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적 언어언식에 대한 연구 

1. 서론 

키으서* 
I그 L... C그 

본고는 비판적 언어인식(αiti때 매맹뻐ge A때reness: 이하 CLA)을 개 

괄적으로 살펴보고 국어지식교육과 관련뼈 그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영국을 중심으로 대두된 언어교육의 

대안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판적 언어인 

식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못했다1) 비판적 언어인식이， 00년대 이후 하 

나의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 언어인식(디패뻐ge A때reness:이하 LA)에 대 

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는 점 동시에 비판적 언어학 또는 비판적 담론 

* 조선대 강사 
1) 남가영(:m3: :Æ)에서 비판적 언어인식의 가능성에 대해 간략하나마 최초로 언급한 
바있다. 

“ ...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언어 화자의 사고나 생각， 좀더 복합적으로는 해당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사회 문화적 권력까지도 드러내는 칭H짧)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찰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언어와 이데올로기， 사회문화적 
권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 의식을 갖출 수 있게 된다." 



324 국어교육연구 제15집 

분석의 실천을 위한 구체태(具體態)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비판적 언어인 

식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추측을 토대 

로 동배， 본고는 “비판적 언어인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충실 

히 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작성된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비판적 언어인 

식의 ‘비판적’ 부문에 집중하여 현재 우리의 국어지식교육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2. 비판적 언어언식의 개념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에 관한 학습 관점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언어교육의 개신(改新)을 목적으로 등 

장했던 언어인식(뼈맹uage awareness)의 대안이대). 언어인식은 언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구사할 때의 의식 

적인 지각과 감수성(ALA， 191))으로 정의되곤 하는， 언어교육의 접근법 

또는 관점이다. 그러나 대안이라고 해서 비판적 언어인식이 언어인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언어인식에 결핍된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를 주 

장한 버rclough를 비롯한 일군의 학지들은， 언어와 언어 문화에 대한 다 

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언어인식 관점이 중 

립적이고 무색무취한 언어관을 취함으로써，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망 

속의 힘의 작용이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학생들이 제대로 

2) 그러므로 비판적 언어인식(CL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인식(LA)에 대해 알 

。봐 한다. 언어인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한 국내 연구로는 김은성(때4)이 있다. 

국외 연구로는， 단시간 내에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연구물로 van LierWR): ffHm, 

White et 외. (F.ds.)(axxJ)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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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언어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더 니애} 사회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언어에 반영된 또 

는 언어로 드러내는 가치， 태도，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자 

는입장을취하고있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노선 즉， 언어인식이 시 

치미를 뚝 떼고 있는 ‘언어와 힘，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관계’， ‘힘의 사회 

적 실천으로서의 언어 사용’ 등을 부각시키고， 이것이야말로 중핵적인 교 

육내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3) 따라서 그것의 개념은， 언어인식의 입장 

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차원에서 언어인식의 개념에 부가적으로 제시되곤 

한다 

• 비판적 언어인식이라는 용어는 특히 언어를 ‘읽는’ 기능의 발달을 의 

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어가 광범위한 구어 • 문어 텍스트에서 사회 

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설천을 드러내고 감추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대@따， l~: 87) 

• 비판적 언어인식은 모든 언어를 상황화된 사회적 실천(허tua때 S띠머 

practiæ)이라고 보고，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구하는 언어 교육의 형태이다. 언어가 사용된 이 방식에 

는 누구의 이해가 반영되었는가? 누가 혜택을 받나? 그리히여 이러 

한인식을넘어서 변화를위한가능성이 성장한다. 이것의 토대는강 

한 평등과 사회적 정의의 어젠대agenda)이대Janks， lffi7: 241) . 

• 비판적 언어인식(C.L.A)라는 용어는 언어인식과 ( 연구자 삽입 : 바 

로 앞 단락에 언어인식에 대한 정의가 나옴) 동일한 접근법을 의미한 

3) 다음과 같은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나는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발달과 그것을 변화시킬 가능성들에 대한 개발이 

모든 교육약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언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 

대F뻐dough， l ffi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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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와 사회적 맥락 시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비판적 언어인식에서 개발되는 인식은 언어가 세계를 재현하고 힘의 

관계를 반영하고 구성핸 방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대Ivanic， a:뼈: 

2)3)4) 

이상과 같이， 비판적 언어인식은 형식적 개념화 과정을 명료하게 거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그림 1은 언어를 세 차원의 층위로 분석하 

고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뻐iC(1(ro: 1낌-1껑)에 따르면， 비판적 

언어인식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그림에서 층위 3에 해당한다. 층위 3의 

설정은， 언어는 사회적 힘에 의해 형성되고， 힘센 사회적 그룹이 세계의 

기술 방식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이제까지 

층위 3이 언어 교육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통적 

으로 언어교육에서는 층위 1을 강조해왔다. 문법 형태의 정확한 사용은 

언어 교육의 중핵 과제였다. 대체로 층위 1은 ‘전통적인’ 문법 교육의 관 

심사와 일치한다. 

층위 2는 정확성에서 적절성으로의 중심점이 이동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언어 행위를 하되 적절성의 기준에 합치하도록 하 

는 것은 의사소통능력 개념과 함께 부각된 관점이다 이와 함께 ‘형식의 

정확성’은 진부하고 상투적이며 지루한 경전 문구쯤으로 급전직하했다. 

4)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의는 다음의 문건에 실려 있다. 
이Xllitho， R, Carter, R, Hughes, R, Ivanic, R, 뼈suhara， H and Tomlinson, B.Gill3), 
Ten questions 뼈ut 1때guageawaren않s， ELT Joumal f!1/3, Oxford University Press.> 
여기서 정의의 당사자로 Ivanic를 영기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었다. 이 문건은 

제목대로 언어인식에 관한 107]-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 

판적 언어인식에 대한 답은 Ivanic가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 저자 면 

변을 보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만한 연구자는 Ivanic 뿐이다. 그녀는 αA의 
최초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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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외인 판석계화빼 사 외회빼쩍 힐 뺑싫위팀:a(w앙airAePnEeDss BY a POWER RElAT|C)N) 
(~~l4- ~~Jl~ "~:awareness and soclal action ‘ 흥위 3 

목혀적 인 과정 (PURPOSEFUL 
성PR: 。CESS) 

(척 생 appropria cy ) 
흥위 2 

l 鐵RZ감E블YL) l 층위 1 

〈그림 1)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접(lvaniè ， 1990: 126) 

그러나 비판적 언어인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충위 1과 층위 2를 배제 

하고서 충위 3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들은 모든 내 

용과 방법을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지 않았다. 후술되겠지만 비판 

적 언어인식의 모태는 교육이 아니라 언어에 기반한 사회이론이기 때문 

에 교육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기왕의 

언어교육에서는 언어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게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언어에 대한 온전한 접근을 위해서는 그간 배제해 왔던 충위 3까지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비판적 언어인식에서도 층위 

1과 충위 2를 중요한 학습 목표로서 간주한다. 그리고 이것에 산술적으로 

층위 3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층위 1과 층위 2, 충위 3을 관통빼 보 

도록 입체적으로 이 세 층위를 융합시킨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군가 그를 죽였다!"와 “그는 타살당했 

5) 이같은 가정은 김혜정('ðÆ Q)의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 축어척 읽기 | 함축적 읽기 | 비판적 읽기 

〈기존의 읽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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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작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층위 3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이 문장이 형태적으로 정확하고 목적적인 언어 행위로서 적절 

한 것인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가지 다 형태적으 

로 완전한 문장이고， 두 가지 다 살인 사건의 유형(자살이냐 타살이냐)을 

드러내어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신문 헤드라인으로 적절하다. 반면 층위 3 

을 고려했을 때， 이 두 가지 헤드라인은 다소 다르게 분석된다. 전자의 경 

우， 문장 형식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후자의 경우는 ‘주어+서술어’ 

이다. 두 문장은 기본적으로 함의하는 의미는 같지만 그 효과는 다르다. 

전자는 형태적으로 죽인 주체가 부각되고 후자는 의미적으로는 죽인 주 

체가 있다는 점을 알게 하지만? 형태적으로 죽인 주체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것은 형식에서 오는 의미 효과의 차이다. 형식의 정확성은 문법적 기준 

에 미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곤 한다. 그러나 형식이 가져다 주 

는 의미 효과 차이를 고려할 때는， 그 형식의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그 형 

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 차원에서 형식에 집중하게 된다 “왜 이런 형 

식을 택했을까?”， “이런 형식을 택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등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적절성의 기준에 대한 점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준해， 이 표현은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그’를 죽인 배후의 세력을 두드러지게 하고，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임당함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적절하고， 그가 

죽임을 당한 건 객관적 사실이지만 곧이 그 누군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 

비판적 읽기 함축적 읽기 축어적 읽기 

〈포괄적 개념의 비판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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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없었을 때는 후자가 더 적절하다. 

이상과 같이 층위 3에 대한 의식적 인식은， 언어의 층위 1과 층위 2의 

이해에 속속들이 스며든다. 그렇다면 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언어를 인 

식하는 행위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 학습대상으로서의 

언어가 연습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 

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정확한 언어， 적절한 언어 사용은 이미 부과되 

고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립되고 선택되는 배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 학습자가 언어나 언 

어 사용 방식을 복제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언어의 총체적 국면을 이 

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 

점은 다음의 진술에서 요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 교사들은 형태와 기능에 대해 주목 

할 뿐만 아니라 힘의 관계들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역시 토론한다 .. .(중략) ...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측면에서는 정확성과 

적절성은 가르쳐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질문되고 이해되는 어떤 것이다. 

학습자들은 관습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원할 것이지만， 연습을 통해 그 

것들을 재생산하도록 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때에 따라 그것들에 따르기도 하는 위치에 있게 되길 원한다. 이 

것은 좋은 언어 학습자가 단순히 패턴의 정확한 재생산자도 아니고， 적절 

성의 관습에 따르는 순응자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좋은 언 

어 학습자는 언어가 사회적 힘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힘뇨을 미치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해한대Iv:뻐ic， mn 1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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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언어언식의 성렵 배경6)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인식에 대한 랭카스터 비판에서 나왔대]anks， 

1ffi7: 242), 그 본산지는 정확히 말하면 랭카스터 대학의 ‘사회적 삶에서의 

언어 연구를 위한 센터(The cenσe for the Study of 디명뻐ge in S띠a1 

Ufe)’였다. 여기서는 비판적 담론 분석 관점을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 

가에 집중하였다'1)， 비판적 언어인식은 1쨌년대 초반부터 F떠rclough가 개 

진하기 시작했다" 1ffi7년 이 센터의 세미나 모임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 

되었고ß) ， 1ffi7년 영국 응용언어학자 모임에서 문건화되어 제시되었으며， 

이후 출판되지 않은 형태로 시중에 유포되었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1~ 

년에야 비로소 출판된 형태로 공식화되었다~Clark & Ivanic: 219)9), 이후 

비판적 언어인식은 m에년대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언어인식의 비판적 관 

점으로 그 세를 확징빼왔다. 이론적으로는 1992년 F허rclough의 『비판적 

언어인식』을 통해 관점을 정교하게 확립하였고， 실제적으로는 1없3년 

6)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Cl때〈과 Ivanic(lffi7), w:외laæ(Iffi7)， Lancaster와 
TaylorWB2), Janks(Iffi7)을 참고하라. 

7) 때4년 2월까지만 해도 랭카스터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이 센터로 접속이 가능했었 

다. 거기에서는 센터의 교수들과 연구원들， 학생들의 wcπ녕ng 야뼈를 일부 다운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때4년 9월 현재 센터 홈페이지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센터져 대학 기구 소개에서 제외되어 있다. 저간의 이유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F뻐dough의 개인 홈페이지의 약력 소개에 ‘전에 이 센터에서 일했었다는 문구가 나 

오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센터가 랭카스터 대학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 

측할수있다. 

8)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Clark, R, E빠dough， N" Ivanic, R 없띠 

Martin-Jones, MWE7), ‘Critica\ 1뻐밍mge awareness’，Cen따 for 뎌맹뻐ge in S띠al 

Life, working α빠:T 였뼈， Nun따:T 1, Lancaster University 
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Clark, R, Fairclough, N., Ivanic, R and 
뼈rtin-Jones, M(I990), Critica\ language awareness, 밟t 1: A Critica\ review of three 
current a따æches to lan맹ge awareness, La때뻐ge and 많ucation 4, w,249-æ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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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ks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판적 언어인식 시리즈』라는 교재를 

발간하였다10). 교육적 실행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 

지만 브리튼， 미국， 호주， 님아프리차 공화국에서 교육과정 계획에 영향 

을 끼치고 있대αIfSOn， 1ffi1: 143). 

본고에서는 비판적 언어인식의 형성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파의L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비판적 담화 분석의 실천적 실행이 

며 이 실행은 언어교육의 새 패러다임인 언어인식이 마련해 놓은 틀을 시 

작의 기점으로잡았다. 

1) 비판적 담화분석의 실천 

비판적 언어인식은 비판적 담회분석의 교육적 지류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대W머lace， 1ffi7: 242). 비판적 담화 분석이란 무엇인가 F따dough 

10) 이 시리즈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 2차 정보에 의해 그 윤곽을 
확인하였다. 언어인식에서 내놓은 교재인 Ha때cins의 『언어인식 시리즈』에 비해 언 

어와 힘，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내용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 서문 • 언어와 힘의 관계를 다루는 것 ... 이 교재는 언어가 현존하는 힘의 형식을 
유지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었대W머lace， 19.J7: 245에서 재인용). 
• 이 시리즈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독자가 되는 법을 가르 
치는 것이다. 비판적 독자는 활자의 힘에 저항한다. 그리고 그들이 읽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전략적인 의심의 위치에서 시책}국 그들 자신의 

생각과 7에에 대항하논， 마찬7에로 다른 이들의 생각과 가치에 대항하논 텍 

스트에 무게를 둔대Corson， 191):145에서 재인용). 
@ 시리즈의 구성:5권의 소책자. 교실 교재. 

• 님。}프리카의 언어들(La때uages in South Africa) 
• 언어， 정체성， 힘(매맹뻐g~ Identity and Povver) 
• 언어와 뉴스(뎌맹뻐ge ar넘 Ne뼈) 
• 언어， 광고 힘(뎌맹뻐gξ 뼈vertising ar피 Povver) 
• 단어와 그림(Wtαùs and Pictures)(Cor없1， mfJ: 1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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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fi2: 12)에 따르면， 비판적이지 않은 담화분석과 비판적인 담화분석의 차 

이점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접근법은 담화적 실천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담화가 힘의 관계에 의해， 이데올로기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담화 침여자들이 보통 명백하게 알아채지 못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 지식과 믿음의 체계에 담화가 미치는 구성적 효과까지 보여준 

다는 점에서 ~}Öl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접근법에서 출발히는 담화 

분석은 기존의 담회분석이 담화의 형식과 그 형식이 대응하는 상황맥락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담화분석 직업의 

학적 전통은 주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E뼈l맹raphy of Commu미떠tion)과 

사회언어햄S띠빼밍istics)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F.때dough가 초기 저작 

물에서 이러한 전통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U). 그 비판의 핵심은 언어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에 있다 곧， 언어를 순수 

한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간주하고， 그것의 사용 규칙을 형식화하고 체계화 

하는 데 주력한 것은， 언어에 반영되고 언어로 설현되는 사회구성원 λ에의 

힘의 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12) 

이러한 시각은 사회 이론에 입각한 언어 연구로 귀결된다13). 비판적 담 

11) 최근의 연구성과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F때dough의 개인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이 

곳에서는 극히 최근의 연구성괴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h때://v.매w.ling.lancs.ac.따ç/st뼈'norrnan/norrnan.htm(때4년 6월 현재) 
12) 비판적 담화분석의 이론적 전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디{F:때dough， 19J2a: 8-9) 

첫째， 언어 사용{!anguage use) - ‘담화’는 사회를 형성하교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둘째， 담화논 지식과 지식의 대싶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 
고 변화하는 것을 돕는다， 

셋째， 담회는 힘의 관계틀에 의해 형성되고 이데올로기를 부여받는다. 
넷째， 담화의 형성은 힘의 투쟁에서 말뚝(s때ce) 역할을 한다. 

디섯째， 비판적 담화분석(원래는 ‘비판적 언어연구’라고 되어 있으나， 용어의 통일 

성을 위해 수정함 : 연구자 주)은 사회와 담론이 서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하 
여 보고자한다. 

13) B!ooræ과 T려w왜<ar(l997: 1ai)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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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석 논의에서 부르디외나 빼쇠 그람시 바흐친이 지주 운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펼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연구 

의 최종 목표는， 언어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분석 그 자체에 놓일 수 없 

다 

비판적 언어연구는 언어연구의 지류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류가 함 

의를 가지고 언어를 향해 정향(orientation)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주 

인식하지 못핸， 언어 관습틀과 언어 실천이 힘의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과정에 투자되는지에 집중한대F빠lough， lÐ2: 7). 

비판적 담회분석은 정교하게 담회분석을 잘 해내서 언어의 또다른 차 

원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힘， 이데올로기， 사회적 관계 등이 

언어에 반영되고， 언어로 실천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사회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 

적 변회를 위해서는 실행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천의 연 

계 자체가 바로 사회적 변화와 투쟁 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loorre & T:려W와æJ"， lÐ7: lCE), 이 두 가지 차원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비판적 담화분석의 실천적 구체태가 바로 비판적 언어인식이다. 비판적 

“비판적 담화분석이 취하는 언어 관점은 언어를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 

러므로 F빠lough는사람플이 다Od=한사회적 목적을성취하기 위해 언어를사용하 

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언어분석도 일상적인 사회적 실천， 사회제도， 더 넓 

은 이데올로기 맥락을 가로지르는 사회이론과 결합빼야 한다고 본다: . .(중략L.여 
기서 특기할 점은 Fairclough의 비판적 담회분석이 일반적인 사회 과학의 경향과 

일치한다는 점. 요즘 사회 과학은 사회적 삶에 대해 추상적이고 탈맥락화됐다기보 

다는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이론을 세우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주의적 요소와 현재의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반영하는 상당 

히 많은 요소를 결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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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분석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즉 비판적으로 언어를 인식하게 함으 

로써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되고 변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 

이 반영되는 언어적 실천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렇게 예각화된 민감성을 기반으로1 비판적 언어인식은 효과적인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고， 그리하며 그것은 시민을 위한 권리 

부여(enti tlerrent)와 힘 북돋우기(앉뼈W없rent)로 간주될 것이며， 특히 아 

동들에게 교육 체계 안에서 시민성을 계발하게끔 할 것(F:외rclough， 1앓: 

3)이라고 기대한다. 

2) 언어인식의 딘접 보완 

언어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그 출발점이 언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힘，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에 있기 때문에， 비판 

적 담론분석을 언어학의 테두리에 묶어놓기는 어렵다. ‘담화~ c1iscourse)’라 

는 개념을 공유하면서， ‘비판적’이라는 함의에 걸맞는 정향을 갖는 학문들 

간의 학제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지 

루나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학과 맥을 같이 하괴 사회 이론에서는 부르 

디외나 푸코 그람시， 하버마스의 논의와 연결되고 언어학에서는 크레스 

훗지 등의 이른바 비판적 언어학이나 언어의 이데올로기 차원까지 심층 

적으로 고려한 할리데이의 언어 이론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그렇기 때 

문에 인간의 언어 행위는 하나의 구조를 가진 분석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실천(S띠매 단actiæ) 중의 하니이다. 즉， 언어 

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14)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행을 위하여 교육에서 모색점을 찾고자 비판적 

14) 사회적 실천으로서 언어 행위에 대해서는.， F:뻐dough(1쨌1， 1않l2a， 1앉l2b， 1ffi5), Eckeπ 

GIDJ, 3XJ1)에서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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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인식이 최초의 출발점으로 삼은 지점이 바로 언어인식이다. 언어인 

식은 언어교육에 토대를 둔 패러다임이자 접근법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언어적 지원(resouræ)으로 파악한 데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우리의 국어지식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갖춘 

언어인식은， 전통적인 문법교육에 비해 언어의 사회적 측면을 매우 적극 

적으로 반영한 패러다임이다. 전통적인 문볍교육은 패턴을 연습하는 것 

에 치중하기 때문에 비판적 언어인식이 접근하고자 하는 언어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예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 

전통적인 문법교육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나온 언어인식은 그간의 교육 

과는 달리 다양한 언어 변이형， 표준어와 방언，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 어 

린 아이의 말， 사회와 언어의 관계， 세계의 언어 등등 언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인식이 새로 개척 

한 ‘언어의 사회적 측면’에 착목하였다. 그간 다루지 않았던 분。t까지 확 

장히여 다룬 것은 매우 타당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내 그 기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비판적 담론분석의 교육적 살행의 근 

거지를 만들었다. 우선 이들은 언어인식에 비판적인 접근법과 그렇지 못 

한 접근법이 있다고 구분하였다. 

비판적이지 않은 접근법은 1쨌년대부터 영국에서 운동 차원으로 구체 

화된 언어인식，Ha따illlS의 책과 교재，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발판어 된 킹 

맨 보고서와 콕스 보고서 등으로 예증되었다. 이 예증 사례의 범위를 보 

건대， 이것은 결국 영국의 모든 언어교육에 그림 1의 층위 3에 대한 고려 

가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적 권위를 가진 문서에도 현존 교육 

의 대안에도 언어와 힘，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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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과정 

해석의 과정 

담화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상황적 ; 제도적 ; 사회적) 

담화의 층위 

기술(텍스트 분석) 

해석(과정 분석) 

설명(사회적 분석) 

담화분석의 층위 

〈그림 2> 담화의 증위와 담호변석의 증위 (Fairclough(1995: 97)) 

물론 가장 두드러지게 대조가 된 대상은 언어인식이다. 언어인식과 비 

판적 언어인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언어에 대한 관점이다. 언어인식에 

서는 언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인 객체로 간주한다. 그 결과 언어 

인식은 학습자에게 언어에 대한 ‘풍성한 태피스트라를 제공한다. 또한 언 

어의 형식적 OJ:상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데 치중한다. 반면에 비판 

적 언어인식은 언어가 중립적인 의사소통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 

어는 사회적 실천의 도구이고 언어 행위는 사회적 실천의 한 종류이다. 

특히 힘의 관계， 이데올로기， 7}치 등이 구성되고 실현되는 중요한 매체 

가 바로 언어얘. 따라서 비판적 언어인식에서는 이데올로기와 힘의 관 

계들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방식에 관한 인식 능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한 

다 다만， 비판적 언어인식이 언어의 형식면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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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것은 비판적 언어인식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 

하나 층위 3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형식의 이해는 학습자를 오도할 위험이 

농후하다는것이다. 

그 위험은， 바로 학습자가 언어로 행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에 대한 자 

율적 통어력을 길러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채팅어를 쓰면 안된다， 공식적 

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써라， 은어를 쓰면 안된다， 어른께 나보다 니아 

가 많지만 수신자인 어른보다 나이가 적은 어른을 높여 말하면 안된다， 

등등의 언어 규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판적 언어인 

식의 관점에서는 매우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자리에서 표 

준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러한 언어적 실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그 메커니즘에 따 

르거나 변형하거나 부정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학생들이 사 

회적 실천으로서의 언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인식에서는 이 

런 부분을 다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천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인식 접근법에 비판적인 언어인식을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비판적 언어인식의 주장이다. 

4 교육적 어젠다로서의 비판적 언어인식 

비판적 언어인식은 비판적 담화분석을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육적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처음부터 교육 

학적 기반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여타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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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 이론과 같은 체계적인 실제를 보여주지 못했다. 언어인식과 비교 

해도 마찬가지다. 언어인식이 이론적인 부분을 쟁점화하고 정교한 이론 

체계로 만드는 작엽을 비판적 언어인식에 비해 산뭇하게 수행하지 못했 

다고 하더라도 언어인식이 제시한 교육적 내용과 원리와 이것이 실행되 

는 교실 환경에 입각한 현장 중심성은 훨씬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다. 

1) 교육 원리 

비판적 언어인식의 교육적 원리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담회분석 모델을 

토대로 도출되었다:<그림 2>15)는 담회분석의 대상이 되는 담화의 세 층 

위와 그것에 대응되는 분석의 세 충위를 보여주고 있다. 담회는 구어이든 

문어이든 텍스트 형태로 실체화된다. 텍스트는 생산되고 이해되는 과정 

을 겪는데 이것이 바로 담화 차원에서의 실천이다. 그런데 담화적 실천 

은 곧 사회문화적 실천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언어 행위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보는 관점에 터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이다. 이 사회문화적 실천 

은 그 안에서 또 여러 차원으로 나쉴 수 있다. 그것은 즉각적인 상황 안에 

서 담화 실천의 의미， 그 상횡어 자리하는 제도 안에서의 담화 실천의 의 

미， 좀더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의 담화 실천의 의미 등으로 나닐 수 

있다. 이와 같은 담화의 세 층위를 분석히는 행위는 기술， 해석， 설명으로 

구분된다. 기술은 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 

은 텍스트와 담화 실천의 관계， 즉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되고 해석되는가 

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은 이러한 담화 실천이 사회문화적 환경 

15) 이 그림은 Fairclough의 연구물 곳곳에서 산견된다. 연대순에 따라 표현과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는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제 

시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F;때dough(l쨌: ZJ, 1않l2a: 10, lffi2b: 73, 1!ffi ffi)을 
비교히여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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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F뻐dough(1댔: fJ1)에 의하면， 이 모델의 특징적인 점은 텍스트와사회 

문화적 실천을 담화적 실천이 중재해준디란 점이다. 텍스트에 사회문화 

적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실천의 일부 

로서 담화적 실천이 사회문화적 요소를 텍스트와 관계맺는 것을 실현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텔에서는 담화적 실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주 

목되어야 한다. 핵심은， 텍스트와 사회문화적 실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매개로 히여 이 둘 

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벨에 입각한 교육적 원리는 모두 세 가지대F머rclough， 1m2: 1잃 

-124), 첫 번째 원리는 담론의 세 가지 층위에 모두 주목하되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 관계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언어 형식(터맹뻐ge 

forms)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한 개 

인의 행위는 그 맥락의 적절성의 관습을 만들어낸 사회적 힘들과 분리되 

어간주될수없다 

두 번째 원리는 학생들의 인식이 진짜 언어(n얹llan맹age)의 생산과 해 

석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고안한 사례로 하면 안 된다. 

즉，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관습에 실제로 대항하여 그들 자신만을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그틀의 비판적 인식이 개발되도록 하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관습들을 검토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을 제공한다. 

마지막 원라는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인식을 

개발시키는 방식으로 힘을 북돋아주면서(지식: 빼빼어ge) 동시에 그들에 

게 현존하는 관습틀에 대해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관습들을 형성하 

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할 권리를 줌으로써 해방(없Jancipation)을 도외주어 

야 한다는 것이대행동: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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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원리는비 

판적 언어인식의 교육 

적 대전제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비판적 언어인 

식의 교육 내용과 방 

법에 해당한다. 세 번 

째 원리는 비판적 언 

어인식 교육의 목표라 

언어 잠재능력: 가능한 잠재력 

(떠핑뻐ge capabilities: Potential) 

f 
목적적담화 (비판적)언어인식 

(JJI.lllXlSeful discourse) 

언어 잠재능력; 경험 

(벼땅뻐ge capabili따. 앉j:ffÏence) 

고 보면 적당하다. 그 〈그림 3> 언어학습의 모델 

러므로 이 원리들은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보다는 매우 추상적 

인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어의 세 층위를 두루 고려하도록 하 

고， 실제 교육 장면에서 학생틀에게 실제적 목적을 가진 담화적 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실천을 행할 힘을 북돋워 

주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같은 추상적인 원리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더욱 더 구체화되 

었다. 비판적 담화분석모텔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었던 교육 원리는 따 

로 설정된 언어교육의 모델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언어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 잠재능력이다16) 이것에 이르기 위한 

16) 이 모델에서 언어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떠1ce’가 아니라 ‘a빼1ity’를 사용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F뻐-diαJgh는 그 어디에서도 굳01 ‘떠맹b빼’를 선택한 이유 
를 밝혀놓은 바 없지만， 어의를 따져볼 때 ‘capa뻐ty’가 ‘~떠1ce’보다 F때d때gh 

의 주장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한다. 이 둘은 유의어이기는 하지 

만， 근본적으로 의미를 달리 한다. ‘coIllj:dence’는 어떤 것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기는 하나 그것이 필수적으로 두드러지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능력으로 보면 적절할 듯 싶다 반면에， 
‘capab피ty’는 힘을 획득하기 위한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 

기 위한 준비된 능력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비판적 언어인식을 주장하논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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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출발점은 학습자가 현재 갖고 있는 언어 잠재능력이다. 현재의 언 

어 잠재능력에서 출발할 때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경험이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교육적 경험에 해당한다~F:때dough(1없a: 16)는 이 

경험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언어에 대해 토론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지식의 몸체로서 기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시적 

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언 

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17)， 

그런데 이런 비판적 인식은 인식 자체로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것은 실 

제 언어를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을 7}.지고 담화로 구성해내는 행위 

와 결합해야 한다. 인식이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 

다는 점은，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의 중핵에 해당한다. 바로 담화의 층위 

에서 보면 담론적 층위를， 담화분석 층위에서 보면 담론적 실천을， 학생 

들에게 실제로 해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는 교λ까 가공된 언 

은， 특히 F빼ough(l앓’ 5)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의 도구적 기능화를 ‘언 
어의 테크놀로지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것은 앵무새처럼 언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1 그것의 심층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볼 때， 의사소통능력이 발휘되는 잠재적인 부분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co~tence’보다 ‘C뼈bility’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7) ‘(비판적) 언어언식’이라고 한 데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이것은" E때-dough(l쨌: 

2때)에는 ‘Critical langt맹eawc뼈1eSS’로、 F때clou링1(1않깅a’ 16)에는 ‘떠JgUage a'때'ffieSS’ 
로 명기되어 있다. 이를 존중하기 위해 일단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연구자가 보기 

에 이렇게 된 것은 비판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던 초창기의 펼요성이， 

시간이 흘러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언어인식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비 

판적 언어인식’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인식의 중요한 차원으로 

서 언어인식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대 

로 언어인식의 부족한 부문인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한 것이 

다. 실상 비판적 언어인식에서 추구뺨 H까 언어의 형식적， 기능적， 이데올로기 

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임을 볼 때 ‘비판적’이라는 수식어는 이러한 통 

합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오직 이데올로기 차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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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언어로 구체적인 목적 

을 가지고 담화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 

습자들은 자신의 언어적 실천에 개재하는 형식적 층위， 기능적 층위， 이 

데올로기 층위를 모두 몸으로 겪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취사선택의 

판단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언어 사용 전체 과정에 

서 세계와 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세계와 투쟁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 

어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그것을 언어로 실천하는 학습자가 탄생 

하게 된다. 수용자도 아니고 재생산자도 아닌 그 학습자가 가진 궁극의 

언어 능력이 바로 포텐셜한 언어능력이다. 

이 모델은 두 가지 주된 원리를 제공한다18). 

φ 인식과 실제를 결합시키기 : 아동들의 잠재적인 언어 능력 개발은 

목적적인 담화 실천과 비판적 언어 인식의 결합에 기댄다. 

@경험 위에서 쌓기 

원리 @은 교육내용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는 언어에 대해 인식하고 그 

인식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인식과 실천의 징검다리는 구체적인 목적 

을 가진 담화적 실천이다o. F;빠dough는 이를 위하여 비판적 언어인식이 

두 가지 수준으로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수준 1: 생산과 해석에서의 MR을 인식하기 
수준 2: MR의 사회적 결정 요소의 인식 

MR: 구성원의 자원(M떼뼈s’ Res뼈æ) 

수준 1은 〈그림 2>에서 담화분석 층위 중 ‘해석’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담화의 생산과 해석에서 같은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거나 활용한 

(언어적) 자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형식적인 체계로서의 언어 

18) 이하의 내용은 F때dough(l쨌: 240-갱4)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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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도 펼요하고 펼수적인 매타 언어도 필요하다. 일단 표현된 

언어 자원에 대해 주목하여 그것에 대해 언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수준 1의 인식은 〈그림 2>의 담화분섹 층위 중 ‘기술’을 

포함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준 2는 <그림 2>에서의 담회분석 층위 중 ‘설명’에 해당한다. 이것은 

언어 잠재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의 ‘꽃’이다. 일단 

수준 1의 인식을 통해 어떤 자원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담화 실천에서 어 

떤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과 그 메커니즘의 

결정 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질문과 답의 궁 

극적인 내용은 힘의 관계 이데올로기 가치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수준의 얀식이 실천과 결합됨으로써 즉 목적적인 담론 실천으로 연결 

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잠재력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원리 @는 교육방법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언어적 실천을 통해 힘의 관 

계， 이데올로기， 가치 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논 아내에게 “에고， 우리 。까가 왜 이렇게 기분 

이 얀 좋으설까1"라고 응수하는 것은 아내를 철없는 응석받이라는 정체 

성을 가진 존재로 단박에 떨어뜨리는 언어적 실천이다. 학습자는 일상에 

서 겪는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에 대해 암묵적으로 알고 나름대로 방법도 

숙지하고 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게 해 

야 한다는 것이 원리 @의 내용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과정 

으로실현된다. 

j) 경험에 대한 반성.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담화와 그것에 기반한 사회적 

억제 요소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학급 내에서 그들 

의 고찰 내용을 콩유해야 한다 

ü) 경험을 체계화하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성들이 체계적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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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인다. 이때 이 반성들에 ‘지식’의 위상을 부여해 

주어야한다. 

피) 설명: 이러한 지식은 교실에서의 더 집단적인 반성과 분석의 목적이 된 

다. 그리고 사회적 설명도 추구되어야 한다. 

iv) 실천을 개발하기 i)에서 피)으로부터 결과되는 인식은 아동들의 목적적 

인 담화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이용된다. 

2) 힌계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각 층위가 분리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특히 사회 내의 힘의 

관계， 이데올로기， 가치 등과 관련된 층위에 집중하고자 한점은 교육의 

장 안에서 언어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깊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비판적 언어인식의 이론 격에 해당 

하는 비판적 담회분석에서 오는 근원적 한계이다. 나머지 하나는 교육적 

어젠다 또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비판적 언어인식이 갖는 한계이다. 이론 

과 실천이라는 둘의 관계 때문에， 첫 번째 한계는 두 번째 한계와 직접적 

으로 연관된다19) ， 

(1) 비판적 담호}분석의 한계 

첫째， 비판적 담회분석은 해석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도 실상 해석의 

19) 이하 내용은 Clark과 IvaniC(1ill7: 223-224), W;때lace(1ill7: 246-247), J빼s(1ill7: 21) 

을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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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성을 보여주기 쉽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담화가 생산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계 이데올로기 가치 등에 중심을 두고 담화 

를 분석한다. 이것온 비판적 언어학자들이 텍스트의 언어학적 특성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원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변별된다. 

다시 말하면， 담화 실천에 개재하는 사회적 작용 변인에 집중하여 텍스트 

와 사회를 연결지은 것이 비판적 담화분석의 특정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해석의 다OJ-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런 전제 위에서 성립한 비판적 언어인식은 실제적으로 힘과 

이데올로기 측면에 집중한 해석 결과만을 옹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모든 담화 실천이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라면， 비판적 담화 

분석 역시 다른 해석과 동등하다. 즉 그러한 해석도 진리는 아니다. 비판 

적 담화분석의 결과 역시 의심해야 할 대%에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모든 언어에 대한 끝없는 의심의 끝은 어디냐는 것이다. 궁극 

적으로 귀착되는 지점이 없는 끝없는 의심의 순환은 헤어날 수 없는 미로 

일뿐이다. 

둘째， 비판적 담화분석은 담화 실천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내세우면서 

도 담화 실천의 해석과 과정에 대한 면밀하고 정치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 

다. 이것은 비판적인 담회분석이 추상적인 용어 차원에서 논의되었지 실 

질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한계이다. 또한 연 

구 성향이 그랬기 때문에 담화 실천 행위 자체 과정을 포착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개밥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비판적 담화분석은 일정한 노선을 언 

어교육에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언어교육의 구체적인 원리나 내용 체계 

로 작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비판적 언어인식 행위의 궁극적인 

좌표에 대한 확언이 불기능하고， 담화 실천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은 ‘새로운 노선의 발견’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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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2) 비판적 언어인식의 한계 

첫째， 비판적 언어인식으로 이루어낼 실천의 구체태가 분명치 않다. 이 

론적 차원에서 비판적 언어인식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ÖJ=하다. 비판적 언 

어인식에 대한 설명들은 자주 ‘인식 (awareness)’， ‘비판적 문식성(αi뼈1 

뼈acy)’에서부터 ‘해방(emanciIXltion)’으로까지의 편차를 보인다(Janks: 

1937: 21). 이것은 실천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저 

인식하는 수준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비판적으로 임고 쓸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주는 데까지 갈 것인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얽매어있던 기존의 

언어적 실천 관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건지， 이를 위동애 

학습자의 힘을 북돋우는(얹뼈W없없lt) 데 힘을 써야하는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많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그저 언어의 총체적 파악을 목표로 할 

수도 았고， 이를 통한 비판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바로 ‘비판적’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천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같은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다. 

둘째 비판적 언어인식을 교실에서 실현하는 데 장애가 많다. 일단 교 

설 내에서 학습자는 힘의 관계에서 약자에 속한다. 이런 학습X베게 힘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회적 실천을 요구할 때 학습자가 이를 무난히 소화해 

낼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향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패턴 연습 위주 

의 전통적인 문법교육관에서 어긋난다고 LA식 접근법을 취한 연구물의 

출판도 금지되는 마당에 LA보다 더욱 더 급진적인 비판적 언어인식을 

받아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성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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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들이 비판적 언어인식을 통해 교육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성 

징띨 하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교λ까 이를 어떻 

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것은 교육적 실천 장면， 

즉 학생들。l 비판적 언어인식을 담화 실천을 통해 개밸}는 것에 대한 면 

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한계이다. 이 한계점은 

곧 비판적 언어인식이 교육 제도 내에 안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강해 

야할점이다. 

5. 비판적 언어인식과 국어지식교육 

비판적 언어인식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다른 지적 전통에 기초 

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사회적 권력 관계， 이데올로기， 가치 등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루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한 학문 영역에서 연구되었거나 치열한 현실 운동에서 구호처럼 쩌 

렁거렸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일상생활의 중요한 도구인 언어에서 찾 

아내고， 이를 교육의 장으로 옮겨 실천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어교육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의 언어적 양상을 처리하는 문제이 

면서， 동시에 국어지식교육에서도 일정 부분 소임을 다해야 할 문제이기 

도 하다. 이 자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어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 

로정리하고자한다. 

국어지식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형식과 의미의 체계로서의 언어에 초 

점을 두어왔다 국어학 연구를 교육적으로 응용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했 

던 국어지식교육의 상황 때문에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관이 그 

대로 전이된 것이다. 물론， 국어학이나 언어학에서 언어와 사회의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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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적 관계에 대해 천칙하는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분 

야의 연구는 국어지식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 

으로 국어지식교육에서는 언어형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 

구인 언어의 본질과 짜임에 대해 집중해왔다. 또한 적절한 언어 사용의 

기준과， 옳고 그른 언어 사용법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디루어 왔다. 시 

각을 돌려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학습자는 구조주의적 언어 

학의 축소판을 가지고 그것을 안내받고 수용하는 한편， 언어 사용의 적절 

하고 옳은 기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받았다. 그럼으로써 학습자가 얻 

은 것은 무엇이었는깨 교육하는 자의 입장에서 다시 이 질문을 반복해 

보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학습자를 길러냈는깨 답은 네 개의 단어 

로 요약된다. 우리는 재생산자를 길러 내었다. 

조너선 션장은， 

18세가 되던 해에， 

극동의 한 섬에서 어느 날 펠리칸 한 마리를 잡았다. 

조너선의 펠리칸은 

아침에 새하얀 알을 낳았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울 정도로 어미를 닮은 

펠리칸이 태어났다 

이 두 번째 펠리칸이 다시 새히얀 알을 낳았고， 

마침내 거기서도 이와 똑같은 새로운 펠리칸이 태어났다. 

만일 누군가 알을 깨뜨리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이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데스노스，<노래꽃， 노래 이야기>20) 

20) BO\.rrdieu와 Pas없un(l!J70) ; 이상호 옮김(2000: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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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아마도 펠리칸의 번식과 같은 질서 속에서 국어지식교육을 

행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자들은 ‘작은 언어학자’는커녕 국어학 개 

론의 축약본을 암기히·논 수용자 역할올 충실히 하기를 요구받았다21) 국 

어지식교육은 연구나 학문의 분야에서 국어지식교육학이라는 영역을 확 

보할 수 있겠지만， 교실 장면에서는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적으로 제시되 

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22) 어떤 

식으로 국어지식이 교실 현장에 제공되는가에 상관없이 국어지식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은 바로 국어지식교육을 통해 학습 

자들이 언어， 국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준 

의 언어적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다OJ=한 부면을 

얼마만큼 접하고 경험해보느냐에 따라 키워질 수 있는 안목의 수준이 달 

라질 것이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언어의 다OJ=한 부면 중에 하나인 가치적인 부면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언어의 가치적인 부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21) 국어지식교육 반대론자나 무용론자는 그간 국어지식교육이 ‘작은 국어학자를 길러 

왔다고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국어지식교육에서는 ‘작은 국어 

학자도 길러내지 못했다 ‘작은 국어학자’라면 탐구 대상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열 

정， 언어의 짜임과 사용 양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1 실제로 언어를 가지고 ‘놀면 

서’ 언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짜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국어학자가 국 
어교육의 대목표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따로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비판의 주요 수새修離)인 ‘작은 국어학자에도 미치지 못뺨 학습자를 우리가 길 

러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22) 연구자는 중등 수준의 국어지식교육에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국어지식영역의 

교육내용이 여타의 영역과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11학년부터 12학년 이후에는 국어 

지식영역만의 독자적인 체계에 준해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 

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뱀f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공통기본과목인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융합된 상태의 국어지식을 담고， 심화선택과목 

인 ‘문법’은 대학 수준의 국어학 연구의 예비 단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된 
국어지식을 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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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언어적 얀목의 수준을 높이고 깊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목은 곧 학습자의 언어적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능력이지만， 학습자의 

언어적 실천을 통어하고 추동하는 구체적인 능력이다. 비판적 언어인식 

의 핵심어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구성원의 언어적 자원(MR)을 알아채고 

그러한 자원이 언어적 실천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그 배분 효과는 어떠한 

지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의 실제적인 언 

어적 실천에 수만 가지의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어 

지식교육은 이러한 힘을 북돋워 주면서(앉聊W며ng) 자기 정체성을 소신 

있게 언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어사용자를 길러내야 한다 

국어지식이 만약 언어시용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면 정확한 문장 생 

산， 올바른 어법 구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techni대1 knowI어ge)뿐만 아 

니라 이와 같은 더 본질적으로 잠재적인 지식 또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 

에 그러할 것으로 판단한다. 외국어나 제2언어 교육이 아닌 모어 교육에 

서라면， 후자의 지식 또는 능력에 더욱 더 강하게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징L이다. 

6. 결론 

이 연구는 비판적 언어인식을 국어지식교육에 적용하거나， 그대로 가 

져오자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판적 언어인식 

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연구자가 이전에 정리한 바 있는 언어인식 

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영국에서의 영어교육 그러니까 그네들의 국어 

교육에서 매우 큰 쟁점거리를 가져왔던 것들이고 지금도 그러하다.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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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육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네들의 

문제해결의 지형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횡을 객관적으로 견주어 보고 

자 했던 것이 이 연구의 시직이었다. 

역시， 그네들의 국어교육은 그네들의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 이루어지 

는 것이라서 우리의 것과 다른 점이 많았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내용일지라고 토대가 달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도 있었고， 우 

리에게는 전혀 없는 부분도 있었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우리에게 전혀 없 

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전혀 없기 때문에 시급히 수용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혀 없더라도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이면 그걸로 그만이다. 그러 

나 언어로 이루어지는 실천 행위는 항상 깨끗하고 조화로우며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현실 속에서는 매우 자주， 언어는 더럽고， 추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학습자에게 이런 부면을 보여주지 않고 모 

든 사람들이 항상 그라이스의 대화의 격률에 준뼈 의사소통하는 것같 

은 장면 속에서만 언어를 겪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힘의 관계， 이데올로기와 얽혀 있는 언어의 OJ:상은 국어지식교육만의 

교육내용은 아니다. 문식성의 차원에서 이것은 읽기나 말하기， 듣기 쓰기 

에서도 다루어야 한다. 문학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대해 메타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국어지식교육에서 그간 이러한 측면에 소홀허 했다는 

점은 아쉽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어교육， 국어지식， 비판적 언어인식(C매 

* 본 논문은 axo.5.22 투고되었으며， axo.6. 2 심사가 시작되어 axo.6. 12 심사가 종 
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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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Critical Language Awareness 

Kim, Eun Sung 

This research is Plll1X>sed for examining Critical 싫맹뻐ge Awareness (CLAl 

gener때lyand giving soræ 어ucatioruli suggestions 뼈ut teac바19 kno뼈어ge about 

Korean lar핑뻐ge. CLA is the al따mtive 따π없ch to lar핑뻐ge 않ac비ng erærged 
from U.K. However, this Imverænt has not been intrc펴uced yet in Korea. 까ùs 

res얹rch is PlJl1XlSed for investigating the question ‘what is Critical La맹뻐ge 

A뼈reness?’ thoroug삐y. Th없， its conæ야 theαeti떠l 벼C뼈round in, 뼈ag맹떠1 

principles as a 어ucational ag앉1da and its 파nit have mai미y been conætlli녔 this 

paper. In this proæss, it has d않It with CLA mainly in terms of the ‘αitical’ phase, 

so that has given soræ suggestions onto 0따 con1:errJi:xJrary 어ucatio떠Ipr견ctices in 

the aræ of ‘knowl어ge about Ko없n lan밍퍼ge’. 

[Key Wordsl Korean language 많ucation， knowledge about langt떠ge， Criti떠1 

터맹뻐ge A뼈eness(CL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