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삭성 교육의 사회 • 푼화적 접근*

최인자i

1. 서론-논의의 출발점
‘국어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 발달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목표로 삼고 있
는 언어 능력이란 어떤 것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며， 여기에
개입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았거니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이 질문은 국어교육에서 가
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의 학적 정립에 있어 풀어
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어능력’의 표준적 기준을 설
정1)하거나， 국어능력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2)가 많은 관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홍재단이 지원õ}는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때Xl)의 연구원 자

격으로 연구를 수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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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성영 • 이은희 • 이필영국어능력 지표의 표준화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 대회 자료집， aXJ1.10.
2) 이성영쓰기 능력 발달에 영형뇨을 u1 치는 요인 연구J ，국어국문학J 1:!ì, 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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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본고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

에 서 있다 다만; 연구자는 국어능력과 관련되는 가장 핵심적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문식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모델을 살펴보고， 특히 사회 · 문
화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

로운 접근방법달 모색하고자 한다.
‘문식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국어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은 물론이고

목표나 이념을 규정하는 데 때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글을 잘 읽고 쓴
다는 것은 무엇인개 교육받은r 사람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어떠한

변에서 나으며， 국어교육은 어떠한 문식력을 다루어야 효}는가 또 그 학

문적， 사회 · 문화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모두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국어교육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인접학문이 고루 틀어와 있지 못하고 또
차분한 학문적 논의를 하기 이전에 실천의 요구부터 해결해야 하는 국어

교육 특유의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옴은 여전히 남는다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한 이 문제를 이 한 편의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연구자도 이를 익ε속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폰 국어교육학에서 똥용되었던 문식성에 대한 규정들이 너무 단

일하고 단순한 것은 아니었는개라는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나아
가 다%탤 모델틀의 통합을 겁토하기 위하여 문식력의 문제를 사회 · 문
화적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관점은 물론 여러 논자들에 의해 논
의된 바 있다. 김대행 교쉽)는 몰가치적 기능주의의 국어교육을 비판하

고 문화적 정체성과 문학언어의 창조적 특성을 고려하는 국어교육을 제
학회，찌xl.

주영미학령에 따른 쓰기 능력 발햄 대한 연구J.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때1.

3) 김대행국어교과학의 지펑J. 서울대출판부; 1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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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바 있다. 또 우한용 교춰)는 ‘탐론’ 개념을 통해 ‘기호적 실천’으로

언술행위롤 규정하고 형식파 내용， 맥락과 텍스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문
제와 문화적 자생력을 위한 창작교육을 입안하였다. 이제 국어교육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환 단어가 되어 있는 듯하다.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n 5 )
에서는 ‘문화’를 사고의 측면과 관련지어 논의하면서 ‘언어교육’이 아니라
‘국어교육’으로서의 정체성올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는 이상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혹변도 있지만 나누고 배제하여 특정 방향의 사고만을 강
조하는 억압적 측면이 있다. 이텐 점에서 이데올로기6)나， 제도·문학정
전7) 의 문제를 논의한 흐름도 문학론적 국어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글도 이러한 효뜸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이 특정 관점의 우월함율 주징념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껏은 균형잡힌 시각옐 것이다. 디양한 관점들의 공생올
통해서라야 풍요홉고 입체적인 팩교육이 기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2. ‘문삭성’ 개념의 비판적 검토
전통적 관점에 따른다면 문식성은 ‘읽고 쓰는 능력’이다. 하지만 읽고，
쓰기란 무엇이며， 어떠한 능력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은 이 정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유

네스코의 선언올 보면， “한 개인이 문식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가 소
4) 우한용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l~뺀
정재찬 • 서혁 · 성영택 · 빅수자국어교육학~，

5) 이삼형 · 김중신 • 김창원 · 이성영

@

aro.

소명출판;
6) 김상욱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 연구J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쨌

7) 정재한한국 現代詩 敎育의 支配的 談論에 관한 뻐究 J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07; 최지현한국 현대시교육의 당론 분석 J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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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집단이나 공동체가 요구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침여할 수 있는 지

식파 기능을 획득하고 있올 때， 그리고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올 획득

함으로써 2댄파 공동제의 발전을 위뼈 지속적으로 ^r-용할 수 있을 때
를 의미한다~"(U않없" 1002)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문식성을 개인의

읽고 쓰기 능력으로 해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는 진보주의적 낙판.0 로 일판하고 있마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00년대 이후， 인류학 • 비판사회학 • 역사학을 바
탕으로 한 이른바 새로운 관점에서의 문식성 연구가g)틀은 유네스코의 정

의는 ‘문식력의 신화’만을 불러들알 뿐이라는 비환을 제기하였다. 문식성
을 ‘개인 능력’(특히， 개인의 심리적 • 인지적 과정)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식력의 사회 · 문화적 기능올 무시한 ‘탈맥락적’언 시각이며， 문식 활동
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사회 •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또， 이들은 실제， 현실 속에서의 문식성을 실중적으로 기술， 비교 검토
하여 현실에서 ‘문식력’은 유네스코의 낙관적 이상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중하였다.

물론 이들의 결론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는 다시 검토할 사종에다. 하지만 문식성을 쟁의의 치원에서 담론의 차원

으로 옮겨 놓았디는 점만은 이들의 업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문식
성이 ‘개인의 언어 • 사고 능력’임파 동시에 ‘사회 • 문화적 현상’의 하니라

는 시각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읽고 쓰기가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과정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해석의 수준과
양상에서 치아플 보이고 있는 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사람의 치이

8) 이 접근은 크게， 비판적 사회학 계열， 인류학， 민족지학적 계열， 사회 인지론적 계열

둥이 있다. 이들은 역사척 비교 분석， 문화 간 비교 분석， 사회 집단 간 분석 등을
통해 문식성의 근대적 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Gee, sæi때
lir쟁uístks α1d lite뼈ies，

The Farhm:- Press, 19,}), pp.22-ffi.

문식성 교육의 사회 • 문화적 접근 • 최인자

195

를 개인 언어 능력이나 사고 능력의 치이， 그것도 수준의 치이로만 설명
하는 것용 현상올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개인의 사고와 언
어는 진공 속에서 만툴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흥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대마다 ‘뛰어난 언어능력’에 대
한 잣대틀은 달라진다. 말하기 능력보다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한 문식력

이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대인간 의사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부
각되는 시대도 있다. 아런 점에서 문식성은 맥락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사회 • 푼화적 현상으로 이해될 훨요가 있다.

이런 접근은 전홍적 문식성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
하는 데 매우 도용에 된다. 가령， 전통의 문식성 개념은， 18-19세기，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와 근대화 논리， 그리고 인쇄 매체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9} 언어 중에서쪼 미개하고 열둥한 것이 있고 이를 개

발 • 발전하여 세련되고 우둥한 것으로 만든디는 것은， 분명 근대성의 논
리이다. 이 논리는 무엇보다 능력이 뛰어난 인력을 생산하려는 근대국가
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이다. 문식자의 통계가 그 사회의 사

회 • 경체적 발전의 수준과 밀접한 연판을 맺는 것으로 이해된 것은 이러

한맥락이다.
문식성과 근대성이 지니는 연괜， 개인 인지 중심의 국어교육의 틀에

서는 더욱 강화된다. 이 관점에 의한다면， 읽고 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한 개인이 자신의 표현 의도나 발상， 생각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이론가
교사는 발달된 언어사용의 예에서 그 일반적 원리를 추출히여 교육하교

학습자는 이롤 학습하여 현실에서 적절하게 웅용 • 활용해 왔다. 이는 일
반적이고， 보훤적인 언어사용의 포델을 설정하고 이를 모든 사람이 숙련

9) Gæ, ib때 p.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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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전이 모델(tran영dα1 mx빼)’이라 할 수
있다)0) 이 모텔이 체계적이고 또 일률적인 교육의 가능성올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읍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일 모텔은 ‘통합’이라는 미덕이 있음과 동시에 특정 문화로
의 ‘봉합’이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 사회 인류학자들은 ‘발생적 문식력

(errergent li뼈acy)’ 개념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교에 오기 이전에 이미 가
정， 사회， 또래 집단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릉의 특정 문화에 기반을
둔 문식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젓이 학교라눈 제도적 공간에서 어떠한 순

기능과 역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집단의 문화가 학교에서 성공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저러한 원리를 학습하면 학습자
가 이전보다 더 발달된 언어 늪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 검토해 보면 학습자가 어떠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언어 문화와 친숙한 학습자라면 그들은 학교에서의 학습에

쉽게 적응하고 또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습자라면 그렇
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연구 작엽툴은 바로 개인 중심의 단일 · 일반 · 보편
모델이 ‘근대’라는 문맥 속에서 생겨난 것이고， 또 그 문맥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거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가 고도로 합리화된 사회 조직을
지향한 사회이고 국가 중심의 단일 체계 속에서 ‘국민공동’을 대상으로 교
육한다고 가정할 경우라만 이 전이 모텔은 효과를 거둘 수 있디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는 정보화 시대이고 또 사회 역시

이른바 ‘다품종 소량의 다문화‘플 지행}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테크놀
로지의 시대로 그리고 인쇄매체 시대에서 다매체 시대로 변화되는 상황
에서 문식성의 범주와 기능이 재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적으로

10)

벼마@ “Sα::ial 양niotics
αzssrOCfrlÇ

: A new rrrxrl

and 1iteracy, NorwαxL NJ:

flα h뼈acy 어ucation" ，

AbI않 1쨌，

In D. 돼α:xre(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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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문식성 개념으로는 ‘미디어 푼식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미

디어 시대에， 개인의 사고와 언어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
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기호들과의 텍스트 상호척 관계에 의해，
그리고 사회의 권력관계나 이데올로기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아런 점에서 문식력 개념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것
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1)
시대에 따라 문식성에 대한 논의 틀어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흉미롭다. 각국의 상빵11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의 경우" fi) -OO년

대는 인지론과 언어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규범적이고， 개별적 기능
보다는 전체적인 텍스트 결과 중심으로 문식성이 문제가 되었고 매 -00

년대는 과정중심 접근을 통해， ‘텍스트’와 ‘독자’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 개
인의 인지적 행위가 주로 논의되었다. 반면， 00년대 후반부터 사회언어학
과 인류학 둥이 들어오면서 읽고， 쓰고， n량운 동동의 언어 활동적 요소

만이 아니라 ‘문화뼈l따-e)’와 ‘문맥 (cα1없)’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떠오르
고 있다)2) 학습자 자신의 언어문화와 문식력 교육은 분리될 수 없기 때

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문제에서 ‘문맥’과 ‘문화’가 중요하다
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문해성을 개인적
치원에서만 논의하던 방식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확징L하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사회 • 문화적 관점에서의 문식력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적인 언
어 활동에서의 문제를 고찰하고 다음， 국어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

하기로하겠다.
11) 표면에 내세워 이러한 논의훌 하고는 있지 않지만; 박인기 교수의 수행 평가 개념

도 기폰의 단일한 문식성 모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박인기국어교
육의 평가-새로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J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없xl.

12)

α，lin La피‘shear， oru쟁ing μiterocies，

Q;nl University Press, 1ff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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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활동의 사회 • 문화적 맥락
1) 사회 · 문회쩍 과정 / 싫천으로서의 언어

언어를 맥락 속에서 보려는 것은 현 국어교육의 주된 흐름이기도 하다.
분명 언어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맥락 속에서 이
루어진다. 그리하여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쓰기(읽기)가 사회적 • 문

화적 과정임을 얀다”라는 진술이 나옹다 이는 언어 활동이 사회 · 문화의
거시적 맥락의 관편 속에서 이푸어진다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

인 인지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점의 균형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확.~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될 팔요가 있다.

접근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사회학적 접근을 살펴보
면， 여기서는 언어 활동을 근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이에
개입하는 사회적 제도 사회적 권력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이데올로기
동에 주목한다)3) 이는 문식성쓸 ‘단지 개인의 읽고 쓰는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삶의 형식 (fonns of life)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다. 기(않S)14)는 특정 유형의 문식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데에는， 단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는 것의 문제가 아니랴 사회 • 문화적 맥락 속에서

특정 집단이 말하교 상호작용하고 생각하고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제
13) 이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시한 볼'~C'쉬노프의 견해에 따른다면， “발화는 사회적 현상
이다”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발회는 그 발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조
직， 그리고 또 이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조건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적은 ‘맥락’은 언어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맥락 역시

또 하나의 텍스트로 의미 생성에 참여하고 있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4)

JI태ny Cook-Gurr뼈Z 많t.，

Press,

1~뼈.

The

sl때11 Gnstnαi01

cf μ’terocy， Carrfuidge

아ú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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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톡정 존재가 읽

는 방삭은， 그가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인지， 그리고 다른 구성원틀과는

어떠한 상호좌용을 맺고 었는지， 또 어떠한 쩌계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
한 행통 패턴올 지니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리 (F뼈re) 역시 책을 얽논다는 것은 세계를 읽는 것이며， 책을 읽는

방식은 그 사람이 세계롤 해석뺨f 방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옴을 지적한
바 있다 15)

이러한 주장은 ‘삶의 맥락’파 ‘언어’를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었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물론 책
은 혼자 읽는다.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얽는가 곧 학교 숙제로 읽느냐 아
니면 취미 생활로 읽느냐， 수엽 준비를 위해 읽느냐， 그리고 누구와 만나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냐에 따라 읽는 방식， 부여된 의미는 달라진

다. 나아가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고 해 보자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배경지식이나 읽기 능력의 쩨만은 아닐 것이다. 행동하는 방식， 주로

만냐는 사람들， 보는 신문과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종교， 곧 그의 세계관
과 삶의 방식의 차이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언어학자 바흐젠의 저서를，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독해하고 있는 미국 학자와 탈식민주의나 문화

정치학의 관점에서 얽고 있는 제3세계의 학자가 단지， 독해력의 측면에서
만 치이가 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문화론적 접근은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미를 선택하고 추론
함에 있어 너무나 자연적인 것으로 관습화되어 있는， 혹은 이상화되거나
표준화된 규범을 문제시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앞집에 결혼 안 한

40

대 남자가 산다고 해 보자.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 지칭할까.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우리 앞집에는 ‘노총책이 산다고 말해버릴 것이다. 결혼 안
15) P.

F뼈re

밟-gin

& D. l\1aarl),
ar엄 닮πy， 1!:E7

liter떠/

’

Rαrl뺑

the Word and the

w<<α-ld， 없dley，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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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지를 노총각이라 지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돌
이켜 보면 이는 당연하지 않다. ‘노총각l은 결혼 제도를 전제로 한 지칭

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렴어 결혼에 웅해야 동1는 것은 아나다. 그러기에

신부님을 노총킥이라고 하거나 수녀님올 뇨처녀라고 휩}면， 뭔가 이상
해진다. 그들은 결혼을 자신악 라이프 스타일로 선핵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얄한 논리로 해서， 연애나 동거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
은 님f녀를 그저 ‘노총각’/노처녀’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표현은 그들의

‘선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나름의 정체성을 무시하
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미성년의 존재로 인식히는 것이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의미를 선택하고 추론하는 데에 있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문화적 7찌가
숨겨져 있다. 사실 어떤 단어의 의미도 의당 마땅하고 자연스럽지는 않

은 것이다. 다만 득정 문화의 권역 내에서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이는 ‘의미’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갱년’ 선택에도 존재한다. 특정 공

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특정의 발화 상뺑l서 서로 용인하고 있는 관습의
패턴이 존재한다. 가령， 친분이 별로 없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고 가정
해 보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연，
우리는 자신의 표현의도에 따라 언어들을 다양하게 ‘골라’ 선택할 수 있
을까. 그렇지는 않다. 상대벙어1 게 호감이 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개인적

부탁을 할 수도 또 진지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직설적인 비판이나 충고
를 첫인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둥
의 가벼운 주제를 골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할 것이다. 모든 사람
이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히눈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슷한 상황， 비
슷한 표현 의도， 유사한 대화 침여 Z까 있는 언술 상첼~l서는 반복되는
일정한 대화 패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짜도 미국이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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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디폰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소쉬르 이후 전통적으로 가
졌던， ‘사회적 약속’ 대 ‘개인적 사용’(일탈)의 이분법은 해체될 필요가 있
다. 언어 사용은 껄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
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무한정하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사회 • 문화적 맥
락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개인은 그 구조화된 장르의

선택에 동화됩으로써만이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맥학적 요인풀이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런 정애서 주체가 맥릭헤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가의 문제
역시 중요혜진다. 기능적 문식성 (fuoc디m머 literacy) 과 비판적 문식성
(critic외 U없cy)의 구환6)은 바로 이에 따른다. 기능적 문식성은 사회적

의도나 목적에 맞게 언어활동을 구사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여기서 학습
자{주체)는 그 사회의 지배적 소통 방식에 성찰의 질문을 던진다기보디는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활용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통
에서 ‘적절성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식력을 습득하는 과정
윤 곧， 사회화되거나 특정 문화로 입문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사회적 • 문화적 고}정으로서의 언어’의 충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담

화 공동체의 장르 관습을 교육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
점에 맞닿아있다.

반면， 비판적 문식성은 소통의 원리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에 개입하고 있는 맥락적 변인들， 곧 제도， 담론， 사회적 구조틀
을 성찰하고 이에 의문을 던지는 능력과 관련된다)7) 무엇을 어떻게 표

헨이해할 것인가률 결정하기 이잔에， 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16) 뼈뼈 빼애laIll，

μteracy 찌rxtiæs

: lrwesti따ing lite.쩌I in sax뼈 cartexts, 때g때L

1뼈， W.l잃 -llJ.

17)

‘적절성의 원리’에 대한 비판은， 최인자장르적 시각에서 본 글쓰기 교육J ，국어
표현 • 이해교육론.J ， 탑출판샤 없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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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시용 방식이 왜 훨요한지， 누구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는지， 또 누구의 이해관계는 좌절되고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퉁을 성찰함으로써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Jl자 허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파정으로서의 언어’와 구별되는， ‘사회 • 문화적 실천’18)
으로서의 언어 활동의 톡정이 분명해친다. 여기서 문식력은 단지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의 요소로만어 아니라 그 인깐의 ‘구체척 인간 활동

(concrete human

activity)’의 총체와 연관된다)9) 언어 활동은 말하고 글쓰

고 읽는 활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고 존재하고 믿고， 상
호작용하는 제반의 삶의 형식 전체와 판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식력은
언어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중립적인 첫이 아니며，
또 단지 소통을 위한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만도 아니다. 주체의 삶

의 형식과 세계에 대한 대웅 방식과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개념은 인지적 관점에서는 다소 분리되어 있는， ‘사고
(!mo띠ng)’와 ‘행위(빼ng)’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었다. 의미

있는 언어 활동은 특정의 가치나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며，때) 이 과정에

서 기존의 제도나 권력 관계 이데올로기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
18) 우한용 교쉬슴 ‘끼호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 역시 언어사용
을 주체의 행위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맥락적 측면보다는 기호’ 의미
의 문제가 더 부각된다. 우한용 r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

뻐ke Bayn뼈η

1!ID.
ibid, pp.l -5. 박언기 교수는 국어교육과정에서 비판 교육의 패러다

임이 구조적으로 틀어오지 못하는 요인으로1 언어에서 ‘삶과 현실， 그리고 경혐의
반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박인기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J ，초동국어교육』 제15집). 언어’와 ‘인간’의
결합 방식이 협소할 때， 국어교육- 목표 역시 ‘구조적’으로 축소된다는 이 지적은， 역

시 문제는 ‘언어관’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

이는 문식성은 관본적으로 이데웰로기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Brian Stn쳤의 의

견과도 밀접한 판련을 맺는다. 다만，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하면， ‘지배 이데올로기’
의 인상이 강한 것을 고려하여， 가치와 지식의 생산으로 설명하였다'. Bri an
SIr없， Literat.까’

in

theαy αJd Piαriæ，Carr뼈i훨eUJ띠versity

Press, 1æ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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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다. 당대의 권력 관계로 특정의 글쓰기 방식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들을 통해 새
로운 권력 관계， 새로운 이념， 새로운 문화가 생성하기도 한다. 시대가 바
뀌는 변협기에서 우리는 이런 글쓰기들을 획언할 수 있다. 홍대용이나 박
지원의 서사나 수휠을 활용한 푼확적 글쓰기가 기존의 정통 성리학의 단

일하고도 위계적인 이념체계률 깨고 다측면적인 근대의 이념들을 실행한
것이 그예이다.

이처렴 ‘사회 • 문화적 실천’으로 언어 활동올 이해하는 것은， 문식력을
둘러싼 위계적 이분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문식
력은 기본적으로 ‘문맹/탈문맹’， ‘야만적(거친)/시민적(세련된)’， ‘히둥 정신

능력/고둥 정신능력’， ‘구어력/쥔잊{력’ 둥， 한 훤의 가치를 우월하게 편드는
이분법에 바팅을 두고 었다 사실， 국어교육의 필요성도 바로 이 이분법

을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저열한 능력올 의미하는 앞의 항목에서 우월한

능력의 뒤의 항목으로 전이하는 과정이 곧， 교육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 활동을 언어 사용자 깨인의 능력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 집단， 제도， 권력 관계 둥 폭넓은 ‘맥락’ 속에 넣고 보면 각

각의 언어 활동은 고유의 사회적 기능을 지닌 각기 다른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련된’ ‘고둥 정신 능력’을 포함한 ‘문어력’이 요청되

는 것은 특정의 제도 특정의 집단에만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
사중￥이라도 다른 제도 속에 편입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것이며， 반대로 동일한 제도 ·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 문화적
정체성이 다르다면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둥과 우둥으로 단순하고 있는 대부분은 ‘다른’ 세계관과 삶의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눈 것이다.

때4 국어교육연구빼집

2) 사회

· 뿔확쩍 맥락의 종충젝 구조

그렇다면， 사회 • 문화적 ‘맥략’은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
해 선구적인 입론을 마련한 볼로쉬노프21)는 그 맥락올 두 차원에서 구조
화하고 있다. 하나는 물질적 조건율 포함한 사회적 조직체， 또 다른 하나

는 상호작용의 직접적 조건틀 그것이다. 전자가 사회 • 문화적 맥릭이라
고 한다면， 후자란 상황적 맥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상횡을 대
화 참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상황파 함께， 사회 제반의 제도 이
데올로기 등의 거시적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있다.

이 논의는 주로 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고 있다. 반면， 사회
기호학지들은 또 다른 기호들과의 텍스트 상호적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
변인을 강조하고 있다. 렘케(따마æ)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문식 활동의
경우， 이것은 자신이 ‘친숙한 껏’으로 여기는 의미 패턴이나 표현의 사회
적 관습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제시하면서，22) ‘사회 기호학적 자원

(sαj외 때n외 res뻐-ces)’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는 개인의 독자적인， 그
리고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 • 사회가 수

용하고 있는 제반의 문화 자훤들 유잔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 변인뿐 아니라， 기호적 변인까지 모두 포

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 모두를 고려하여 맥락적 요소를 중충적으로
본다면 디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잃)

20 M 바흐챈 . V. N 볼로쉬노프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J ， 송기한 역， 한겨레， 1!Æ
22) 머미re， “Social 똥miotics : A new m:xlel for li뼈acy 어ucatioo"， In D. 댐∞u~ed.)， ibid.
23) 이와 관해서는 다음 두 책을 참조하였다 M마ael MCC김펴1y 때 Rα때d Carter,
La!핑i쟁~

New

as

YIα"k，

JJis때rse:PeT영;pectives

1004; Gee, ibid.

for

Inngu쟁"e TID.해'ng， 따19ITlal1 때빼1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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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문화 자원들의 충위 : 장르관습， 의미도식.
@ 담론의 충위 : 시유， 행위， 상호작용， 말하기， 가치들을 통합적으로 관
리동}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모델들.

@ 사회적 제도 권력 관계의 충위 : 학교 은행， 법정， 가족 등의 사회 제
도 그리고 사회적 권력 관계.

@ 경제적 물질적 구조의 충위

@은 언어의 사회적 • 문화적 관습이다. 특정 사회적 상횡에서의 말하
고 쓰는 방식에서 문화적으로 패턴화된 반복적 행위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패턴들을 의미한다. 이 패턴은 개인의 언어행위에 상호텍스트적으
로 연결된다" cv담론’의 충위는 @의 패턴틀을 규정하는 의식의 충위이다.

이 의식의 충위에서는 사회 • 문화적으로 특정적인 사유 • 행위 · 상호작
용 · 말하기 • 가치들의 통합체가 포함되며 사회적 정체성이나 역할 모텔
에 대한 세트화된 기술들을 담고 있다. 크레스(Kress)낌)는 특정 상행11서
의 언어 사용 규범 자체를 언어의 2차적 메시지 다시 말해 또 하나의 사

회어로 보면서 그 규범이야말로 사회적 권력 관계， 그리고 사회적 형성체
틀의 경쟁과 갈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은 이 담론틀
이 형성되는 제도， 권력 관계의 충위이다. 여성의 행위와 말하기， 의식에

대한 정체성은 다시 남성과 여성 써1 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에 의해 규정
될 것이다. 가족 • 법 · 학교 등의 제도는 이러한 권력 관계를 생산 재생
산한다'，(1)는 이른바 물질적 하부 구조이다.
이러한 복잡한 충위는 다시금 언어활동이 사회적 소통 체계나 문화 ·
정치적 권력 실체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Rc빠rt H:빼e

&Gunther Kress, saial Serráoti’α，Cor벼1

Press,

l~ pp.79-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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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획 · 문회적 정체성훌과 언어
맥락 속에서 본다면 주체 역시， 단일하고 보편적인 폰재라기보다 사

회 · 문화적 위치에 띠라 구별되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
서 문식력과 정체성과의 관련성이 논의될 수 있다. 프리드만{F뾰영man) 에

따르면， 문식력은 특정 집단， 특정 담론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의 필터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언어 사용자는 바로 그 집단， 그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 바로 그 문화가 형성하고 있는 나름의 가치 · 신념 · 의
식 • 행위 • 규범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며， 지·라왔기 때문이다.
그맑 사용하는 언어는 그 푼화의 필터 속에서 이루어진다떠

이처럼 집단의 정체성이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진술
일 수도 있다. 보다 문제적인 것은， 언어를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디눈 점
이다. 이른바 소수 · 하위 집단의 정체성 논의가 문식성과 만나는 대목은
여기이다찌 정체성이 언어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문식성이나 문식성 교육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언어라 하더라도 기호적 상호작용에 의해 특정의 정체성
이 형성된다고 할 때， 문식성 교육은 매우 중요해진다. 정체성의 문제를

기호적 매개와 관련짓고 있는 르꾀르의 논의도， 이런 맥락과 궤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었다. 정체성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호적 상
호작용(서λ”의 과정을 거쳐 구축된디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언어 내에서의 ‘언어적 변이체틀( variation)’이 문제가 된

다 곧 특정의 언어가 다OJ:한 집단과 사회 · 역사적 문맥에 띠라 분화된

언어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비록 같은 말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Carter, ibid.
Falling into Theory : Orlli，따Tg Views m

25) Mi이a퍼 MCG뼈wandRαJald

26) David H Richter
1!Rl.

빠，

ReJ.뼈f1g μ’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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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사용하는 때턴의 차이로 드러난다. 이 변이체들온 물론 일종의 사회

적 방언에 숙하는 것이지만 이 방언틀은 그것올 사용하는 집단들의 독특
한 사회 활통이나 삶외 방식애 바량율 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집단의 정

체성이 그들의 사회 · 문화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비록 그 방언들이
제도화된 표준 언어의 시각으로 보았융 때에는 유창하지도， 세련되어 있
지 않다 하디라도 그러하다. 이처랩 각 집단의 언어를 ‘치어나는 다름’의

시각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식력에서도 이질 문식력률〈祖쨌lt li따-acies)
이 인정될 수있다.

이 개념의 장점은 지배적인 권력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

의 언어들， 곧 청소년의 언어， 여성들의 언어， 무학력자들의 언어들을 그
들 나름의 정체성과 삶의 실천과 관련된 ‘변이체’로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식성’ 개념 역시 교육받은 사랍의 언어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 또 비록 읽고 쓰는 문자 행위는 아니더라도 다
른 매체적 기호 활동올 훔해 나름의 의미 실천을 하고 있는 집단의 언어

를 포팔할 훨요가 생긴다.

4.

사회 · 푼화적 관점의 문식성과 국어교육

1) 문식성 모댈의 비판적 성활， 그리고 통합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문식성은 고정불변한 어떠한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집단의 사회 • 문화적 실천 속에서 형
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먼저， 국어교육과정에
대한 메타적 성찰의 작업이 팔요하다.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문식성
이 가치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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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어틀 중에서 일부의 언어를 선택， 혹은 배제한 2차적 언어라고 한다

면， 그 션택의 사회 • 문화적 적합생올 검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 연어를 일종의 ‘권력화된 언어’(장르)로 보고， 그것의 적합
성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에 띠라 학교 문식성의 내용 역시 디양하게 변화

되어 왔다. 한 편의 시풀 지올 수 있어야 시험에 불을 수 있었던 조선시대
에는 ‘시창작 능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70년대까지 산

업화 시대에는 정전화된 독법에 기반한 이해 능력이나， 논리 중심의 작문
능력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년대 이후는 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와 매
체의 확장에 의해 화볍교육이나 창작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시대
가 변화되면， 요구되는 문식성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방변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페어콜라우프(Nonnan F:밟d예gh)는 인력 시장의

요구가 학교 문식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그는 화법교육아 강조되고 있는 상항을 노동 중심의 산엽화 시대에서 서

비스 중심 사회로의 변화와 관련짓는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하

기 능력’은 공식적인 언어능력이라기보다는 삶의 능력 (üfe s뻐1)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트워크화된 상호작용 속에서 제반의 생산 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법 능력이 주요 문식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잉) 이러한 현상은 문식성은 특정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속에서 구성

되는 것임을 뭇한다. 이런 점에서， 문식력은 이데올로기 범주가 되며， 메
타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대상어 된다.
사실， 기존 논의에서 제도화된 국어교육 현십베 대한 비판적 접근은 찾
아보기 쉽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논의 흐름 속에

서， 정작， 그렇게 규정된 학교 문식력이 어떠한 가치 • 문화 • 집단 · 이데

'l7) Norrnan F:빠d때gh， Oitirol α‘sc뻐-se Amlysis, 띠19I1laI1， 1體" W. ZJ)-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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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71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미루어

진 검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펼요하겠지만， 인상적으로
서술해 봉마면 학교에서 정전화된 장르와 사회 현실 속에서의 장르와 비

교 검토히는 작업， 근대 이전 문식력의 역사롤 검토함으로써 근대 학교
제도 폴의 문식력윷 비교하는 직엽 둥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햄 국어교육에서 논의되는 ‘언어적 표준’에 대해 비명해 보겠
다. 언어 발랄의 문제는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매우 매력적인
화두일 것이다. 야와 관련지어 연구 보고된 현재 작문능력의 논의를 살펴
보면 내용 생성 면잃)에서는 “수준

경험， 수준

1:

일상의 직접 경험， 수준

2 : 매개된

3: 사회적 현상， 수준 4: 추상적 개념이나 가치” 둥으로1 내용

조직면29) 에서는 “1단계 :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계， 2단

계 : 자연쩍인 순서에 따른 구성을 할 수 있는 단계， 3단계 : 나열적 방식
에 따론 구성올 할 수 있는 단계， 4단계 : 논리적 방식에 따른 구성을 할
수 있는 단계’'30)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서구 학자들의 “단순 연상적 글쓰

기-언어 수행적 글쓰기-의사소통적 글쓰기 통합적 글쓰기-인식적 글쓰
기”나， ‘“자의성 (ca빼ν형식성 (fl예뼈)’， ‘임의적 (SID때없lSν계획적(며anr뼈)’，
‘사적 (private)/공적 (public)"’31)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름의 보편

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 문화적 실천’으로
문식성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꼭 발달적 위계로 설명될 수 있겠느냐는 의

28) 이생영쓰기 농력의 지표화 방안 연구J ， 이펼영 외국어 능력 지표의 표준화 연
구J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보고대회 자료집， 때1， 12면，

29) 이은회쓰기 능력의 지표화 방안 연구J ， 이훨영 외， 위의 책， 33변.
30) C. Ber반ter， “[농'Vel이:xrent in wri미19"， hn Gπ뿔， L W.& s뼈I뼈-g， E.R(어s) ， αtgnitive
αα:ess in. Writi뺑" Hillsdale, New Jersey, 1엇~ 이성영쓰기 능력의 지표화 방안
연구J ， 이필영 외， 위의 책， 10변.

31) S1llbb, M, EdJ.mti，αrJ1
r.p.133-1:!1 재인용.

lii때띠stics. 0엉αù.

: Black뻐il， 1!ßì; Mìke Baynham,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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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툴게 된다. 가령， 통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독자와의 친숙성 정도， 글

쓰기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11 따라， ‘전채적인 구조에 대한 고려’를 하
지 않을 수도 있고 ‘논리적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올 것이다. 이무리 능

숙한 작문 능력올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논리적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 방식에서의 수준 1과 4는 ‘수준’의 치이라기

보다는 실천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올 잘 쓰는 능력이 일기나
편지를 잘 쓰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다. 글쓰기 상황어 아카데미즘의 학교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추상적
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조직해야겠지만， 사적인 상뺑1서 자

신의 고백이나 반성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로 자유로운 나열이 더 효과적

이다. 이러한 사정은 발상법에서의 위계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준 1
인 일상의 직접 경험과 수준 4인 추상적 개념과 가치는， 사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진솔한 일
기를 쓰고자 한다면， 추상적 개념보다는 일상의 직접 경험에서 아이디어

를 가져오는 것이 펼요하다.
이런 인식은 국어교육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문식능력은， 특정의

제도나 특정 집단， 그리고 특정의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만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힘을 실어 준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 자의
적인 것보다는 논리적인 것， 임의적인 것보디는 계획적인 것을 더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할 때， 이것은 어떠한 사회 • 문화적 실천을 특권적으로 옹
호하는 것일까 공적인 것 논리적인 것 계획적인 언어 활동은 학교나 법
정과 같은 제도 그리고 이 속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종사자틀의 언술 활동

이고 그들의 사회 • 문화적 설천에 가까운 것이다. 공꽁 생활은 학습자의
사회 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부정하기는 힘들겠지
만， 이들의 언어문화만을 뛰어난 작문 능력으로 표준화하였을 때， 정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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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다양한 삶。1 요구하는 언어문화와 동떨어질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된다. 학교의 언어와 현실 사회의 언어가 거리가 넓어지게 될 때，32) 게다

가 학교의 언어가 폭정 집단의 언어문화를 배채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되었
율 경우， 문화척 공공영역으로서의 국어교육의 위상은 혼틀린다.
또， 이런 예도 가능하다. 현 작문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이론으로 플라
워의 ‘문제해결로서의 글쓰기’론잃)올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사회 인

지론에 기반뼈， 를쓰기의 문재 해결적 과정을 밝히고 학습X봐 각각의
글쓰기 파정을 반성 •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이론은 작문 활똥의 본질로， 현 국어교육에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작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초년생들이 아카데

미즘이리는 제도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글쓰기의 어려옵， 다시 말
해 대회에서 요구하는 작문 활동을 위한 교육방법에 한정된다. 다른 글쓰
기의 실천에서논 이것이 ‘본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

판적 성찰은 국어교육의 사회 • 문화적 적합성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국어교육을 또 하나의 텍스트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현 국어교육의 문화적 정채성과 사회적 기능올 과학적으로 탐색함으

로써 그 교육적 역할에 더욱 충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중요한 것은 ‘통합’의 모색이다. 문식력
자체가 매우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톡정 관점의 선택보

디는 디양한 입론들의 통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가령， 프레리는 ‘프레
임’ • ‘쉐마 동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의 심리 내면에 존재하면서도 이데올

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을 찾아내어 심리적， 사회적 모텔올 통합하
였다. 앞에서 제시한; 기능적 문식성과 비판적 문식성 역시 대립되는 것
이라기보디는 서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될 수 있다. 기능적 문식
Edt., ibid, w.42-43

32)

)1메ny C∞k-~

33)

린다 플라워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 원진숙 외 역， 문예신서， 1앉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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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율 통해 사회 • 문화척 관습율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적 문식성율 통해

이것올 창조 변화시킬 수 있는 기·농생활 모색하는 것이다.
문식성에는 다양한 모렐잃)이 있다. 첫째， ‘젤손’ 모탤아 었다. 학습자는

언어 능력이나 주변 교육 환경에서도 훤가 결손된 존재룩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할 비어 있는 화병으로 인식된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능력 뿌족으로 톨린다. 둘째， 의료 모텔이 있다. 여기서는 문식력의 부족

율 개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으로 온유한다. 폭서난독중， 진단
평가 동 개념이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기능 발달 모델이 있다.

여기서 문삭력은 회득해야 하는 변별적 기능들의 획득으로 이해된다 넷

째， ~1 료(tl1eratE띠c) 모델이 있다. 이곳에서는 문식력의 발딸을 문제 해결
의 심리적 파정으로 이해한다. 다섯째， 개인의 권력부여(erJlXlwer) 모텔이
있다. 여기에셔는 문식성올 단지 언어 능력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
적인 흐름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확신과 권력을 향상 • 발달시켜 나가

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여섯째， 사회적 권력빽(헤聊빼) 모텔이 었다.
개인의 권력뿌여를 넘어서 문식력의 발전올 사회적 변화와 관련짓는다.

이 훌로 본다면， 국어교육은 기능발달 모댈이나 치료 모델올 통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젓이다. 문식성이 교육학 • 인지론 • 사회학 • 인류학 •
민족지학 동의 학제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모텔과 관점으로 존재
한다고 한다면， 국어교육 역시， 다양한 학문적 입론틀 간의 통합파 공생

을 통해 그 영역을 확징L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깅 비명적 싫천 농력의 풍요성
언어 행위가 보이지 않는 사회 • 문화적 관습에 부단히 간섭을 받는다

34) Mke

Baynh따1，

ibid, pp. ll3-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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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면， 교육에서 비판 • 비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제는 ‘모르

는 것’어 문제가 되는 상횡에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l 문제’
가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문식성은 국어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비판’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역을 지니고 었다 그 동안 국어

교육에서악 ‘비판’ 개념은， 인지적 활동으로서의 ‘비판’이거나 지배척 이데
올로기률 심충척으로 환석하는 활동올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처렵 인지

활통이나 이데올로기 해석으로만 볼 경우， 비판을 통해 사회 현실을 이해

하고 이롤 주체적으로 변혁히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가
령， 신문 사설을 비판척으로 읽는다고 할 때， 인지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
지 기준에셔 주채의 판단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되고 이데올로기 분석에

서는 교사의 포옴을 받아 텍스트 이변에 깔린 심충 이데올로기를 해석하
는 과정이 된다. 하지만 전자도 후자도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

실을 자신의 시각에서 읽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측면은 포
괄하지 못한다. 신문 사설의 펼자는 우리 사회의 어떠한 집단에 소속된
인물이고， 그의 사섣은 사회적 제도나 권력 관계 동에 어떠한 역할을 담
당하는지를 분석하고 나。까 자신은 여기에 어떻게 침여하며 올바른 방

향에서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쟁히는 문제는 다루지 못한디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은 읽기와 쓰기， 문화 해석과 생산을 결합한 것으로 ‘사회

적， 개인적 권력부여(얹聊W많}’의 문식성 모델과 만날 펼요가 있다. 랭카
스터는 ‘권력 부여’의 개념을 “학습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며，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당연시되었던 전제틀을 변형시켜 나가기 위하여 직접
경험에 외부에 존재동}는 적절한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배우는 과정 "35)으

로 개념화하고 있다. 여기서 비판 능력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반성력

35)

c. 매피‘shear， μter떠"

없wlir쟁 α7d Revol，따iα1， 1α1don: F;때rer

press,

1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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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tical a빼없ess)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패어클라우프는 언어에 대
한 비판적 자각의 발달과 개인 언어 놓력의 밸활은 밀접한 판련올 맺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비판적 반성에 의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 실천
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6l

어떠한 지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작엽이 필요하

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판련하여 인상적으로 말해 본다면 톡정 공
동체 소속의 우리가 딩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단어의 사회 • 문화적 의미，
그리고 특정 장르 관습의 사회 • 문화적 기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식
이 되지 않올까 한다. 이러한 비판의 개념은 정보화 시대， 그 의미가 각별
하다. 그 동안 문식성에는 사고력(Irno째ng) 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언

어의 ‘행위 (doing)’적 측면은 약화되었다. 언어를 읽는 것은 세계를 읽는
것이교 또 그 읽기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언어
의 실천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3) 언어와 정체성 그리고 흩리요| 문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식력과 사회 • 문화적 정체성은 매우 밀접
한 관련올 맺는다 사실， 구어 매체에서 볼 때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행
위， 가치관 퉁이 언어에 드러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푼식성은 ‘문어’ 매체를 중심으로 규정되었
기 때문에 언어가 주체의 정체성 구현파 관련된다는 측면은 강조되지 않
은 측면이 있다. 이제는， 언어는 나는 누구인가{뼈10 1 am), 곧 나의 정체
성의 표현이라논 인식이 펼요하다.37) 물론 문어와 구어에 따른 차별성은

존재할 것이다. 글쓰기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틀에서는 한 편의 글에서 작

36) Norrmn F:빠'CI때gh， ibid, pp.227 -~.
37) G않， ibid,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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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흔적을 부정하고 또 다른 기호들의 무한한 자가 중식을 보기도 한

다. 하지딴 적어도 사회적 활동 속에서 존재히는 언어라면， 주체의 사
회 • 문화적 정체성은 쉽게 부정될 수는 없다.
이처렴 언어가 언어 사용 주체의 독특한 행위 • 사고방식 '7써체계 •
존재방삭파 밀접한 판련옳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어 사용에서의 윤리

생과 ‘진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일치한 언어， 자신의 문화적 지향성

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언어도 중요한 것이다-，38) 이 정체성은 개인적 • 사

회적 · 문화적 정체성으로 분리되어 수용될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외 민주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문식력’과 민주주의는 사
실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문식력은 더 많은 사람들。1 읽고 쓸 줄 알
게 된디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곧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파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무정’에 나타난 ‘이형식’의 이미지가 그

것이다. 하지만 그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문식력 개념은，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 본류하기 위한 범주이며， 특히 엘리트의 문화적 가치
를 사회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화는 데에 성공하였을 따름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스롤론즈39) 에 따른다면， 문식력 교육은 ‘고둥사유 능력의 신장’
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사회 활동과 관련된 사유 능력 변에서 크게 쩌l 가 없
었으며 다만 공적 언어 수행 능력에서 더 나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래서 문식성은 민주주의와 사회 평둥에 이바지 한 것이 아니

38) Gee, ibid, W.l2) -11l. 기는 이 문제를 언어교육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

39)

Rα때d

&

N<rwαxl.

Suzanr갱e

N].

Scoll. NamJl:ive.

A버앙"

μ;te따'.:y arulRα:e

in Interetfrlic

wrmn따1t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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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불명둥올 심화시켰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이 관점이 보훤적이고 표준적인 문식력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문식력 교육 역시 사회에 존재하는 다중 주체틀의 ‘이질 문식력’

을 잠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와 만난다. 개인적 모델이 문식력의
보편성과 일반성에 주목하였다면， 문화적 모델은 문맥적 변화와 차이성

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 농력 발달을 보는 단선적인 발달 모댈에
서 복수의 다성적인 발달 모델올 인쟁하려는 국어교육의 새로운 평가 경

향과도 잠정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째
또한 이는 국어교육 방법의 변화도 전제한다. 교육어 륙정 모델로의 방
향을 전제하고 이 방향으로 학습자가 변화，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사회 •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이
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 문화적 실천 농력올 향상념}는 것， 그 자기 형성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지어 렘케의 논의41)는 약간의 시사
를 줄 수 있다. 그는 문식력 교육은 바로 학습자의 사회 • 문화적 실천 능

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륨 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신의
문식력에 매개되어 있는 ‘장르’를 읽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자신의 문맥

에서 ‘문맥화’함으로써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장르흉 생성하며， 니깅}가 다
른 삶의 문맥， 그리고 디른 삶의 집단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택적 문
백화’를 하고 있는 이질적 문식력툴용 자신의 선택을 위한 자·원틀로 이해

할 펼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어교육을 문화적 공공 영역으로서 이
해한다면， 이런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될 펼요가 있다.

40) 박인기국어교육의 평가-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J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훈계 학술대회 발표문， 따XJ.

41) 떠rlre，

“soci외 였niotics

: A new 1αx:lel for

li뼈acy 어뼈tion"，

In D. Bl()()!re(edJ,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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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전통적인 문식성 개념으로는 미디어 문식성과 같이 현 시대에 요구되

는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식성에 대한 사
회 · 문화적 관점을 살펴보게 되었다. 글을 써 나가다 보니， 어떠한 부분
은 너무 원론적인 설명인 것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향후의 연구과제

로 넘겨야했다. 체계적인 툴 속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다보니 이런 한계를
피하기 힘들었다
결국 이 연구는 ‘언어관’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이 논의를 통
해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이 개인의 인지 과정을 중시했던 것은， 인쇄매체

를 중심으로 한 문식성 개념에 국한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구어력의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언어시용에서의 사회 · 문화의 맥락
적 변인이 강조된다. 말은 곧 그 사람이고， 또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또

언어가 수행되는 사회 · 문화의 제반 요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서 언어와 정체성의 관련성， ‘행위’와 ‘실천’으로서의 언어의 문
제는 매우 중요해진다. 이는 읽기 / 쓰기 중심의 국어교육에서는 중요하
게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이다. 기존 이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에서 ‘정체성과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

활동을 사회 • 문화적 실천의 총체적 활동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식성을 ‘특정의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을 특화하는

범주로 특화하지 않고 사회 · 문화적 현상으로 본다면， 국어교육의 내용
으로 설정된 언어문화에 대한 비평적 성찰과 함께 다Od=한 언어문화를 포

괄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학교의 언어
와 사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언어의 거리풀 좁히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하다. 무엇을 학교의 장르 학교에서의 문식력으로 잡。l야 하는가
하는 사회 · 문화적 적합성을 다루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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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ocultural Approach of Literacy and Korean
La 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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