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주의 이론과 작문교육의 ‘문화 생산’ 모텔* 

최인자 •• 

1. 서론 

현 작문교육11은 인지론， 화용론， 장르론， 담론이론， 매체론， 문학 창작 방 

법론， 수사학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영역이다. 

교육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그 방향 목적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가장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게 

다가 ‘작문 교육’ ‘쓰기 교육’ ‘창작 교육’ ‘표현 교육 ‘화볍 교육’ 등의 다양 

한 개념으로 지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혼란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다OJ한 관점틀간의 논쟁이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인천교대 강사 

1) ‘작문교육’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쓰기 교육， 창작 교육， 표현교육을 통합 

하려는 본고의 취지와 관련된다 기존의 개념을 사용하면 특정 관점에 치우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문’을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compo 

sition의 개념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쓰기 주체의 저작 

권을 인정하는 저술 authoring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개념은 학습자의 글 
에도 독자성을 부여할 수 있고 비문학적인 일반적인 글에 담겨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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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국어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관점들이 분명하게 정리될 필 

요가 있다. 이에， 이들 관점을 각각의 교육 모텔로 정리하는 작업이 펼요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유사한 교육적 지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관습적 ‘영역’들에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다든개 아니변 

동일 영역에서 함께 묶여 있지만 근본적인 입지가 다른 접근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국어교육도 문학/국어 읽기/쓰기/말하기/듣기와 같 

은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론적 관점에 따라 새 

로운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 펼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주로 문학교육에서 논의되었던 이른바 “문화 생산”의 쓰기 교육 

을， 작문교육 일반의 틀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펼 

자가 잠정적으로 ‘문화 생산’이라 지칭한 이 모텔은 주로 언어의 창의성 

문제와 관련지어 논의되었으며 비록 통일한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논자에 의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 창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문 

화 주권을 회복하고 또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지는 창작교 

육론(우한용， 1됐)， 규범적인 언어사용 못지 않게 일탈적이고 개성적인 언 

어사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언어 문화 창조에 주목한 표현 교육론(김대 

행， l ffi)), 그리고 언어 문화의 다양함에 주목하거내김창원， aID), 장르의 

관습성과 함께 역동성， 경쟁성에 주목하여 언어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넓힌 

논의(최인자， 2(XX)a • 2(XX)b), 또 국어교육에서 ‘문화 생산’의 의미를 강조한 

논의(방언태， 1앞꺼)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틀을 통하여 작문 교육은 ‘표현 

과 이해’라는 인지적 발상에서 한 걸음 더 니아가게 되었고1 학습자와 텍 

스트의 관계뿐 아니라 문화 문맥의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해명은 물론이고， 이 시각 

이 국어교육의 구체적 장면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 

의는 미처 마련되지 못한 형편이다. 가령， ‘문화 생산’ 개념과 ‘창의성’ 개념 

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차이가 함축하고 있는 국어교육적 의미는 무엇인 



대화주의 이론과 작문교육의 ‘문화 생산’ 모델 391 

지， 또 문화 생산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의 이론적 접근은 어떻게 가능하 

며 또 그 메카니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 

아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대화주의 언어 · 문화 이론을 주목하 

게 되었다. 대화주의 이론은 실체론을 부정하는 반본질론의 철학을 제시하 

여 문학， 문화， 언어 둥 다양한 영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언어학 

에서는 언어를 구조나 관념 등의 ‘실체’로 보지 않고 대화적 상호작용에 

의한 생성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담론 이론의 지평을 열었고、 문회론에서 

는 단일 문화의 권력적 항존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에 의한 대화적 경쟁 

을 지적뼈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역동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체론 

에 대한 부정은 생성의 계기를 포착하게 한다는 강점이 었다. 문학교왜 

서도 문학에 대한 ‘실체’론적 접근에서 속성 중심의 접근이 제안된 바 있 

다{김대행， l ru5), 이러한 접근은 ‘문학’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교육{특히， 작 

문 교육) 일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교육과 마찬가지후 작문 

교육 역시 작문 원리를 실체로 보지 않음으로써 학습자의 작문 활동을 문 

화 생산의 과정으로 재규정할 수 있으며， 문학교육의 ‘정전’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작문 교육에서도 정전화된 원리들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이다. 

대화주의 이론은 언어와 문학의 경계를 넘니들면서 언어의 창의성과 개 

방성을 이론화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인지’ 중심의 낭만적 

창의성 개념을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다시 사고함으로써 국어교 

육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대화주의 이론은 대학 작 

문 교왜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사회적 구성주의， 협동 학습， 읽기 

/썩 통합， 급진적 교육 등의 。1론적 이슈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Helen Rothschild Ew:때 1땐 : ZlJ-Z29),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틀 

을 유지하고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주의’ ‘이질 언어성’ ‘카니발’ ‘응답 

성’ 등의 개념을 통해 작문 교육의 본질과 기능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의 

문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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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자가 이 이론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었다. 그것은 언어와 진 

리(혹은 지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를 수행하고 았기 때문에， 

단지 교육 방법의 하나가 아니라 작문 교육의 기본 전제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이론은 언어와 사유， 학협1 대한 

나름의 이론적 기반에서 출발해 작문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볍을 비교적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이론화 직엽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이론의 무분별한 이식을 경계하면서 작문 활동의 대화적 원 

리를 먼저 고챔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작문교육 범주를 재개념화하교 

작문교육에서의 ‘생산성’ 범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문화 생산’으로서의 글쓰기와 그 대화적 구조 

1) ‘문화 생산’으로서의 쓰기 

이른바 언어의 창의성 문제는 현 국어교왜서 가장 문제적인 범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창의성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 

며， 또 이를 교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 

다. 일단， 창의성을 선비적이고1 비이성적인 낭만적 개념으로 보려는 데에 

서는 벗어난 것 같으나， 창의성이 실현되는 메카니즘이나 그 교육적 활용 

벙안 등에 대해 야직도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주 

의 이론은 창의성， 곧 새로움 생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함께 그 메카니 

즘을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흐젠의 초언어학 이론에 녹아 들 

어가 있는 이 제안은， 현실 속에 살아 있는 실제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느냐는 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담론’ 개 

념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의 창조성을 일상적이고 대중적이며， 집단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기존 국어교확11서의 

창의성 개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문화 생산’이란 용어로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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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 다음은 문화 생산으로서의 언어 활동의 본질을 살펴본 내용이다. 

바흐젠은 모든 언술은 두 가지 국면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랑그에서 기인히는 것으로 반복 가능한 국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발화의 

맥락에서 기인히는 유일한 국면이대T 토도로프(최현무 역)， 81면). 전자 

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습적인 기호들의 체계인 반면(예술의 

랑그도 포함)， 후자는 개인적이고 고유하며 상황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 

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ψ1를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 

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는 반복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발화의 의미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는 

남다른 고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발화 생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어진 것’ 

과 ‘창조된 것’으로 재규정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어진 것을 바탕 

으로1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 ‘주어진 것’에는 랑그(예술적 

혹은 언어적 랑그)， 저술 대상에 대해 이전에 말해진 것， 현실적 사건 등이 

있다. 반면， ‘창조된 것’은 지금， 여기의 발화 맥락에 충실함으로써 고유의 

의미를만들어 낸다. 

여기서 언어의 맥락성은 언어의 역동성 창의성을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홀륭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발화자가 처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적 맥락에 충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창조적인 것이 아니다. 맥 

락을 의식하지 않는디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 원리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가장 엄격한 규범을 강조승}는 논문 쓰기조차도 그러하다. 훌륭한 

논문은 바로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여야 하기 때 

문에 규범화된 ‘그때， 거기’의 논문 원리를 반복핸 것으로는 좋은 논문이 

될 수 없다. 창의적 언어가 문학이나 예술과 같이 별도로 존재효}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창의성과 

관련된 주요 관건은 문학이나 비문학이냐 하는 영역의 문제거나， 아니면 

규범적인가 혹은 규범 일탈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2) 엄밀한 의미는 4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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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바록 지금， 여기의 새로운 상뺨11 적합하게 기 

존 원리를 재구성하느냐하는 실천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문학 창작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작7까 만들어 놓은 모델을 그대로 반복하여 숙련하는 

데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이른바 창조성에 부합하지 못한다. 또， 아주 일상 

적인 언어라고 하더라도 만약 학습자가 교사가 제시한 표현 방법을 자신 

의 문맥척 상황에 맞게 재구성히여 전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창의적인 언어 

사용셰 부합한다. 바흐젠은 이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제’와 ‘의 

미’를 구별한다<M 바흐씬 • V. N. 볼로쉬노프(송기한 역)， 1!m : 137 -141). 

주제는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서 제시되는 반복 불가능한 구체적인 것인 반 

면， 의미는 언제나 반복되는 추상적인 것이다. 주제는 바로 ‘생성 과정의 

주어진 순간에 적합하려고 하는 기호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이기 때 

문이다. 

이런 설명은 소위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1 01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많 

은 시사점을 준다. 언어의 창의성이 바로 반복 불가능한 지금， 여기의 맥 

락에 충실함으로써 기능한 것이고1 또 그래서 항용 일상적으로도 수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작문 교웹l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의성은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곧， ‘이러저러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고정해 놓을 수는 없 

다. ‘지금， 여기’에서는 창조적인 것이었으나， ‘그때 거기’가 되면 주어진 것 

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것이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존의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다시 쓰는 일을 통해 

창조된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된 것은 언제나 주어진 것과의 ‘동시 

적 공존’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된 것이 없으면 

차이도설정될 수없다. 

3) 이런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문제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졸 

고， ZOOO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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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개인의 창조는 타자적인 것과의 관계라고 하는 협동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단한 작품올 쓴 작가는 그 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 

라 그가 관계하고 있는， 또는 응답하고 있는， 언어 문화의 유산이 탁월하 

기 때문이다. 바흐첸은 이를 논증하기 위해 세익스피어의 위대함은 16세기 

민중적 일상 언어의 가능성을 남다르게 읽어냉으로써 가능하였고 도스토 

예프스키는 19서11 71 ， 전환기의 러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주적 담론들을 

발견함으로써 고전적인 작품을 쓸 수 있었음을， 라블레는 민중 축제의 이 

미지들을 소설에 담아 냄으로써 위대한 작가가 펼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직엽은 뛰어난 상상력을 지닌 작가라 하더라도 그의 뛰어남은 

그 개인만의 탁월함이라기보다 그가 상호작용해 온 사회， 문화적 환경 및 

유산들이 함께 개입한 집단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 생산으로서 창의적 언어 활동을 이해할 때， 기존과 다른 

다음 세 측면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언어， 혹은 생산적 언어들은 개인의 소산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집단의 소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 주체를 개인으로 볼 때， 그 

작가가 혹은 표현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표현 전략을 원리화할 때에도、 그 남다른 개인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쉬락 ‘스피치’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곧 개인들 표현의 그 무한정한 다 

양함을 어떻게 이론화， 과학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 

게 표현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표현 전략을 사용하 

고 있다. 그리고 표현 주체들은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개인들로 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 전략들은 특정한 ‘양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표현 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한 과학적 조망은 매우 

어려워진다. 

여기서 대안은， 표현 주체를 개인이 아닌 특정의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보고， 그 표현들을 특정의 사회， 문화 코드 내에서 유형화히는 것이대졸 

고， aIDb), 언어의 창조성을 논하는 것은， 언어의 다양성， 혹은 원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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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적인 혐을 인정하는 논의의 선장에서 서 있는 것인데， 이 다양함은 다 

시 해당 언어 공동체 내에서 제한된 특정의 사회， 문화적 코드에 의해 다 

시 한정됨으로써 과학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바흐씬은 소쉬르의 사회적 

규범 대 개인의 발화라는 도식을 깨고 모든 발회는 사회적엮쓸 지적하면 

서， 언어의 다양성은 곧 사회 문화적 다양성의 틀 속에서 접근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Jon Klancher, 1~뺑 : 26-28) , 

가령， 교사와 학생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 

을 때， 이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말들은 무한히 다양한 것도 아니며， 또 

그렇다고 딱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말은 학교 문화나 

교사와 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구속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여기에 참 

여하는 개얀들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몇 찌로 나타날 것이다. 작문 활동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여기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학교 생활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였을 때， 그 글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다양한 것만은 아니다. 이른바 사회 문회적 레파토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레파토리가 바로 장르이다. 이 이론을 수용한다면， 표 

현 주체는， 집단별， 성별 지역별 세대별 둥등 유의미한 지절들로 분화되 

고 이를 바탕으혹 그들의 지금 여기 상황에서 생산된 각각의 표현 문회들 

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의성을 인지의 시각만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대M 바흐씬 . V. N. 볼로쉬노프(송기한 역)， 1뾰 : 142-145), 바 

흐젠은 언어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창조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치 

평가의 영역임을 지적한다. 곧 창의성을 개인적 ‘인지적 과정’이라기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가치평가는 언어가 대 

상과 관계하는 외연적 의미 차원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주체의 평가적 시 

각을 담고 있는 내포적 의미에서 외연 언어가 아니라 함축 언어에서 발현 

된다. ‘빵’이란 단어와 실제 빵을 연결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 

만， 이 빵이란 말에 대한 가치평기들에는 다양한 사회적 시야가 존재한다. 

배부른 자에게 빵은 진부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배고픈 자에게 빵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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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삶의 목표로 이해된다. 언어 문화창조란 바로 기존에 ‘빵의 의미에 

서 엑센트를 부여했던 것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있다. 이 가치평가는 바 

로 발화자의 사회 문화적 위치， 그리고 꾀 처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상 

횡을반영한다. 

이에 따른다면， 문화 생산은 주체의 가치 판단과 관련된다. 자신이 처한 

특정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옳고 그픔의 7}치평기를 내린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그 의견의 옳고/그름이라는 단순 이분법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문 

화적 이념의 실천이 된다.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단， 어떤 이 

념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 그 사건은 다랙l 의 ul화될 수 있다. 이 ‘다름’ 

은 자신의 삶에 바탕을 둔 문화적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의 

문제를 인지적 문제에서 나아가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문화 생산은 ‘규정성’과 ‘가능성’ ‘기성(많成)’과 ‘미지(未知)’ ‘이미’ 

와 ‘아직’이 동시적으로 공존히는 입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동일한 의견만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의 차이만 었다면 대화는 존재 

하지 않는다. 대화는 오로지 같음과 다름 동일성과 이질성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차이성의 공존’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공존， 소 

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차이 

니는 새로움이 생성됨으로써 대화적 열림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생성은， 

무조건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과의 긴장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 

다. 곧， 창의성은 ‘주어진 것’과 ‘새로운 것’， ‘기성의 것’과 ‘가능성의 것’， ‘질 

문과 응답’이 공존하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글쓰기의 중층적 대화 구조 

글쓰기를 일종의 ‘대화’로 설명하는 것은 이미 매우 낯익다. 하지만 대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또 은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대화로서의 쓰기라고 

하면， 쓰기를 독자와의 상호작용으로1 그리고 사회적 소통 행위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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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곧 사회적 행위로서의 쓰기의 특성을 별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표현 의도를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 

한다는 이른바 “작가→(대상)→독자’라는 전통적인 삼각형에 충실한 것이 

라 할 수 었다. 이 설득의 행위는 매우 독백적인 것이다. 독7-t를 고려하기 

는 하지만 표현 주체의 표현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흐젠은 글쓰기의 대화성을 일종의 ‘웅답성(뻐swerab피ty)’ 개념으로 

설명하고 었다. 글쓰카 행위는 주어진 것， 기성의 것，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 일종의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대화가 동일한 대상(주제)에 대 

해 서로 다른 관점을 동시에 제기하고 그 공존을 통해 기존의 것을 의문 

시하고 새로움을 생산해 내는 상호작용의 활동인 것처럼， 대화로서의 글쓰 

기 역시 기존의 것을 다른 관점， 다른 맥락에 위치지움으로써 새로움을 생 

성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41 적어도 챔l을 저자라고 밝힐 수 있는 글쓰 

기에서는 그러하다. 여기서 썩 행위는 반복이냐 차이냐 승F는 문화 생산 

의 관점에서 재규정된다. 

이렇게 응답 행위로 쓰기를 보게 되면， 글쓰기의 대화성은 매우 중층적 

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작가+→독.7，]-'로의 모텔은 기본이고 

여기에 ‘기존의 것←→새로운 것’의 도식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바흐젠의 언 

어 이론은 기존의 전통적 수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수사적 모델을 제안 

한 것으로 평가되는 더1100n Klancher, 1쨌)， 그 핵심。1 바로 이 대랙다. 

곧 전통적 수사학이 ‘대상’(주제)를 목지점으로 하여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삼각형 모텔이었다면， 대화주의 이론은 다중 대회주체들이 역동적으로 만 

나는 ‘원’의 도식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작개 대상， 독자 모두가 대화 

주체로 참여하는 쌍방향의 소통이 진행된다. 작가 독자 모텔 뿐 아니라， 

4) 이런 점에서 창작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방법으로 수용되었던 패러디는， 일종 
의 언어관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패로디가 기존의 작품을 

다른 관점， 다른 해석으로 다르게 쓰는 것처럼 모든 글쓰기 행위는 기폰의 의미， 

가치， 형식 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다시 쓰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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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제，주제-작까주제 독자，독자 주제，작가-독자，독자-주제 

둥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소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 \/ 
SU8JECT 

(1)전통 수사학 모델 (2)대화주의 모텔 

특히， 글쓰기 ‘대상’(주제)이 당당히 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색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αmles Schus따， l ffi5). 쓰기 대상(주제)은 전통 

수사학과 같이 작가 개인의 의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작7때게 말을 걸고 응답을 요구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는 나의 글쓰기 이전에 

이미 많은 타인들이 각인해 놓은 의미역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나름 

의 역사가 았고 기억이 있다. 나의 글썩는 이 역사와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논문이 기존 연구사와의 긴장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처 

럼 좋은 글쓰기 역시 바후 기존에 존재했던 의미 역사와의 긴장감 넙치는 

대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작문 교육에서는 글 쓸 주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발상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대화주의 

이론은 내가 쓰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전통과의 대화， 소통 

속에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잘 쓰71 위해서는 잘 읽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상식이 확인된다.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다. 할머니가 손녀딸의 생일 축하 카드에 “우리 

강아지， 아주 예쁘구나. 언제나 환한 보름달 같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다고 하자. 그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딸은 예쁘다는 주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손녀딸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쁘다’라는 주제에 

대한 가치평가가 서로 다르고 구체적으로는 “보름달”이란 표현의 함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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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 문화의 차이가 동일 

주제， 동일 표현에 대한 각기 다른 의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작가가 표현하려는 주제， 언어는 작가 개인의 의도 인식 

의 규정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이 새겨 놓은 이전의 무수한 의미들 

이 본질적으로 침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할머니의 언술이 효과적이지 못 

했다면 이는 대상에 대한 타자의 가치평개 타자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자의 문화들을 충분히 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 

에서 글쓰기는 주제에 대해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단선적인 모텔 

은 표현 활동의 중층적 구조를 너무나 단순화한다. 타자들은 그 문제를 어 

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는7에 대한 이해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중층적 대화 모텔은 언어의 상호텍스트적 현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 

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어나 사유가 작가의 개인적 소산。l 아니라 다양 

한 사회적 주체들의 거주 공간이라는 사실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작가가 관여하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사회 집단이 새겨 놓은 의미 

들로 가득 차 있다. 사회 집단들은 언어를 무대로 경쟁하며， 자신들의 권 

력을 얻기 위해 쟁투한다. 이 언어 내부의 다중적 경쟁성을 인정한다면 쓰 

기 활동은 타자적 의미와 자신의 의미가 협상하고 충돌하는 역동적인 영 

역이라고 할 수 있다{졸고 nDb). 

작문 활용11서 개입하는 이러한 중층적 대화구조는 작문교육과 관련하 

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이콘에 따르면， 작문 능력은 ‘뻔의 의견 

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작문 

활용11 개입승}는 기성의 의미， 언어， 관습에 대한 대화적 자의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쓰기에는 기성 

의 의미， 언어， 관습을 다층적으로 읽고， 역동적으로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다음， 3장 3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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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패러다임에서 본 작문교육의 기본 범주들 

이제까지 대화주의 이론에 기대어 ‘문화 생산’으로서의 글쓰기 활용11 

대해 살펴보았다. 이 이론의 성과는 창의력을 개인 주체가 아닌 관계적 상 

호주체의 틀로 봤다는 점이다. 문화 생산은 평등하면서도 다양하고 이질척 

인， 주체들， 문회틀， 언어들간의 공생적 상호작용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수용한다면， 기존의 작문 교육의 기본 범주들을 재규 

정하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문화주체로서의 학습자 

기존의 작문교빼서 학습자는 비판적 주체， 자기 형성적 주체， 창의적 

주체 등과 판련지어 이해되었다. 눈여겨볼 것은 일반 작가의 위치와 글쓰 

기 학습자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작가는 자신의 자율적 

권한이 모두 인정되지만 글쓰기 학습자의 경우: 배워야 할 미숙한 사람이 

라는 전제등에 일종의 ‘저작자’로 인정받지 않는다. 물론 학습자는 분명 아 

직 미숙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고 여기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생긴다. 하지 

만 이것은 학습자를 개인적 존재로만 접근했을 때에만 그러하다. 만약 학 

습자를 사회에서의 특정 문화 주체로 상정한다면， 그틀의 글은 단지 ‘서툴 

고 미숙함’ 식의 단선적인 가치 평가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에 토대하여， 나름의 문화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회주의 작문교육론은 학습자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학습자는 고유의 문화적 유산을 지닌 존재이며， 나름의 가 

치관과 세계관을 지니는 자기 형성적 존재들이다. 그들과 함께 ‘대화’한다 

는 것은 학습자를 교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학습자의 관점을 또 하나 

의 문화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문화 생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Bi떠ostosky， 1mD. 교육은 이들에게 이미 마련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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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문화들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독백적 교육 모텔’이 특 

정의 문햄1 기반하여 지식， 작문 원리들을 위계화하고 이에 기반히여 학 

습자들에게는 모방할 것만을 교육하는 반면 대화주의 교육 모델은 학습자 

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적 상호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가령， 학습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쓸 내용이 없어 망설이고 있을 때， 

기존의 교육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쓸거리를 

찾도록 발상법을 훈련시켜 왔다. 하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주 

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적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화주의 작문 교육론에서는 이 문제를 작문 교육의 수사적 상황， 곧 교사 

가 글쓰기의 원리를 교육하면 학습자는 이를 수용하는 교사←학생간의 권 

력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정전화된 작문 원리의 틀 속에서 글쓰기를 안 

내 받는 현재의 교육에서는， 학습자는 그 틀에 적응하기 위해 주녹 들어 

있고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대Joy S. Ritchiβ 1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과정 중심， 활동 중심 작문 교육은 오히 

려 독백적 모텔에 가캅다. 이 모델이 작문 활동의 문턱을 낮추고 학습자의 

능동성을 끌어낸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 활용써 그들의 문화 주권은 인 

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이들의 ‘활동’이 작문의 결과와 분리된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디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떠한 글쓰기 과정도 자신이 제시하려는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결과’로부터 분리된 ‘과정’을 분리할 수 았다는 것 

은， 학습자의 글쓰기를 하나의 발언이자 생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자 숙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지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도 자유 

롭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의 글을 읽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교사는 ‘잘 썼다’ 

혹은 ‘못 썼다’의 g때 writi멍뼈 wn뼈의 이분법의 시각에서 학습자의 

글을 판단하다. 학생의 글은 주어진 원리의 예증으로 이해될 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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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새로운 지식의 생산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글에 

는 문화적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치 의A까 환자를 대하듯이 진단되 

고 치료될 뿐이다. 학습자는 단지 치료받을 뿐이지， 자신의 글이 읽히는 

특정의 시각， 특정의 언어문회를 회의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 

되지 않는다. 글쓰기와 관련된 특정의 제도들도 이를 강화하고 었다. 백일 

정이나 논술 고사 등은 특정의 문체나 글쓰카 방식만을 자의적으로 선택 

하여 권력적으로 정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의성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활동 중심’ 교왜서 학습자는 문화 생산의 주체라기보다 

문화 소비， 혹은 반복의 주체이다. 그들에게 ‘활동’은 교사가 제시하는 작 

문 관습， 작문 원리를 학습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폼으로 체득한다는 단순 

한 의미에 머물러 있을 뿐 교사 등에 의해 주어진 관습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수동적인 것이다. “논설문 

은 이러저러한 원리로 쓰는 것이다”라고 규정된 원리를 교사의 안내와 설 

명으로 접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하게 된다는 식의 기본 구도에서 학습자 

는 새로운 논설문의 언어 문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논설문 형 

태를 “교사와 더불어”에서 “스스로”로 독립해 나가는 활동밖에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교육에서 이 과정은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역의 과정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수용적 활동’으로 그 

의미가 제한됨과 동시에， 그 활동이 기반하고 있는 특정의 언어 문화가 무 

엇인지를 분명하게 열1L혀져야 한다. 학습자를 문화 주체로 바라볼 때， 그들 

의 언술 행위는 잘하고 못함의 차원이 아닌 ‘다름’의 차원무로 인정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지역， 세대， 성별 등의 위치 등에 의해 우리 사회의 문화 

구성원으로서 지신의 주권을 지니고 있다. 문화가 ‘특정의 삶의 방식’으로 

서 민주화， 상대회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의 글 역시 또 다른 문화의 생 

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학습지들은 명실상부하게 ‘표 

현의 주체(sκ삶ang 없'SOn)'로 이해될 뿐 아니라， 그들의 저작성(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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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을 용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이제， 정전화된 작문 원리， 

수사 관습을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르를 혁신하고 관습에 

도전할 수 있는 권력을 공유한다. 

이 문제는 창작교육론에서 중요하게 짚어졌다. 우한용 교수는 창작교육 

의 목표를 ‘주체의 자기 형성’으로 설정하면서 학습자의 창작 행위는 정해 

진 원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찌 형성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창작’이란 개념으로1 학습자의 자율적 표 

현 활동을 사고한 결과이자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향 

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회주의 작문 교육 

론을 펼치고 있는 Kay 뻐las은 작문 능력의 선장을 창작 주체 지신의 “이 

념적 형성 과정(id∞l맹ica1 becoming)"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념 

의 문제는 작문 활혐l 개입뺨 삶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포괄하기는 힘 

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회는 대 

상을 의미화하는 특정의 방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제반 삶 

의 국면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계 

를 의미화하는 특정의 방식에 대한 자의식을 지니는 것이며 이 자의식을 

바탕으혹 타자와 소통하며 상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 

문 활동은 주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특정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응답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깊이 관여되어 었다. 이에 의할 때， 작 

문 능력은 학습'À]-，가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고하게 해 나가는 자기 

발전의 과정과 접속할 수 있다. 

2) 활성화된 지식으로서의 작문 원리 

학습자를 문화 생산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할 때， 작문 지식， 혹은 작문 

원리와 학습자와의 관계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식’은 교사가 주고 

학습자는 이 지식에 터해 ‘활통’한다는 기존의 발상에서는 학습자의 문화 

생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 지식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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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배제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생산(교사)/수용{학습자)을 

이분하는 발상은 관습 주도의 작문 교육론<Convention driven co~← 

tion 어ucation)에서는 별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습 혁신의 권 

리를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대화주의 틀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작문 원리가 학습자와의 대화적 상호작용을 허락하는 유연한 

것일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지향적 행위라는 점 

에서 일반적인 작문 원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원리는 무조건적 

으로 반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맥락에서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고 달 

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지켜야만 하는 고정된 것， 불변한 

것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학습자의 수행에 의해 그때마다 새로이 만들어 

지는 활성화된 원리(activating principle)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리비스의 “살아 있는 원리(li띠ng principle)"라는 개념과도 상통한다. 비평 

이 화석화된 문학 지식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비평가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원리가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 작문 활동이 학습자의 주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문 교육에서도 활성화된 지식， 살아 있는 지식을 

생각해 볼수 었다. 

그 활성화된 지식은 학습자를 지식 생산의 주체로 초대한다. 지식에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적 지식과 상황성을 인정하는 맥락 

적 지식(졸고 :mk)이 있다. 전자는 현재 과학성의 이름으혹 소통되고 있 

는 지식인 반면， 후자는 현재의 사회적， 역사적 위치， 곧 맥력에 위치지워 

진{si뼈뼈) 지식。l다. 역사적 위치에 충실하다는 것은， 이전의 주어진 발 

화들에 대해 바로 지금의 현실적 상횡에 적합한 응답을 수행하는 것이고 

사회적 위치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와의 능동적 관계 

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관계는， 언술에서 ‘주어진 것’과 ‘창 

조적인 것’ ‘반복되는 것’과 ‘고유한 것’의 구분법과 같다. 일반적 지식이 주 

어진다면， 맥락적 지식은 이를 바탕을 맥락적 고유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식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상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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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주의에서 그 지식은 타자와의 공유， 기성의 것에 

대한 공유라는 보편성， 혹은 수용 가능성을 한 축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 

런 점에서 실체화된 것이 아닌 맥락회된 것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회를 

허용하는 것을 통해 지식은 주체의 현재 살아 있는 삶과 열린 대화를 나 

눌수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설득하는 글쓰기의 작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 

기로 하자. 전통적인 관습 주도의 교육은， 이러저러한 작문 원리를 제시하 

면 학습자는 이를 쩨의 능력으로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 

화주의 교육셰 따른다면 이 작문 원리는 바로 자신의 현재 문화 상횡에 

따라 ‘다시 쓰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다시 쓰 

기 활동은 규범 일탈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규범 일탈은 특정의 규범을 전 

제하고 있지만 규범의 맥락적 생성은 규범 자체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생 

성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1!R)년대의 설득하기와 ID)년대의 설득하기는 

‘다른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 또 도시의 학생과 시골의 학생， 남학생과 여 

학생들 모두， 각각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만큼 이들의 설득하기 역시 다르 

게 등장할 수 았다. 하지만 현재의 국어교육은 이들의 공분모를 유지하는 

데에만집중한다. 

이런 점에서 규범이란 것 역사 생성의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었다. 어떠한 작문 원리도 아직 다 쓰여지지 짧으며， 그 가 

능성에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 

하다. 기존의 규범 중심 관점은 일반적 규범을 구체적 텍스트에 환원적으 

로 적용하여 항상 ‘그때， 거기’를 반복하려고 한다. 전체에 대한 규정으로 

개별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바흐젠은 전체 그 자체는 존재할 수 없고 오 

로지 부분들과의 관계， 곧 텍스트의 개별적 관계들에 의해서만이 텍스트 전 

체가 해명될 수 았다는 입장을 펼쳐 왔대Michælm Holquist, 19l:l : 149-

151). 이는 장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장르론에서 특정 장르에 대한 실 

체적 해명을 포기한 것은 장르 전체에 대한 규정은 개별 텍스트를 통해 무 

한히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르의 본질은 변화되어 나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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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속에서만 드러나는 역동적인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받아들인다면， 교사가 

규정한 전체적 작문 원리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학습자의 지금， 

여기의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야만， 학습자의 쓰기 활동은 새로운 작문의 가능성을 모색승}는 활동으 

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교실에서의 언어와 사회 현실에서의 언어의 캡이 커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학교에서 ‘그 때 거기’의 규범들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있을 때， 교실은 시간이 정지된 기계가 되는 것이다. 

3)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언어문화 교육은 사실， 방법 중심， 활동 중심 국어교육어 대두되면서 상 

대적으로 약화된 영역이다. 절차적 지식과 대상적 지식을 구별히는 기운데 

언어 문화교육은 대상적 지식에 7t7Jt운 일종의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는 

식으로 이해되어 온 감도 있다. 물론 언어 문화교육은 자칫 지식 교육으로 

평히될 우려가 있고 또 정전 논리로 비판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기 활동이 응답적 행위라고 한다면 해당 공동 

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 문빼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먼저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으로 표현 기호의 ‘매개’적 역할을 지적할 

수 았다. 기호적 매개에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경험을 조직히여 표현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가능한 표현 방법 및 표현 방행l 의해 우리의 경험 

이 조직되는 역설의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나의 성장기를 쓴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나의 성장 경험이 나의 성장기를 구성한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고， 문화적으로 접했던 성장기라는 표현 방법 

이 역으로 나의 성장 경험을 구성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성장기가 비슷비 

슷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성장의 경험이 모두 유사할 수는 없다. 다만， 

‘성장’에 대한 개념， 성장기 표현 문뼈 대한 지식이 모두 유사한 것이다. 

언어 현실에서 보았을 때에는， 경험이 표현을 구성하는 측면보다는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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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구성하는 측면이 더 많은 것이대M 바흐씬 . V. N. 볼로쉬노프(송 

기한 역)， 1쨌). 

이런 점에서 표현 기호들은 표현 활동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자원 

(resource)이라 할 수 있다. 언어 문화는 바로 이러한 특정 표현 기호들의 

체계라는 점에서 작문 능력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특히 언어문회는 타 

자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앞에 

서 작문 활동의 대화성을 살피면서， 나의 언어는 타자의 언어와 대화적으 

로 공존한다는 것， 그래서 표현은 곧 타자의 언어들로 자신의 의미를 만들 

어내는 일임을 살펴보았다. 언어사용이 타자의 언어들에 대한 ‘선택’(의식 

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해당 언어가 

권력의 쟁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1 타자들은 이 언어를 어떠한 의미로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이대Jon Klancher, 1쨌). 타자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표 

현 의도나 발상법을 점검하는 것만름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Jon Klancher은 작문 교육은 의미 있는 당대 스타일과 정치 

적， 사회적 의미들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히는 일을 선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대Jon Klancher, 1쨌).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는 당 

대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미들이 만틀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으로1 당대에 

공존하는 타자들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문화 유산의 교육은 이상적이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특정 문 

화에 면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를 이 

해한다는 차원， 타자들과의 원활한 대화， 문화 소통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 

요가있다고본다. 

이러한 언어문화 교육은 작문 교육에서의 ‘결과’와 ‘과정’의 이분법을 해 

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언어문화 유산들은 언어 활동의 결과이면서도 언어 

활동의 과정에 침여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과정이란 문화적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인지는 보편적인 만큼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현실적인 적용력을 상설해 버린다. 과정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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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그 활동의 ‘결과’물들인 텍스트 구조와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지 활동의 결과물인 절차적 지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활동 

이 지행}는 결과물들에 대한 대상적 지식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작문 결 

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발언을 완성할 수 없으며， 또 작 

문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은 보장될 수 없 

다. 언어 문화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 

형성에 참여한다. 

4. 작문교육의 ‘생산성’ 범주 

그 동안 작문 교육에는 ‘문법성’ ‘용인성’ ‘적절성’ ‘효괴정’ 등의 범주가 

설정되어 왔다. 이성영(1뾰)에 따른다면 이 범주들은 개인적 창의력이 요 

구되는 순서이며 그것은 정해진 규칙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히여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창핸}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따만 이 범주들은 한 개인 

이 자신의 표현 의도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와 주로 관련된다. 표 

현 주체를 사회적 문화적 집단으로 본다면 이들 집단들이 지니고 있는 각 

기 다른 표현 전략과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별도의 범주가 

요구된다. 

가령， 각기 다른 집단들의 이해 관계를 표출하는 신문들을 예로 보자. 

각 신문 기시들은 기자들 나름의 표현 의도에 의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만 여러 기사들을 동시에 놓고 보면 각기 다른 표현들로 동일 

사건이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 표현들을 단지， 

표현 전략의 다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설명이 되 

어 버린다. 각각의 다른 표현은 그 신문사가 지향하는 각기 다른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위치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느 신문 기사가 더 효과적이었냐 하는 전통적 수사학에서의 질 

문보다는 이들 다른 표현들이 각기 어떠한 이념， 가치， 문화들을 생성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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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질문이 더 필요하고 유효하다. 그들의 효과적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문화척 이념과 세계관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질 언어성， 곧 사회적 문화적 디정성이 문제 

된다. 

이 다성적 코드는 언어 사용자의 이념， 성별， 지역， 등의 문화적 정체성 

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들은 옳고/그름， 높고/낮 

음， 잘됨/못됨의 위계적 구도로는 파악될 수 없다. 다양한 가치들의 치원에 

서 접근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각 문회적 정체성의 다름을 인정하 

여， 문회적 실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산성’의 범주이다. 윌리엄 

즈는 ‘생산성’의 범주를 설정히여， 고상한 문화 개념으로는 포착되지 못했 

던 대중문화나 노동자들의 표현 행위를 당당한 의미화 실천의 하나로 포 

착한 바 있다{R 윌리엄즈(이일환 역). 1901). 작문 교육에서의 ‘생산성’ 범 

주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접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펼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의 글을 다 

성성의 차원에서 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장르들에 다성성을 인 

정하는것이다. 

먼저， 학습자의 글을 ‘생산성’의 범주에서 독해하는 방안이다. 학습지를 

개인적 존재가 아닌 사회 문화적 주체의 구성원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의 

언어는 옳고 그름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문체론 차원으로 

니。까면 더욱 그러하다. 학습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효과 

성이나 적절성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 그것은 학습자가 그 언어 활동을 통 

해 자신의 이념과 세계관을 실천하며 그 실천에서 ‘다름’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의 문화 생산을 위해서는 문해력의 기준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름’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gαxi writi때'bad writing’의 

시각에서 평가 절하되었던 특정의 문해력을 교왜서 과감히 수용할 필요 

도있다. 

이와 관련지어 Kay 뻐lasek의 고민(Kay 많la양(， 1앉Ð)은 많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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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 그는 대학 1학년의 쓰기 교육이 기성 아카데미즘에서 만들어 놓 

은 ‘논문’ 형식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생들은 이 형식을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된다고 문제제기 한다. 

그런 점에서 신입생들의 서툰 논증과 논문들을 서툴고， 잘 못된 글이 아니 

라 그들 특유의， 아직 이성적 사유 훈련에 훈련되지 못한 존재들의 또 다 

른 목소리로 이해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여기서 논리화의 공준을 거친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도 당당해1 인정된다. 학습A를 나름의 문화적 

주체로 이해하고 。}카데미즘의 관점에서 가치 절하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의 글썩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승F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교사 교과서에서 제시된 원리를 수용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전환뼈 응답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창의적 전환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문회를 생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생산 모텔은 기존의 완성된 결과를 열린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해진다. 가령 규범적(Nonnal DiSCOUI똥)이고 

정담론의 글상1만이 아니라 탈규범적， 반담론적(Coun따 Disco따se) 글쓰 

기， 제도화된 양식의 글 뿐 아니라 일탈적 양식의 글들(Miller， 1001)이 모 

두 포괄될 수 있다. 이러한 글들은 기성의 것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만들 

어지는 것으로、 학습자의 자기 형성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그 과정들은 기존의 작문 관습을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읽어야 

할 존재로 만든다. 특정의 작문 관습이 어떠한 시공간 속에서， 어떠한 주 

체들의 어떠한 문화적 지향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읽을 때라야만이 새로 

운 작문 관습을 창출하는 작업이 가능해 진다. 

다음， 언어(장르)의 다성성 수용 문제이다. 대화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언어의 의미， 장르들은 각기 차이나는 이질적인 것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다. 또 모든 언어들은 각기 다른 언어， 장르틀과의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생성한다. 여기서， 표현 능력 신장은， 표 

현 주체의 개인적 의도 발상， 경험， 표현 등의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 

는다. 자신의 표현이 언제나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를 내적으로 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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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타자의 언어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성공적인 표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난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 식으로 받아 

들이는 혼란은， 표현 주체가 표현을 자신의 의도와 관련지어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언어는 결코、 표현 주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 

는 한 담론 공동체 내부의 각기 다론 집단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자원’이 

라 봐야 한다. 그것은 마치 산과 강과 물처럼，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쓰임 

으로공유히는것이다. 

여기서 ‘생산성’의 범주는 각 언어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언어들과 

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가령， 동일한 수사적 상횡에서라도 신세대 

가 사용하는 장르와 기성 세대가 사용하는 장르가 다르다고 하자. 신세대 

들의 표현을 기존의 규범으로 재단하고 평가히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가 왜 생겨났으며， 그들의 어떠한 문화적 지향 

과 만나있는지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기성 

세대들은 전자를 선택하고 만족해한다. 기성 세대가 선세대와 대화하기 위 

해서는，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장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 표현 능력에는 사회 집단의 다양한 표현들을 

다름의 차원에서 수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 범주는 급변하는 사회 문회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필요 

하다 

먼저， 21세기 다원주의적 공생의 문화 환경과 관련지어 본다. 매체의 발 

달과 더불어 이제， 단일한 공통의 문회를 유지하는 방향보다는 다양한 집 

단들의 다양한 문화들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공생， 상생은 

중요한 삶의 전략이 되었다. ‘표현 주체’ 만이 강조되는 표현 교육이 단선 

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자신의 표현 의 

도와 표현 전략， 그리고 발상이 남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타자들의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공생하지 않을 수 없다면， 기존 

의 언어 문화 유산들은 다름과 차이를 문화 생산의 관점에서 용인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물론， 표현주체는 그럼에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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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이다 교육은 주체의 문제를 벗어나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 표현 주체는 타자와 나란히 위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표 

현 주체도 주체로서의 위치를 세울 수 었다. 

다음， 문화의 가변성과 관련지어 본다.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가 변화한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근대의 문화는 변화 자체를 자신의 일상으로 

삼아 버렸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과거에 불 

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에서 매번 변회된 언어를 원리화하여 

교육할 수도 없다. 이 문제는 학습자가 과거의 것을 언제나 고수히는 존재 

가 아니라 자신의 상뺑l 적응하고 나。까 변화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설정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학습자는 주어진 

것을 숙련하고， 모방햄l서 나0까 학습자가 지진이 처하고 있는 지금， 여 

기의 상빵11서 나름의 응답을 제시하는 대화적 주체로 상정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전화된 원리를 가치 이분법적으로 적 

용하는 것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들의 글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1 또 다른 

생산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5. 결론 :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 교실 

이제까지， 작문 교육의 생산 모델이 성립될 수 있는 언어학적 근거와 현 

실적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요즘， 공교왜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다. “교실 붕괴”리는 참혹한 말은 지금도 계속 그 위세를 떨친 

다. 교과 교육의 문제로 좁혀 보았을 때 이 상황은 학습자 지신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의 문화적 참여를 봉쇄하는 교육 풍토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수사학을 부응시켰을 만큼 표현활동이 광성했던 

그리스 시대， 표현은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 방법 

이었다. 표현 활동을 통해 그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자신의 주체 

적인 정치권을 수행하였다. 현재의 표현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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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는것 같다. 

본고에서 ‘생산성’의 범주를 설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이다. 

이 범주는 언어 문화를 ‘g때 writing’과 ‘bad writing’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을 해체하고 다양한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히는 것이다. 작 

문 교육은 교사에 의해 제시된 작문 원리가 그대로 활동으로 숙련되는 단 

성적 공간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대화적 응뺨II 의해 기존의 문화가 다시 

쓰여지는 대회적 공간이다. 작문 교실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교실인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실천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위계화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다음 논의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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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logism and the Model of Cultural 맘oduction 

Composition 

Choi , In-ja 

The task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Dia1앵ism Comp:>sition 

많ucation theory focus on 때tura1 pr떠uction The comp:>sition as 

cultura1 pr따uction suwlement individua1 IHCePtion 잃 αætivity. From 

this JX)int of view the 1밍핑뻐ge creativity is us때1， c이lective， and 

IX>P버ar. So, CoIIllXlsition 어ucation as cultura1 π떠uction stress on the 

context of lar핑뻐ge u잃ge and answerability to ‘ready made ~ng’. 

Thpending on 삼l1S， we rec맹nition a JX)sition of leamer, coIIllXlsition 

priociple and 1뼈뻐ge cultura1 properη. We r멍뼈 leamer as culture 

subject, so thl머r writing rnust be 따JpIDved by their differenæ instead of 

good writing/bad writing. We 1멍ard e쩌뼈sion kno때어ge as activa뼈 

by 1않mer’s context. We regard lar필U짧e cultura1 property as 어ucation 

α:mtfπ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