당성은 청중의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는 점에서 신수사학의 관점은 가치 해석 글쓰기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토

대를 제공한다. 이때 페렐만의 ‘청중’ 개념은 ‘보편 청중’과 ‘특정 청중

(particular audience)’으로 나뉘는데, 페렐만이 의미한 보편 청중은 “화자가

자신의 논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든 사람”(Perelman,

1982: 14)을 의미하는 것으로 페렐만 수사 이론의 핵심이다. 예컨대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윤리학 전문가 전체’는 특정 청중이며, 현

존하는 윤리학자들을 비롯한 ‘윤리학의 법칙과 원리들을 배울 능력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의 집합’은 보편 청중이 된다.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치, 이익, 목적 등의 일치에 의해 구성되는 특정 청중과 달리, 보편 청중

은 화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보편적 이성 기준을 지닌 것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내적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15) 특히 “보편 청중을 향한

열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명령과 ‘모든 사람’의 청중

을 인식하겠다는 희망에 대한 인식”(Crosswhite, 1996/2001: 196)이라는 점

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는 “독자를 증거나 방법론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

15) 페렐만은 자유, 정의, 평등 같은 가치들을 정당화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보편 청중 개념의 합리화를 시도했으며, 신수사학을 정초했다고 밝
힌 바 있다(Maneli, 2006). 이를 통해 볼 때 보편 청중 개념이 논증적 글쓰기의
어떠한 준거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정희모, 2012)은 정책 논
제 글쓰기에는 해당되는 논의일 수 있으나,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보편 청중은
“대단히 회의적이며 집요할 만큼 비판적인, 즉 대단히 수준 높은 증거를 고집하
는 어떤 대담자”(Crosswhite, 1996/2001: 324)로서, 가치의 보편성을 구현할 원리
로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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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Nelson, Megil&McCloskey, 1987/2003: 7) 독백이 아니라, 보편 청중

을 향한 대화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치 해석 글쓰기는 그러한 보편을 향해 가는 도구인 논증에 기반

을 둔다. 가치 해석 글쓰기는 특정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며, 가치 판

단에는 그것이 가치인지 아닌지, 어떤 종류의 가치인지, 대상의 어떤 성질

에서 가치가 드러나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추구할 만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평가가 개재된다. 이는 특정한 가치 판단은 그

것을 지지해 주는 정당한 이유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Hare, 1952;

Toulmin, 1950; 1958; Singer, 1963; Baier, 1965)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에

서 필자의 가치 판단이 주관적이되 ‘보편적인 주관 일반’과 관련된 간주관

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당화의 과정에 기인한다. 이러한 논증에

기반을 둔 정당화의 과정은, 동일하게 가치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드러낸

다고 하더라도 가치 해석 글쓰기가 문학 작품이나 경전 등과 장르적 차별

성을 가지는 근거가 된다. 툴민은 합리적 추론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적 근

거에서 가치 판단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추론을 ‘평가적 추론’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는 “평가적 추론을 통해 보편의 차원

에서 가치 개념 및 가치 명제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함으로써 가치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글쓰기 양식과 쓰기 행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윤리적 가치 해석 글쓰기

는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 당위에 대

해 삶 전반의 전체성에 터해 정당화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는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 향하는 지향성을 가지며, 그러한 지향은

‘추구할 만한 가치’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

는 가치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윤리적 가치는 논리

적, 미적, 종교적 가치와 같은 정신적 가치들 중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표면적으로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글쓰기의 기저에 윤리적 가치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은 쓰기 교육에서 가치, 그중에서도 윤리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아

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논설문 쓰기 과정에

서 존엄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책 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인간의 존

엄성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건

의문 쓰기 과정에서 왜 유기 동물 보호 센터가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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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공존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윤리적 가치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확고한 정당성의 마련이 어렵다. 심지어 문예 비평문 쓰기 과정에서 백석

의 시가 왜 아름다운가를 설명하는 필자는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대와

연대라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해명을 통해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즉, 삶을 다루는 쓰기는 가치문제에 기반을 두며, 그 기저에는 상당 부분

어떤 윤리적 가치가 왜 중요하며, 이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 해석 글쓰기는 다른 사람이 해

놓은 판단의 결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평에서부터 비

롯된 글쓰기의 기저에 가장 근원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치의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는 쓰

기 활동을 통해 인식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획득하는 일이자, 획득된 가

치를 내면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⑵ 가치 해석 글쓰기의 장르적 특성

그간 쓰기 교육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장르들의 체계 속에 가치 해석 글쓰

기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교육적

설계를 위한 필수 작업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논증(argumentation) 구조, 서

사(narration) 구조, 기술(description) 구조, 설명(exposition) 구조와 같은

텍스트 구조 중심의 분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Brinker, 1992/1994, Van

Dijk, 1980), 설득하기, 정보 전달하기, 자기 표현하기, 교류하기와 같은 언

어 사용 기능 중심의 분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현행 국어 교육에서는

기능 중심의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네 가지로 쓰기 유형을 분류하고, 기사문, 비평문, 편지글, 수필

등 각각의 세부적 장르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분류 하에서 논

증에 기반을 둔 가치 해석 글쓰기는 ‘설득적 글쓰기’의 하위 장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발화 수반 행위라는 기능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가치 해석 글쓰기는 광고문, 혹은 건의문과 같은 일반적인 설득적 글

쓰기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치 해석 글쓰기는 특정 독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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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온전히 호소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기보다는, 보편 독자를 향한 탐구와 성찰의 기능까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치 설득 글쓰기’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가치 설득이 가치 해석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가치 설득 글쓰기’와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계를 명확히 구획할 수는

없으나, 쓰기 과정에서 결론이 잠정적인 것으로서의 지위를 갖는가, 필자의

가치 판단에 대한 설득이 보편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가치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인식의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 쓰기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는가

가 이 둘을 변별하는 단서가 된다. 즉 가치 설득 글쓰기와 가치 해석 글쓰

기는 다루고 있는 논제나 혹은 장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글쓰기 목적 차

원에서 구별되는 것으로16), 이러한 차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로 하

여금 주관에서 시작하여 보편 청중으로 상정되는 보편성을 향해 탐구를 지

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변별적 특성은 기능 중심의 분류만으로는

도출되기 어렵다. 기능 중심 분류의 문제는 비단 가치 해석 글쓰기에만 해

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보고서’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학습

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기행문’이 정서 표현을 위한 것일 수도, 정보 전

달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과 같이(주재우, 2012) 실제의 쓰기 장면을 포

괄하기에는 다소 범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텍스트의 기능은 텍스트

내적인 자질이 아닌 상황 맥락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

으로(김봉순, 2010), 작문 교육의 관점에서 안정된 교육 내용의 마련을 위

해서는 텍스트 내적인 자질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16) 가치 논제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가치 논제 토론 수업을 설계한 이민형
(2016)은 ‘가치 논제’를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 혹은 평가(옳고 그름, 바람
직함, 정당함 등)’가 진술된 논제로 정의한 바 있으며, 해당 논의에서 다루는 논
제는 찬/반으로 나뉘는 쟁점을 갖춘 ‘가치 명제’에 한정된다. 반면 본고에서 말
하는 ‘가치 해석 글쓰기’는 ‘용기란 무엇인가’와 같이 표면적으로 찬/반의 쟁점이
드러나지 않는 ‘가치 개념 논제’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치에 대한
필자의 평가적 판단이 개재되어 있다면 가치 해석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 개념역에 차이가 있다. 이 때 ‘가치 논제 토론’이 ‘가치 해석
담화’보다 ‘가치 설득 담화’에 가까운 것은, 다루고 있는 논제 자체의 차이라기보
다는 가치 명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결론)이 고정되어 있으며 논제에 대한 화자
의 이해의 심화 자체가 담화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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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텍스트의 구조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 다이크가 언급한 텍스트 구조의 세 가지 차원 –

미시구조(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초구조(super-structure)

- 중 초구조 개념이 텍스트 유형 간의 변별점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유

효하며(Van Dijk, 1978/2001), 브링커와 반 다이크의 ‘서사 구조, 기술 구

조, 설명 구조, 논증 구조’ 등을 참고하여 분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Brinker, 1992/1994; Van Dijk, 1980).

한편 김봉순(2010)은 장르 분류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텍스트 분류 기준

설정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문예학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성격이 ‘자아(주관) - 세계(객관)’ 중 어

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논

설문’, ‘논평’ 등은 ‘자아에 무게가 있는’ 유형으로, ‘보고문’이나 ‘사전’ 등은

‘세계에 무게가 있는’ 유형으로, ‘감상문’, ‘수필’ 등은 ‘자아와 세계가 상응

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 또한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장르적 특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위상 정립에 유용한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퍼브스 외(Purves et al., 1984, 권태현, 2015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학교 작문의 일반 모형 또한 기존의 장르 분류를 다소간 재구성하

는 데 일련의 시사점을 준다.17) 이들은 학교 작문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17) 해당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인지 과정 재생산 구조화/재구조화 창조/생성

영역/의도
(목적)

 기본 내용

기본 독자

사
실

사
고 사건

시각이미지, 
정신상태, 

사고

사고, 정신상태, 
대안적 세계

1. 학습
(메타언어적) 자신 베껴 쓰기

받아 적기

(듣거나 읽은) 
이야기 
재생산

노트/이력서
/요약/개요/
바꿔 표현하기

책에 메모하기/은유/
유추

2. 정서 전달
(정서적) 자신/타인 의식의 흐

름

개인적 
이야기 묘사 반성적 쓰기

- 개인적 
에세이

전통적 
문 학 
장르 / 
네 가
지 목
적 중 
하 나 
이상이 

개인적 읽기와 편지

3. 정보 전달
(지시적) 타인 인

용

양
식 
채
우
기

서사문/보
고서/뉴스/
지시문/전
보/공고문/

회람

지시문/묘
사문/기술

적 
묘사문/전
기문/과학(

설명적 쓰기
- 정의
-학문적 

에세이/기사
-서평

<표 Ⅱ-1> 퍼브스 외(Purves et al., 1984)에서 제안한 학교 작문의 일반 모형(권

태현,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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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쓰기의 기능적 목적뿐만 아니라 인지 과정,

쓰기의 독자와 내용, 담화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모형은 학교 작문의 목적을 ‘학습, 정서 전달, 정보 전달, 설득, 즐거

움과 기쁨’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인지 과정은 인지적 성숙도에 따

라 ‘재생산 -구조화/재구조화 -창조/생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

른 담화 유형도 ‘문서적 담화 -진술적 담화 -탐색적 담화’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 독자를 ‘자신/타인’으로, 기본 내용은 ‘사실/사고’로 나누어 각각

에 해당하는 학교 작문의 하위 장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어 교육에서

의 기본적 기능 분류에는 없는 ‘학습 목적 글쓰기’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국어 교육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쓰기’ 영역이 설정

된 바 있으나,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을 근거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학습을 위한 쓰

기가 실제 교실 장르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국어 교육 내에서도 그 이론적

기반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이영호, 2012; 김혜연, 2016, 유

상희·서수현, 2017; 장성민, 2018) 교실 장르로서 학습을 위한 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순한 재생산으로서의 쓰기나 구조화

/재구조화로서의 쓰기와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쓰기를 구별하였다는 점이

다. 현행 쓰기 교육과정에서 학년군별 내용 요소 간 위계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고려할 때, 쓰기 과정에 요구되는 인지적 성숙도에 따른

텍스트 분류는 위계화를 고려하여 쓰기 교육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 셋

째, 단순한 발화 수반적 기능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독자와 내

용, 그것의 수준이 쓰기 장르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

시한 것이다. 자신을 독자로 삼는 글과 타인을 독자로 삼는 글, 구체적 사

실험)보고서 -논평

결합된 
담 화 
유형

4. 설득
(능동적) 타인

전문가, 권
위자로부터 
인용

지원서 논증적/설득적 
쓰기
-사설
-비평

개인적 견해와 관점을 담은 
진술서

5. 즐거움과 
기쁨(시적) 타인 시나 산문 

인용

결말 쓰기, 
이야기 

다시 쓰기

단어 묘사, 
수필

오락적 쓰기
-패러디
-시 쓰기

담화유형 문서적 
담화

진술적 담화 탐색적 담화
서사 묘사 해석적(설명

적/논증적) 문학적설명(explan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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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나 사건을 다루는 글과 추상적 사상을 다루는 글의 구분이 그것이

다.18)

본고에서는 퍼브스 외의 논의에서 제시한 세 가지 시사점 중 특히 세 번

째, 쓰기 목적뿐만 아니라, 독자,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장르 구분을 세분

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선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독자’의 경우, 퍼

브스 외의 모형은 기본 독자를 ‘자신/타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더 나아

가 ‘타인’으로 표현된 필자가 표상하는 외부적 독자는 특정 독자와 보편 독

자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 독자와 보편 독자의 구분은 학습자 대부분의

학교 작문이 실제적으로는 글을 평가하는 교사를 독자로 삼아 이루어짐으

로써 그 본질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과학 실험 보고서는 이를 평가하는 교사나, 동료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지식과 근본 원리를 기술해

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보편 독자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

문이나 기사문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를 재현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

를 보편의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를 알리거나 설명하고

자 하는 필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읽는 특정 독자

의 상황과 인지 수준에 맞춰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독자와 보편 독자를 구분하여 담화 유형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담

화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탐색의 수준과 의사소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

체적 표현 전략의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퍼브스 외가 제시한 또 하나의 기준인 ‘내용’의 경우, 이들은 구체성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사실’과 ‘사고’를 분류한 바 있으나, 실제로 모든 종류

의 글쓰기는 의미 구성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사상’

어느 하나만이 드러날 수 없다. 따라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구체’와 ‘사고’가 아닌 ‘실용 문제(pragmatic problem)’와 ‘개념 문제

(conceptual problem)’으로 나누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

18) 그러나 해당 모형은, 학습을 위한 쓰기가 요약이나 메모 등과 같은 낮은 수준
의 수행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학술 논문 등과 같이 고차적인 차원의 사고를
요하는 양식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 또 국어 교육 내의 작문 영역에서 다루어
지지 않는 문학적 쓰기를 가장 높은 수준의 위계로 설정하였다는 점, 여전히 기
능 중심의 분류여서 결과적으로는 장르류와 장르종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다는 한계를 여전히 노정한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 내의 쓰기 교육 체계로 적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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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 기본 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와 같이 ‘누군가 무엇을 행동으

로 옮길 때에만’ 해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행동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된다.

반면 개념 문제의 경우 ‘성찰적 사고란 무엇인가?’와 같은 특정 개념이나

‘정당한 폭력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현상, 주제, 명제에 대해 더 깊이 ‘이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의미를 찾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Williams

& Colomb, 2007/2008: 34-3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구조’, ‘초점’, ‘독자’, ‘내용’에 따라 인접 장르

와의 관계 속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장르적 특성

을 정리해볼 수 있다. 해당 기준들은 텍스트 자체에 내재된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속성이며, 담화의 기능 및 내용과도 일정 부분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인접 장르로는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 가치

설명 글쓰기, 문학 작품, 그리고 정책 논제 글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우선,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의 경우, 논(論), 설(說), 원(原)19), 철

학 논문, 학술적 에세이 등이 해당한다. 이는 논증적 구조를 통해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개념 문제를 주로 다루며, 보편 독자를 지향한다

는 점에서는 가치 해석 글쓰기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같은 ‘정의(正

義)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학술적 글쓰기가 필자의 주관성보다

는 텍스트 내에 제시된 외현적인 가치 자체(세계)에 대한 논리의 완결성을

중시하는 반면 가치 해석 글쓰기는 필자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은 자아의

주관성이 전제되고 그것이 논의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

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논증함에 있어 객관적 세계로서 ‘정의’에 대

19)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의 경우 전통적 글쓰기 양식인 논변체(論辨體) 산
문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논변체 산문 중 윤리적·미적 가치만을 대상
으로 삼은 것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논증에 기반하여 의론을 중심으로 사리를
분석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와 유사한 양식성을 갖
는다. 논변체 산문 중 추상적 개념이나 가치, 도리의 문제를 다루는 양식에는 논
(論), 설(說), 원(原) 등이 있다. 유협은 ‘논’을 “뭇 언어들을 다스려, 하나의 이치
만을 정밀하게 궁구하는 것”(論也者 彌綸群言而研精一理者也)(진필상,
1986/1995: 176)이라고 하였다. 또한 ‘논’체 산문은 철학논문·정론·문론으로 나누
어지는데, 이 중 왕안석의 <예론(禮論)>과 같은 철학 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원’체 산문은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와 의미역이 유사하다. ≪자서
(字書)≫를 살펴보면, “原은, 근본이니 그 본원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
는데, 구체적인 텍스트들을 보면 ‘道란 무엇인가’, ‘性이란 무엇인가’, ‘命이란 무
엇인가’와 같이 추상적 사상의 본질을 찾고 근원을 캐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동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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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러한 ‘정의’의 개념 하에서 자아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의 문제까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가치를 설명하는 글쓰기의 경우 사전, 교과서 본문 등이 이에 해당하는

데,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실용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가치 해석 글쓰기와 유사하지만, 학술적 글쓰기에서와 마찬가지

로 객관적인 가치 자체를 다루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 해

석 글쓰기와 차이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논증이 아닌 기술과 설명의 구조

를 가지며, 내용 자체는 보편에 가까운 객관적인 것일지라도, 이것에 대한

보편 독자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이를 특정 독자의 수준에 걸맞게 ‘전달’

하는 데 초점이 있는 수렴적인 쓰기 양식이자 행위라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와 다르다.

문학 작품의 경우 가치에 대한 자아의 주관적 해석과 탐구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와 유사하다. 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삶, 가치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개념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의 가치에 대한 탐구는 필자의 주

관에서 비롯하지만 보편 독자를 지향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도 가치 해석 글쓰기와 동궤에 놓인다고 할 것이다.20)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가 ‘논증’의 구조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반면 문학 작품은 ‘서사’,

‘ORM’ 구조21)와 같은 방식으로 가치의 문제를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끝으로 건의문, 논설문 등과 같은 정책 논제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가치

20) 예컨대 <춘향전>이 17세기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 변주되어 가며 고전(古典)
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춘향전>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다루어 수준 높은 성
취를 이룩했다는 점과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의미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류 보편’,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을 아우르는 특성은
곧 해당 작품이 ‘보편 독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춘향전> 외에
도 ‘고전’, 혹은 ‘정전’으로 인식되는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특성이
라 할 것이다(장지혜·김신원·김종철, 2016).

21) 브링커나 반 다이크의 구조 분류 기준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김대행(1995ㄱ)
은 시조, 10구체 향가, 수필 등이 ‘대상(object) - 관계(relation) - 의미
(meaning)’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글의 구조이자 ‘대상의 어떤 모습이
나 본질을 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깨닫는’ 사고의 체계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구조 분류 기준이 포괄하지 못하는 시와 수필 등의 장르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 구조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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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를 전제하거나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논증을 통해 ‘자아’의 정당

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와 일정 부분 특성을 공

유한다. 다만 정책 논제 글쓰기는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특정 독자를 향해 특정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반면, 가치 해석 글쓰기는 모든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 판

단을 제시한다. 예컨대, ‘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는 ‘난민의 유입’이라는 특정한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특정 독자를 지향하는 명제

이며, 특정 독자를 설득함으로써 그 목적을 실현한다.22) 그러나 ‘장발장의

죄를 숨겨준 미리엘 주교의 행동은 정당하다.’, ‘베토벤 9번 교향곡은 아름

답다.’의 경우, ‘정당함’, 혹은 ‘아름다움’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같은

상황이라면 윤리적으로 누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같은 조건의 예

술 작품이라면 마땅히 아름다운 것임을 제시한다는 점, 그것에 대한 자신

의 이해의 추구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보편 독자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

하다. 앞서 가치 설득 글쓰기가 보편을 지향하고 가치에 대한 필자 인식의

심화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 가치 해석 글쓰기로 명명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는데, 반대로 ‘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은 정당하다.’와 같이

실용 문제 해결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특

정 독자를 지향하는 경우라면 가치 해석 글쓰기보다는 ‘유사 정책 논제 글

쓰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치 해석 글쓰기는 ① 논증 구조를 기반으로, ② 자아의

주관성을 전제하고 이것의 정당화를 시도하되, ③ 보편 독자를 주된 초점

독자로 상정하여, ④ 실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가 아닌 가치 개념

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석적 담화를 생산하는 쓰기에 해당한

다.

구체적 장르종의 차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유형을 제시해 보면, 우

선 ‘정의란 무엇인가’, ‘공존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가치가 내포하고 있는

22)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명제의 근저에는 인권, 혹은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필자
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정 독자‘만’을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나아가 모든 글쓰기에는 ‘자아’와 ‘세계’, ‘보편 독자’와 ‘특정 독자’ 어느 하나
만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쓰기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어떤 요소가 더 주되게 작용(해야)하는가를 중심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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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본질, 원리에 대한 필자의 평가적 판단을 주된 문제로 삼는 글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타주의는 정당한가’, ‘<춘향전>에서 성춘향을

시험한 이몽룡의 행위는 바람직한가’, ‘김소월 시는 아름다운가’ 등과 같이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주된 문제로 삼는 글쓰기도 가치 해

석 글쓰기의 범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가치 개념

에 대한 탐색과 판단이 곧 가치 평가의 전제가 된다. 예컨대, ‘인간을 대상

으로 위험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글쓰기에서 ‘정의

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정의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가치 개념이 정립되어야 가

치 평가의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은 대상이

나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적 해석의 전제이자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

다.23)

이러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전통은 설(說) 양식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설 양식은 특정 일화나 관찰, 사건에 대한 필자의 평가적 판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 해당한다.24) 특히 이러한 유형의

설 양식은 대상에 대한 필자 나름의 풀이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상대방의 태도를 변용하려는 설득적 의도를 지닌 단형 산문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설득의 중심이 윤리적 가치에 있다는 점(주재우, 2011)에서 특히 가

치 해석 글쓰기의 장르적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23) 이민형(2015)은 ‘문장의 진술 형태’, ‘평가 대상의 성격’, ‘평가 용어의 구체성 여
부’에 따라 가치 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어 참고할 만하다. 문장의 진
술 형태에 따라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비교 평가
형’과 단일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토론하는 ‘단일 평가형’이 있다. 평가 대상
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은 정당하다’와 같이 정책 문제
를 다루는 것과, ‘안중근의 행위는 정당하다’와 같이 개념 문제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평가 용어의 구체성에 따라 ‘정당하다, 좋다’ 등과 같이 어느
평가 대상에나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판단형’과, ‘교육적이다, 도덕적이다’
와 같이 ‘구체적 판단형’으로 나뉜다.

24) <문체명변>의 서설에 ‘설은 의리를 해석하여 자기의 뜻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참고할 때, 설 양식이 가치 해석 글쓰기와 양식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모든 설 양식이 가치 해석 글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을
‘직서(直敍)의 설’과 ‘우언(寓言)의 설’로 구분할 때(민병수, 1996), 한유의 <사설
(師說)>과 같이 의론이 직서적으로 표현된 유형은 주관성이 배제된 경우가 많
다는 점에서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 장르의 원형적 형태로 제시할 수 있
으며, 가치 해석 글쓰기의 원형적 형태로는 주로 우언의 설이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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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적 관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대표적 양식으로는 철학 논술을 들

수 있다. ‘무엇을 비인간적 행위라고 하는가?’, ‘다름은 곧 불평등을 의미하

는 것인가?’ ‘우정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인가?’(최영주, 2006) 등과 같

이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논증하는 문제 해결의 글쓰기인 프랑

스의 바칼로레아가 이에 속한다. 이는 실용적 문제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철학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양식으로는, 미적 가치 해석 글쓰기에 해당하는 문예 비평문 등

이 있으며, 윤리적 가치 해석 글쓰기에는 주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하여 논의하는 시사 비평과 특정

인물의 인품이나 능력 및 행적(行蹟)상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인

물 비평(이상일, 2012), 논설문과 연설문 등이 있다. 그러나 시사 비평, 논

설문, 연설문은 각각이 다루는 논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 논제 시사 비평/

가치 논제 시사 비평’ 혹은 ‘정책 논제 논설문/가치 논제 논설문’ 등과 같

이 다시 분류 될 수 있으며, 윤리적 가치 해석 글쓰기에는 이 중 가치 논

제를 다루는 시사 비평과 논설문 및 연설문이 속한다. 마찬가지로 인물 비

평 또한 한문 문화권에서의 비지전장(碑誌傳狀)류나 전기 문학과 같이 논

증이 아닌 객관적 사실만을 다루거나, 문학적 표현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경

우 윤리적 가치 해석 글쓰기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소통 맥락에서 윤리

적 가치 해석 글쓰기로서의 인물 비평은 쓰기 교실에서의 ‘<흥부전>에서

놀부의 행위는 정당한가’에 대한 글쓰기와 같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교실 장르’로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2) 가치해석글쓰기에서정당화기제(justification mechanism)의특징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논증은 주장이나 결론에 대한 정당화(justification)

를 그 문제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Toulmin, 1958/2006: 17). 일반적으로 논

증적 텍스트가 정당화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초구조를 가진다는 점(Van

Dijk, 1980: 117-119), 논증에 터한 탐구는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과 ‘정당화의 맥락(context of justification)’으로 구성된다는 점

(Reichenbach, 전영삼, 2013: 102에서 재인용)을 고려할 때, 정당화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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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결론·발견 등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쓰기 교육 관점에서의 정당화는 ‘주장이 근거를 통해

정당화되었는가?’와 같이 과정이 아닌 결과로서의 정태적인 의미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자의 수용 여부에 주목한 관점으로, 필자로 관심을

옮길 때 정당화란 단순히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정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체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Toulmin, 1958/2006: 163)

의 문제를 포괄하는 과정적 차원의 것에 가까워진다. 특히 가치문제들은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타당성이 단선적으로 분명하게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결과물로서의 정당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독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수용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쓰

기 현상에 접근할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화’가 아닌 ‘정

당화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제(機制, mechanism)’란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mechanism’의 번역어에 해당한

다. 어원 연구에 따르면 ‘mechanism’이라는 말은 본래 ‘기계, 기구, 장치’라

는 의미의 그리스어 mēkhanē[메카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 어근인

‘magh-’는 ‘to be able, have power’ 즉,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당화 기제’란 “자신의 주장·결론·발견 등을 적

절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작용과 원리”를 의미한

다. 논증 구조 자체가 텍스트 차원의 논리적 포석(布石)이라면, 정당화 기

제는 필자가 운용하고 독자에게 실제로 작용하는 수(手)의 개념에 가까운

실천적 개념이다. 가치 해석 글쓰기 교육에서 ‘논증 구조’나 ‘정당화’가 아

닌 ‘정당화 기제’를 다루는 것은 특히 수많은 예외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

의 문제를 보편으로 향하도록 하는 내적 탐구와 상호주관적 소통을 연결

짓는 필자의 사유 과정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

는다.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 기제의 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근거’라는 표층적 차원의 요소와는 층위를 달리하여 살펴보

아야 하며, 다루는 대상인 가치의 특성과도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의 논리적 정당화, 또는 과학적 탐구에서의 논

리적 정당화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5)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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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가치는 사실과 달리 참/거짓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정한

상황에서 실현되는 가치의 당위성은,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이 아

니라 더 높은 가치를 선호하는(Hessen, 1959/1992: 235) 주체의 ‘선택’의 문

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 명제가 ‘특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아니다’로

이분되는 것, 과학적 명제가 위계적이기보다는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사실, 또는 참/거짓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정의는 평

등의 실현이다.’라는 가치 판단은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

라, ‘정의는 자유의 실현이다.’라는 가치 판단과 비교했을 때 더 합리적이라

는 점에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

당화 기제에는 가치 판단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위계를 결정하는 과정이 포

함된다. 단일한 명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

택하는 이러한 과정은 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대화성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

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 비교는 비단 ‘심청이의 행동은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와 같이 비교 쟁점이 존재하는 가치 명제를 다룰 때뿐만 아니라 ‘효(孝)란

무엇인가’와 같이 가치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필자는 해당 가치와 관련된 속성들을 밝히고 그러한 속성

이 포함되었을 때와 아닐 때 어떤 것이 더 보편성을 갖는가를 비교하여 가

치 개념의 범주를 규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의 정당화 기제는 가치 비교를 통해 가치의 내적 위계, 또는 가치 간의 위

계를 설정함으로써 가치의 체계를 형성하며 실현된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가 지니는 또 다른 변별점은 객관적인

사실들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정책 명제, 과학적 명제와 달리 필자의 판단

에 필연적으로 ‘정서(情緖, emotion)’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가 필자의 주관적인 가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작업이자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구축해나가는 작업이라는 데 기인한다.

25) 듀이(Dewey)와 퍼스(Peirce), 제임스(James), 미드(Mead)와 같은 실용주의자들
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가치에 대한 탐구와 과학적 탐구가 동일하게 취급되
어야 하며, 실험 등과 같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제외한 과학적 절차의 일반적
방법들은 가치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Eames, 1977/1999; 정
호범, 2017). 이는 가치 탐구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
의 차원이 아닌 구체적 작용 원리들을 살펴볼 때 가치에 대한 탐구와 과학적
탐구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48 -

후설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 작용은 이론 작용, 원망 작용(願望作用), 평

가 작용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그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 작용’에는 언제

나 일정한 정서가 동반된다. 후설이 평가 작용 일반을 ‘가치감(價値感,

Wertfühlen)’이라 명명한 것은 모든 종류의 평가 작용이 반드시 정서를 동

반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 작용은 원망 작용, 즉

평가 작용에서 평가된 가치의 실현을 원하는 의지로서의 실천 이성을 직접

적으로 추동한다는 점(이길우, 1993)에서 정서는 가치의 실천에 주요한 역

할을 한다. 예컨대 윤리적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외재적 의무로서의 윤

리적 가치를, 내재적 동기로서의 윤리적 가치로 전환하는 주관적 작용이

곧 정서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윤리적 가치가 감정 작용을 통해 파악됨

을 논의한 셸러(Scheler)와 하르트만(Hartmann)과 같은 가치 윤리학자들

뿐만 아니라(Hessen 1959/1992), 이성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칸트마저도

‘도덕 법칙이 의지의 충분한 규정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서가 전제되어

야 한다.’26)(김광철, 2010: 230)고 논의한 바 있어 윤리적 가치 해석 글쓰기

가 정서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윤리적 가

치 해석 글쓰기에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는 필자에게 모든

윤리적 가치는 단순히 사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추구

할 만한’ 것으로서의 지향성을 담지한 채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지향성의 기저에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에는 필자 자신의 지평이 적극적으로 개입

된다.

그런데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가 논증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서’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글쓰기를 논증적 글쓰기로 분

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합리적인 논증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

반적으로 정서는 이성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성에 호소하는 추

론의 방식으로서 논증을 바라보는 관점(원진숙, 2005)에서는 필자의 정서가

표면화되는 것을 비합리성의 증거나 오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6) 김광철(2010)에서는 칸트의 논의에서 emotion을 ‘감정’으로 번역한 바 있으나,
국어교육에서는 emotion을 ‘정서’로, feeling을 ‘감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또한 정서는 ‘항상 특정한 대상을 갖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해 의미를 부
여하는 인지적 과정이 동반된 질서화되고 유기적인 감정’이라는 기존의 논의(김
대행, 1992: 353-354; 임일환, 1996: 25)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해당 용어를 ‘정
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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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에 있어 정서의 개입은 설득 커

뮤니케이션에서 의도적으로 감정적 소구를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특정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 관리에 실패할 것 같은 공포심을 활용하거

나, 동정심이나 죄의식 등을 활용해 모금 운동을 촉진하는 것은 그러한 정

서가 내포하고 있는 평가적 가치 판단의 합리성을 문제 삼지 않고 오롯이

수신자의 파토스를 ‘유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논증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필자는 자신의 정서가 ‘적

절한’ 평가적 판단에 기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플랑탱(Plantin, 2000)이 ‘논증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서를 유발하고 구축하느냐의 문제’라고 한 것은 필자의 정서가

글에 표현되는가의 여부보다는 그것이 독자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도록 추론의 형식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가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또한 인지주의적 정서 이론에 따르면 정서는 믿음, 판단, 평가, 욕구 등

을 요소로 삼는 인지적 상태로 이해를 형성하거나 인지적 평가 기능을 수

행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서는 ‘세계에 대한 평가적 판

단’(Solomon, 2004)을 의미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

이 잘못했다는 평가적 판단인 것이다. 특히 정서로서의 판단이 일반적 판

단과 구분되는 지점은, 정서로서의 판단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이다(Nussbaum, 2004). 예컨대, 누군가 길 고양

이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러한 분노의 감정의 주체가 동물

에 대한 태도를 삶에서 중요시 여긴다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은 가치 명제로 이어진

다. 이는 정서가 대상에 관한 주관적 파악으로서의 ‘지향적 자의식

(intentional awareness)’을 본질로 삼기 때문이다(Nussbaum, 1996).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와 관련하여 정서의 인식과 표현은 다루고

있는 가치에 대한 필자의 평가적 판단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자, 가치 해석

의 기반이 되며, 해당 가치의 중요성을 암시함으로써 가치가 객관적 사실

이 아니라 실천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임을 독자에게 드러내도록 한다.27)

27) 본드(Bond)는 만약 실천이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의
인식으로 보면 동기 짓는 힘을 결여하게 되고, 만약 실천적인 추론이 욕구에 제
한되면 우리는 행위를 위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들을 가질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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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의 본질

정당화 기제는 단순히 수신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이익을 강조하여 직

접적으로 수신자의 인식·신념·태도·행동을 ‘변용하는’ 데 초점을 둔 ‘설득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설득 전략이 수신자 설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책략적인 개념이라면, 정당화 기제는 발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내세우는 바

를 개인 내적·상호 주관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

는’ 데 초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득 전략이 아닌 정당화 기

제를 교육하는 것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중심축을 독자에서 필자로 옮기는

실천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화 기제’란 텍스트

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필자에 의해 생성되는 구성적 원리

로서 접근이 가능해지며, 정당화 자체가 아닌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살피

는 것은 전이 가능성이 높은 쓰기 교육 내용의 마련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정의는 평등의 실현이다.’라는 명제를 예로 들어 보자. 앞서 밝혔듯 가치

는 사실과 달리 참/거짓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정의는

평등의 실현이다.’라는 가치 판단은 ‘정의는 자유의 실현이다.’라는 가치 판

단과의 비교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수행된다. 이때 필자

가 ‘정의는 평등의 실현이다.’를 뒷받침하는 수용 가능한 논거들을 ‘제시’하

는 방식이 ‘설득 전략’으로서 정당화의 차원이라면, 가치 간의 비교를 통해

왜 어떤 가치가 더 우위에 있으며 이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그러한 정당화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정당화

기제 생성’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는, 텍스트에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설득 전략의 차원이고,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보편화해나가는 힘이 정당화

기제의 차원이라면, 정서를 보편화하는 데 적합한 개념 도식이나 담화 구

조를 ‘끌어낼’ 수 있는 근본 원리는 정당화 기제 생성의 차원에 해당한다.

베이어(Baier, 1965)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물음은 ‘해

야 할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동일한 의미이며, 이는 ‘최상의

근거에 의해 지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때 ‘최상의 근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나,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에서, 욕구와 이성, 그리고 동기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Bond, 198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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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것이 더 낫다는 나의 근거는 이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더 나은

근거들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음으로써(Toulmin, 1958/2006) 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제시하는 결론들은 잠정적인 것이자,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고 논의

되어 갈 수 있는 것이며, 필자의 이러한 인식적 진전(進展)의 기저에는 ‘더

나은’ 판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자리 잡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더 나은’ 판단들을 찾아가는, 즉 정당화 기

제의 생성에 준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합의’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치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영원 속에 있다는

점”(Labouvie-Vief, 1990/2010: 108), 다시 말해 경험적 현실을 통해 지각되

지만 ‘최대한의 합의’로서의 보편을 향해 가는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

타의 주관들에 대한 고려 없이 논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성의 토

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논거의 ‘마련’이나

‘수집’, ‘선정’이 아닌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문제 삼는 것은 ‘마련’, ‘수집’,

‘선정’ 등이 차이와 갈등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분히 독백적인 작용을 함의

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즉, 가치 해석 글쓰기는 필자의 ‘정적인 통일성’

이 아니라, 바흐친의 언급대로 “다양한 다른 목소리들과 구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설명”(Don Bialostosky, 1989/1990: 137)해가는 다성적이고 유동

적인 대화적 수행을 통해 실현되며, 이러한 과정을 정당화 기제의 생성으

로 볼 수 있다.

설득 전략이 아닌 정당화 기제 생성의 차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 접

근하는 경우, 쓰기는 단순히 필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가치 판단이

나, 기존에 수집된 논거들을 문자 언어로 옮기는 표현의 영역에 머물지 않

고, 필자의 인지적 ‘틀’을 만들어 가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

의 ‘장(場)’이 된다. 또한 정당화가 주체 내적 사고 과정과 주체 간 의사소

통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이삼형·이지선·권대호, 2019) 상호 주관적인 합

리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독자 또한 결정된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수용에 참여하여 필

자가 제시한 가치를 ‘경험’하는 대화적 주체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반론’과 같은 형태로서의 독자와의 대화만을 문제 삼는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의 대화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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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내재된 목소리들, 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의미

역들에 대한 응답까지를 포함할 때 비로소 보편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28)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

성은 자신의 이전 발화와 독자의 발화, 나아가 대상의 발화에 대한 응답이

자, 이러한 발화들 사이에 발생한 의미의 차이를 조정하고 더 많은 합의를

향해가는 과정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은 단순히 타당한 논증을 생산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합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응답하며 의미를 조정해 가는 필자의 내면적 자세

와 태도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가 “선택에 대한 요구를 유예”(Crosswhite,

1996/2001: 334)하는 과정으로서 정당화 기제 생성을 수행하는 것이 교육적

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논리학에서의 판단 주체와 이를 수용하는 이상적

청중이 일관된 이성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일관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필자와 독자는 저마다의 다층적인 맥락과 세계관의 기

반 위에서 지식과 정서, 태도와 신념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가치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 예컨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은 필수적인 것이라

고 생각하지만, 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원치 않을 수 있다. 혹

은 경험 기계를 통한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판단하지만, 스스로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선택은 주저할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모순들을 오가는

조정의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더 많은 수신자들이 동의할’, 그

리하여 보편에 가까워질 결론을 향해가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은, 우

리 삶에서 일어나는 가치문제 해결 과정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의 의미보다 더 나은 의미로 향해가는 의미 조정의 핍진함을

통해 과거의 것보다 더 나은 결론으로 향해가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

은 바흐친의 표현대로 단일성과 통일성을 중시한 ‘구심적 언어’가 아니라

28) 대상을 중심으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대화가 아니라 ‘필자, 대상, 독자’ 모두
가 대화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생산’적 접근이 가능하다
고 한 최인자(2000)의 논의나, 단일화된 자아의 복원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
에서 글쓰기 주체에 의해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지는 다양한 이질적인 상징 질서
들을 드러내는 상호주관성의 범위 내에서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한
양정실(2006)의 논의는 이러한 대화성의 양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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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 상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원심적 언어’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탐구적이다(김욱동, 1988: 224). 앞선 발화에 대응하는 발

화를 만들어 가는 필자의 계속적인 과정은 글쓰기를 사고의 전사(傳寫)가

아니라 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 가는 생성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내용이나 논증 도

식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을 통해 필자는 가치

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폭을 이전‘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이전보다’라는 비교의 개념이 제시된 것은 쓰기의 과정이 단순한 창안이나

발견이 아니라 이전의 발화에 대한 응답과 재응답의 회귀적 수행을 통한

의미의 발전 과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응답이 문제에서 도출된다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은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간단한 것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통

해 복잡한 전체로 나아간다는 인식론적 발전의 기본 속성(Hamlyn,

1978/2010: 252)을 구현하는 과정이 된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가치 해석 글쓰기가 하

나의 가치에 대한 맹목적 옹호가 아니라 대화적 과정을 통해 개인 내적이

고 상호주관적인 합리성을 확장하고, 가치에 대한 인식적 지평을 심화하는

과정으로써 작용한다. 즉,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는 외부의 객관적 기준

이 아니라 이전의 나의 글보다 확장된 글, 이전의 나의 가치 인식보다 심

화된 인식을 추구함으로써 비로소 쓰기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로티(Rorty)는 현재의 모든 인식은 불완전하기 때

문에, 확실한 인식의 체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끊

임없이 믿음의 망을 다시 짜는 것(Rorty, 1987/2003: 60; 엄태동, 1999: 39)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따를 때, 특정한 가치 판단을 절대적

인 것으로 본다거나 이에 안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것을 극복하는 새

로운 것을 부단히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은 의미를 지니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가치

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가치 해석 글쓰기는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것(관념적 당위)’이나,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규범적 당위)’과 같은 당위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갖는다는 점(Scheler, 1916, Hessen, 1959/1992: 76-79에서 재인용)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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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특수성을 담지하게 된다. 예컨대, “친구를 때리는 것은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의 경우,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프다.”라는 사실 판단을 논거

로 삼는데, 이러한 사실 판단과 ‘나쁘다’는 가치 판단은 층위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흄(Hume, 1739/2016)은 존재(is) 자체에서는 당위적

요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존재로부터 당위(ought)를 연역해내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논거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텍스트적 표현 형식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본질을 실현

하기 어렵다. 그러한 텍스트적 표현 형식을 결정하는 정당화 기제와 그 이

면에 그러한 기제를 추동하는 인지적 근저로서 정당화 기제 생성의 원리를

해명하고 이를 교육의 국면에 가져오는 것은, 같은 사실에 기반하고도 다

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특성을 해명하는 일이자29),

가치 해석 글쓰기를 통해 인식을 심화해 가는 필자의 수행 원리를 구명하

는 일이기도 하다.

2.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

앞서 살핀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 기제 생성을 ‘수행적 이론’(김

대행, 2005)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당화 기제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하는 원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쓰기 수행은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계획하기–표현하기–검토하기’로 이해되기도 하고(Flower & Hayes,

1981), ‘내용 생성’과 ‘언어화’로 이해되기도 하며(염은열, 1999), 수사적으로

‘대상의 구성적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대상의 소통적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결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이지호, 2002). 그러나 어떤 관점이

29) 이삼형·이선숙(2011)에서는 ‘주관과 객관’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에 대해 객관적·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주장’, 그렇지 않은 것은 ‘의견’으로 구분한다. 또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논리적’ 뒷받침 내용은 ‘근거’로, ‘의견’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주체의 의지와 관련된 의도성, 주관성을 포함하는 것은 ‘이유’로 용어
를 재규정하고, 의견과 주장을 위계적으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주관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치 해석 글쓰기의 모
든 결론은 ‘의견’과 ‘이유’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은 설
득 교육 내용의 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유효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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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쓰기는 추상적 사상(思想)을 언어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사유를 구체

화하는 과정과 구체화된 사유를 언어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쓰기를 추동하는 필자의 인지적 차

원에 해당하는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와 필자의 언어 운용 과정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를

구분하고, 각각에서 정당화 기제가 생성되어 가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논하

고자 한다. 다만, 실제 글쓰기에서 이 두 과정은 단계적으로 구획된다기보

다 하나의 통일된 현상으로 수행되며 상호 교섭적으로 정당화 기제를 생성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

지금까지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수행된 일반적인 설득적 글쓰기 교수·학

습은 주장과 논거라는 논증의 텍스트적 차원, 그 중에서도 표현 형식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가치에 대한 필자 스스

로의 깊이 있는 이해가 문제가 된다는 점,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당화

기제라는 주체의 심리적 작용과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 과정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가치 ‘해석’이 어떠한

정당화 기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때의 정당화 기제들은 여타의 ‘설

득’에서의 정당화 기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정당화 기

제의 생성은 어떠한 원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 제시

하고자 한다.

⑴ 다층적 물음을 통한 가치 전제(value premise)의 설정

가치 탐구 교육의 장(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 원리(대전제) - 사실

판단(소전제) - 가치 판단(결론)’으로 이어지는 연역적 추론으로 가치 판단

의 논리적 정당성을 마련하도록 한다(Coombs, 1971/1994: 35).30) 그러나 실

30) 이는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 과정인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이루어진 추
론 과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치 원리는 논리적 탐구의 ‘대전
제’, 혹은 과학적 탐구의 ‘법칙’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연
결해 주는 고리가 된다. 예컨대, ‘용산 참사는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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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자의 인지 구조 속에서 가치는 한두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가치

원리로 존재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거대한 원형(原型, prototype)으로 존재

하며, 이를 필자의 언어로 고정하여 정당화 기제 속에 위치 짓는 일은 가

치에 대한 필자의 일련의 판단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들을 설정하는 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해석학에서는 이해에 있어 어떠한 무전제적인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평과 대상의 지평 간의 교섭 양식들

을 찾아내는 지향적 인식을 강조하는데(Palmer, 1969/2011: 201),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가 지향적 인식을 통해 가치의 어떠한 부면을 어떻게

초점화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를 가치 전제(value premise)

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논제 토론에서도 논제에 포함된 가치 정의 및 해당 토론의 논증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과 지향점을 ‘가치 전제(value premise)’라고 하며 토론

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으로 제시한다(이민형, 2016). 그러나 이러한

‘가치 전제’의 개념 규정에 있어,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전제(premise)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이러한 전제 개념은 툴

민 이후 전제(warrant)와 자료(data)(Toulmin, 1959/2006), 혹은 전제

(warrant), 이유(reason), 근거(evidence)(Williams & Colomb, 2007/2008,

Hillocks, 2010)로 구분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전제(warrant)

는 전제(premise) 중에서도 ‘이유와 증거, 또는 근거와 증거를 이어주는 보

편적인 원칙’에 국한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에 따를 때, 가치 논제 토론에

서 ‘평가 대상을 정의하며 평가 대상이 속해 있는 맥락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출’되는 일종의 공통 기반이자 가치 체계(value hierarchy)로 가치 전제

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제(warrant)’ 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시적인 이유나 근거들 사이에 감춰져 있는 가치 기반이나 지

향점으로서의 전제(warrant) 개념이 아니라 가치 원리와 사실 판단을 아우

린이라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다’라는 판단은 ‘인권 유린은 모두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라는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가치 원리는 ‘공권력의 폭력’이
라는 사실을 ‘정의롭지 않다’는 평가 용어와 결부하는 역할을 한다. 가치 판단에
는 다양한 가치 준거가 작용하나 어떠한 가치 판단에도 가치 원리는 단 하나만
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가치 원리의 설정으로부터 시
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추론의 대전제나 과학적 탐구의 법
칙이 불변하는 보편적 근거가 되는데 반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가치 원리
는 필자가 선택한 것이며 그 자체도 논쟁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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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전제(premise) 개념을 수용하여, ‘가치 전제(value premise)’로 명명한

다. 즉, 가치 전제는 대상 가치의 판단을 위한 가치 개념, 가치 원리, 사실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에서 대상의 개념이나 대전

제가 명징한 것임에 반해 가치 전제는 그 자체로 논쟁 가능성을 가지며,

판단의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치 전제의 설정,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포착하고 일정한 방

향성을 함축한 대답을 얻어내는 지향적 인식의 과정에는 선입견에 순응하

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수적이며(Gadamer, 2012: 274-279), 따라서 정당화

기제 생성의 제일 원리가 바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치가 객관

적인 것으로서의 대상이 아닌 주체와의 관계 설정 과정을 통해 해석되고

구성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필자 자신에게서 비롯된 물음은 가치 전제를

설정하는 작업이자 동시에 정당화 기제가 위치할 수 있는 판단의 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물음은 크게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포착’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함축

한 대답을 얻어내는’ 두 가지의 작용을 통해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이끈다.

우선 물음을 통해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포착’한다는 것은 논증의 탐구

적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자체가 정당화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물

음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

견하기 위한 추론의 시작점이 되는 까닭이다. 논증 행위 자체가 근대적인

회의와 의심, 의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면서 논증 행위를 물음과 대

답의 대화적 과정으로 인식한 신수사학자들의 관점(Meyer, 1986;

1993/2012; Crosswhite, 1996)은 논증을 통한 인식의 생산과 발견이라는 탐

구적 속성에 대한 천착의 결과이자,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인식의 틀이

곧 정당화의 기제가 됨을 논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메이에르는 묻

기를 거부하거나 주어진 답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화자를 눈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관점을 취하면서, 논증에서 새로운 물음들을 생산

하는 ‘문제생성력(problématologique)’을 강조하기도 하였다(Meyer, 1986).

또한 ‘일정한 방향성을 함축한 대답을 얻어’낸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에서 획득되는 여러 자원들을 하나의 기반

과 체계 속에서 통합하는 물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논증적 글쓰

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 해석 글쓰기 또한 담화 통합적(discourse

synthesis)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담화 통합적 쓰기를 ‘선택–연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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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Spivey, 1997/2004)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해–통합 -정교

화’(Mateo et al., 2014)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관점이든 담

화 통합적 쓰기는 다양한 텍스트적 자원의 다른 명제로부터 통합된 아이디

어의 정교화 또는 거시명제(macroproposition)를 요구한다(Segeve-Miller, 2004

ㄱ). 이러한 거시명제의 설정이 곧 ‘내가 이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알고자/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물음을 통해 가능해진다. 즉, 물음을 통해 이해의 기

반들을 규정하고 자료를 선택하여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의미 체계

와 인식의 틀을 구축하는 과정은 곧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자,

쓰기를 통한 인식의 생성 과정이 된다.

한편, 앞서 논증에서의 물음을 강조하였던 메이에르는 수사학을 “하나의

질문이나 문제에 관한 사람들 간의 거리에 대한 교섭”(Meyer, 1993/2012:

25)으로 정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의례 연설, 법정 연설,

의회 연설로 구분되었던 논증의 장르를 문제생성력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

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물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상을 다룬다. ① 이

러저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② 문제가 되는 것의 성격,

변별적 속성들은 어떠한 것인가? ③ 질문과 이유들이 정당한가? 왜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들이 그것이다.31) 유형 ①은 사전에 믿거나 지

지하고 있었던 전제를 기반으로 삼아 특정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

떠한 명제가 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유형 ②는 상반

되는 논쟁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의미 해석의 수사학’을 통해 진실임직함,

적절함 등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유형 ③은 동일성과 차이에 기반해 논증

에 선행하는 규범의 선택과 왜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 메이에르는 첫 번째 물음은 의례 연설, 두 번째 물음은 법정 연설,

세 번째 질문은 의회 연설에서 각각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무엇’과

관련된 유형 ①에서 ‘왜’와 관련된 유형 ③으로 갈수록 문제생성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런 메이에르의 논증 이론은 논증의 장르들을 문제생성력

31) 이러한 세 질문의 유형은 키케로의 ‘이름의 문제, 사실의 문제, 유형의 문제’에
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예컨대 브루투스가 시저를 살해한 상황에서 ‘브루투스는
국가의 수장을 죽인 살인자인가, 로마의 폭군으로부터 시민을 구한 구세주인가?’
를 문제 삼는 경우(이름의 문제), ‘시저를 브루투스가 죽였는가?’를 문제 삼는 경
우(사실의 문제), ‘부친이나 국가의 수장을 살해한 것이 왜 정당하지 않은가?’(유
형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Meyer, 1993/2012: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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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연역적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해석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치 해석 글쓰기가 의례 연설, 법정 연설, 의회 연설

어느 하나에 대응되지 않을뿐더러, 미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사실 규정

의 물음만을, 윤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정당성 규정의 물음만을 요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편의 가치 해석 글쓰기 과정에 있어

서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메이에르의 논증 이론은 논증을 위한 물음, 즉 해결이 요구

되는 합리성의 문제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수준의

위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물음의 위계들을 참고하여, 실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물음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전문 필자의 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물

음 자체가 텍스트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텍스트를 통해 표현된

필자의 응답을 통해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에서 제기된 물음들을 재구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전략) ①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영위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중

략)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수많은 증언들 가운데서, ②네덜란드

출신 젊은 유대인 여성으로 1943년 아우슈비츠에서 29세에 사망한 에티

힐레숨 Etty Hillesum의 글도 인용하고 싶다. 체포되기 전 2년여 동안, 나

치의 그물망을 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고서 그녀가 기록한 일기에

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중략) “우리 영혼과 정신의 들판은 너무도

광활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불편과 신체적 고통쯤은 아무것

도 아니야. 나는 나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정말로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③에티 힐레

숨의 이 말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성채”와 스피노자가 말하는

궁극적 자유를 상기시킨다.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티

힐레숨은 이런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스피노

자의 궁극적 자유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적 기쁨의 발현을 뜻한

다. (중략) 구름 위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는 태양처럼 사랑, 기쁨, 평화는

항상 우리 안에 있다.(후략) (연번 7, Lenoir, 2013/2014)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은 ‘행복’이라는 가치가 무엇언지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밑줄 친

①에서 필자는 ‘행복’은 ‘자신이 영위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를 물음에 대한 필자의 응답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끌어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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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재구해 본다면, 해당 명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의미

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비롯된 필자의 해석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치 개념에 대한 탐색과 판단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수적 요소이며, 가치 논제 토론에서도 가치 개념에 대한 정의

는 입론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 개념

의 규정은 필자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 가치 원리 위에서 어떤 부면

을 초점화하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그러한 개념 자

체가 가치 전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정당화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그 개

념에 따라 저마다 행복의 ‘자유’와 관련된 측면을, ‘관계’와 관련된 측면을,

혹은 ‘만족’과 관련된 측면을 초점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이후의 물음들이 생성되는 것이다. 위 글의 필자는 행복을 ‘삶에 대한 사

랑’으로 초점화한 데 이어 ②에서 ‘에티 힐레숨’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영

위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 양상을 제시한다. 이는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가치 원리 – 사실 판단 – 가치 판단’

이라는 가치 판단의 절차에서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과

②만으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또 이 두 가지가 해당

글의 말미에 제시된 ‘사랑, 기쁨, 평화와 같은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

다’는 가치 판단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여기서 자신이

영위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왜 행복과 관련되는지의 물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사랑함으로써) 내적 기쁨을 발현시킬 수 있는 궁극적 자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 ③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이 가치 개념,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을 밀접하게 연결 짓는 데 기여하는 까닭은 그것이

‘행복은 내적 기쁨이자 궁극적(내적) 자유’라는 필자의 가치 원리를 드러내

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가치 탐구가 가치 원리의 설정을 절차

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가치 해석 글쓰

기에서는 가치 개념과 사실 판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찾는 물음

들을 통해 자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치 원리를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가치 전제를 설정하게 된다. 이때의 물음들이 곧 가치 전제의 설정이라는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는 원리이며, 이와 같은 ①～③의 물음들은 범박하지

만 각각 메이에르 물음의 세 가지 유형인 ‘그것은 무엇인가(개념 물음)’,

‘변별적 속성은 무엇인가(사실 물음)’, ‘왜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가(이유 물

음)’에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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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전략)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게는 ①한 인간의 깊이 역시 인

간 이해의 깊이다. 인간의 무엇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인가. 나는 ②′‘타인

의 고통’이라는 답을 말할 것이다. 이 대답 역시 진부하게 들린다. 그러나

③′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부해지기는커녕 날마다 새롭다. ④세상에

진부한 고통이란 없으니 저 대답도 진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할

것이다. 깊은 사람에게, 즉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에게

말이다. (중략) 혹자는 성품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성품이냐 능력이냐'라는 물음은 잘못된 양자택일이다. ③″대통령에게 필

요한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성품이 곧 능력이다. 실무적 능력이야

해당 분야 실무자의 덕목이면 될 일이다.

환상을 품고 있지는 않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구세주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이 오늘의 그를 믿게 한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과 그것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②″그런 치명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귀 기울일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을, 반값 임금에 혹사당하는 비정규직 노동

자의 말을, 차별당하는 소수자들의 말을. (후략) (연번 21, 신형철, 2017 초

고) (밑줄은 연구자)

같은 견지에서 위의 글은 ‘공감’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깊이

있는 사람’을 통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밑줄 친 ①에서 필자는 ‘한 인간의

깊이는 곧 인간 이해의 깊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를 물음에 대한 필자

의 응답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끌어냈을 물음을 재구해 본다면, 해당 명제

는 ‘공감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이란 인간 이해의 깊이이며 이는 곧 인간의 깊

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은 밑줄 친 ②′에서는 필자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변별적 속성을 드러내고 ②″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 또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에 해당한다.

또한 밑줄 친 ③′의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임을 제시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필자의 해석적 응답이다. 이는

‘고통 받는 사람’으로 묘사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이 개인적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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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이라는 가치 원리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①, ②의 응답이 근본적으

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③″ 또한 누구보다 사회적

윤리의 담지자여야 할 대통령에게도 공감이 제일 원리임을 제시하여 공감

을 개인 윤리적 가치의 차원에서 사회 윤리적 가치의 차원으로 확장함으로

써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이 된다. 그런데

앞서 제시했던 글과 달리 이 글에는 한 가지 물음이 더 포함되어 있다. 밑

줄 친 ④에서 ‘저 대답은 진부하지 않다’는 필자의 판단은, ‘저 대답’으로

지칭된 필자가 제시한 명제 ②, ③에 대한 ‘메타 층위’의 것으로, 단순히 왜

그러한지의 이유를 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자가 내린 판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①～③의 물음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

화 기제 생성에서 가치 전제를 ‘설정’하는 데 주되게 작용하는 질문이라면,

④의 메타적 층위의 물음은 이미 생성된 전제에 기반을 두되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작용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지향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물음은 해당 필자의 다시 쓰기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의 글이 필자가 2017년 일간지에 게재한 초고였다면, 다음 글은 같은 필자

가 이듬해 출간한 단행본에 수록된 수정고이다.

(전략)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게는 한 인간의 깊이 역시 인간

이해의 깊이다. 인간의 무엇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인가. 그중 하나로 나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평범한 답을 말할 것이다. 물론 이 대답 역시 진부하

게 들린다. 그러나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부해지기는커녕 날마다

새롭다. 세상에 진부한 고통이란 없으니 저 대답도 진부할 수 없다. 그러

므로 나는 투표할 것이다. 깊은 사람에게, 즉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

럼 느끼는 사람에게 말이다. (중략) 혹자는 성품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한

다고 말할지 모른다. ‘성품이냐 능력이냐’라는 물음은 잘못된 양자택일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성품이 곧 능력이다. 이

판단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순진한 것일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만 싶다.(후략) (연번 21, 신형철, 2018 수정고) (진하게 표시는 연

구자)

수정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하였는데, 필자는 ‘인간의 깊이는 곧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라는 초기의 단정적 판단에서 ‘(인간의 깊이는 여러 가지

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중 하나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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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의 사유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초고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자신의 판단이 다소 ‘평범한’ 것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순진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필자의 사유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메타적 층위의

물음이 제기되었음을 함의한다. 즉, 필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판단에 유보

적인 태도를 보이며 설정된 전제의 정당성에 대해 성찰하고, 해명하는 것

이 정당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정당성 물음을 통한 이러한 사유의

진전을 곧 정당화 기제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당화 기

제의 생성은 필자의 가치 판단의 강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

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곧바로 ‘좋은 글’로 치환할 수는 없다. 다만,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보편의 차원에서 적절하고 유효

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지적 진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좋은 글쓰

기’와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 제시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물음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2) 툴민의 경우, 정당한 ‘이유’의 과제가 증거(evidence)에서 결론에 ‘어떻게’ 도달
하는지를 밝히는 것(Toulmin, 1958/2006: 211)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전제
(warrant)와 이유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반면, 윌리엄스와 콜럼
(2007/2008)은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이자, 하위 주장과 같은 것
이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전제와 이유의 구분이 어렵지만, 전제는 보편적
인 진술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제 또한 시대와 공간이
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자 논쟁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윌리엄스와 콜럼이 제시한 보편성 기준만으로는 이유와 전제를 구분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주장과 전제

유형 대상 내용 속성

개념 물음 그것은 무엇인가?
명명, 원칙, 정의,

개념, 범주
사실적, 해석적

사실 물음
그것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 사례, 성격,

양상, 현상
사실적, 해석적

이유 물음32)
그것은 왜

그러한가?
정당한 이유, 원리 해석적, 비판적

정당성 물음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가?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판적, 메타적

<표 Ⅱ-2>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다층적 물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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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서 필자는 필연적으로 가치, 혹

은 그것과 관련된 사상의 개념 명료화를 가치 전제로 삼으며 이는 ‘개념

물음’을 통해 수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물음이 불변하

는 원칙이나, 사전적 정의와 같은 사실적 개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 논제 글쓰기의 경우 논제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최대한

명시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의 틀 안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하지만,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한 인간의 깊이는 인간 이해의 깊이’, ‘관계는 삶

의 특정한 표현을 주는 것’, ‘민주주의란 언어를 포기하지 않는 것’ 등과 같

이 개념에 대한 필자의 해석적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개념 물음에 응답하게

된다. 이는 객관적 일반화가 불가능한 가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해당 응답이 또 다른 물음들을 위한 잠정적 정박지(碇泊地)이자 도약대

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필자는 오롯이 가치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

만으로는 판단에 이를 수 없다. 이때 주체의 가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사

례나 속성, 현상, 범주 등을 가치 전제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사실 물음’

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나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례

가 곧바로 근거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하나의 사

례가 곧바로 근거로 이행되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실이라 할지라

도 가치 경험은 저마다에게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용

산 참사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결이 희생자와 그 가족의 책임을 물어 그

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끝났다.”(연번 10, 김종철, 2010)는

사례는 ‘여하한 맥락과 무관하게 국가 권력에 의한 모든 공무 집행은 정당

한 것’이라는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범법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기

보다 이에 대한 처벌을 우선함으로써 지배층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

는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판단으로 고정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이유 물음’이 동반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신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메타적으로 검증하

는 ‘정당성 물음’에 대한 응답을 마련할 수 있을 때 필자의 판단은 주관의

범위를 벗어나 보편을 향한 가능성을 확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념 물음’을 통해 초점화되어 제기된 ‘사실 물음’과 이에 대한 응

답은, ‘이유 물음’과 ‘정당성 물음’과 같은 이어지는 또 다른 물음들을 이끌

(warrant)를 모두 이유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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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냄으로써 정당화를 가능케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물음이 또 다른 물음

을 생산하는 이러한 다층적인 물음의 생성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사유 과

정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을 추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발화들 간의 차이를 조정하

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때, 물음은 그러한 차이를 언어화해주

는 역할을 한다. 물음은 불일치의 인식이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것이자 문

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양미경, 2007).

이렇게 언어화된 차이들은 일종의 도전으로 작용하여 필자로 하여금 해결

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해석 글쓰기에

서 필자가 제기하는 물음들은 필자 자신의 지평 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명제를 판단의 거점, 혹은 도달점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터한 맥락 위에서 그 개념과 사실, 이유와 정당성의 제 국면

들을 탐색해 가는 물음들은, 가치에 대한 필자의 ‘발견적 열정(heuristic

passion)’(Polanyi, 1958: 150)을 추동하는 근원이 된다.33) 나아가 물음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대안들의 공간이 열린’(Meyer, 1993/2012: 34)다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 있어 필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이기도

하다.

⑵ 대화적 참여를 통한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의 합리성 신장

논증 행위란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담화적 실천을 의미한다(민

병곤(2004ㄴ: 185). 따라서 필자가 물음에 대한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 즉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에 있어 합리성을 갖추는 것은 정당화

기제 생성의 주된 목적이 된다. 이때, 어떠한 합리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가치 논제 토론의 경우 가치의 논증이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을 통

33)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의지와 관련하여 장지혜·송지언(2019)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장지혜·송지언(2019)은 쓰기 과정에서 피드백의 효과성을 연구하면서 상위
집단에 속하는 필자의 경우 외부적인 진단 결과와 이에 대한 대안을 타인이 직
접 제시하는 것보다, 필자 자신이 스스로 의도한 질문과 더불어 탐구의 촉진자
로서의 피드백만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논구한 바 있다. 이는 질문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존재하는 맥락에 대한 조회에서 시작되며, 자신에게서
비롯된 질문일 때 자신의 맥락 속에서 정당화를 위한 전제들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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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귀납적으로 수행되는 것임을 강조한다(Berube et al., 1994). 앞서 밝혔

던 바와 같이 가치의 질(質)이 주체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개념이

나 속성,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현상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치 논증에서 이러한 가치 적용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석은 ‘이해의 명시적 형태’이며, 이해는 ‘이미 항상 적용된 것’이어

서, 이해, 해석, 적용이 이해의 전 과정에 순환적으로 작용한다는 가다머의

논의(Gadamer, 1960/2012)를 통해서도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가치 적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

어 추구해야 할 합리성이란 그 자체로 보편적인 가치 이념 차원의 것이 아

니라 개별 주관들 차원의 ‘가치 적용의 합리성’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합리성이란 일반적으로 이치에 합당한 성질을 의미하지만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에 있어서의 합리성은 단순히 전제에서 결론까

지의 연결만으로 생성되거나 판단될 수 없다. 앞서 밝혔듯 가치 해석 글쓰

기는 더 많은 청중의 합의를 통한 보편의 추구를 그 본질로 삼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때의 합리성은 논증 참여자들 간의 상호주관적 이해로부터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화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 할 것이다.34)

토론에서의 대화적 참여는 질문과 답변의 반대신문(cross-examination)

34) 유상희(2017)는 합리성 개념을 학제적으로 고찰하고 종합하여, 강조되는 합리성
요소에 따라 논증 교육을 위한 합리성 개념 고찰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맥락-독립적
합리성

맥락-기반적 합리성

맥락-불변
분석적
합리성

맥락-초월
분석적
합리성

맥락-기반
의사소통
적합리성

맥락-기반 탐구적 합리성

의사소통
적
합리성

편견-탐
구적
합리성

위치설정
-탐구적
합리성

권력-탐
구적
합리성

배려-탐
구적
합리성

<표 Ⅱ-3> 논증 교육을 위한 합리성 개념 고찰의 틀(유상희, 2017: 211)

이 중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은 하버마스(Habermas)
의 관점을, ‘편견-탐구적 합리성’은 가다머(Gadamer)의 관점을 기반으로 삼는데,
각각 논증의 목적을 ‘의견의 합의’와 ‘발전적 이해’에 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
으나, 두 관점 모두 대화적 참여와 상호주관적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
적이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보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식의 생성을 중
시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합리성의 속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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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논증을 생성하고, 답변하고, 방어하고, 확장하는 논박(refutation)의 과

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Freeley & Steinberg, 2013/2018), 가

치 해석 글쓰기에서 대화적 참여는 기본적으로 담화 통합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필자가 전유하는 타자의 목소리는 일련의 사회적·역사적

담론의 흐름 속에서 구축된 것으로, 이를 전유함으로써 필자의 사적인 목

소리가 공동의 담론 속에 위치한 공적 발화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보편의

가능성을 확장하게 된다.

그러나 쓰기 과정에서 자료 텍스트35)에 제시된 타자의 목소리를 단순히

인용하는 방식의 가시적 전용(轉用)을 곧바로 대화적 참여로 치환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무엇뿐만 아니라 그 무엇

에 대한 주체의 인격적 인식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

치 해석 글쓰기에서 필자가 지닌 권위(authority)와 관련된 것으로, 필자가

이러한 권위를 확장해 가는 방향으로 글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필자의 발화

와 타자의 발화가 쓰기 과정에서 대등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36) 가다머

에 의하면 권위는 타인의 인정에 근거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성의 판단에 근거”

한다(Gadamer, 1960/2012: 156). 즉, 권위의 본질은 ‘인식 가능성’을 열어

둔 ‘상호 인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필자가 제시하

는 가치 적용의 합리성은 단순히 이전의 권위를 모방하거나, 혹은 일방적

으로 주장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

식을 대화의 장에 열어놓고 ‘공동의 숙고에 참여’(Bazerman, Simon, &

Pieng, 2014: 250)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35) 이때의 자료 텍스트는 문헌 텍스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텍스트
생산에 있어 상호텍스트적으로 기능하며 소통이 가능한 모든 기호론적 실천을
의미한다(Ivanič, 2004). 따라서 표와 그림 같은 시각 자료, 영화, 뉴스와 같은 복
합양식적 자료뿐만 아니라 동료 필자의 논평까지도 자료 텍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광의의 차원에서 텍스트에 접근할 때 ‘목소리’는 텍스트의 문자적
이고 명제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관점과 입장, 역할, 분위기 등의 고유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캠버렐리스와 스캇(Kamberelis & Scott,
1992)이 필자들의 말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모든 담론적 지식이 실제 만남으로부
터 “발생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침전된 것”(sedimented down)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호텍스트성이 명제적 진술로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6) 그런 점에서 ‘권위(authority)’가 ‘필자로서의 자아’를 의미하는 ‘저자성(authority)’
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은 쓰기에서 필자의 목소리가 지닌 중요성을 함의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장지혜, 2019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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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것은 오래 전부터 설득의 기술로 활용되어 왔던 ‘권위에 의한

논증’과도 구분된다. 보편과 전통, 전문성에 기반한 ‘명성의 매개(medium

of prestige)’(Perelman, 1982: 94)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권위에 의한 논

증은 이를 통해 독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전략으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필

자 자체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

위에 의한 논증을 활용하더라도, 권위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필자

자신의 목소리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작 대화적 참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다양한 담론들이 경쟁하는 장을 마련하고 대화적 참여를 통해

‘더 나은 통찰’을 향해 가는 것은 곧 합리성을 수립하고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하여 장지혜(2019ㄱ)는 ‘글을 쓰

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가,

글쓰기의 수행이 판단을 지연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정되며 어떤 목소리를 길어올리는가’가 쓰기를

통한 인간 형성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생 필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

물을 ‘① 자신의 목소리가 없는 글, ② 자신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글, ③

다양한 목소리들과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는 글, ④ 다양한 목소리들에 응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즉,

대화적 참여를 통해 다른 목소리에 응답하며 필자 고유의 목소리를 찾아나

가는 과정은 곧 추론의 권위를 확립하는 일이자 상호주관적 합리성을 생성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한편, 작문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대화적 참여는 자료 텍스트로부터

취한 정보와 필자의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론을 형성하는 일종의

지식 변형(knowledge-transforming)에 해당한다. 버레이터와 스카다말리아

에 의하면 작문의 인지적 과정 중 지식 변형 모형과 지식 전달

(knowledge-telling) 모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지식 전달 모형이 존재하는 정

보들의 연결에 실패하는 반면, 지식 변형 모형의 경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진술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가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적으로

고쳐나간다는 데 있다(Bereiter & Scardamalia, 1987). 이러한 지식 변형은

자료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 간의 교호 작용37), 혹은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

37) 담화 통합적 과제에 있어 자료 텍스트 간의 관계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하
트만과 앨리슨(Hartman&Alison, 1996)에 따르면 자료 텍스트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완적(complementary) 관계는 하나의 화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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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필자의 목소리의 대화적 상호 작용 속에서 인식이 발전되는 과정을 인

지적으로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기 위한 사유 과정

에서 응답성의 실현을 통해 상호주관적 합리성을 생성할 수 있으며, 연결

을 통한 지식 변형이 곧 탐구적 합리성을 생성하는 과정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식 변형 과정을 스타인(Stein, 1990)은 ‘정교

화(elaboration)’로 설명한다. 정교화란 필자의 기억 속 정보가 자료 텍스트

의 정보와 경합할 때의 원칙적 도구(principle means)로, 이들의 혼합적 짜

임(interweaven)에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가공’한 아이디어의 풀(pool)을

만드는 것이다. 스타인에 따르면 정교화는 조직적 틀이나 아이디어들을 서

로 연결 짓는 상위 개념 등을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정교

화’, 자료 텍스트의 아이디어에 대한 동의나 반대, 또는 실생활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가늠하고 제시하는 ‘비판적 관점 발전을 위한 정교화’, 자료

텍스트에서 이미 발견되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예시, 반례, 은유, 유추,

앞선 내용에 대한 지지나 맥락을 제공하는 ‘기존 아이디어 발전을 위한 정

교화’로 분류된다. 이러한 스타인의 논의는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필자

의 대화적 참여를 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정교화의 어떠한

유형이든 자료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응답적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에서 대화적 참여가 정교화의 방식을 지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

성에 작용하는 대화적 참여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 보완적 설명을 통해 그 본질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립적(conflicting) 관계는 하나의 화제에 대한 대립된 내용을 통해 각 관
점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유도하는 것이다. 통제적(controlling) 관계는 하나의 텍
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권위를 가짐으로써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되는 것이다. 대화적(dialogic) 관계는 텍스트들이 서로 내용과 의미를 주고받으면
서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공관적(共觀的, synoptic) 관계는 하나의 화제에 대한 서
로 다른 관점으로 화제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소통 양상 응답적
인식 양상 지식 변형
유형 보완적 정교화 비판적 정교화 생성적 정교화

내용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한 필자

인식의 보완적 구체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한 필자

인식의 해석적 조정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생성

<표 Ⅱ-4>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대화적 참여 유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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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적 참

여는 응답적인 소통과 지식 변형을 특징으로 삼는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자료 텍스트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이를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자신의 인

식 보완하는 ‘보완적 정교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해석적으로 조정하는 ‘비판적 정교화’, 자료 텍

스트의 내용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생성하는 ‘생성적 정교화’로 나눌 수 있

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전략) 금융 위기는 일종의 ‘쓰나미’ 같은 불가항력이었고 자신들은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었다.

샌델 교수는 이렇게 반문한다. “거대하고 조직적인 경제의 힘이 2008, 09

년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주범이라면, 그보다 앞서 발생한 눈부신 이익

도 마찬가지 아닐까?”(31쪽) 실패가 불가항력이었다면 성공도 얼마간 그렇

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2007년에, 그러니까 ‘잘나가던’ 때에, 미

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나 많은 보수를

받았다. 성공에도 외적 요인이 다수 개입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성공을 함

께 일군 임원들과 노동자들의 연봉은 300배가 넘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

성공은 능력 때문이고 실패는 환경 때문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이니 놔둬야 하는가? 아니라고,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 2010)에서 말한다. 이 차이는

시장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 조종의 결과일 수 있다 “경영자 계층이

시장을 조종하고 자신의 결정이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강해진 마당

에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 체계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또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280쪽) 이 환상을 방임하는

동안 공동체 전체의 경제는 큰 손실을 입고 만다. 여기에다 샌델의 말을

덧붙이자.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는 한가? 다들 그 불공정한 피라미드의 윗자리에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김두식 교수의 책 《불편해도 괜찮

아》(창비, 2010)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들이 모여 앉아서 “철도공사 직원

들이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 기가 막히지 않냐?”(194쪽)라며 한탄

했다 한다. 저자의 반문이다. “철도공사 직원이 국립대 교수보다 월급을 많

이 받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일까?” 그리고 덧붙인다. 그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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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라면, 우리나라 최대기업 등기이사들의 평균 연봉이 78억이라는 사

실에는 왜 분개하지 않는가.

(중략) 최근 감사원장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동기 전 후보의 인수위 시절

법무법인 월급은 1억 1000만 원이었다. 지금 해고되어 투쟁 중인 홍대 청

소노동자의 월급은 75만원이었다. 그 월급조차 줄이려고 해고했는가. 서글

프고 답답하고 죄스러운 일이다. 나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의 차이

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146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연번 19, 신형철, 2011,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은 ‘정의’라는 윤리적 가치의 문제 중 사회의 정당한 분배란 어떠해

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자의 목소리가

아닌 ‘샌델 교수’, ‘장하준 교수’, ‘김두식 교수’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등장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위 있는 목소리들 틈에서 필자가 자신

의 목소리를 내고 합리성을 확장해 가는 방식이다. 밑줄 친 부분은 필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금융 위기와 관련한 상여금과 구제금융

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샌델 교수에서 시작되었지만, 필자는 여

기에 이어 ‘실패가 불가항력이었다면 성공도 얼마간 그렇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성공을 함께 일군 임원들과 노동자들의 연봉은 300배가 넘

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이니 놔둬야 하는가?’하

는 물음을 필자 자신의 목소리로 실현한다. 또한 이에 대한 답으로 ‘장하준

교수’와 ‘샌델 교수’의 목소리를 통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제시한 필자는

다시 여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

는가?’, ‘(적어도)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는 한가?’ 하는 물음을 제

기한다. 김두식 교수의 목소리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을 찾은 필자는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접했던 감사원장 후보자와 청소 노동자의 예를 펼쳐 보이

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나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146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에 이른다. 이렇게 필자와 타자의 목소리를 오가며 결론에 이르는 과

정은 대화적 참여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그림 2]는 연번 19 텍스트에 드러난 대화적 참여의 양상을 도식

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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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텍스트 필자

❶ 거대하고 조직적인 경제의 힘이
2008, 09년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주
범이라면, 그보다 앞서 발생한 눈부신
이익도 마찬가지 아닐까?(샌델 교수)

→
① 실패가 불가항력이었다면 성공도
얼마간 그렇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
② 성공에도 외적 요인이 다수 개입하
는 게 사실이라면, 왜 성공을 함께 일
군 임원들과 노동자들의 연봉은 300배
가 넘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

↓
③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이니 놔둬
야 하는가?

↙
❷ 적절한 보수 체계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장하준 교수)

↓
❸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
게 분배한다.(샌델 교수)

↘
④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
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⑤ (적어도)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는 한가? 다들 불공정한 피라미드
의 윗자리에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지
는 않은가?

↙
❹ (오히려 철도공사 직원들의 월급에
는 분개하면서) 우리나라 최대기업 등
기이사들의 평균 연봉이 78억이라는
사실에는 분개하지 않는 (사회이다).
(김두식 교수)

→

⑥ 정동기 전 후보의 인수위 시절 법
무법인 월급은 1억 1000만 원이었다.
지금 해고되어 투쟁 중인 홍대 청소노
동자의 월급은 75만원이었다. 그 월급
조차 줄이려고 해고했(다).

↓
⑦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146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림 Ⅱ-1] 전문 필자 텍스트(연번 19)의 대화적 참여 양상 

이를 앞서 살폈던 대화적 참여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자면, ① ～⑦은 모

두 응답적 소통 양상에 해당한다. ①, ②는 실패의 결과는 공동체의 것으로

미루면서 성공은 나누지 않는 자료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지지를 제공하며

자신의 인식을 보완하는 ‘보완적 정교화’, ③은 앞선 내용들이 ‘자연스러운



[그림 Ⅱ-2] 전문 필자 텍스트(연번 19)의 상호주관적 합리성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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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원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비판적 정교화’이다. 또 ④는 이를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보완

적 정교화’, ⑤는 사회의 분배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

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 나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의

식으로 비판의 대상을 확장하며 자신의 인식을 조정하는 ‘비판적 정교화’,

⑥은 앞선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보완적 정교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할 것은 ⑦이다. 앞부분에 제시된 필자의

인식인 ②와 결론으로 제시된 필자의 인식 ⑦은 실상 분배의 부당함에 대

한 동일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능

력에 따른 분배’라는 논리는 실상 자의적이고 부조리한 것이고(①, ②, ③),

우리 사회에서는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욕망에 의해 오히려 이러한 논리가 공고해지고 있으며(④, ⑤), 그러한 개

인과 사회는 고위직 관료의 월급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청소 노동자의 적

은 월급조차 줄이려고 한다(⑥)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구조화한 결과

물에 해당한다. 즉, ‘성공을 함께 일군 노동자’에서 나아가 ‘청소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의 최소 약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교묘히 감추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비판을 ① ～⑥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

여 제시한 것으로, 상위 개념을 만들어 내는 ‘생성적 정교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가 앞선 타자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자신의 목

소리와 통합함으로써 전개되는 대화의 과정이다. 여러 주관들을 보완적, 비

판적, 생성적으로 오가며 타자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권위에

터해 자신의 목소리에도 권위를 부여받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

로 가치 적용의 합리성을 생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❶ +① +② +③

⇒ (❶ +① +② +③) +❷ +❸ +④ + ⑤

⇒ {(❶ +① +② +③) +❷ +❸ +④ + ⑤} +❹ + ⑥

⇒ [{(❶ +① +② +③) +❷ + ❸ +④ + ⑤} +❹ +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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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볼 때 ⑦에 제시된 필자 인식은 같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궁극

적으로 합리성의 차원에서 ②에서의 인식보다 한층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치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여러 목소리들을 거치며 상

호주관적 합리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진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

축된 견고한 합리성은 기존의 인식을 재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새로

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저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

서 유의미하다.

⑶ 추론의 연결을 통한 가치 체계(value hierarchy)의 형성

일반적으로 가치 체계란 가치의 서열화된 조직을 뜻하며 가치 교육은 개

인의 ‘가치 체계의 수립’을 목표로 삼는다(남궁달화, 1997). 그것은 가치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의 선호에 의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너는 그 가치가 아니라 이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면한

상황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의 가치 체계를 수

립해야 한다.’는 것이 최대한의 가치 교육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가치의

전체성에 의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가치 해석은 서로 경합하는 여러 가

치들 중에서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입각해 있는 맥락

(context)이나 지평(horizon)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가치가 놓인 지평으로부터 가치의 의미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의미들

이 다시 지평을 구성하는 ‘해석학적 순환’에 의해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Palmer, 1968/2011: 148). 이렇게 볼 때,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가치

체계(value hierarchy)는 단순히 가치의 위계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

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통합적 지평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치 체계의

형성 자체가 사유 과정 차원에서의 정당화 기제로 작용한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는 기본적으로 논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논증이 차이를 동력으로 삼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에 대한 민

감성은 필자의 인식을 심화하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논제

글쓰기의 경우, 이때의 ‘차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자와의 차이를 중

심으로 제기되는데, 이에 따라 반대되는 입장을 얼마간 고려하지 않거나,

텍스트에 반론을 통합하여 제시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결론의

정당화만을 향해가는 것은 논증적 글쓰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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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어 왔다(Coirier et al., 1999; Williams & Colomb, 2007/2008; 임지원,

2019). 이는 경쟁하는 담론들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와 검증 과정이 소거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 논제 글쓰기가 반대자와의 차이에 대한 탐색을 논증을 견고

하게 하는 힘으로 삼는 데는 필자의 입장이 고정되어 있고 반대자들을 필

자가 의도한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설득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대상이 되는 가치의 의미는 불확정적

이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려 애쓸 때 진행되는 종류의 추

론’(Crosswhite, 1996/2001: 327)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와 같이 차이에 대한 병렬적인 차원의 탐색뿐만 아니라, 채굴하

듯 따져 들어가는 방식의 추론을 요청한다.38) 가치를 다룰 때 여러 개의

갈등하는 가치 중 비교 우위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한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추적’해감으로써 가치의 전모를 ‘완성해나가

는’ 것은 단순한 반증의 탐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정당

화 기제의 생성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가치에 대한 탐구의 과정과 결과

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응답들을 펼쳐 보이고 그러한 응답들 간의

‘차이’, 또는 이전에 제시한 자신의 응답과의 ‘차이’에 물음을 던지면서 추

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새로운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전제와 결론

을 통해 하나의 추론을 형성한 후 이러한 추론에 대한 하위 주장39)을 생성

해가는 연속적이고 연쇄적인 추론의 연결 과정이어야 한다.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도 주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무지가 제거될 때까지 물음을 “계속

적으로 재구성(reformulation) 또는 재명료화(reclarification)”(Gale, 1979:

330) 하는 것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는데, 이러한 하위 주장의 생성은 자신

의 추론이 지닌 빈틈을 채워가는 과정이자 가치 체계를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8) 소설이 (가치에 대한) 선택의 결과, 즉 하나의 논증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 속에
서 추적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그 선택을 재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논증보다 이점이 있다고 한 크로스화이트의 논
의(Crosswhite, 1996/2001: 114-115)는 가치에 대한 논증이 정책에 대한 논증과
는 다른 차원의 목적과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9) 하위 주장(subclaim)은 주요 주장(main claim)이 아닌 주장, 또는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의미하며(Williams & Colomb, 2007/2008: 74), 소결론과 같
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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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하나의 응답은 직선적으로 결론을 향해가

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다양한 차이들에 대해 풍부한 물음을 던지며 비교해나갈수록 보편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발화라는 개개의

말에 대해서 … 우리 자신이 대답할 말이 많을수록, 그것들이 중요할수록

우리의 이해도 더 깊어지고 보다 본질을 향해간다”(Bakhtin & Voloshinov,

1973/1988: 141-142)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위 주장을 많이 생성해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가치 체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거나, 우수한 정당화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는 인지적 탐색, 즉 물음과 응답으로 전개되는 추론의 과정에 있어 그 양

뿐만 아니라 질을, 또한 개별 추론들의 질이 아니라 추론들 간의 관계의

질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자, 넓이가 아닌 깊이의 차원

에서 쓰기에 접근할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학생들의 발견적 과학 글쓰기(The Science Writing Heuristics,

SWH) 과정을 연구한 핸드 외(Hand et al., 2014)의 연구는 쓰기 과정에서

의 추론의 깊이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이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우리의 추

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추론 구조를 갖는다. 첫 번째로 ‘단일 추론

(single unit of reasoning)’은 하나의 추론-정보 쌍으로 규정되며, 다른 추

론과 연결되지 않는 추론이다. 두 번째로 ‘추론 연쇄(chain of reasoning)’

는 연계된 일련의 단일 추론들을 의미한다. 셋째로 ‘추론 망(reasoning

network)’은 ‘추론 연쇄’의 발전된 형태로서 다양한 단일 추론과 추론 연쇄

로 구성되며, 따라서 네트워크 유형의 추론 구조를 형성한다.40) 단일 추론

의 경우 발견적/직관적 과정에 가깝고, 추론 연쇄와 추론 망의 경우 분석

적/반성적 과정에 가깝다. 핸드 외는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아이디어를 탐

구하고 비판하는 공간으로서 쓰기를 진행함에 따라, 그들의 이전·현재의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과정과 협상에 참여하고 단일 추론을 추론 연쇄로, 추

론 연쇄를 추론 망으로 발전시키며 점차 복잡한 추론 양상을 보이게 됨을

밝혔다.41) 이렇게 볼 때, 새끼를 꼬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푸라기들을 투입

하며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길고 튼튼한 새끼줄을 형성하듯, 계속

40) 학생의 쓰기 과정에서의 추론 양상을 핸드 외(Hand et al., 2014: 238)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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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새로운 물음의 투입을 통해 이어져 있는 추론들을 연결해 나가되, 이

것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종합적인 추론의 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곧 정

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통일된 하나

의 지평으로서의 가치 체계 형성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핸드 외(2014)의 논의를 참고하되, 추론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추론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하위 주장을 생성해가면서 전개되어 가는

것임을 고려하여,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추론

의 연결 유형을 ‘고립’, ‘확장’ ‘연쇄’, ‘심화’의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그림 Ⅱ-3] 추론 연쇄 [그림 Ⅱ-4] 추론 망

41) 핸드 외(Hand et al., 2014)의 경우, 학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적 자원(personal source)을 글쓰기에 투입하지 않고, 표준적이고(canonical) 탈
맥락화된 지식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쓰기를 통한 인식의 발전으
로 보았다. 그러나 표준적인 과학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는 과학 글쓰기와
달리, 가치 해석 글쓰기는 자기를 반영한 개인적 인식이 소거되었는지 여부보다
는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 인식을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인식의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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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 핸드 외(2014)가 언급했던 단일 추론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후행 추론이 선행 추론과 단절된 나열의 수준에서 전개

되는 것으로 필자가 수행한 개개의 추론들이 서로 일정한 추론 연쇄의 구

조를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핸드 외(2014)의 논의에서는 제

시되지 않았으나, 하위 주장의 생성 없이 전제들의 첨가만으로 단일 추론

을 확장해 나가는 ‘확장’ 또한 단일 추론의 연결 양상에 해당한다. ‘연쇄’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 다른 물음이 되거나, 혹은 물음의 특정 부면을 초점화

하여 다시 물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화’와 동일하나, 후행 추론

이 선행 추론들을 모두 포괄하거나 전제로 삼지 않고 바로 이전에 제시된

결론이나 전제에만 관련된 연결 구도를 의미한다. 즉 단일 추론 1이 단일

추론 2로, 단일 추론 2가 단일 추론 3으로 연계되는 구조에서, 단일 추론 1

과 3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추론의 망을 형성하지는 못한

것이 특징이며, 이 경우 가치 체계가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유형 고립 확장

내용 단일 추론들의 나열적 고립
전제의 첨가를 통한 단일 추론의

확장

도식화

소전제1 소전제2
 

소결론1 소결론2

소전제1 + 소전제2


소결론1

유형 연쇄 심화

내용
선행 단일 추론과 관련한 단일

추론의 연쇄

선행 추론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추론의 심화

도식화

소전제1


소결론1 + 소전제2


소결론2 + 소전제3


소결론3

소전제1


소결론1 + 소전제2


소결론2 + 소전제3


소결론3

<표 Ⅱ-5>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추론의 연결 유형 Ⅰ

[그림 Ⅱ-5] 고립적 추론의 연결 

[그림 Ⅱ-7] 연쇄적 추론의 연결 [그림 Ⅱ-8] 심화적 추론의 연결 

[그림 Ⅱ-6]확장적추론의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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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는 새롭게 생산되는 추론이 선행 추론들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

추론의 망을 형성해가는 추론의 연결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맞아 죽은 것이라고 했다. 용산 참사 현장에

서 작고한 고 이상림씨의 장남 이성연씨의 증언이 그러했다. 고인의 주검

은 온몸의 뼈들이 다 으스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특공대

의 곤봉에 두들겨 맞은 것이다. 참사 이후에도 공권력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조각내었다. (중략) 이제 그들에게 인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한 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만 우리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략)

이언 매큐언 역시 9·11 테러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비행기 납치범들이 그들 자신을 승객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 상상해 넣을

수 있었다면, 아마 계획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희생자의 마음속에 일

단 들어가면 잔혹해지기란 어렵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의 핵에 자리한다. 그것이 공감의 본질이고 윤

리의 시작이다.” (중략)

린 헌트는 “계급, 인종, 성별의 구분을 넘어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쉽지 않을뿐더러 완수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단언

한다. 과연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 관념의 전제가 되는 공감 능력의

습득이 완수되지 않았으니 소설도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인가.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백 년 넘게 해오던 일을 계

속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는 대답은 너무 명쾌해서 좀 미심쩍다. (중략)

오늘날에는 『파멜라』나 『신(新) 엘로이즈』가 한 역할을 대체하는 많은

매체들이 존재하는 터다. 현실의 충실한 재현과 윤리적 공감의 유도가 소

설의 여전한 기능이기는 하되 그것은 소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더 중

요한 이러한 반문도 가능할 것이다. 용산의 저 비극은 대다수의 국민들에

게서 신속히 잊혀졌다. 그것은 과연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인가? 어쩌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이미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문제는, 공감 능

력 따위는 과감히 내던지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도

모해나갈 수조차 없는 시스템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애써 공감을 거부하

고 있는 데 있지는 않을까. (중략) 이 글을 쓰고 있는 자 역시 용산의 비극

에 분노하면서 글과 말을 보탠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을 하지 못했다. 그것

이 내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문학은 당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불가피를 고뇌해야 한다고 믿어 왔다. 문

학은 가장 비겁한 자의 한숨을 내쉬면서 가장 회의적인 자의 속도로 걸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문학은 고발하고 규탄하고 공감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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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왕의 일 역시 큰 소리로 감당하기는 하되, 공감하지 않으려 애쓰는

내면의 안과 밖을 사려 깊게 분석하고 그 내면을 ‘진짜 눈물’의 세계와 대

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낮은 목소리의 말을 건네기도 해야 할 것이다. (후

략) (연번 18, 신형철, 2009)

‘공감’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는 위 글의 추론의 연결 양상

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 글에서 필자는 인권 말살의 시대(추론 ①)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용산 참사 →
현대는 인권 말살
의 시대이다.

인권 말살의 시대
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

②
모든 일을 빨리 잊
어버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

(인권 말살의 시대
에 우리의 책임은
빨리 잊어버리지 않
도록) ‘공감하는 법’
을 배우는 것이다.

공감이 왜 의미를
갖는가?

↙

③

이언 매큐언(“희생
자의 마음 속에 일
단 들어가면 잔혹
해지기란 어렵다.”)

→
(공감은) 다른 사람
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인권과
윤리의 시작이 된다.

공감하는 법을 배
우는 것은 가능한
가?

↙

④

린 헌트(“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 완수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
(소설이 그 역할을
해왔으나) 쉽지 않
은 일이다.

소설이 윤리적 공
감 유도의 역할을
계속 하면 되는가?

↙

⑤
오늘날에는 역할을
대체하는 많은 매
체들이 존재한다.

→
오늘날 공감의 유
도는 소설만의 기
능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
제는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인가?

↙

⑥

필자 역시 용산의
비극이 내 삶에 너
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

사회 체계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공
감을 거부하는 것
이 진짜 문제이다.

소설의 역할은 무
엇인가?

↙

⑦

문학은 당위를 주
장하기보다는 불가
피를 고뇌해야 한
다.

→

소설의 역할은 공
감하지 않으려 애
쓰는 자들에게 말
을 건네는 것이다.

[그림 Ⅱ-9] 전문 필자 텍스트(연번 18)의 추론의 연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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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추론 ②)을 제시한다.

이어 공감이 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하며, 이언 매큐언

의 발화를 통해 공감의 의미에 대해 답변(추론 ③)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러한 공감의 유도에 소

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답(추론 ④, ⑤)을 이어나가

며,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감을 거부하는 것’(추론 ⑥)이고, 소설의 역

할은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추론 ⑦)이라는 새로운 반성적 응답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선행 추론이 후행 추론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선행 추론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면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추론 ②는 추론 ①을, 추론 ③은 추론 ①과 ②

를, 추론 ④는 추론 ①, ②, ③를……’ 포섭해 나가는 ‘심화’적인 연결을 통

해 추론 ①에서의 소결론과 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추론 ⑦에서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권 말살의 시대 우리의 책임’이라는 가치 전제가 추

론이 연결되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위 추론들

을 포섭하는 동인이 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의 역할

은 공감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며, 소설의 역할은 공감하지 않으려 애쓰는

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추론 ①만큼의 범주에 머물렀던 가치 체계가 ①～⑦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의 깊이를 가지는 총체로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필자

의 지평의 확대를 적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음과 응답의 양으로써 실현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발화

(utterance)를 다시 문제로 삼고 이를 넘어서려는 끈질긴 탐색의 의지를 통

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장기나 체스를 두는 것과 같이 하나의

말(馬 - 言)의 움직임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적

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쓰기인 것이다. 가치 해석 글쓰기가 단순히 ‘글감

의 수집과 선정과 조직’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가치의

의미를 완성해 가는 움직임의 연속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의 종합적 연결이 곧 가치 체계의 형성이라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수행 원리이다.

관련하여 메이에르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는 논증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제 생성적(problématologique)’ 답과

단지 해결책만을 내보이는 ‘응답적(apocritizue)’ 답을 구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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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1993/2012: 91). 문제 생성적 답은 새로운 물음들을 생산하는 답이

며, 응답적 답은 답으로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문제에 대한

응답적 답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생성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물음

과 응답의 쌍은 대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메이에르는 담론을 물음의

차원에서 고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제기하거나, 응답 행위에서 문제생

성력을 제거하는 것은 소피스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폐쇄적인 수사

인 것으로 보았으며, 고정되어 있는 해결책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문제로서 다시 취해 스스로 답을 해나가는 비제한적 추구의 소산이라

고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인식의 심화를 추동하

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는 필자를 이상적인 필자로서 상정해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왜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왜 실천해야 하는가?’와 같이 ‘왜’에 답해가면서 이전의 지식을 초월하며

결론을 향해가는 정당화의 과정이 곧 가치 해석 글쓰기의 사유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고 가치 체계를 정교화하는 과정이 곧 정

당화 기제가 생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비록 그전의 지식을 상기해 내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생긴 심리

상태는 그 믿음이 ‘다양한 형태를 띤 반복되는 물음’에 의해 굳건하고 확고

하게 되지 않는 한 한낱 믿음일 뿐”(Hamlyn, 1970/1986: 88)이라는 점에서

물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추론의 연결이 핍진해질수록 필자가 생성한

인식은 확고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연결을 통한 정당화 기제

의 생성은 인식론적으로 탐구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자, 가치의 의미를

‘최종적인 것’은 아니되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인식의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앞서 제시된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 세 가지

는 각각 가치에 대해 초점화하고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가치에 대

한 인식을 심화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치 전제의 토대 위

에서(正), 다양한 가치 적용을 거쳐 흔들리고 조정되면서(反), 하나의 총체

적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合) 변증법적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가치 전제를

설정하고, 가치 적용의 합리성을 신장하고,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제 과정

들은 회귀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른 과정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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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설득하는 글쓰기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조건을 갖춘 텍스트를 완성하는 것만을 쓰기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쓰기를 통해 필자의 인식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질적이고 과정적인 측면을 공백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다층적 물음과 대화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론을 연결해 나가는 사유의 전

과정을 가치 해석 글쓰기의 교육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쓰기 지식의 수행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자, 언어화를 추동하는 심층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필자의 인식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

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2)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성 원리

설득의 방법과 원리를 밝혀 수사학의 기원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는 정당화 기제에 작용하는 요소들의 범위에 대한 주요한 시각을 제공한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들로 증언들, 고문에 의

한 자백들, 작품들 등의 기술 외적 증거들과 로고스(담론의 증명적 가치),

에토스(웅변가의 성격과 권위), 파토스(청중의 정념)로 구성된 기술적인 증

거들로 구분하였다(Aristotle, 미상/2007).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사전에 주어져 ‘사용’하는 차원에서의 기술 외적 증거들이 아닌, 필자가 쓰

기를 통해 스스로 ‘구성’하는 기술적 증거들인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설

득의 요소로 다루어져 왔으며,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또한 이러한

세 범주의 차원을 모두 다룰 때 생성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특히 정책 논제 글쓰기가 주로 합리적 추론, 즉 논증과 같은 인지적 차원

의 로고스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정서적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토스와 파토스가 정당화의 기제로서 로고스와

대등한 차원에서 작용한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에토스와 파토

스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발신자의 성격’, 혹은 ‘수신

자의 감정의 자극’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며 구체적인 에토스와 파토스의

정당화 기제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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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개념 도식(conceptual scheme)의 선정을 통한 정서의 보편화

고대 수사학에서부터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이르기까지 ‘정서’는

설득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에 있어 정서

가 상대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부차적인 요소로만 다루어져 온 것은, 정서가

추론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단순히 청중에게 ‘유발되는 것’으로서, “청중

들로 하여금 정념을 경험하게 하”(Aristotle, 미상/2007: 60)는 측면만이 주

목되어 온 까닭이다. 그러나 가치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 정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원인”(Aristotle, 미상/2007: 14)이자,

“모든 행동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근원”(Smith, 1790/2009: 121)으로서 기

능한다. 특히 정서가 이성적 판단에 선행하여 도덕적 실천을 추동하는 토

대가 된다는 점(Hume, 1739/2016)을 고려할 때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여타의 설득적 글쓰기에 비해 정서의 중요성과 작용의 방식을 중요하게 다

룰 필요가 있다. 이때 쓰기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필자에게서

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서에 대한 논의는 필

자의 정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을 독자에게 이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정한 가치 대상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정서에서 시작하되, 그것이 단

순한 개인적 감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가치’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러한 판단이 ‘보편화 가능성(universalizability)’을 지니고 있다는 데 기인한

다. 보편화 가능성이란 어떤 윤리적 명제에 합리적 이유를 댈 수 있는 것

이자 해당하는 모든 대상에 동일한 판단을 적용하기로 약속하는 것(Hare,

1963: 5)을 의미한다. 즉, 정서에서 비롯된 즉물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합

당한 이유와 함께 이해하되, 현재의 상황이 아닌 이와 비슷한 다른 상황,

내가 아닌 타인들도 이와 똑같은 선택을 취할 수 있다는 일관성을 확인해

야 한다는 것이다. 헤어에 의하면 모든 윤리적 술어는 규정적(prescriptive)

이면서, 동시에 서술적(descriptive)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보편화가 가능

해진다. 예컨대, ‘정의롭다’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윤리적 성질을 지닌 사

람·상황에 대한 서술이며, 우리가 정의롭다고 서술한 그 사람·상황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모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치 판단을 독자에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가

치에 대한 필자의 정서와 가치의 서술적 의미를 합당하게 연결 짓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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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술적 의미가 보편의 차원에서 독자와 공유 가능한 것임에 대한 해명

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의 서술적 의미가 개별 주체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

의 기저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서로 상이한 개념 도식(conceptual

scheme)들이 자리한다. 도식은 유기체가 어떤 사실을 일관성 있게 조직하

는 체계(Wadswarth, 1971/1996)로 정보를 처리하고 추론하는 데 작용하는

도구이다. 개념 도식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식의 틀로서 의미

를 갖는다(Lakoff & Johnson, 1980/2006: 21-22). 이에 따를 때, 정서의 보

편화는 확정적인 개념이나 원칙들을 창안하여 여기에 새로운 사례들을 적

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서 대상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서의 개념 도식을 주조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앞서 사유 과정 차원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 해석이 개별적 가치 판단뿐만 아니라 가치 체계

전체와 관계하는 까닭이다.

이때, 가치에 대한 개념 도식은 논리적인 개념 도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 무엇이 그 가치에 해당하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구획할 수 없으며, 가치의 개념이란 오로지 다른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윤리

학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은 ‘은유’와 ‘서사’가 도덕적 이해에서 본질적인 것

이라고 논의한다. 예컨대 도덕적 불일치는 특정한 도덕 규칙에 대한 불일

치라기보다는 직면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덕적 원형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된다(Churchland, 1996/2013: 142). 이때의 원형은 아이들이 쿠키나 사

탕처럼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통해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같이 체험적으로 기본적인 종류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이 입시 제

도, 혹은 급여 제도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에 이를 때 자신의 현재적 정

체성과 맥락을 넘어서는 상상적 능력을 통한 확장이 요구되며, 이는 가치

에 대한 개념 도식의 은유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Johnson,

1993/2008: 380-382). 또한 이러한 확장에는 그 원형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

사적 맥락이 관여한다. 같은 ‘재화 분배’라 할지라도, 능력이 우수한 사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장애 학생을 대학 입시에서

우대하는 것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해 개념 도식의 형성에 있어 필연적으로 개념 간의 구별이 발생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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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리’ 또한 하나의 인식의 틀을 선정하는 원리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은유적, 서사적, 분리적인 개념 도식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서가

침투된 것’(Johnson, 1993/2008: 381-382)으로, 개념 도식의 선정 자체가 정

서와 서술적 의미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생성 원리가 된다. 동시에 개념 도

식은 단순히 정서에서 비롯된 수사적인 표현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논증 도

식(argumentative schemes)과도 관계하며 가치 판단을 독자에게 수용 가

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로서 작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은유의 경우, 페렐만이 경험적 증명이 불가능한 철학

적 사고가 은유들 없이는 논증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Perelman, 1982: 125)

이나, 존슨이 우리의 기본적 도덕 개념은 은유를 통해 나타난다고 한 것

(Johnson, 1996/2013: 89)은 기본적으로 은유가 비확정적인 대상을 개별적

이고 새로운 사례들에 투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 천착한 것

이다. 존슨은 도덕적 행위를 ‘거래’의 은유로 이해한다면 정의를 판단할 때

권리와 규칙을 중시하며, ‘유대’나 ‘연결’의 은유로 본다면 보살핌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게 되는 것과 같이, 도덕적 딜레마가 빚어지는 원인이

상이한 은유적 이해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국민들의 복지가 아닌 성

장에만 골몰하는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에서 국가에 대한

‘아버지’의 은유를 통한 인식의 틀은, 국가에 대한 ‘기업’의 은유에 비해 성

장에만 골몰하는 정부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 정서를 보편화함으로써 정당

화 기제로 작동한다. 아울러 은유는 ‘해석과 수용의 여유 공간’을 제공함으

로써 필자의 정서를 보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하

다. 또한 은유를 통해 독자에게 수용되는 필자의 정서는 독자에게 이해가

아닌 공감(共感, sympathy)의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이는 은유가 근원 영역과 대상 영역 간 차이를 무화하고 일정한 인지

적 틀 안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을 ‘함께하는 감정의 공동체’(하

병학, 2015: 79)로 자연스럽게 이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자의 논

리성을 중심으로 독자의 논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

의 설득 방식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적절한 은유적 개

념 도식을 선정함으로써 정서의 보편화라는 정당화 기제를 효과적으로 생

성한다.

서사(narrative)는 사건의 연쇄를 통해 의미를 만드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 로고스에 대비되는 뮈토스적 언어 운용의 방식(우한용, 2004)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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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즉, 서사는 사건들의 연속으로서의 내용을 통해 사건에서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추론하는 인식의 틀이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서술하

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Genette, 1972/1992: 15-16) 언어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삶의 서사적 구성과, 또 도덕적 숙고가 어떻게 그 서사들에 의해

구조화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윤리학에서 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

다는 것은 가치 이해에 있어 서사적 개념 도식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Johnson, 1993/2008: 313). 이러한 서사는 은유나 분리와 달리 실제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전형성을 갖춘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원형에 접근한다. 때문에 단순히 사례를 덧붙이는 것과는 달리 논

증 목적에 따라 서사를 구성하고 서술하는 것으로서의 ‘서사 논증

(narrative arguments)’ 개념이 논증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기도

하였다(Fhanestock & Secor, 1996; Summerfield, 1996; Faigley & Selzer,

2012; 김영희, 2014). 특히 가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이

야기들의 부분”인가를 인식함으로써만 탐구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MacIntyre, 1981/1997: 318), 경험의 통일된 형식으로서의 서사는 필자와

독자를 현실 속에 자리매김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가치가 인식되는 틀을

제공해 준다. ‘행복한 삶은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가치 판단을 위해, 스스

로 행복한 삶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로 방송

되는 짜여진 각본 속의 생활을 하는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행복이

라는 가치에 대한 탐구 문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독자가 인간 삶의 전형

을 통해 ‘자유’로 묘사된 행복의 원형에 접근하도록 한다. 즉, 독자는 특정

한 서사적 개념 도식 안에서 해당 가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본

래 어떠한 가치 판단을 따르지 않는 독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가치 판단이

어떻게 연원(淵源)한 것인지 이해하고, 해당 서사의 맥락에서라면 본인 역

시 그 가치를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면서 ‘인간적 이해의 가능성’을

넓히는 과정이 된다(Haidt, 2012/2014: 11-12). 페이즐리와 셀처는 서사 논

증에 있어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섬세하고 세부적인 묘사

를 강조하였는데(Faigley & Selzer, 2012: 156), 이는 서사가 노골적인 주장

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필자가 설정한 문제 틀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김영희, 2014: 367) 하는 공감과 성찰에 기초한 설득 방식에 기

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 도식의 선정에 있어 이러한 서사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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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서술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가치의 서술적 의미를 구성

하는 데 있어 독자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리잡게 한다.

뿐만 아니라 ‘분리’의 경우, 가치 해석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가치 개념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개념 도식의 선정에 중요하

다. 이는 가치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정의 논증(definition arguments)’과

‘평가 논증’(evaluation arguments)’에 기반을 둔다는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

된다. 정의 논증은 규준을 정하고 정의된 것이 그러한 규준에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주장하는 논증이며, 따라서 원하는 대상의 규준을 세우고, 특정

사례가 그러한 규준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평가 논증은 규준을 세우고 그 규준에 따라 무언가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

하는 논증으로, 유사성과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정의 논증과 달리 주로 비

교를 동반하여 대상의 질을 평가한다(Faigley & Selzer, 2012). 이 두 논증

이 모두 ‘규준’을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치 해

석 글쓰기는 정당화에 있어 어떤 규준을 세우고 그 규준(의 정도)에 해당

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분리함으로써 인식의 틀을 제시하여, 그 안

에서 해당 가치의 서술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나누고 그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인식의 틀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필자는 자신의 정서가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적절한 것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편성을 획득한다. 예컨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은 ‘소수’에

속한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수의 충분한 동의

가 있을 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으

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는 ‘소수의 희생’을 ‘소수의 충분한 동의가 있는 소

수의 희생’과 ‘소수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소수의 희생’으로 분리함으로써

독자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페렐만이 모든 개념의 분리가 ‘양립

불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철학의 기반이 된다고 본 것

(Perelman & Olbrechts-Tyteca, 1958/1969)은 가치의 결정 불가능성에 있

어 분리적 개념 도식의 선정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전략) 지난달 28일 열린 용산 참사 재판 제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



- 89 -

는 검찰 측의 논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을 선

고했다. 아무리 무정한 법 논리를 갖다 대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권

력과 자본의 공모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긴

어려울 거라 믿었다. 그래서 재판부가 법 논리와 양심 사이에서 깊이 고

뇌할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비정한 판결문에는 어떠한 고뇌

의 흔적도 없었다. (중략)

당위와 현실이 팽팽하게 긴장할 때 고뇌가 생겨난다. 당위의 힘이 과

도하게 커지면 억압이 생겨나고 현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마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자주 흔들리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 것이고 고뇌

는 건강한 사회의 증명서일 것이다. (중략) 고뇌는 공동체의 배수진이다.

그 진지가 무너지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연번 17, 신형철, 2009)

위 글은 용산 참사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무정하’고, ‘비정한’ 재판부에 대한 분노의 정서로부터 ‘바람직한 사회란 무

엇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의 필자는 재판

부의 선고가 어째서 부당한 것인지를 해명하거나, ‘법 논리’와 ‘양심’의 의

미를 규명하는 대신, 유기체의 은유라는 개념 도식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의

본질을 제시한다. 인간이 동물이나 괴물과 다른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생각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듯이, ‘억압’ 되지도, ‘마비’ 되지도 않은 ‘건강한’ 사회

이기 위해서는 ‘고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뇌는 바람직

한 사회가 되기 위한 최초이자 최후의 조건으로, 필자는 ‘고뇌’를 ‘공동체의

배수진’으로 은유하기도 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배수진’은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군사들의 진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

쟁에서의 패배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유적 개념 도식 속

에서 볼 때 공동체의 배수진을 무너지게 만든 재판부에 대한 필자의 분노

는 당연한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유기체의 은유라는 인식의 틀은, 살아

있는 생명과 같은 사회를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지향

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독자들의 실천을 촉구한다.

수도권 도시에서 세 자매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다. 동생

둘은 발작 증세를 보이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

었다. 반찬이라고는 고추장밖에 없는 밥이나 라면을 먹으며 냉골의 지하

월세 방에서 몇 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다. 떠돌이 노동자인 아버지가

얼마간의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그중 절반도 아이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

았고, 그 결과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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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이 겪은 이 비참한 이야기에서 제일 마음 아픈 대목은, 맏이

가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두 동생들에게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를 꾸준히

시켜왔다는 점이다. 우편물과 광고지, 혹은 거리에서 주워온 폐지를 가지고

학습장을 만들어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향학열을 운운하며 감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심히 황폐화된

사회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이야기라고 해야 옳다.

본시 인간다운 삶의 근원적 토대는 어디까지나 사람들끼리의 상호부조의

관계망이다. 그런데 이 세 자매가 극한적인 영양실조 상황에서도 이웃들의

도움에 기댈 생각은 전혀 못 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는, 상호부조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극도로 위축되어왔

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중요한 것은 역시 공동체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동체가 살아있는 한,

사람이 외로이 굶주려 죽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화폐의 원리가 아니라 증여의 원리에 의해 유지되는 생의 공간이기 때문이

다. 오늘날 절망의 땅이라는 아프리카에서도 대부분의 공동체는 다마

(dama), 즉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고받는 전통적 증여 경제의 틀 속에서

생명을 보호·유지하고 있다. (중략)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원

초적 증여의 원리에 입각한 상호부조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강화하려는 노

력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

다. (연번 12, 김종철, 2013.)

위 글에서 필자는 세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증여’와 ‘나눔’, ‘연대’의 가

치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이야기 속 인물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와, 그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서의 사회 -상호부조

가 이루어지지 않는 -에 대한 비판적 정서는 서사적 개념 도식 속에서 전

형성을 획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보편화된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

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동생, ‘고추장밖에 없는 밥’, ‘냉골의 지하 월세

방’, ‘거리에서 주워온 폐지로 만든 학습장’과 같은 구체적 묘사들은 추상적

인 통계보다도 더 필자의 정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여 여기에

독자들을 참여하게 만든다. 이것이 파토스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는 것은,

제시된 서사적인 인식의 틀을 통해 독자는 ‘세 자매’가 자신이 서 있는 구

체적 현실 맥락에서 공존하는 증여와 연대의 대상임을 깨닫고, 증여와 연

대라는 가치의 서술적 의미를 체득(體得)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 스

스로 필자의 정서와 대상이 되는 가치의 서술적 의미 간 연결 고리를 단단

하게 함으로써 정서를 보편화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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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

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

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

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

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

른 하나는 사회 생활의 요구이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

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중략)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정

의는 보다 높은 어떤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중략) 그리고 사람들

은 집단적 행동의 냉혹성에 의해 새롭게 고통 받고 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사회적 불의를 대가로 지불하고서 개인 생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천국에 이

르는 사다리를 세울 수 없으며, 인간사의 방탕과 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 (후략) (연번 3, Niebuhr, 1960/1992)

위 글은 분리적 개념 도식을 통해 보편화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한 예에

해당한다. 필자는 인종·계급·민족·국가와 같은 ‘사회’가 집단적 행동으로 인

해 불의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드러내며, ‘개인이 사회에 참

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편화하기

위해 ‘이타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정의’란 ‘보다 높은 어떤 것에 의해 인도되

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개인의 참여’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도식의 선정을 통해 필자는 자신의 비판적 정서가 사회의 부적절한

‘정의’에 국한된 것이자, 개인의 참여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

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필자의 정서와 이에서 비롯된 필자의 판단은

보편을 향해 가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적극성’을 기준으로 행복과 고통을

분리하거나(연번 1), 대상의 속성과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비판’과 ‘풍자’

와 ‘조롱’을 구분(연번 20)하는 등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식의 틀로, 해당 가치의 서술적 의미를 공유 가능한 것으로 이

동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개념 도식이 선정되는 양상을 본고의 분석

대상인 25편의 전문 필자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2)

42) 전문 필자의 텍스트 목록은 Ⅰ장(p. 1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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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서 은유적 개념 도식은 14건, 서사적 개

념 도식은 6건, 분리적 개념 도식은 17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들은 한 편의 텍스트에서 하나만이 선정·작용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동

시에 선정·작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의 불확정성·포착 불

가능성으로 인해 필자가 개념 도식을 선정하고, 독자들을 여기에 참여시키

는 과정이 없이는 이를 보편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필자의 정서와

서술적 의미의 연결을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정당화 기제에 있어 은유, 서

43) 연번 5의 경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장(章)은 해당 텍스트가 수록된 단행본 전
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 장에서는 서사가 드러나지 않지만, 해당 텍스
트가 수록된 단행본 전체에서 서사의 방식이 빈번하게 드러나며, 해당 장은 이
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사적 개념 도식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연번 개념 도식 연번 개념 도식

1

▪분리(인간을 이루는 것/인간

이 지닌 것)

▪은유(행복=富)

14
▪분리(상식/몰상식)

▪은유(민주주의=유기체)

2 ▪은유(행복=길) 15
▪분리(교육/사육)

▪은유(국가=아버지)

3 ▪분리(개인 도덕/사회 도덕) 16 ▪분리(배타주의/박애정신)

4 ▪분리(행복/기쁨) 17 ▪은유(사회=유기체)

5
▪분리(공리주의/자유주의/공동선)

(▪서사)43)
18

▪분리(부족/외면)

▪은유(공감=신발신기, 소설=사람)

6
▪분리(위치 독립적/위치 관계적)

▪은유(정의=달 관찰)
19

▪분리(시장 논리/시장 조종)

▪서사(구제 금융 이야기)

7 ▪분리(고통/불행) 20 ▪분리(조롱/풍자/비판)

8
▪분리(노예/자유인)

▪은유(보이콧=자유인)
21

▪분리(선망/존경)

▪은유(삶=길)

9
▪은유(세계=유기체)

▪서사(옥스퍼드 대학 이야기)
22

▪분리(원하는 자/원하지 않는 자)

▪은유(소수자=오멜라스의 사람)

10 ▪은유(지배층=강탈자) 23 ▪서사(트로이 전쟁 이야기)

11 ▪분리(단기적/장기적) 24 ▪서사(초등학생 이야기)

12 ▪서사(세 자매 이야기) 25
▪분리(돌/금)

▪은유(자연=금)
13 ▪은유(배타주의=닫힌 길)

<표 Ⅱ-6>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 드러난 개념 도식의 선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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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리라는 인식의 틀이 필수적이며, 이를 선정하는 것이 정당화 기제의

생성 원리임을 함의한다. 나아가 이러한 개념 도식은 가치에서 비롯된 정

서를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표출이 아니라 일관되게 공유 가능한 인식의 틀

로 만들어 독자 또한 보편의 장에서의 정서의 참여자로서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⑵ 담화 구조의 배열을 통한 인식적 질서의 구성

글쓰기는 인식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며, 이는 선택한 내용들의

관계적 배열을 통해 텍스트에서 하나의 담화 구조로 실현된다. 담화 구조

는 담화의 직접 구성 성분인 문장이나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내적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의 조직망(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744)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련의 물음과 응답의 과정에서 필자가 이끌어 낸 판

단들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필자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

하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유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방식이자, 독자가

경험하는 소통의 형식이 된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필자가 인식

적 질서를 구성하고 이를 언어화하며 생성하는 원리로서 담화 구조의 배열

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의 교육 내용

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긴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김성룡(2015)은 글이 취하고 있는 일정한 질서에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

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사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태나 사물의 질서

(존재적 질서)이며, 둘째는 사태나 사물에 대한 사유의 방법(인식적 질서)

이고, 셋째는 명제화된 사유의 의사소통 형식(수사적 질서)이다. 이에 따르

면 일반적인 설득적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3단 구성(서론 -본론 -결론)은

‘실제 사유나 실제 사태’(인식적·존재적 질서)를 담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

운 것이라면 마땅히 처음 -중간 - 끝을 가져야 한다는 중세 서유럽의 당위

적인 미학적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미학적 글쓰기의 소통 형식

으로서의 3단 구성으로는, 미학적 글쓰기와는 다른 논리적 글쓰기의 사유

방식을 담아내기 어렵다. 더구나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정책이나 사실

과 달리 온전히 논리적 사유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치’만의 존재적

질서나, 이를 사유하는 주체의 인식적 질서를 담지할 수 있는 담화 구조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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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존재적 질서나 인식적 질서를 포괄하여 글쓰기의 담화 구조를 해

명한 논의로는 이정찬(2013)이 있다. 그는 설명적 글쓰기의 내용 구성 원리

를 분석하면서 지각과 기억을 위한 사실적 지식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화

제 -한정 -상술’의 배열 구조를, 과제 수행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대상으

로 삼는 경우 ‘상황 규정 -중간 목표 - 최종 목표 -확인’의 배열 구조를, 이

론적 지식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관찰 -해석 - 검증 -일반화’의 배열 구조

를 취할 수 있음을 논구하였다. 이는 ‘설명적 글쓰기’가 단순히 의사소통

행위로서가 아니라, 범주화나, 행위의 재현, 혹은 형식적 사고와 같이 대상

에 따라 필자가 이를 인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에 대한 세밀한 천착에

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득적 글쓰기 연구에서도 주재우(2011)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설득

적 글쓰기의 구조 유형에,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문제 - (본질·원인·평가) -해결), 이미 존

재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는

‘논박형 조직’(논박 사안 설명 -논박 증거 제시 - 주장), 화제를 빗대어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주장하는 ‘유추형 조직’(유추 -의미)의 세 가지가 있

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논의에서 그는 문제 해결형 조직과 논박형 조

직은 논리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 유추형 조직은 정서적인 것을 다

루고 있음을 지적하여 같은 설득적 글쓰기라도 다루는 대상에 따라 다른

담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가 정서의 문제

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가 취할 수 있는 담화 구

조 중 중요한 하나의 유형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 논의들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담화 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가치를

다루는 필자의 고유한 인식적 질서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에 따라 가치에 대한 필자의 사유 방식을 살펴보자면, 가치는 직접적 포착

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장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성되어야만 하는’ 존

재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

정한가’의 문제라면, 대입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처한 맥락에서의 ‘공정’과

대학 입학처의 관계자가 처한 맥락에서의 ‘공정’이 같을 수 없고, 대기업

운영진의 ‘공정’과 중소기업가의 ‘공정’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하다/

아니다’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공정’에 대한 소통 가능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필자의 쓰기 목적이 된다. 이때 쓰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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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자신이 구축했던 가치의 ‘원형’을 드러내되, 나의 ‘원형’과 보편의

‘원형’이 다르지 않음을 실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치의 보편성을 구성해

가는 방식을 취한다. 조우(Zaw, 1996/2013: 350)는 연역이 이미 제시된 것

만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옳은 행위를 발견하는 과정이 연

역적 과정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체에서 일반으로, 주관에서 보편

으로 향해가는 가치의 ‘구성되는 것’으로서 귀납적인 특성44)을 지적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20세기의 걸출한 학자이자 현인이었던 그레고리 베이트슨(1904-1980)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종종 들려주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1600년대 초에 세워진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35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 건물 천장의 들보들이 썩어갔다. 참나

무로 된 들보가 수명이 다했던 것이다. 그러자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어떻

게 새로운 참나무를 찾아서 들보를 갈아야 할 것인지를 상의했다. 의논 도

중에 그들은 원래 이 건물을 지었던 건축 책임자가 350년 뒤에는 들보가

썩을 것임을 예견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대학의 특정 장소에 참나무들을

심고 잘 유지하도록 부탁하는 말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부

탁은 대학의 역대 삼림감독관을 통해 충실히 지켜졌고, 그 결과 대학 한곳

에 잘 자란 튼튼한 참나무 숲이 보존되어 있었다. 베이트슨은 바로 이런

것이 “문화를 운영하는 제대로 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베이트슨이 찬양한 이 ‘제대로 된 방식’은 사실 옥스퍼드만의 특별한 이

야기는 아니다. 가령 북미의 인디언 부족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에는 그것이 7세대 뒤 자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숙고하는 습

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져보면 인디언 부족들이 서구문명에서처럼 근대적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먼 후손들의 세대까

지도 늘 함께 생각하는 이러한 숙려의 문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인디언처럼 철저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이것은 ‘근대화’ 이전의 전통사

회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신적 습관이었다.

그러나 이 정신적 습관은 산업주의문명이 온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이

래 급격히 위축돼버렸다. 산업문명이란 본질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

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확대 소비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욕망 충족에 골몰

44) 이때의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리적
추론의 방식, 혹은 논증 도식의 하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불확정적인 전제들을
종합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는 추론 과정의 속성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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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문명이다. (중략) 따라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가장

절실한 것은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세계의

신비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심미적·관조적 자세이다.(후략) (연번 9, 김종철,

2009)

위 글은 ‘공동체적·생태적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옥스퍼드 대학의 참나무 숲 이야기와, 둘

째는 인디언 부족들의 후손에 대한 숙려 문화의 사례, 그리고 현대 산업문

명의 위기 문제와 해결에 대한 논의이다. 필자는 앞선 두 개의 사례를 통

해 ‘공동체적·생태적 가치가 실현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어떤 점에

서 긍정성을 지니며, 보편적으로 추구할 만한 것인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현대의 생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는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가치에 대한 필자의 판

단으로 이행해 간다는 점에서 귀납적인 인식의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참나무 숲 이야기에 인디언 부족들의 문화 이야

기가 더해짐에 따라 필자가 의도하는 ‘공동체적·생태적 가치’의 전모가 완

성되어 가는 것은, 기존 전제에 새로운 전제가 추가됨에 따라 결론과의 관

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귀납의 특성(전영삼, 2013: 65)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건축’과 ‘현대 산업 문명’이라는 개별 사례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추적이기도 하다. 이는 단

순히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표현적 기교가 아니라 ‘가치’라는 추상적 대

상을 실체적으로 표상하기 위한 필자의 사유의 방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치 해석 글쓰기는 잠정적인 것으로서의 가치의 의

미를 정교화해가는 필자의 인식적 질서에 따라 담화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

에서 ‘주장 -근거’, 혹은 ‘근거 -주장’만으로 구성된 직선적 구조가 아니라

여러 전제들이 결론을 위한 관계를 점층적으로 형성하며 우회적으로 배열

되는 특징을 지닌다.45) 즉,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4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현행 교육과정의 논증에 대한 설명에서 ‘주장 -근거’
라는 용어 또한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장
은 먼저 하나로 고정된 것으로, 근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증이 일련의 추론 과
정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전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러한 전제들 간의
관계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추론의 본질이자, 논증의 중요한 한 측
면임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와 같이 결
론의 지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제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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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 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

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의미에 대한 해석, 혹은 그러한 의미를 독자와

함께 ‘더듬어 찾아 가는’ 것이 글쓰기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실제 가치 해석 글쓰기의 담화 구조의 배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텍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본고의 분

석 대상인 25편의 전문 필자 글에 드러난 담화 구조의 배열 방식을 요약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재우(2011)에서 제시했던 ‘유추-의미’의 배열

인 ‘유추형 조직’과 ‘문제 - (구체화, 본질·원인·평가) -해결’의 배열인 ‘문제

해결형 조직’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연번 8, 9, 10, 23,

24의 경우 ‘유추형 조직’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형 조직’이어서 위와 같은

유형 분류로는 모두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번 1∼4의 경

우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도입 -규준 -구체화’의 배열 양상을 보이기도

낸 잠정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와 교육 내용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번 배열 연번 배열

1 도입-규준-구체화 14 화제-문제-평가-구체화

2 도입-규준-구체화 15 화제-문제-평가-구체화

3 도입-규준-구체화 16 화제-문제-평가-구체화

4 도입-규준-구체화 17 화제-문제-평가-구체화

5 유추-구체화 18 화제-문제-평가-구체화

6 유추-구체화 19 화제-문제-평가-구체화

7 유추- 구체화 20 화제-문제-평가-구체화

8 유추-문제-평가-구체화-해결 21 화제-문제-평가-구체화

9 유추-문제-평가-구체화-해결 22 화제-문제-평가-구체화(유추)

10 유추-문제-평가-구체화 23 유추-문제-평가-구체화

11 화제-문제-평가-구체화-해결 24 유추-문제-평가-구체화-해결

12 화제-문제-평가-구체화-해결 25 화제-문제-평가-구체화-해결

13 화제-문제-평가-구체화-해결

<표 Ⅱ-7>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 드러난 담화 구조의 배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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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유추 없이 직접적으로 글에서 다룰 가치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

작하고, 가치를 해석하기 위한 규준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해 가는 방식

이다. ‘행복’이라는 가치를 먼저 제시하고(도입), ‘인간을 이루는 것’과 ‘인간

이 지닌 것’을 구분을 통해 ‘인간을 이루는 것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행복’이라는 규준을 제시하며(규준), 이를 구체화해 가는 것(구체화)(연번

1)이나, 철학자들이 흔히 행복과 기쁨을 혼동하는 것을 통해(도입), ‘지속성

과 본질성 등에서 기쁨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규준을 제시하고(규준), 이를

토대로 구체화하는 것(구체화)(연번 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입 -

규준 -구체화 유형’은 연번 1∼4에만 나타나는데, 이는 연번 8∼25의 텍스

트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가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

한 평가를 주되게 다루는 것과 달리, 연번 1∼7 텍스트가 가치의 개념·본

질·원리를 탐색하는 글쓰기인 까닭에 가치 그 자체로부터 판단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연번 5, 6, 7과 같이 모든 가치 개

념에 대해 탐색하는 글쓰기가 ‘도입-규준 -구체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입 -규준 -구체화 유형’에서 ‘구체화’는 외연(사물의 범위),

내포(사물의 속성), 혹은 이 둘 모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46), 규준이

먼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더해가거나, 축소해 가는 방식으로 가치

의 의미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례나 가치의 부분적 속성들을

종합해가며 점차적으로 일반으로 향해 가는 귀납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문제 해결형 조직’의 양상이다. ‘배타주의

는 타당하지 않다.’(연번 13) ‘애국심이란 무엇인가?’(연번 16), ‘소수자를 탄

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연번 22)와 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47)

46) 외연과 내포는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논리학과 철학에서 중시
되어왔다. 외연은 개념의 지시물의 범주로 예컨대 ‘꽃’의 외연에는 ‘장미, 개나리,
해바라기, 벚꽃’ 등이 포함되며 이것의 총합이 꽃의 외연이 된다. 내포는 지시물
의 속성으로 꽃의 내포에는 ‘연약함, 향기가 있음, 광합성을 함, 오래 가지 못함’
등이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의미범주가 넓어지면 외연이 넓어지고 내포는 좁아
지며, 의미범주가 좁아지면 내포가 넓어지고 외연이 좁아진다.(김준기, 2003)

47) 해당 글에서 제시된 화제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두 명이 사망자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
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보도하면서 어느 종편

텔레비전 앵커가 했다는 ‘멘트’이다. 항공기 사고란 대개 대참사로 이어지
기 쉽고, 항공여행은 현대인에게는 불가결한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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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모두에서 ‘화제48)’가 우선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때 화제는 단

순히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서론의 수사적 장치로서가 아니라, 필

자가 초점화한 가치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현상으로서 문제화의 대상이

되거나, 판단의 준거를 응집적·비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미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화제에서 문제로 이행하는 하나의 단

계를 더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식 유형’과는 변별된다.

이는 ‘주장 -정당화 -결론’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

를 다루는 직선적(linear) 구조(주재우, 2011)가 아니라, ‘도입 -발전 -전환

-결론’, 혹은 ‘기 -승 -전 -결’의 구조와 같이 도중에 내용의 전환을 겪으

며 주장은 글의 결론부에야 제시되는 비직선적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 사고는 폭발적인 뉴스가 되기 쉽다. 더욱이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 피
해는 면했지만 비행기가 불타고 대파되는 큰 사고였다. 그 와중에서 정신
없이 보도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
는지 모른다. 하지만 저 ‘멘트’는 너무도 난폭한 발언이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건 인간으로서 할 만한 말이
아니었다. (연번 13, 김종철, 2013)
▪ 영화배우 정우성씨가 일본의 어느 TV 프로에 출연해 김치를 '기무치
(kimuchi)'로 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황급히 사과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일본인이 시청하는 방송에 나가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일 것이다. 그래서 그랬으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누리꾼들은 묵과하지 않았
고 기어이 사과를 받아냈다. 안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김치의 국적이 일
본으로 오해되고 있는 판국에 생각 없는 행동을 했다는 논리였다. 가수
조영남씨와 개그맨 조혜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해 안 되는 바 아니나 갑갑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 왜 이리 여유가 없는
것일까. (연번 16, 신형철, 2009)
▪ 시기상조라는 말은 듣기에 착잡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행
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뜻이다. ‘미루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에는 두 종류
가 있을 것이다. 분리 그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조건이
무르익는 때를 기다려야지, 섣불리 밀어붙였다가 일을 그르치기라도 하면
그 실패의 충격이 재기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 말은
옳다.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기
를 바라는 사람이 가끔 전자의 흉내를 내며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
고 있다는 점이다. (연번22, 신형철, 2017)

48) 주재우(2011)는 해당 연구에서 유추식 유형과 화제식 유형을 동일한 것으로 제
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추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초점이 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거로서 사용되며, 유추 관계가 이질적 영역에 속해 있다는 특
성을 지닌다. 반면, 본고에서 의미하는 ‘화제’는 그 자체로 가치 평가의 대상이
자, 해석되어야 할 대상적 속성(aboutness)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추와 변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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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텍스트 중 대부분의 문제 해결식 유형이 이러한 방식으로 화제로부

터 시작되는 배열 방식을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텍스트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치 경험

을 통해서만 주체에게 실제적으로 현상되는 가치의 존재적 특성에 말미암

은 것이기도 하다.49)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식 유형’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해결 방안’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가 13편 중 8편에 달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정책 논

제 글쓰기와 가치 해석 글쓰기가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초점을 지니고

있음을 함의한다.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는 제시한 ‘해결 방안’을 정당화하

는 것이 글쓰기의 주된 목적이 되지만,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문제’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주 목적이 된다.50) 정책 논제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고, 제시한 해결 방안이 얼마나 독자의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배열의 핵심이라면, 가치 해석 글쓰기

는 제시한 문제가 ‘왜’ 문제이고, 그러한 가치의 부재/존재 현상이 ‘왜’ 발생

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면 그것을 ‘왜’ 추구해야

하는지와 같은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치 해석 글쓰기의 담화 구조의 배열을 ‘도입

식 가치 해석 모형’51),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52), ‘유추식 문제 해결 모

형’53),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54)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가치 해석 모형’

과 ‘문제 해결 모형’의 구분을 통해 가치에 대한 개념 탐색과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중 필자가 어디에 가치 해석의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추식 모형’과 ‘도입식(화제식) 모형’의 구분은 비직선적 담화 구

49) 이 때문에 실제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가치 개념에 대한 탐색을 중심에 둔 가치
해석 글쓰기라 하더라도 ‘화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Ⅲ
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50) 박재현(2006)에서는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유형을 ‘유추형 조직, 대안 제시형
조직, 동기화 단계 조직, 논박형 조직, 대안 제거식 조직, 반성적 사고 조직, 요
구 충족식 조직, 문제 해결 조직, 문제 원인 해결 조직, 해결책의 장단점 비교
조직’의 10가지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 유추형 조직과 논박형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는 모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담화의 초점이 있다.

51) 전문 필자 텍스트 중 연번 1, 2, 3, 4가 이에 해당한다.
52) 전문 필자 텍스트 중 연번 5, 6, 7이 이에 해당한다.
53) 전문 필자 텍스트 중 연번 8, 9, 10, 23, 24가 이에 해당한다.
54) 전문 필자 텍스트 중 연번 11, 12, 13,14, 15, 16, 17, 18, 19, 20, 21, 22, 25가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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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유추식 모형만을 제시했던 기존의 논의를 보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

미를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담화 구조의 형성을 추동하는 것이 그 자체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대상이 아니라 가치의 존재, 영향, 작용 등을 다른 것

과 연결 짓는 관계성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치가 필자의 인식에 있

어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없으며 언제나 다른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

는 까닭이다. 또한 이렇게 필자가 관계적으로 담화 구조를 배열해 나가며

인식적 질서를 구성할 때, 이것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서 수행된

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치 해석 글쓰기는 근본적으로 가치의 의미역이 지

닌 보편성, 즉 더 많은 수용과 일반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을 본질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이를 때까지 귀납적인

방식으로 탐색해가며 담화 구조 배열의 종결을 연기하는 쓰기 과정은 필자

의 인식의 확장에 있어 유의미하면서도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⑶ 필자의 위치 표현을 통한 에토스의 구축

글쓰기가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 과정에서 필자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성되고 있는

언어의 방향성과 권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글쓰기는 어떠한

장르라 하더라도 필자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할 수 없으며(장지혜, 2016ㄱ),

특히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가치’에 대한 필자 자신의 주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자가 설정한 자신의 위치는 필자 스스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조정하고 정당화를 수행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또한 필자는

자신의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독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데, 텍스트에 구성됨으로써 독자가 경험하는 필자의 위치와, 독자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필자와 독자와의 관계 또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로서 작동한다.

필자의 위치 표현을 추동하는 기저에는 ‘저자성(著者性, authority)’이 작

동한다. 저자성은 ‘저자가 자신의 글쓰기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설정한

자신의 관계적 역할’을 의미하며55), 이를 통해 자신의 발화에 책임을 지려

55) 장지혜(2019ㄱ)에서는 저자성을 ‘저자가 자신의 글쓰기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하
고 설정한 자신의 역할과 사회와의 관계, 텍스트에 드러난 고유한 목소리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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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까지도 저자성에 포함된다. 이때의 ‘관계’는 독자와의 관계, 쓰기 대

상과의 관계, 쓰기 행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주로 문

학 비평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지만 장지혜(2019ㄱ)는 저자성을 저

자와 텍스트에 선재(先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발

화들에 대한 응답이라는 대화적 과정에서 실현되는 수행적인 것으로 보았

다. 각각의 발화들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구성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필자의 저자성이 실현된다고 본

것이다.56) 이러한 관점을 따를 때 저자성은 필자와 독자의 위치를 정립하

고 표현하도록 하는 토대이자 쓰기 수행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되어

가는 필자 정체성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57)

그런데 이러한 저자성, 즉 ‘필자로서의 자아’는 필연적으로 ‘글쓰기에 나

타난 정체성’, 즉 ‘담화적 자아’를 통해 실현되고 소통될 수밖에 없다. 이와

일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텍스트에 드러난 고유한 목소리와 통일성’은 글쓰기
에 나타난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후술할 ‘담화적 자아’에 해당하는 개념에 가깝
다. 따라서 저자성의 개념은 이와 같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6) 장지혜(2019ㄱ)는 쓰기 교육 연구에서 ‘쓰기 주체’에 대한 관심이 표현주의에
기초한 ‘자기 표현적 쓰기’에 편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단순한 자기 표현이
나, 이와는 대척점에 있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독자를 고려한 정보의 구성을
넘어 쓰기 주체를 중심에 둔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쓰기
주체가 자신의 생각으로 논점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대화
적 과정이 필수적이며, 글쓰기와 관련한 필자의 위치 정립과 관련된 주요 요소
로 ‘저자성’ 개념을 들었다. 이는 쓰기에 있어 쓰기 주체를 중심에 두고 논하되,
표현주의에서 말하는 개인 필자를 신화화하는 자기 표현을 넘어서 지적 담론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연관짓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행 담론을 완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외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쓰기 과정을 실행하는 필자를 ‘필자로서의 필자’로, 자신의 글쓰기 행위와 관
련하여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조정해 나가면서 자신의 글을
담론 안에 위치 짓는 필자를 ‘저자로서의 필자’라고 판단하여 ‘저자성’ 개념에 내
재된 쓰기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한 바 있다.

57) 글쓰기와 관련된 정체성을 ‘필자로서의 정체성(identity-as-a-writer)’과 ‘글쓰
기에 나타난 정체성(identity-in-writing)’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Holland et
al., 1998), 저자성은 전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또한 쓰기와 관련된 정체성을
‘자전적 자아(Autobiographical self)’, ‘담화적 자아(Discoursal self)’, ‘필자로서
의 자아(Self as author)’, ‘사회문화 제도적 맥락에서의 자아의 가능성
(Possibilities for self-hood in the socio-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으로
세분한 이바니치(Ivanič, 1998)의 논의에 따르면 저자성은 필자의 위치, 의견, 믿
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필자로서의 자아’와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지혜(2016ㄱ)는 이바니치의 논의를 참고하여 쓰기와 관련된 정체성을 다음

과 같이 모형화하고, 자전적 자아와 담화적 자아(에토스) 간의 변증법적 소통
속에서 필자의 지평이 확대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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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담화적 자아를 ‘에토스’로 설명한 장지혜(2016ㄱ)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 흔히 설득에 작용하는 발신자의 영향이나 필자/화자의 권위는

공신력의 차원에서 ‘에토스’로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필자에게 선재하는 명성이나 필자 자신에게 내재된 인격적인 요소로서 여

겨져 왔지만, 에토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살펴보면 에토스는

‘담론의 결과’일 뿐, ‘선입견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다.58) 설득에

작용하는 에토스란 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

를 통해 구축되어 가야만 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59) 다시 말해, 에토스

는 여러 목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필자의 저자성에 기

반하여 자신의 판단이 적절하고 유효한 것임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해 텍

스트에 표상한 담화적 자아를 의미하며, 구축된 에토스는 그 자체로 텍스

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가 된다. 특히 가치의 설득이 “다른 개인이 응시

사회문화・제도적
자아의 가능성

필자로서의 자아

그림 12 

에토스
⊂ 자전적 자아

[그림 Ⅱ-10] 쓰기와 관련된 정체성(장지혜, 2016ㄱ: 145)
58) 『수사학』에 제시된 에토스와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담론이 웅변가를 믿을 만하게 만들 때, 웅변가는 성격을 통해서 설득한
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고 더욱 신속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확실성이 없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감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감은 담론의 결과일 뿐, 웅변가의 성격에 대한 선입견의 결과
가 아니다.”(아리스토텔레스, 미상/2007: 59, 밑줄은 연구자)

59) 관련하여 아모시(Amossy, 2000/2003)는 제도적 기능, 위상, 권력과 같은 화자
의 사회적 역할이나 집단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격의 전형성에 기초한 청중의
화자에 대한 인식을 ‘에토스’와 구분하여 ‘선결 에토스’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에토스의 의미에 대한 분석과 쓰기를 통한 에토스 구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지혜(2016ㄱ)에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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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Gorden, 1996/2013: 220) 공감, 혹은 감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는 필자가

보편의 관점에서 신뢰할 만한지, 또 상호주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

부는 에토스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논증 교육의 영역에서도 에토스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롱고와 치조

토(Longo & Cisotto, 2014)는 논증 담화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논증적 정

보, 상호 텍스트성, 통일성과 구조’와 같은 내용적 측면과 대등하게 ‘언어적

설득성’을 중요한 준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때 ‘언어적 설득성’에는 ‘텍스트

적인 페르소나, 텍스트적인 목소리, 청중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에토스적

측면이 포함된다. 파네스톡과 세커(Fhanestock & Secor, 1996/2013) 또한

논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능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목소리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전제의

창안에 있어 중요하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토스가 단순히 상호주관적 소통에만 작용하는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필

자의 ‘창안’, 즉 내적 탐구의 방식에도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에토스가

필자의 저자성을 표상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필자가 지닌

저자성이 에토스로 실현되는 것이며, 에토스는 텍스트상의 필자의 위치 표

현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60)

이러한 필자의 위치 표현은 어휘, 비유, 대인적 상위담화61)와 같은 필자

의 목소리(voice)를 통해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목소리는 ‘대상(메시지 내용

이나 주제)에 대한 목소리’와 ‘독자에 대한 목소리’로 구분되며(엄해영,

1996; 신명선, 2009), 신명선(2009)은 필자가 글을 쓸 때 스스로를 위치 짓

60) 에토스가 필자의 담화적 자아를 의미한다고 할 때, 필자의 위치 표현만으로, 혹
은 필자의 위치 표현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에토스가 구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에토스는 필자의 자전적 자아로부터 비롯된 윤리성, 가치에 대한 태도, 사유의
깊이 등과 담화적 자아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표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텍스트적 차원에서 변별할 수 있는 분석적 자질 중 일부인 필자의
위치 표현을 중심으로 에토스에 접근하는 관점을 취한다.

61) 상위담화란 ‘특정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독자를 참여시키
는 것을 지원하고, 한 텍스트 내의 상호작용적 의미 협상을 위하여 사용된 필자
의 자기 성찰적 표현을 아우르는 용어’(Hyland, 2008: 37)이다. 상위담화는 텍스
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텍스트적 상위담화’와 필
자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인적 상위담화’로 분
류되며, 관계 속에서 구축되는 필자의 담화적 위치는 ‘대인적 상위담화’와 관련
된다고 할 것이다. 대인적 상위담화의 구체적 범주와 예시는 하이랜드(Hyland,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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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 중 글의 소재·주제에 대한 목소리는 ‘어조(語調)’로, 독자에 대한

필자의 목소리는 ‘어성(語聲)’으로 개념화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

자의 위치 표현과 관련하여 헤이즈 외(Hays et al., 1990: 254)는 이를 ‘명

칭 이동(Name moves)’이라고 언급하면서, ‘텍스트 안에서 필자가 자신과

독자의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장치’로 정의한 바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필자의 대화 전략을 논구한 정혜승·서수현(2009: 268)은 ‘필자가

글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결정하고, 이와 연결하여 독자와의 상대적인 위

치를 가늠하여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위치 정하기(positioning)’로

명명하였으며, 이후 정혜승(2013)은 ‘필자가 자신과 독자가 텍스트 안에서

특정한 위치에 서서 상대와 일정한 관계를 맺게 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을 ‘관계 형성’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 논의들을 바탕

으로 할 때 필자의 위치 표현의 층위는 대상과의 관계적 위치, 독자와의

관계적 위치,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태도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대상과의 관계적 위치는 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자기 언급이나 태도 표지가 두드러지고 자전적 경험과 함께 자신을 실재하

는 가치의 행위자로서 제시하는 경우 ‘관여적 위치’에, 그 반대의 경우 ‘비

범주 기능 예

대인적
상위
담화

자세
(stan
ce)

유보
(Hedges)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

아마도, ～일 수 있다

확신
(Boosters)

명제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표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태도 표지
(Attitude markers)

필자의 감정적 태도를
보여줌

중요한, 불행히도

자기 언급
(Self-mention)

필자의 자기 표현
나, 우리, 본인, 필자,

연구자

참여
(enga
geme
nt)

독자 언급
(Reader pronouns)

독자를 지칭 너, 당신, 여러분, 우리

지시
(Directives)

독자에게 행위를 명령함 고려하라, 생각하라

질문
(Questions)

독자에게 질문함 당신은 ～인가?

공유 지식
(Shared knowledge)

독자에 대한 앎이나
공유된 지식을 표현함

우리는 ～을 알고 있다.

방백
(Personal asidees)

혼잣말처럼 덧붙이는 말
‘느림의 미학-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에
주목～’의 삽입구

<표 Ⅱ-8> 대인적 상위담화의 범주와 예시(Hyland, 200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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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적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와의 관계적 위치는 필자

와 독자를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가, 통합된 대상으로 보는가에 따라 나누

어지는데, 독자를 자신과 입장을 달리 하는 자로 상정하거나, ‘우리’가 아닌

‘당신, 너’ 등의 독자 언급이나 지시적 상위담화가 빈번한 경우 ‘구별적 위

치’에, 반대의 경우 ‘통합적 위치’에 해당한다. 이는 독자에게 특정한 위치

를 부여함으로써 독자가 텍스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설정한다. 끝으로 필자

의 태도는 유보적 상위담화와 확신적 상위담화 중 어느 것의 쓰임이 빈번

한가에 따라 ‘유보적 위치’, ‘확신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 유보나 확신은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인식론적 태도를 드러내줌으로써 필자의 위치를 규정

한다.

예컨대, 독자를 ‘우리’가 아닌 ‘당신’으로 지칭하여 독자와 거리를 형성하

는 구별적 위치의 필자는 독자의 판단이나 독자의 맥락에 대한 비판자로서

가치 현상을 탐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유보적 위치의

필자는 가치에 대한 인식적 우위보다는 자신을 대상의 탐구자로서 위치 짓

고 이에 대해 불확정적인 태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필자가 자신의 글쓰기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

는가, 그것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구축되는가 하는 문제는 글에 표현된 필

자의 정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읽는 동안의 독자의 정체성까지를 구

성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독자는 필자가 설정한 자

신의 위치에서 필자의 텍스트와 그에 내재된 판단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

문이다.

다음은 전문 필자의 글에 드러난 필자의 위치 표현 양상을 요약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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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필자의 글에서는 관여적/비관여적 위치가 각각 7건/18건, 구별적/통

합적 위치가 0건/25건, 유보적/확신적 위치가 6건/19건 제시되었다. 흔히

논증적 텍스트는 공정성을 갖춘 이성적 주체로서의 필자의 위치 정립을 요

청하며 필자의 개인적 정서나 경험의 표현은 “논증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Williams & Colombs, 2007/2008: 236)하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것

이 공적 장르로서의 논증적 텍스트일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서 관여적 위치의 텍스트가 30%에 가까운

비율로 드러난다는 것은, 필자의 주관적 정서나 경험 및 이를 텍스트에 표

현하는 것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관여적 텍스트의 비율이 이보다

높다는 것은 해석적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필자의 주관을 보편에 가까운 것

으로 만들어 가는 자’로서의 필자의 저자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독자에 대한 인식적·수사적 권위를 실제적으로 보유

하고 있을 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별적 위치’가 제시된 글은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62) 이는 일반적인 논증적 글쓰기가 자신의 의견

62) ‘우리’와 같은 상위담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인으로 설정되지 않

연번 배열 연번 배열

1 비관여 -통합 -확신 14 비관여 -통합 -확신

2 비관여 -통합 -확신 15 비관여 -통합 -확신

3 비관여 -통합 -확신 16 비관여 -통합 -유보

4 비관여 -통합 -확신 17 비관여 -통합 -유보

5 관여 -통합 -확신 18 관여 -통합 -유보

6 비관여 -통합 -확신 19 관여 -통합 -유보

7 비관여 -통합 -확신 20 관여 -통합 -확신

8 비관여 -통합 -확신 21 관여 -통합 -유보

9 비관여 -통합 -확신 22 비관여 -통합 -확신

10 비관여 -통합 -확신 23 비관여 -통합 -확신

11 비관여 -통합 -확신 24 관여 -통합 -유보

12 비관여 -통합 -확신 25 관여 -통합 -확신

13 비관여 -통합 -확신

<표 Ⅱ-9>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 드러난 필자의 위치 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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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대되는 입장의 독자를 상정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관

련하여 엘보는 필자가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독자가 감지할 때 독

자의 신뢰나 동의를 얻기 어렵다(Elbow, 1998/2014: 401)고 하였는데, 이는

독자를 비판, 혹은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독

자의 반감을 얻어 소통에 실패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문 필자의 경우 독자와 구분된 위치에서 교훈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자의 위치에 독자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시사성이 크지 않은 철학적 텍스트(연번 1～7)와 시사성이 큰 시

사 비평 텍스트(연번 8～25)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가 보편 독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과도 무관하

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서 확신적 위치에 해당하는 텍스트와 유보적 위치

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모두 드러난 것 또한 주목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일

반적으로 설득하는 글에는 필자의 일관되고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

나 인식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문 필자가 확신적 위치에서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렇지만 가치 판단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자가 유보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필자의 확신적 위치나 유

보적 위치 자체가 가치 해석 텍스트의 정당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자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는 대상에 대한, 독자에 대한 필

자의 위치와 조응하며 “앎과 회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Meacham, 1990/2010: 309) 필자가 실현해가는 것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여적 위치에 해당하는 필자일수록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필자의 위치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 3월 8일 새벽 청담동

모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부상을 당한다. 소식을 듣고 격분한 김

승연 회장은 그날 밤에 20여명의 사내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차

남에게 부상을 입힌 이들을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 폭행하고,

그들을 다시 주점으로 끌고 와서 차남이 직접 보복 폭행을 가하게 한다.

은 무표적(unmarked) 독자가 필자와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논증이 전개되는 경우 필자와 독자는 ‘통합적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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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다. 비유가 돌연 현실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당혹스럽다. ‘재벌은

마치 조폭 같다’라는 비유가 이렇게 투명하게 실현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

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민망해진다. 덕분에 쓸모 있는 비유 하나를 잃

어버렸다.

(중략)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상이 아니다. 본래 한국

의 아버지들은 이렇지 않았다. 자식이 싸우고 들어오면 못난 자식을 꾸짖

거나 당신 자신을 자책하셨다. (중략) 스스로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敎育)이라면, 직접 해결을 대신해주는 것은 사육(飼育)이다.

그러나 자식의 잘못을 아비의 잘못으로 돌리는 유교 문화권의 전통이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략) 반대로 아비가 책임을 질 때 자식

의 개인성은 소멸된다. 이를테면 버지니아 공대의 비극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 인류의 잘못이다. 그 중간은 있

을 수 없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한국인 모두의 잘못도 아니다. 속죄를

대신하려 할 때 또다시 고질적인 집단주의가 창궐한다. 주미 대사가 32일

간의 금식 기도를 제안한 것은 저 해괴한 신드롬의 절정이었다.

게다가 이는 사실상 비굴한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그 대상이

미국이 아니었다면? 일각의 지적대로, 한국에서 죽어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단 한 끼도 금식해본 적이 없다. 한낱 술집 종업원이기에 마

음껏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 다름 아니라 미국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노심

초사 무릎을 꿇는 아버지, 이 두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다. (후략) (연번 15,

신형철, 2007, 밑줄 및 강조는 연구자)

위 글은 ‘강자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논하고 있는 글이다. 위 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은 ‘당혹스럽다’, ‘민망해진다’, ‘도대체’, ‘고질적인’, ‘(집단주의가) 창궐’, ‘해

괴한’, ‘비굴한’, ‘문제’, ‘단 한 끼도’, ‘한낱’과 같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필자

의 정서와 관련된 표지들이다. 그간 설득적 글쓰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

한 논거의 제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필자는 정서

의 표지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지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대상과의 거

리를 결정한다. 이때 가능한 필자의 위치는 연민하는 자, 예찬하는 자, 반

성하는 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 글의 필자의 경우 ‘보복 폭행’과

‘금식 기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며 ‘강자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 사회’에 대한 필자의 위치를 ‘비판하는 자’로서 결정한다. 이는

필자가 가치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비관여적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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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접근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정서는 단순히 표출됨으로써 독자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

니라, ‘아버지’라는 은유적 개념 도식 및 ‘교육’하는 아버지와 ‘사육’하는 아

버지라는 분리적 개념 도식을 통해 보편화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아

버지’는 ‘군은 어비여 … 민얼아해’라는 시구를 상기하게 해주는 은

유로,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모범적인 아버지, 자식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육’하는 아버지, 약자에게는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강자에게는 ‘무릎

꿇는’ 이율배반적인 아버지로 대표되는 국가의 권위가 아버지에 대한 보편

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필자의 비판적 정서가 정당한 것임

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필자는 유보적 표지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데, 이는 ‘비판하는 자’로서의 필

자의 에토스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기업 회장의 폭력과 주미 대사

의 금식이라는 선행 발화들에 대한 응답의 수행 과정 속에서, ‘당혹’스럽고,

‘민망’한 개인적 반응 차원의 응답적 판단이, ‘고질적’이고, ‘해괴’하고, ‘비굴’

한 ‘문제’라는 판단의 차원의 응답적 판단으로 이행해가며 점차 강화되어가

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라는 대명사이다. 일반적으로 설득이란 ‘상

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을 의

미하며,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전제한다. 토론이 흔히 전쟁

에 비유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위 글에서 독자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필자의 발화에 동조하는 같은

입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독자가 보편 독자로

서의 성격을 지닌 것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이라면’이라는 가언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판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

으며, 독자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호명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글 자체에 드러난 필자의 위치 표현의 종류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필자가 에토스를 구축해 가는 방식이다. 선행하는 발화

들에서 부당한 것, 혹은 합당한 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는 과

정, 앞선 발화들과 자신의 차이를 구체화하고 그 정도를 결정하며, 자신과

독자의 역할을 설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가치 해석 글쓰기는 정체성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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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요컨대,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는 단순히 사유

의 결과물로서 독자에게만 작용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추상

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가치의 의미를 언어화를 통해 필자와 독자 간 소

통 가능한 것으로 실체화해 가는 과정적 차원의 원리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작성하기(transcribing) 단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필자가 언어

를 통해 인식을 생성해 가는 사유 과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리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유와 언어가 별개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은 각각이 별개로 존재한다기보

다는 개념 도식의 선정이 정서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에토스의 구축에도,

담화 구조의 배열이 인식적 질서의 구성뿐만 아니라 정서의 보편화에도 영

향을 주는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당화 기제를 생성한다.

아울러, 이러한 생성 원리에 대한 논의는 표층적 차원의 기술이나 전략이

아닌, 정당화를 가능케 하는 언어 운용 방식과 그 작용에 대한 해명을 제

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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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에 나타난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이 장에서는 앞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이 실제의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치 해석 글쓰

기에서 학습자가 정당화 기제를 ‘생성’해가는 과정을 충실히 포착할 수 있

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앞서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

한 자료 수집 과정과 분석의 틀의 설정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

습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교육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분석의 관점

1) 자료 수집 과정

이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총 세 차례의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쳤다.

각각의 자료 수집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질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수업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직접 설계·적용하는 과

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각각 이전 조사의 프로그램

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

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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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예비 조사

① 예비 조사의 개요

예비 조사(2017년 4월)는 대학교에 5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조사에서 학습자에게 제시된 작문 과제는 다음

과 같다.

가치 중 ‘정의(正義)’의 문제를 다루도록 한 것은, ‘정의’가 본고에서 주목

하고 있는 인격 가치, 즉 윤리적 가치에 해당하며, 윤리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잡은 것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띤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논증적 글쓰기’라는 점 외에는 구체적 장르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

르적 규칙이 정당화 기제 생성의 방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정당화 기제를 생성해 가는 과정적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두 차례 이

상의 쓰기 활동이 필요하며, 이후의 다시 쓰기가 단순히 이전 쓰기를 정련

하고 재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적 과정을 거쳐 생성적으로 수행되도

록 하기 위해 쓰기 활동 사이에 ‘생성 계기’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

계기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

회’, 혹은 ‘사물의 운동·변화·발전의 과정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의

미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인식적 결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에 대한

충족을 욕구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일련의 경험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차시에 초고를 작성한 학습자들은, 2차시에는 정의에 대한 문

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영화 <다크나이트>를 감상63)하고 활동지1을 작성하

63) 영화가 지닌 다의성, 복합 매체적 속성, 체험성, 흥미성 등을 기반으로 삼아 영
화를 쓰기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한귀은, 2011;
한래희, 2013; 나은미, 2016), 영화에 기반한 글쓰기를 통해 철학적·윤리적 사유
를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김용석, 2006; 한귀은, 2014; 이연승, 2017)을 논의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사를 통해 ‘정의’의 문제를 다성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

●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A4 1쪽 분량. 제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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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영화는 대표적인 복합 양식 텍스트로서, 탐구 기반 학습에서 원 자료

의 실제적 재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문자 텍스트와 달리 세상을 보는 방

법, 관점, 가치와 믿음들을 가져오고 이에 응답하도록 하는 상호텍스트성을

실현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점(Ivanič, 2004)에서 생성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64) 3차시에는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 ‘거액을

주고 위험한 임상 시험을 인간에게 해도 되는가’에 관한 가치 논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은 각각 3명씩 찬, 반으로 나뉘어 양측의 입론 후 교차 토

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논제별로 50～60분씩 진행되었다. 해당 토

론에서는 연구자가 사회자로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에 참여하지 않

은 학습자들은 배심원의 역할로 참여하고 배심원들의 거수로 토론의 승패

를 결정하였다. 이는 30명 이상의 모든 학습자가 토론자로서 참여하기 어

려운 수업 상황을 고려한 것이자, 토론자, 관찰자, 사회자와 같은 토론에서

의 학습자의 역할이 글쓰기 수행이나 입장 변화, 혹은 글쓰기 결과물의 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김혜연, 2017)에 기반을 둔 것이다.

두 차례의 토론 종료 후 학습자들은 활동지2를 작성하였다.65) 일련의 활동

이 끝난 후, 최종고의 작성은 과제로 부여되어 활동지3과 함께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제출되었다66).

<다크나이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정의’에 대한 다층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크나이트>와 관련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
된 연구 논문은 20편이며, 그 중 해당 영화에 드러난 윤리적 가치의 문제와 관
련한 논의는 최영진(2011), 하은아(2012), 정재식(2016), 강희원(2017), 임대희
(2019)의 5편으로 이들은 대부분 영화 속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김
경애(2016)의 경우 <다크나이트>를 활용한 딜레마 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논의하였는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가?’, ‘정의 수호는 법의 테
두리 안에서 가능한가?’, ‘악법도 법인가?’ 등과 같이 정의와 관련한 논제들이 주
로 제시되고 있다.

64) 영화 감상 후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 토론에서 함께 다루었으면 하는 질문, 의문점이 있다면 서술하시오.

65) 가치 논제 토론 후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변화했는가? 혹은 기존의 의견에 더욱 확신이
섰는가? 오늘 토론의 내용 중 이러한 의견과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66) 최종고 작성 후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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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비 조사의 진행 절차 및 수집 자료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Ⅲ-1] 예비 조사 진행 절차 및 수집 자료

② 예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자료 수

집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최종고를 수업 중 활동이 아니라 개별적 과제로 부과하였기 때문

에, 연구자가 투입한 생성 계기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정당화 기제의 생성

에 작용하여 영향 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에서는 최종고를 수업 시간 중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영화 감상과 가치 논제 토론이라는 별도의 두 가지 생성 계기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각각의 생성 계기가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 작용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에서는 각각의 생성 계

기 투입시마다 수정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셋째, 영화 감상과 토론이라는 두 차례의 활동이 일반적인 쓰기 상황에

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계기들을 모두 포괄한다

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는 비판적 읽기, 동료 협의 활동을

1.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변화했는가? 혹은 기존의 의견에 더욱 확신이
섰는가? 쓰기의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2. 자신의 생각을 수립, 정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을 표시하고, 구
체적 이유와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① 영화 감상
② 토론
③ 글쓰기
⇒ 이유:

차시
1차시

(50분)

2차시

(150분)

3차시

(150분)
과제

활동
초고

쓰기

영화

감상

가치논

제토론

최종고 

쓰기

수집

자료
-초고 -활동지1

-활동지2

- 토론 개

요서

- 최종고

-활동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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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자의 글과 활동지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에

서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과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심

층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에서는 매 수

업 차시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⑵ 1차 조사

① 1차 조사의 개요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1차 조사(2017년 9월～11월)는 고등학

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서 학습자에게 제시된

작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예비 조사와 동일

하나 쓰기 과제에서 ‘논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지 않은 것은 ‘논증적

글쓰기’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고려한 것

이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쓰기’

로 풀어서 제시되었다.

전체 수업은 총 9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시에 학습자들은 교육적

처치나 배경지식 없이 초고와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모든 성찰 일지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질문’, ‘글을 쓰며 느낀 갈등과 어려운

점’, ‘글쓰기를 마치고’의 형태로 반구조화하여 모든 차시에 동일하게 제시

●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

는 글쓰기

- 다른 사람(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쓸 것

- 제목을 붙일 것

- 형식은 자유롭게 정할 것

- 쓰기 전, 중에 떠오르는 질문들에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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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차시에는 영화 <다크나이트>를 감상하고 활동지1을 작성하였으

며67), 3차시에는 이전 차시의 생성 계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고1과 성

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4차시에는 정의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는 3

편의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정의에 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읽기 자료는 ㉠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설명

글, ㉡ 예비 조사에서 대학생 학습자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작성한

논증 글, ㉢ 영화 <다크나이트>에 대한 전문 비평가의 비평문으로 구성하

였다. 자료들은 모두 합쳐 원고지 20매(A4 2장) 정도의 분량이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읽고-쓰기 통합 과제의 경우 읽어야 할 자료 텍스트의 영

향을 받으며, 여기에는 자료 텍스트의 수(단일 자료/복수 자료)와 종류(1차

자료/2차 자료)68), 유형(설명적/논증적/서사적), 자료 텍스트 간의 관계(보

완적/대립적/통제적/대화적/공관적) 등이 관여한다(Perfetti et al., 1995;

Hartman & Alison, 1996; Rouet, et al., 1996; Spivey, 1997/2004, Mateos

et al., 2014). 이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2차 자료들을 제시하되,

자료 텍스트가 필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 해석과 탐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명적·논증적 자료 텍

스트를 모두 포함한 복수의 자료를 선정하고, 각 텍스트들이 다양한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자료를 모두 읽은 후 동의하는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 표시하

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는 활동지2를 작성하였다.69) 5차시에는 이

전 차시의 활동 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정고2와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6

차시에는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 ‘거액을 주고 위험한 임상 시험을 인

간에게 해도 되는가’에 관한 가치 논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은 각각 3

67) 영화 감상 후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커가 저지른 죄를 최대한 많이 찾아 적어봅시다.
2. 배트맨이 저지른 죄를 최대한 많이 찾아 적어봅시다.

68) 1차 자료는 연구 논문과 같은 실증 자료(present data)를, 2차 자료는 교과서
본문과 같은 해석 자료(interpret data)를 의미한다(장성민, 2017).

69)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읽기 자료를 읽고 밑줄 친 ㉠～㉣ 중 동의하는 내용을 하나 골라 이를
뒷받침해 봅시다.
2. 위 읽기 자료를 읽고 밑줄 친 ㉠～㉣ 중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하나를
골라 이에 대해 반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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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씩 찬, 반으로 나뉘어 양측의 입론 후 교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논제별로 30분씩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사회자로서 토론을 진행하였

으며,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배심원의 역할로 참여하고 배심원

들의 거수로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였다. 두 차례의 토론 후 학습자들은 활

동지3을 작성하였으며70), 7차시에는 수정고3과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8

차시에는 동료 협의를 수행하고 활동지4를 작성하였다.71) 동료 협의는 4～

6명의 이질 집단으로 구성된 모둠원들에게서 구두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질 집단에 비해 이질 집단에서 피드백의 효과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이윤빈, 2016)를 반영한 것이자, 모둠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이기도 하다. 끝으로 9차시에는 최종고와 성

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1차 조사의 진행 절차 및 수집 자료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Ⅲ-2] 1차 조사 진행 절차 및 수집 자료

70) 가치 논제 토론 전후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론 전)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거액을 주고 인간에게 위험한 임상 시험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찬 / 반
2. (토론 후)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거액을 주고 인간에게 위험한 임상 시험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찬 / 반
3. 토론에서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71) 동료 협의 전후 학습자가 작성한 활동지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늘 동료 협의에서 논의하고 싶은 내용
2. 오늘 동료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유의미한 내용

차시
1차시

(50분)

2차시

(150분)

3차시

(50분)

4차시

(50분)

5차시

(50분)

6차시

(60분)

7차시

(50분)

8차시

(50분)

9차시

(50분)

활동
초고

쓰기

영화

감상

수정고

1 쓰기

비판적 

읽기

수정고

2 쓰기

가치논

제토론

수정고

3 쓰기

동료

협의

최종고 

쓰기

수집

자료

-초고

-성찰 

일지2-1

-활동지1

-수정고1

-성찰 

일지2-2  

-활동지2

-수정고2

-성찰 

일지2-3

-활동지3

- 토론 

개요서

-수정고3

-성찰 

일지2-4

-활동지4 -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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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차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이러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자

료 수집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1차 조사에서는 초고를 비롯한 수정고3까지의 글에서는 쓰기 분량

을 제한하거나 완결성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고 및 수정고에서

완결된 글의 형태보다는 두서없이 생각을 나열하거나 최종고의 분량에 크

게 못 미친 채 서론 수준의 글만을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화 기제가

생성되어가는 양상을 텍스트를 통해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학

습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는 초고와 수정고 작성시에도 미완

성 없이 완성된 형태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성찰 일지의 내용을 매번 동일하게 반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한 결

과 각 차시의 성찰 일지에서 변별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정당

화 기제 생성의 진행 과정과 각각의 국면에서 필자가 경험하는 양상을 변

별적으로 살피기 위해 2차 조사에서는 성찰 일지의 내용을 개방형 설문 문

항으로 차시별로 다르게 구성하였다.

셋째, 영화 감상이라는 생성 계기는 학습자가 가치에 대한 내러티브를

형성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서사적 개념 도식을 생성하고 판단을 초점화하

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영화에 기반한 비평문 읽기나 토

론 활동에서 의미 심화의 국면들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일반적인 수업 3차시 분량(150분)의 시간 투입에 비해 그만큼

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에서는 영화 감상 활동은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가치 논제 토론을 수행한 결과 학습자들은 가치의 개념을 스스로

범주화하고 의미를 밝히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찬/반 한 가지 입장에

치우쳐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가치의 개념에 대한 천착보다는 가

치 평가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조사에

서는 가치 논제 토론 활동 또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섯째, 동료 협의를 구두로 진행한 결과 동료 협의의 내용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차 조사에서는 원고에 직접 첨삭하는 방식으로

동료 협의의 방식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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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2차 조사

① 2차 조사의 개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조사(2018년 11월～12월)는 1차 조

사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조사 대상이 2학년

으로 진급하였으며, 몇 가지 변인을 달리 하여 분석의 정교화를 꾀하고 영

향 요인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 학습자에게 제시된 작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동일한 수준 및 보편성을 지니되, 변별성을 지닌 인

격적 가치로서 ‘행복’이라는 화제를 제시하였다. ‘정의’와 ‘행복’은 각각 사

회 윤리적 가치의 문제, 개인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변별

된다. 또한 개인 윤리적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논증적 글쓰기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로 치우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생각하

는 행복의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밝힐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전체 수업은 총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시에 학습자들은 배경지식

없이 초고와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1차 조사에서와 달리 2차 조사에서

는 각각 다른 개방형 설문 문항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형태로 성찰 일지의

양식을 변경하였다.72) 2차시에는 행복의 문제를 다루는 자료를 읽고 비판

72) 각 차시에 학습자에게 제공된 성찰 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이란 무엇인가 – 행복의 조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

을 밝히는 글쓰기

- 다른 사람(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쓸 것

-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밝힐 것

- 1,000자 내외로 쓸 것

- 제목을 붙일 것

- 형식은 자유롭게 정할 것

- 쓰기 전, 중에 떠오르는 질문들에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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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찰

일

지

1

1. 왜 이런 내용(형식)을 떠올렸나요?
2.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
요.
3.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이 학습한 것이나, 생각이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밖에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자
유롭게 적어보세요.

성

찰

일

지

2

1. 위 읽기 자료를 읽고 <읽기 자료1> ∼ <읽기 자료5> 중 자신의 글쓰기
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밑줄을 긋고, 동의하는 내용, 또는 동의하
지 않는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해 봅시다. 이를 자신의 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적어 봅시다.

성

찰

일

지

3

1. 초고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왜 이런 내용(형식)을 떠올렸나요?
특히 읽기 자료가 실제 글쓰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변형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적어보세요.
2.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특히 읽기 자료를 실
제 글쓰기에 반영하는 데 무엇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3.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이 학습한 것이나, 생각이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밖에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자
유롭게 적어보세요.

성

찰

일

지

4

1. <동료 협의 전> 오늘 동료 협의에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2. <동료 협의 후> 오늘 동료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유의미한 내용이나
자신의 글쓰기에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동료 협의 후> 동료 협의 과정에서 새로이 학습한 것이나, 생각이 변
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동료 협의 후> 글을 쓰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질문, 해결된 질문이 있
다면 무엇인가요?

성

찰

일

지

5

1. 수정고1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왜 이런 내용(형식)을 떠올렸나
요? 특히 피드백 결과가 실제 글쓰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적어보세요. 또는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특히 피드백 결과를
실제 글쓰기에 반영하는 데 무엇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3.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이 학습한 것이나, 생각이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밖에 생각나는 것?
성

찰
1. 수정고2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왜 이런 내용(형식)을 떠올렸나
요? 특히 피드백 결과가 실제 글쓰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적어보세요. 또는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어

<표 Ⅲ-1> 1～6차시의 성찰 일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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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읽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공한 자료는 ㉠ 가상의 특정한 상황을 보

여줌으로써 행복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두 편의 글(서

울대학교 논술 고사 지문; Nozick, 11989), ㉡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는 두 편의 글(김미진, 2009 · 소병철, 200973);

서은국, 2014), 마지막으로 ㉢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와 몇 가지 통계

를 소개하는 글(최현석, 2011)로 구성하였다. 자료들은 원문의 일부분을 발

췌한 것들로 모두 합쳐 원고지 40매(A4 4장) 정도의 분량이었다. 앞선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점과 관계를 지닌 복수의 자료를 선정하

되, 영화 감상이라는 서사적 생성 계기가 소거된 것을 고려하여 ㉠과 같은

서사적 유형의 자료를 추가하였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자료를 모두 읽은

후 동의하는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 밑줄을 긋고 자신의 글쓰

기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표시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쓰는 성찰 일지

를 작성하였다. 3차시에는 이전 차시의 활동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고1과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4차시에는 수정고1을 대상으로 동료 협의를 수행

하였다.74) 동료 협의는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4～6명의 이질 집단으

로 구성된 모둠원들에게서 첨삭 피드백을 받았으며, 5차시에는 이전 차시

일

지

6

보세요.
2.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특히 피드백 결과를
실제 글쓰기에 반영하는 데 무엇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3. 초고 – 수정고1 – 수정고2 – 최종고로 네 차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 구체적으
로 적어 보세요.

4. 초고 – 수정고1 – 수정고2 – 최종고로 글쓰기를 네 차례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장 주목했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는 주목한 질문이 어
떻게 변화했는지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73) ‘읽기 자료3’은 김미진(2009), 소병철(2009) 두 편의 글의 일부를 필자가 재구성
하였다.

74) 2차 조사의 분석 대상이 된 학습자 중 일부(97명 중 22명)는 초기 조사 설계에
서 피드백 운용 방식의 차이가 쓰기 결과물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동료 협의’의 방식 대신 국어 교육과 4학년 대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진
행되는 ‘예비 교사 피드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결과는 장지
혜·송지언(2019)에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드백 방식의 차이가 필자의
사유 과정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 조사와의 연계 및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유 과정 분석 시
해당 결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Ⅲ장 2절
1)항의 분석에서는 예비 교사 피드백 방식의 수업이 적용된 22명을 제외한 75명
을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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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삼아 수정고2와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수정고2

작성 후, 동료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료 협의

를 한 번 더 수행하도록 하였으며75), 끝으로 6차시에는 최종고와 성찰 일

지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2차 조사의 진행 절차 및 수집 자료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Ⅲ-3] 2차 조사 진행 절차 및 수집 자료

② 자료 수집의 종료 및 시사점

이렇게 해서 수집된 주된 분석 자료는 1차 조사 97명, 2차 조사 97명의

가치 해석 글쓰기와 관련한 자료인 글쓰기 결과물 및 성찰 일지이며, 나머

지 자료는 비교 분석, 해석의 보완 등을 위해 활용하였다.

특히 본고의 자료 수집 설계에 있어 주목한 것은 학습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의 각 국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한 편의 글은 단순히 내용이

선정 -조직 -표현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추론과 판단의 과정을 거쳐 완성

된 의미들이라는 관점에 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처치를 제

공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쓰기 수행을 유도하되, 비교적 장기간의 쓰기 과

정과 1차 조사 5회, 2차 조사 4회의 다시 쓰기를 거쳐 최종고를 완성하도

록 함으로써 끊임없이 합의와 인식의 심화를 향해가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탐구적 속성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과정

75) 1차 동료 협의는 수업 시간 내 모둠별로 모인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나, 대상 학
교의 국어 수업 시수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2차 동료 협의는 별도의 수업 시간
을 할애하지 않고, 모둠원들의 첨삭을 원고에 개별적으로 받아오는 과제 형식으
로 진행되었다.

차시
1차시

(50분)

2차시

(50분)

3차시

(50분)

4차시

(50분)

5차시

(50분)
과제

6차시

(50분)

활동
초고

쓰기

비판적 

읽기

수정고1 

쓰기

동료

협의1

수정고2 

쓰기

동료

협의2

최종고 

쓰기

수집

자료

-초고

-성찰 일

지 3-1

-성찰 일

지 3-2

-수정고1

-활용 자

료 표시본 

-성찰 일

지 3-3

-피드백 

결과물1

-성찰 일

지 3-4

-수정고2

-성찰 일

지 3-5

-피드백  

결과물2

-최종고

-성찰 일

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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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존에 유통되어 온 특정한 자료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선정’하여

한 편의 완결된 텍스트를 산출해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수많은 담론들

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에 응답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담론의 보편성을 확

장해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수정하기 활동이 탐

구의 깊이를 심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장지혜·송지언, 2019)에 기초한 것이자, 텍스트 지식을 완결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응답하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생산자로서의

쓰기 주체의 역할을 전면화(장지혜, 2019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 분석의 대상 및 분석의 틀

Ⅲ장의 초점은 97명의 학습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수행을 분석하여 정당

화 기제 생성 양상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고(Ⅲ장 2절), 정당화 기제 생성을

추동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는(Ⅲ장 3절) 두 가지의 방향성을 지니며,

이를 기반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정당화 기제 생성의 양상은 사유 과정적 측

면(Ⅲ장 2절 1)항)과 사유의 텍스트화의 측면(Ⅲ장 2절 2)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학습자들의 초고에서 최종고에 이르는 다

시 쓰기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후자의 경우 사유 과정에 기반하여 텍스트

화가 완결된 최종고를 분석함으로써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차 조사의 경우 ‘예비 교사 피드백’의

방식이 적용된 22명 학습자의 쓰기 과정은 일반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았다. 이에 따라 Ⅲ장 2절 1)항의 사유 과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 대상은 1

차 조사의 초고, 수정고1, 수정고2, 수정고3, 최종고, 1～9차시의 성찰 일지

및 2차 조사의 초고, 수정고1, 수정고2, 최종고, 1～6차시의 성찰 일지 각

75편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Ⅲ장 2절 2)항에서는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여타 장르와 변별되는 자질을 텍스트 차원에서 도출하

는 데 중점이 있으므로 1·2차 조사의 최종고 97편을 모두 다루며, 예비 교

사 피드백 자료는 CM, CF(Control group/Male, Control group/Female)와

같이 별도로 부호화하고, 필요시 피드백 방식의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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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분석 자료 선정 및 해석의 임의성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Ⅲ장 2절에서는 1·2차 조사의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지점과 그

렇지 않은 지점을 아울러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필자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각각 다른 쓰기 단계에 속한다는 점, 쓰기 과정

차원에서 1차 조사에서 실시하였던 영화 감상과 토론을 2차 조사에서는 실

시하지 않았다는 점, 쓰기 과제 차원에서 1차 조사에서는 사회 윤리적 가

치를, 2차 조사에서는 개인 윤리적 가치를 다루었다는 점, 쓰기 수행 차원

에서 1차 조사에서는 초고 및 수정고의 쓰기 분량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를 손쉽게 통합하는

대신, 이들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학습자들이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 결과를 Ⅲ장 3절 및 Ⅳ장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 결

과 해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 예비 조사 및 전문 필자의 분석 결과도 비교

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주된 분석 대상 자료는 1·2차 조사의 초고, 수정고1, 수정고2,

(수정고3) 각 75편 및 1·2차 조사의 최종고 97편, 1～9(6)차시의 성찰 일지

로 방대한 양의 질적 자료가 해당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론화를

위해 본고의 분석 작업은 다음과 같은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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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단계 추출 준비 추출
정리 및

결과 기술
평가

분석 목적
▪자료 및 분석 단위의 확
정
▪변수 및 지표의 규정

▪변수 특
성에 관한
정보의 도
출과해석

▪특성들의
빈도 및 정
도확인
▪코딩 결
과 종합 및
질적기술

▪유형화 및
인과적 기제
의 확인

분
석
방
법

1
차
분
석
︵
Ⅲ
장
2
절
︶

Ⅲ
장
2
절
1)
항

▪사유과정차원의생성원리
(다층적물음, 대화적참여, 추
론의연결) 구성
▪사유과정차원의생성원리
의지표규정
-다층적물음: 개념물음, 사실
물음, 이유물음, 정당성물음
- 대화적참여: 보완적정교화,
비판적정교화, 생성적정교화
- 추론의연결: 고립, 확장, 연
쇄, 심화

▪1·2차 조
사75편의초
고-수정고1
-수정고2-
(수정고3) -
최종고 텍스
트코딩(변화
양상중심)
▪성찰일지
코딩(영향
관계중심)

▪초고-수정
고1-수정고2
-(수정고3)-
최종고의정당
화기제생성
지표별 빈도·
정도확인및
과정별비교
▪정당화기제
생성과정양
상기술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
화 기제 생성
유형화
▪사유 진행
과정 및 인식
의 질적 변화
와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재구성

Ⅲ
장
2
절
2)
항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
성원리(개념도식의선정, 담
화 구조의 배열, 필자의 위치
표현) 구성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
성원리의지표규정
- 개념 도식의 선정: 은유,
서사, 분리
- 담화 구조의 배열: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문제 해결
모형, 화제식문제해결모형
- 필자의 위치 표현: 관여적/
비관여적, 구별적/통합적, 유보
적/확신적

▪1·2차 조
사 97편 및
예비조사
32편의 최
종고 텍스
트 코딩(표
층적 특성
중심)
▪성찰일지
코딩(영향
관계중심)

▪최종고의
정당화 기
제 생성 지
표별 빈도·
정도 확인
및 조사별
비교
▪ 정당화
기제 생성
의 텍스트
적 양상 기
술

▪ 텍 스 트 화
차원의 정당
화 기제 생성
유형화
▪조사별 차
이에 따른 인
과적 재구성

2차
분석
(Ⅲ장
3절)

▪1·2차 조
사 및 예비
조사를 결과
(작용) 및조
건(원인)으로
나누어기술

▪가치 해석 글
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영향
요인의 종합적
구체화 및 유형
화

<표 Ⅲ-2>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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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분석은 크게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분석과, 정당화 기제 생성의

영향 요인 분석의 두 국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은 ‘추출 준비 -추출 -

정리 및 결과 기술 -평가’의 네 단계로 수행되었다. 1차적으로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사유 과정 차원과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되었

다.

사유 과정 차원의 분석에 있어 ‘추출 준비’ 단계에서는 이론적 검토 단계

에서 마련된 틀인 ‘다층적 물음,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을 분석 단위로

확정하고, ‘다층적 물음’은 ‘개념 물음, 사실 물음, 이유 물음, 정당성 물음’

으로, ‘대화적 참여’는 ‘보완적 정교화, 비판적 정교화, 생성적 정교화’로,

‘추론의 연결’은 ‘고립, 확장, 연쇄, 심화’로 각각의 분석의 지표를 설정하였

다. 각각의 지표들은 ‘추출’ 단계에서 이전 원고와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코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원리들의 구현 양상의 빈도가 양적으로 확인

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유형화뿐만 아니라 질적 기술을 통해 원인과 작용

을 풍부하게 도출해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추출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개방적 코딩이 가능하도록 하여 추출 과정에서 범주 체계를 재조정하는 과

정을 거쳤다. 재조정된 범주 체계는 Ⅲ장 2절에 제시하였다. 추출 작업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수행을 통해 연구

자 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례 간 비교와 성찰 일지의

분석을 통해 자료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꾀함으로써 추출 및 분석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유 과정의 차원에

서 정당화 기제가 생성되어 가는 과정적 양상을 중심으로 ‘초고 -수정고1

-수정고2 - (수정고3) - 최종고’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코딩되었으며,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성찰 일지의 코딩이 함께 이루어졌다. ‘정리 및 결과

기술 단계’에서는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지표별 빈도와 정도

를 정리하고,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비교를 포함한 생성 과정 양상이 기

술되었다. 끝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사유 과정의 이동과의 관계, 또한 인식의 질적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인과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분석에 있어 ‘추출 준비’ 단계에서는 이론적 검

토를 통해 구성된 분석 단위인 ‘개념 도식의 선정, 담화 구조의 배열, 필자

의 위치 표현’과 각각을 분석하는 지표인 ‘은유, 서사, 분리’,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문제 해결 모형, 화제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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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모형’, ‘관여적/비관여적 위치 표현, 구별적/통합적 위치 표현, 유보적/

확신적 위치 표현’을 통해 분석의 준거를 확정하고, ‘추출 단계’에서 사유

과정 차원의 추출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정리 및 결과 기술’ 단계

에서는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지표별 빈도와 정도, 사례의 양

상을 정리하고, 끝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

성을 유형화하고 1·2차 조사의 비교를 통한 인과적 재구성을 시도하여 심

층적 해석 및 이론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1차 분석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종합하고, 서로 다

른 조건임에도 동일한 작용을 하거나, 또는 대등하게 보이는 조건임에도

다르게 작용하는 등의 양상이 발생한 심층적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필요조건’, ‘장려조건’, ‘장애조건’의 범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필

요조건은 교수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Ⅳ장에서 제시하고, 장려조건과

장애조건의 작용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앞선 반복적 추출

작업은 자료가 이론적 범주의 포화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으

며,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료와 범주의 관계를 회귀적으로 살피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원인과 작용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론과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

토를 통해 이론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질적 내용 분석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었

다. 다만 텍스트의 질을 측정하여 인식의 질적 변화를 확인하고, 정당화 기

제 생성의 요인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당화 기제 생성의

영향 요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쓰기 결과

물의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부분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76)

평가 대상은 1차 조사의 학습자 최종고, 2차 조사의 학습자 초고, 수정고

1, 최종고였으며, 세 명의 평가자가 분석적 채점 방식으로 평정하였다.77)

76) 1차 조사의 초고와 수정고 1·2·3까지의 글에서는 쓰기 분량을 제한하지 않아
이들의 평가 결과를 최종고의 평가 결과와 대등하게 비교하여 인식적 성장의
근거로 삼거나,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의 타당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1차 조사의 경우 쓰기 결과물의 양적 평가 자료
는 최종고의 평가 결과만을 활용하며, 사유 과정에 대한 분석은 질적 분석 결과
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77) 평가자에게 제시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당 평가 기준은 ‘내용과 사고,
조직, 표현과 문체’를 제시한 Purves(1984) 이후 전통적으로 ‘내용, 조직,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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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질적 자료의 채점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었으며, 이를 위해 모든 답안을 3인의 채점자가 교차 채점하

도록 하였다. 평가자는 경력 10년 이상의 국어 교사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채점자 A: 박사 수료․경력 11년, 채점자 B: 석사 수료․경력 10년, 채점

자 C: 학사․경력 12년), 3인 모두 국가 수준 대규모 작문 평가의 경험이

있어 평가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명의 평가자 간 신뢰도

는 Cronbach α 값이 .918 ～ .945이며, 평가자 간 상관관계 p값 또한 모두

p<.01로 제시되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78)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

다.

글쓰기의 질을 설명하는 주된 준거가 되어왔다는 점, 국내 대규모 작문 능력 평
가(한국어능력시험,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등)에서도 유사한 평가 범주를 활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장지혜·서보영·김종철, 2020)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일반적인 텍스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 기제’ 혹은 ‘정당화 기제 생성’의 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가기준 평가 항목 점수 척도

내용

1. 과제에 부합하는 주제를 다루었는가? 0 1 2 3 4 5
2. 글의 분량이 충분한가? 0 1 2 3 4 5
3.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는가? 0 1 2 3 4 5
4. 참신하고 개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0 1 2 3 4 5

조직
5. 글 전체 구조의 완결성과 균형을 갖추었는가? 0 1 2 3 4 5
6. 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0 1 2 3 4 5
7. 문단 나누기가 잘 되어 있는가? 0 1 2 3 4 5

표현
8. 문장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썼는가? 0 1 2 3 4 5
9. 언어 규범을 잘 지켰는가? 0 1 2 3 4 5

총점

<표 Ⅲ-3> 분석적 채점 기준표

78) 평가자 간 신뢰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영역 평가자 간 신뢰도
(1차) 최 종고 .942
(2차) 초 고 .945
(2차) 수정고1 .926
(2차) 최 종고 .918

<표 Ⅲ-4> 평가자 간 신뢰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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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추출 준비 단계의 자료 확정 예시

[그림 Ⅲ-5] 추출 단계의 코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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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2차 분석 정리 및 결과 기술 예시

[그림 Ⅲ-6] 1차 분석 정리 및 결과 기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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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서는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가 텍스트

화 차원의 생성 원리를 추동하며 이는 결국 텍스트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

에서 그 둘은 실제 쓰기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

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인 ‘다층적 물음,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과 텍

스트화 차원의 생성 원리인 ‘개념 도식의 선정, 담화 구조의 배열, 필자의

위치 표현’들은 각각이 별도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함으

로써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당화 기제 생성의 원리와 영향 요인들의 속성을 분명하게 제

시하기 위해 각각이 변별되는 지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2. 학습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본 절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

제 생성 원리가 학습자의 쓰기에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항

에서는 ‘다층적 물음’,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 양상을 중심으로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분석하며, 이는 각각의 필자가 어떤

사유 과정을 거쳐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분석의 목적이

있다. 2)항에서는 ‘개념 도식의 선정’, ‘담화 구조의 배열’, ‘필자의 위치 표

현’ 양상을 중심으로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분

석한다. 이는 가치에 대한 학습 필자의 일련의 사유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

로 언어라는 외피를 입고, 또 그러한 언어화가 정당화 기제로서 어떻게 기

능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 분석 방식에 기반을 두되, 쓰기 결과물의 평가 점

수를 부분적으로 분석에 활용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 및 결과는 각각 다

음과 같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기술할 것이다.

① 대표적 사례를 통한 유형별 특성 파악과 기술(description)로 의

미 구축의 기반 마련

② 특성들의 빈도나 양적 특성을 통한 경향성 파악으로 심층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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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론화의 토대 마련

③ 질적 기술 및 수치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설계의 시사점

논의

이렇게 기술된 양상 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 제시될 영향 요인 분석으로

이어져 심층적으로 해석되고 이론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한편, 2절 1)항의 분석에 활용된 쓰기 결과물(1차 조사 최종고 75편, 2차

조사 초고, 수정고1, 최종고 각 75편) 전체에 대해 평정한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의 최종고에서는 만점 대비 약 59%, 2차 조사의 초고, 수정고1,

최종고에서는 각 만점 대비 약 46%, 59%, 67%의 평균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초고와 수정고의 점수 비교가 어려운 1차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2차

조사의 초고, 수정고1, 최종고의 쓰기 결과물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고에

서 수정고1은 +5.93점, 수정고1에서 최종고는 +3.51점의 점수 변화를 보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숫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또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모든 점수 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이는 쓰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유의하게 향

상되어 ‘잘 쓴 글’을 향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도의

향상이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관계되는 것인지, 이러한 ‘변화’가 필자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차 조사 WF 75 12.33 40.67 26.5378 7.31671
2차 조사 W1 75 4.67 38.00 20.7556 6.62336
2차 조사 W2 75 13.67 40.67 26.6889 5.71661
2차 조사 WF 75 20.00 43.00 30.1956 4.56850

<표 Ⅲ-5> 1·2차 조사 분석 대상(N=75)의 기술통계량

점수 변화 t 유의확률(양측)
W1 - W2 +5.93 10.209 .000*
W2 - WF +3.51 8.519 .000*

<표 Ⅲ-6> 2차 조사 분석 대상(N=75)의 초고 -수정고1 -최종고 대응 표본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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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사례들의 질적인 고찰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⑴ 다층적 물음 생성 양상

① 사례를 통한 의미의 구축

다층적 물음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학습자의 쓰기 과

정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텍스트를 통해 분석 틀로 설정했던 개념

물음, 사실 물음, 이유 물음, 정당성 물음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 중 ‘개념 물음’은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대상이 되

는 가치의 개념이나 정의, 범주 등을 제시하며, 주로 분량이 적은 원고나

사유의 초기 단계인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필자의 경우 이러한

개념 물음에 대한 응답은 필자 자신의 가치 원리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것

인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인용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인 경우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아 행복하다’, ‘네 덕분에 행복해’ 등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럼 이 행복이란 어떨 때 쓰이는 단어이며,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국어사전에서 표기한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

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지식백과에서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표기했다. [②-F43-W1]

위 글의 학습 필자는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완결

하였다. 그런데 가치의 사실적 속성을 제시하는 데 글의 초점이 있어 이를

통해 가치에 대한 판단을 초점화하거나 이를 필자의 가치 원리와 관련짓지

는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적 글쓰

기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사실 물음’은 ‘그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대상이 되는 가치

의 성격, 구체적 사례, 현상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의란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①어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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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며 구해주는 정의로운 일을 포함한 개념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의란 좋은 단어인 것

같다. 요즘 뉴스에도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

를 들어, ②차가 폭발하여 사람이 갇혀 못 나올 때 차가 폭발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갇힌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소개되었다. 난 당

시 뉴스를 보며, ‘아,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느꼈다. 이처럼 자신의 위험

을 무릅쓰고 남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 정의의 예이다. (후략) [①-F11-W1]

위 글의 학습 필자의 경우, ①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며 구해주는 정의로운 일’을 정의의 개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례로

②의 갇힌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예로 든다. 즉, ①이 개념 물음, ②는 사

실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가치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를 드는 것은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

에서 흔히 보이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에 대

한 판단은 같은 사실에 기반을 두더라도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

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갇힌 사람을 구하는 행위를 보고

‘용기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 물음만으로는 그 자체로 가치에 대

한 필자의 판단을 온전히 정당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 쓰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유 물음’이다. ‘가치 전제의

설정’이라는 정당화 기제에는 가치 원리와 사실 판단이 모두 요구된다고

할 때, 개념 물음과 사실 물음은 사실 판단의 층위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어지는 필자의 가치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것은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유를 드는 ‘이유 물음’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가치가 인격적 주체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왜 그러한가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개념 물음과 사실 물음을 가치 판단과 연결 짓는 가치 원리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통일체로서 가치의 실체를 완성하며 보편을

향하게 한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목표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

다 추구하는 행복은 모두 다릅니다. 저는 ①행복의 조건을 자신의 삶에 대

한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면 행복은 올

수 없습니다.

②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❷′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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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 이유로 하기 힘듭니다. (중략) 하지만 그들이 단지

가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❷″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현석의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에선 행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돈을 목표로 삶을 살면

삶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략)

그러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은 ③돈 없이 어떻게 삶을 만족

할 수 있을까요? (중략) 이는 ❸′인도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훨

씬 적기 때문입니다. ❸″원하는 것이 적은 만큼 기대했던 정도와 비슷하

게 성취한 것입니다. (중략)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원하는 것을 줄이고

삶에 만족하려 노력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행복, 즉, 욕심을 버리고 삶의 만족을 위

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M11-WF]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의 학습 필자는 ‘행복의 조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결론

에 이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족을 통해 행복에 이른 여러 사례들만을

(사실 물음) 횡적으로 펼쳐 보이는 대신, 그러한 사실 물음이 기원한 이유

물음을 거듭하며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물음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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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②-M11-WF의 다층적 물음 양상 

위 글의 학습 필자는 ‘ 행복이란 무엇인가? -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바

가 모두 다른 삶의 목표’ →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 자신의 삶에 대

한 만족’라는 개념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②만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

가? - 만족하는 방법’ → ‘③돈 없이 만족하는 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

인도 사람들의 사례’와 같이 이전의 물음과 응답에 대한 심화된 물음으로

서의 사실 물음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물음은 거기

에 머물지 않고 ②는 ❷′와 ❷″의 이유 물음으로, ③은 ❸′와 ❸″의

이유 물음으로 거듭해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처음의 개념 물음에 대한 응

답 , 에서 ❷″, ❸″으로 구체화된 학습 필자의 판단은, ‘행복은 부가

아니라 기대한 만큼의 성취와 관련된 것’라는 가치 원리를 드러낸 것이자

개념 물음 사실 물음 이유 물음

❚
❚
❚
❚
❚
❚
❚
❚
❚
❚
❚
❚
❚
❚
❚
❚
ê

 행복이란
무엇인가?
-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삶의 목
표.

↓
 행복의 조
건은 무엇인
가?
- 행복의 조건
은 자신의 삶
에 대한 만족
이다.

→

② 만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방법
이다.

→

❷′ 왜(어떻
게) 그러한가?
- (방법을 몰
라서) 가난을
이유로 불행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

❷″왜 (어떻
게) 그러한가?
- 부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은 아니기 때
문.

↓
③ 돈 없이 만
족하는 방법이
란 어떤 것인
가?
- 인도 사람들
의 경우가 그
러하다.

→

❸′ 왜(어떻
게) 그러한가?
- 인생에서 원
하는 것이 적
기 때문.

→

❸″ 왜(어떻
게) 그러한가?
- 원하는 것이
적으면 기대한
만큼의 성취가
가능하기 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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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층적 물음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해석을 계속적으로 요청함

으로써 정당화에 작용하는 가치 전제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 진실, 성실, 겸손 등의 수많은 가치들은 개인의 삶을 정향하

는 방식으로, ‘철저히 개별적인’(Hessen, 1959/1992: 261) 것으로서 존재한

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가 아니라 개별 주체가 존재하는 맥락에서의 해석

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으며 속성이나 사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실

물음과 달리, 사실을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필자의 가치 원리를 드러낸다

는 점에서 이유 물음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정

당성 물음’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학습 필자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전략) ①저는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③

모든 인간의 행복이 저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

략) ② 예를 들자면 남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

의 평판 혹은 자신의 마음은 만족을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대가가 없

지만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저는 모든 정의라는

개념들은 각각의 주장과 근거가 어느 정도만 성립이 된다면 모두 존중받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완벽한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

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에 무한정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④완전함에

가까운 불완전은 완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후략) [①-M18-WF]

위 글의 학습 필자는 인간은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정의

는 이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

단을 제시한다. ①이 필자가 생각한 개념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면, ②는 사

실 물음, ③은 이유 물음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①

-M18은 ④의 ‘완전함에 가까운 불완전은 완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는데, 이는 ‘완벽한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필자의 판단

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의 물음

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통해 완벽

에 무한정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러한 점에서 자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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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미하고 정당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메타적이고 비판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으로 좀 더 자신이 설정한 가

치 전제의 보편성을 확장하고, 가치 판단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분석 대상 전체에서의 다

층적 물음 설정 양상이 사유 진행 과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떤 양상과 경

향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 편의 글에

여러 층위와 방향성을 지닌 물음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나, 사실 물음은

개념 물음을, 이유 물음은 사실 물음을, 정당성 물음은 이유 물음을 토대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빈도를 추출할 때는 해당 자료에 제시된 결론과

관련한 가장 높은 층위의 물음을 추출하였다.

②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다층적 물음 생성 양상

다음은 1, 2차 조사의 쓰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물음의 유형의 빈

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두 조사 모두에서 사유가 진행될수록 개념 물음과 사실 물음은 점차 줄

고, 이유 물음과 정당성 물음은 늘어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위에 제시했던 ②-F43 학습 필자의 경우, 초고에서는 개념 물음을 통해 행

복의 사전적 의미만을 제시하였으나, 수정고1에서는 사실 물음을 통해 ‘걷

W1 W2 W3 W4 WF

1차

조사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14

56

5

-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10

52

13

-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6

53

15

1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5

51

17

2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

42

27

6

2차

조사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8

48

18

1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1

35

38

1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

23

49

3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

-

21

51

3

<표 Ⅲ-7>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다층적 물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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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 걷게 된 A라는 아이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①-M18 학습 필

자의 경우 수정고3에서는 이유 물음을 통해 ‘정의란 언제나 사람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다.’와 같은 수준에서 가치 판단을 제시하였으나, 최

종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가까운 불완전은 완전과 크게 다

를 바 없음’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지닌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같

이 점차 이전 물음에 대한 높은 층위의 물음을 더해가는 것이다. 즉, 가치

해석 글쓰기의 사유 과정에서 인식의 성장이란 개념 물음을 사실 물음으

로, 사실 물음을 이유 물음과 같은 더 높은 층위의 물음으로 바꾸어 감으

로써 다층적으로 가치 전제를 수립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념 물음, 사실 물음이

적고, 이유 물음의 빈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1차 조사의 경

우 2차 조사에서와 달리 수정고2에서 ‘영화 감상’, 수정고4에서 ‘토론’이라

는 생성 계기를 투입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각각의 생성 계기들이 해당 과정에서 필자의 물음 설정에 영향을 미

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차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개념·사실 물

음 대신 이유 물음의 빈도가 1차 조사에 비해 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학년 학습자들이 11학년으로 진급한 뒤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통해, 가치 해석 글쓰기에 대한 학습 경험이나 필자의 쓰기 단계의 발달이

개념·사실 물음을 이유 물음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론해볼 수 있다. 다만 정당성 물음의 경우 2차 조사의 최종

고보다 1차 조사의 최종고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데, 다른 요인들과 함께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정당성 물음이 자신의 판단을 메타

적·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찾아 이를 넘어서는 대안이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필자의 가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일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생성 계기의 투입이 1차 조사에서 더 많았던 것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이러한 물음의 방향성이 처음부터 끝까

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음의 층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

전 사유 과정에서의 물음과 응답에 토대를 두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라면 그 자체를 인식의 성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고에서

는 ‘행복은 전체 대다수의 행복’으로, 수정고에서는 ‘행복은 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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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최종고에서는 ‘나눔’으로 각기 다른 가치 개념을 제시한 ②-F23의

경우, 각각의 텍스트 분석 결과 물음의 층위는 개념 물음 → 사실 물음 →

이유 물음으로 높아졌지만, 그것이 단순히 인식이 ‘변화’한 것인지, ‘성장’한

것인지는 물음의 층위 변화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필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경우와,

전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완·조정되는 경우 인식의 성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79) 이러한 방향성의 유지 여부는 필자가

제시한 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고에서 확인된 가치

개념이 초고, 수정고, 최종고 등 사유 과정의 어느 시기부터 출현되고 유지

되었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필자의 인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9) 이 때의 방향성이란 일반적인 설득적 글쓰기에서 쓰기 이전 단계에서 미리 확
정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이나, 혹은 쓰기 결과물로서 도출되는 ‘주제’
와는 다른 개념이다. 쓰기가 일련의 탐구 행위일 때, 필자의 관점이나 주장, 제
시하는 주제는 쓰기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진화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때의 방향성은 고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으로서, 가
치의 어떤 부면을 초점화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예컨대,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정의는 옳게 행동하는 것’[①-F41-W1]에서 ‘정의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②-F41-W2]으로 가치 개념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각각
정의의 ‘원칙성’과 ‘이타성’을 초점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는 자신이 올바르다 생각하는 신념’[①-F13-W4]에서
‘정의는 자신이 올바르다 생각하는 양심’[①-F13-WF]으로 가치 개념이 변화한
경우, ‘주장’이나 ‘주제’는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정의에서 ‘개인의 내적
판단’이라는 측면을 초점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단의 실마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0) 일반적으로 학습 필자들은 초고나 수정고에 비해 최종고의 작성에 있어 가지는
부담감이 크다. 이는 연습이나 학습의 과정에 해당하는 초고나 수정고 작성과
달리, 최종고는 결과물로서의 평가 대상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치개념출현시기 최종고 평균 N 표준편차
W1 30.4127 21 8.15128
W2 30.6250 8 6.18097
W3 27.2778 6 9.14129
W4 23.1667 2 2.12132

WF80) 25.8889 6 8.94841
없음81) 23.1667 32 4.75719
전체 26.5378 75 7.31671

<표 Ⅲ-8> 1차 조사의 가치 개념 출현 시기별 최종고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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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기 과정에서 가치 개념이 최종고 작성 중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

면 1, 2차 조사 모두 전반적으로 가치 개념의 방향성이 이른 시기에 확정

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82) 이는 사유 과정에

서 하나의 가치에 대한 다기한 의미들을 다양하게 탐색해 가는 방식보다

가치에 대해 필자가 포착한 하나의 실마리를 누적적으로 탐구해 가는 방식

이 인식의 성장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것이다. 이렇게 누적적으로 생성된 필자의 최종적인 인식은, 자신이

생성한 가치 전제들을 사유 과정에서 부딪치는 각각의 생성 계기들을 통한

대화의 장에 펼쳐 보이고 검증받는 다단한 정당화와 조정의 과정들을 거쳐

도달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고에서부터 최종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방향성을 유지해온 모

든 필자가 높은 향상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한 가치 개념을 유지해 가는 것이 인식의 성장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 향상도(+23.67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종고에서 자신의 일련의 탐색 과정
과 무관하게 잘 알려져 있거나 자료의 확보가 쉬운 내용(공리주의, 의무론 등)
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1차 조사의 ①-M5, ①
-M10, ①-F2, ①-F12, ①-F46, ①-F8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조사에서는
유일하게 ②-M20만이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경우 1차 조사의 사례와 달
리 텍스트 완성도에 대한 부담이나 별도의 인지적 노력의 투입이 반영된 것이
라기보다는 대화적 참여의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선택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81) 1차 조사의 경우 최종고에서 주제가 제시되지 않고 초점 없는 내용들이 나열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또한 투입된 생성 계기 및 쓰기 과제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82) 각 집단의 표본 수가 상이하고, 그 수가 적어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타당하거나 유의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는 개략적 양상을 살피
기 위한 것으로, 질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가치개념출현시기 최종고 평균 N 표준편차
W1 31.4519 45 4.04030
W2 29.7963 18 4.77485
W3 25.9697 11 4.00126
WF 27.3333 1 -
전체 30.1956 75 4.56850

<표 Ⅲ-9> 2차 조사의 가치 개념 출현 시기별 최종고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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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를 보였던 ②-M5와 가장 낮은 점수 향상도(+0.33점)를 보였던 ②-F15

의 경우 각각 ‘행복은 불행 속의 성장’, ‘행복은 소소한 일상’이라는 가치

개념을 초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사유의 진전에 있어서는 두

학습자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점수 향상도의 차이 또한 이러

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전체 학습 필자의 평균적인 점수 향상도인

+9.44점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종고의 질은 두 텍스트 모두 평균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지만 초고에서

변화된 정도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쓰기가 인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 두 학습 필자의 수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초고

점수

최종고

점수
향상도

다층적 물음 유형
W1 W2 W3 WF

M5 7.0 30.67 +23.67 개념 사실 이유 이유
F15 28.67 29.0 +0.33 사실 사실 사실 사실

<표Ⅲ-10> ②-M5, ②-F15의 점수 향상도 및 다층적 물음 양상 

이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당화 기제 생성의 차원에서 ②

-M15의 물음의 층위가 ‘개념 물음 → 사실 물음 → 이유 물음’으로 높아지

는 반면, ②-F15의 경우 ‘사실 물음’만이 초고에서 최종고에 이르기까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②-F15의 경우 초고에서

부터 일관되게 ‘행복은 소소한 일상’이라는 가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

한 사례를 더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물음만을 반복함으로써 가치 전제로

서 가치 원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의 성장의 원인을 물음의 층위로만 한정

할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후술할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의 수행과도

연관지어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논의

실제 학습자들의 글쓰기를 확인해 보면, 대체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말하

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다수의 근거를 적절

하게 제시하는 편이었다.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근거로 뒷받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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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는 글쓰기 교육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물음과 응답의 구조로 환원해 보면, 사유 과정 전체에서 한 층위의

물음만이 반복되어 제시되거나, 문제 삼은 가치를 사실적으로 표상하는 수

준의 개념 물음이나 사실 물음만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으며83), 이는 가

치 판단을 충분히 포괄할 만큼의 가치 전제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의미 생성이나 질 높은 텍스트의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는 근거의 양, 다시 말해 물음의 양 자체가 인식의 심화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낮은 수준의 물음만으로는 가치의 보편성에 도달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물음이 의미 심화를 추동하는 힘이라면 학습 필자가 제기하는 물음의 위계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84) 이는 단순히 낮은 층위의 물음이 아닌 높은 층

위의 물음만을 생성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 필자들의 사유

진행 과정에서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낮은 층위의 물음을 딛고 높은 층

위의 물음으로 향해가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앞서 제시했던

②-M5의 경우, 쓰기 결과물(최종고)만으로 평가한다면 평균 수준에 해당하

여 객관적으로 ‘잘 쓴 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쓰기 과정 전체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통해 사유가 성장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좋은 글쓰기’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좋은 글’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쓰기 교육에서 객관적으로 ‘잘 쓴 글’과 필

83) 예컨대 다음과 같은 학습자 텍스트의 경우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의 사실 물음
만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중략)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첫 번째, 사소한 것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
다. (중략)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행복은 슬플 때나 기쁠 때 공감해주
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중략)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행복
은 신체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행복
은 자유입니다. (중략) 저에게 다섯 번째 행복이란 칭찬인 것 같습니
다.(후략)” [②-CM4-WF]

84) 실제로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도 물음(문제)은 탐구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주
된 언어적 도구이며, 탐구 문제가 수준의 위계를 가지고 있음은 지속적으로 논
의되어 왔다(박수영, 2002). 수준 및 정교성이 높은 탐구 문제는 높은 수준의 탐
구 설계를 유도하며, 탐구 문제가 전체적인 탐구 과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신미영·최승언, 2009; 김정훈·박영신, 2012)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
의에 따를 때 가치 해석 글쓰기가 탐구적 쓰기 주체를 기르기 위한 과정이라면,
필자들로 하여금 ‘what’에서 ‘why’로 향해가는 물음을 생성하게 하는 것은 중요
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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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유의 진전을 수반하는 ‘좋은 글쓰기’, 이를 포괄하는 ‘좋은 글’의 관

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깊이 있는 물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사유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필자 스스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필자가 가치를 초점화하고 자신의 이전 판단

을 계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사유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⑵ 대화적 참여 생성 양상

① 사례를 통한 의미의 구축

대화적 참여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학습자의 쓰기 과

정에서는 분석 틀로 설정했던 보완적 정교화, 비판적 정교화, 생성적 정교

화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 2차 조사에서 이러한 세

가지 사례에 속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새로운 분석 범주를 설정

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자

료 텍스트의 내용만으로 필자의 목소리를 대체하여 필자의 목소리가 드러

나지 않거나,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를 비해석적·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자

기 글을 확증하거나 자신의 목소리와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공

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앞서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 양상과 다른 비응답적 소통 방식으로, 가치 적용에 있어 상호

주관적 합리성이라는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원

리로서 기능하지만, 실제 사례를 포괄하는 분석의 틀로서는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 각각을 ‘㉠무시’, ‘㉡대체’, ‘㉢차용’으로 명

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응답적, 혹은 비응답적 소통 양상으로 분류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었다. 2차시에 영화 감상을 수행한 필자들이 초고에서의 자

신의 사유와 무관하게 수정고1에서 영화 속 등장 인물의 행위에 대한 비평

을 수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영화 감상이라는 생성 계기를 사유

과정에 반영하는, 즉 외부적인 목소리와 필자의 목소리가 상호텍스트적으

로 소통하는 양상에 해당하지만, 여타의 대화적 참여 유형과는 달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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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필자의 발화가 아니라 ‘～에 대한’ 필자의 발화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학습자들이 감상한 <다크나이트>는 정의라는 가치에 대한 단일한 관

점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영화 속의 단일한 목소리를 직접

가져오기보다는 영화에서 제공된 서사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사유를 진행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필자에 따라 영화의 내용을 자신의 기존 인식과

연결 짓는 응답적인 반응일 수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비응답적인 반응

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해당 유형은 다른 유형과 변별되

는 별도의 범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한정적 정교화’로

명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화적 참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될 수

있다.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료 텍스트는 문헌 텍스트뿐만 아니라 복합

양식적 자료, 동료 필자의 말까지도 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개념이다. 따라

서 ‘무시’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쓰기 과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동료 협의 과정에서의 명시적으로 주어진 피드백을 이에 대한 해석 없이

반영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1차 조사의 동료 협의

과정에서 “한 글에 두 가지 주장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장을 하나

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②-F25-A]는 피드백을 이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반영하지 않고, 최종고에서 수정고3과 동일한 텍스트를 작성한 ②

-F25의 사례도 ‘무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 양상 비응답적 응답적
인식 양상 지식 전달 지식 변형

유형 무시 대체 차용
한정적

정교화

보완적

정교화

비판적

정교화

생성적

정교화

내용

자료

텍스트의

내용

미반영

자료

텍스트의

내용으로

필자

인식

대체

자료

텍스트의

내용의

비해석적

사용

자료

텍스트의

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평가적

판단

제시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한

필자

인식의

보완적

구체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한

필자

인식의

해석적

조정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생성

<표 Ⅲ-11>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대화적 참여 유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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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경우이다. 손쉽게 자기 생각을 읽기 자료로 대체하거나

읽기 자료에 제시된 개념과 논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또는 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피드백만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를 좋아

하는 사람은 길 가던 고양이와 놀아주기만 해도 행복을 느끼고, 차를 좋아

하는 사람은 여유롭게 차 한 잔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②-F2-W1]

(전략)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 때문일까? 아니, 생

존 때문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재밌으니까? 아

니, 여러 사람이 모여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물론, 휴식을 취하는

것도 몸을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하여 다른 생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다. (후략) [②-F2-W2]

예컨대 ②-F2의 경우 초고에서는 행복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행복을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로

제시한 읽기 자료를 접한 후 기존의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행복

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의 목소리는 소거되며, 필자의 목소리와 자료 텍스트의 목소

리가 대등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가치 적용의 상호주관적 합

리성을 수립하는 데는 실패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를 비해석적·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자기 글을

확증하거나, 자신의 목소리와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를 병치하는 경우 ‘차

용’에 해당한다.

국어사전의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

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나온다. 나에게 행복은 즐거움, 기쁨이

다. (중략)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좋은 일들을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잠시 이것들로 인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난 행복을 느낀다.(후략) [②-F28-W1] (밑줄은 연구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행복은 기쁨이다. 그 이유는 기쁨을 느낌으

로써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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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만 행복=기쁨의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예를 들면,

너무 갖고 싶었던 샤프심이 있었는데 가족이 선물로 사주면 큰 기쁨을 느

낀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 샤프심을 받았을 때와 같은 사

건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다.(후략) [②-F28-WF]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의 필자는 초고에서 ‘나에게 행복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결론 내

렸는데, 읽기 자료를 통해 ‘행복은 기쁨과 다르다’는 읽기 자료의 목소리를

경험한다. 그러나 최종고에 이르기까지 행복과 기쁨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비교하거나 검증하는 대신 두 목소리를 병치하며 사유 과

정을 전개해 간다. 두 가지 다른 결론 간의 모순을 성찰하거나 이를 하나

로 종합하지 않고 두 개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공존하는 차용은 비응답적이

고 지식 전달적인 대화적 참여의 양상이어서, 이를 통해서는 ‘공동의 숙고’

를 통해서만 획득되는 합리성을 신장하기 어렵다.

응답적이고 지식 변형적인 대화적 참여의 유형으로는 ‘보완적 정교화’,

‘비판적 정교화’, ‘생성적 정교화’가 있다. 이러한 대화적 탐색은 필자의 목

소리를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들 틈에서 검증하는 과정으로, 자신이 생성한

가치 판단의 원인과 결과가 단일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자, 단순히 태도의 차원의 머물러 있던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보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완적 정교화’는 자료 텍스트를 통해 필자의 인식을 보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 판단과 유사한 목소리를 통해 판단을 확증하는 양상을 보이기

도 하고, 가치에 대해 자신이 잠정적으로 내린 판단과는 다른 가치 판단을

접하고 이들의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으로 가치를 해명할 수 있

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85) 이러한 경합적 과정에서 필자의

목소리가 우위에 서게 되면 ‘보완적 정교화’로,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가 우

위에 있게 되어 필자 목소리를 조정하게 되면 ‘비판적 정교화’로 볼 수 있

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85) 로키치에 의하면 우리가 가치를 학습하는 최초의 과정은 어떤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Rokeach, 1973). 이는 다시 말하면, 가
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곧 가치의 학습 과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치와 관련하여 타자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이
와 경합하는 과정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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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글을 읽고 있

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대답하자면 지금의 나는 잘 모르겠다. 어린 시

절에는 마냥 좋았다. 엄마와 동화책을 읽고, 유치원에서 뛰어 놀고, 친구들

과 노는 것으로 나의 하루 일과를 채울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다. 물론 어린 시절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

었겠지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니 행복

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결론지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가지

고 있던 고민이나 걱정들은 생각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저 웃는

일인 것 같다.(후략) [②-F11-W1] (밑줄은 연구자)

(전략)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걱정들이 행

복에 의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한 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마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걱정들이 행복에 비

해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훌륭하고 완전한 것

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 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럼

평소에 느끼던 소소한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인가? 행복이 완전하든 완전

하지 않든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복이다.(후략) [②

-F11-W3]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은 ②-F11의 초고와 수정고2로, 두 글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필자

가 초고에서 최종고로 사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대화적 탐색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필자는 초고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예시를 논거로 삼아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저 웃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

론을 내린다. 이러한 초고 작성 이후 읽기 자료를 통해 ‘행복은 훌륭하고

완전한 것들 중 하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결론과 경합하는 타자의 목소리로 기능한다.86) 필자는 이러한 목소

리들의 경합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읽기 자료에서

86) 관련하여 학습자가 쓰기에 활용한 읽기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은 훌륭하고 완전한 것들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행복이 제일원
리이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 덕에 따르는 행위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야 합당하다.”(아리스토텔레스)

이는 학습자가 읽기 자료에서 쓰기에 활용한 부분을 표시한 활동지의 내용만
을 제시한 것이며,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읽기 자료 전문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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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목소리로 결론을 대체하는 대신 ‘평소에 느끼던 소소한 행복도 행

복’이었다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주

관성이 행복의 본질이라는 보완된 인식을 제공한다. 이는 ‘행복이란 좋아하

는 사람들과 그저 웃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목소리를 보충한 ‘보

완적 정교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기 자료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필자의 목소리에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필자 대화적 과정을 거친 필자의 목소리는

또 다른 타자의 목소리와 경합하는 과정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다음은 같은 필자의 수정고2와 최종고의 일부분이다.

(전략)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서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중략) 서은국 저자가 말한 행복의 기원은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지금의 우리들은 살면서 느끼는 행복

이 있어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힘들겠지만 모두가 자신의 행복

기준에 맞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날이 왔으면 하는 나의 작은 소망

이다. [②-F11-W2] (밑줄은 연구자)

(전략)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 행복의 기원에서 서은국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

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느껴야만 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당신도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이 있는 것이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닐 것

이다. (중략) 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한다.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②-F11-WF] (밑줄은 연구자)

위 학습자는 수정고1에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느껴야만 했던 것’이라는 읽기 자료의 목소리에 기

대어 ‘Ⓐ행복이 생존의 조건이므로 자신의 현재적 행복 기준에 맞춰 살아

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종고에서는 같은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에 대한 필자의 이유 물음에 대한

응답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가 읽기 자료의 저자인 ‘서은국’의 권

위에 기대어 발화한 것이라면, Ⓑ는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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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해당 학습자가 ‘ⓐ→Ⓐ’로 이어지는 대화적 구조 대신 ‘ⓐ→

Ⓑ’의 대화적 구조를 보이는 것은, 대화적 참여를 통해 타자의 목소리를 재

발화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목소리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살핀 아

리스토텔레스의 목소리와 경합하며 필자의 목소리가 검증되고 정립된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정교화’는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

소리가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와는 방향성을 달리 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나는 공리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 배트맨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의도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는 법에도 융통성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남의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훔친 사람과 먹

을 것이 없어 빵을 훔친 사람의 죄질이 같을까? (후략) [①-F19-W3]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윤

리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비판도 많이 받는

이론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수의 행복과 이익 외의 다른 가치들은 무

시 당해도 된다. 또한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

다. 정의의 관점에서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략) 그 이유

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불법 행위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1명보다 100명을 살리는 게 맞지

만, 공리주의가 항상 옳은 답은 아니라는 말이다. [①-F19-W4]

위 글의 필자는 수정고3에서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러

한 관점에서 영화 속 배트맨의 행동도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

다. 그런데, 생성 계기로서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가’, ‘거액을 주고 위험

한 임상 시험을 인간에게 해도 되는가’의 두 가지 토론에 참여한 뒤 ‘공리

주의가 항상 옳은 답은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수정한다. 이는

배트맨의 행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임상 시험에 대

한 자신의 입장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으로 자료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

해를 통해 가치 적용의 저변을 넓히고 합리성을 신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생성적 정교화’는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와의 교섭을 통해 새로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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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즉 상위 개념을 생성해내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욕망의 충족이라 볼 수 있다. (중략)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재화(돈, 시간, 노력, 능력…)는 유한하기에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행복

은 재화/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욕망이 ∞이니 행복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행복이 커지기 위해서는 분자인 재화가 ∞이 되거나 분모

인 욕망이 유한해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화가 무한해지는 것은 현재

의 인간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중략)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욕망을 유

한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무한한 욕망을 유한하게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무한한 욕망을

무한한 상태도 놔두려고 하는 욕망과 대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욕망은 불

충족되어 행복이란 영원히 불가능한 허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극소수이기는 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중략) 그들의 비밀은 욕망을 자

연적 상태로 놔두지 않고 인위적 상태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M4-W1] (밑줄 및 기울임은 연구자)

위 글의 필자는 초고에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며, 욕망은 무한하기 때

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추론을

촘촘하게 수행해 나간다. 이는 행복이 삶의 최종 목표이며, 인간이라면 누

구나 추구하고자하는 것이라는 가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필자는 ‘행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정신적 도구’라는 내용

의 읽기 자료를 접한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행복에 관한 모든 낭만을 제거해 보자. 행복은 인생의 목표도 신비로운

무언가도 아닌 단순히 긍정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중략) 근대 철학자 스

피노자는 이러한 생각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주엇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한한 것들은 코나투스라는 자기를 보존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자기보존의 추구는 본성적이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중략) 따라서 인간에게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능력이

필수적이었고 학습능력에 필수적인 반응 또한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 이 반응 중 긍정적인 반응을 행복, 부정적인 반응을 회한 등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한한 것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이고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코나투스의 한 부분인 것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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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W2] (밑줄 및 기울임은 연구자)

이 필자는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는 가치 원리를 폐기하고 행복이 일종의

삶의 도구라는 가치 원리를 도입한다.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자신

의 관점을 폐기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타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수

용한 것이 아니라 ‘코나투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행복은 자기 보

존의 추구인 코나투스의 한 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초점의 변

경이 읽기 자료의 영향이었음을 다음의 성찰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 읽기자료4의 영향을 크게 받아 행복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행복은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목적이 아닌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생각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어우러지게 되었다. [②

-M4-R]

그런데 해당 필자는 수정고1을 대상으로 동료 협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피드백을 받고 다시금 관점을 변경한다. 아래는 동료에게 받

은 피드백의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생성한 수정고2이다.

자기보존하는 능력인 코나투스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남을 위해 자신

의 목숨을 내어 희생하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되나요?[②-M4-A]

행복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행복은 욕구 충족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중략) 그렇다면 행복과 쾌락은 같은 것인가? 고대의 에

피쿠로스 학파나 근대의 공리주의자들처럼 행복이 쾌락과 같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감정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만을 계속 추구하는 쾌락의 쳇바퀴 속에서 매일 달

리고 있을 것이다. (중략)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경제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는 것같이 쾌락에도 한계쾌락체

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세상은 유한하고 당신의 재화는 더 유

한하므로 당신의 인생을 매번 새로운 쾌락으로 채워넣는 것 또한 불가능

하다. (중략) 욕망을 조절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 외에는 행복이 쾌락

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보인다. (중략) 행복은 감정이되 쾌락같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서 일회성을 감정이 아닌 연속적인 감

정이라고 해보자. (중략)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감정을 알고 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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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이다. (중략) 당신의 인생을 반추했을 때 나타나는 부끄러움, 후회스러

움, 한탄 등의 감정이 회한이라면 자기 전 당신의 지금껏 인생을 떠올리면

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행복이 아닐까?[②-M4-W3] (밑줄 및 기울임은

연구자)

M4 학습자는 행복이 자기 보존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희생해 남을 구하(고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동료의 목소리에 직면하여 다시금 코나투스 개념을 폐기한다. 이를 접한

직후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 모순을 해

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를 폐기하게 된 것임을 아래의 4차시와 5차시

의 성찰 일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2. 글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 보존의 추구인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

을 포기하는 모습은 코나투스로 설명할 수 없다는 질문을 던져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5-1.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타인을 구하는 예시는 코나투스로 설

명할 수 없다고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그 말에 동의하게 되어 수정고1

의 전제에 해당하는 코나투스를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행복과 쾌락

의 연관성에 중점을 둔 글로 바꿨다. [②-M4-R] (밑줄은 연구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동료 필자의 목소리를 접하고 새로운 인

식을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구성되었던 인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무

(無)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②-M4의 자료 중 기울임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위의 학습자의 사유 과정을 살펴보면, 초고의 ‘행

복은 욕망의 충족’이라는 인식과 수정고1의 ‘행복은 반응이며, 긍정적인 반

응은 행복, 부정적인 반응은 회한’이라는 인식이 수정고2에서 ‘행복은 욕망

의 충족이면서 감정의 일종이되, 인생을 반추했을 때 드러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결론지어짐으로써 변증법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필자 개인의 목소리 – 타자의 목소리 – 필자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

소리의 통합’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가치 적용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필자의 가치 판단들이 통합적 구조를 형성하는 ‘가치 체계의

형성’이라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실제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초고와 수정고1과 수정고2, 그

리고 최종고를 거치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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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가 처음 도입된 후 이에 경도되었다가 또 다른 자료 텍스트의 목

소리를 접하고 필자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들을 모두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를 오간다는 점에서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완성된 최종

적인 필자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 처음의 판단과 유사할지라도 이를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생성적 정교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학습 필자의 텍스트에서 대화적

참여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유 진행 과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별로 초고와 수정고1, 수정고1과 수정고2, 수정고2와 수정고3, 수정고3

과 최종고 각각의 텍스트들의 비교를 통해 변화 내용을 질적으로 확인하

고, 그것이 어떤 생성 계기의 영향이었는지 변화 내용과 성찰 일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대화적 참여의 유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대화적 참여 양상

다음은 1, 2차 조사의 쓰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대화적 참여 유형

의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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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1, 2차 조사 간 공통적인 경향

성이나 일정한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화적 참여의 양상

이 사유 과정의 진행 단계보다 각각에 투입된 생성 계기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정적 정교화는 1차 조사의 W2에서 55건

으로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높은데, 이는 투입된 생성 계기인 영화 감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W3에서 3건으로 줄었다가 W4에서 11건

으로 다시 늘어난 것 또한 ‘거액을 주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임

상 시험’에 ‘대해’ 필자가 판단을 제시하도록 한 토론이라는 생성 계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한정적 정교화는 W2와 W3에서

각 2건으로 읽기 자료로 제시된 박이사와 경험 기계의 사례에 대한 비평에

해당한다.

보완적·비판적·생성적 정교화를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 양상이라고 할 때,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는 1, 2차 조사 모두 W3에서 크게 늘었는데, 1차 조

사에서는 이후의 W4와 WF에서 이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2차 조사에서는

WF에서도 유사한 빈도를 보인다. 그런데 1차 조사의 W3에서 그 빈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투입된 생성 계기 중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가장 많은 읽

W2 W3 W4 WF

1차

조사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2

-

1

55

15

1

1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7

4

8

3

41

9

3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9

6

7

11

31

7

4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5

3

17

8

29

5

8

2차

조사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15

3

18

2

34

1

7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10

-

1

2

60

1

2

무시

대체

차용

한정

보완

비판

생성

12

1

1

-

60

1

3

<표 Ⅲ-12>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대화적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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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료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2차 조사에서도 W2에서 그 빈도가 가장 높

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2차 조사의 경우 W2가 아닌 W3에서 그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화적 참여의 빈도가 단순히 투입되는 정보량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2차 조사의 경우

W2에서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가 45건, 비응답적인 대화적 참여가 36건으

로 비응답적인 대화적 참여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W3에서 비응답적인 대

화적 참여는 11건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처음 투입되었을 때 무시

(15건), 대체(3건), 차용(18건)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읽기 자료의

목소리에 대해 W3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로 응답하고 정교화하기 시작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사유는 초고와 수정고,

그리고 최종고를 거치면서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처음 생성 계기가

투입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계기 속 타자의 목소리가 필자의 목소리와 병치

된 채로 존재하다가 다시 쓰기 과정을 거듭하며 점차 필자 자신의 목소리

와 통합되는 것이다.87) 앞서 ‘비판적 정교화’의 사례로 제시되었던 ②

-F11-W3 또한 W2에서는 차용적이던 읽기 자료의 목소리를 사유의 진행

과정을 거치며 정교화한 사례에 해당하며, ‘대체’의 사례로 제시되었던 ②

-F2-W2 또한 W3과 WF에서는 ‘보완적 정교화’의 사례에 해당함이 확인된

다. 이렇게 볼 때 2차 조사와 달리 1차 조사에서 비응답적인 대화적 참여

의 빈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1차 조사에서는 동료 협의에 비해 정보량이

많은 읽기 자료, 토론과 같은 생성 계기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통합될 여유

없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 조사의 경우 생성적 정교화가 수정고에서 최종고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었으나(W2: 1건, W3: 3건, W4: 4건, WF: 8건), 2차 조사에서는 생

성적 정교화가 W2에서 제일 높고(7건) 이후 다소 줄어든다(W3: 2건, WF:

3건). 비판적 정교화의 빈도도 1차 조사에서 더 높고(W2: 1건, W3: 9건,

87)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성찰 일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진적 발전의 과정
을 확인할 수 있다.

6-3. 초고에서는 큰 틀만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수정고1에서
세부 내용(근거, 자세한 내 생각, 인용)을 추가하였다. 이때 행복은 돈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만족하려는 자세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최종고까지 이 생각을 적절히 고치면
서 진정한 행복을 알아갔다. [②-M1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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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7건, WF: 5건), 2차 조사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인다(W2: 1건, W3: 1

건, W4: 1건). 비판적 정교화, 생성적 정교화는 기존의 인식을 조정하고 새

로운 인식을 생성하는 사유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대화적 참여 유형이라고 할 때, 더 높은 쓰기 단계에 속하는 2차 조사에서

해당 유형의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첫째는 이전 항에서 제시했던 초점화의 문제이다. 2차 조사는 가치 개념

의 전부, 혹은 일부가 초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45편이었으나, 1차 조사는

초고에서 확정된 것이 그 절반에 못 미치는 21편이었으며, 끝내 확정되지

않은 글도 32편이었다. 따라서 2차 조사가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초

점화하고 이를 보완하며 인식을 정교화해가는 방식의 사유 과정을 거쳤다

면, 1차 조사는 이를 확정하지 않은 채 생성 계기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

하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정교화 방식의 사유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2차 조사의 경우 읽기 자료가 투입되었던 W2에서 생성적 정

교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통해 볼 때, 생성 계기의 투입이 생성적 정

교화를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는 투

입된 정보량이 가장 많았던 W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성적 정교화의 빈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차 조사에서도 W3보다 WF에서 더 빈도가 높다는

것은 생성적 정교화의 경우 투입되는 정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어야만 생성적 정교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특히 1차 조사의 경우 분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초고와 수정

고와 달리 최종고에서 원고지 20매 분량의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필자들

은 이전의 사유 과정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었으며, W1～W4에서와 달리

WF에서 높은 인지적 노력의 투입으로 인해 이러한 생성적 정교화가 가능

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롭게 주어지든, 이미 주어진 것이든 생성 ‘계기’

들에 대해 필자가 얼마나 응답적으로 반응하고 천착하는가, 이를 통해 가

치 적용 차원에서의 합리성을 얼마나 신장하고 있는가가 인식의 생성에 중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장지혜·송지언(2019)에

서는 피드백의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상위 수준 필자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

으로서의 피드백보다, 탐구의 촉진자로서 기능하는 피드백이 새로운 의미

의 창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 논구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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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투입되는 정보의 양보다는 필자 스스로 자신의 글에서 모순을 발견하

거나,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와의 차이에 주목하고 스스로 이러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의

미의 생성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 과정에서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의 양상만을 보이지만 최종

고에서 인식의 성장을 크게 보이지 않는 필자의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앞서 제시했던 ②-F15의 경우 W2, W3, WF 모두에서 ‘보완

적 정교화’의 양상을 보이지만, 가치 판단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②-F15뿐만 아니라 ②-M24, ②-F36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적 정교화’의

방식으로 대화적 참여를 수행하지만, 세 학습 필자 모두 초고에서 전체 학

습 필자의 평균 점수(20.76점)를 훨씬 웃도는 쓰기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

하고, 최종고의 질적 향상이 평균 향상도(+9.44)보다 낮아 최종고에서는 평

균 이하의 질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고

점수

최종고

점수
향상도

대화적 참여 유형
W2 W3 WF

②-M24 25.0 28.33 +3.33 보완적 보완적 보완적
②-F15 28.67 29.0 +0.33 보완적 보완적 보완적
②-F36 25.0 27.67 +2.67 보완적 보완적 보완적

<표Ⅲ-13> ②-M24, ②-F15, ②-F36의 점수 향상도 및 대화적 참여 양상 

이는 대화적 참여로는 필자가 당면하고 있는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에 대

한 반응 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는 까닭이다. 후술하겠으나 투입되는 각각

의 생성 계기들의 목소리에 응답적으로 반응하여 이를 자신의 목소리와 결

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 각각을 연결 짓지 못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

는 또다른 추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 짓지 못하는 경우 이는 가치에 대

한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88) 가치는 고립적인 상태로 존

재한다기보다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래서 옳다’, ‘저것도 저래서 옳다.’, ‘그것도 그래서 옳

다.’는 각각의 판단은 대화적 참여를 통해 보편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88) ②-M24, ②-F15, ②-F36의 다층적 물음, 추론의 연결 양상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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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게 되지만, ‘이것’과 ‘저것’과 ‘그것’의 관계와 위계 속에서 필자 자신

의 일관된 가치 체계로 통합될 때 가치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비로소 온전

히 유효한 것으로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논의

학습 필자들의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에서는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뿐만

아니라 비응답적인 대화적 참여의 양상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는 투입된 생성 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확인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은 학습 필자들의 사유가 외부

적 투입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습 필

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처음 생성 계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에 대해 비응답

적인 대화적 참여 양상을 보이던 상당수의 학습 필자들이 사유의 진행 과

정에서 점차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로 향해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대화적

참여를 거듭하며 자신의 목소리와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새로

운 의미를 생성해내기도 했다. 즉, 자료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즉각적 반응

은, 시간을 거치며 점차적으로 이를 자신의 인식과 융합하고 정교화해 나

가는 과정을 거쳐 조정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대화적 참여를 통해 생

성 계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일종의 부화기(孵化期)로서의 여유 시

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히 가치의 문제가 외

부적 증거에 따라 단번에 옳고 그름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불확정

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나아가 가치의 문제가 단

순한 인지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필자 자신의 인격과도 결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자기화할 여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투입된 생성 계기는 대화적 참여의 상대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대화적 참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즉,

다층적 물음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W1 W2 W3 WF W2 W3 WF
②-M24 이유 이유 이유 이유 확장 확장 고립
②-F15 사실 사실 사실 사실 확장 확장 확장
②-F36 사실 사실 사실 사실 확장 없음 없음

<표Ⅲ-14> ②-M24, ②-F15, ②-F36의 다층적 물음 및 추론의 연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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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계기 자체가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는 아니며, 이를 통해, 혹은 이에

대해 필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응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성적인 대화의

참여자로서 응답해 나가는 것이 곧 가치 적용의 합리성을 신장하는 방안이

된다.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객관화된 것일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주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소통의 장에 펼쳐 보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

의 판단을 보편으로 이끌어가되, 그것을 적절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필자 자신의 목소리로 수행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⑶ 추론의 연결 생성 양상

① 사례를 통한 의미의 구축

대화적 참여가 주어진 생성 계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 즉 추론의 횡적

연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 항에서 제시할 추론의 연결은 추론의

관계망, 즉 가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와 관련한 인식의 심도(深度)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론의 연결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서는 ‘고립’, ‘확장’, ‘연쇄’, ‘심화’가 모두 나

타났다. 그러나 추론의 연결이 선행 추론과 새로운 추론 간의 연결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쓰기 과정에서 새로운 추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수정고에서 맞춤법과 같은 표현 수준의 교정만을 거친 최종고를

작성하거나, 혹은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론의 연결 유형에 해당하는 분석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없음’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추론의 연결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될 수 있다.

유형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내용

새로운

추론의 연결

없음

단일

추론들의

나열적 고립

전제의

첨가를 통한

단일 추론의

확장

선행 단일

추론과

관련한 단일

추론의 연쇄

선행

추론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추론의 심화

<표 Ⅲ-15>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추론의 연결 유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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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 필자가 설정한 개개의 추론들이 서로 하나의 구조를 이루지 못

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일련의 추론적 과정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은

채, 필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던 대상과 관련한 사상들이 두서없이 제시되는

사유 과정의 초기 단계인 초고 쓰기와, 생성 계기를 통한 다량의 정보가

유입된 직후에 주로 이러한 고립 양상이 드러난다. 예컨대 1차 조사의 경

우 ‘임상 시험’과 관련한 새로운 생성 계기가 투입된 이후의 수정고4에서

이것을 정의에 대한 자신의 처음의 판단(W1), 영화 속 인물을 통한 판단

(W2), 읽기 자료를 통한 판단들(W3)과 연결하여 ‘정의(正義)’라는 가치의

전모를 완성하고 하나의 체계로 형성하기보다는, 임상 시험 그 자체에 대

한 판단만으로 놓아두는 것과 같이 이전의 추론과 연결점을 갖지 않는 추

론이 제시되거나 더해지는 것이 고립적 추론의 연결에 해당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전략) 나는 가난해서, 여자라서, 어려서, 차별받는 것을 보면서 저건 공정

하지 못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유명 대기업 임원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당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되

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정의는 ‘공정함’을 말하는 것 같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말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도 여기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

다. (후략) [①-F34-W3]

(전략) 나는 배트맨의 행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수의 피

해가 발생했지만, 공익,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다. 소수를 살리기 위해 다수를 포기할 수 없듯이, 배트맨은 옳

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거기에다 자신을 희생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략) [①-F34-W4]

위 글의 필자는 W3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전제로 정의는 ‘공정함’이라는 결론을 내

린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W4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다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배트맨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전환된

다. 이렇게 필자의 가치 전제가 전환된 것은 생성 계기의 영향에 의한 자

연스러운 것이지만, ‘공정함’과 ‘공리주의’로 이어지는 두 가지 추론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고립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필자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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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과정’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일련의 분절적 행위로서만 존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①-F34 필자는 최종고에서도 ‘정의는 다

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의는 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

‘정의는 공정함’ 과 같이 파편화된 추론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완성

하는데, 파편화된 추론들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하나의 전체적 체계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기 어렵다.

‘확장’은 지속적인 물음을 통해 주장-논거의 추론을 연쇄적으로 이어 나

가며 논증 구조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심화’와는 달리 하나의 물음, 즉 결

론에 대해 논거들을 첨가해 나감으로써 논증을 병렬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추론의 연결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의 설득력은 논거

의 양에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전략) 나는 행복해지는 법, 그리고 행복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정답은 개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이 직접 찾고, 행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 행복엔 기준이 있을까? 나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

야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느낄 순 없지만 그런 고

난을 극복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F10-W1]

위 초고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

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행복의 정답은 개
인마다 다르다.

행복하기 위한 방
법은 무엇인가?

↙

②
고난 극복 과정에
서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
행복은 스스로 만들
어 가는 것이다.

[그림Ⅲ-9] ②-F10-W1의추론의연결양상



- 164 -

초고에서는 추론 ①에 위치한 ‘행복의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다.’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한 논증 구조를 보이는데 이 글은 수정

고1에서 다음과 같이 논거가 보강되며 확장된다. 다음은 위 필자가 작성한

수정고1과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략) 행복에는 기준과 조건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

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을 때가,

또 다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조건을 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면서 스트

레스를 더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

복조건을 직접 찾고, 깨닫고, 그 행복을 자신을 위해 누릴 줄도 알아야 합

니다. 비록 매일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행을 느끼면서 우리는

더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후략) [②-F10-W2]

수정고1에 제시된 필자의 결론은 초고와 변함이 없으나, 필자는 ‘좋아하

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한 사람’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어떤 사람은 좋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행복을
느낀다.

+
공식적인 행복의
정의를 정하게 되
면 불행해 질 수
있다.

→
행복의 정답은 개
인마다 다르다.

행복하기 위한 방
법은 무엇인가?

↙

②
불행 느끼는 과정
에서 성장할 수 있
다.

→
행복은 스스로 만들
어 가는 것이다.

[그림Ⅲ-10] ②-F10-W2의추론의연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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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와, ‘공식적인 조건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

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립해 나간다. 위의 필자는 최종고에

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추론을 확장적으로 연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

은 위 글의 수정고2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략) 행복에는 기준과 조건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

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

을 때가, 또 다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공식적으

로 정의를 내려서 조건을 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

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큰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조건을 직접 찾고, 깨닫고 그 행복을 자신을 위해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불이익을 갖게 되었

다면 오늘은 더 노력해서 이익을 갖게 하면 되듯이 이런 불행을 느끼면서

우리는 더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최현석의 “인간의 모든 감정”에 따르

면 “이러한 즐거운 일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

다. 사람은 상황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느끼려면 야기하는 자

극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번 시험보다 이번 시험을 더

잘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후략)

[②-F10-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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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정고1과 마찬가지로 결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론 ②의 ‘행복

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주장의 논거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

론을 연결한다. 수정고1에서 추론 ②는 ‘불행을 느끼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으므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정고2에서

‘어제의 불이익을 노력하여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저번 시험보다 이

번 시험을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것’ 등의 사례와, ‘행복을 계속 느끼려면

자극이 커져야 한다.’는 읽기 자료의 인용을 통해 확장적으로 연결된다.

‘연쇄’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 다른 물음이 되거나, 혹은 물음의 특정 부

면을 초점화 하여 다시 물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화와 동일하

나, 후행 물음이 선행 추론들을 모두 포괄하거나 전제로 삼지 않고 바로

앞의 추론과만 관련된 연결 양상을 의미한다. 즉 추론 1이 추론 2로, 추론

2가 추론 3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에서, 추론 1과 3의 관련성이 높지 않

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어떤 사람은 좋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행복을
느낀다.

+
공식적인 행복의
정의를 정하게 되
면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

→
행복의 정답은 개
인마다 다르다.

행복하기 위한 방
법은 무엇인가?

↙

②

불행 느끼면서 성
장할 수 있다.

+
어제의 불이익을
노력하여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

+
‘행복을 계속 느끼
려면 자극이 커져
야 한다.’

+
저번 시험보다 이
번 시험을 더 잘
보고 싶어 한다.

→
행복은 스스로 만들
어 가는 것이다.

[그림Ⅲ-11] ②-F10-W3의추론의연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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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바쁘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두 뷴류로 나뉘게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행복을

두고 자신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느끼는 것일까? 그 기준이 뭐길래

느끼는 게 다를까?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아님 가족이 있고, 집이 있어서

행복할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해서? 이렇듯 행복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듯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먼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행복

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에서 행운은 ‘복이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검색된다. 인터넷에

나온 행복의 정의를 보면 뭐 행복이란 저런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들도 있겠지만 ‘만족과 기쁨이 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처럼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순 없지만 지

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한다. 우선 행복에는 기

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왜냐하면 행복에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이 계

속 올라가 행복한 것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행복의 기준을 웃음을 두고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후략) [②-F24-W1]

위 글의 추론의 연결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인터넷의 사전적
정의

+
사람들의 반응

→
행복이 무엇인지 정
의할 수 없다.

행복의 필요 조건
은 무엇인가?

↙

②

행복을 느끼는 사
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준에 따
라 다르다.

기준이 없으면 행복
도 불행으로 느낄
수 있다.

→ 행복에는 기준이 필
요하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
인가?

↙

③
행복의 기준은 웃
음이다.

[그림Ⅲ-12] ②-F24-W1의추론의연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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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필자는 초고에서 ‘행복의 기준’에 주목하여, 행복을 느끼는 사람

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기준에 따라 나뉘며, 기준이 없으면 행복도 불행으

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기준은 ‘웃

음’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글의 필자는 수정고1에서 다음

과 같은 글을 작성한다.

(전략)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두 분류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행복

을 두고 자신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어떻게 느끼는 걸까? 그 기준이

무엇이길래…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아니면 가족이 있고, 집이 있어서 행

복할까? 행복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듯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달

라진다. 그렇다면 먼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행복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에서 행복은 ‘복이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어 흐뭇함. 또

는 그러한 상태’라고 나온다. 이 행복의 정의를 보고 행복이란 저런 것이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족과 기쁨의 기준이 뭔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처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순 없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한다. 우선 이 세상 속에는 자신이 행

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거나 기

준이 불명확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그럴텐데 행복하면 어떤 기

분이 들까? 내가 생각하기엔 웃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쁜 기분이 들 것

같다. 그러면 기쁘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웃음이 나와 기쁜 걸 생각했을 때 선생님께

서 말했던 마약을 하고 난 뒤의 웃음은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약

의 기운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준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 작고 소소한

행복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보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

나 자신의 취미를 하다보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후략) [②

-F24-W2]

위 글의 추론의 연결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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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수정고1은 초고에서 추론 ③까지의 추론이 제시되는 데 비해 쓰

기 과정을 거치며 추론 ⑤까지로 그 심도가 확장되었으며, 스스로 초고에

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설정하여 연쇄적인 추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후행 추론이 선행 추론을 기반으로 삼아 전개되고 있지 않

다는 점이다. 예컨대, 추론 ③에서 ‘불행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행복하

면 웃음이 나오고 기쁘다’는 판단은 추론 ②의 ‘행복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를 심화하기 위한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추론 ①의 ‘행복의 기준은 정

의할 수 없다’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추론 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또

한 추론 ③에서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쁘다’는 추론을 더 심화하여 추

론 ④에서 ‘웃음이 행복의 기준인가?’의 물음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웃는다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인터넷의 사전적
정의

+
사람들의 반응

→
행복의 기준은 정의
할 수 없다.

행복의 필요 조건
은 무엇인가?

↙

②

행복을 느끼는 사
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준에 따
라 다르다.

기준이 없으면 행복
도 불행으로 느낄
수 있다.

불행한 사람들은 행
복의 기준을 높게
잡았거나 기준이 불
명확하다.

→
행복에는 기준이 필
요하다.

행복의 기준은 무
엇인가?

↙

③

불행하면 삶의 의
욕 떨어지고, 행복
하면 웃음이 나오
고 기쁘다.

웃음이 행복의 기
준인가?

↙

④ 마약 →
웃는다고 무조건 행
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하기 위한 방법
은 무엇인가?

↙

⑤ 맛있는 음식과 취미 →
작고 소소한 행복에
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림 Ⅲ-13] ②-F24-W2의 추론의연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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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추론 ①～③과는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추론 ⑤의 ‘행복은 작고 소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이라는 판단은, 필자가 결론으로서 도달한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소전제 없이 결론만 제시된 불완전한 논증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더불

어 추론 ①～④와 무관한 고립적인 추론의 연결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연쇄적 추론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종

합적인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론을 통해 심

화된 의미가 필자가 가치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일관된 지평이

나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치 체계의 형성을 위

해서는 선행 추론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자에게 요구된

다고 할 것이다.89)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새롭게 생산되는 물음들이 선행 추론

들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심

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전략)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분노, 슬픔과 같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조

금 좋다고 해서 ‘난 행복해’ 또는 기분이 조금 나쁘다 해서 ‘난 슬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나 지금 기분이 좋아’, ‘오늘 조금 힘들다’라

고 보통 표현하죠. 그 이유는 ‘행복’, ‘분노’, ‘슬픔’ 등은 조금 더 큰 감정들

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우리가 많은 감정들을 동시에 느낄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똑같은 양의 행복과

불행을 겪었다면 당신은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것입

니다. 행복은 오히려 더 빨리 사라지고 기억에 남지 않는 감정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했다면 여행을 떠

난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

대로 최악의 여행이었다면 매 순간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

략) 그렇다면 행복을 정의하자면 큰 감정이고 자극적이거나 다양한 긍정적

89) 이는 이윤빈(2013)이 논의한 주제 깊이(topical depth)와도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주제 깊이는 ‘각 문장 단위의 주제들이 갖는 개념적 구체성의 수준’
을 의미하며, ‘주제 깊이’는 후행 주제가 선행 주제를 의미적으로 구체화(심화)하
는 경우에 1수준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병렬적 진행의 비율이 높을수록 텍스트
의 일관성이 높으며 순차적 진행의 비율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르면 ②-F24-W2는 순차적 진행의 비율이 높은 텍스
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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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정을 동시에 느낄 때 느끼는 것이고 슬픔, 분노 등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들보다 느끼는 기간이 짧은 것이죠.(후략) [②-F35-W1]

제시된 글은 F35의 초고이며, 위의 글에서 학습자는 ‘행복이란 큰 감정

이고 자극적이거나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낄 때 느끼는 것이고

슬픔, 분노 등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들보다 느끼는 기간이 짧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위 글에서 확인된 추론의 연결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 글은 ‘행복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이다.’라는 추론 ①에서 주

로 분리의 방식을 활용하여 ‘감정 중 조금 더 크고’, ‘느끼는 기간이 짧은

감정’이라는 추론 ②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이 글은 최종고에

이르러 추론 연결의 깊이가 다음과 같이 깊어진다.

(전략) 행복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기쁨, 즐거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감

정들을 다량으로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아서 느

끼는 소량의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여 느끼는 다량의 긍

정적인 감정이 더 행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 더 자세히 파헤쳐

보면 긴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행복과 짧은 시간 안에 노력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분노, 슬픔과 같은
것

→
행복은 인간이 느끼
는 감정 중 하나

행복은 어떤 감정
인가?

↙

②

기분이 좋다고 해서
～ 말하지 않는다.

+
감정 / 조금 더 큰
감정(분리)

→
행복은 조금 더 큰
감정

‖
불행했던 기억과 감
정을 훨씬 많이 느
낌

+
여행에서의 행복도
에 따른 시간 인식

→
행복은 느끼는 기간
이 짧은 감정

[그림Ⅲ-14] ②-F35-W1의추론의연결양상



- 172 -

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의 노력을 들여서 성적을 성취하여 얻는 행복과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얻는 두

가지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의 지속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앞에서 말한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복은 빨리 얻을 수

있는 만큼 그 지속성도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노력을 들여 얻는

행복은 자기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얻은 행복이므로 다른 행복

보다 한 단계 높은 행복이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중략) 결국 행복

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후략) [②

-F35-WF]

위 글은 초고에서 제시되었던 ‘행복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이다’

를 암묵적 전제로 삼고, ‘행복은 긍정적 감정들을 다량으로 느낄 때 생기는

추론 소전제 소결론 물음

①
분노, 슬픔과 같은
것

→
행복은 인간이 느끼
는 감정 중 하나

행복이란 무엇인
가?

↙

② 기쁨, 즐거움 →
행복은 긍정적 감정
들을 다량으로 느낄
때 생기는 감정

어떤 감정이 더 행
복에 가까운가?

↙

③ 날씨, 승진 →
소량보다는 다량의
긍정적 감정이 더
행복에 가까운 것

행복에도 종류가
있는가?

↙

④ 공부/영상 →
행복은 긴 행복/자
극적 행복

긴 행복과 자극적
행복은 어떻게 다른
가?

↙

⑤

긴 행복은 노력 들
이는 것, 자극적 행
복은 노력 없이 빨
리 얻는 것

→
긴 행복-지속성↑/자
극적 행복-지속성↓

행복해지기 위한 방
법은 무엇인가?

↙

⑥
행복해지기 위해서
는 끊임 없이 노력
필요

[그림 Ⅲ-15] ②-F35-WF의 추론의 연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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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라는 추론 ②에서 시작한다. 이 추론은 ‘소량보다는 다량의 긍정적

감정이 더 행복에 가까운 것’이라는 추론 ③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한 번

‘행복은 긴 행복/자극적 행복으로 나뉜다.’는 추론 ④로 이어진다. 이는 ‘노

력의 정도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통해 ‘긴 행복은 지속성이

길고 자극적 행복은 지속성이 짧다.’는 추론 ⑤로 이어지고, 행복해지기 위

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추론 ⑥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

다. 이때, 추론 ③은 추론 ①, ②를, 추론 ④는 추론 ①～③을, 추론 ⑤는

명제 ①～⑤를, 추론 ⑥은 추론 ①～⑤를 모두 포괄하면서 종합적으로 심

화되는 연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후행 추론이 선행 추론을 포

괄한다는 점에서 2층위의 추론보다는 3층위의 추론이, 5층위의 추론보다는

6층위의 추론이 더 정교하고 심화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가치 판

단은 다량의 긍정적 감정과 소량의 긍정적 감정 사이의 위계, 지속성이 긴

행복과 지속성이 짧은 자극적인 행복 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들을 통합하

여 정교화함으로써 형성된 가치 체계를 통해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때, 추

론 ②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던 초고보다 추론 ⑥에서 최종적인 결론

에 이른 최종고는 필자가 판단한 가치의 내포적 의미 자질을 더해 나가고

행복의 가치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의 인식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쓰기의 과정이 곧 필자의 사유를 심화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쓰기의 과정에서 점진적인 심화의 추

론의 연결 구도를 보이는 학습자의 경우 사유의 시작 지점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쓰기가 미지의

것을 향해 가는 생성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자가 더해 가

는 판단의 경로마다 투입되는 전제들은 저마다 다른 층위에서 보편성을 획

득하되 하나의 체계로써 견고하게 최종적인 결론을 지지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당화 기제로 작용한다.

이상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학습 필자의 텍스트에서 추론의

연결 양상이 사유 진행 과정에 따라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별로 쓰기 과정 중에 작성한 텍스트의 변화를 비교하여 추론의 연결

유형을 추출하되, 이 과정에 성찰 일지를 활용하여 필자의 인식의 변화가

텍스트에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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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추론의 연결 양상

다음은 1, 2차 조사의 쓰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추론의 연결 유형

의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대화적 참여 양상과 마찬가지로 추론의 연결 양상 또한 1, 2차 조사의

경향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고립’이 W2에서 가장 높

게 드러났지만(57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W3: 34건, W4건: 26건, WF: 43건), 2차 조사에서는 W2에서 26건 드러난

이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W3: 10건, WF: 6건). 이

것을 단순히 1, 2차 조사 대상 학습자들의 쓰기 단계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인식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화’의 경우 1차 조사에

서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W2: 10건, W3: 13건, W4건: 14건, WF: 15건), 2

차 조사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W2: 18건, W3건: 17건, WF: 8건)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는 앞 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차 조사의 경우 동료 협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영화 감상, 읽기, 토론이라는 생성 계기를 W2,

W3, W4에서 계속적으로 투입한 반면, 2차 조사에서는 W2에서만 투입한

것과의 관련성이다. 1차 조사에서는 계속적인 새로운 정보 투입의 영향으

로 필자가 새로운 추론을 생성할 수는 있었으나, 이러한 추론이 새로운 정

W2 W3 W4 WF

1차

조사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

57

8

-

10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1

34

26

1

13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

26

35

-

14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

43

14

3

15

2차

조사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1

26

29

1

18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18

10

29

2

17

없음

고립

확장

연쇄

심화

32

6

28

1

8

<표 Ⅲ-16> 사유 진행 과정에 따른 추론의 연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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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의 관련성만을 가질 뿐 이전의 추론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

면, 2차 조사의 경우 다량의 정보가 투입된 W2에서 고립적 양상을 보였던

추론들이 쓰기 과정을 거치며 점차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90) 이러한 해

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없음’의 양상이다. 1차 조사에서는 ‘없음’이 W3에서

1건만 나타나는 반면, 2차 조사에서는 W2에서 1건, W3에서 18건, WF에서

는 32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 협의

라는 생성 계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의 투입이 없는 경

우 사유 과정에서 약간의 정련만을 거칠 뿐 이전의 추론을 더 발전시켜 나

가지 않는 학습 필자가 많은 것이다.

둘째는 쓰기 분량의 문제이다. 1차 조사의 경우 분량 제한이 없었던 초

고, 수정고1, 수정고2, 수정고3에 비해 최종고에서는 요구하는 분량이 길었

으며, 2차 조사의 경우 초고와 수정고, 최종고의 분량을 모두 동일하게 제

한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에서 쓰기 과정에서 작성해왔던 것보다 다소

긴 분량의 최종고를 작성해야 했던 학습 필자들은 쓰기 과정에서의 추론들

을 종합해나가는 심화의 방식으로 생성적인 추론의 연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쓰기 과정에서의 모든 사고의 조각들을 나열하거나, 돌출적으로 불필

요한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①-F48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최종고에

서 정의란 절대 가치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의 ‘타협’과 관련된 사회적인 것이

라는 논의로 주어진 분량의 4분의 3정도를 작성한 필자가 이후 돌연 임상

시험의 예시를 든 것이 그것이다. 앞부분만으로 이미 필자의 결론에 대한

정당화가 완결성을 갖추었지만, 분량의 제약으로 불필요하게 임상 시험의

사례를 첨가하여 오히려 필자의 논리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1차 조사에서

는 ①-F48의 사례와 같이 수정고3에서보다 오히려 최종고에서 쓰기의 질

이 떨어진 학습 필자가 다수 발생하는데,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습 필자들

의 경우 이러한 불필요한 첨가로 인해 필자가 정당화하고자 하는 결론으로

내용이 집약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차 조

사의 최종고에서 대화적 참여 유형 중 ‘차용’이 17건이며, 추론의 연결 유

형은 ‘고립’이 43건인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차용’이 1건, ‘고립’이 6건에 불

90) 1차 조사에서도 고립적 양상을 보였던 추론들이 점차 연결되어 가는 양상을 보
이나, WF에서 고립의 빈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쓰기 과제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분량의 제한이 없었던 W1～W4에 비해 WF에서는 많은 분량의 글을 완
성해야했기 때문에 이전의 추론과 무관한 추론을 생성해 넣거나, 쓰기 과정에서
생성했던 모든 추론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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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 또한 생성 계기의 영향과 더불어 이러한 쓰기 분량의 영향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긴 분량의 쓰기의 문제라기보다

는 쓰기 과정에서의 필자들의 사유의 양에 비해 과도하게 긴 분량의 결과

물을 요구한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2차 조사에서와 같이 초

고와 수정고와 최종고, 즉 쓰기 과정 전체에서 일정한 양의 사유를 수행하

며 이를 누적적으로 조정해 가는 경우 불필요한 내용의 첨가를 통해 필자

의 전체 논리의 부피를 키우기보다는, 제한된 분량 안에서 사유의 밀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결론에 대한 정당화를 꾀하기 때문에 인식이 질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립이나 심화의 빈도만으로 인식의 성장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실제 1차 조사에서는 최종고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

습 필자 중에서도 고립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필자들이 있기 때문이

다.91) 이는 쓰기 과정 중에는 고립적인 양상으로 추론을 생성해 나간다 하

더라도, 최종고에 이르러 심화의 방식으로 이전의 추론들을 모두 종합적으

로 연결하여 체계화한다면 이전의 고립적 탐색들이 모두 가치 체계의 기반

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논의

학습 필자들은 가치 해석 글쓰기 과정에서 많은 추론들을 생산해 내지

만, 그러한 모든 추론들이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신의 현재 인식

의 지평에 기반하되, 사유의 과정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추론을 생성해

내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때 가치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조사에서 많은 생성 계기들을 투입하여 학습 필자

91) 해당 필자들의 최종고의 점수와 추론의 연결 양상은 다음과 같다.

최종고

점수

대화적 참여 유형

W2 W3 W4 WF
①-M9 40.33 확장 고립 고립 심화
①-M19 35.33 고립 고립 고립 심화
①-M8 34.67 고립 고립 심화 심화

<표Ⅲ-17> ①-M9, ①-M19, ①-M8의추론의연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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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유 과정에서 다량의 새로운 추론들을 생성하였음에도 최종고의 질

이 2차 조사의 최종고의 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필자들이 자신의

이전 추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넘어서려는 노력 대신 즉각적

으로 창발되는 고립적인 추론의 양상을 보인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같은 견지에서, 2차 조사에서 높은 빈도로 드러난 ‘없음’의 양상 또한 자

신의 추론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면 이를 더 정교화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식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학습 필자들이 자신의 이전 추론을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이를

이어나가는가, 이전의 추론과 현재의 추론을 어떻게 연결해내는가 그 구도

에 주목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식의 깊이, 나아가 생산된 텍스트의 설득력

과 질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를 통한 인식의 성장이란 필자 자신이 지닌 이전의 사유보다 얼마나

넓고 깊어졌는가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때 쓰기의 사유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사유와 현재적 사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

는가 하는 ‘추론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성 계기로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필자의 추론들이 연결되지 않고

나열되는 수준에서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정보를 투입하지 않는 경

우 더 이상 사유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은, 정당화 기제의 생성 교육에 있어 탐구와 설득, 창안과

정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적 처치의 내용과 정도가 사려 깊게 마련되

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92)

92)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분석에 활용된 쓰기 결과물은 1
차 조사 최종고 97편, 2차 조사 최종고 97편이다. 전체에 대해 분석적 채점 방식
을 활용하여 평정한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차 조사 WF 97 9.67 41.33 27.3024 7.31011
2차 조사 WF 97 20.00 43.00 30.9656 4.49832

<표 Ⅲ-18> 1·2차 조사 분석 대상(N=97)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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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개념 도식의 선정 양상

① 사례를 통한 의미의 구축

개념 도식의 선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학습자의 텍

스트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텍스트를 통해 분석 틀로 설정했던 은

유, 서사, 분리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은유’는 가치에

대해 자신이 감응한 지점을 포착해내는 개념 도식 선정 방식의 하나이다.

논리적 사고가 하나의 명제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개념의 범주 관계(동일성

의 원리)와 관련된다면, 상상력의 논리는 술어적 유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Nisbett, 2003/2004: 137)는 니스벳의 말처럼 은유적 추상화는 상상력과 공

감의 영역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식이 된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시도

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면서 행복하길 원한다.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갖

고 돈을 버는 것도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행복은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

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결승점에 가는 동안 가족과 여행

을 보낸 시간,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는 것과 같은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쉽게 지나치고 당연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런 작고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에 쉽게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더 큰 행복을 원하게 되고 더 갈망할 것이

다. 그리고 결국 결승점에 도달해도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연장선을 만

들어 버릴 것이다. (중략) 너무 큰 행복을 쫓아 가다보면 지쳐 버릴지도 모

른다. 그러니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②

-F8-WF]

위의 글을 작성한 ②-F8 학습자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행복해

지지 못하는 원인을 큰 행복을 좇는 것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행복에 집중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큰 행복을 좇는 것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서부터 출발한다. 큰 행복을 좇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그것이 ‘달리기’와 같기 때문이다. 숨차고, 지치고, 경

쟁적이며, 결승점만을 바라보므로 달리는 동안은 옆을 돌아볼 수 없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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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점에 도달했을 때의 찰나적인 희열만이 주어지는 것 등의 의미는 ‘달리

기’라는 은유 안에 효과적으로 포착된다. 또한 이러한 은유의 자장 속에서

그것이 정말 행복의 본질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 있

다. ‘큰 행복을 좇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것으로 존재하지만, 달리

기에 대한 경험과 정서는 누구나에게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달리기’를 통

해 학습자의 부정적 정서가 독자들에게도 공유되는 공감의 방식으로 보편

화되는 것이다. 페렐만이 은유를 단순한 문체 장식이 아닌 논증의 한 도식

으로서 제시한 것(Perelman, 1982)은 은유가 지닌 보편화의 기능에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방식은 가치에 내재된 추상적이고 방대한 의미들을 언어

화하려는 필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의 성찰 일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일상에서 자주 행복해졌다가 슬퍼졌다가 다시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

아서 행복이란 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소에 맛있는 것

을 먹었을 때, 이불 속에 누웠을 때 느끼는 행복 그런 소소한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2. 내가 행복하다고 했던 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힘들었고, 내가

생각한 행복이 글을 쓰다가 자꾸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고 다른 생

각이 떠올라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 [②-F8-R]

②-F8 학습자는 초고 작성 후의 성찰 일지에서 ‘행복이란 게 대단한 것

은 아니라고’ 느끼는 자신의 정서, ‘평소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이불 속

에 누웠을 때 느끼는’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힘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에

서와 같이 ‘행복하다고 했던 것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요

소를 ‘말로 풀어서’ 설명한 대신 이를 ‘달리기’로 추상화하여 제시하는 방식

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개념 도식은 특정한 사례나 사

실만으로는 모두 포괄할 수 없는 가치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다른 상황에도

투사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러한 가치와 관련하여 독자가 지향

해야 할 방향까지 자연스럽게 구성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당화 기제

로서 기능한다.

또 다른 개념 도식으로는 ‘서사’를 들 수 있다. 서사는 정체성을 가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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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종합적 통일성 속에서

독자와 정서를 공유하고 가치의 문제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고담시라는 도시에 어느 날 조커라는 이름을 가진 고담시를 위험에 처하

게 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훔치고, 건물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행동을 하며 고담시에 사는 많은 사

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경찰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범죄의 수법도 점

점 지능적이고, 치밀해져 간다. 그런 그를 고담시 시민들은 누군가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 그런 시민들의 생각에 딱 맞는 자가 어느 날 고담시에 나

타난다. 그는 바로 ‘배트맨’이다. (중략) 그는 그런 자신의 부를 이용해 여

러 가지 무기를 사들이고 또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하는 등 조커를 응징하

고 고담시를 지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다. 조커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배트맨은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그를 막아낸다. 하지만 배트맨의 무기가

너무 센 나머지 고담시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배트

맨은 점점 조커를 잡기위해 더 크고, 더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시민

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진정 배트

맨이 정의로운 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배트맨이 고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중

략) 그가 고담시에 더 큰 피해를 입히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선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가 선과 악 중에서

는 선의 편에 서있고 도덕성 윤리성을 모두 바르게 갖춘 자인데 법을 어긴

것 하나 만으로 그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처럼 정의

롭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최대한 많이 충족시킴으로써 진정

정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후략) [①-M16-WF]

위의 글을 작성한 ①-M16 학습자는 영화 속 배트맨의 이야기를 단순히

예시로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배트맨의 범법 행위가 ‘은행에서 돈을 훔치

고, 건물을 폭파하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조커를 막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이 드러나도록 그 맥락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서사적 형식 안에

서 배트맨의 행위가 정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속성들을 얼마나 많이 충족

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그것들이 발생한 구체적 상황

의 정서적 측면을 수반하는 것이자, 가치가 무조건적인 당위로서가 아닌

수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을 포괄하는 것임을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개념

도식이 된다.



- 181 -

배트맨이 법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라는 게 배트맨이 선한 자인

지 악한 자인지 구분하는 데 고민을 안겨주었다. [①-M16-R]

①-M16의 성찰 일지를 통해 이러한 예외적 상황과 여기에서 비롯된 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자가 서사의 방법을 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필자 자신도 확정하기 어려운 가치에 대한 판단을 서사적 틀

안에서 미시적으로 헤아리고 질서화 해 나가면서 이들의 총체 속에서 자신

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학습 필자들이 제시한 서사적 개념 도식에서는 ‘가

상적 서사’의 쓰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93)

(전략) 어떤 건물에 큰 불이 났고, 당신의 직업은 소방관이라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 그 건물로 갔고, 생각보다 큰 불이어

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당신은 많은 사

람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을 하지만 아직 건물 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남아 있다. 지금 당장 나가면 당신의 목숨은 안전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30명을 더 살리고 당신은 죽는다고 하자. 과연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예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후략) [①-M7-WF]

위의 예문에서 ①-M7 필자는 이후에 이어지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논

의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구출과 자신의 생존 사이에 갈등하는

소방관의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수치로서 정의를 계량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가상적 서사는 추상적인 가치의 문제를 실체화하

여 탐색해보고, 자신이 판단한 가치의 규범성을 실천하였을 때, 혹은 실천

93) 이는 논증 도식 중 킨포인트너(Kienpointner)가 논의한 ‘가상적 도식’에 해당하
는 것이기도 하다. 킨포인트너는 보장(warrant)의 유형과 지위에 따라 논증 도
식을 분류하면서 도식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준거로 기술적 도식(descriptive
scheme)와 규범적 도식(normative scheme), 실제적 도식(real scheme)과 가상적
도식(fictious scheme), 찬성 도식(scheme of pro-argumentation)과 반대 도식
(scheme of contra-argumentation)의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 중 실제적 도식은
실제 세계에 대한 명제들만을 포함하며 직설법으로 표현되고, 가상적 도식은 가
능 세계에 대한 명제들을 포함하며, 가정법으로 표현된다. 킨포인트너는 가상적
논증이 미래의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불가결한 요소(Kienpointner,
1992: 81)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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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적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활용한 가상적 서사에 의한 개념 도식은 대체로 핍진한

묘사보다는 현실의 세밀한 조건들이 소거된 채 필자가 상정한 가상적 세계

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인과 관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보편성을 보증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분리’는 거의 대다수의 학습자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개

념 도식에 해당한다. 이는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치

개념을 탐색하는 글쓰기로서의 과제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가치의 개념과 체계, 구성 요소와 특성을 밝히기 위해 차이를

구체화하며 대상을 분리하고 범주화를 시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행복의 기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 조건은 합리적 행복과 생존의

안정성으로 나뉜다. 우선 합리적 행복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다.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누군

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시합 도중에 상대가 크게 다치면 그 사람

은 권투를 해서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나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중략) 생존의 안정성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 안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자신이 죽는다면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M14-WF] (밑줄은 연구자)

제시된 인용문은 ②-M14 학습자가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최종고이다. 위의 학습자는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해하는 상황들 중

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서부터 판단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행복에도 긍

정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음을 자각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

는가’를 기준으로 행복을 ‘합리적 행복’과 ‘불합리적 행복’으로 나누는 분리

의 개념 도식을 사용함으로써 행복이라는 가치가 마땅히 지녀야 할 조건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대상이 되는 가치를 몇 개의 유목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더 대상 가치의 본질에 가까운지

해명해감으로써 점차 보편에 이르도록 작용하는 개념 도식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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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분리의 도식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준’을

정하는 것이다. 규준이 불분명한 경우 특정 사례가 필자가 제시한 가치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서 작성한 성찰 일지

내용이다.

1-4. 합리적과 불합리적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알고 싶다.

3-1.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고 내 주장이 더 정리되어서 쓰는 데 더 수월

했고 읽기자료를 행복의 기준 중 하나로 초고의 부족한 내용을 채워줬

다.

4-3. 다른 친구들이 써준 것을 보고 비교하며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다.

4-4. 3, 4문단 정리와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주는 질문들.

5-3. 나의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다.

5-4. 선생님의 행복의 기준을 알고 싶다.

6-4. '합리적 행복은 주관적인데 기준은 어떡하지?'가 불합리적 행복(합리

적 행복 반대말)을 정리하며 기준이 생겼다. [②-M14-R] (밑줄은 연구

자)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②-M14 학습자는 보다 명확한 분리 도식을 제시

하기 위해 1차시에서 6차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행복의 ‘기준’에 대해

고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학습 필자들의 글을 살펴보면 가치의

속성을 서술함에 있어 ‘과정적 정의/결과적 정의’(①-M6), ‘완전한 정의/최

선의 정의’(①-M18), ‘정당함/정의로움’(①-M21), ‘행복/진정한 행복’(②

-M20), ‘물질적 행복/정신적 행복’(②-F41), ‘장기적 행복/단기적 행복’(②

-M19), ‘미래의 행복/현재의 행복’(②-F12), ‘개인적 행복/보편적 행복’(②

-F19)과 같이 각각이 지닌 차이를 구체화하는 분리의 개념 도식을 빈번하

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범주와 개념 간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도 확인된다. 가치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단순한 사실적 지식만으로

는 온전히 그 속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리는 유용한 개념 도식으

로 기능하지만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 규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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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분석 대상 전체에서의 개

념 도식의 선정이 조사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 편

의 글에서 은유적, 서사적, 분리적 개념 도식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이 경우 중복 산정하였다.

② 조사별 개념 도식의 선정 양상

다음은 1, 2차 조사별 개념 도식의 선정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두 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개념 도식은 ‘분리’의 방

식이다. 이는 해당 쓰기 과제의 유형이 가치의 개념의 탐색을 요청하고 있

다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Ⅱ장에서 살폈던 전문 필자의 텍스트 중

가치 개념 탐색 중심의 7편의 텍스트 중에서도 분리의 개념 도식이 6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분리는 가치의 개념과 본질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양식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2차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서사’ 도식의 빈도이다. 2차 조사

에서는 서사적 개념 도식이 14건인 반면, 1차 조사에서는 4배 이상인 58건

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체가 ‘처음 직면한 상황의 종류’가 가치 판단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덕적 원형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처치랜드

의 논의(Churchland, 1996/2013: 142)를 고려할 때, 학습 필자들에게 처음

투입된 영화 감상이라는 생성 계기가 필자가 대상이 되는 가치를 받아들이

는 개념 도식으로서 기능하였으며, 이것이 필자로서 텍스트로 개념 도식을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롯이

영화 감상이라는 생성 계기의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예비 조사에서는 전체 32편의 분석 자료 중 분리 31건

(73.8%), 은유 3건(7.14%), 서사 8건(19.05%)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영화 감

상 및 이와 관련된 토론이라는 생성 계기를 투입하였다는 점에서 예비 조

분리 은유 서사

1차 조사 85 9 58

2 차 조사 88 22 14

<표 Ⅲ-19> 조사별 개념 도식의 선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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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1차 조사가 유사한 조건임에도 예비 조사에서는 서사적 개념 도식의

활용 빈도가 훨씬 낮다. 이것은 예비 조사 필자의 쓰기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위 수준의 필자의 경우 개념 도식을 선정함에 있어 생

성 계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쓰기 수준이 높은

필자의 경우 생성 계기와의 대화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보편화해

나가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 도식을 자신의 판단에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것을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구성해 나가는 반면, 하위 수준의

필자의 경우 자신이 받아들였던 개념 도식을 텍스트화 과정에서 그대로 활

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사적 개념 도식이 언제나 정당화 기제로서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 필자의 경우, 독자들

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서사를 완성된 전체로서 핍진하게 구성하는

것보다, 주어진 서사에서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체를 자

신의 가치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사적 개념 도식을 설정함에 있어 자신의 관점을 담아 의도적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해석에 더 치중하여 판단

을 근거로 삼는 순환 논증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은유적 개념 도식은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의 빈도가 더 높았

는데, 이는 은유는 추상화의 방식으로, 서사는 구체화의 방식으로 정서를

보편화해가는 상반된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1차 조사의 학습 필자들은 분리적 개념 도식과 더

불어 서사적 개념 도식을 주로 활용한 반면, 2차 조사에서의 학습 필자들

은 분리적 개념 도식과 더불어 은유적 개념 도식을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전문 필자의 글 25편 중 14편에서 은유 도식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은유는 이를 구성하는 데 필자의 추상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념 도식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③ 논의

텍스트 상에 제시된 개념 도식의 선정과 관련하여 학습 필자들의 텍스트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념 도식이 단순히 독자를 향한 수사적인 것으

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필자의 사유 과정과도 밀접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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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은유 도식을 설정한 필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구

체적인 사례들을 포획할 수 있는 적확한 언어를 찾는 과정으로서 사유하

고, 서사 도식을 선정한 필자는 갈등과 여기에서 비롯된 것을 중심으로 가

치를 판단해 나가며, 분리 도식을 설정한 필자는 쓰기 과정 내내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개념 도식은 단순한 텍스

트 상에 존재하는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전 체계를 형성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념 도식의 선정에 있어 생성 계기의 영향이 크다는 점도 확인되

었는데, 학습 필자가 주체적으로 개념 도식을 선정하고, 자신이 어떠한 개

념 도식을 왜 선정했는지 성찰하며 그러한 개념 도식의 체계 속에서 적합

하게 추론을 구성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⑵ 담화 구조의 배열 양상

① 사례를 통한 의미의 구축

Ⅱ장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담화 구조의 배열은 ‘도입식 가치 해석 모

형’,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문제 해결 모형’,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학습자

의 텍스트에서는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과 ‘유추식 문제 해결 모형’을 확

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Ⅱ장에서 전문 필자의 경우 전체 25편

중 3편이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 5편이 ‘유추식 문제 해결 모형’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유추

자체가 상대적으로 학습자들의 활용 빈도가 낮은 고차적인 추론의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다. 유추와 예시는 모두 개별적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유추는 별도의 영역에 있던 해당 사례가 판단의 근거 영역

으로 곧바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는 영역을 달리 하는 도

약적 인지 과정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가 명징한 근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필자의 확신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 필자들에

게는 활용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텍스트 전체의 담화 구조의 배열에 있어서는 유추식 모형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표현에 있어 유추를 활용한 학습 필자가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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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명(①-M4, ①-M8), 2차 조사에서 7명(②-M1, ②-M4, ②-M9, ②

-F3, ②-F8, ②-F13, ②-CF9)인 것을 통해 볼 때, 모든 필자가 유추적 추

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따라

서 이것이 학습 필자의 의도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또 다른 이

유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논증적 글쓰기는 ‘주장-근거’의 논리

적 측면을 강조하여 교수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추식 모형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비논리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치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주체들을 개입시키는 것이 정당화에 유리하다. 그러나 유추식 모형은

하나의 근거 영역이 하나의 대상 영역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추론의 과정에

개입시킬 수 있는 주체들의 수가 많지 않다. 규준을 통해 가치를 해석하는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이나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의 경우 유추식 모형

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장성을 가지며, 참여 주체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가치의 본질을 제시하기에 더 적합한 유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 텍스트를 통해 담화 구조의 배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당신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돈이 조건인 사람도 있

을 것이고, 명예가 행복의 조건인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런 것에 얽매이

지 않고 하루하루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해 삶이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본인이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흔히 사람들은 기

쁨이 행복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중략) 예를

들어보자면, 상을 받을 때나 시험을 잘 볼 때 느끼는 것은 기쁨이라는 일

시적인 감정이다. 행복은 그와는 조금 다르다. (후략) [②-M6-WF]

위 텍스트의 경우 행복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규준을 ‘만족’으로 제

시하고, 만족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후략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위의 학습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배열을 통해 정의의 의

미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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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 당신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규준 - 행복의 공통점은 ‘만족’

․ 구체화 – 만족이 중요한 이유, 행복과 기쁨의 차이, 만족의 기능, 만

족을 얻지 못하는 원인

이는 학습 필자들의 텍스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대부

분의 학습자들이 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분리의 개념 도식을 선정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분리의 개념 도식에 있어서는 규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필수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개념 도식 안에서 위와 같은 배열을

통해 가치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이라 할지라도, 1차 조사에서의 양상

과 2차 조사에서의 양상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쉽게 보인다. (전략) 지금의 내가 생각

하는 정의는 “더하기”이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더하기는 더하는 숫자에 따

라 커지기도 하며 작아지기도 한다. 이것을 정의에 빗대어 보면 정의는 한

상황에서 조건이 많아질수록 의미가 뚜렷해지기도 하며 희미해지기도 한

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는 악당이 나타나서 평화롭던 마을

또는 세계를 무너뜨리거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 순간 정의의 용

사가 나타나 악당을 무찌르고 다시 그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다. 여기까지

는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정의의 의미이다. 이와 달리 지금의 나

나 어른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의미를 생각해서 새로운 예를 들면 내가 한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이다. 내가 운전하여 가고 있는 철도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있다. 한 쪽은 5명의 사람들이 서있고 다른 한 쪽은 단 1

명의 사람이 서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들으면 80%의 사람들은 단 1명이

서있는 쪽으로 선택하여 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1가지의 상황이 더 추가되면 말이 달라진다. 5명의 사람

들이 서있는 철도길 위에는 육교가 있고 그 육교에는 A와 B라는 2명의

사람들이 서있다. A가 철도길의 상황을 보고 5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서 B를 밀어 떨어트린다는 상황이 더해진다면 아까의 선택과 똑같은 단 1

명의 사람이 죽는 결과이지만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반대하고 끔찍하다며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는 더하기이다. 단순한 상황이라면 정의의 의

미를 바로 설명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정의

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처음으로 깊게 생각한

정의의 의미였다. (후략) [①-CF17-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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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학습 필자는 정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규준을 ‘더하기’로

제시하고, 트롤리 딜레마에서 1명의 사람보다는 5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정의에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의도적으로 희생시켜야하는 상황이라면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 이는 정의라는 가치가 단순하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개념이며

조건을 더해가면서 의미를 확인해 가야만 하는 복잡성을 지닌 대상이라는

메타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후략된 부분까지 더해 배열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도입 - 우리 주변의 정의

․ 규준 - ‘더하기’

․ 구체화 - ① 트롤리 딜레마(화제)

+ ② 배트맨(화제)

+ ③ 임상 시험(화제)

해당 담화 구조의 배열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자신이 정한 규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화제 세 가지를 병렬적으로 연합하여 제시한 ‘구체화’ 부분이

다. 이는 대상이 되는 가치의 외연을 중심으로 구체화해가는 방식으로, 단

일한 화제, 혹은 특정한 규준이 지니는 내포를 중심으로 구체화를 수행하

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1차 조사에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투입된 생성 계기와 최종고의 쓰기 분량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연합

적인 구체화의 방식은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에 해당하는 일반적 양상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더해가면서 예외적 상황까

지를 포괄하고, 가치의 의미역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학습자가 구성하는

정의의 의미를 보편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예외적 상황

의 탐색은 자신의 기존의 판단을 지양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전략) 그렇다면,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중략)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법’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의 기준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과연 법은 완

벽한 정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략) 모든 법이 정의롭고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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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소년법이나 낙태죄를 들 수 있다.

(중략) 실제로 배트맨은 법을 어겼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중략)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위하여 한 행동이라면 법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정

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법이 전부 사라진다면, 사회는 정의를 실현하기도

전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략) 법에만 의존하는 것, 정의에만

치우쳐 법을 무시하는 것 둘 중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중략)

그러나 넓은 범위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옳

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

처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를 하나하나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를 억압하면 안 된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진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소수의 사람들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신들

의 정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도

록 고려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후략) 
[①-F50-WF] (밑줄은 연구자)

․ 도입 - 정의의 사전적 의미

․ 규준 - 법 법, 정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행위, 대화

ø        ö              ø          ö              ø 

․ 구체화 – 소년법, 낙태죄 배트맨의 사례 대화와 토론

  위 글의 학습자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주체들 간의 ‘대화’라

는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정의를 이룩해낸 사례들만

으로 이러한 결론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학습자는 ‘현재

적 관점에서 정의의 기준은 법이다.’라는 규준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곧이어

이를 부정하고 ‘소년법, 낙태죄’를 통해 이것이 완벽한 정의의 규준이 될

수 없음을 구체화한다. 그리하여 다시 제시된 ‘정의로운 행위’라는 정의의

규준은 배트맨의 경우와 같이 법에 우선하는 정의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체화에 의해 지양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법

에만 의존하는 것, 정의에만 치우쳐 법을 무시하는 것 둘 중 어느 것도 정

답이 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규준이자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전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판단으로 향해 가는

방식은 단번에 포착되기 어려운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유용한 사유의



- 191 -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제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양상이

라고 할 수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가 직선적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이고

탐색적인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적 질서가 텍스트의

배열에도 반영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합적이고 탐색적인 배열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르는 결론은 크

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학습자 스스로 가치의 의미를 새롭게 생성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불가피성을

확인하여 여러 대안들 중 한 가지 규준을 선택하는 것이며, 끝으로 가치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위에서 제시

한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①-F50), 또는 ‘정의의 전제 조건은 공감’

(①-M4)과 같이 정의의 조건이나 의미를 새롭게 창안해내는 방식이다. 나

머지 두 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전략) 물론 모든 것이 백퍼센트 다 만족할 수 없듯이 공리주의 사상 또한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공리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질적 공리주의는 절대로 개인이나 소수

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원칙적으로 가치, 그

자체에 있어서는 소수자의 가치나 다수자에서의 권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숫자에 있어서나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어서, 소

수자보다 다수자의 공리가 많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대의 행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행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다. [①-CF4-WF]

(전략)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는 주장이 계속 갈라지기 때문에 정의는 무엇

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의는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수 없지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찾아

가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서로 부딪치고 있지만 그 의견이

틀린 것은 없다.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실

천한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①-M11-WF]

첫 번째 예시문에서 학습자는 공리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최대의 행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정의를 지향하는 최선의 선택임을 제시하며 ‘최대의 행복’을 정의의

규준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주체들의 복리를 모두 고려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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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라는 사회 윤리적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양상은 주로 공리주의적 입장을 택한 학

습자 텍스트에서 드러난다. 명징한 가/부가 아닌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특징이지만 특히 사회 윤리적 가치를 다루는 1차

조사의 경우, 여러 주체의 문제가 개입된 만큼 ‘불가피함’ 속에서 최선의

것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이 두드러진다.

두 번째 예시문의 필자는 전략된 앞부분에서 선한 의도, 결과적 이익의

크기 등의 규준을 홍길동, 배트맨, 일상의 선행, 트롤리 딜레마 등을 통해

구체화해가며 차근차근 탐색해 나가지만, ‘정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준을 확정하는 것을 보

류하는 학습 필자는 전체 학습자 중 1차 조사에서 38명, 2차 조사에서 9명

으로 특히 1차 조사에서 높은 비율에 이른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설

득하는 글쓰기에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 텍스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필

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에 있어 규준을 확정하는 것이 필자의 높은 인지적

부담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불확정적 태도가 인지적 부담을 회피하

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론을 보류한 모든 글이 단순히 규준

을 제시하지 않는 미완성된 글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메이랜

드는 필자들이 대안적 견해나 반론을 고려하는지,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결론을 조건부로 진술할 수 있는지 등을 통해 설

득으로서의 논증과 탐구로서의 논증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Meiland, 1989),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글은 탐구로서의 논증을 수행한 흔

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 글의 경우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학

습자가 제시하는 진정한 결론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하나의 가치의

의미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방하고

탐구를 지속해 나가야 할 가능성(엄태동, 1999)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

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의 또 다른 양상은 내포를 중심으로 규준을 구체

화해 나가는 방식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이다. ①행복의 의미는 무엇

일까? 나는 행복은 삶의 질 중 최고조에 다다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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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②행복의 유효기간이 존재할까? 행복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즉, 행복은

삶의 질 중 최고조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

고 다다르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그럼 ③삶의 질

중 최고조에 다다르는 것은 어느 경우일 때일까?

직장인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하자. 첫 번째, A 직장인은 야간근무를 하

면서 대기업 월급을 받는다. 두 번째, B 직장인은 야간근무를 안 하고 넉

넉한 월급을 받는다. (중략) 그러면 ④남이 볼 때 행복하지 않아 보이지만,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한 것일까? 자기가 외부적 요인 외에

어떠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후략)

[②-M22-WF] (밑줄은 연구자)

․ 도입 -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

․ 규준 - 삶의 질 중 최고조에 다다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 구체화 – 행복의 유효 기간, 최고조에 다다르는 경우, 객관적 행복과 주관적 행복

위 글의 필자는 ‘①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 ②행복의 유효기간이 존

재할까? → ③삶의 질 중 최고조에 다다르는 것은 어느 경우일 때일까? →

④남이 볼 때 행복하지 않아 보이지만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

복한 것일까?’와 같이 물음을 통해 글을 이끌어 나간다. 이때 ②는 ①에서,

③은 ②에서, ④는 ③에서 파생되는 연쇄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사유

과정에서의 다층적 물음과도 연결되는 지점으로 모호한 채로 존재하는 가

치를 구체화하여 보편으로 이어나가려는 귀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는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도 확인되었다.

나는 날씨가 좋은 하늘을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노을이 지는 주황빛의

하늘, 여러 구름이 포개지고 포개져서 꼭 솜사탕같이 생긴 구름이 푸른 하

늘과 조화를 이룰 때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

늘을 보면서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다. 하늘에 잠시 모든 걱정거리와

피로를 맡긴 채 마음에 안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에

하늘이 나의 안식처가 된다. (중략)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

서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이고 성

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OECD 38개국의 31번째 수준이며, 직

장인 10명 중에 7명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한다. (중략) 예를 들



- 194 -

어보자. 만약 내가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모든 사람

이, 심지어는 가족, 친구마저 다 떠났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중략)

당신 또한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기댈 수 있는 어딘가에

갔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②-CF6-WF]

위 글의 학습자는 자신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안식처가 행복

임을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고,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커져 가고 있는 문제

를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주변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의 사례로 구체화되고,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화제 – 나의 행복은 안식처

․ 문제 –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커져가고 있다.

․ 평가 –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구체화 – 주변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의 사례

․ 해결 –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기

이 글의 배열을 요약하면 위와 같은데, 이는 전형적인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습 필자에게 주어진 쓰기 과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로, 행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텍스트는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 가치 개념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가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평

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학습 필자들의 텍스트에서

이러한 담화 구조의 배열 방식이 보이는 것은 가치의 개념이 지닌 추상성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 어떠한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질문하였

기에 어려웠다. [①-M14-R]

1. 추상적인 정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까? [①-F23-R]

1-2. 행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어서 어려웠다.

[②-F47-R]

1-2. '행복'이라는 것이 정의내릴 수 없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

에 글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질문을 만드는 것도 너무 추상

적인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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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더 어려웠다. [②-F16-R]

실제 학습자들은 위와 같이 가치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쓰기의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규준을 정하고 이를 정당화해나가는 것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비롯된 가치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을 취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

이 문제를 초점화하거나, ‘행복과 돈은 비례한가’, ‘배트맨의 행위는 정당한

가’와 같이 쟁점에 대한 찬반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환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큰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전면에 부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가치의 한 측면에 대한 선택적 집중은 정당

화에 있어 탐색의 방향성을 설정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하

면 가치의 초점이 지나치게 좁혀져 가치의 보편성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

거나 실용 문제에 대한 방안 제시에 머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조사별 담화 구조의 배열 양상

다음은 1, 2차 조사별 담화 구조의 배열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과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의 두 가지 방식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 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이 29건,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

이 3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 필자의 경우 전문 필자와 달리 가치

를 설득하는 글쓰기에서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조사에서 학습 필자들에게 제시되었던 쓰기 과제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였다는 점에서, 학습 필자의 경우 유추식 모형을 논리적인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가치 해석 모형

유추식

문제 해결 모형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

1 차 조사 84 - - 13

2 차 조사 95 - - 2

<표 Ⅲ-20> 조사별 담화 구조의 배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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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로 인식하지 않거나, 다른 배열 방식에 비해 논리성이 떨어지는 글

쓰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함의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의 빈도(1차 조사: 13건, 2차 조사: 2건)에 비

해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의 빈도(1차 조사: 84건, 2차 조사: 95건)가 압도

적으로 높은 것 또한 과제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Ⅱ장의

분석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25편의 전문 필자 텍스트는 가치 개념을 탐색하

는 글쓰기와 현상에 대한 가치 평가적 글쓰기가 혼재되어 있던 반면, 학습

필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는 ‘정의’와 ‘행복’의 개념과 본질을 직접 다루는 글

쓰기였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 필자 텍스트 중 가치 개념 탐색을 수행하고

있는 연번 1～7만에서는 가치 해석 모형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가치 개념을 탐색하는 과제임에도 학습 필자들의 텍스트에

서는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1차 조사에서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과 같

은 배열은 실제적으로 과제 인식에 실패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과제를 조정

한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1차 조사 대상자들의 상

대적인 미숙성과 더불어 2차 조사에서와 달리 1차 조사에서는 학습 필자들

에게 영화 감상이나 토론처럼 구체적 상황이나 쟁점이 존재하는 생성 계기

가 투입된 것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학습 필자들이 가치 개념의 추

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성 계기를 통해 접한 대상에 대

해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를 정당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담화 구조를

배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차 조사 전체 텍스트 97건 중 화

제식 문제 해결 모형이 13건이었던 반면(13.4%), 같은 생성 계기를 투입한

예비 조사에서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이 3건(9.3%)이어서 그 비중이 더 낮

았다는 것 또한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여기서 화제식 문제 해결 모형

자체가 낮은 수준의 담화 구조의 배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과제의

요구를 고려하는 대신 쓰기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③ 논의

담화 구조의 배열은 필자가 정립한 인식적 질서를 언어화하여 독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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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주로 도입식 가치 해석 모형을 통해 대상이

되는 가치의 당위성에 내포된 규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가치의 원형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열은 전제와 결론, 또는 규준과 이에 대한

구체화가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을 더해가면서 그 가치

의 범주를 점차적으로 완성해 나가거나, 반대로 가치의 외연의 범주를 점

차적으로 좁혀나가거나, 혹은 외연이 아닌 내포를 더해가면서 가치의 의미

를 조정해 가는 비직선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단일하게 규정될 수 없

는 가치에 대한 필자의 사유의 방식이 언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 비직선적인 탐색의 끝에 결론을 미결정 상태로 보

류하거나, 반대로 이를 ‘화제에 대한 평가와 근거’와 같은 직선적인 배열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 그 구조가 너무 열려

있거나 닫힌 상태여서 가치에 대한 사유를 온전히 구조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담화 구조의 배열이 가치에 대한 사유의 방식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것이 독자와 공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요구되며, 이에 앞서 적절한 담화 구조를 배열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반은 무엇보다 필자의 사유 과정에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

가 있다.

⑶ 필자의 위치 표현 양상

① 사례를 통한 의미의 구축

필자의 위치 표현은 다루고 있는 대상인 가치에 대해 관여적 위치에 있

는지, 비관여적 위치에 있는지, 독자와는 구별적인 위치에 있는지 통합적인

위치에 있는지, 필자 스스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지 확신적 태도를 보

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학습자 텍스트에서 모든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우선 관여적 위치 표현은 필자가 텍스트 밖에서 가치나 혹은 그것을 기

반으로 삼은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메타적 위치에 서있기보다는, 텍스트

안에서 그러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주체로서 투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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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무엇일까? (중략) 분명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만족

스럽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곤 한다. (중략) 과연 우리가 생각하

는 만큼 거창한 것일까? 어쩌다 우리에게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라는 인식

이 생기게 되었을까? <행복의 기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최상의 선은 행복이며 존재의 이유와 목적 또한 행복이다.’라는 사상 때문

에 행복에 대한 신비감이 생겨났으며 현재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

한다. (중략) 우리는 어렸을 적에 참 사소한 일들에도 행복감을 느꼈다. 추

운 겨울날 길거리에 서서 먹는 따뜻한 어묵국물, 오랜 장마 끝에 맑게 갠

하늘같은 작은 일에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 (중략) 우리는 지금

부터라도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며 앞으로 마주칠 매일 매일의 행복을 느

끼고 깨달아야 한다. [②-F1-WF]

(전략) 나는 성장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자녀들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장면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

지만 내가 더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을 땐 나의 부모님이 내 뒷바라지를

해주실 만큼의 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이 된 지

금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기로 했다. (중략) 돈이 무조건적인 행복은

아니니 본인의 삶을 조금 더 둘러보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행복감을 느

껴 보자.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곰돌이 푸, 행복

한 일은 매일 있어 中) [②-F39-WF]

(전략) 저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

종목 중 특히 태권도를 좋아하는데 도장에서 땀으로 샤워했을 만큼 빡세

게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려운 기술 동작이나 발차기를 성공시키

면 기분도 좋아지는 감정과 느낌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는 아이들 중 특히 아장아장 걷고, 웃을 때 예쁘고, 손과 발이 아담하고,

볼이 포동포동하고, 마치 인형 같은 애기들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애기들

을 볼 때마다 미소가 생기고 웃음이 나오는 느낌과 감정이 저는 행복이라

고 생각해요. (후략) [②-F7-WF]

첫 번째 글에서의 필자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행복

하지 않다고 느끼’는 ‘우리’를 제시한 뒤, 행복이 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

음을 보여주는 책의 내용과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통해 ‘매일 매일의 행

복을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번째 글에서 필자는 ‘행

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가 ‘아주 작은 것

으로 만족’하는 ‘나’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돈이 무조건적인 행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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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니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행복감을 느껴 보자.’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관적 존재로서의 필자가 보편으로 향해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필

자가 가치의 구체적 맥락과 이에 대한 자신의 탐색의 궤적을 함께 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연역적인 것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제시하고 무맥락

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참여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때

필자의 위치는 가치에 대해 통달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라기보

다는 함께 경험하여 도움을 주는 조언자의 위치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필자의 판단은 독자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

장하기 장르의 경우 비관여적 어조로 표현할 때 표현된 내용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겨져 온 것(Knapp & Watkins, 2005/2007)이, 가치 해석

글쓰기에 있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글의 경우 대상에 대한 관여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것

이 여타의 외부적 주관과 관계를 맺지 않고 주관 그 자체로 머무른 채 보

편화를 향한 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관여적인 위치

의 필자는 필연적으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성을 전면에 부각하게 된

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른 목소리들과의 관계 속

에서 권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에토스

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은 텍스트 상에서 에토

스의 구축에 실패한 것과 더불어,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관여

적 필자임에도 가치에 대한 탐색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자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 필자의 글에서는 비관여적인 위치 표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전략)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이지만 각각의 조건들은 완벽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이며 각 조건은 완전하

지 못한 것일까?

(중략) 우리는 그 이유를 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조건의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의 행복도는 경제적 조건이 좋을수록 높아지나, 일정 수준의

경제적 조건의 향상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를 통해 경제적 조건으로 얻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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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 밖의 다른 행복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행복의 한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행복의 조건에서 얻는 행복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행복의 조건은 완전하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만 많거나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아

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골고루 충분하게 충족시켜야 행복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②-M1-WF]

위 글의 경우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이고 각 조건이 완전하지 못한 이

유에 대해 논증하는 글로, 필자의 자기 언급이나 자전적 경험이 드러나지

않은 비관여적 위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는 필자

의 정서를 보편화 해 나가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비관여적인

위치를 택하는 경우 필자 자신의 주관성이나 정서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이는 가치에 대한 논리적 정당화를 촉진하는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여적인 위치에서 가치에 대해 판단한다

고 해서 가치가 곧 객관적인 것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은 그것의 표현 여하와 무관하게 어디까지나 필자

의 주관에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는 언제나 맥락

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며, 결국 독자의 정서를 거침으로써 지향성을 지닌

실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필자와 독자의 외부에 놓

여진 어떤 것으로서 다루는 경우 가치의 본질이 온전히 정당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독자와 필자 간의 위치에 있어 일반적으로 학습 필자들은 독자와

필자 자신을 통합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구

별적 위치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별적 위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독

자를 필자와 입장을 달리 하는 대상이나,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설정하

여 필자와 분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당신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

각하는 조건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옆 사람 그리고 그 옆 사람의

옆 사람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조건은 모두 적용되

고,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하나로 정의

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해야 하

는 노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잘 알자.

(중략) 둘째,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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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후략) [②-F36-WF]

위 글의 필자는 ‘당신’으로 호명된 독자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가르

쳐 주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다. 그러나 함께 경험하는 것이 아니

라 일방적으로 지시되는 것으로서의 가치는 독자와의 공유 지점을 오히려

좁힌다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

다.

그런데 실제 학습자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온전히 분리된 위치로 자신을

설정하지는 않더라도 ‘행복을 연습해라.’(②-CF5), ‘당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느끼며 살자.’(②-F3)와 같이 행동을 촉구하는 자로서의 필자의 목소

리가 빈번하게 제시된다. 1차 조사의 경우 ‘～ 해야 한다’, ‘～ 하자’, ‘～ 할

필요가 있다’와 같은 지시적 상위담화를 통해 당위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

는 글은 28편이며, 2차 조사의 경우 58편이 당위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다. 다만 이때 지시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일

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째서일까? 일상=당연한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략) [②-M12-WF] (밑줄은 연구자)

(전략)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망설여졌다면, 당신의

마음 속에 있던 꿈이 꺼져버린 것은 아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보세요. (후략) [②-M15-WF] (밑줄은 연구자)

(전략)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잘 모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도 현재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후략) [②

-M5-WF] (밑줄은 연구자)

2차 조사의 경우 학습 필자들은 행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에 대

한 비판 의식에서부터 가치 판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비판

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위의 예시문에서와 같이 불특정한 주변의 ‘사람들’

이기도 하고, 글을 읽는 독자인 ‘당신’이기도 하며, 필자와 독자를 포함한

‘우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제 텍스트에서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당신’이

나 ‘여러분’ 등으로 ‘독자’만을 호명하는 빈도가 높았던 텍스트에서보다, ‘우

리’로 필자와 독자를 함께 지칭하는 빈도가 높았던 텍스트에서 오히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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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 태도가 드러나는 비율이 높은 것94)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시의 내

용은 오롯이 독자를 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자와 독자 모두에게로 향하

는 것이며, 필자는 자신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반성하는 자’, 혹은 ‘함

께 실천하는 자’로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 논제 글쓰기에서

필자와 독자의 위치가 ‘지시하는 자’와 이를 ‘수용하는 자’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자는 필자가 그러

했듯 함께 실천하기에 앞서 자신을 반성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게 된

다.

한편, 유보적이고 확신적인 위치 표현은 필자들이 가치의 주관성을 보편

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95) 이러한

고민에 터해 언어화된 학습자들의 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가치의

의미를 판단하는 주체로서 필자의 다소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목소리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판단의 보류와도 이어지는 지점으로 필자는 내용적 차

원의 결론에서뿐만 아니라 상위담화적 표지를 통한 표현의 차원에서도 다

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전략)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각각

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그 종류가 많다. (중략) 어느 것이 무조건 옳

고 또 어느 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각각 생각은 다를 수

도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것은 잘못되

94) 독자만을 호명하는 빈도가 높았던 텍스트 중 당위적 태도가 드러나는 텍스트는
3편, 필자와 독자를 ‘우리’로 함께 지칭하는 빈도가 높았던 텍스트 중 당위적 태
도가 드러나는 텍스트는 22편이었다. 이는 2차 조사의 97편 전체에서의 필자 언
급과 독자 언급의 비율(필자 언급 59.7%, 독자 언급 10.0%, 필자와 독자 함께
언급 30.3%)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95) 다음과 같은 성찰 일지의 내용을 통해 가치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 정도에 대
한 고민이 유보/확신 표현 차원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나의 생각을 글에 녹이는 것이 어려웠다. 너무 강하게 드러내면 강
요하는 것 같고, 너무 약하게 쓰면 나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어보이
는 것 같아 중간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F18-R]

1-2. 나는 행복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읽었을 때 더 더욱 힘들어질까봐 말을 조심하려는 것도
어려웠고 내 행복의 기준인데 이것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3-2.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어려웠다. [②
-F1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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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비판을 할 자격은 없다. 그렇다면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①-F1-WF] (밑줄은 연구자)

(전략)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서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

하는 그 ‘정의’는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가 생각하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후략) [①-M7-WF] (밑줄은 연구자)

행복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순간 딱 들은 생각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략) 어떠한 것들

에 둘러싸이고 또는 막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

로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후략)

[②-F26-WF] (밑줄은 연구자)

학습자들은 가치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있어 확실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ㄹ 수 있다, ～ㄴ가’와 같은 유보적 상위담화와 ‘내가 생각하는’

과 같은 자기 한정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절대적인 것일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는 가치의 모호함과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적 위치 설정은 필자의 신중한 에토스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가치에 대한 더 나은 판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필자이자 다른 목소리들에 응답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조정해갈

수 있는 필자로서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러한 유보

적 목소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유보의 지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①-F44), ‘(정의는) 스스로 발견하

는 것’(①-CM2), ‘(우리는) 정의를 형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①-M1)

과 같이 독자의 선택을 요구함으로써 독자를 또 하나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글에 반응하거나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으

로 존재하게 되며, 이때의 독자는 비판적 수용자로서 나름의 준거를 세워

필자의 글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선택의 주체로서 독자는 가치에 대한

필자의 유보된 판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게 된

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보적 위치 설정이 필자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보적인 태도가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도 최상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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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거나, 선택하거나, 만들어내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단순한 인

지적 혼란만을 반영한 것이거나, 자신의 주관성을 보편의 장에 세우는 것

에 대한 자신감 없음, 판단을 독자에게 미루는 회피의 표현이라면 이는 에

토스 구축의 실패이자 정당화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보적 위치 표현은 결론마저 모호함의 상태에 놓아두며

현재적 상태에 머물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더 많은’ 합의를 찾

아나가기 위한 필자의 태도와 조응할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분석 대상 전체에서 필자의 관계

적 위치 표현 양상이 조사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한 편의 글 내에서도 관여적 표현과 비관여적 표현, 구별적 표현과 통합적

표현, 유보적 표현과 확신적 표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 중 상대적으로 유표성이 큰 관여적 표현, 구별적 표현, 유보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편의 글에서 해당 표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 관여적, 구별

적, 유보적 위치 표현의 텍스트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관여적, 통합적, 확

신적 위치 표현의 텍스트로 산정하였다.

② 조사별 필자의 위치 표현 양상

다음은 1, 2차 조사별 필자의 위치 표현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는 분석의 틀로 설정된 모든

위치 표현 양상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관여/비관여적 표현의

관여/비관여 구별/통합 유보/확신

1차

조사

관여 55 구별 1 유보 21

비관여 42 통합 96 확신 76

2 차

조사

관여 43 구별 3 유보 8

비관여 54 통합 94 확신 89

<표 Ⅲ-21> 조사별 필자의 위치 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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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관여적 위치 표현과 비관여적 위치 표현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고르게 드러났다. Ⅱ장에서 살폈던 전문 필자의 텍스

트도 그 빈도가 학습 필자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관여적 위치 표현이 두드

러지는 텍스트가 25편 중 7편이었으며, 예비 조사에서도 32편 중 8편에서

이러한 양상이 드러났음을 고려할 때,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필자 관여

는 일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여타의 설득적 글쓰

기 장르와 비교해 보아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이는 논증적 글쓰

기는 필자의 정체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

표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 내용이 가치 해석 글쓰기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각 필자들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일부 비관여적 위치의 텍스트의

경우, 자료 텍스트의 내용들을 적절한 해석 없이 나열한 경우가 있었으며,

관여적 위치의 텍스트의 경우 자신의 주관적 정서와 경험을 보편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질적 수준이 낮은

텍스트에서 두드러졌는데, 다시 말해 미숙한 필자의 경우 극단적 객관성과

극단적 주관성의 영역에서 이 둘을 적절히 통합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가

치를 어떻게 소통적으로 보편화해 나가는가가 정당화 기제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관여적/비관여적 위치 표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학습자들의 텍스

트에서는 자전적 경험을 포함하거나, 텍스트 전면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비관여적인 위치 표현을 보이는 필자라고 하더라도 텍스트에서

‘것 같다’, ‘생각한다’와 같은 표지를 통해 관여적인 태도가 암시적으로 드

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96) 실제 학습자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해

당 표지가 드러나는 텍스트가 1차 조사에서는 77건, 2차 조사에서는 48건

이었다. 예비 조사에서 해당 표지들이 드러나는 텍스트가 13건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관여적 표지의 사용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보편적인 양상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텍스트에서 관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자

신의 판단을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학습 필자의 미숙

96)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6)에서는 ‘것 같다’와 ‘생각한다’가 확신성의 정도가 높
은 부사어와 결합 제약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확신성의 정도가 높거
나 낮은 표지라기보다는 관여성을 보여주는 양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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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해 온전히 달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

하다.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2차 조사보다, 예비 조사의 텍스트에서

관여적 위치 표현의 빈도가 더 낮아지는 것은, 필자들이 점차 자신의 판단

을 객관화하여 드러내는 방향으로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 익숙해지며, 그것

을 정당화에 있어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가치 판단 자체에 내포된 주관성으로 인해 학습 필자에게서 의도와

실제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자의 판단이 주관과 객관의 영역 중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지, 객관

의 외피를 둘렀으되 여전히 주관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구별적 위치 표현은 1차 조사에서 1건, 2차 조사에서 3건으로 그 빈도가

적었으며 1·2차 조사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예비 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구별적 위치 표현은 32건 중 1건이었으며, 전문 필자의 텍스트에서는 1건

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별적 위치 표현은 학습 필자를 비롯한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확장하는 데 효

과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결

과를 살펴보면 1·2차 조사 모두 평균 점수보다 낮은 텍스트에서 구별적 위

치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97) 이는 구별적 위치 표현이 가치 해

석 글쓰기에서는 정당화에 실패하기 쉬운 표현 방식임을 함의한다. 가치가

본질적으로 당위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필자는 가치를 해석하고 설득함

에 있어 주체가 가져야 하는 실천적 태도를 문제 삼고 바람직한 규범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별적 위치에서는 주체가 제시하는

방법론적 규범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소거된 채 제시

된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에까지 이르기 어렵다. 또한 가치에 대한 해석

이 보편 독자를 향한 탐구와 성찰의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

97) 다음은 구별적 위치 표현이 두드러지는 텍스트의 필자와 해당 필자의 최종고
점수이다.

텍스트 점수
①-M7-WF 17.33
②-M2-WF 27.67
②-F30-WF 22.33
②-F36-WF 30.0

<표 Ⅲ-22> 구별적 위치 표현을 활용한 텍스트와 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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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구별적 위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독자를 포

함시키지 않고 이미 주관만으로 정당화가 완료된 판단을 독자에게 일방적

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유보적 위치 표현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21건, 2차 조사에서는 8건이어

서 1차 조사에서의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1차 조사의 경우 사유 과정에

서 계속적으로 가치 개념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상이 되는 가치

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경우가 2차 조사에 비해 높았던 결과와도 관계되는

지점이다. 즉, 실제 결론으로 향하는 사유 과정의 인지적 혼란이 유보적 표

현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 조사에서는 유

보적 표현 중심의 텍스트가 2편에 불과한 반면, 전문 필자의 글에서는 오

히려 유보적 표현 중심의 텍스트 비중이 25편 중 6편으로 더 높다는 결과

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 교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한 태도로 전달하는 것을 좋은 글의 요건으로 가르쳐

왔지만,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유보적이거나 확신적인 표현 자체가 텍

스트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유 과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1차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이 인지적 혼란을 경험하며 판단의

거점을 전환해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유보적 표현으로 텍스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2차 조사에서는 판단의 거점을 사유 과정의 초기에

확정하고, 이후 누적적으로 이것의 정당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 확신적인 표현으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유와 언

어적 표현이 조응하도록 하는 것은 언어화를 통해 독자가 필자의 사유 과

정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여 필자의 판단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학습 필자의 경우 결론의 보류와 유보적 표현이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텍스트에서는 유보적 표현이

두드러지지만 결론을 새롭게 창안해 낸 텍스트가 있는가 하면, 텍스트 내

에서는 유보적 표현보다 확신적 표현이 두드러지지만 결론을 결정하지 못

한 텍스트도 존재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확신적 표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

으나 결론을 제시할 때만 유보적 표현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

보적 표현이 필자의 탐구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인지, 결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혹은 독자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가늠을 보여주

는 것인지에 따라 그것이 정당화 기제로서의 기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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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의

필자가 자신의 글쓰기 행위의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한 필자의 위치 표현은, 글에 표현된 필자의 정체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자의 사유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필자의 위

치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자 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가치 해석 글쓰기는 일

반적인 설득적 글쓰기 장르에 대한 통념과 달리 텍스트에서 주관성을 최대

한 배제한 비관여적 위치나,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독자를 상정한 구별

적 위치, 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분명한 태도의 확신적 위치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반적 원칙이라고 보기 어려

웠다. 비관여적 위치 표현을 의도하지만 가치가 지닌 주관성으로 인해 그

것에 실패하거나, 구별적 위치의 설정으로 독자의 공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결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이와 괴리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에 그러한

표현과 상반되는 것으로 관여적인 주관성의 영역에 머물거나, 유보적 위치

에서 결론을 보류하고 더 깊이 있는 사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학습 필자로 하여금 설득하는 글쓰기 장르의 일반적인 표현 양식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사유 과정에서 경험한 가치의 주관성과 필자

의 머뭇거림을 텍스트로 가져와 그것이 보편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

또한 필자의 상호주관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에토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위치 표현은 글을 읽는 동안의 독자의 위치까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독자는 필자가 설정한 자신의 위치에

서 필자의 텍스트와 그에 내재된 정당화 기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필자가 자신의 표현을 성찰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사유의 과정과 조응하는지, 이를 통해 어떠한 에토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떤 독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함께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은 가치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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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화 기제 생성의 영향 요인

1) 정당화 기제 생성의 유형화

앞 절에서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과 관련하여 고등학생

필자들의 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정당화 기제 생성 양

상의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교육 설계의 기반으로 삼

고자 한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경우 인과적 기제를 규명하는 데 ‘비교 분석’이 주된

방법으로 사용된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보인 경우 어떠

한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인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동일한

작용을 보인 경우 어떠한 요인이 동일한 기능을 하였는지 규명하는 것이

다. 이때, 사례가 많은 경우 사례별로 이를 분석하지 않고, 동일한 특성을

지닌 사례들의 유형화를 거쳐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Gläser & Laudel,

2010/2012). 본고에서도 앞에서 확인한 질적 기술 및 수치화 결과를 바탕으

로 정당화 기제 생성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들 간의 비교를 통해 영향

요인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좋은 글쓰기’가 ‘좋은 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

적 기반에 터해 수행되었으며,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필자의 사유의 진전

과 적극적인 상호주관적 소통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좋은 글쓰기’

의 수행과 직결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우수한 학습 필자는 ‘좋은 글’을, 그렇지 못한 학습 필자는 ‘미흡한 글’을

생성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습 필자의 양상 분석 결

과 대체로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이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컨대, 쓰기 과정 내내 다층적 물음과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을 핍진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물의 질이 높지 않

은 경우나,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쓰기 결

과물 자체는 우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들을 ⑴ ‘우수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우수한 글로 이어진 사례’와 ‘미흡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미흡한

글로 이어진 사례’, ⑵ ‘우수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미흡한 글로 이어진



- 210 -

사례’와 ‘미흡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우수한 글로 이어진 사례’로 유형화

하고 전형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⑴에

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쓰기 결과물이 정합적인 사례가 해당할 것이며,

⑵에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쓰기 결과물이 정합적이지 못한 사례가 해당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⑴에서는 사례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

수한/미흡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 자체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우

선적으로 확인하고, ⑵에서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텍스트의 변화나 질적

수준, 나아가 필자 인식의 성장과 정합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시될 영향 요인은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와 관련하여 인과성을

지닌 모든 요인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영향 관

계에 있는 요인들을 포착하여 기술하고, 긍정적/부정적 조건들을 교육적

국면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질적 내용 분석에서 영향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장

려 조건, 장애 조건, 저지 조건 등으로 나뉘는데98),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

형을 단순화하여 필요 조건, 장려 조건, 장애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장려 조건과 장애 조건은 필자 요인에, 필요 조건은 교수 환경 요인

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필자 요인에 해당하는 장려

조건과 장애 조건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제시하되 이 둘을 범주화된 각

요인들 내에서 함께 기술하여 원인과 작용의 방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필요 조건은 Ⅳ장의 교육 내용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영향 요인의 분석

⑴ 정당화 기제 생성과 쓰기 결과물이 정합적인 사례 중심 분석

98) 필요 조건은 항상 주어져 있어야 하는 것, 충분 조건은 항상 그러한 작용을 불
러오는 것, 장려 조건은 작용의 등장을 유려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것, 장애 조건
은 작용의 등장을 방해하거나 약화하는 것, 저지 조건은 작용이 등장하지 못하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Gläser & Laudel,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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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쓰기 목표의 설정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학습 필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

필자의 비교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는 ‘쓰기 목표의 설정’

에 관한 것이었다. 쓰기 과제를 학습자 스스로 무엇으로 표상하는지 여부

가 그 결과물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임은 논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바 있다(Penrose & Geisler, 1994; Wallace et al., 1996; Mateo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필자가 가치 판단에 대한 독자의 수용 가능성의 확

대뿐만 아니라, 정당화의 과정을 통한 가치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나 필자

스스로의 인지적 성장까지를 목표로 삼는가의 여부가 정당화 기제 생성 방

식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99)

독자가 필자 자신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이해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설득’만을 자신의 과제 목표로 삼는 경우, 가치 판단에 상호주관성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수많은 모순과 갈등들을 펼쳐 보이고 이를 하나씩 해

결해감으로써 가치의 의미를 새롭게 창안하는 인지적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는, 그러한 갈등들을 서둘러 봉합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하나로 고정하여

근거를 덧붙이는 과정으로서의 쓰기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처

음부터 자신의 판단을 고정하고 이러한 판단을 정련해 가는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는 ②-F38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100)

1-3. 하버드 대학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어서 사실 이미

난 내 스스로 행복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진 상태다.

3-2.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정말 확실한 정의가 있는데 근거를 쓰는 데 너

99) 여기서 장려 조건에는 ‘탐구로서의 쓰기’라는 목표 설정이 해당되며, 장애 조건
에는 ‘설득으로서의 쓰기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탐구로서의 쓰기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수사적인 설득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00) ②-F38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차용 무시 무시 연쇄 연쇄 없음
분리,

서사

도입식

가치

해석

관여/

통합/

확신

<표Ⅲ-23> ②-F38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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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hard. [②-F38-R] (밑줄은 연구자)

‘행복은 노력’이라는 내용의 초고를 작성한 ②-F38의 경우, 초고를 작성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난 내 스스로 행복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진 상태’

라고 하면서 행복에 대한 사유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판단을 유

지하고 행복과 노력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생성하지 않고 ‘사실 물

음’만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②-F38은 초고의 사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최종고를 작성하는데, 이는 최종고의 완성도에도 영향

을 미쳐 분석 대상 학습 필자 75명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의 결과물을 생성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단순히 쓰기 능력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없

는 것은, 해당 학습 필자의 초고 점수는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최종적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초고와 최종고 사이에서 필자 사유의 발전 정도이다. 이는 평균적인 초고

와 최종고 점수차가 +9.44점임에 비해 해당 학습 필자의 점수 향상도가

+2.0점(W1: 25.67점, WF: 27.67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추론이 가

능하다. 즉, 쓰기 과정이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유의 과정이기보다는

독자에게 이르는 표현 차원의 수사적 문제를 해결하고101), ‘근거를 쓰는’

과정으로 여겨진 것이 정당화 기제 생성의 미흡한 수행에 영향을 미쳤으

며, 이것이 필자의 사유의 변화와 텍스트의 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

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습 필자는 쓰기 과정 전체에서 읽기 자료와 같은 외

부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비응답적인 대화적 참여 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해당 학습 필자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쓰기 목표로

서 고려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쓰기 목표의

설정은 내적 물음의 생성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 소통 여부와 그러한 소

101) 성찰 일지를 통해 해당 필자가 대체로 독자를 위한 표현 차원의 문제를 해결
해 가는 방식으로 쓰기 과정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처음부터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는 글보다 내 글을 읽는 독자
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정의를 마지막에 들었다.

3-1. 나는 글을 쓸 때 읽는 독자들이 내 글을 읽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배배 꼬아서 쓰는 게 매력이랄까.

4-2. 나는 글을 쓸 때 의미를 숨겨두는 편인데 독자가 읽었을 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글인가?[②-F3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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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략) 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감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

면 모든 감정의 상위는 행복이지 않을까? 즐거움을 느끼다보면 행복이 되

는 것이고 사랑을 느끼다 보며 행복이 오듯이. 하지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슬픔을 느끼다 보면 행복이 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할 것 같다. ‘슬픔을 계속 느끼다 보면 무

언가를 깨우쳐 자신이 어떻게 해야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행복이

온다.’라고 답할 것이다. 사람에게서 행복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는 원천이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므로 고등학생의 삶으로 예시를 들자면

우리는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꺄르르 웃는다.

이러한 즐거움이 지속되니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가기 싫은 학교로 오면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지속시켜준다. (후략) [②-F44-W1]

(전략) 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감정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어찌 보면

모든 감정의 상위는 행복이지 않을까?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행복이 오듯

이, 사랑을 느끼다 보면 행복이 오듯이. 하지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슬픔을 느끼다 보면 행복이 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슬픔을 계속 느끼다 보면 무언가를 깨닫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하다보면 행복이 온다고. 사람에게

서 행복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때 아, 좋아, 행복해라는 느낌을 경험해야 한

다. 그래야만 또 다시 사냥을 나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서은국,

2014)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므로 고등학생의 삶으로 예시를

들자면, 우리는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꺄르르

웃는다. 이러한 즐거움이 지속되니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가기 싫은 학교

로 오게 해 주는 원천이 된다.(후략) [②-F44-W2]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의 필자 ②-F44는 초고의 내용이 최종고까지 그대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로, 문장의 삽입, 맞춤법의 교정과 관련한 다시 쓰기만이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점수 향상도 또한 +5.0점(W1: 28.67점, WF: 33.67점)으로

평균보다 낮다. 제시된 수정고1에는 초고와 달리 직접 인용의 형태로 초고

와 수정고1 쓰기 사이에 제공되었던 읽기 자료가 삽입된 것으로 미루어 보

아 필자 스스로 자신의 텍스트를 초고에서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102) 그런데 여기서 밑줄 친 인용구 외에는 텍스트 전

체에 걸쳐 어떠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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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인용한 자료는 행복에 대해 ‘행복이 생존을 위한 정신적 도구’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필자가 행복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행복은 삶

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천’과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역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이러한 의미의 간극을 문제 삼지 않으며, 이것이 필자

의 목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읽기 자료가 대화적

참여의 상대자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활용을 위해서만 ‘차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학습자의 성찰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인용한 부분에서 해당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서 대화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 가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의미를 알아가고, 스스로의 인식을 성장시

켜 나가기보다는 정해진 자신의 판단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4. 어떠한 글이 설득하는 데 유용한 글일까에 대해 알고 싶고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4. 이 글은 아무래도 설득하는 글이고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내내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주제와 부합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

였고 내 글이 남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글인지에 대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 같다. [②-F44-R]

이와 더불어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가장 문제적인 것은 추론의 연결

에서 ‘없음’의 양상일 것이다. 이는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든 혹은 미흡

한 것이든 쓰기가 필자의 인식 변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음을 시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 필자의 사례 중 최종고가 초고에서 전혀 달라

지지 않은 사례는 없었지만, 추론의 연결에 있어 ‘없음’의 빈도가 2회 이상

으로 수정고1에서 추론을 확정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 추론을 생성하지 않

은 사례는 일부 확인되었다. 2차 조사의 경우 ‘확장-없음-없음’의 추론의

연결 양상을 보인 학습 필자들은 ②-M2, ②-M22, ②-F5, ②-F36, ②-F51

총 5명이었는데, 이 중 4명에게서 다음과 같은 쓰기 목표 차원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102) 해당 필자가 수정고1에 대한 동료 협의 이후 작성한 성찰 일지를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한 확신이 수정고1 작성 이후에야 생겨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4. 내 글이 흐름에 알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설득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알았다. [②-F4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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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스의 기사처럼 아닌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설득하고 싶었다. [②

-M2-R]

1-2. 독자에게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을 납득시켜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3-1. 질문들을 넣어가면서 썼다.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4-4. 해결해야 하는 질문은 없다.

5-2.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6-2.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생

각을 했다. [②-M22-R]

4-4. 내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났는가? 더 잘 드러나고 누가 봐도 정확하

게 보이게 다시 써야겠다. [②-F36-R]

1-1.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써야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글을 써야하기

때문.

5-2. 어떻게 써야 내가 하려는 말이 잘 전달되는지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②-F51-R]

일반적으로 독자에 대한 고려는 설득하는 글쓰기의 필수 조건이지만, 제

시된 학습 필자들은 모두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잘 ‘전달’하거나 ‘설득’하

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성찰 일지에서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쓰기 목표는 수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외에 ‘해결해야 하는 질문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성찰 일지에서 독자에 대한 고려나 혹은 쓰기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지 않은 ②-F5의 경우 쓰기 과제를 자기 표현적 글쓰

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확장-없음-없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모

든 필자들은 쓰기를 가치에 대한 합리적 탐구나, 논리적 정당화를 통한 스

스로의 이해의 계기로 삼지 않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습 필자들

이 모두 초고에 비해 평균 이하의 질적 성장만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미

흡한 쓰기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사실103) 또한 쓰기 목표의 설정이 인식의

성장에 있어 주된 영향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쓰기 과정이 자신이 설정한 물음에 대한 응답을 찾아나가는 탐구

103) 해당 학습 필자들의 점수 향상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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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쓰기 목표로 설정한 필자의 경우 초고에서부

터 최종고 전체에 걸친 핍진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여기에서 비롯된 인

식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104)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인 ②-F16의

초고, 수정고2, 최종고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의 머릿속에 떠

오른 것들은 정말 사소했다.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수다를 떨거나 아무 생

각 없이 잠을 자거나 먹고 싶었던 것 혹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예

쁜 곳을 가서 사진을 찍는 등 이러한 것들이었다. (중략) 그래서 나는 문

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행복하

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맞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행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차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지 않고 힘들기만 하면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②-F16-W1] (밑

줄은 연구자)

사람들에게 Ⓠ‘왜 힘들어도 공부를 하고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다

면 대부분은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한다. (중략) 나 역시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조금은 힘들어도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참고 견디었었다. 하지만 서은국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의 한 부분인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

초고

점수

최종고

점수
향상도

②-M2 18.67 25.33 +6.67
②-M22 22.33 29.67 +7.33
②-F36 25.0 27.67 +2.67
②-F51 23.33 30.33 +7.0

<표Ⅲ-24> ②-M2,②-F22,②-F36,②-F51의 점수 향상도

104) ②-F16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사실 이유 이유 이유
보완

적

보완

적

생성

적
확장 확장 심화

분리,

은유

도입식

가치

해석

관여/

통합/

확신

<표Ⅲ-25> ②-F16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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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

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를 보면 행복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

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

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만약 그 과정에

서 행복이 없다면 우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내가 생각

하는 행복의 정의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 즉 원동력이 되

는 존재로 꼭 필요한 것이다. [②-F16-W3] (밑줄은 연구자)

사람들에게 ‘지금의 삶이 행복하나요?’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아니

요, 삶이 힘들어요.’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이

라는 것이 없을 순 없다. 왜냐하면 만약 삶 속에 행복이 없다면 우린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도

행복을 바라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나의 생각은 ⓑ행복은 욕심이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예시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성

적이 올라도 더 오른 성적을 바라는 이유는 그 때에 느끼는 행복이 더 크

다고 생각하는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행복이더라도 항상

곁에 있지만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아….’라는 말을 하

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에 내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지금 행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더 큰 행복을 바

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한 단

계 성장하는 것이다. 80점을 받았을 때 90점으로 올리고 더 올라간 성적을

바라기 때문에 공부를 하여 95점으로 올리면서 말이다. 그래서 난 ⓒ′어

쩌면 우리가 행복이 함께해도 더 큰 행복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행복에 욕심을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망쳐가면서 바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

현재 주어지는 행복에도 충실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②-F16-WF] (밑줄은 연구자)

위의 ②-F16 학습 필자는 초고, 수정고, 최종고로 이어지는 쓰기 과정에

서 내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바뀐 사례에 해당한다.105) 이러한 과정을

105) 성찰 일지를 통해서도 해당 필자의 사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판단이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행복은 최종적인 목적(목표)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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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력을 차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

시되었던 초고의 결론은, 최종고에 이르러 ‘현재 주어지는 행복에도 충실하

며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새롭게

생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의 변화가 단순한 초점의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로 제시되는 ‘행복이 주어져 있는 순간에도 왜

행복을 바랄까?’라는 필자의 물음이 초고에서부터 최종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6-4. 내가 가장 주목했던 질문은 ‘행복이 삶에 존재하는데 왜 행복을 바랄

까?’였다. 이 질문의 답이 초고에서는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수정

고 1, 2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최종고에서는 욕심이기 때문이다라

고 생각이 변화하였다. [②-F16-R]

해당 필자는 초고에서부터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행

복이 삶에 존재하는데 왜 행복을 바랄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초고에 제시되었던 ‘ⓐ행복이 우리 삶의 하나의 수

단이기 때문’이라는 결론만으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더 큰 행복을 위한) 참고 견디기’임을 결론으로 추

가한다. 최종고에서는 ⓑ가 ‘욕심’으로 언어화되고, 궁극적으로 ⓐ, ⓑ를 종

합할 때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주어지는 행

복에도 충실하면서 더 큰 행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 이는 쓰기 과정이 곧 필자가 제기한 물음의 답을 찾아나가는 사유의

진전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쓰기 목표의 설정이 인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조금 힘든 것들도 참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다보니 행
복한 것들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3-3. 원래 행복을 최종선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읽기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 그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썼다.

5-3. 원래는 행복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여 글을 썼는데
계속 쓰다보니까 ‘행복=욕심이다’라는 느낌으로 글이 흘러가고 생각이 변
하여

6-3. 그냥 행복에 대하여 떠오르는 것을 정의하다가 수정고 1,2에서 읽기 자
료를 활용하여 행복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가 최
종고에서는 행복은 욕심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다. [②-F16-
R] (밑줄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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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의 성장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6] ②-F16의 인식의 성장 과정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읽기 자료 및 동료 필자들과의

대화적 참여 과정이나 물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추론을 연결시켜 나가는 과

정은 필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를 생성하는 효과적인 원리로서

작동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필자의 인식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

다.106)

이렇게 새로운 결론을 창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렴적으로 필자의 인식

106) ②-F16의 경우 평균 이하의 질적 수준을 보였던 초고에 비해 최종고에서는
평균을 웃도는 질적 수준을 보여주었다.(W1: 17.67점, WF: 30.33점, 향상도:
+12.67점)

Ⓠ 행복이 주어져 있는 순간에도 왜 행복을 바랄까?


W1 W2, W3 WF

ⓐ 행복은 우리

가 살아가는 데

영향력을 차지하

는 하나의 수단

➠

ⓐ′행복의 조건은 우리

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

ⓐ′행복의 전제 조건은

지금 행복이 함께하고 있

다는 사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 즉 원동력

이 되는 존재
+

ⓑ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조금은 힘들어도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참

고 견디기

➠ ⓑ 행복은 욕심


ⓒ′어쩌면 우리가 행복

이 함께해도 더 큰 행복

을 바라는 것이 당연

ⓒ″현재 주어지는 행복

에도 충실하며 더 큰 것

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해

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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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화 해나가는 것도 인식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 또한 필자가 쓰기를 통한 탐구를 쓰기 목표로 삼을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잠깐 행

복을 느끼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에도 잠깐 행복

을 느낀다. 이렇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 맞을까? 나는

그런 것도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략) 그러나 나는 이런 행복 중에서

도 가장 으뜸이 되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후략) [②-M19-W1]

(전략) 나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각각의 행복들에는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한다. 행복이라고 다 같은 행복은 아니라는 말이다. 행복은 지속성

에 따라 장기적인 행복과 단기적인 행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후략) [②

-M19-W2]

나는 행복을 지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행복이 오랫동

안 지속되면 장기적인 행복이고 잠시동안만 지속되면 단기적인 행복이다.

(중략) 먼저 장기적인 행복 중에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행복이 있을 것

이다. 현실에 이 행복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존재한다면 이 행

복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중략) 단기적인 행복은 장기적인 행복과 달

리 얼마 지속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행복과 거리가 멀기에 굳이 추구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식사나 수면처럼 생존에 필요한 행위들은 만약 장수가

행복이란 장수라는 장기적인 행복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 (중략)

반대로 장기적인 행복에 악영향을 주는 단기적인 행복도 있다.(후략) [②

-M19-W3]

위의 글은 ②-M19 학습 필자의 초고와 수정고1, 수정고2이다. 제시문들

을 살펴보면, 학습 필자가 초고에서 행복을 ‘행복 - 진정한 행복’으로 인식

했으나, 그 분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수정고1에서는 행

복을 ‘장기적 행복 - 단기적 행복’으로 나누고, 장기적 행복이 진정한 행복

이며 지속성 요인이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됨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나아가 수정고2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단기적 행복에는 장기적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과, 무관한 것, 부정적 영향

을 주는 것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치 체계의 정교화의 과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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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②-M19의 가치 체계의 점진적 정교화 과정

이렇게 가치에 대한 규준을 확립하는 것은 개념 도식의 선정에서 분리를

활용한 학습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지만, 필자가 설정한

쓰기 목표에 따라 규준이 단번에 확립되기도 하고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정교화되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정교화는 다층적 물음과 대화적 참여, 추론

의 연결을 통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107), 이는 필자

의 쓰기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하나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반박이나 모순을 생각해내고 제대

로 된 주장과 근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3-3. 글을 쓸 때는 모순이 생기면 그 모순을 극복할 의견을 생각해내지 못

하면 글쓰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4-2. 장기적 행복과 단기적 행복의 기준을 정하거나 해야겠다.

5-1. 행복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내 생각이 더 드러나도록 지속성의 장단

을 구분하는 거도 주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전에는 추상적이기만 했던

진정한 행복을 유사한 행복을 제시하면서 조금 구체화했다.

6-2. 글을 쓰면서 자꾸 허점이 발견되어서 보완하느라 힘들었다.

6-3. 처음에는 행복의 조건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면서

윤리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연관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추구하

지 말아야 할 행복에 대해 글을 썼다. 행복을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107) ②-M19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사실 이유 이유 이유
보완

적

보완

적

생성

적
심화 심화 심화 분리

도입식

가치

해석

비관여

/통합

/확신

<표Ⅲ-26> ②-M19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행복 장기적행복

단기적행복 장기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장기적 행복과 무관한 것

장기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초고 ➠   수정고 1 ➠  수정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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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행복에 대한 깊은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가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②-M19-R] (밑줄은 연구자)

위에 제시된 ②-M19 학습 필자의 성찰 일지는 해당 필자의 쓰기 과정이

곧 ‘모순’과 ‘허점’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인지적 발달은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정보 간의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성 계기를 통해 모순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모순을 생각해내는 것과 같이 인지적 불균형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과정을 거쳐 쓰기를 수행한 ②-M19 학습 필자의 경우, 쓰기를

인식 성장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분리의 개념

도식이 대상들을 단순히 하나의 규준으로 나눔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가치의 전체 체계를 구축하는 점차적인 작업의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

다. 이는, 쓰기 목표를 필자 내부의 ‘깊은 고찰’에 둠으로써, 가치에 대한

해석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점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을

향해가는 탐색의 과정임을 실현해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유의 심화는 쓰기 결과물에도 반영되어 ②-M19 학습 필자는 초

고에 비해 최종고에서 +19.33점이라는 높은 점수 향상도를 보여주기도 하

였다(W1: 17.67점, WF: 37.33점).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쓰기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가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쓰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결국 쓰

기 주체의 인식적 성장이라면, 독자 설득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가는 것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치 해석 글쓰기는 스스로 불확정적인 가치의 의미

를 창안해 내야한다는 점에서 탐구성과 설득성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필자의 쓰기 목

표 설정 자체가 추론의 깊이를 좌우하며, 그것이 곧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 인식적 한계에의 대처 방식

인식적 차원에서 상위인지적 조망을 통해 쓰기 목표를 잘 설정한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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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정

당화 기제의 생성 여부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탐구적 쓰기 목표를 설정하고, 읽기 자료, 동료 협의, 자기 읽기 등

을 통해 인지적 불균형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인식의 성장 여부에 차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습 필자들의 쓰기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유의 초기

단계에는 그 질적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필자들이라 하더라도, 사

유 과정을 거치며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추론을 계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심화해 나가는 경우 최종적으로 도달한 인식의 수준이 훨씬 높

은 것이 확인된다. 이는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중요한 것이 생성 계기

를 통해 자신의 인식적 한계를 인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식, 이를 통

해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유를 조정해가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임

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모두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중략) 하지만 나는 사람이 욕구를

성취했을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예인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간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

취함으로서 얻는 행복은 대략 3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가 왜 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 본질

을 찾았을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에 가깝기보다는

불행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것의 관심 분야에 종사할 때 행복하

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중략) 물론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끊임없이 계속 하다보면 분명 지치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작

은 목표를 갖고 그것을 성취하면 조금이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②-M20-W3] (밑줄은 연구자)

②-M20 학습 필자는 수정고2에서 ‘행복은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살아가

는 이유(본질, 목표)를 찾았을 때 느끼는 것이며 관심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이후 해당 필자는 동료 협의 과정을

통해 이것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성 계기를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정교화하는 대신 기존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새로

운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은 동료 협의에서 동료들에 의해 작성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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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필자가 작성한 최종고이다.

- 본질은 무엇? 그럼 본질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행한가? 본질을 어

떻게 찾을 수 있는가?

-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참을 수도 있음.

- 3개월만 느끼는 것은 행복이 아닌가? 행복을 3개월 정도만 느낀다는 근

거가 없음.

- 자신의 관심분야에 종사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욕구충족에 해당한다. 따

라서 욕구를 성취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

- 작은 목표라고 추상적으로만 제시하여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

[②-M20-A]

살아가는 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중략) 나는 사람이 욕구를 성취

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행할 수 있다. (중략)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일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불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할 것이다. (중략) 그래서 나는 사람이 행

복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불

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불행해질 것이다.(후략) [②-M20-WF] (밑줄은

연구자)

동료 협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본질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와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것도 욕구 충족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②

-M20 학습 필자는 이러한 목소리들에 대응하여 삶의 본질의 의미를 해명

하거나 욕구 충족과 행복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대신 최종고에서

‘행복은 마음가짐이다’라는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는데, 이는 필자의 성찰

일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없어서 다시 쓴’ 사례에 해

당한다.108) 즉, 동료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의 논리를

마련하는 데 대한 인지적 부담이 새로 쓰기를 추동한 것이다. 새롭게 생성

된 내용에는 기존의 자신의 목소리였던 ‘본질, 목표, 욕구 충족’에 대한 어

떠한 고민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추론과 ‘행복과 마음가짐

108) 6-1. 모든 것을 고칠 수 없어서 다시 썼다. [②-M2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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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관한 추론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채로 놓여져 있어 하나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의 인식의 한계

와 조정 방향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생성 계기

에 대응하는 필자는 대화적 참여와 추론의 연결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

다.109)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인식은 또 다른 외부적 목소리를 견딜 수

있는 토대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쓰기 수행 능력은 단순한 창안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생성한 인식을 시험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고히 해나가는가와 밀

접하게 관련됨으로써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②-M23의 경우 ②-M20과 유사한 수준의 양과 질

의 생성 계기들을 접했지만, 이를 토대로 정당성 물음, 생성적 정교화, 심

화적 추론의 연결과 같은 정당화 기제를 생성해 가면서 자신의 사유가 지

닌 한계를 넘어서고, 계속적으로 이를 조정해가는 양상을 보인다.110)

“행복은 훌륭하고 완전한 것들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행복이 제일원리

이기 때문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중략) 행복은 불완전하다

는 것이 내 주장이다. 그 이유는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중

109) ②-M20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사실 이유 이유 이유 무시
보완

적
대체 심화 연쇄 고립 분리

도입식

가치

해석

비관여

/통합

/확신

<표Ⅲ-27> ②-M20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110) ②-M23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이유
정당

성

정당

성

정당

성

생성

적

보완

적

생성

적
심화 확장 심화 분리

도입식

가치

해석

비관여

/통합

/확신

<표Ⅲ-28> ②-M23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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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또, 행복은 불완전하다. 행복이 완전한 것이라면 행복에는 모순이 없어

야 한다. 예를 들자면, 싸이코패스가 사람들을 죽이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줄 수 있을까? 개인의 입장

만을 생각한다면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싸이

코의 행복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행복은 어

느 정도의 정당성이 필요하고 인륜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행복은 불완전하다.

행복은 이토록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인데 왜 우리는 행복을 영원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중략) 즉, 행복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인 것이다. (중략)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복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만큼 여러 번

지속되는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②

-M23-W2] (밑줄은 연구자)

②-M23 학습 필자는 초고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예를 들어 행복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읽기 자료를 통해

‘행복은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라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목소리를 접하고, 이에 대해 행복은 일시적이며, 인륜에 반하

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불완전한 것이라는 반박을 제기한다. 그

리고 연구 자료나 범죄자의 행복 예시를 통해 이를 정당화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인식을 정교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대화적 참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동료 협의를 거쳐 한 번 더 실현된다.

②-M23이 받은 피드백의 양은 ②-M20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편이

며, 판단의 기반이 되는 가치 원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존재하

였다. 여기서 ②-M23 학습 필자가 다른 필자들과 변별되는 점은 첨삭된

모든 피드백의 내용에 댓글 형식으로 꼼꼼하게 답을 써내려가고 이를 토대

로 최종고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타자의 목소리들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치밀하게 대화적 참여를 수행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음은 필자가 최종고 작성에 앞선 2차 동료 협의 과정에서 받은 피드

백과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 그리고 필자가 작성한 최종고이다. 필자의 답

변은 기울임체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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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훌륭하고 완전한 것들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행복이 제일원리

이기 때문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중략) 행복은 불완전하다.

[그림 Ⅲ-18] ②-M23-W3에 첨삭된 피

드백과 이에 대한 M23의 응답

1. 여기서(행복의 유효기간 3개월 연구

자료 인용 부분) 행복이란 쾌락같이

외부의 자극으로 생긴 긍정적 감정

이라고 이미 정의를 내린 것인가요?

- <답> 외부의 자극도 있지만 중요

한 것은 나의 마음

2. 오락, 이타적 행동 등 생존과 관련

이 없는 행동에서 얻는 행복에 대

한 설명이 부족함.

3. 타인들이 싸이코의 행복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싸이코가 행복

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

- <답> 행복에는 사회적 동의가 어

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는 사이코

본인이 아니기에 그 일을 받아들이

는 데는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

4. 사람들이 싸이코의 행복을 존중해주지 않는 이유는 인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그런 것이 아닐까?

- <답> x

5. 행복에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다수의 행복 증진을 위해 소수의 행

복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는가? 만일 그렇다

면 소수자의 행복 실현은 불가능한 것인가?

- <답>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수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 o. 소

수의 행복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음.

6. 행복이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내용과 우리가 행복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이유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 <답> 생존하기 위해 행복에 대한 환상

7. 같은 경험이 반복될수록 행복의 정도는 감소하는데 유한한 세상 속 유한한

재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을 창출해내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 <답> 행복은 재화에서 나오는 것 아님, 우리가 느끼는 것

[②-M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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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또 행복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행복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다.

(중략)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욕구를 충족하는 예를 들어 먹을 것을 먹거

나 잠을 자는 것 같은 욕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나고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욕구의 범위는 더더욱 넓어졌고 공동체를 이루다보니 자연스

레 행복과 욕구와 공동체의 충돌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행복을 느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범죄자를 존중을 해주기는커녕 그의 행복을 제한시킨다. (중략) 바로

행복과 욕구 사이에 공동체라는 새로운 요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중략)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등장했기에 자신의 욕구만이 아닌 사회적 동의

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야 할까? 첫째, 우리는 행복이 일시적임을 알고 일시적인 것을 최대한 많

이 성취해서 연속에 가깝게 행복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나 자신만

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타인

간의 공동체 간의 공생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M23-WF]

수정고1에서 학습자가 행복의 속성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시적인 것,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것, 생존과 관계되는 것, 질

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필자가 받은 피드백은 크게 7

개인데, 그 중 3, 4, 5 세 가지는 ‘행복과 사회적 동의의 관련성’에 대한 반

증이고, 2, 6의 두 가지는 ‘행복이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것에 대한 반증에

해당한다. ②-M23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생존의 도구가 아닌

‘욕구의 충족’으로 재개념화하고, 욕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동체가 성립되

면서 행복과 욕구 사이에 공동체라는 새로운 요소가 생겨났다는 추론의 과

정을 거쳐 행복과 사회적 동의의 밀접한 관계를 정당화해 낸다. 이는 ‘필자

의 목소리 – 자료 텍스트(읽기 자료)의 목소리를 통한 반증 – 또 다른

자료 텍스트(동료 협의)의 목소리를 통한 재반증 – 필자의 목소리를 통한

재재반증 - 종합’의 과정을 거친 쓰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생성된 인식은 그 토대가 견고한 것이자 다양한 목소리들의 개

입을 통해 보편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 - 읽기 자료 -

동료 필자’의 목소리가 어느 것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변증법적으로 종합

된 것을 단순히 쓰기 능력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 1차 조사에서 ②-M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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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 점수는 27.33점으로 평균 수준이었으며, 2차 조사의 초고의 경우

19.0점이어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인

식의 성장은 인식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회피하거나 에둘러 가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필자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온당

하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에 있어 내용적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사유가 지니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인지적 부담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필자의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

육적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필자 정체성의 구성

’필자 정체성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

식’(김정자, 2012: 116)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자 스스로가 쓰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스스로의 발화에 권위를 부여하는 데 많

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자신의 글쓰기 행위와 관련하여 대화적 참여 속

에서 자신의 글을 좀 더 담론의 체계 안에 위치 짓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권위를 부여하는 필자 정체성을 가진 필자와, 자신의 사유

가 담론의 체계 안에 자리 잡기에는 미완성된 것이라 여기며 외부적 권위

에 의존적인 필자 정체성을 가진 필자의 경우 사유의 과정과 그것이 언어

화된 텍스트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Ⅱ장에서 필자 정

체성 중 이러한 관계적 역할 및 자신의 발화에 대한 권위, 책임성을 포함

한 개념을 ‘저자성’으로 논의한 바 있다. 전자의 필자가 ‘저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가진 필자라면, 후자의 필자는 ‘학습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가

진 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관을 보편화하려는 시도가 동반되

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필자가 어떤 필자 정체성

을 가졌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당화 기제의 생성에 있어 필자 정체성의 영향은 읽기 자료와 같은 기

존 담론의 체계를 접한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필자가 어떤 응답

적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필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로 권위

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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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선’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둘다 행복을 추구하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

나, 선은 도덕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하나, 정의는 앞뒤의 맥락에 따라 바뀌

는 것이다. 선은 항상 바뀌지 않으나, 정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이다.(후략) [①-F2-W1] (밑줄은 연구자)

나는 배트맨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결국 의

도는 선함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정의도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선한 사람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을 어기거나, 악행을 저

지를 일이 없을 것이다. 부탁을 받아도 이 부탁이 선한 것이 맞는지, 혹시

악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을 것이다.

(중략) 이렇게 ⓐ′정의는 ‘선’을 추구하고 유동적이어야 한다. [①

-F2-W2] (밑줄은 연구자)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쓴 것과 같이

인간은 복잡한 존재라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도 결

과가 비슷하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후

략) [①-F2-W3] (밑줄은 연구자)

(전략) 비유를 하자면, 경찰과 조커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조커는 지

름길인 금지 구역을 통해 달리는 것과 같다.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경찰은

조커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말들을 보면 배트맨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가장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은 다수결같은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타협하고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수결로 선택하자는 얘기이다.(후략) [①-F2-W4] (밑줄은 연구자)

(전략) 국가 K에서 아시안 게임 개최가 확정되었다. 경기장 주변과 외국

인 선수 숙소 정비 과정 중 근처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장사해온 노점상들

이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아서 암묵적으로 먹자골

목이 형성된 곳이다. 정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자진 철거를 지시했지만,

노점상들은 응하지 않았다. (중략) 이 두 의견 중 무엇이 정의에 더 가깝다

고 생각하는가? (중략) 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들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 만든 하나의 기준

이다. 법은 정의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상대를 이해

함으로써 정의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①-F2-WF] (밑줄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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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위 ①-F2의 경우, 초고에서 ‘선(善)’과의 비교를 통해 ‘ⓐ정의는

선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수

정고1에서 ‘ⓐ′정의는 선을 추구하되 유동적인 것’으로 구체화되며 영화

속 배트맨의 사례를 통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수정고2 작성에 앞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면 도덕적으로 옳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의 읽기

자료를 접한 필자는 정의는 수정고2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론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는 선과 관련된 것이라는 기

존의 목소리는 폐기된다. 이렇게 전환된 목소리는 수정고3에서 다시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되, 타협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결로 선택하는 것이 정의’라는 조금 더 구체화된 필자의 목소리

로 제시되며, 다시 한 번 배트맨의 예시를 통해 정당화된다. 이때의 정당화

또한 ‘지름길’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써 수행된다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최종고에 이르러 ①-F2는 기존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폐기하고 ‘ⓒ정의는 법’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환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입력할 경우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되

고 있는 자료인 아시안 게임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은 주목해보

아야 할 지점이다. ⓐ에서 ⓐ′로, ⓑ에서 ⓑ′로 감에 있어 충분히 자신의

사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담

론을 접할 때마다 여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대등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자신

의 담론을 폐기하고 기존의 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결론의 수용 가

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가치 판단의 초점이 계속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에 대해 대화적

으로 참여하고 추론이 깊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기 어렵다. 쓰

기 과정이 하나의 물음에 대한 지속적 탐구의 과정일 때, 기존의 물음, 대

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을 기반으로 더 깊은 사고로 나아갈 수 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이러한 정당화의 과정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까

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필자가 새로운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

에서 ⓑ로, ⓑ에서 ⓒ로 목소리를 전환하는 것은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

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어렵’[①-F2-R]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내 생각’보

다는 기존 담론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을 더 효과적인 정당화의 방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양상은 생성 계기의 목소리들을 차용하거나,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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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적 참여 양상을 보이는 필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아래의 예

는 글의 전체 관점을 읽기 자료의 관점으로 대체한 사례이다.

흔히 사람들은 돈, 명예 같은 것들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물

론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하긴 하겠지만 나는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복의 질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로

또에 당첨된 사람과 작은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의 차이가 있

을까? 그저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놀라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그 순간

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런데 경품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보다 불행

한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아마 “당신이 뭔데 내가 불행하

다고 단정 짓는 거요?”할 것이다.(후략) [②-M6-W1]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의 필자는 초고에서 ‘행복의 질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예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성한 문제

의식인 ‘행복의 질에 차이는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습자는 읽기 자료를 통해 ‘기쁨은 행복의 중

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이 기쁨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담론

의 목소리를 접한 후 이러한 자신의 인식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작

성한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돈, 명예, 좋은 직장, 사랑 등의 모든 것이 답

이 될 수 있다. 행복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

각하기에 확실한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만족이다. (중략) 또한 행

복은 꼭 기쁨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최현석의 ‘인간의 모든 감정’에서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기쁨의 등식이 항상 성립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라고 쓰여져 있다. 또한 그는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는데 “행복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주관적 안녕

감’입니다. (중략) 그래서 행복이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

의할 수 있겠습니다.”라며 행복이 만족과 상당히 유사한 상태라고 정의했

다. 이처럼 만족과 행복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후략) [②

-M6-W2] (밑줄은 연구자)

②-M6 학습자는 ‘행복=만족’이라는 읽기 자료의 결론과 그 논리를 차용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수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밑줄 표시된 부분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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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인용한 부분으로 전체 글의 절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필자의 인지적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쉽게 논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글의 학습자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물음들

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행복의 질에 차이는 있는가? (1차시)

․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없을까?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

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싶다. (3차

시)

․ 행복에 양질의 차이가 있을까? 행복을 만족 말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과연 없는 것일까? (5차시) [②-M6-R]

성찰 일지에 따르면 행복의 질적 차이에 관한 물음은 초고 작성부터 최

종고 작성 직전까지 필자가 품고 있던 문제이며, 만족과 행복이 과연 일치

하는 것인지, 반례는 없는지, 행복에 만족 이외에 다른 측면은 없는지에 대

한 문제의식도 이미 내적으로 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탐구로서

의 쓰기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필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기존

담론을 비해석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읽기 자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필자의 인지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

료 텍스트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원인과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읽기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권위

를 지닌 객관적 사실로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며,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자

신의 글 또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까닭이다. 이는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즉

충분한 권위를 가지지 못한 학습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이 타자의 목소리를

비해석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필자로서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의 필자의 성찰 일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1. 초고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에 대해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에는 행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의하려고 노력했다. 주관적 입장

에서 글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바꾸게 되었다. [②-M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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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②-M6은 ‘행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위

와 같은 수정고1을 작성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치의 문제는 객관적 정답

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필자의 목소리가 지닌 권위가 충분히 자료 텍

스트의 목소리에 필적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적 과정을

‘버거워’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치의

문제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자신의 목소리로 논의하며 다시 자기화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권위

를 부여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쓰기 과정에

서 마주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대화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목소리의 정

당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쓰기 과정에서 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가는 일임을 학습 필자들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 절에서 1차 조사의 경우, 계속적으로 투입된 생성 계기로 인해

병렬적으로 화제를 나열하는 방식의 배열을 보여준 텍스트가 많았음을 확

인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이러한 나열의 방

식을 단순히 생성 계기의 영향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음이 확인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처음 선생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셨을 때 나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 있

었다. 내 대답은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처럼 구해주는 것이었

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글쓰기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이 바뀌었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의 예시로 마이클 샌델의 첫 번째 질문의 예시를 들

어주셨다. 그 예시의 내용은 ‘당신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폭주하는 전차의

기관사이고 저 앞에 작업자 다섯 명이 전차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일

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략) 나는 이 질문을 듣고 공

리주의에 의해 당연히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

고 생각했다. (중략) 내 생각을 바꾼 것은 저 질문들만이 아니었다. 우리반

학생들이 '배트맨은 정의로운가?' 와 '임상 시험을 해도 되는가?'를 주제

로 직접 토론은 해보았는데 이것도 내 생각을 바뀌게 한 원인이 될 수 있

었다. (중략) 나는 토론을 보기 전 나의 입장은 찬성이었고 끝나서도 그것

은 바뀌지 않았다. (중략) 그 이유는 둘은 엄연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중략) 다음은 임상 시험에 대한 토론이다. (중략)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 나의 입장은 반대였다. 하지만 토론이 끝난 후 나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았다. (중략) 정의란 무엇인가? 처음 들었을

때에는 별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 활동들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후략) [①-F4-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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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평소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주제라서 글을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

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라 이게 맞는 것

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영화 배트맨에서 생각을 해보면 놀랐

던 것이 배트맨의 죄를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 지은 죄가 상당히 많

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이 안 갔고 조커가 왜 범죄를 일으키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글을 써봄으로써 정의에 대해 계

속 생각을 해보니 머릿속의 정의가 조금은 더 명확해진 것 같아 좋은 경

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①-M21-WF]

①-F4의 경우, 첫 수업에서부터 최종고 작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쓰기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정의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관여적 태도로 나열하면서 텍스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미 읽기 자료

를 통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담론의 체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도 그와 같이 ‘정의’에 대한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의 보편

화를 꾀하며 담론의 장에 위치 짓기보다는, 주관의 영역에서 ‘나의 입장’은

무엇이고, 무엇을 배워왔는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필자로서의 역할

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①-F4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①-M21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쓰기 과정을 거치며 고민했던 것

들이나 판단들을 차시별로 나열한 후, 글의 말미에 위와 같은 느낀 점을

덧붙이며 쓰기 과정을 자신의 좋은 학습 ‘경험’으로만 한정하는 경우도 빈

번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1차 조사에서 나열의 방식을 택한 필자들

은 학습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수업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

을 모두 충실하게 글로 옮기는 것이 쓰기 과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습자로서의 필자 정

체성’만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속한 담화 공동체를 교실로 한정함

으로써 보편성에 대한 충분한 탐구에 이르지 못하고 주관의 영역에 머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①-F2의 사례와 같이 권위에 기대

어 자신의 목소리를 자꾸 폐기하는 것과 표면적으로는 반대되는 양상이지

만 그 기저에는 같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저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구성한 필자의 경우 자신의 글을 연습

으로서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됨으로써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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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앞 절

(p.152)에서 생성적 정교화의 사례로 제시되었던 ②-M4의 성찰 일지이다.

5-2. 첫째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주어진 분량을 훨씬 넘어갔고 두 번째로

글 내에서 단순히 욕망을 조절하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

는데 글의 결론을 따지고 보면 욕망을 조절하라는 말 못지않게 무책임

한 결론이 나온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다. [②-M4-R]

②-M4의 경우 W3의 텍스트 내에서 ‘욕망을 조절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 외에는 행복이 쾌락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전제를 바꿔보자.’와 같이 자신이 일차적으로 도달한 가치 판단이 무책임한

것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회한’과의 비교를

통한 행복의 범주를 제시한다. 이렇게 구성된 필자의 가치에 대한 해석들

은 이미 그 자체로 완결된 정당화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해당

학습 필자는 이에 대한 성찰 일지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가치 판단이 ‘무

책임’한 것은 아닌지를 문제 삼는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 필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 것으로, 이러한 고민은 자신의 쓰기 행위와 텍스트

를 이러한 책무를 감당할 만큼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비

롯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 ②-M4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확인해 보

면111) 다층적 물음은 ‘정당성 물음 - 이유 물음 - 정당성 물음 - 정당성

물음’의 양상을, 대화적 참여는 ‘생성적 정교화 - 생성적 정교화 - 보완적

정교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듭되는 정당성 물음은

주장과 근거의 차원에서 적당히 완결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의 글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고

111) ②-M4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정당

성
이유

정당

성

정당

성

생성

적

생성

적

보완

적
고립 심화 확장

분리,

은유

도입식

가치

해석

비관여

/통합

/확신

<표Ⅲ-29> ②-M4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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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필자의 정체성이 메타적인 성찰의 자세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반복되는 생성적 정교화의 양상도 기존 담론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대등하게 소통하며 새로운 인식을 생성해 내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M4의 쓰기 결과물이 +16.33점의

높은 향상도를 보여준다는 점 또한(W1: 19.33점, WF: 35.67점), ‘저자로서

의 필자 정체성의 구성 → 우수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 → 인식의 성장 →

우수한 쓰기 결과물’이라는 영향 관계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독자의 범위를 교실 안에서 교실 밖

으로 넓히고, 자신의 쓰기 행위와 글을 과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

칠 만큼의 무게와 권위를 가진 것,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목소리에 책임과 권위를

가진 ‘저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의 구성은 주관과 객관의 간극 사이에서 주

관을 보편으로 향해 가도록 하는 힘을 가지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⑵ 정당화 기제 생성과 쓰기 결과물이 정합적이지 않은 사례 중심 분석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핵심적인 수행 원리이자 중

요한 교육 내용이지만, 모든 잘 쓴 글이 곧 정당화 기제를 잘 생성한 글이

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쓰기 과정과 결과, 사유와 표현, 혹은 인식의 성

장과 텍스트로서의 완성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인식

의 성장으로, 이러한 인식의 성장을 ‘좋은 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이를 강화하거나 저해하는, 심화된 차원의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

구된다. 이하에서는 정당화 기제 생성의 수행과 필자가 생성한 쓰기 결과

물의 질이 정합적이지 않은 사례를 세밀하게 살피고, 정합적인 사례들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정당화 기제 생성이 좋은 글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① 주관성의 처리 방식

실제의 쓰기 수행에 있어 학습 필자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은 가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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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의 장르에 대한 것이었다. 쓰기 장르를 ‘주장하는 글’로 인식하는 필

자가 있는가 하면112) 성찰적 에세이나 수필로 인식하는 필자도 있었으

며113), 설명하는 글쓰기로 인식하는 필자도 있었다.114) 필자들은 저마다 자

신의 장르 인식 하에서 ‘주장하는 글처럼’, ‘수필처럼’, 혹은 ‘설명하는 글처

럼’ 쓰기를 수행했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가 논리적 설득에 기반을 둔 쓰기 장르임을 인

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자들은 그러한 장르 인식 안에서 쓰기를 수행하

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가치가 지닌 주관성에 기인하

는 것이다.

1-4. 행복은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 같다. 행복에 관한 건 사람마

다 가치관이 달라서 글쓰기가 어려웠다. [②-M13-R]

1-2. 사람들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틀릴텐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 의견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②-M17-R]

1-2. 나 자신만이 생각하는 행복을 쓰는 게 좋을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을 쓰는 게 좋을까 고민되었다. [②-M23-R]

1-2. 행복이라는 단어도 정의와 같이 딱 정해지지 않는 그런 단어라 어려

웠다. 행복도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웠다.

[②-F20-R]

1-2. 사실 내가 행복에 대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

고 생각한다. 행복을 잘 모르고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 [②-F34-R]

가치가 ‘사람마다 다른’ 개인의 고유한 정서와 신념, 태도의 문제와 밀접

112) 3-2. 내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 글 형식이 주장하는 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 [②-M1-R] (밑
줄은 연구자)
1-1. 행복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고 하셔서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주장하는 글쓰기라고 생각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②-M18-R]
(밑줄은 연구자)

113) 1-1. 평소에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려면 수필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②-F10-R] (밑줄은 연구자)

114) 1-1. 설명하는 글을 쓰는 데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②-M6-R]
(밑줄은 연구자)
1-1.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

었다. 너무 딱딱한 형식보단 부드러운 말투가 분위기에 더 알맞을 거 같았다.
[②-F3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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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이것이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설득이 ‘객관적인 것’

이라는 학습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115)으로, ‘주관’의 영역인 가치의 문

제를, 층위를 달리 하여 ‘객관’의 영역인 설득의 담론으로 옮기는 것에 대

한 인지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가

치는 단순한 감정, 혹은 태도와 같이 주관에서 시작하여 주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서 시작되지만, 그 자체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담지할 때 의미를 지니며, 정서의 보편화가 곧 정당화 기제로 기능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의 정당화란 가치를 객관

의 영역이 아닌 보편의 영역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임을 학습자들에게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습자들의 정서와 개인적 신념을 표

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한 주관성이 곧 가치의

지향성이 위치하는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습자의 쓰기 수행을 확인해 보면 학습자마다 이러한 주관성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인식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중

다음과 같이 주관성을 주관성의 영역에 머물게 하는 것은 ‘닫힌 주관성’에

해당하며, 이는 영향 요인 중 장애 조건에 해당한다.

(전략)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건강과 돈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건강’

은 정말 중요하다. 나는 요즘 몸이 정말 좋지 않다. 안 좋아진 건 1년이

넘었지만 지난 중간고사 때 급격히 더 나빠졌다. (중략) 두 번째 ‘돈’, 이건

돈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다.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니다. (중략)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배려

하는 마음’이다! 배려하고, 베풀다 보면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화목함, 우정, 사랑이 싹트는 것이 아닐까? 난 그렇기에 지금

행복하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노력

115)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성찰 일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다음번에 쓸 때는 '단어의 정의' 등 객관적 자료도 첨부하고 싶고, 조
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써 나가고 싶다. [②-M15-R] (밑줄은
연구자)

4-3. 근거가 주관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조금 더 추
가해야 할 것 같다. [②-M12-R] (밑줄은 연구자)

4-4. 내 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②-F9-R] (밑줄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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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

해주지 않을까? [②-F18-W1]

제시된 ②-F18 학습 필자는 쓰기 과정 내내 우수한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보였으며, 초고에서 최종고에 이르기까지 평균 이상의 질적 수준이

확인된 사례에 해당한다(W1: 28.67점, W2: 32.0점, WF: 32.33점). 이렇게만

보면 ‘우수한 정당화 기제의 생성 → 우수한 쓰기 결과물’로 이어지는 모범

적인 사례에 해당하지만, 실제 학습 필자의 사유 과정을 질적으로 살펴보

면 초고에서 수정고1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간략한 차원의 이유 물음에 대

한 응답이 더해졌을 뿐, 그 밖의 인식의 변화나 사유의 재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116) 이는 ‘정당화 기제 생성’을 곧바로 ‘인식의 성장을 반영한 좋은

글’로 치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②-F18 학습 필자의

점수 향상도가 +3.67점이어서 평균적인 향상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때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인식의 성장을 매개하는 변

인 중 하나로 주관성의 처리 방식을 들 수 있다. 위 인용문에는 ‘나’라는 1

인칭 대명사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관여적인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해당 학습 필자의 경우 행복이라는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되

고 있는지 ‘나’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관성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행복의 조건은 건강, 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상호주관적

탐색의 결과가 아니라 독백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층적 물음과

대화적 참여와 추론의 연결이 결과적으로 탐구가 아닌 ‘나의 반성’에 수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에서 학습 필자들이 주관성의 문제

116) ②-F18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사실 이유 이유 이유
보완

적

보완

적

보완

적
심화 확장 확장

분리,

은유

도입식

가치

해석

관여/

통합/

유보

<표Ⅲ-30> ②-F18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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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고 ‘설득’을 실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위

의 ②-F18과 같이 결론이 ‘나’에 한정되는 판단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

는 자신의 판단에 동의할 만한 대상으로만 독자를 한정하는 것이며, 셋째

는 앞 절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대화적 참여를 통해 동의의 범주를 넓히

며 보편으로 향해가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는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

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①-M7-WF] (밑줄은 연구자)

여기서 분명하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개인의 가치가 다르지만 나는

부와 행복에 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②-F29-WF] (밑줄은 연

구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지

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

략) 적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짐작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지금 우리가 당

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함으로 그것들이 얼

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②-F34-WF] (밑줄은 연

구자)

②-M7과 ②-F29의 경우, 자신이 제시한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마

다 생각이 다르고 개인의 가치가 다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서 자신의 판단을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F34의 경우

행복이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건은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면서, 힘든 삶을 살지 않고 있

는 사람으로 독자를 한정하고, 자신의 판단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주관성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그 이상으로 소통의 맥

락이 넓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닫힌 주관성의 사례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논증 이론에서 ‘한정’은 논증의 기본 요소이자(Toulmin, 1958/2006), 필자의

사려 깊은 에토스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방식(Williams & Colomb,

2007/2008)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의 경우 한정이 가치

가 적용되는 특정한 맥락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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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판단에 대한 반박을 차단하기 위한 손쉬운 방책으로서 덧붙여질 때, 이

는 가치가 보편으로 향할 가능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정당화

의 기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이는 닫힌 주관성이 정당화 기제 생성과 인

식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가치 해석 글쓰기와 여타의 설득적

글쓰기가 온전히 동일한 장르가 아니라 보편성의 차원에서 차이가 있음을

필자들이 인식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주관성을 소통의 장에 열어놓으려는 시도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인식적 성장으로, 또 좋은 글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이를 장려 조건에 해당하는 ‘열린 주관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음

의 두 필자의 경우 초고에서 최종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높은 정도의 인식

적 성장을 보여주며, 정당화 기제의 생성도 일관되게 우수한 양상을 보인

사례에 해당한다.117) 점수 향상도 또한 각각 +13.33점(W1: 25.0점, WF:

38.33점), +16.0점(W1: 18.33점, WF: 34.33점)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화적 참여의 양상에 있어 ‘비판적 정교화 - 보완적 정교화 - 보완적 정

교화’, ‘보완적 정교화 - 보완적 정교화 - 보완적 정교화’에 해당하여 전체

적으로 일관되게 응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성찰 일지를 확

인해 보면, 이러한 대화적 참여가 공통적으로 초고에서부터 최종고에 이르

기까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려는 지속적인 시도

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 행복의 조건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근거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내가 생각한 보편적 행복의 조건이 실제 보편적 행복의 조

건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117) ②-M1과 ②-M11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② -

M1
이유 이유 이유 이유

비판

적

보완

적

보완

적
심화 심화 심화

분리,

은유

도입식

가치

해석

관여/

통합/

유보

② -

M11
이유 이유 이유 이유

보완

적

보완

적

보완

적
확장 심화 확장

분리,

은유

도입식

가치

해석

관여/

통합/

유보

<표Ⅲ-31> ②-M1과 ②-M11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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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

하였지만 나한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6-2. 내 결론과 피드백 결과가 서로 달라서 종종 ‘내 결론이 틀리고 피드

백 결과가 옳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②-M1-R]

1-2.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생각해보는 것이

어려웠다.

1-3. 항상 내 행복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추구할 행복을 생각해본

것이 새로웠다.

6-4.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을 어떻게 조화시켜 진정한 행복을 정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했던 질문이었다. [②-M11-R]

②-M1의 경우 ‘내가 생각한 보편적 행복’과 ‘실제 보편적 행복’이 같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통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게도 ‘당연한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조심스럽게 조정해 나가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②-M11 또한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서부터 판단을 시

작했지만, 이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조화’시키는 것을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가장 주목하는 질문’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을 통해 쓰기를 수행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치의 주관성을 인식하

고 그것이 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의 소통 가능성에 터해 이

들을 조화시키고자 함으로써,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가치의 보편화 가능성

을 확대해 가는 인식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

이다.

② 문제 발견의 범주

인식의 심화는 하나의 결론을 확정적 사실(fact)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

라, 언제든 변화·발전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여길 때 가능해지며,

이는 지속적인 물음을 통해 실현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장과 근거’의

구조가 아니라 ‘물음과 응답’의 구조 속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를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쓰기 과정에서 모순과 차

이에 주목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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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다시 쓰기 과정에서 의미의 변화 없이 단순히 표현의 수준을 교정하

는 차원에 머물거나, 읽기 자료나 동료 협의의 내용들로 손쉽게 자신의 기

존 판단을 대체해버리는 것은 모두 명제들 간의 차이, 혹은 양립할 수 없

는 명제들 간의 모순에서 비롯된 불균형의 문제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피아제(Piaget)가 인지 발달 중 가장 높은 단계로 형식적 조작기를 제

시한 이후, 아를린(Arlin)이 이보다 더 높은 탈형식적 인지 발달 단계로서

‘문제 발견 사고’를 제안한 것은 문제 발견이 사고 단계의 높은 층위에 있

다는 것과 의미의 구성에 있어 핵심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발견에 있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Arlin, 1990/2010: 602-606).

(전략) 다섯 명이 죽는 것은 단지 사고일뿐인데 핸들을 꺾어 한 명을 죽

게 하는 것은 살인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하

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절차,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정의

를 이야기할 수 있다. (중략)

상황에 따라 규칙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것을 분명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가장 올바른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 할 필요도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를 숨겨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만

도덕적이고, 일본 순사가 집에 찾아 왔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행위 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난 받을 행위이다. 따라서 법

과 절차, 사회적 합의한 범위에 벗어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후략) [①-F49-WF] (밑줄은 연구자)

예컨대 위의 학습 필자의 경우, 최종고에서 트롤리 딜레마를 예로 들어

‘우리는 법과 절차,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독립 운동가를 숨겨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

사회적 합의한 범위에 벗어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을 내려 모순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학습자는 문제 발견의 과정을 통

해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들을 하나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다. 특히 단

일한 모습으로 실현되지 않는 가치의 특성으로 인해 쓰기 과정에서 수많은

차이와 모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해 나가는 과정은 더 많은 주체를 아우르며 보편을 향해가는 과정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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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②-M15 학습 필자의 경우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에 모순이 없는

지에 대한 성찰에 터해 정당화 기제를 생성한 사례에 해당한다.

(전략)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그것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꿈

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큰 꿈에 조금

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②

-M15-W1]

(전략) 행복이 주관적인만큼 사회가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을 꿈,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그 기준

치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리

나라는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래서 최근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소확행’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후략) [②-M15-W2]

행복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략) 물론 이렇게 하면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포기한 삶이기

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래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회의 구조와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꿈을 존중하고 키우게 해주는

사회로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 소중한 꿈을 잃지 말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후략) [②-M15-WF] (밑줄은 연구자)

제시된 바와 같이 위 학습 필자는 초고에서부터 ‘행복은 꿈에 조금씩 가

까워지는 것’이라는 가치 개념을 확정하고 최종고까지 이를 보완적으로 정

교화해 나간다. 다음의 성찰 일지를 살펴보면, 위 글의 필자에게 쓰기 과정

이란 끊임없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행복의 조건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만족할 만한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지기 쉽다였는데, 그렇게 되면, 꿈을 작게 가지고

낮춰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의 모순이 생겨

바꿔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3-2. '꿈을 꾸기 어려운 사회임을 이야기하면서도,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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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하는 생각

4-2. 현실사회에서는 꿈꾸기 어렵지만, 꿈을 꾸라는 데에서 모순점을 찾았

다는 점에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4-4. 모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5-2.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했고, '소확행' 예시를 삭제해

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함께 하였다.

6-1.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전보다 더 개연성 있고,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중간에 어투가 바뀌지 않도록 하였다.

6-2.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를 잘못 말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모순이 있

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표현에 유의하였다. [②-M15-R] (밑줄은 연

구자)

②-M15는 초고에서 ‘행복은 주관적(이므로 만족의 기준을 낮추는 것)’

이라는 판단과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정고1에서 ‘소확행’의 예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꿈을 꾸어야 행복하지만 사회가 힘들게 하니 소소한 행복을 이루자

는 건 꿈꾸기를 포기하는 듯해 보여.”, “이상적인 꿈을 꾸기 힘든 사회에서

모두가 꿈을 꾼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 아닐까?”[②-M15-A]와 같은 피드

백을 접한 후, 다시 한 번 소확행의 추구와 꿈을 꾸는 것 간의 모순, 현실

사회는 자신의 꿈을 꾸기 어려운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꿈을 꾸어야 행복이

올 것이라는 판단의 모순을 인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과 ‘진정한

행복’을 나누고, ‘사회의 구조와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첨가

하여 최종고를 완성한다. 이는 가치의 의미역에 내포된 불일치된 목소리들

을 하나로 종합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고의 밑줄 친 내용은 수정고1에 없었던 내용으로 “꿈을 꾸어

야 행복하지만 사회가 힘들게 하니 소소한 행복을 이루자는 건 꿈꾸기를

포기하는 듯해 보여.”에 대응하여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 새롭게 첨가한

내용에 해당한다. 해당 내용은 개인이 추구할 가치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설명하는 필자의 주된 결론과는 다소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수정고1에서 최종고로 사유가 전개될 때 새로운 내용의 첨가와 비

판적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필

자 인식이 심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정고1에서 최종고의 점수 향상도

가 +1.0점(W2: 33.33점, WF: 34.33점)으로 분석 대상 평균인 +3.51점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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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118) ②-M15의 정당화 기제 생성이 전반적으

로 우수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119), 이것이 인식의 성장이나,

쓰기 결과물의 질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②-M15가 현재 주어진 피드백과

관련하여 국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시도한 것에 기인한

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치의 전체 체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가치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2차 조사에서 성찰 일지 전반에 걸쳐 쓰기 과정 내내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쓰기 과정을 전개하였음을 드러낸 학습 필자

는 ②-M15와 ②-M19 두 명이었는데, 앞서 제시된 ②-M19(p.220)가 높은

수준의 사유의 심화를 보여준 반면, ②-M15의 경우 모순점의 발견과 해결

에 대한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유의 심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②-M15가 발견한 모든 문제가 자

신의 사유 과정이나 가치 체계 전체에 대한 조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

니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②-M15 이외에도 상당수의 학습 필자들이 읽기

와 동료 협의, 또는 자기 점검 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인

식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 발견 여부가

아니라 문제 발견의 범주의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표현 차원, 문장 차원, 문단 차원을 넘어 자신의 사유 과정 전

체, 혹은 가치 체계 전체의 범주 속에서 발견된 문제일 때, 정당성 물음의

층위로, 심화적인 추론의 연결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

118) ②-M15의 초고에서 최종고의 점수 향상도 또한 +8.33점(W1: 26.0점, WF:
34.33점)이어서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119) ②-M15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층적 물음 유형 대화적 참여 유형 추론의 연결 유형 개념

도식

선정

담화

구조

배열

필자

위치

표현
W1 W2 W3 WF W2 W3 WF W2 W3 WF

사실 이유 이유 이유
보완

적

보완

적

비판

적
확장 확장 확장 분리

도입식

가치

해석

비관여

/통합

/확신

<표Ⅲ-32> ②-M15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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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발견된 문제가 그 자체로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이 가치 체계 속에서 정합성을 가진 것인지 검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반면, 가치 체계 전체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의 해

결을 시도한 학습 필자도 있었다. 예컨대 ①-F19의 경우, 초고에서는 정의

를 ‘나쁜 사람에게 벌 주는 것’으로, 수정고1에서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수정고2에서는 ‘공리주의’로, 수정고3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가치 개념과 기반으로 삼는 가치 원리가 계속적

으로 전환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최종고에 이르러 ①-F19는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치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전략) 공리주의도 완벽한 정의가 아니고 의무론도 완벽한 정의가 아니

라면 도대체 무엇이 정의라는 것일까? (중략) 나의 대답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저마다의 정의가 있

다. 정의란 그 누구도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렇기에 더 어려운 주제이다.

(중략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로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

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다.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올바른 사회

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후략) [①-F19-WF]

①-F19는 수정고1에서는 앞선 초고에서 제시한 가치 판단의 문제를 발

견하여 정의의 가치 개념을 ‘공리주의’로 수정하고, 수정고3에서는 수정고1,

2에서 제시한 공리주의의 문제를 발견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다시 가치 개념으로 수정한다. 그런데 최종고에 이르러 이러한

사유 과정 전체를 살피는 것을 통해 공리주의와 의무론 간의 부정합성의

문제를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는 가치 원리에 기반한 자신

의 가치 체계 속에 위치 짓는다. 이는 당면하고 있는 텍스트 차원의 모순

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의 궤적을 모두 관통하는 체계의 정합성의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절에

서 초고에서 수정고에 이르기까지 고립적인 양상으로 추론을 생성해 나갔

지만, 최종고에 이르러 추론의 연결을 통해 이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형성

했던 ①-M9, ①-M19, ①-M8(p.176) 또한 사유 과정 전체를 조망하여 문

제를 발견한 사례였으며, 이러한 가치 체계의 형성이라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과 이를 통한 사유의 진전은 국지적인 모순의 발견과 해결만으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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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을 확정적 사실(fact)

로서 다루는 것은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위를 지식 구성자가 아닌 지

식 전달자에 머물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서 스스

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가치 해석 글쓰

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발견의 범주이다. 궁극적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는 가치 체계를 통한 학습자의 지평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를 곧 인식적 성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당면하

고 있는 표현이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유 과정 전

체에 주목하고 여기에서의 정합성을 문제 삼을 때, 정당화 기제의 생성이

수사적 제약을 만족시키는 텍스트의 생산이 아닌 자신의 지평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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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설계

1.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전제

앞서 살폈던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과 학습자 양상 분석은 이를 교육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달점과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특히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중심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에 접

근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기술적(descriptive) 차원의

의의이다. 필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을 ‘다층적 물음’,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 ‘개념 도식의 선정’, ‘담

화 구조의 배열’, ‘필자의 위치 표현’으로 범주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

의 수행을 분석적으로 포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평가적

차원의 의의이다. 이는 첫 번째 기술적 차원의 의의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범주화한 정당화 기제 생성 수행의 원리들을 통해 학습자의 수행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쓰기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확인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는 자기 조정적인 수행과 사유

의 궤적들을 확인하여 피드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차원의

의의이다. 평가적인 차원에서 발견한 학습자 수행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수행적 차원의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다소간 중립적인 것인 반면, 이를 평가적·

교육적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글쓰기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와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

다. 쓰기 교육의 목표가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쓰는 것이란 ‘잘 쓴 글의 생산’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중심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에 접근하는 것에는 새로

운 인식을 향한 사유의 진전 과정을 ‘좋은 글쓰기’로 보는 관점이 동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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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잘 쓴 글’이 언제나

‘좋은 글쓰기’의 수행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좋은 글쓰기의 수행

을 잘 쓴 글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정은 형편

없으나 결과물의 질이 우수한 경우와 치열하게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물의 질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필자를 더 글을 잘

쓰는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다시 말해 글을 잘 쓴다는 것의 본질

을 결과와 과정 중 어디에서 찾아야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무엇을 지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유는 텍스트화됨으로써 비로소 ‘글’이 된다. 언어라는 외피를 입기 전

의 사유는 아무리 수준 높은 것이라도 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좋은 가치

해석 글쓰기는 글이라는 결과물이 존재할 때만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잘 쓴 가치 해석 글’과 ‘좋은 가치 해석 글’ 사이에는 객관과 주관만큼의

간극이 존재한다. 유려한 표현과 같은 수사적 차원의 문제를 차치하고 ‘보

편의 차원에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심화’라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본질

만을 생각해볼 때, 전자가 ‘얼마나 깊은가’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얼마

나 깊어졌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얼마나 깊은가가 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라면, 이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의 기준점은 어

디까지나 필자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는 단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전의 사유를 넘어서려는 부단한 과정 속에서 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은 ‘잘 쓴 글’보다는 ‘좋은 글’을 지향하며, ‘좋은 글’은 어디까지나 ‘좋

은 글쓰기’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잘 쓴 글이 아닌 좋은

글쓰기의 방식과 수행 과정을 쓰기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학습자 개개

인의 사유 내용과 과정, 실제적인 성장에 주목하는 관점이며, 지금까지 논

의된 정당화 기제의 생성의 제 국면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필자 사유의

진전과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평가적·교

육적 국면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전제에 대한 이러한 고민의 기반 위에서, 이하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정당화 기제 생성 원리들을 잘 구현함으로써 좋은 가치 해석 글쓰

기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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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구도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 표현, 수정하는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교사가 역

동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의 작문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고자 하

는 쓰기 교육 방법’을 의미하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이재승, 2002)은, 6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실 쓰기 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왔

다. 이는 완성된 한 편의 글이 아닌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

서, 모범적인 글에 대한 모방과 반복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았던 결과 중심

쓰기 교육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관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내용을 선정, 조직, 표현, 수정’하

는 ‘쓰기 활동 과정’만을 의미할 때, 쓰기 교육은 쓰기 기능에 숙달한 필자

를 길러내는 것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쓰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때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독자와 목적을 고려하고 있는가?’와 같은 수사적 문제

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 또한 읽기, 다발 짓기, 생각

그물 만들기와 같은 활동 차원의 비계 제공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

한 활동 지향적인 교육 내용은 인지적이고 영속적인 학습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성찰적 사고가 없는 즉각적인 실제’로 피상적인 학습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Wiggins, G. & McTighe, J., 2005/2008: 35)에 부

딪힐 수밖에 없다. 즉, 쓰기 교육이란 쓰기의 인지적 절차나 활동을 경험케

하거나, 혹은 교실 쓰기 장르로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 학습

자로 하여금 교실 밖으로 전이 가능한 실제적인 의미 구성의 방식을 습득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인식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을 통해 필자는 스스로도 확

정할 수 없는 가치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스스로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과정

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치에 대한 판단이 현재적인 것이자, 지속

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 해석 글쓰

기에서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은, 하나의 통에 담듯이 새로운 논거를 첨

가하거나, 혹은 그 안에 있던 부적절하다고 여겨진 논거를 삭제하거나, 재

조직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편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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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들의 체계로서 수행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 필자의 주

된 역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확정성을 확정성으로, 주관성을 보편성으

로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이는 단번에 완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는 필자가 자신의 사유를 보편의 독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정당화

의 시험대에 올림으로써 그것이 점진적으로 공고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수행 과정이며, 이를 곧 정당화 기제의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20)

즉, 가치 해석 글쓰기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중심에 둔 계속적인 갱신의

과정이자 ‘더 나은’, ‘더 보편을 향한’ 인식을 만들어 가는 ‘자기 조정’적인

것일 때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유사한 질적 수준을 보

이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 기준이 아닌 학습자의 처음의 인식과 비

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사유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평가를 위한 준

거보다 스스로를 지식 생성의 준거점이자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은 쓰기를

통해 생성된 ‘인식의 실제성(authenticity)’을 담보하여 자기화에 이르게 하

는 방법이면서, 자신이 생성한 가치의 의미가 보편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과 공신력을 담지한 것임을 알고 필자로 하여금 이를 향해 가도록 하는 기

본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가치 해석 글쓰기에의 정당화 기제

생성은 ‘학습 필자의 자기 조정적이고 실제적(authentic)인 쓰기’라는 교육

적 구도 속에서 Ⅲ장에서 살펴 본 학습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과 영향

요인을 토대로 그 구체적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조정 학습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자기 조정(self-regulation)’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주도적(self-initiated)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주도적 피드백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Zimmerman, 1989/2000)는 점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20) 논증이 의견의 차이를 수반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언어적
연결의 ‘순간’을 표상하는 것이자, 계속적인 재협상이 요구되는 것이며, “더 나아
감(further)”이 논증적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임을 강조한 에멜(Emmel,
1996)의 논의는 정당화에 기반을 둔 인식의 성장 과정으로서의 쓰기의 의미를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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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정 학습 이론에서 학습은 ‘학습 전 사고’, ‘수행 및 의지 통제’,

‘자기 성찰’의 세 가지 국면이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학습 전

사고(forethought) 국면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고 내적인 신념을 포함한다. 또한 수행 및 의지 통제(performance or

volitional control) 국면은 학습 활동 중 주의를 초점화하고 자기 언어화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기 성찰(self-reflection) 국면은

학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적 반응으로 후속되는 학습 활동의 학습

전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기 조정 학습의 순환적 과정은 ‘자신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 전략과 자기 규

제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는’(Land & Hannafin, 2000/2012: 31) 의미 구성

자로서 학습 필자의 주도적인 수행 과정을 초점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지며,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 또한 이러한 세 국면을 중심

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 내용 마련에 있어서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이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글을 쓰면서 떠올린 반응이나 의

견, 가치와 믿음을 구체화하고 갱신해나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적

근간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간 필자―텍스트―독자라는 쓰기의 삼각형에서

쓰기를 통한 필자의 형성은 필자만을 중심에 둔 표현적 쓰기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글쓰기는 독자라는 필자 외부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양

[그림 Ⅳ-1]자기조정학습의순환적국면(Zimmerman, 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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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 채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가치 해석 글쓰기는 정당화를 통해 설득

이라는 소통적 측면과 필자 자신의 가치 지향과 의미의 탐구 과정 모두를

아우름으로써 무게 중심을 필자와 독자의 양쪽에 두게 된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가치 해석 글쓰기가 지닌 탐구성과, 독자를 향한 설득성은 대상에

대한 더 많은 목소리들과의 다층적 소통을 통해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필자의 가치에 대한 주관성을 소통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특정 독자의 요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득’의 과정을 넘

어, 자신을 비롯한 보편 독자의 승인을 향해 가는 ‘정당화’의 과정인 까닭

이다. 수많은 예외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의 문제가 주관에서 시작하되

보편으로 향해갈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더 많은 주관들과의 대화적 소통

속에서만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이 마련한 물음에 대한 응답들의 체계를 마련하는 일

은 독백적인 것이 아니라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존재로서의 독자, 혹은 공

시적이고 통시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의 의미역들과 공유되는 것으로서의 다

층적인 소통 과정이 된다. 특히 가치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수많

은 독자들을 포괄하는 보편의 독자를 아우를 필요성이 있으며, 물음과 응

답이라는 대화적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임상 시험은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당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통시적 존재로서의 독자에게는 법 자체

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임상 시험이라는 대상에 내재된

인간의 도구화, 공리주의, 결과론과 목적론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역들

까지도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정당성을 승인받을 때 비로소 보편화가 가능

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은 권위

있는 자료나 의미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하고, 독백적 모델이 아니라 경쟁에 열리고 노출되어 있는 넓은 장에 자신

의 목소리를 참여시킴으로써 ‘대화를 통하여 자신을 개방하여 스스로를 변

화하게 하는’(Crosswhite, 1996/2001) 과정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적 과정이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필자는 필자와 독자와 대상의 사이를 오가면서 끊

임없이 믿음의 망을 다시 짤 수 있게 되고, 차이에 대해 보다 많이 이야기

할수록 보다 큰 합의와 보편성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대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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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레비나스의 말처럼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에

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 자체’(Lévinas, 1974/2010: 90-103; Lévinas,

1982/2000: 50)이며, 쓰기 교실에서 ‘차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하

는’(Kearney, 2003/2004 : 114) 적극적인 대화적 주체로서의 필자를 길러내

는 것을 가치 해석 글쓰기 교육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이는 글쓰기를 이

해를 봉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를 지연시키는 과정(장지혜, 2016ㄷ)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화적 과정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가치의 의미를 탐구하

고 소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이 된다. 또한 소통을

통해 탐구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담화 속에 넣고 아

이디어를 ‘검증, 경쟁, (재)창조’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바흐친의 논

의(Zappen, 2004: 34)나, 지식이 과학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합의를 거쳐

구성된 산물이라는 쿤(Kuhn)의 관점과도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학습 필자로 하여금 글을 완성하는 정적인 주체가 아니라, 몰랐던

것을 찾아내고, 자기 사유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작용 속에서 좀 더 담론의 맥락 안에 자신의 사유를 위치 짓고, 자신의 글

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동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토대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구도를 구체

화하면 차이에 대한 다층적인 대화적 소통을 기반으로 삼아, 자기 조정적

쓰기 과정의 경험을 통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정당화

기제를 자기 조정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궁극적으로 쓰기 주

체의 인식을 심화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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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구도

3.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내용

1) 정당화 기제 생성의 문제와 교육적 적용

⑴ 사유 과정 차원의 문제와 교육적 적용

앞 장에서 학습자 양상 분석 결과 물음이 ‘개념 물음 → 사실 물음 →

이유 물음 → 정당성 물음’의 층위를 가지는 것이며, 사유 과정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개념 물음에서 정당성 물음으로 층위를 더해감을 확인할 수 있

지향
쓰기 주체의 

인식의 심화

목표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정당화 

기제의 자기 조정적 생성

과정

토대 차이에 대한 다층적인 대화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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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 하나의 물음만을 제기하거나, 같은 층위의 물

음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초점화된 물음 없이 외부적

계기에 따라 산발적인 물음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에서는 ‘물음의 초점화 기능

과 층위를 이해하기’, ‘초점화된 이전의 물음을 토대로 새로운 물음을 발견

하기’, ‘물음의 변화 양상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삼

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적 참여와 관련하여, ‘차용’이나 ‘대체’와 같은 방식을 응답적인

대화적 참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생성

적 정교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보완적 정교화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적 참여를 통해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는 데 있어 모순과 차이

에 주목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모순과 차이에 주목하여

자료 텍스트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응답성을 고려한 대화적 참여 양상의 점검과 조정하기’를 통해 자기

조정적으로 갱신되어갈 수 있다.

추론의 연결에 있어서는 추론의 연결 유형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

지만, 사유 과정 전체에 대한 조망 없이 고립적, 혹은 연쇄적으로 추론을

수행하거나, 혹은 모순과 차이를 국지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우 하나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특히 ‘사유 과정

전체를 조망적으로 점검하기’는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습자가 정당화 기제 생성 수행의 전 과정을 관통하

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자신의 사유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상

위인지적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유를 표상하거나 조직하거

나 대체할 수 있는 지적 장치(intellectual devices)’(Jonassen, 1999)로서 과

정 일지(process log)를 활용할 수 있다. 과정 일지는 쓰기 수업에 있어 쓰

기 과제의 수행 기록, 학습 과정의 기록, 학습 결과의 기록, 최종 결과물에

대한 초고나 수정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Segeve-Miller, 2004ㄴ) 필자의

사유 과정 전체를 조망하고 변화를 감지하는 데 유용한 인지 도구로서 기능

한다.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가 가치 자체의 불확정성과 더불어 그것이 필

자의 신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주

장하는 과정이 아닌 스스로 이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수행되는 특성을 지닌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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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채로 설득하는 글을 쓰려니 어려웠

고 글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어려웠다. [②-F19-R]

1-3. 글을 쓰기 전에는 행복이란 완전무결하고 순수하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행복을 최종 목표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행복이 자신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②-M4-R]

3-3. 일단 도덕적인 행동으로의 행복에 관한 개념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확실해졌다.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

지만 막상 시작하고 고민해보니 중요하게 여겨졌다. [②-M22-R]

제시된 ②-F19의 경우 성찰 일지를 통해 주장이 먼저 정해지고 이를 설

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채’ ‘설득하는 글’을

써내려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치 해석 글쓰기의 필자가 탐구와

설득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쓰기 과정을 통해 ②-M4, ②-M22 학습 필자는 쓰기 과정의 전과 후에 행

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판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

필자의 인식이 질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1-3. 확실히 글을 쓰면서 영원한 행복은 없고 매일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비해서는

아주 짧게 느껴지고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는 매우 큰 감정이라고 정의

하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 '어차피 행복은 오래 가지 않으니 지금

행복한 순간을 그저 즐기면 된다'라는 새로운 생각에 도달하더라고요.

5-3. 초반에는 쉽게 얻는 행복이나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행복

모두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진정한 행복은 노력과 자제로

자신의 한계를 깰 때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2.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행복의 종류에 따

라 지속성이 다를까?'였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많은 종류들의 행복

들이 존재하고 그 종류에 따라 지속성도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종류의 행복을 분리해서 그 행복이 이 각각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분류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②-F35-R] (밑줄은 연구자)

특히 ②-F35의 경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쓰기 전) → 행복은 오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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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니 지금 행복한 순간을 즐기면 된다.(초고) → 행복은 종류가 다르

다.(수정고1) → 진정한 행복은 노력과 자제로 자신의 한계를 깰 때 얻는

것이다.’(수정고2·최종고)와 같이 점진적인 판단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이러한 누적적인 인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진전은 사유의 각 국면들마다 ‘초고’와 ‘수정고’의 형태로 이를 언표

화(言表化)함으로써 ‘행복의 종류에 따라 지속성이 다를까?’라는 자신의 질

문에 대한 응답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획득하였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조절해 나간 것에 기인한다.

케이지는 탐구로서의 논증 교육에 대해 논의하면서 필자의 추론되어 언

어화된 명제(reasoned thesis)들이 연필 스케치와 유사한 것으로, 사고의

최종 지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단계의 과정의 표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고 하였다(Cage, 1996).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과 이유를 포

함하므로 탐구의 중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단 명제가

언표화 되면 필자에게 말해지는 데 필요한 것, 말해져야 할 것에 대한 직

관적 감각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비롯된

다. 세게프 밀러(Segeve-Miller, 2004ㄴ)가 쓰기 수업에 있어 과정 일지 도

입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 또한 이러한 언표화가 자신의 사유의 흐름을 조

망하고, 성찰하며, 종합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수증기처럼 부유(浮游)하는 막연한 사유를 언어로 응결

시키는 것은 이에 대한 직관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미완성된 자신의 사

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의 내부적 연결을 촉진하며, 필자 스스로 의미

의 생성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 된다. 즉, 과정적인 원고나 성찰 일

지 쓰기와 같은 과정 일지를 통한 언표화는 학습 필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

고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진전된 것인지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부

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교사에게는 일종의 ‘체온 재기’(Cage, 1996)로 교사가

필자의 쓰기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고 교수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수정고나 성찰 일지를 통해 판단 거점을 빈번하게 전환하

는 것이 확인된 학습 필자의 경우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같은 물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학습 필자의 경우 사고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물음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비계 제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혹은 투입된 생성 계기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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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학습 필자의 목소리와 통합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자기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기획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본령을 수행하는 교수·학습 방식으로

서도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던 바와 같이, 탐구적 태도,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려는 저자로서의 태도, 주관성을 소통의 장에 열어놓으려는

태도, 인식적 한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와 같은 필자 요인들은 정

당화 기제의 생성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가장 중심에 놓

이는 것은 저자성의 차원이다. 필자가 저자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 자신의

발화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필자 자신에 한정

된 주관적인 것으로 한정해 버리거나, 보편 독자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기존의 담론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당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자성은 필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화에

대한 책임과도 관련된 것으로, 저자성을 경유하지 않는 쓰기의 수행일 때,

이는 자신의 판단을 보편의 가능성에 열어두기보다는 오히려 대화적 참여

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사

는 ‘필자로서의 태도와 역할(저자성)을 점검하고 조정하기’를 교육 내용 요

소로 설정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자성의 정도를

메타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이 각각의 생성 계기들

에 응답하는 태도를 살핌으로써 스스로 발화에 어느 정도의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단순히 유보적이거나

확신적인 태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예컨대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필자의 경우, 그것이 대화적 참여의 과정에서 추후의 다른 목소리들에 응

답하기 위한 도약대로서의 유보적 태도인지, 자신이 대면한 다른 목소리들

과의 경합의 결과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보적 태도인지에 따라 저

자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보편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소통 주체들과의 대화 수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가치 해석 글쓰기가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오가

며 보편으로 향할 수 있는 고차적인 성찰적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는 점에서 저자성에 대한 인식은 필자 자신의 세계관을 찾고 이를 재구성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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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문제와 교육적 적용

“모든 표현(表現, presentation)은 재현(再現,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은

‘필자의 사유란 오롯이 필자에게서 시원(始原)한 것이기보다 상호텍스트적

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텍스트화된 언어적 결

과물이 필자의 사유 과정을 ‘거쳐’ 다시 쓰인 것이라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

다. 이렇게 볼 때 재현의 과정으로서의 텍스트화는 필자의 사유 과정이라

는 일종의 렌즈를 통과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텍스트에는 필연적으로 이

러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하여 하이랜드는 텍스트가 인

용되거나 할 때, ‘주제 내용(subject matter)’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meaning)’는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소재, 입장, 태도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표현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Hyland, 2008: 22-23)이라고 하였다. 즉, 필자의 사유

자체가 ‘내용’이라면, 필자의 사유 과정은 ‘의미’로서 텍스트에 자리 잡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 필자들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사유 과정과 결과, 의도와 언

어적 표지가 괴리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에

따라 비직선적인 탐색의 끝에 결론을 미결정 상태로 보류하거나, 반대로

이를 ‘화제에 대한 평가와 근거’와 같은 직선적인 배열로 치환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 그 구조가 너무 열려 있거나 닫힌 상

태여서 가치에 대한 사유를 온전히 구조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는

표현의 차원에서도 사유 과정 내내 가치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고 인지적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

우나, 비관여적인 위치에서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자 하지

만 ‘생각한다’와 같은 관여적 표지를 비의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치의 주

관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설

득하는 글쓰기 교육이, 쓰기를 인식의 성장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학생

들로 하여금 주관을 점차적으로 보편화해 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확실한 객관에 이를 수도 없으면서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객

관을 모사(模寫)하기를 요구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텍스

트에 필자가 자신의 존재와 사유 과정을 투사하고 이것이 언어적 결과물과

조응하도록 함으로써 모사가 아닌 재현으로서의 쓰기를 수행하도록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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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텍스트가 필자 자신의 인식에서 비롯된 ‘자신의 것’일 때, 자신

의 목소리로 입장을 협상하고 사회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대화에 참여하는

과정도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에 적합한 언어화 방식

사용하기’와 ‘사유 과정과 생성된 결과물이 조응하는지 점검하고 조정하기’

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초고에서 일련의 추론을 거쳐

최종적 결론으로 제시되었던 명제가 점차 전제로 이동하거나, 배열상 앞부

분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행복은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이다. 행복하다는 사람은 대체로 기쁘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기쁨과 같은 의미를 지닐까? 나는 행복은

일시적인 만족감이고, 기쁨은 순간적인 만족감이라고 생각한다. 즉, 행복이

라는 범위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예시는 무엇일까? 직장인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 (중략) 즉,

행복의 조건은 심리적으로 안정한 상태여야 한다. 그러면, 남이 볼 때 행복

하지 않아 보이지만, 자기는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것일까? 자기가 심리적으

로 안정하고 내적 갈등도 없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중략)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복하지 않다고 꼭 불행

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삶의 최고조를 도달하지 못 할 뿐이다. 행

복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 행복의 유효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②

-M22-W2] (밑줄은 연구자)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이다.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

까? 나는 행복은 삶의 질 중 최고조에 다다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유효기간이 존재할까? 행복의 의미에 대한 생

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행복이 유효 기간이 존재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행복은 삶의 질 중 최고

조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고 다다르는데 시

간이 걸리므로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그럼 삶의 최고조에 다다르는 것은

어느 경우일 때일까? (후략) [②-M22-WF]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의 필자는 수정고1에서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 → 행복은 심리적으

로 안정한 상태여야 한다. →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최고조를 도달하지 못한 것뿐이다. → 행복의 유효 기간은 짧다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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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추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련의 추론 끝에 귀납적으로 도출된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최고조를 도달하지 못한 것 뿐’이라는 밑줄 그은 명제는 최종고에 이

르러 글의 첫 머리에 확정적 전제로서 제시되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최종

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으로서 제시된다. 귀납적

이고 잠정적으로 제시되었던 결론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확정적인 것으로

옮겨 간 것은 필자가 ‘3-3. 주장을 더 확실히 내세워서 나의 생각을 확실히

쓸 수 있’[②-F32-R]도록 하기 위한 것이자, 사유 과정을 거치며 필자의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증 정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학습 필자가 쓰기 과정에서 배열을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차원의 정련을 시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 판단의 확실성

이 변화하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121)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에 대한 확증 정도는 미시적인 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전략) 이처럼 기준에 대해서 써봤다. 당연히 이 기준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변수가 존재하니까. 그렇지만 ‘합리적 행복’과 ‘생존과 행복의 연관

성’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②-M14-W3] (밑줄은

연구자)

(전략) 이처럼 나는 행복의 기본 조건에 대해 작성하였다. 물론 더 많은 조

건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 조건인 합리적 행복과 생존의 안정성을 말했

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딘가에 이 조건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모르고 살 수

도 있지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인 것이다. (후략) [②-M14-WF]

(밑줄은 연구자)

위 글은 ②-M14가 작성한 수정고2와 최종고의 끝 부분이다. 해당 학습

필자는 수정고2에서 ‘이 기준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한정하면서

121) 다음의 성찰 일지 내용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1. 수정고1보다 조금 더 문맥을 정리해서 결론에 있던 내용을 본론에
올려서 내 의견을 좀 더 확실하게 적으려고 했다. [②-F1-R]

5-1. 주장을 앞으로 땡기기 위해 서론을 대폭 줄였다. [②-F2-R]
6-1. 내용의 순서를 조금 바꿨다. 피드백 받기에서 칭찬받았던 부분을
더 신경 쓰게 된 거 같다. [②-F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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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기준에도 기초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최종

고에서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라는 확신 표현으로 이어진다. 이

와 같은 양상은 수정고2에서 ‘행복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라고 서술

했던 필자 ②-F46이 최종고에서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필자의 상위담화적 표현은 필자가

생성한 의미의 확실성에 대한 필자 스스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

실성의 구축을 통해 필자 자신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는 텍스트적 방식

이자 정당화의 기제를 생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담화 구조의 배열이나 필자의 위치 표현, 혹은 개념 도식의 선정

은 단순히 수사적 장치로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사유가 위치하는 지점을 보

여줄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또다른 조정과 생성의 도약

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 또한 단순히 최종적 결과물이

서사적인가 은유적인가, 혹은 배열이 직선적인가 비직선적인가, 표현이 단

정적인가, 유보적인가를 두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나, 여기에 스스로 부여한 권위

의 변화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해 적절한

비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이 아닌 재현의 관점에서 사유의 텍스트화에 접근할 때,

쓰기 수준과 의도에 따라 비관여적인 태도로 주체와 분리된 것으로서 가치

를 객관성에 기반하여 정당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주체로서 독자와 함께 가치에 참여하는 자,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가치에 접근해 가는 자로서의 쓰기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사유

과정과 언어적 결과가 의식적으로 조응할 때, 표현은 필자 내적으로는 인

식의 성장을 위한 탐구의 자원이면서 동시에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독자

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사적 자원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2)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의 실제

본 항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양상 및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한 처방적 논의

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실제적 차원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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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정당화 기제의 자

기 조정적 생성을 가능케 하는 교수·학습 활동들을, 자기 조정 학습 이론

에 터해 ‘사전 학습 및 문제 탐색’, ‘쓰기 수행 및 조정’, ‘생성 결과의 성찰’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⑴ 사전 학습 및 문제 탐색 국면

본격적인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goal setting), 제시된 가치문제를 탐색하여 정당

화 기제 생성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strategic planning)하는 것이다.

우선 ‘탐구로서의 쓰기’라는 쓰기 목표의 설정을 위해 학습자는 다른 글

쓰기 장르 – 가치를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 가치 설명 글쓰기, 문학 작품,

정책 논제 글쓰기 - 와의 비교를 통해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과 장르적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념에 대한 직접 교수의 방식보다는 유

사한 가치를 다룬 장르별 실제 텍스트들, 또 유사한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

논의한 가치 해석 텍스트들을 비교하며 읽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

해석 글쓰기의 수행적 특성을 추론해보도록 한다. 이는 하나로 확정지을

수 없는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가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당화 기

제는 논증을 기반으로 삼지만 필연적으로 주관성과 정서가 개입되며, 이를

보편화하려는 시도가 곧 정당화 기제의 생성임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유사한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 논의한 텍스트 간의 비교는 수많은 주

관들이 모두 소통의 장에 진입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판

단을 손쉽게 객관으로 치환하거나 외부적 목소리로 대체해 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더해, 교사는 글이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

라 수십 번, 수백 번을 고쳐 쓰기를 통해 이루어진 유명 작가들의 사례나

논문의 프로시딩이 대화적 과정과 조정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글쓰기가 단번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성되어 가는

과정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제시한 가치문제를 접하고 학습자가 이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 가능해지는데, 하나는 가

치문제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과 내적 흥미(intricsic interest)가 유

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치문제와 학습자 삶과의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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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문제의 표상시 학습자들

이 가치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가치문제를 둘러싼 맥락이나

이야기를 함께 마련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치문제로 설정한 경우 트롤리 딜레마나 오멜라스의 이야기122), 혹은 수

시 입학 제도나 정당방위에 대한 처벌 문제와 같은 구체적 이야기들을 통

해 정의라는 가치가 단순히 가부(可否)의 문제, 혹은 계량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맥락 속에서의 선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가치문제의 마련은 단순한 논제 차원의 선정과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가치문제가 발생하는 다단한 맥락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구성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학습자들에게 가치문제가 철학자들

의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실세계의 경험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이며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가

치에 대한 편향적 관점을 지닌 사례나 텍스트들은 학습자가 가치문제를 초

점화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향성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

고의 터전을 담지한’(장지혜·김신원·김종철, 2019: 327) 것인지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가치문제는 ‘진실함이란 무엇인가’, ‘절제란 무엇인가’와 같이 가치 개념

의 직접적 탐색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

정한가’, ‘심청의 행위는 바람직한가’와 같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가치 개념을 찾아나가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학습자 양상 분석

122) 해당 딜레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andel, 2007/2008 참조)
▪트롤리 딜레마: 전차 기관사가 철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저 앞에 인부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 전차를 멈추
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에는 인부 한 명이 일
하고 있다고 할 때,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릴 것인가? 여기에 그렇다고 대
답한 경우, 이번에는 전차 기관사가 아니라 다리 위 구경꾼의 입장에서 생
각해볼 수 있다. 비상 철로가 없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로 인해 인부
다섯 명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옆에 서 있는 덩
치 큰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만이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밀어야 하겠는가?

▪오멜라스의 이야기: 축복받은 도시 오멜라스에는 방이 하나 있다. 방문은 잠
겼고, 창문은 없다. 이 방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다. 지능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안 좋은 아이는 방치된 채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 오
멜라스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아이가 그
비참한 곳에서 나와 햇빛을 본다면 그 즉시 오멜라스의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파괴된다. 아이의 불행만이 오멜라스 전체 행복의 유일한 조건
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그곳에서 꺼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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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추상성의 차원에서 전자가 더욱 큰 인지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

우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로부터 가치 개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가치 개념 자체에 대한 탐색 문제로 가치문제를 위계화하여 제

공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정당화 기제를 생성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은 제시된 상황에 대

한 일차적 가치 평가나 혹은 가치 개념을 제시하고 공유하게 된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판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판단이 모두 저마다의 맥락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지지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가치 해석 글쓰기의 도달

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자신의 판단이 합리적인 독자 일반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독자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것인지, 더

많은 독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학습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함으로써 ‘보편 독자’ 개념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이후 전개될 쓰기 과정에 저자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

도록, 일련의 쓰기 과정이 종료된 후 자신의 글이 출판이나 온라인 게재의

방식으로 교실 밖에서 공유될 수 있음을 공지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는 학

습자가 구성할 독자의 범주를 넓힘으로써 학습자가 쓰기 목표와 전략적 계

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⑵ 쓰기 수행 및 조정 국면

쓰기 수행 및 조정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마다 자신의 수행에 주

의를 초점화(attention focusing)하고, 자기를 점검(self-monitoring)하며, 계

속적인 조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괄적인 도달점이 설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의 속도에 따라 조정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

며, 교사는 촉진자이자 비계 제공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것은 학습자의 일차적 판단에 물음을

제기하는 일이며, 이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음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쓰기 과정이 진행된다. 물음은 문제의 발견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나는 필자가 생성한 의미들 내에서의 모

순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의 판단과 자료 텍스트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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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가 이들을 대상

화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창안하기’가 아니라 ‘다시 보기’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물음의 형태로 전환하고 해결해 나가는 ‘다시 쓰기’를 통해 또 다른

생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생성 계기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직접적 원

인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문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① - 자신이 작성한 글을 다시 읽고,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의 차원에서

서로 어긋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더 해결하고 싶

은 문제가 있는지 원고에 표시해보고 물음의 형태로 표현해보자.

- 자신과 타인의 판단을 비교해 보고, 개념, 사실, 이유, 정당성의 차원

에서 서로 어긋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더 해결하

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 원고에 표시해보고 물음의 형태로 표현해보자.

② 차이가 있는 내용 중 어떤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써 보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알아야/생각해야/찾아보아야 할 것이 있

다면 무엇인지 써 보자.

이는 모호하게 존재하는 탐색의 과정을 초점화하고 모순과 차이에 주목

하여 자료 텍스트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교사는 물음의

과정이 인식의 심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앞서 밝혔던 물음의 범주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단순

히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체적으로서

존재하는 차이와 모순들을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초고 쓰

기와 이것의 검토를 위한 성찰 일지나 다시 쓰기와 같은 과정 일지의 작성

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에 제시된 발문들에 기반을 둔 문제 발견의 과정은

학습자들이 과정 일지를 작성한 직후, 혹은 과정 일지 작성을 시작하기 이

전마다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치 해석 글쓰기가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높은 층위의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화 기제 생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물음의 층위를 알려주는 것만

으로 학습자들이 높은 층위의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

서 각각의 물음의 층위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예시로서 제공하고,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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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획득한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스트를 구별하는 공동의 작업을 통

해 물음의 층위가 청중의 동의의 범주를 결정 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물음의 층위를 이해하는

경험은 가치 개념의 차원에서 가치 적용의 차원으로, 가치 적용의 차원에

서 가치 체계의 차원으로 정당화 기제 생성의 범주를 넓혀 나가는 데도 기

여한다.

또한 자료 텍스트와의 대화적 참여에 있어 무시, 대체, 차용과 같은 비응

답적 양상을 보이는 학습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과정 일지를 통해 이를 스

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차적으로는 교사나 동료 필자들에게 사유

의 발전 과정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사유의 변화에 주

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료 텍스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단이 변화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무시)”, “본인

의 판단은 원래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판단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대체,

차용)”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적 참여 양상에 대한 점검

과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보완적 정교화와 같은 응답적 양상을 보

이는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자료 텍스트와의 미시적 차이에 대해 천착하고,

거기에서 ‘생성’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생성

적 정교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당화 기제 생성 수업의 경우 쓰기의 모든 국면에서 자신의 사유를 공

론장에 열어놓고 토의하는 대화적 경험이 요구된다. 이는 가치 판단의 주

관성을 보편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시도이자, 자신의 쓰기 행위에 대한 책

임과 권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지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수업 맥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성 계기의 투입시마다 과정 일지를 작성하되, 매 시간 누적적으

로 과정 일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사유 과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신의 생성 계기에 대한 대응이 국

지적인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자신의 가치 체계 내에서 정합성을 갖는

지를 살피는 과정이면서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추론들을 가치 체계로 포섭

하거나 혹은 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컨대 과정 일지를 살펴보고 돌

출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판단이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지를 고민

하고 가치 개념, 가치 적용, 가치 체계의 차원에서 자신의 다른 판단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점검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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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망적 과정은 개념 도식이나 담화 구조의 차원에서 생성 계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학습자의 경우 그것이 자신의 사유와 조응하는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교사는 이와 더불

어 학습자가 선정할 수 있는 개념 도식이나 담화 배열의 유형, 필자 위치

표현 표지 등을 제공하고, 구체적 텍스트를 통해 사유와 텍스트가 조응하

는 것이 정당화 기제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

습자는 이를 통해 스스로 언어화의 도구들을 목록화 하고 주체적으로 선택

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유를 더욱 정교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언어화의 중요성은 이것이 단순히 효과적인 표현의 차원, 혹은 독자의

공감의 차원에서 나아가 필자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필자의 정서와 관점이 하나의 언어를 이끌어 냈다면, 그러한 언어가

또다른 발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략) 크레스피 효과. 사람들은 이 효과를 ‘당근과 채찍’이라고 주로 부른

다. 보상과 벌점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일의 수행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이처럼 행복을 나는 ‘당근’, 고통이나 아픔을 ‘채찍’

이라고 보며 일의 수행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본다. 위에서 말했

듯, 채찍이 당근보다 앞서는 개념이니 ‘당근과 채찍’ 대신 ‘채찍과 당근’으

로 정정하도록 하겠다.

행복을 당근으로, 고통을 채찍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졸

업식 때였던 거 같다. 정말 잘 지내왔고 평생 좋은 친구로 남을 것 같던

친구가 멀어져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을 때다. 처음으로 인간 관계에 힘들

어서 모든 것에 나약해져 정말 힘들어했다. 하지만, 고통도 잠시 고등학교

친구들을 사귀고 알아가며 그 채찍과 같은 고통을 잊어갔으며 하나의 교훈

을 얻어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픈 채찍

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채찍을 맞고 아직도 잊지 못

하는 채찍도 있지만, 당근으로 늘 치유해왔다. (중략) 수많은 채찍과 당근

에 비례해 많은 성장을 했지만 채찍 없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없을까 하

고 문득 생각에 잠겼다.(후략) [②-F3-W1]

②-F3 학습자는 은유의 개념 도식을 통해 초고에서 행복을 ‘당근’으로

고통을 ‘채찍’으로 언어화한다. 이는 행복은 긍정적인 것,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단순한 정서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

면 고통은 피해야하는 것이 되고, 행복은 추구할 만한 것이 되므로, 행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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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채찍 없이 당근(행복)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학습자의 판

단은 공감을 얻을 만한 것이 된다. 그런데 본래 채찍과 당근의 비유에서

채찍과 당근은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서 존재한다.

당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의미역에 착

안하여 해당 학습자는 수정고1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한다.

(전략) “이번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스마트폰 사줄게.” 시험기간만 되면 나

를 포함한 친구들은 엄마와 계약을 맺곤 한다.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의 힘을 빌려

부모님이 의도하는 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중략)

앞서 말한 시험기간 중 일어나는 계약과 같은 일을 사람들은 주로 ‘당근

과 채찍’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당근’을 행복이라 보고, ‘채찍’을 고통이라

본다. 또, 일체개고라고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그 속에 조그마한 행복이 살

짝 더해지는 것이라고 보아 한 사람의 삶 자체를 ‘당근과 채찍’으로 본다.

인간은 ‘당근’ 만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당근’은 그저 삶을 사

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즉,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중략) 당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느끼며 살자. [②-F3-W2]

②-F3 학습 필자는 행복은 당근이라는 표현은 유지하지만, 인간은 당근

만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

므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정서가 당근으로

언어화되고, 이것이 ‘행복은 느껴야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메이에르가 글의 무늬 자체가 하나의 답이면서 동시에 문자적이

아닌 방식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는 문제생성

적 답이라고 한 것(Meyer, 1993/2012)은 자기 언어화가 필자의 새로운 인

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표현이 단순히 수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가치를 초점화하는 방식이자 인식을 재구성하

게 만드는 계기임을 학습 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표현에 주목하여 생

성적으로 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⑶ 생성 결과의 성찰 국면

생성 결과의 성찰 국면에서 학습자는 자기 평가(self-evaluation)와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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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을 통해 후속되는 학습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의도가 없는

행위나, 성찰이 없는 의도는 유의미 학습에 기여하지 못하며 ‘의도

(intention) - 행위(action) - 성찰(reflection)’이라는 순환 주기가 갖추어질

때만이 유의미 학습이 가능해진다(Jonassen, 2004/2009: 199). 따라서 학습

자가 자신의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에서의 의도적/비의도적 수행들을 점검

하고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쓰기 과정에서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았

던 생성 전략들을 구별하고 이를 자기화하여 이후의 쓰기에 전이되도록 만

드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자기 평가는 자기 점검이 된 정보를 모종의 표준이나 목표와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Zimmerman, 1998/2007). 그런데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는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판단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얼마나 더 보편을 향하고 있는가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초고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인식

의 성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정 일지를 통해 사유의 궤적을 확인함으로

써 각 변화의 국면마다 어떠한 의도가 개입되었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으

며, 그것이 유의미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교사는 다

음과 같은 발문들을 제공할 수 있다.

▪쓰기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주목했던 하나의 ‘물음’이 있다면 무엇

이었는지, 또는 주목한 물음이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쓰기 수행 과정에서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

이었는지, 그것이 최종적인 가치 해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쓰기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는 독자의 범주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쓰기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점이 있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글에서 어떠

한 에토스가 구축되었는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이 있

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글이 지닌 특성과 그것이 자신의 사유와 어떤 점에서 조응하는

지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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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 평가의 대상에는 사유 과정이나 이를 언어화하는 수행적 측

면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지닌 태도의 측면까지도 포함된다. 학습자는 위와

같은 질문들에 의거하여 정당화 기제 생성 과정 전체를 조망적으로 복기하

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이었던 수행의 지표들과 태도적 기반을 확

인하여 다음 쓰기로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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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쓰기 행위는 단순히 문자 텍스트의 형식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인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생산자로서의 필자의 역할을 전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여러 글쓰기 양식 중 가치 해석 글쓰기가 지

닌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가치 해석 글쓰기의 개념 및 정당화 기제 생

성의 본질과 원리를 규명하고,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중심으로 필자의 인

식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려는 목적

을 지니고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는 “평가적 추론을 통해 보편의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함으로써 가치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글쓰기 양식과 쓰기 행위”를 의미한다. 어떠한 실용 문제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궁극적으로 가치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가치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는 학습자가 좋은 삶을 기획하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 가

치 해석 글쓰기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설득적 글

쓰기와 변별되는 가치 해석 글쓰기에 대한 논의가 쓰기 교육의 장에서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쓰기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가치는 도구적 가치가 아닌 윤리적 가

치·미적 가치와 같은 정신적 가치에 한정되며, 본고는 특히 인격 가치에

해당하는 윤리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보편성과 전체성을 그

본질로 삼지만, 그것이 개별 주체에게 현상될 때는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담지하게 된다. 가치 해석 글쓰기는 이러한 주관성을 보편화하기 위한 도

구로서 논증에 기반을 두며, 사실 판단으로 가치 판단을 지지한다는 점에

서 사실의 진위나 정책의 유용성을 설득하는 것에 비해 결론의 지위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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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가치 해석 글쓰기는 ①

논증 구조를 기반으로, ② 자아의 주관성을 전제하고 이것의 정당화를 시

도하되, ③ 보편 독자를 주된 초점 독자로 상정하여, ④ 실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가 아닌 가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석

적 담화를 생산하는 쓰기로서 요약될 수 있다.

가치 해석 글쓰기가 논증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정당화가 중요하게 다

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결과물로서의 정당화를 통해 주장을 독

자가 수용하는 것보다, 수용하도록 ‘만드는’ 필자의 사유 과정을 중심으로

쓰기 현상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결론·발견 등을 적절하고 유

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작용과 원리”로서 정당화 기제의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

제는 참/거짓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들 사이에서 가치 비교를 통

해 가치의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가치의 체계를 형성하며 실현되며, 필자의

판단에 필연적으로 ‘정서(情緖, emotion)’가 개입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정

당화 기제는 내적 탐구와 상호주관적 소통을 연결 짓는 필자의 사유 과정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정당화 기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합의를 향해서 끊임

없이 응답하는 대화적 수행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정되는 생성적인 것일 때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글쓰기를 필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가치 판단이나, 기존에 수집된 논거들을 문자 언어로 옮기는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필자의 인지적 ‘틀’을 만들어 가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장(場)’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화 기제

의 생성은 ‘더 나은’ 결론으로 향해가는 생성성과, 대화적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합의와 보편으로 향해가는 원심성을 본질로 삼는다.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정당화 기제를 생성할 수 있는 필자를 기르기 위

해서는 정당화 기제의 생성 원리가 구명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 고찰 및

전문 필자 10인의 글쓰기 텍스트 분석에 터해 살펴본 결과 정당화 기제의

생성은 사유 과정 차원의 생성 원리와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성 원리

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유 과정 차원의 생

성 원리는 ‘다층적 물음 설정을 통한 가치 전제의 설정’, ‘대화적 참여를 통

한 가치 적용의 합리성 신장’, ‘추론의 연결을 통한 가치 체계의 형성’의 세

가지로,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생성 원리는 ‘개념 도식의 선정을 통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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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보편화’, ‘담화 구조의 배열을 통한 인식적 질서의 구성’, ‘필자의 위치

표현을 통한 에토스의 구축’의 세 가지로 제시된다. 이러한 원리들은 명확

히 구획된다기보다는 상호교섭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추동한다.

이렇게 도출된 원리들이 실제 학습 필자의 글쓰기에 드러나는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 대학교 3학년 학습자 32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조하여 1차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2차 조

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97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수업은 각각 9차시, 6차시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

쳐 수행되었으며, 예비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는 각각 2회, 5회, 4회의

다시 쓰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통해 계속

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내용 분석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학습 필자의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사유 과정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은 사유 진행의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

며 이를 통해 정당화 기제가 생성되고, 인식이 성장해가는 양상을 추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물음의 층위나 대화적 참여, 추론의 연결 양상이 학습

필자의 인식의 질적 변화 및 쓰기 결과물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사유의 텍스트화 차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또한 1, 2차 조

사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 필자 및 예비 조사 결과와의 비교, 사례 간

비교를 통해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어적

표현이 수사적인 것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필자의 사유

과정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당화 기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적 내용 분석 결과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당화 기제 생성의 질과 쓰기 결과물의 질이 정

합적인 사례와 정합적이지 않은 사례로 유형화하고, 전자를 중심으로 정당

화 기제 생성에 작용하는 영향 요인을, 후자를 중심으로 정당화 기제와 쓰

기 결과물을 매개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쓰기 목표의 설정’과

‘인식적 한계에의 대처 방식’, ‘필자 정체성의 구성’은 정당화 기제 생성의

직접적 영향 요인으로, ‘주관성의 처리 방식’과 ‘문제 발견의 범주’는 정당

화 기제의 생성이 쓰기 결과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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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 학습자의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 및 영향 요

인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을

설계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은

‘잘 쓴 글’보다는 ‘좋은 글’을 지향하며, ‘좋은 글’은 어디까지나 ‘좋은 글쓰

기’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교육적 전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학습자 개개

인의 사유의 진전과 실제적인 인식의 성장을 지향하는 관점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차이에 대한 다층적인 대화적 소통을 기반으로 삼은 자기 조

정적 쓰기 과정의 수행을 교육적 구도로 제시하고, ‘가치 해석 글쓰기에서

보편을 지향하는 정당화 기제의 자기 조정적 생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터해 실제 학습자 수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적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사전 학습 및 문제 탐색 국면’, ‘쓰기

수행 및 조정 국면’, ‘생성 결과의 성찰 국면’으로 나누어 정당화 기제의 자

기 조정적 생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안하였다.

2. 제언

현재의 쓰기 교육에서는 글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완결성을 중시함으로

써 글쓰기를 사고의 종결로 가르쳐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습자는 내용

생성의 과정에서 기존 인식을 재인(再認)하고 세련되게 표명하는 것에 머

물거나, 고쳐쓰기의 과정에서 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 치중하는 등 쓰

기를 정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은 글쓰기의 본질이 이미 종결된 사고의 결정체인

완결된 글을 통해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

용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사고를 확장하고 자신의 지평을 확대하는 쓰기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실현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

다. 쓰기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성장에 있다고 할 때, 글쓰기를 이러한 관

점에서 보는 것은 설득이나 정보 전달과 같은 발화 수반적 목적 달성을 위

한 교육론에서, 필자의 추론적이고 탐구적인 사고의 신장을 위한 교육론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중심축을 옮기는 실천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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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전략이나 근거의 제시가 아닌 정당화 기제의 생성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쓰기 능력’이 아닌 스스로 조정하고 생성해가는 ‘쓰기 운용 능

력’을 가르치고자 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근본 원리

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전이력이 높은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의나 행복, 아름다움 등 가치의 문제는 학습자들에

게 있어 추상적인 것, 혹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거나, 저마다가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여 주관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주관성에서 비롯되어 참·거짓을 판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것

의 추구를 통해 더 나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논구하였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필자에게 획득된 탐구적이고 대화적인 주체로서의

자세와 이를 통한 가치에 대한 성찰은 그밖의 쓰기 영역과 일상의 제 영역

에 전이되어 학습자가 더 좋은 삶을 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필자로 하여금 ‘이전의 나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나’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성된 의미들은 자신에

게서 비롯된 가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자기이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그

것이 다시 다음 사유 과정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가 필자의 실제적인 인식적 성장에 주목하는 후속 연구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당화 기제 생성의 주체인 필자의 수준에 대한 고려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습 필자와 대학생 학습 필자, 전문 필자

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각 조사 대상 간 쓰기 수준에 따른 정당

화 기제 생성 양상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살폈을 뿐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을

변별적으로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쓰기

교육 내에서 가치 해석 글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중학교 이하 학습자에서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확인해보고 각각

의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에게

제시된 과제 요인에 대한 고려이다. 본고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

란 무엇인가’와 같이 가치 개념을 직접 탐색하는 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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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가치를 해석

하는 글쓰기의 경우 이와는 다른 정당화 기제 생성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정의와 행복 이외에 배려, 성실, 자유, 평등 등 구체적인 가치

에 따른 쓰기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

들을 달리하여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교육 내용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그간 쓰기 교육의 영역에서 학문

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치 해석 글쓰기 및 정당화 기제 생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으로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가지며, 한계점들은 추후의 연구

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81 -

참고 문헌

1. 자료

- 교육과정 문서 및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5])』, 서울:

교육부.

민병곤·김정자·박재현·김수학·김성해·윤다운(2018),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미래엔.

박영목·이재승·전은주·김형주·이세영·이혜진(2018),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천재교육.

박영민·박형우·구자경·김영민·박경희·조성만(2018),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이도영·김면수·김잔디·배현주·손범익·엄성신·윤금준·장창준(2018), 『고등학교 화

법과 작문』, 창비.

이삼형·김창원·권순각·안혁·하동원·박찬용(2018),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지

학사.

- 전문 필자 텍스트 -

김종철(2016ㄱ), 『발언: 김종철 칼럼집 1』, 서울: 녹색평론사.

김종철(2016ㄴ), 『발언: 김종철 칼럼집 2』, 서울: 녹색평론사.

신형철(2011), 『느낌의 공동체』, 파주: 문학동네.

신형철(2018),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서울: 한겨레출판.

황현산(2013), 『밤이 선생이다』, 파주: 난다.

Lenoir, F.(2013). Du bonheur: un voyage philosophique. Paris: Fayard. 양영

란 역(2014), 『행복을 철학하다』, 서울: 책담.



- 282 -

Marcuse, L.(1949). Philosophie des Glücks: Von H iob bis Freud. Zurich:

Diogenes. 김상일 역(1989), 『행복의 철학』, 서울: 금성출판사.

Niebuhr, R.(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Scribner. 이한우 역(199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적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Sandel, J. M.(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파

주: 김영사.

Schopenhauer, A.(1851). Parerga und Paralipomena. Berlin: Hayn. 홍성광 역

(2013),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서울: 을유문화사.

Sen, A.(2009). The Idea of Justice. London: Allen Lane. 이규원 역(2019),

『정의의 아이디어』, 서울: 지식의 날개.

Taylor, R.(1995). Restoring Pride: The Lost Virtue of Our Age. New York:

Prometheus Books. 홍선영 역(2014), 『무엇이 탁월한 삶인가』, 서울:

마디.

2. 국내 논저

강희원(2017), 「배제된 자들의 윤리학: 이문열의 <익명의 섬>과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 나이트>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39, 한국동

서비교문학학회, 49-75.

고정식(2004), 「윤리설로서의 J. 롤즈의 정의론」, 『사회발전연구』, 10, 연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85-113.

고창수(2009),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설득 글쓰기 전략」, 『우리어문연

구』, 33, 우리어문학회, 453-468.

권태현(2015),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유형의 체계화 방안」. 『작문연구』,

26, 한국작문학회, 71-105.

김광철(2010), 「도덕에 있어서 자율성과 감정의 역할: 순자와 칸트의 비교」,

『철학논집』, 23,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3-247.

김경애(2016), 「영화를 활용한 딜레마 토론 교육 방법 모색: <다크 나이트>를

예로」, 『사고와 표현』, 9(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125-150.

김기림(2016), 「상소문의 서술 전략과 논증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

모색」,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411-440.

김대행(1992), 「고려 시가의 정서 표출 양상」, 『동아시아문화연구』, 22, 한



- 283 -

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353-364.

김대행(1995ㄱ), 「시조 형식의 의미」, 『시조학 논총』, 11, 한국시조학회,

15-21.

김대행(1995ㄴ),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대행(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

교육학회, 5-30.

김봉순(2010),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 체계 연구: 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 국어교육학회, 169-209.

김성룡(2015), 「고전 글쓰기의 현대적 의의: 글의 구성에 나타난 고전 글쓰기

의 미학적 사유」, 『작문연구』, 25, 한국작문학회, 1-32.

김영성(2009), 「추리서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방안 연구: 글쓰기 과정

으로서 논증적 사고훈련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 한국국어교육

학회, 45-68.

김영정(2005), 『가치론의 주요 문제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김영희(2014), 「서사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19, 한국작

문학회, 353-401.

김용석(2006), 「영화텍스트와 철학적 글쓰기: 글쓰기의 실례를 통한 접근,

『철학논집』, 1(43), 새한철학회, 415-460.

김욱동(1988),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재식(2007), 『논리와 가치 교육』, 서울: 울력.

김정연(2012), 「설득적 텍스트 쓰기 교육 연구: 논증 구조의 고쳐쓰기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정자(2012), 「교사의 필자 정체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44, 국

어 교육학회, 111-140.

김정훈·박영신(2012), 「중등 예비 과학교사들의 지구과학영역 탐구문제 개발

능력 분석」, 『한국지구과학회보』, 33(3), 한국지구과학회, 294-305.

김준기(2003), 「의미범위와 외연 내포의 관계 양상 고찰」, 『국제언어문학』,

7, 국제언어문학회, 5-28.

김태호(2014), 「윤리적 주체 형성을 위한 서사교육 방안 탐색: 윤리적 가치 중

심의 해석학적 순환에 기반하여」, 『문학교육학』, 44, 한국문학교육학

회, 277-306.

김혜연(2014), 「쓰기 과정에서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역동적 상호작용」,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혜연(2016), 「대학생의 학습 목적 글쓰기에서 지식 구성의 양상 고찰: 혼합

연구 방법론의 적용」, 『작문연구』, 30, 한국작문학회, 29-68.

김혜연(2017), 「대학생의 모둠 토론 활동 양상과 입장 변화, 글쓰기 결과물의



- 284 -

관계」, 『국어교육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83-118.

김현미(2014), 「초·중학생의 설득적 글에 반영된 논증 구조 및 논증 도식 연

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나은미(2016), 「영화를 활용한 성찰 글쓰기 탐색: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 헌

트>를 활용하여」, 『작문연구』, 31, 한국작문학회, 63-92.

남궁달화(1997), 『가치 교육론』, 서울: 문음사.

민병곤(2004ㄱ),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민병곤(2004ㄴ),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184-222.

민병곤(2008), 「초등학교 논술 교육 내용 구성 방안」,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107-140.

민병수(1996), 『한국한문학개론』, 서울: 태학사.

박동주(2004), 「철학적 담론을 생산하는 글쓰기, ‘원(原)’체(體) 산문 일고: 정

범조(丁範祖)와 정약용(丁若鏞), 이덕무(李德懋)와 심노숭(沈魯崇)을 중심

으로」, 『한국언어문화』, 26, 한국언어문화학회, 1-15.

박성철(2004), 「설득전략으로서의 텍스트 문체 분석: 표현영역(elocutio)를 중

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511-541.

박수영(2002), 「초등학교 아동의 질문 유형과 사고 수준과의 관계」, 『초등교

육학연구』, 9(1), 초등교육학회, 37-57.

박재현(2006),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 사전』, 서울: 대교출판.

송병우(2007), 「표문(表文)의 비유적 표현과 설득」, 『동남어문논집』, 23, 동

남어문학회, 71-88.

신명선(2009), 「필자의 어성(語聲)에 관한 쓰기 교육 내용 연구」, 『새국어교

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19-255.

신미영·최승언(2008), 「8학년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에 나타난 과학방법의 특

징」, 『한국지구과학회보』, 29(4), 한국지구과학회, 341-351.

양경희(2013), 「독자를 고려한 설득하는 글쓰기 지도」, 『작문연구』, 17, 한

국작문학회, 33-67.

양경희(2016ㄱ), 「설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설득 수준의 상세화와 쓰기 전

략 탐색」, 『작문연구』, 28, 한국작문학회, 155-178.

양경희(2016ㄴ),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108, 한국국어 육학회, 141-172.



- 285 -

양경희(2017), 「설득적 글쓰기를 위한 주장 생성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

육연구』, 63, 국어교육학회, 163-188.

양미경(2007), 「질문 창출 노력의 교육적 의의와 한계」, 『열린교육연구』,

15(2), 한국열린교육학회, 1-20.

양정실(2006),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엄태동(1999), 『로티의 네오 프래그마티즘과 교육』, 서울: 원미사.

엄해영(1996), 「어조와 목소리를 통한 글 읽기」, 『한국초등교육』, 8(2), 한

국초등교육학회, 81-102.

염은열(1996),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간타위소(諫打圍疏)'를 중심으

로」, 『국어교육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7-98.

염은열(1999),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우신영(2013), 「가치탐구활동으로서의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6, 한국국

어교육학회, 229-256.

우한용(2004), 「서사능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

구」, 『문학교육학』13, 한국문학교육학회, 129-169.

우한용·우신영(2014), 「소설의 담론구조와 윤리의 교육적 상관성에 대한 고찰:

염상섭의 <삼대>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연구소, 359-388.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서울: 박이정.

유상희(2017), 「논증 교육을 위한 합리성 개념 고찰」, 『독서연구』, 44, 한국

독서학회, 204-239.

유상희·서수현(2017), 「지식 탐구의 도구로서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고찰:

CCSS 범교과 문식성 영역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32, 한국작문학

회, 83-116.

이길우(1993), 「정서적 동기관계와 상호 주관적 습득성: E. 후설의 현상학적 윤

리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7, 한국현상학회, 320-364.

이동성·김영천(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교육종합연구소,

159-184.

이민형(2015),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 유형 연구: 필수 쟁점의 논리 구

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0(3), 국어교육학회, 122-160.

이민형(2016), 「가치 논제 토론 수업을 위한 설계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이삼형·이선숙(2011), 「주장과 근거 관련 용어의 재범주화: 2007 개정 교육과



- 286 -

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233-256.

이삼형·이지선·권대호(2019),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화 연구」, 『국

어교육』, 164, 한국어교육학회, 1-25.

이상일(2012), 「고전소설의 인물 비평 교육 연구 서설: 인물비평의 개념, 위상,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44, 국어교육학회, 425-452.

이연승(2017), 「영화를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사례 연구: 영화 <빌

리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1, 현대문학이론학

회, 363-390.

이영호(2012), 「학습 논술 교육 연구 : 학습 과정에서의 논증 능력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영호(2013), 「논증 텍스트 유형에 기반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위계화 방

안 연구, 『어문 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9-442.

이영호(2016), 「최명길의 상소문에 나타난 글쓰기 방법 연구: 병자봉사(丙子封

事)를 대상으로」, 『작문연구』, 29, 한국작문학회, 62-90.

이윤빈(2013), 「담화 종합을 통한 텍스트 구성 양상 연구: 쓰기 과제 표상과

텍스트 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윤빈(2016), 「모둠 구성원의 쓰기 수준 차이에 다른 대학생 동료 피드백 활

동의 양상 및 효과」, 『국어교육』, 154, 한국어교육학회, 127-164.

이은희(2011), 「설득 텍스트의 본질 및 특성과 교수 학습」,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1-36.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중심 접근』, 파주: 교육과학

사.

이정찬(2013), 「설명적 글쓰기의 내용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정찬(2016), 「논증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학>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403-426.

이지호(2002),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대희(2008),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타난 해체적 선악의 아포리아 스토리

텔링 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3), 한국과학예술융합

학회, 377-390.

임일환(1996), 「감정과 정서의 이해」, 21-68. In 정대현, 『감성의 철학』, 서

울: 민음사.

임지원(2019),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임천택·이석규(2008), 「초등학교 설득하는 글쓰기 교육의 비판적 고찰」, 한국

『초등국어교육』, 3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31-370.



- 287 -

장성민(2013), 「경험적 논거를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성민(2017), 「학습 목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의 자료 통합 예측모형 탐

색: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52(2), 국어교육학

회, 372-424.

장성민(2018), 「귀추적 사고 기반의 학습 목적 글쓰기 교육 연구: 글쓰기 수행

예측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지혜(2013), 「성찰적 사고를 위한 비평적 에세이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지혜(2016ㄱ), 「쓰기를 통한 에토스 구축의 가능성 모색: 정체성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9, 한국작문학회, 131-161.

장지혜(2016ㄴ), 「대화주의 관점에서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

구』, 31, 한국작문학회, 203-228.

장지혜(2016ㄷ), 「타자성과 정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일 시대 국어 교육

의 방향」, 『국어교육』, 155, 한국어교육학회, 107-130.

장지혜(2019ㄱ),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저자성(authority)’ 논의를 위한 시

론」, 『국어교육』, 165, 한국어교육학회, 141-171.

장지혜(2019ㄴ), 「탐구적 쓰기로서 가치 논제 글쓰기의 특성 고찰: 고등학생

필자의 논증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7, 한국어교육학

회, 1-30.

장지혜·김신원·김종철(2017), 「질문에 기반한 고전(古典) 읽기 수업 사례 연구:

<춘향전(春香傳)>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58, 한국어교육학회,

185-231.

장지혜·김신원·김종철(2019), 「읽고-쓰기 통합 교육을 위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모형 설계와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학

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15-358.

장지혜·서보영·김종철(2020), 「2018년 국가수준 성인의 쓰기 능력 평가 결과

분석」, 『국어교육학회』, 55(1), 155-204.

장지혜·송지언(2019), 「논증적 글쓰기의 수정하기 활동에서 피드백 방식과 필

자 수준에 따른 피드백의 효과성 탐색: 예비 교사 협조자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에 대한 반응 비교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42, 한국작문학

회, 95-137.

전영삼(2013), 『귀납: 우리는 언제 비약할 수 있는가』, 서울: 아카넷.

정재식(2016), 「<다크 나이트>(The Dark Knight)와 틈의 키아로스큐로

(Chiaroscuro): ‘한 줌의 윤리’와 위험한 빛의 실험」, 『비평과 이론』,

21(3), 한국비평이론학회, 231-256.



- 288 -

정정순(2001),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전략: 이규태의 글쓰기를 한 사례로」,

『국어교육학연구』, 12(1), 국어교육학회, 363-382.

정진석(2013), 「윤리적 가치 중심의 소설 읽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혜승(2013), 『독자와 대화하는 글쓰기: 대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작문 과

정과 전략 탐구』,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정혜승·서수현(2009), 「필자의 독자 고려 전략과 텍스트 실현 양상: PAIR 전

략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251-276.

정호범(2017), 「포퍼의 과학철학과 가치탐구 방법」, 『사회과교육연구』,

24(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10.

정희모(2011), 「대학 글쓰기 교육과 연구 과제: 소통과 토론의 확대를 위하

여」, 『리터러시연구』, 2, 한국리터러시학회, 7-29.

정희모(2012), 「페렐만의 보편 청중 개념과 작문의 독자 이론」, 『작문연구』,

15, 한국작문학회, 159-187.

조진수·노유경·주세형(2016),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것 같다’에 대

한 문법교육적 고찰」, 『새국어교육』, 105, 한국국어교육학회, 217-245.

주재우(2011), 「설(說)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주재우(2012), 「장르 중심의 쓰기 교육 연구: “자서전 장르”를 대상으로」,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137-158.

최영미·박영민(2019), 「설득적 글쓰기에 나타난 고등학생 필자의 자료 활용 특

징 분석」, 『작문연구』, 40, 한국작문학회, 45-76.

최영주(2006),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2 인문학편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의 예

리한 질문과 놀라운 답변들』, 서울: 휴머니스트.

최영진(2011), 「<다크 나이트>에 나타난 수퍼 히어로 서사의 양면적 가치와

정의의 문제」, 『영미문학교육』, 15(2),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97-316.

최인자(1996),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간

폐비소> 와 <간타위소> 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24(1), 서울대학

교 국어교육과, 105-121.

최인자(2000), 「대화주의 이론과 작문교육의 ‘문화 생산’ 모델」, 『국어교육연

구』, 7(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389-417.

하병학(2015), 「감정의 수사학」, 『철학탐구』, 3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

소, 63-89.

하은아(2012), 「영화 <베트맨> 시리즈와의 비교를 통해 본 <최부자 구한 삼

족구>에 나타난 부의 분배 문제」,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

학회, 341-359.



- 289 -

한귀은(2011), 「영화를 통한 타자성 지향의 글쓰기 교육」, 『국어교육』, 135,

한국어교육학회, 305-328.

한귀은(2014), 「영화를 보기를 통한 윤리적 주체로서의 글쓰기 교육: <경

주>(2014)를 중심으로」, 『어문학』, 126, 한국어문학회, 167-191.

한래희(2013), 「영화 텍스트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 『리터러시

연구』, 6, 한국리터러시학회, 213-247.

홍남기(2013), 「듀이의 반성적 탐구와 가치재구성으로서의 가치 탐구」, 『시

민교육연구』, 45(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47-170.

홍종화(2001), 「언어와 논증: 설득의 수사학에서 가치의 논리학으로」, 『불어

불문학연구』, 47(1), 한국불어불문학회, 625-645.

황혜진(2006),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조선시대 애정소설을 대

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희종(2000), 「소설텍스트의 윤리적 이해 방법에 대한 연구: 서술의 중개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국외 논저

陳必祥(1986). 古代散文文體槪論, 河南人民出版社. 심경호 역(1995), 『한문문체

론』, 서울: 이회.

Amossy, R.(2000). (L')Argumentation dans le discourse: discours politique,

littérature d'idées, fiction. Paris: Nathan. 장인봉 외 역(2003), 『담화 속의

논증』, 서울: 동문선.

Aristotle(미상). Rhétorique. 이종오 역(2007). 『수사학Ⅰ·Ⅱ·Ⅲ』, 서울: 리젬.

Arlin, P. K.(1990). Wisdom: the art of problem finding. In Sternberg, J.

R.(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호영 역(2010). 『지혜의 탄

생: 심리학으로 풀어낸 지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파주: 21세기북스.

Baier, K.(1965). The moral point of view: a rational basis of ethics. New

York: Random House.

Bakhtin, M. M., & Voloshinov, V. N.(1973).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Seminar Press. 송기한 역(1988), 『마르크스주의

와 언어철학』, 서울: 한겨레.

Bazerman, C., Simon, K., & Pieng, P.(2014). Writing about Reading to

Advance Thinking: A Study in Situated Cognitive Development,



- 290 -

Studies in Writing, 28, 249-276.

Bereiter, C.(1980). Development in writing. In Gregg, L. W. & Steinberg, E.

R.(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Hillsdale. New Jersey: LEA.

Bereiter, C., & Scardamalia, M.(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Berube, D. M., Snider, A., C., & Pray, K.(1994). Non-policy Debating.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Bond, E. J.(1983). Reason and Val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inker, K.(1992).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E. Schmidt. 이성만 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적 텍스트분석의 기본 개념과 방법』, 서

울: 한국문화사.

Cage, J. T.(1996). The Reasoned Thesis: The E-word and Argumentative

Writing as a Process of Inquiry. In Emmel, B., Resch, P., & Tenney,

D., Argument revisited, argument redefined: negotiating meaning in

the composition classroom.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Charmaz, K.(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Through

Qualitiative Analysis.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박현선·이상균·이채원 역(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서울: 학지사.

Churchland, P. M.(1996). The Neural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World. In

Mary, L., Friedman, M., & Clark, A. M ind and morals: essays on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ambridge, Mass. : MIT Press. 송영민

역(2013). 『마음과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서울: 울력.

Coombs, J. R.(1971). Objectives of value analysis. In Metcalf, L. E.(ed.).

Values Education: Rationale, Strategies, and Procedure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정선심·조

성민 역(1994), 『가치교육: 가치분석의 이론적 근거, 교수 전략, 교수 과

정』, 서울: 철학과 현실사.

Crosswhite, J.(1996). (The) rhetoric of reason: writing and the attractions of

argument. Madison, Wi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오형엽 역

(2001),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서울: 고려대학교 출

판부.

Dewey, J.(1920).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New York: Henry Holt. 이유선

역(2010), 『철학의 재구성』, 서울: 아카넷.



- 291 -

Don Bialostosky(1989). Criticism as a Dialogic Practice. Russian Literature,

26(2), 105-112. 신숙원 역(1990), 「대화적 비평」. In 김욱동 편, 『바흐

친과 대화주의』, 서울: 나남.

Eames, S. M.(1977). Pragmatic naturalism: an intrduc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조성술·노양진 역(1999), 『실용주의:

퍼어스, 제임스, 듀이, 미이드의 철학』,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Elbow, P.(1998). Writing with Power: techniques for mastering the writing

process(2nd ed.). 김우열 역(2014), 『힘 있는 글쓰기: 당신의 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가장 실용적인 글쓰기 매뉴얼』, 서울: 토트 북새

통.

Emmel, B.(1996). Evidence as a Creative Act: An Epistemology of

Argumentative Inquiry. In Emmel, B., Resch, P., & Tenney, D.

Argument revisited, argument redefined: negotiating meaning in the

composition classroom.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Faigley L., & Selzer, J.(2012). Good reasons with contemporary

arguments(5th ed.). Boston: Longman.

Felton, M., Garcia-Mila, M., & Gilabery, S.(2009). Deliberation versus

Dispute: The Impact of Argumentative Discourse Goals on Learning

and Reasoning in the Science Classroom. Informal Logic, 29(4),

417-446.

Fhanestock, J., & Secor, M.(1996). Classical Rhetoric: The art of

argumentation. In Emmel, B., Resch, P., & Tenney, D., Argument

revisited, argument redefined: negotiating meaning in the

composition classroom.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Flower, L., & Hayes, J. R.(1981).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2(4). 365-387.

Freeley, A. J., & Steinberg, D. L.(2013).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13th). Boston, MA:

Wadsworth. 민병곤 외 역(2018), 『논증과 토론: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

한 비판적 사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Fulkerson, R.(1996). Teaching the Argument Writing.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Gadamer, H.(1960). Wahrheit und Methode. Tubingen: J.C.B. Mohr. 임홍배

역(2012), 『진리와 방법 :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Ⅱ』, 파주: 문학

동네.

Gale, G.(1979). Theory of science: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logic, and



- 292 -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McGraw-Hill.

Genette, J.(1972). F igures, Ⅲ: Discours de recit. Paris: Editions du Seuil.

권택영 역(1992), 『서사 담론』, 서울: 교보문고

Gläser, J. & Laudel. G.(2010). Experteninterviews und qualitative

Inhaltsanalyse: als Instrumente rekonstruierender Untersuchungen.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우상수·정수정 역(2012),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재구성 연구 방법론』, 서울: 커뮤니

케이션북스.

Gorden, R. M.(1996). Sympathy, Simulation, and the Impartial Spectator. In

Mary, L., Friedman, M., & Clark, A., M ind and morals: essays on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ambridge, Mass.: MIT Press. 송영민

역(2013), 『마음과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서울: 울력.

Govier, T.(1987). Problems i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Dordrecht/Providence: Foris.

Grize, Jean-Blaise(1982). De la logique à l'argumentation. Gene: Librairie

Droz.

Haidt, J.(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New York: Pantheon Books. 왕수민 역(2014),

『바른 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서울: 웅진지식하

우스.

Hamlyn, D. W.(1970). Theory of knowledge. Garden City, N.Y.: Anchor

Books. 이병욱 역(1986), 『인식론』, 서울: 서광사.

Hamlyn, D. W.(1978).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London;

Boston: Routledge & K. Paul. 이홍우 역(2010), 『교육인식론: 경험과

이해의 성장』, 파주: 교육과학사.

Hand, B., Grace, M. V. & Yoon, S. Y.(2013). Moving from “Fuzziness” to

Canonical Knowledge: The Role of Writing in Developing Cognitive

and Representational Resource. In Perry D. K. et al.(Eds.). Writing as

a Learning Activity. Leiden; Boston: Brill.

Hare, R. M.(1952). The Language of Mora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re, R. M.(1963). Freedom and Reas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rtman, D., & Allison, J.(1996). Promoting inquiry-oriented discussions

using multiple texts. In Gambrell, L. B. & Almasi J. F.(eds.). Lively

Discussions! Fostering Engaged Reading. Newark, Del.: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293 -

Hays, J. N., Durhanm, R. O., Brandt, K. S., & Raitz, A. E.(1990). Argument

Writing of student: Adult Socio-Cognitive Development. In Kirsch,

G., & Roen, D. H.(Eds.,). A Sense of audience in the written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Hessen, J.(1959). Lehrbuch der Philosophie: Wertlehre. München:

Reinhardt. 진교훈 역(1992), 『가치론』, 서울: 서광사.

Hillocks, G.(2010). Teaching argument for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An

introduction. English Journal, 99(6), 24–32.

Holland, D., Lachicotte Jr, W. Skinner, D., & Cain, C.,(1998). Identity and

agency in cultural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ume(1739/1911). Treatise of Human Nature. London: J. M. Dent & Sons.

김성숙 역(2016),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성·정념·도덕 본성론』, 서울:

동서문화사.

Hyland, K.(2005). Stance and Engagement: a model of interaction in

academic discourse. Discourse Studies, 7(2), 173-192.

Hyland, K.(2008).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London;

New York: Continuum.

Ivanič, R.(1998). Writing and Identity: the discours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Amsterdam;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Ivanič, R.(2004). Intertextual Practices in the Construction of Multimodal

Texts in Inquiry-based Learning. In Bloome, D., & Shuart-Faris, N.,

Uses of intertextuality in classroom and educational research.

Greenwich: Information Age Pub.

Johnson, M.(1993).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역(2008), 『도덕

적 상상력: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파주: 서광사.

Johnson, M.(1996). How Moral Psychology Changes Moral Theory. In Mary,

L., Friedman, M., & Clark, A., M ind and morals: essays on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ambridge, Mass.: MIT Press. 송영민 역(2013),

『마음과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서울: 울력.

Jonassen, D. H.(1999). Designing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In

Reigeluth, C. M.(Ed.).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Jonassen, D. H(2004). Learning To Solve Problems: An Instructional

Design Guide. 조규락·박은실 역(2009), 『문제해결 학습: 교수설계 가



- 294 -

이드』, 서울: 학지사.

Kamberelis, G., & Scott, K.(1992). Other people’s voices: The Coartculation

of texts and subjectivities. Linguistics and Education, 4, 359-404.

Kearney, R.(2003). Strangers, Gods, and monsters: interpreting otherness.

London; New York: Routledge. 이지영 역(2004), 『이방인, 신, 괴물: 타

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개마고원.

Kienpointner, M.(1992). How to classify arguments. In Van Eemeren, F. H.

and Grootendorst, R.(eds.).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Klein, P. D., & Ehrhardt, J. S.(2015). The Effects of Discussion and

Persuation Writing Goals on Reasoning, Cognitive Load, and

Learning.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1(1). 40-64.

Knapp, P. & M. Watkins (2005). Genre, Text, Grammar. Sydney: UNSW.

주세형·김은성·남가영 역(2007), 『장르, 텍스트, 문법』, 서울: 박이정.

Kohlberg, L.(1984).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Harper & Row. 김민남 외 역

(2000), 『도덕 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Labouvie-Vief, G.(1990). Wisdom as integrated thought: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Sternberg, J. R.(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호영 역(2010), 『지혜의 탄생 : 심리학으로 풀어낸

지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파주: 21세기북스.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Land, S. M. & Hannafin, M. J.,(2000). Student-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Foundations, Assumptions and Design. In Jonassen, D.,

& Land, S. M.(Eds.).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New York: Routledge. 김현진·정종원·홍선주 역(2012),

『학습자 중심 학습의 연구·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 파주: 교육과학

사.

Leitāo, S.(2000). The Potential of Argument in Knowledge Building. Human

Development, 43(6), 332-360.

Lévinas, E.(1974).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La Haye:

Martinus Nijhoff. 김연숙·박한표 역(2010),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



- 295 -

편』, 고양: 인간사랑.

Lévinas, E.(1982). Ethique et infini: dialogues avec Philippe Nemo. Paris:

Fayard: France culture. 양명수 역(2000),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

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MacIntyre, A.(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이진우 역(1997), 『덕의 상

실』, 서울: 문예출판사.

Mateos, M., Solé, I., Martin, E., Cuevas, I., Miras, M. & Castells, N.(2014).

Writing a Synthesis from Multiple Sources as a Learning Activity. In

Perry D. Klein et al.(Eds.). Writing as a Learning Activity. Leiden;

Boston: Brill.

Meacham, J. A.(1990). The Loss of Wisdom. In Sternberg J. R.(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호영 역(2010), 『지혜의 탄생: 심

리학으로 풀어낸 지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파주: 21세기북스.

Meiland, J. W.(1989). Argument as Inquiry and Argument as Persuation.

Argumentation, 3(2), 185–196.

Meyer, M.(1986). De la problématologie: philosophie, science et langage.

Bruxelles: P. Mardaga.

Meyer, M.(1993). Questions de rhétorique: langage, raison et séduction.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전성기 역(2012). 『수사 문제: 언

어․이성․유혹』,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Nelson, J. S., Megil, A. & McCloskey, D. N.(1987). Rhetoric of Inquiry. In

Nelson, J. S., Megil, A. & McCloskey, D. N.(eds.). The Rhetoric of

the Human Sciences: Language and Argument in Scholarship and

Public Affair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박우수 외 역

(2003), 『인문과학의 수사학: 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

증』,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Newell, G. E., Beach, R., Smith, J., & Van Der Heide, J.(2011). Teaching

and learning argumentative reading and writing: A review of

research. Reading Research Quarterly, 46(3), 273-304.

Nisbett, R. E.(2003). Rules for reasoning.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최인철 역(2004),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Nussbaum, C. M.(1996). Aristotle on Emotions and Rational Persuasion. In

Rorty, A. O. ed. Essays on Aristotle’s Rhetor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296 -

Nussbaum, C. M.(2004). Emotions as Judgments of Value and Importance.

In Solomon, R. C.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ussbaum, E. M.(2008). Using Argumentation Vee Diagrams (AVDs) for

Promoting Argument–Counterargument Integration in Reflective

Wri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3), 549–565.

Palmer, R. E.(1969).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이한우 역(2011),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

예출판사.

Penrose, A. M., & Geisler, C.(1994). Reading and Writing without Authorit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5(4), 505-520.

Perelman, C.(1979). The new rhetoric and the humanities: essays on rhetoric

and its applications. Dordrecht, Holland; Boston: D. Reidel Pub. Co..

Perelman, C.(1982). The realm of rhetoric.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58/1969). The New Rhetoric: A

Tr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rte Dam Press.

Perfetti, C. A., Britt, M. A., & Georgi, M. C.(1995). Text-Based Learning

and Reasoning: Studies in H istor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lantin, C., Doury, M. & Traverso, V.(2000). Les emotions dans les

interactions. 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Polanyi, M.(1958). The Logic of liberty: reflections and rejoind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urves, A. C. (1984), In search of an internationally valid scheme for

scoring composition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5(4).

426-438.

Raths, L. E., Harmin, M., Simon, S. B.(1978). Values and Teaching:

Working with Values in the Classroom(2nd ed).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New York: The Free

Press.

Rorty, R.(1987). Science as Solidarity. In Nelson, J. S., Megil, A. &

McCloskey, D. N.(eds.). The Rhetoric of the Human Sciences:

Language and Argument in Scholarship and Public Affairs. Madison:



- 297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박우수 외 역(2003), 『인문과학의 수사

학: 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

부.

Rouet, J. F., Britt, M. A., Mason, R. A., & Perfetti, C. A.(1996). Using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to reason about hist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478-493.

Sanders, T. J. M. & Schilperoord, J.(2006). Text structure as a window on

the cognition of writing: How Text Analysis Provides Insights in

Writing Products and Writing Processes. In MacArthur, C. A.,

Graham, S., & Fitzgerald, J.(Eds.).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박영민 외 역(2015), 『작문 교육의 주제와

방법』, 서울: 박이정.

Scheler, M.(1921). Der formalismas in der Ethik und die materale

Werterhik: Neuer Versuch der Grundlegung eines ethischen

Personalismus. Halle: [s. n.]. 이을상·금교영 역(1998), 『윤리학에 있어

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 윤리학의 인격주의의 정초를 위한

새로운 시도』, 서울: 서광사.

Segeve-Miller, R.(2004ㄱ). Writing from sources: The Effect of explicit

instruction on college students’ processes and products.

L1-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4, 5-33.

Segev-Miller, R.(2004ㄴ). Writing-to-learn: Conducting a process log, In

Rijlaarsdam, G. H., Van den Bergh, & Couzujn, M.(Eds.).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of Writing. New York: Kluwer Acadmic

Publishers.

Singer, M. G.(1961). Generalization in Ethics: an essay in the logic of

ethics, with the rudiments of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New

York: Knopf. Alfred.

Smith, A.(1790/200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박세일·민경국 역(2009),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

사.

Solomon, R. C. (2004). Emotion, Thoughts, and Feelings. Emotions as

Engagements with the World. In Solomon, R. C.(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pivey, N. N.(1997). The Constructivist metaphor: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신헌재·박태호·이주섭·김도남·임천택 역(2004),



- 298 -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읽기·쓰기·의미 구성의 이론』, 서울: 박이정.

Spranger, E.(1928). Types of men: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personality.

Halle: Max Niemeyer Verlag.

Stein, V.(1990). Exploring the Cognition of Reading-to-Write. In Flower, L.

et al.. Reading-to-write: exploring a cognitive and social proc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eup, M.(1996).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한상기 역(2008), 『현대 인식론 입문』, 파

주: 서광사.

Summerfield, J.(1996). Principles for propagation: On narrative and

argument. In Emmel, B., Resch, P., & Tenney, D., Argument

revisited, argument redefined: negotiating meaning in the

composition classroom.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Toulmin, S. E.(1950). An Examination of the P lace of Reason in Eth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ulmin, S. E.(1958). The Uses of Argumen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현범·임건태 역(2006), 『논변의 사용』,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

부.

Van Dijk, T.A.(1978).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fürung.

Tübingen: M. Niemayer. 정시호 역(2001), 『텍스트학』, 서울: 아르케.

Van Dijk, T. A.(1980). Macrostructures. Hillsdale, NJ: Earlbaum.

Van Eemeren, F. H. & Grootendorst, R.(eds.)(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Van Eemeren, F. H., Grootendorst, R, Francisca, S. H., & Anthony, B.

J.(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 NJ : LEA.

Wadswarth, B., J.(1971). P 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for students of psychology and education. NY: McKay.

정태위 역(1996), 『삐아제의 인지발달론』, 서울: 배영사.

Wallace, D. L., Hayes, J. R., Hatch, J. A., Miller, W., Moser, G., & Silk, C.

M.(1996). Better revision in eight minutes? Prompting first-year

college writers to revise globall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4), 682-688.

Walton, D. N.(1989).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9 -

Wiggins, G. & McTighe, J.(2005). Understanding by design(2n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강현석 외 역(2008), 『(거꾸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개발:

교과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목적으로』, 서울: 학지사.

Willard, C. A.,(1983). Argumentation and the Social Grounds of Knowledge.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Williams, J. M. & Colomb, G. G.(2007). The Craft of Argument. Pearson

Education. 윤영삼 역(2008), 『논증의 탄생』, 서울: 홍문관.

Woodhouse, M. B.(1975). A Preface to Philosophy(4th ed.). Encino, Calif.:

Dickenson Pub. Co.. 정해창·장승구 역(1992), 『철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에게』, 서울: 교학사.

Zappen, J. P.(2004). Rebirth of Dialogue: Bakhtin, Socrates, and the

Rhetorical Traditio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Zimmerman, B. J.,(1989).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Zimmerman, B. J., & Schunk, D. H.(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전성연·김영상·이차선 역

(2000), 『자기조정학습』, 서울: 원미사.

Zimmerman, B. J.,(1998). Developing Self-Fulfilling Cycles of Academic

Regulation: An Analysis of Exemplary Instructional Models. In

Schunk, D. H. & Zimmerman, B. J.(eds.). Self-regulated learning:

from teaching to self-reflective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송재홍 역(2008),『자기조정학습의 교실 적용』, 파주: 교육과학사.

Zaw, K. S. (1996). Moral Rationality. In May, L., Friedman, M.,& Clark, A.,

M ind and morals: essays on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ambridge,

Mass.: MIT Press. 송영민 역(2013), 『마음과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

학』, 서울: 울력.





- 301 -

부 록

1. 1차 조사의 4차시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된 읽기 자료

<읽기자료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공리주의를 대표
하는 말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복만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어떤 행동이 가장 많은 사람
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면 도덕적으로 옳다
고 결론을 내립니다. 공리주의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행동이 옳은
지 그른지 판단하므로 결과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쾌락의 양이나 질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 옳은 일인지 아닌지 결정
한다는 것은 참 편리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쾌
락과 고통을 계산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
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계산 결과에 따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 왔던 법칙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
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에게는 자연법칙처럼 언제 어디서
나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지
켜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도덕 규칙을 지켜야만 할까요? 상황에 따라 규칙
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에
게 유리할 때만 규칙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 일제강점기라고 
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독립운동가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 순사가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독립운동가가 숨어 있지?”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만약 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뒤가 콱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잡히도록 도왔으니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받
을 겁니다.

<읽기자료2>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 기원을 평등에서 찾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한 이후로도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한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벤담도, 롤스도 완벽하게 정의와 정의롭지 않은 
행위의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고민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위가 정의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하다.
  의무론적 윤리학파에서는 행위로 인한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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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특성을 기반으로 도덕성을 판단한다. 목적은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수단은 그 자체의 장점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이 미래의 살인을 막을 것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요인은 살인은 틀렸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전부다. 
  아무도 정의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끊임없이 어떤 행위가 
정의로운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
의로 인해 탄생한 것이 법과 제도이며, 이런 법과 제도는 완성적인 형태의 
결과물이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해가고 있는 과정적인 형태로 존
재한다. 우리는 두 해 전 공직자들이 과도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정의롭
지 않다고 합의할 수 있었고, 한 해 전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모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합의-법과 절차-에 따
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
는 법과 절차,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정의
가 절대적이지 않고 어쩌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념이 구체화된 것이 죄형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대한
민국 형법 제1조1항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의 법률에 의한다.” 법률 없이는 죄도 벌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죄형법정
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인권선언문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근대국가의 
초석이 된 사상이다.

<읽기자료3>
  <다크 나이트>에서 중심포석은 당연히 배트맨이다. 하지만 수를 던지는 
건 조커(히스 레저)다. <다크 나이트>는 조커를 제압하는 배트맨의 영웅수
기가 아니다. 되려 반대로 배트맨의 존재적 가치를 시험하는 조커의 광기를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 <다크 나이트>는 조커를 통해 배트맨의 가치적 양
면성을 조명한다. 그것은 이 세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
다. 조커는 배트맨을 비추는 거울이자 배트맨에 대한 불완전 연소를 돕는 
촉매이며 그의 드러나지 않은 뒷면의 표정이다. 밤마다 가면을 쓰고 블랙슈
트를 착용한채 악을 소탕하는 배트맨의 형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체제의 
오류를 증명하는 바나 다름없다. 악이 지배하는 도시의 질서를 암묵적으로 
수긍한 채 무기력하게 형태만 갖춘 권위 없는 제복의 사회. 도시를 피폐하
게 만드는 부패와 강탈이 암묵적인 질서로 사회 밑바닥을 제압해버린 살풍
경. 배트맨은 더 이상 제 기능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제도의 부실한 팀워크
를 돌파하는 단독드리블 주자다. 배트맨의 존재 자체가 고담시의 오류이며 
사회적 시스템의 악순환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배트맨의 아이러니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배트맨의 존재는 결국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가 구현
하지 못하는 정의의 지표를 떠받드는 주춧돌에 가깝다. 배트맨의 월등한 기
능성과 신속한 가동성은 악당들을 제압하는데 심리적으로, 활동적으로도 효
과적으로 작용하며 결국 그의 존재 자체가 고담시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
의 상징성으로 자리잡는다. 하지만 배트맨은 제도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조커가 배트맨의 위기를 부각시키는 건 그 지점이다. 배트맨은 제
도적 구속을 탈피한 개인의 능력으로써 제도의 지지를 견인하지만 이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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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도적 허점의 정곡을 찌르는 행위에 가깝다. 조커는 배트맨의 딜레마를 
공격한다. 가면을 쓰고 폭력을 통제하는 이의 폭력이 실은 제도적 질서를 
유린하는 것임을, 폭력을 제압하는 필요악의 존재로써 배트맨을 규정하고 
그의 결백한 정의를 자극한다. 자신의 폭력성과 배트맨의 폭력성이 양면의 
동전처럼 맞닿아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임을 부각시킨다. 그 와중에 시민
들은 배트맨으로 인해 얻었던 평화의 기저에 억눌려 있던 폭력의 잠재성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고 인식한다. 정의를 구현하던 영웅 배트맨은 고담시를 
조커의 표적으로 내모는 악의 소환자로 몰락한다. 그 과정에서 배트맨은, 
그리고 브루스 웨인은 갈등하고 고민한다. 선을 넘어버린 영웅은 더 이상 
돌아갈 수도, 돌아갈 곳도 없다. 
  조커는 일종의 사회학적 행위실험자에 가깝다. <다크 나이트>에서 크리
스토퍼 놀란의 의도가 개입되는 건 조커일 것이다. 제도적인 모순을 공격하
는 행위자, 조커는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양식으로써 작동되는 현대
의 질서가 과연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를 되묻는 발의에 가깝다. 조커의 
존재는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류조차도 다스리지 못해 제도 밖의 능
력을 빌어오는 현시대의 질서가 과연 보존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되
묻는 상징적 부호이기도 하다. 그건 마치 조커의 끔찍한 기억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입가의 흉터가 그에게 미소의 형상을 부여한다는 아이러니와도 
결합된다. 배트맨이 구축한 고담시의 평화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것이다. 
그는 힘으로써 힘을 봉인했지만 결국 그건 방편적 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그가 정리한 쓰레기들을 정화하는 건 고담시의 법적 질서여야 하지만 제도
는 더디고 무력한 검증은 계속된다. 그 과정에서 조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고담시는 혼란에 빠진다. 
  배트맨이 억눌렀던 폭력은 되려 조커의 광기를 입고 예전보다 거대하게 
되돌아왔다. 하지만 배트맨은 가면을 벗을 수 없다. 배트맨의 가면은 제도
의 한계가 만들어낸 기형적 마지노선이다. 부정을 잠재우기 위한 정의의 예
외적 방편으로써 배트맨은 존재한다. ㉢결국 배트맨의 가면은 보존된다. 하
지만 그 보존을 위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희생된다. 그와 함께 스스
로가 증명하고자 했던 정의의 구원자마저 타락한다. 배트맨은 더더욱 고립
되어 간다. 블랙슈트의 아우라가 감추던 인간적인 나약함이 <다크 나이트>
에서 넘쳐흐른다. <다크 나이트>는 이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
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처연한 응답과도 같다. 
  조커가 형성한 공황장애적 공포는 영화의 아우라를 형성한다. 하지만 그 
정점을 찍는 건 투페이스다. 조커가 <다크 나이트>의 키워드라면 투페이스
는 키홀더다. 궁극적으로 투페이스의 존재는 <다크 나이트>가 증명하고자 
했던 역설의 종착역과도 같다. 인간의 나약한 심리는 때론 강건한 의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덧없이 몰락한다. 자신이 믿던 정의로부터 배반당했다고 
믿는 투페이스의 잔혹한 얼굴은 인간의 나약한 심리가 빚어내는 비극적 양
상을 연출한다. 그건 정의를 위해서 이중생활을 도모해야 하는 배트맨의 고
단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좋은 답변이기도 하다. 인간의 불완전
성은 결국 체제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모든 선악의 기제는 인간의 마음으로
부터 작동된다. 끊임없이 제도는 인간의 변동적 심리로부터 도전을 얻는다. 
㉣결국 인간의 불완전성은 제도적 결함을 발생시킨다. 결국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건 일부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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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조사의 2차시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된 읽기 자료

<읽기 자료1> 
  박 이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임원이다. 그는 스스로 동료와 부하 직
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
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
의 전형으로 여기며 살다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박 이사의 동료와 상사들은 그를 무능하다고 판단
했고, 부하 직원들도 그를 무시했다. 회사에서는 그에게 조만간 사직을 권고
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그의 가정은 부인의 도박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날 형편이었다.

-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논술 고사 지문

<읽기 자료2>
  그대가 원하는 그 어떤 경험이라도 마련해 줄 경험기계experience 
machine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탁월한 신경 심리학자들이 그대의 두뇌를 자
극하여 그대가 마치 위대한 소설을 쓰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또는 흥미 있는 
책을 읽고 있듯이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느끼는 동안 
내내 그대의 두뇌인 전류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대의 몸은 경험 기계에 연결
되어 있을 것이다. 그대의 생애의 체험들이 모두 미리 처리되어 그대의 뇌에 
심어진 채, 그대는 이 경험 기계에 평생 연결되어 있기 원하는겠는가? 그대
가 어떤 바람직함을 놓칠까 두려워한다면, 기업가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대는 그 기업가들이 소유한 
거대한 도서관이나 그러한 경험의 뷔페 식당에서 원하는 바대로, 가령 한 2
년 동안의 경험을 선택해 살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면 그대는 그 경험 기계
에서 한 10분 또는 10시간이건 나와서 그대의 다음 2년을 위한 경험들을 선
택한다. 물론 그대가 그 기계 속에 있는 동안, 그대는 그대가 거기에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경험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그 기계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경험들을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기계 밖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모두가 기계에 연결되면 누가 기계를 다룰까 하는 따위의 문제
는 무시해 버리자). 그대는 기계에 연결되길 원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
스로의 내부에서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 이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대가 마음의 결정을 한 후 기계에 연결될 때까지의 잠깐 동안의 고통 때문
에 이 경험 기계를 사양해선 안 된다. 평생의 지복(至福)에 비교하면 잠깐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대의 결정이 최선의 것인데 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겠는가? 
- Nozick. R. 남경희 역(1989),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유주의 국가의 철
학적 기초』

<읽기 자료3>
  행복은 훌륭하고 완전한 것들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행복이 제일원리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쾌락으로 충만한 삶인가? 아니면 명예로운 삶
인가? 또는 부유한 삶인가? 그것도 아니면 유덕한(virtuous) 삶인가? 만약 행



- 305 -

복이 쾌락이나 명예나 부와 동일시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은 사
적인 쾌락의 만족으로 정의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유덕
한 삶에 있다는 마지막의 대안을 옹호한다. 최선의 삶은 행위를 통해 덕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행복이 덕에 따르는 행위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
다고 해야 합당하다. 그리고 최고의 덕이란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갖
는 덕일 것이다. 우리의 자연적 통치자이자 안내자이며 고상하고 신적인 것
들을 사유한다고 여겨지는 이 요소가 이성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이 요소 
자체가 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 가장 신적인 것에 불과하든 간에, 
이 요소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행위야말로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이상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일 
것이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의 느낌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주관적 행복
론이 난무하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일정한 표준을 가지고 있으
며 이 표준은 객관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객관적인 행복관에 따르자면 사람들은 가능한 최선의 삶을 사는 데 합리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구되지 않은 행복은 진정
한 행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바는 
관조적 생활을 할 여건과 능력이 주어지면 관조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며, 인간이기에 겪어야 할 어려움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윤리적 덕을 발휘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미진(2009),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행복 개념」, 『동서사상6』 ; 소병

철(2009), 「덕으로서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의 도덕철학적 의의」, 
『인문과학연구15』

<읽기 자료4>
  주인은 새우깡의 힘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행동(서핑)을 단계적으로 이끌
어낼 수 있다. 우선 개가 물가로 오면 새우깡을 주고, 그 다음엔 물에 발을 
담그면 준다. 여기까지 숙련되면 개가 서핑보드에 올라와야 새우깡을 주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준다. 심리학자들은 이같은 ‘조형
shaping’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비둘기가 탁구를 치고, 개가 피아노를 치게 만
든다. 
  결국 개는 서핑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새우깡의 절대적 
역할이다. 이렇게 특정 반응(서핑에 필요한 단계적 행동들)을 증강시키는 자
극(새우깡)을 심리학에서는 ‘강화물’이라고 부른다. 새우깡이라는 이 강력한 
강화물이 없다면 개의 서핑 묘기는 탄생할 수 없다. (중략)
  자연은 기막힌 설계를 했다. 내 생각에, 개에게 사용된 새우깡같은 유인책
이 인간의 경우 행복감(쾌감)이다. 개가 새우깡을 얻기 위해 서핑을 배우듯, 
인간도 쾌감을 얻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때 ‘아 좋아, 
행복해’라는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또다시 사냥을 나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먼 옛날 어떤 남자가 고기나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의 나
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치자. 눈만 뜨면 밥도 안 먹고 나가
서 나무를 자른다. 그는 성인기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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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나이테 동호회’에서 어느 정신 빠진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유전자를 남
길 수가 없다. (중략)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너무 
로맨틱하고 관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이런 ‘행
복 신비주의’가 탄생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그는 행복이 최상의 선이라
고 규정하며 존재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
람에게 익숙한 생각이다. 모든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중략)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선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이 새로
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
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 서은국(2014),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읽기 자료5>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기쁨’의 등식이 항상 성립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사
라집니다. 복권에 당첨될 때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
습니다. 기쁨은 시험을 잘 보거나, 게임에서 이기거나, 맛있는 식사나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은 사건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금
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계속 느끼려면 즐거움을 야기하는 자극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계속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행복(happiness)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입니다. 안녕(安寧)이란 평안하다는 의미인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만족할 리는 없고, 만족감에는 기쁨과 같은 긍정
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
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즐거운 순간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의 느낌(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
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학생들에게 작은 휴대용 컴퓨터를 나누어 주고, 신호가 울
릴 때마다 자신들의 감정 상태를 컴퓨터로 실시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보고
가 많았으나, 미국 학생들은 선물을 받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더 많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행복하다(happy)’
와 ‘흥분되다(excited)’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행복이 주관적인 만족감
인 만큼 문화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는 행복을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안락함으로 생각하지만, 고대 그
리스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에우다이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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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aimonia)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eudaimonia는 ‘eu(좋은)+daimon(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삶은 개인
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약을 마시고 죽었던 것도 공동체에서 따돌림당
하는 것이 죽음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크라테스에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
했더니, 나라나 계층에 관계없이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과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애매한 결론을 내립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적
인 수준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불행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결론은 부자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대중적인 정서를 배반하지 않으려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
면 경제적으로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돈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중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1인당 GDP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GDP와 
만족도는 비례 관계가 있지만, GDP가 연간 8,000달러를 넘어가면 만족도와 
수입은 관계가 없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000달러면 대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행복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경제적인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
펴보는 연구는 객관화하기가 어렵고, 연구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결과가 많
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종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만족도 1위를 하는 
경우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인당 GDP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 관계 그래프

  그런데 갤럽이 2006년에 실시한 세계적인 조사에서는 평균 수입이 높을수
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국가끼리의 비교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수입에 따라서 만족도는 비례해서 올라갔고, 중산층 이상을 비교해 
봐도 수입이 올라갈수록 자기 인생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 308 -

수입과 만족도 관계의 그래프는 거의 직선처럼 나타납니다. 중산층 이상에서
는 돈과 만족도가 관계없다는 기존의 통설을 부정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중
략)
  하지만 ‘행복은 부(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명제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너
무나 많고, 예외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또 돈을 좇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976년 12,000명 이상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를 조사한 
다음 19년 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부자가 되는 것
을 목표로 했던 경우가 제일 불행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경우 그런대로 만족
했지만, 대부분은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던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돈은 행복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불
행해집니다. 대부분 자신이 목표로 한 만큼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
난하게 살면서도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남을 사랑하고 돌보는 천사들도 많
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기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성향은 태어날 때부
터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둥이 집단을 연구하면 어떤 성향에 유전성
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 성향의 
20~50％는 타고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도록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만족이란 자기가 원한 것 중 얼마
나 성취했나에 따라 결정되므로, 애초에 조금 원했다면 만족하기는 훨씬 쉽
습니다. 그래서 ‘행복=가진 것/원하는 것’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인도의 길거
리 노숙자들은 미국 노숙자들보다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데, 이 역
시 인도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행복에는 돈이나 타고난 성향 외에도 종교, 가족 관계, 건강, 친구 관계, 사
회관계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일수록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며, 친구나 사회관계가 좋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승 작
용을 일으키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행복할수록 좋기만 할까
요?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0~10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로 답하
게 하면 대부분은 6~9점을 줍니다. 10점 만점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10
점 만점을 주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이라
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안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이들의 삶이 
실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없다면 내일을 위한 오
늘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게 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터먼(L. Terman)은 천재 아이들을 뽑아 이들의 성장 과
정 및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현재 이들 중 많은 수는 이미 
죽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매우 
행복한 사람들과 극단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골라 두 집단을 비교해 봤더
니, 극단적인 행복을 즐겼던 사람들이 더 일찍 죽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증상을 무시하거나 모험적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복도 적당해야 
사회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최현석(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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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enerating a Justification Mechanism

for Value-Interpretation Writing

Jang, Ji-hye

This study began with the idea that writing should not be simply

an act of giving text a formal order but a dynamic process of

constantly developing existing percep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seeks to clarify the nature of value-interpretation

writing and the principle by which justification mechanisms are

generated. It also analyzes the value-interpretation writing

performance of students and proposes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to fully develop the role of students as producers.

Value-interpretation writing can be defined as "writing forms and

writing performance that solve value problems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value by justifying value judgment at a universal

level through evaluative inference." When the focus is on developing

a writer’s perceptions, justification must be treated as a process

through which the writer reaches a conclusion, rather than a static

addition at the level of the text. To this end,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justification mechanism,” defined as "the psychological

actions and principles that make our own arguments, conclusions,

and findings appropriate."

The generation of justification mechanisms can be divided into

principles of generation at the thought-process and textualization

levels. The principle of generation at the thought-process level

“establishes a value premise through multilayered ques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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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the rationality of value application through dialogue

participation” and “forms a value hierarchy through the connection

of reasoning” By contrast, the principle of generation at the

textualization level includes “the universalization of emotions

through the selection of conceptual schemes”, “the composition of

the cognitive order through the arrangement of discours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of ethos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the position of the writer.”

To identify aspects of these principles in the writing of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32 third-year university students and

97 first-year high-school students and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given value-interpretation writing classes.

Relate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ontent-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how to set a

writing goal,” “how to cope with cognitive limitations,” and “how to

construct a writer's identity” directly influence the generation of

justification mechanisms, while “how to deal with subjectivity” and

“categories of problem finding” form parameters for generating

justification mechanisms and writing outcom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have designed teaching content on

generating justification mechanisms for value-interpretation writing.

Significantly, the generation of such justification mechanisms is

based on the writing process itself, focusing more on thinking and

expanding the writer’s horizons than on the completed writing. It is

meaningful because the exploratory and dialogical attitudes and

value perceptions acquired by writers can spread to other writing

and living areas, helping them achieve better lives.

Key Words: value-interpretation writing, justification mechanism,

generating, authority, self-regulation, dialogism, inquiry writing,

argumentative writing, writing education,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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