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의 활용과 작문 교육* 

나정순 .. 

1. 매체의 활용에 관한 모색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어 교육의 매체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 왔 

다. 과거의 교육이 단순히 활자 매체를 통한 일방적 교육이었다변 오늘날 

국어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홍식 교육으로， 그 전환ò1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매체 사회 속에서 매체를 배제한 교육의 기획이 

나 소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육에서도 매체와 관련한 교육 

은 보편적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체와 관련한 국어 교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매체 언어를 텍스트로 보고 매체 언어에서 드러 

나는 국어 사용 기능과 국어 문화촬 끌어오는 상호척 방법이다)l 이는 매 

체를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 학습지를 매체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ml)의 연구훤 자 

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륙별연구원 
1) 박인기 외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냉， 삼지원，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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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매체 언어롤 통해 비판적 사고의 촉발파 창의적 사고를 기대하 

는데 그 의마가 었다는 관점이다~2) 또 다른 하나는 국어 교육에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여 국어 교육의 지평을 열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매체와 관 

련한 국어 교육적 접근은 대깨 전자와 관련한 방면에서 그 비중이 있는 

듯하다. 사실 국어 교육의 열린 지평을 위해서도 그러한 시각은 매우 긴 

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의 문제 즉 매체를 도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언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법적 전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의 연구 또한 절실하다. 이는 교육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되 

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어 교육과 매체를 연계히여 교수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담당한 이들이 접근하여 제시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OHP나 파워 포인트를 가지고 국어 교육을 했을 때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후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비디오라는 매체를 가지고 국 

어 교육을 할 때 후자의 경우처렴 단순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한편 

비디오 영화의 언어 담론을 활용히여 창조적 언어 활동을 실현하는 장을 

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체의 활용’과 국어 교육적 접근이 이루 

어질 때 그 사용 범위는 지극히 도구적인 측면에서부터 다양한 언어 활동 

이라고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범주까지 매우 복합적이다. 여기서는 주 

로 후자의 입장에서 매체와 관련한 국어 교육 특히 작문 교육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한다. 

국어 교육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 

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교육에서 디양한 매체가 적 

극적이고도 의미 있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형편 

2) 김대행매체언어 교육론 서설J，국어교육J 97, 1쨌 



매체의 활용과 작푼 교육 • 나청순 145 

이다. 실제 대학의 작문 교재나 수엽의 틀이 이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 일면 추상적3)이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눈 교수자에게는 구체적인 방법론올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울 간접적으로 반영히는 것이다. 

요즈옴의 학생훌은 소위 말하는 영상세대이어서 그들은 디양한 매체에 

익숙해 있다. 그들은 오히려 인쇄 매체를 제외한 여타 매체와 친숙한 편 

이어서 학습자의 입장에 서서 수업 현정에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 

업 방법을 도입하고 모색하지 않는 한 그들을 의욕적으로 수업에 침여시 

키기는 어려운 상황어다. 교수자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습 

자가 적극적으로 침여하지 않올 때 이는 분명 교육 현실에서 문제적 위기 

가아닐수없다. 

이 같은 변에 주목하여 매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교육 공학의 분야 

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 

히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국어 교육을 담당한 연구자들이 현 

징L에서 해결하고 개척혜야 할 몫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교육계에셔 제시하고 있눈 지표는 실상 일반화되고 추상적이어서 

현재의 상황옳 iFr7R하기 위해서월 현장에서 교육옳 답당한 이틀의 실질 

적이고도 구체책한 캡근 방볍이 쩨시되어야 할 컷으로 보인다"，4) 

그러한 측띤빼셔 뽑고에셔환 실체 작문 교육을 흉해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틀을 중짐으로 용~ 몇 가지 매체 활용에 관한 수업 모형과 그 가능 

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일례로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의 이론과 같은 것을 틀 수 있다. 
4) 그런 의미에서 김동환 외(r매체언써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소흥 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J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보고서， 었m되의 연구는 실질적인 문 

제를 제기하고 그 대상화의 방법올 제시했디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기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틀이 본격적으로 이후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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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총요성 

작문 교육에서 선행적으로 회습자에게 이해시키는 중요한 전제의 하나 

가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이다. 대학의 수많은 교재 제목부터 교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표현’은 이제 작문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명사 

처럼 일반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적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생걱해 볼 필요가 었다. 기왕에 나온 교재들을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 활자를 매체로 한 설명의 방식으로「 즉 전통적 방 

식의 교과서를 고수하면서 내용을 전개시킨 경우도 있고， 혹은 그림이나 

만화와 같은 시각적 매체를 동원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도해 보면 물론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다음 그렴과 같은 경우.5)를 예로 들어 보자. 

〈그림 1> 〈그림 2> 

먼저 〈그립 1>이나 〈그림 2>와 같은 예시를 주고 학생들을 조별로 나 

누어 토의하게 한 후 그 철과률 발표해 보도록 한다고 해 보자. 대개 〈그 

5) 강정희 • 김균태 외작문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출판부. 1앓.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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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검은 면이 위로 옳라오도록 하여 답울 유추 

한 경우와 그 반대로 검은 면을 바닥으로 생각하여 답을 유추한 경우， 상 

자가 눈에 보이는 경우와 보이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6, 7, 10, 117~ 풍 

의 다OJ한 답을 제시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기발한 답도 나오는 

데 ‘뒷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뒷면 어딘가에 무수 

히 끝없이 여러 개의 니무도막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 

는 독특한 관점의 답이 그것이다. 

〈그립 2>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은 화분대 혹은 분수대， 미·주 보는 

두 얼굴 둥의 해답올 제시한다. 그러나 간혹 이주 기발한 대엽이 나오기 

도 한다. 어느 미대생은 이것을 ‘불감의 튜브에서 물감을 짤 때 흘러나오 

는 모습’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꽉유의 감성적 사고가 발현된 기발한 답 

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답은 창조적 사고의 관점에서 표현한 경우로 

서 곧 다·양한 관점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위 

의 예시논 결국 디옴과 같은 설명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 수업 

모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그림틀이 보여주는 역설의 착시 현상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흔히 사람틀은 어떤 사물의 디양성을 보지 못한 채 

어느 한 면만을 보고서 그것을 시실로 믿고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사 

고도 여러 관점에서 행해야 하고 내가 아닌 남의 관점에서도 귀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관념을 버리는 훈련이 펼요하다. 

만약 교수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시각적 매체의 활용 없이 단순히 설 

명으로만 말한다면 학생들은 그에 대해 깊은 감웅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수업에서 앞 

서 제시한 그립과 같은 다양한 매체의 수용과 활용은 수엽의 내용을 풍부 

하게 하며 주의력을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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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의 기초와이해 

국어 교과 영역에서 이해의 과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해의 교육 과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장을 펼치고 확대시켜 나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작문 교육과 관련한 매체의 활용 측면에서 구체적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나 대학의 교양과정 중 작문의 영역에서 ‘표현의 기 

초’가 되는 부분은 수업 현장에서 자칫하면 일방적 주입식 문제 풀이나 

해설이 되기 십상이다. 예를 탈면 다음과 같은 것틀어 있을 수 있다 

참λ}지-들의 넋을 강린탬 위로하다 (올바른 어휘 찾게 

결관점을록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관릎 초래했다00 (중 

복표현 찾기)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예젓으론 있다o (외국어의 그릇된 번역 문 

제) 

( )은 할수록 줄고 말은 할수록 는다~ (속담 어휘와 뭇 알기) 

그러한 부정적 측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좌담햄 

으k흐냄， 행정 과정에서 바로 장힐 수 였다o (문장 성분이 올바른 호웅으로 

이어지도록고쳐 보기) 

철수는 갚념돼 헤어졌던 여자와 다시 만났다~ (모호한 의미 부분 찾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r가 학생들에게 직접 말로 

써 시켜 답을 제시하여 맞추는 방식은 이제 진부히여 학생틀은 수업 시간 

에 쉽게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겨 매체를 활용한다면 어 

떠한방볍이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변에서 때체 활용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OHP의 활 

용을 심심치 않게 보아 왔다. 그러나 0매의 활용은 대개 내용의 요약이 



매체의 활용파 작분 교육 • 나갱순 149 

나 도표를 제시하는 제한적 사용에 머물러 있어 과거의 종이 패도처럼 더 

이상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선선하지 못한 도구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하는 파워 포인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전 

달하는 이러한 체제는 실상 학생똘에게는 과거의 종이 매체와 별반 다르 

지 않다. 물론 피휘 포인트의 경우 소리나 영상을 좀더 자율적으로 조절 

한다는 장챔은 있으나 내용제시리는 측면에서 보면 아IP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i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문하고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한 

다면 OHP의 경우도 우리에게 쌍방향 소통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에 

예를 들어 앞에서 재시한 문제툴올 놓고 한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틀을 모두 수업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국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학생을 조별로 나누어 제시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 

체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5분이나 10분의 시간을 주어 제시한 문제를 조별로 해결하게 한 후 미리 

마련한 1p에 각 조에서 풀이한 답올 써 놓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은 각자가 알고 있는 문제의 답을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토 

의를 거치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두어 조별로 해결한 답을 OHP 

로 맞추어 보도록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신들의 조가 작성한 결과와 

다른 조의 해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집중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OHP라는 매체를 단순히 벽결이식 궤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벗어나 문 

6) 조벽새시대 교수없， 한단북스 l體 æ연. 

여기서도 OHP는 강의 내용을 보완해야지 대치하거나 중복해서는 안된디는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 잘 사용된 OHP의 경우로서 말로 표현 안 되는 내용을 보이게 

하는경우를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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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의 장을 혈치기 위하여 비교와 소몽이라는 상호적인 활동적 매체 

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니·름대호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내용의 성격상 학습자의 주의를 끌어 전체 학습 

자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OHP라는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신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국어 

교육이 좀더 현정헤서 학생틀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교육공학적 측면과 

접맥하여 연구되어야 할 점올 시사한다 

이외에도 표현의 기초와 관련뼈 다양한 매체롤 활용하는 방법은 다 

각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요즈옴의 학생틀은 통신 언어를 사 

용하면서 스스로 자신틀의 언어 사용에 지신 없어 하며 또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통신/엠l서 사용히는 언어로 인하여 맞춤법 사용에 혼란을 가 

져온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면 떠욱 그러하다. 컴퓨터를 활용한 맞춤법 교 

육은 현재 수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교수자 

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일례로 잡지률 활용한 번역왈 통해서도 표현의 기초와 같은 부분의 교 

육 영역올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오는 영자 신간 

잡지에서 일정 부분 발훼히여 번역을 해오도록 한 후 그것을 토대로 번역 

을 거친 문징이나 어휘， 접속 호웅의 문제틀을 자연스럽게 고쳐 볼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번역문올 TP에 올려 OHP로 전체 학 

생들이 보면서 문장의 기초나 표현의 기초를 설명하는 방법은 학생들에 

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 

추어진 공간이라면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생틀의 번역문을 커다란 화변에 

띄워 놓고 고쳐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즉시성， 현장성， 쌍방 

향 소홍성을 획득할 수 있다눈 점에서 국어 교육의 효과를 한충 더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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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網게 뼈와 주제 쟁하기 

글짜기의 체계에서 주제를 정하는 과정윤 매우 중요하다. 혼히 글을 쓸 

때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 진부하지 않은 주제롤 택 

하여 생각을 펼치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다. 최근 들어 새로 쓰기나 새롭 

게 보기의 문화가 다양한 장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작문의 영역 

과 관련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새로 쓰기외 한 예를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이 

야기는 이링 페쳐에 의해 새로 씌어지거나 바비라 워커에 의해 〈혹설공 

주〉라는 이름으로 다시 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 쓰기의 의미는 과 

거의 진부한 주제나 이야기의 톨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재생산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관념적 허구를 부수는 

데서찾을수있다 

이 같은 새로 쓰기의 양태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광고나 대중문화 현상의 몇 가지 예를 OHP로 보여 준 후 

패러디나 표절의 경계를 통해 문화 창조에서 필요한 창조적 양심과 도덕 

적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주제 정하기의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 

다. 

또한 소리나 영상 전달의 매체를 통해 대중음악을 예로 틀려주면서 표 

절과 샘플령의 경계률 이야기해 보고 글쓰기 문화에서 요구되는 상상력 

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도 요즘과 같이 인터넷올 통해 베끼기가 만연하 

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태도에 좋은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으 

로예상된다. 

최근 유행했거나 유행하고 있는 패러디 영화나 음악을 비디오나 멀티 

미디어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글쓰기를 유 

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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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틀면 ‘무서운 영화’나 ‘롱풀리 어큐즈드’와 같은 패러디 영화를 부 

분적으로 펀집히여 보여 준 후， 주제 없이 상업성에 기반하여 재미만을 

추구할 경우 그것이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토의해 보는 것 

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얀 코벅의 노래나 최근 우리나 

라에서도 논란이 꾀고 있는 패러디 노래 퉁을 매체로 활용하여 그것이 가 

지는 의미의 무게를 토의해 보는 것도 학생틀에게는 홍미로운 제재가 될 

수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문화 전반에 걸쳐 패러디라는 것이 성행하고는 

있지만 가치 있는 패러디 문화한 정착되지 못했디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학 

생들에게 올바른 쓰기를 위한 풍기 유발을 시킴으로써 작문의 영역과 관 

련지어 보는 것도 학생틀에게 달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전을 가지고 새로 쓰기를 해 본 작품의 예로? ‘아 

기징수 셜화’를 새로 쓴 최인훈의 〈옛날 옛적 휘어이 휘이〉와 같은 작품 

이나 주기도문올 패러디한 박남철의 작품 혹은 김훈수의 〈꽃〉을 패러디 

한 작품들은 문학 속에서 새로 쓰기의 주제가 관념적 허구의 틀이나 왜곡 

을 어떻게 부수고 새롭게 탄생했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은 우리 아버지 이륨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니라의 말씀이 아니시며， 돗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이다'.(중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말해지고 

있사옵니다. 

언제나 출타 중이신 아버지시여 

-박남철，<주기도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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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늘에 계신다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훌 우리 섣불리 믿을 수 없사오며(중략) 

제발 이 모든 우리의 얼어죽융 사랑을 평론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언제까지고 그냥 내버려 둬 두시겠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 아니옵니대를 일흔 번 

쯤 반복해서 끓어 보시오) 

밤낮 없이 주무시고만 계시는 

아버지시여 

-박남철，<주기도문， 벌어먹을〉 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렴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규원，<꽃〉의 패러디 중 

내가 꽃에게 다가가 ‘꽃’이라고 불러도 꽃이 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조화 

였다. 

-황지우，<디옴 진술들 가운데 버틀란트 러셀경의 

확정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중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기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되고싶다 

-장정일，<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결 수 있다면〉 중 

이와 같은 예시를 아1P를 통해 제시하면서 교수자는 주제 설정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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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쓰기 교육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문화에서 

차지하는 문학의 비중과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문학 직용에서 드러나는 

주제의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 정하기 

의 영역은 작문 교육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작문 교육에 

서 행해졌던 표현의 기초와 같은 영역보다는 오히려 이와 관련한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창의적으로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진술방식 

1) 묘사와서사 

묘사와 서사의 진술 방식을 배우거나 가르철 때 글쓰기를 시도해 보지 

않은 교수자는 없을 것이다. 대개 대학의 교재에서 ‘묘사하기’의 대상은 

‘우리 학교의 풍경’이나 혹은 ‘친구의 얼굴’ 둥과 같은 디양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현실적 대상의 생생한 속성올 묘사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활자화된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 

의 쓰기 욕구를 지극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수업 시 

간에 현장에서 비디오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영화의 한 장면을 제시해 주 

고 묘사해 보기를 시도하는 것도 학생툴의 주목을 꿀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이 될 것이다 

혹은 동일한 내용을 토대로 한 소설과 영화에서 어느 한 장면이 글로 

써 묘사된 경우와 영화 속에서 묘사되어 나타난 경우를 비교해 보고 객관 

적 묘사나 암시적 묘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보이는 것도 묘사적 진술 방 

식을 친숙하게 이해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옴에서 과거에 서사문 쓰기를 시도했던 한 방법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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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인 검구식씨가 불홈없게 생긴 개 한 마리가 밥 

올 먹고 있는 그훗율 무심코 보았다. 그 밥그릇은 덕지덕지 개밥이 불어 있 

지만 분명 이조 빽자였다 환명 개 주인은 이조빽자를 개 밥그룻으로밖에 

취급하지 못하는 무식한 촌놈이겠지? 저 개만 사고 나면 ... 

2) 김구식씨는 어깨훌 늘어뜨린 채 동네률 빠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뒤 

에는 그런 그롤 조롱이라도 히·풋 불상 사나운 개가 꼬리까지 혼들며 쫓레 

졸레 따라오고 있었다. 

위의 예시와 같은 내용은 대학의 작문 교재에서 혼히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칸에 빠진 내용올 첨가하는 서사적 진 

술을 써 보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곧잘 

그 내용올 전개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글 쓰기에서 서사적 진술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한가지 내용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뿔이다. 

그러나 예를 틀어 서정인의 ‘강’이라는 작품을 영화화한 장면을 보여주 

고 서사문 쓰기를 시도해 본 연후에 학생틀이 쓴 글의 일부분과 소설에서 

제시된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나서 서사적 

진술 방식을 가르친다면 학생률의 집중도와 호웅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 

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사문 쓰기를 해볼 때 서사적 방식 

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글 쓰기의 문법 외에도 영화의 서사적 문 

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매체와 

매체언어를 통해 국어 교과의 방향이 나。}7싸 할 지표를 확장시킬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연구되어야 

할과제이다. 

2) 논층과 혈명 

작문 교육에서 쓰기와 말하기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이제 말하기를 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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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유도하는 방법은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 

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가지고 말하기를 해 본 연후에 쓰기를 시도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 그것인데 여기에는 매체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대두된 

다 

가령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가지고 논중이나 설명을 해보자는 방 

식은 지극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학생틀의 참여와 주목을 끌기에 

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비디오 

를 활용한 영화 제시 방식이 될 것이다. 일정 부분 여성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를 보여 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한 후 토의나 토론을 통해 

설명과 논증을 가르치는 방식은 비교적 효슐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한시간 전부를 영화 보기에 할애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 

나 시간 분배와 수업의 능률적 측면에서 볼 때 수업 시간 전체에 걸쳐 영 

화를 보여 주는 껏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부분을 뽑아서 약 :J)여분 정도 보여 준 후 이와 관 

련하여 적절한 토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한 연후 그것을 토대로 글쓰기를 해 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을 쓸 경우에는 그것이 휠자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교정 

을 통하여 첨쇠에 가능하지만 말하기를 할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증올 통한 설득에서 혹은 설명의 방식에서， 학생들 

이 말하기를 하는 동안 교수는 그것을 녹음해 두었다가 구체적 내용을 가 

르칠 때 다시 재생히여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이란 즉시 사라지는 속성 때문에 금방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녹음한 것을 재생히여 다시 틀려주며 설명을 할 경우 학생틀은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서 자신이 주로 하고 있는 설명의 방식은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논거를 들어 논점 명제를 제시하는 

지 꼼꼼히 짚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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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훨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기자재자 마련되어 있는 방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앉F나 비디오， 컴퓨터 퉁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즉석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계발할 수 있는 방법적 장치툴이 

더욱 적극척으로 고안되어야 활 펼요가 있다. 

6. 창작과 감상을 위한 작문 교육 

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이해와 깜상과 창작은 특히 문학 교육과 관련하 

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7) 따라서 작문 교육에서도 글쓰기의 방식은 단 

순히 표현의 기초를 토대로 한 기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창작과 감상이 

라는 영역으로 방법의 확대와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의 작문 교육은 대부분 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생틀이 수업을 듣는 체제적 성격상 매체의 활용을 통해 창작과 

감상이라는 영역으로 그 지평을 넓혀 나7싹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작 

문 수엽에서 감상의 영역에 할당된 교과 과정을 보면 독후감 쓰기나 문화 

비평문 쓰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진부한 내용으 

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작의 영역 역시 제한되어 있어 진취 

적으로 강행한다고 해도 간단한 시 쓰기를 해보는 것이 고직이다. 이러한 

틀과 방법은 학생틀에게 작문 수엽을 친숙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 

하고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 

의 기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김대행문학교육 툴짜기~， 도서출판 역락.， a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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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동안 유행했던 3행시 열풍올 보자 학생이면 누구나 한번 

쯤은 3행시롤 지어 보았올 터이나 대개 그 내용에나 형식이 조잡하고 장 

난기 어린 경우가 대부환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옳린 3행시 중에서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불 수 있는데 다옴파 같은 작품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뺑시똘 지을 때 순간적 말하기리는 일회성 때문 

에 자칫 조야한 입담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올려진 작 

품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는 책임감도 주어지므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확대의 발전적 글쓰기로 갈 수도 있다. 

안 안오시면 어이합세라 

진 짓무른뒤 오시려거든 

서 서러워활 가·슴이걸랑 울어 묻으리8) 

이름을 운으로 한 이 작품은 일반적 3행시에 비해 비교적 언어의 조탁 

이 세련되고 무엇보다도 언어 유희를 하지 않는 진지한 태도가 주목을 끈 

다.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행시에서 발전히여 현대시조와 같은 

작품 세계에 몰입하여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행시 짓기를 한갓 현대판 언어 유희의 하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러 

한 장을 통해 시조 작품으료 전환시킬 수 있는 교수자의 아이디어와 능력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이끌기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산출할 수도 있디는 창작의 가능성과 여지 

를보여 준다. 

다시 말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장을 마련하고 학생틀의 

자유로운 침여를 유도한 후 학생들의 작폼에 대한 길집에와 명가를 해준 

다면 학생들을 창작의 세계로 끌어틀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8) h뼈:/Isijo.co.kr‘ 네티즌시조 감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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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짤막한 시나 시조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긴 소설의 

경우도 충분히 가농할 수 있다. 학생툴이 조별로 나누어 집단 창직이나 

이어 쓰기를 해 본 후 서로 돌려보변서 작웹 대해 펑가해 보고 감상해 

보기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전문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학성과 학생들의 그것이 어떻게 다룬지률 비교해 보고 문학 작품 혹은 

창작에 대한 내용을 익힐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상의 영역도 인터넷 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올 탓하고만 있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이 변하면 교수의 학습의 틀도 변해야 할 휠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교수X까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영역을 모두 바꾸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작문의 영역에서 볼 때 학습자가 더욱 많은 책 혹은 작 

품을 접하게 하여 그들의 진솔한 사고나 정서를 표출히는데 적극적 기회 

를부여하자는말이다 

가령 감상의 영떡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교수자는 지금까지 업습되어 

온 것처럼 학생들에게 제한된 작품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능 

동적으로 작품을 찾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찾아 인터넷 상에 올리게 하고 그 작품이 왜 자 

신에게 중요한 의미나 느낌을 주았는지 글을 올리게 한 후 그에 대해 토 

의와 토론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틀은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풀이 좋아하는 작품。1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 

지를 확언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와 작문 수업이 제한된 시간과 툴 속 

에서 교수자가 몇몇 학생의 우수 작품을 단편적으로 들려주던 방식과는 

사뭇다른것이다. 

특히 웹 상의 자료들은 관련된 다른 자료들로 연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종래의 직선형의 학습을 탈피하여 분지형의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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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9)으로 니·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1 장점을 찾윤 수 있마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교육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작문 

교육에서도 웹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 연구되어 제시되고 있는 시점10)에 

서 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교육의 지속적인 계발 

과 모색은 매우 펼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7. 매체롤 넘어선 직푼 교육 

지금까지 작문 교육과 관련히여 매체의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그러나 오뜰날과 같이 사회가 다변화하고 정보 통신이 발달하고 있 

다고 해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교육이 국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수록 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틀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그들의 인문적 감성과 창의척 사고를 되살리게 

하는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문 교육은 매체나 매체언어를 지향히는 도구 

중심의 기술적 전략을 통해서만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살아 있는 문화 속에서 그틀이 체험하여 느끼고 본 것을 창의적으로 

열어 주는 교육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글쓰기 

나 읽기 밸}기의 문제 해결 전략은 부차적인 것일 뿐 가장 중요한 문제 

는 학습자를 생Z{하게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학습자 

는 진정한 쓰기 욕구나 말하기 욕구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 

9) ht따/ /l1äewhaac.kr. 교육과 컴퓨터/웹의 교육적 활용. 
10) 김민규창의척 작문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시율레이션 개발J ， 연세대 석사학위논 

문，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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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잘 다듬어 낼 때 작문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백일장 대회를 열고 사생 대회를 여는 것은 그저 단순한 

요식적 행위가 아니다. 사실 그 바탕에는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며 창조적 사고의 징L을 펼치라는 의미가 있다. 학생들에 

게 이러한 행위들조차 진부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지 

만 교수자가 장올 만들기에 따라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 

이미지를 관할}여 내면적 추동렉을 만틀어 내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 

만은아니다. 

실제 수업을 통해 관찰한 결i’}를 보면 박물관에 직접 가서 묘사문을 

써 본다든가 다론 대학을 답사한 후 답사기를 써 볼 때 학생들의 작문은 

훨씬 더 생기 있고 문제 의식 있는 창조적 표현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문회야말로 작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며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매체를 활용한 교 

육 못지 않게 매체를 넘어선 교육 또한 국어 교육의 교육적 대상화 방법 

에서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현 

강정희 • 김균태 외 w작문의 이론과 실제J ， 한남대출판부， 1앉E 

김대행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1됐 

김대행 w문학교육 툴짜기~， 도서출판 역락， 때Xl. 

김민규창의적 작문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시율레이션 개발J ， 연세대 석사학 

위논문， 때1. 

박인기 외J'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내， 삼지원， 없Xl. 

박태호 w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aro. 



1앙 국어교육연구처짧 

조벽 r새시대 교수법~， 한단북스 1때. 

최현섭 • 박태호 • 이정숙 공저~구성주의 작문교수 학습론'~， 벅이정， 었Xl. 

린다 플라워~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원진숙 • 황정혐 역， 동문선， 1뾰. 

바φ://rrei.e때Ja.ac.kr. 교육파 컵퓨터/웹의 교육적 활용. 



매체의 활용과 작문 교육 • 나갱순 163 

.Abstract 

Practical use of media and composition education 

Na, JUf'(l웅)()fl 

As everything is 때뺑ng in this trrJ(양n society, 없æn 때.lCationaJ m뼈aare 

ob띠어lslyen뻐ncerl i잉 ~es， 뼈lCéltion of the 맹st 미res， te<앙놨s enfoπed 

st:t없lts to s!:tldy 뼈19 α'Ùy a printi!땅 ψperna따i머. However Korean 어따ation 

is changed to ∞mrurncatÍrlg 뼈.lCation system u허llg various rna뻐i머s now뼈ays. 

oth않wise， we are WIα뼈'ed a빼lt usiIlg these various n빼a actively 때 

practically in 1얹1 case. In this point of view, 뻐s st:t빼r present 뼈ne mx뼈s and 

possibilities of usÏIlg various rr빼ia 빼ch were ac비ev，어 뼈'Ol.lgh 밍없'Ïences in 

writiIlg class. 

Knowl어ge of αmtion， im(JOrtanCe of e짜JreSsion， 뼈sic COO1(JOSiti，α1 빼 

m띠ers때띠iIlg， new discernment and takiIlg a main 따:nc， sta빼'ffit， ori생nal 없xl 

따JpreSsion， 때QIlg rmt in large portiα1 in cornposition 어ucation， are 때1잇따어 m 
be sttxlied more u밍Ilg various rr때ia. With this view, OHP, Vidro and corr때lter 

In따net are tools that should be rca<퍼때 diversely in Kormn education. 

In these days, students are more fami뼈 with these technolo밍떠1 media than 

other ob잉，lete rna때메s. so COO1(JOSition 없ucation is to be 뼈Ilged for th잉n 

Altl뻐gh our society is c뼈n맹r핑 I빼버Y aI띠 따ecommw:뼈tion system 

devel야생， technol喝I 뼈cation discus뼈 h며lent1y 때nnot be everything in 

Korean 어ucation As these si!:tIations go 0π stu<뼈lts are required to obtain tl뼈r 

cul따머 였1마nent and kno때어ge of creation relal마19to 때TJIXlSition 어ucation 

Aro이'diIlg to tl몽se， C011l(JOsition 어ucation is not bro않h aIffi oruy by practicÏI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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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빼ia or technical tactics of tools w피ch are inten뼈 torr빼a-wαù On the 

contrarγ， in the li찌ngc띠ture 뼈.ICation that op:ns αætivl러y αle's 얹없때때 

fælings and sightings 앞ffilS to be VI없T im!:XJπant 

Therefore, cOlTl/X>sition 어ucation be:y<αld n뼈ia is 00 less im!:xJrtant than 

뼈.ICation using n뼈ia in Korean 없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