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문식성을 위한 텍스트 수용에 관한 고찰

정민주*

1. 서론
현대 사회를 미디어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현대

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도 말한다. 이는 미디어의 특정이 가
져다 준 정보의 신속성， 대량성을 통해 우리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량의 정보를 접하면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인개하는 양의 문제를 넘어

‘확실한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하는 질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
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넘쳐나는 광고가 소비째l 게 다
OJ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일차적인 생각을 넘어 전략적으로 설득하기 위

한 일종의 의도적 접근이라는 점만 생각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마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읽고1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고
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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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어교육적 빛싹f을 제안하
고자한다.

이를 위해 R 장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문
식성과 국어교육의 접점 지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m장에

서는 미디어 문식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 텍스트를
선정하고 교육적 접근 방법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W장에서는 앞장의
논의에서 선정된 미디어 텍스트를 실제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문식성 향
상에 기여하는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11 미디어 문석성과 국어교육의 접점
미디어 문식성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의 미디어 교육에서 근간을 이룬

개념이다. 크싹트와 포터 (C버st &Po따)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의 일차

적 목표는 수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하
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대김정
재때)2: 짧)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문식성(Li따-acy) 개념은 ‘읽고 쓸
수 있는 행위’를 일걷는 용어였으나， 사회적인 상황과 시대 요구에 따라

개념이 확장되어 이제는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잃어나 지식까
지를 포함(노명완 외 ， '2fJJ2: 42←45)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화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매체 역시 다OJ:하게 변화 성장하였고 특히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의 변화는 인류 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불러왔다. 특히 의사소

통 매체의 발전은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 소통 문화마저 바꿔 놓았
다. 이러한 변화 속에 현대 사회는 매체 특성을 고려한 내용 이해와 또 그

에 따른 효과적인 표현 능력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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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탄생한 용어가 미디어 문식성(1\뼈ia Ii따ClCY)이라 하겠다. 미디

어 문식성은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매체를 다루고 매체 속에서 정보를 찾는 물리적 차원의
능력에서부터 미디어 속에서 재구성된 정보를 잘 분별하고 나。F가 미디
어를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 전달하는 인
지적 능력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현 사회를 살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
건이 된 것이다.
한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외에서는 물론 최근 국어

교육 내 미디어 교육의 수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최근까지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
을 긍정하는 개념적 차원의 논의와 개별 미디어 장르의 국어교육적 활용

을 제안하는 도구적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현 사회를 살아
가는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미디어 문식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한 만큼 국어교육에서도 미디어 문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
안이 논의돼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 문식성에 대

한 국어교육적 재개념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정현선(없μb)은 미디어 문
식성 2) 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정립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디지털 문식

성의 하위 범주로 미디어 문식성을 재개념화 한 바 있다. 정현선에 따르
면 디지털 문식성은 멀티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소양의

세 7찌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 문식성은

1) 국어교육에서 본격적인 미디어 교육의 논의를 시작한 김대행(l~)을 비롯뼈， 개
별 미디어 장르에 관한 국어교육적 논의로는 강내원elX)l)， 노은희 eID2)， 권순희

(:ID3) 등이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사례를 연구한 김정지{댔12) 등이 있고 대중매
체를 문화 텍스트로 간주하고 미디어 교육을 국어의 문화교육으혹 논의한 김창원

(JXl2), 정현선(lffi7， :ID4) 등이 있다.
2) 정현선(때4a)， e!뼈b)의 논의에서는 리터러시 용어를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술상의 일관성을 위해 번역어인 문식성으로 바꿔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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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통양식 의미 패턴에 의해 생산된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 수용， 유

통을 소통의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 지워 보는 비판적 사고력， 즉 메타언

어 능력’(정현선， 때μb: aJ)이라고 보았다. 즉， 미디어 문식성을 비판적 사
고 능력이라고 본 것인데 이 논의는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시사하는 H까 크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사회는 미디어로 생산된 정보를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 그 이상을 기대한다. 미디어로 표상된 정보의 심층적인 의미를 어떻
게 수용할 것인가운 문제 역시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풀어야 할 미
디어 문식성을 위한 과제가 되었다. 이는 수용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미디
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의 펼요성을 말õ}는 것인데 이 능력은
국어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사고력 신장과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

다}) 또 미디어 정보는 매체를 통해 생산된 추상적인 언어 기호라 할 수
있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행위는 대상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과

유사하므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은 국어교육에서의 읽기 활동으로 수렴될
수 있다，4) 다시 정리하면 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대상을 비
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국어교육의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기 영역이 미
디어 문식성을 향상 시키는 데 부합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최근 읽기 교육
의 논의를 먼저 검토해 볼 펼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임기 교육은 읽
기 개념을 축어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로 분절화 하고， 각 활

동을 션조적으로 제시해 왔다. 션조적인 논의는 기술상의 장점은 있으나
실제 학습자에게 적용할 때는 사고력 향상과는 무관한 기능 활동처럼 다

3) 김정우(1쨌)에서도 오늘날의 미디어 발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디어 교육이
무엇보다 비판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4) 김선배 (lffi:ì)는 비판적 읽기가 비판적 사고력을 전제로 한다고 기술하면서 이에 적

합한 읽기 교수 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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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비판적 원기가 원기 활동의
통합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5) 또 텍스트가 텍

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설체이자 독자가 생산자의 의도를 능동
적이면서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데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읽기에서 매
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읽기를 텍스트

분석으로 접근한 텍스트언어학적 논의들도 미진하였다.
텍스트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싱l이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프로그램은 생
산자와 수용자 써에 존재하는 나름의 독특한 특성(매체적 특성)을 지닌
매개체6) 이자 텍스트로서， 학습자가 비판적 읽기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텍스트가 지닌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비판적 읽기 학습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 ‘능동적 읽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개 여기서 말하는 능동성이
란 미디어 텍스트에 ‘드러난 사실’과 ‘숨겨진 사실’을 수용자의 적극적인
사고 활동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현선(때4a)에서
도 미디어 문식성을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
제를 두고 네 가지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미디어 문식성 교육이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독자로서의 의미 생산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5) 김혜정(뼈1)은 비판적 읽기와 사고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기존의 읽기
활동의 분절화， 위계화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김혜정은 비판적 읽기가 축어
적 읽기와 함축적 읽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읽

기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읽기의 밀접한 연관성을 염두에 둔
논의라할수있다
6)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생산한 생산자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담아내고1 수
용자는 미디어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진 의도를 기준으로 자신 나름의 방법으로 이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때 모든 생산과 수용이 한 가지 코드로만 소통되지 않는다
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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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하여 국어교육적 수용을 피력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
면 미디어 텍스트 분석은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 속에서 생산된 글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비판적 읽기 활동’이라
고할수있다.

m.

미디어 텍스트 선정과 수용 방법

앞 징써l서 미디어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미디어 텍스트 속에
내재해 있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원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텍스트에 담겨진 생산 주체의 의도를 수용자의 능동적
인 사고 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동적 사고 활
동을 위해 교육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의미있는 교수 • 학

습 자료일 것이다. 의미있는 교수 · 학습 자료란 학습자가 해당 영역의 교
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제시하는 교육 자료로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교수 · 학습 변인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 연구나 미디어 문식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습자에게

미디어 텍스트를 국어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텍스트를 통해 살피는 논의에서는 뉴스나 광고 텍스트에만 집
중적으로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특정 영역에 어떠한 목표를 두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체 활용의 가
능성에만 관심을 모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미디어
문식성이나 미디어 텍스트의 교육적 가치를 인지하면서도 실제 수업에서
어떤 목적 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목표와의 연계적 접근
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본고는 미디어 문식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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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읽기를 위해 먼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옴부즈맨 방송 프로그램을
미디어 텍스트로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옵부즈맨 프로그램의 미디어 텍스트적 가치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디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실천
적인 교육 방법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부응한 데이비드 버킹엄

(찌)3)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는 ‘미디어 교육의 펼요성은 본질적으
로 학교 교육과정이 아이틀의 학교 밖 생활이나 사회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인의 삶에서 미
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현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

육적 고민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노명완 외(ID'3)는 현 사회를 지식
기반 사회7) 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어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
는 지식 기반 사회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사회를 말하며 이는 곧 현
대 미디어 사회와 통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도 미디어
읽기는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안착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한다. 그러므
로 미디어 읽기 교육은 미디어 문식성 향상이라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면

서도 학습자에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수 · 학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
로 국어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미디어 문식성의 본질은 비판적 사고력을

7) 노명완 외 (:ID3)에서 설명한 개념으로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로 정보의 수집， 관리， 보존， 변형， 전달， 소통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활용과 조직이 개인 수준까지 이르게 된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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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메타언어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1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

는 적절한 텍스트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미디
어 읽기를 위한 학습 자료로서 조망할 가치가 있다. 먼저 그 개념을 살펴

보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란 ‘옴부즈맨 제도’의 의미를 도입히여 이를 방
송 프로그램에 붙인 용어이다. 옴부즈맨 제도란 행정 기능의 확대 및 강
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샤 감사하게 했던 제

도를 일걷는다. 이러한 행정 통제 제도에서 생겨난 옴부즈맨의 개념을 방
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시청자가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그 역할을 담

당하도록 만든 방송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시청자가 자발적이고 주
도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
자 참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지만 시청자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기 위

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내린 프로그
램 평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작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는 또 구별된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수용자인
시청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해당 프로그램의 자발적연 시청을 전제
로 구성된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미디어 텍스트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할수있다
첫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수용자의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의 징L이라는 점이다. 특히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감사관 역할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송에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읽기 텍스트로서 매우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자발성은 인터넷에 마련한 해당 프
로그램 게시판과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통해 극대화되는데 시청자

의 다양한 의견들은 각자의 비판적 준거에 입각하여 생성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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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습자에게 다양한 비판적 준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제기된 시청자 의견은 학습자에게 비계(Scaffolding) 역할8)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다른 시청자 또는 미디어 비평 전문가의 비
판적 시각과 문제제기 방식을 준거로 심아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시각을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학습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옴

부즈맨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활동은 비판적 읽기 활동이 된다. 학습자가
이 프로그램의 준거를 단순히 자극과 반응의 차원에서

그램에 같은 문제점을 지적

•

동일 장르 프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얻은 준거들을 다OJ=한 다른 미디어 장르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옴부즈맨 방송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텍스트로 가치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다른 사람의 평가 의견과 자신이 생각한 의

견이 같을경우， 자신의 비판적 평가에 대한신뢰가형성되어 자신의 비
판적 안목을 스스로 신뢰하고 내면화 시킬 수 있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것
은 비판적 안목을 향상시키려는 개인의 내적 동기를 강화해 주므로
매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 할 수 있다

2. 미디어 렉스트의 비판적 수용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 양상은 곧 미디어로 생산된 텍스트를 불석하는
8) 김억환(1됐)은 성인과 。에의 공유된 지식이 비고츠키 (Vygo빼)가 말하는 비계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공유된 지식은
아이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효능있게 기능하며 성인과 상호작용할 때에는 자신의 역

할과 관련빼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딸}는 ‘성
인’을 선수 학습자 또는 장상호(1뾰)가 말하는 ‘선진’으로 이해한다면， 이 프로그램
이 비고츠키 (Vygotsky)가 말하는 근접발달영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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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드러나므로 ‘읽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읽기 활동은

크게 ‘미디어 내용 읽기’와 ‘미디어를 통한 읽기’로 나눌 수 있다. 미디어
내용 읽기가 기존의 읽기 교육에서 논의하는 ‘글의 내용 파약에 해당한
다면， 미디어를 통한 읽기는 읽을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 형식을 기
반으로 한 맥락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축어적 읽기와 함축적 임기

를 포함한다면， 후자는 방송에서 생산된 텍스트 내용을 텍스트 생산에 관
련된 생산 주체， 생산 배경， 수용자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비판
적 읽기 활동을 말한다. 더불어 미디어라는 매체적 특정을 이해하지 않고
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바 미디어를
통한 읽기에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이해 활동을 읽기의 하위 요소로 포

함해야 한다. 손석춘(2003)은 신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으려면
신문의 편집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기사의 편집 과정과 지면
구성 및 배열 역사 신문 매체를 읽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설마리를 제공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신문이라는 매체 형식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신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움을 시
사한 또 다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어 미디어 형식이 갖는 상황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읽는 활동은 미디어 읽기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읽기는 기존에 상황 맥락을 고려
한 읽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의 읽기에서의 상황 맥락에는 전

달 매체에 대한 측면을 상황 맥락 개념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

다. 특히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매체적 특성은 지면이 갖는 형
식적 특성과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속성을 고려
한 텍스트 이해 활동이 펼수적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용자의 쌍방
향 소통이 원활한 미디어 텍스트는 생산자의 표면적 의도와 암묵적 의도

가 복합된 결과물로써 수용자가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용이하며 또 수용
자의 의견을 생산자가 다시 반영하는 상호작용성이 두드러지는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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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바로 이러한 특정 때문에 미디어 텍스트 읽기는 표면적 전달 내용

과 암묵적 전달 내용을 구별하면서 읽는 활동으로 구별해야 한다. 이 중
암묵적 전달 내용은 생산 주체가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서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어떤 의도가 담겼
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구성이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 역시 미디어 읽기에 하위 요소로 포

함시킬수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읽기 활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디어 내용 읽기와 미디어를 통한 원기를 활동의

상위 범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미디어 내용 원기는 언어 표현
에 드러난 표면적 내용과 암묵적 내용을 학습자가 변별적으로 읽어 내는
활동을 포함하며， 미디어를 통한 읽기는 프로그램의 특성 및 구성 의도나
프로그램의 하위 코너 배열 방송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 외적인 요
소들과 관련지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는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비판적 읽기는 미디어
내용 읽기와 분리될 수 없다. 미디어 읽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파
악은 물론 표현 속에 내포된 함축적인 의미까지 학습자가 통합적으로 이
해하는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습자의 통합적인
이해 과정이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외적， 내적인 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학습자가 반성적 회의로 글을 분석승애 글의 내용과 표현， 구조 가치 등
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행위(한철우 외

2001:

l(E)라고 할 수 있

으며， 다른 표현으로 건전한 회의(懷疑)9)를 품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글
9) 김선배 (1ffi3)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를 건정한 회의성， 진실성， 객관성， 체

계성， 철저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건전한 회의성이란 열반적으로 진
리로 받아들여지는 사실 혹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타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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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해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이러한 과정을 전제로 한 통합적인 이해 활동이라 할
수있다 10)

N. 옴부즈맨 방송 프로그램의 비판적 분석
미디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텍스트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원

어야 한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먼저 축어적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어적인 이해는 말 그대로 발화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이므로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축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함축적 이해와 비

판적 이해 차원에서 텍스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의 함축적
인 읽기는 텍스트의 표현 속에 함축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한 함축적 읽기는 표
현에 숨겨진 생산 주체의 의도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에 나타난 생산 주체의 의

도성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의도와 암묵적으로 숨겨진 의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의도는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데 보

그랑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가 제안한 7가지 텍
스트성 중에 텍스트에 나타난 ‘의도성’을 밝힘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비판적 읽기는 미디어에서 생산된 내용 이해를

신의 사고 과정에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10) 비판적 읽기가 통합적인 이해 과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단계에서는 축어적， 함축
적 이해 활동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비록 비판적 읽기가 축어적， 함축적 이해 활동
을 전제로 하지만， 이 임기 단계에서는 축어적， 함축적 이해 과정을 넘나들면서 역
동적으로 사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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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비판 주체에 따른 분석 및 프로그램 구성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김봉순(lroJ)은 본 논의와 유사한 관점에서 미디어 텍스
트의 분석 틀을 제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김봉순은 미디어 텍스트의 비
판적 시각을 조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관성’을 사용하여 신문 기사문
의 주관성이 실현되는 öJ:상을 살폈다. 그녀는 신문 기사문의 주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텍스트를 정보의 선택 정보의 표현 그리고 정보의 해석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본고의 미디어 텍스트 접근 논의에 많은 시사점
을 주었다 우선 정보의 선택은 크게 사건의 초점이나 핵심 내용이 달라

지면서 나타나는 경우와 핵심 내용은 유지되면서 부가적인 정보의 첨가
로 사건에 대한 이미지 또는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두 가지로 이루
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미디어 제작 구성 시， 코너의 주제 선

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코너의 내용이 전체 주제와 일관되게 선택，
구성되었는가를 살펌으로써 생산 주체의 의도성을 파악할 수 았기 때문
이다. 또한 제시된 의견의 관점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도 생산 주체의 의
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생산 주체의 가치가 개입된 구성이라는
점에서 정보 선택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분석 기준인 정보의 표현은 펼자의 사실에 대한 인식 방향이

나 표현할 언어의 선정 방향에 따라 해당 사실이 특정한 성격으로 규정지

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택된 주제에 대한 초썩자들의 발화
중， 어휘나 문장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김봉순은 정보 표현을 파

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체성과 추상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한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띤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기준인 정보

의 해석은 정보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산 주체가
이해했음을 표지를 통해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 자신의 언어로 재
언급하는 방식과 기술된 정보를 단서로 내용을 추론하며 언급하는 방식

3깨

국어교육연구 제15집

두 가지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N장에서는 옴부즈맨 방송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
자한다.

1. ‘으|도성’ 분석의 전제

미디어 텍스트에 드러난 생산자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비판

주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의 목소리로 비판하느냐에 따
라서 대상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교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 MBC 방송사와 SBS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살

펴보면， 각 코너에 따른 비판 주체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MBC 방송사프로그램

하위코너

평가주체

시청자의견
TV 돋보기

SRS 방송사프로그램
하위코너

평가주체

시청자

클릭 시청자목소리

시청자

제작자

TV진단! 평가원리포트

전문가

집중점검

전문가

성한표의 뉴스비평

전문가

이융철의 TV이야기

제작자

방송가사람들

제작자

평가원보고

전문가

미디어 바로보기

전문가

전문가

주간점검， TV속 우리말

전문가

장소원의 우리말
보고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나타난 비판 주체는 시청

자 비평 전문개 방송제작자세 부류인것을볼수있다. 이 중에서 비평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디어의 문제를 다루는 코너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
장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우리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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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바로잡아 주는 코너라든지 뉴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문제점을 지
적해 주는 뉴스 비평 코너는 시청자에게 비판적인 준거를 제시해 주는 역

할을 하였다. 예들 들자면 ‘성한표의 뉴스 비평’ 코너는 언론인이 한 주
간의 보도된 뉴스 내용을 집중 분석하여 뉴스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문제

와 개선 방향을 지적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였다. 기사 보도의 잘
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거나， 편파적으로 흘러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비판적 읽
기에 시사점이 많다.
또 다른 면에서 비판 주체에 대한 고려는 비판적 원기 활동에 중요한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전문7까 비평하는 코너는 학습자에게 비판적
사고를 돕는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특정이 있었으나， 반면에 SBS의 ‘방송

가 사람들’ 코너라든가 MBC의 ‘이윤철의 ηTo1óÞ기’ 코너는 프로그램 제
작자 입장에서 제작된 코너들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상충되는
면을 보인다. 실제로 SBS의 ‘방송가 사람들’ 코너에서는 SBS에서 일하는
아나운서 또는 프로듀서 스포츠 캐스터 기자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보여 주었다. 이 코너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제작 과정을 자연스
럽게 소개하거나 주인공을 홍보하는 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시청자 의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11) 바로 이러

한 지적은 반성적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석해 낼 수 있는 부
분으로써 비판적 읽기 활동에서 비판 주체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
침해 준다.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정보가 선택， 구성된다는 점
에서 비판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석하는 활동은 비판적 읽기 활동에서 중

11) 옴부즈맨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시청자의 의견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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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뤄야 읽기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비판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가 달

라질 수 있다 누가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ψl 기도 하고 거부김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비판 주체에 따라 미디

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비판적 읽기에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평가 주체에 따라 분석하고 나면 다음으로 내용을 어떤 관점
으로 지적하는가를 통해 비판적인 읽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청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주로 시

청자의 의견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습자가 각 프로
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비평적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나름의 관점을

생성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다OJ=한 의견은 학습자가 미디어를 비판적 시
각으로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실제적으로 제시해 주
는 역할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시청자 의견 예시

SBS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ro4년 11월 'lJ일]

@ ‘πr 아름다운 가게’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불우한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중고품 판매를 대행한 연예인
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시민들에게 억지로 판매하는 모습을 지

적.

작성일: 뼈4/12104

AM ll:갱

작성자: 임재우(lj때mri)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명을 하기 위한 방송일 텐데， 비평인지 홍보인지
모호하네요
거기다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들어보면 그결 변호하는데 급
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디어 비평이라면 냉철하게 비판 할 것은 비판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htφ://www.kbs.co.kr/1tv/sisal까frien뼈$끼b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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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태국의 모습을 새롭게 선보였으나， 체험자로 나선 연예인이 물건값이
비싸다는 말만 연발하는 장면만 편집이 되어서 태국 수상시장의 모습
을 보여준 것 같지 않다는 지적.

@ ‘야심만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보너스 하나 더라는 이름으로 나온 코너가 지난 여름에 방송했던 내

용이어서 남은 시간 채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지적.

@ ‘임성훈의 세븐 데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곰 쓸개즙의 불법 유통과 잘못된 보신 문화를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는의견

@ ‘시사매거진 장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대마:료가 마약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한 연예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규제 반대 입장만옹호하는모습을지적

@ ‘생방송 일요토픽’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제주도 노숙자 현황 보도에서 리포터의 동정적인 인터뷰에 대한 거부

감.

@ ‘생방송 화제 집중’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아름다운 입양을 위해 입양 부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부분에 대한
시청자 칭찬 의견과 이미 여러 번 나온 내용이어 진부했고 책 소개
하는 부분은 간접 홍보였다고 지적하는 의견을 모두 제시.

위의 예시틀은 시청자들이 한주 간 있었던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긍정

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 CD，(2)，@，(5)，@，CV)을 제
시한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문제를 비판한 내용에는 선정성， 폭력성， 상
업성， 지나친 편견， 방송 제작의 윤리성 진행자의 태도 문제， 비교육적 제
재 선정 등 세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
그램을 어떤 관점으로 지적했는가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통해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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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세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었다. 또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의 의견들이 프로그램 생산 주체에 의해 선택되고1 구성된디는 점에서는
평가 관점에 대한 선택 양상이라든가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 역시 비판
적 읽기 요소가 된다.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의 지적이 적절했는

지， %f측 의견 제시 비율이 공정했는지， 어떤 면을 먼저 부각시켰는지에
따라서도 비판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2. ‘으|도성’에 따른 분석
m장에서 미디어 내용 읽기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 필요한

이해 활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디어 텍스트에 나타난 표현을 통해 표면

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과 암묵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학습자가 변별
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서술하였다. 텍스트에 드러난 발화 맥락， 발화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무슨 의도인깨’，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생성
하면서 분석하는 활동은 비판적 읽기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텍스트의 ‘의도성’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TV 돋보기’는 MBC 방송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 속 TV 중 한 코
너로서 해당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중에 문제가 지적된
프로그램을 매주 선정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코너이다. 이 코

너는 시청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제작자 측의 의도를
살려 구성된다". N장 1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비판 주체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 의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니。}가 대상에 대한 표현
태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평가를 내리는 주체가 다론

코너와 달리 시청자가 아닌 제작자 측이라는 점에서 이 코너가 의도성 파
악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판단되었다. 텍스트에 나타난 ‘의도성’은 비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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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비판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비판 주체와 비판 관점
요소는 결국 텍스트에서의 정보 선택 표현 해석 국면으로 드러나므로

‘TV 돋보기’ 코너에 드러난 의도성 양상을 김봉순WW)이 제시한 정보 선

택， 정보 표현， 정보 해석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사례 분석]

MC

여: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리포터: 설명이 필요 없는 오락 프로그램이죠? ‘일요일 일요일 밤에
브레인 서바이버입니다. 십대틀음 위한 오락프로그램이 넘치는 속에
서 。}이 어른할 것 없이 온 기족이 즐길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왔는데요、 웬일인지 최근 들어서는 이런저런 아쉬운 목소리
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TV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올챙이송 나오고 출연자 전체로 보이는 화변]

@ 리포터: 올챙이송 다들 아시죠? 브레인 서바이버의 문제로 출제된 후
이제는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즐겨 부르는 인기 동요가 되었는데요 이

올챙이총이야말로 브레인 서바이버가 건전하고 유혜한 오락 프로그
캘원을 상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조 공주 김자옥 화면]

리포터 : 또 브레인 서바이버 하면 낙엽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요 낙엽줄이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들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

었던 중년의 스타들이 출연하면서 일회전에서 탈락하는 그들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 됐는데요 십대들을 위한 오락프로그램이 넘치는 방송
에서 이렇게 중년의 인사들이 출연한다는 점은 브레인 서바이버만의
차별성이자 장점이기도 하죠. 또한 낙엽줄의 존재는 온 가족이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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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당

PD 인터뷰 장면]
@ 담당 PD 어 브레인

서바이버가 다른 여타 오락 프로그램과 다른 점

이 십대 위주의. 연예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장년층 이제 활
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비연예인들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다양한 모습틀을 보여주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잭다른 째
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브레인 서바이버가 가지는 독특한 맛이라

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 리포터: 여기에 서바이버 퀴즈 형식이 주는 흥미진진함과 진행자의
재치있는 엽담도 가세하면서 브레인 서바이버는 때R년 7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주말 저녁을 헥임지는 무콩혜성 오락 프로그햄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브레인 서비아버가 초

반의 신선함을 잃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

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자들은 일단 출연자들
의 홍보가 많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합니다

@[시청자 3인 인터뷰 장면]

시민

1: 오랜만에 연예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못 보던 연예인이. 그런

데 반갑고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나왔을까 했는데 그 나온 게 영화

홍보 때문에 나온 거라 생각되면 그거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시청자
입장에선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민

2:

드라마 주인공들이 나옹다고 하면 그 쪽 으로만 너무 집중되

거나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 홍보를 히는 것 같고. (생램
시민 3: 요즘에는 자기 나온 영화라든지 음반 그런 거 홍보송}는 시간
이 많이 긴 거 같아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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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출연진들이 최근에 영화를 찍은 배우나 음반을 낸 가수 흑은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
럽게 그밝 낸 영화나 읍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
인데요
[가수나 배우 얼굴 클로즈업]

최근 들어 이러한 경횡t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 주 방송의 경우 신화
의 멤버가 전원 출연해서 프로그램의 많은 시간을 그들의 이야기로
채웠는가 하면， 그 전 주에도 역시 새로운 음반을 낸 토니안의 음반

이야기로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이 스타들
의 홍보의 장으로 변한듯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매 회 고정적으로 출
연하는 출연자가 많아졌다는 것도 브레인 서배l 버만의 장점을 희석

시킨다는평인데요

CV[시청자 3인 인터뷰 장면]
시민 1: 게스트들이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시민
시민

2:
3:

너무 펀향된 거 같아요.. (생략)
조형기씨 같은 분은 고정 출연하는데 ... (생략)

@ 리포터: 특히 가운렛 줄은 여타의 쇼프로에서 좀처렴 보기 드물어진
중년 스타틀 혹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물틀이 출연한다는 것이 장

점이었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자리에 출연자가 몇몇으로 한정되
면서 기존의 즐거움이 퇴색되었다는거죠

@[담당 PD 인터뷰 장면]
담당

PD 다O함 출연자틀 씨에서 고정 출연자들은 윤활유 역할 정

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좀 더 많은 저희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브레인 서바이버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예인만
이 아닌 비연예인분들도 많이 출연을 시켜서 그분들의 다。&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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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듣고 고정 출연자분들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소설가 이외수씨냐 같은 문화 예
술계 인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의사 분들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다양한 모습틀을 들으려고 지금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 리포터: 또 출연자들의 대화가 상대방을 비하하고 희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정 출연자의 외모
나 신체 특정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하면 특히 낙엽줄로 일컬어지는

중년충의 경우 문제를 못 맞추는 것을 지나치게 웃음거리고 삼기도
하는데요 자칫 나이든 사람 전체를 희화화하는 듯해서 뾰l 씁쓸하

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푸는 긴장감과
재미도 약해졌다는 평인데요 애초에 브레인서바이버 프로그램은 두
뇌혁명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이 보여주듯 기존 퀴즈 프로그램의 고정
관념을 깨는 퀴즈 문제 자체의 신선함에 있었는데요 최근의 문제틀
을 보면 지나치게 유치하거나 넌센스로 치우쳐져서 긴장감을 유발시

키지 못한다는 평이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퀴즈가 즐거움은 약
해지고 연예인들의 사담과 홍보에 치우치고 있는 듯 하다는 겁니다.

@[헤럴드 미디어 기자 인터뷰]

기자: 한 프로를 2년 동안 꾸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식상해졌다는 이
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떡 먹는 용만이 그 담에 사

과가 든 상자를 찾는 문제는 너무 지주 나와서 시청자들이 식상해하
는 측면이 있구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한다는 측면 그
리고 가능하면 문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유형 문제를 많이 제공
해야 되겠다 그리고 패널과 사회자가 너무 농담 따먹기로 흐르는 것
을방지해야할것이다.

@MC 여: 오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살펴봤더니 문제는 애초에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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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버만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사라지고 다른 오락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 리포터: 그렇습니다. 브레인 서바이버만의 매력 기폰 퀴즈 프로그램
의 고정 관념을 뒤엎은 발상의 전환. 그리고 기존 오락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인물들의 출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심으
로 돌아가 이 두 가지 장점 잘 살려낸다연

3잦줍핀꿇
@ MC 냥 네 사실 이 빙송에서 가장징수하기 힘든장르가이 오락프
로그램이라는게 정설인데요 브레인 서바이버 2년 넘게 방송되었다는

것은 E한훈훔혼-내용j훌훌혼쟁객a했다픈첫홀뀔했주픈흉될핸회

MC

여: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쉬움의 소

리가 틀려옹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도 변화의 시점이 옹 것이 아닌가
싶네요

@ 리포터: 네 사실 아쉬웅의 소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이 바
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껍밟깜뚫힐룹뚫힐표힐錯 시청지들의 바

* 밑줄: 명시된 의도와 다르게 선택된
* 진한 글씨: 주관이 개입된 정보
* 이탤릭 +음영 . 해석과 추론 표현，

정보

(1) 정보의 선택
먼저 πr 돋보기 코너에서 정보를 선택한 이유가 텍스트 @을 통해 드

380

국어교육연구 제15집

러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오락 프로그램이면서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의 불만의 소리를 점검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는 이 0비

를하고있다.
그러나 이 코너의 진행 발회들을 살펴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장황하게 설명(밑줄 친 부분)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
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보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설명의 양과 비교해 볼 때， 그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진행 발화가 정보의 핵심 내용을 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화 @는 코너 진행자인 리포터의 입을 통해 프

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한 부분이고 발화 @은 담당 PD의 인터뷰
를 통해 프로그램의 특성과 제작 의도를 설명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인
기 비결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는 발화이다 이어지는 발화 @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형식에 대한 장점을 제시하고 었다. 발화 @에는 이러한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출연자의 지다친 홍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삽입하면서 (5)， CV과 같이 시청자 3인의 인터뷰를 근
거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앞서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장황했
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화 @에서도 프로그램의 장점을
먼저 제시한 후에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발화 %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정보를 선
택했느냐이다.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담당 연출자의 인

터뷰를 통해 제시했다는 것은 얼핏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고정 출연자에 대한 식상함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제작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려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
자인 담당 연출자의 인터뷰 답변을 보면， 질문에 상관없이 해당 프로그램

의 문제 의식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 선택을 통해 프로그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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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발화 @ 역시 문제적이다. 발화 @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전체 진행자의 발화인데 프
로그램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브레인 서바이버’이라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크
게 세 가지로 출연자의 지나친 홍보와 고정 출연자로 인한 프로그램의 식

상할 그리고 퀴즈 문제의 단순후에었다. 그런데 발화 @는 프로그램의
문제를 ‘차별성’의 문제로 초점을 이동하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축소시
켰다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리하는 맥락에서 핵심 내용과 정반대의

관점으로 마무리하는 발화 @와 이를 수긍하면서 마무리하는 발화 @는
제작자의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학

습자가 이를 토대로 나름의 해석을 펼 수 있는 국면이다.

(낀 정보의 표현

앞에서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의도(정보의 핵심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을 더 많이 부가하고 제작 연출자 입장에서 정
보를 선택함으로써 생산자의 숨겨진 의도가 개입될 기능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제작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여지는 선택된 정보와 정보의

배열뿐 아니라 사용된 어휘나 문장 차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시청

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락 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의 영화， 드라마 또는
광고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는 프로그램 가치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코너 진행자와 프로그램 진행자는 줄곧
‘문제점’ 흑은 ‘비판점’ 이라는 어휘 대선 ‘아쉬운 점’이라는 어휘 사용을
고수하는 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적 구조에서도 살폈듯이 프로
그램의 장점에 대한 발화가 상당수 삽입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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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발화 (2)，@，@，@，@，@의 진한 글씨
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장점을 부각시키기고， 문제점은 축소
시키려는 의도를 짐작케 하는 표현들이다.

[예]
인기 동요가 되었는데요 이 올챙이송이야말로 브레인 서뼈버가 건전
하고 유쾌한 오락 프로그램임을 상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조 공주 김자옥 화면]
리포터 : 또 브레인 서바이벌 하면 낙엽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낙엽줄이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들에서는 좀처럼 만냐기 힘들었던 중

년의 스타들이 ... (생략)

동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기’ 동요라고 표현했다거나 오락 프로그램

을 ‘건전하고 유쾌한’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점， 또는 ‘좀처럼 만나기 힘
들었던’이라는 표현은 내용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
기 보다 프로그램의 제작자 입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야말로’라는 표현은 올챙이 동요를 강조하고자 하는 프로

그램 제작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3)

정보의 해석

정보의 해석적 요소는 텍스트 안에 펼자나 발화자의 판단을 보여 주는

내용들을 재언급하거나 기술한 내용을 통해 추론하는 방식의 언급을 통
해 나타난다. 이 기준에 따라 살펴 보면 발화 (2)，@，@는 시청자들의 의
견이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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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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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는 앞에서 진술된 프로그램 진단에

대해 긍정적 전제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발

화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앞서 언급된 내용의 해결 방얀을 실천함
으로써 모두 해결될 것이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예전의 인기를 누리고
더욱 사랑받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정보 해석적 발화

는 전체적인 흐름의 통일성과 앞 발화와의 긴밀성이 유지되었는가를 살
펌으로써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의 발화틀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의 벙송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발회들이 문제점 지적과 이에 해당하는 원인 제시， 해결 방안으로 일
관성 있게 이어지지 않음에도 코너 진행자는 자방송국 프로그램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촉구하기 보다는 해당 프로

그램의 미래를 낙관하는 발화로 마무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정
보에 대한 해석적 발화를 통해서도 비판적 임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펼수 조건인 미디어 문식성 향상

을 위해 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
다. 정보의 바다라 일컬어지는 현 미디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
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텍
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미디어 문식성
을 향상시키는 데 우선시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모든 미디어 내용이
곧 교육 내용이 될 수 없지만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내

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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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메타적 기능을 담당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미디어 텍스트적

가치를 발견하고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
면서 비판적 읽기를 위한 활동 요소로 비평 주체와 비평 관점을 전제로
한 텍스트의 의도성 분석을 제얀하였다.*

[주제어] 국어교육， 미디어 문식성， 의도성 분석， 미디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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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xt Reception for Media Literacy

Jung, Min Ju

We are

li띠nginarr때ia

inforrnation. For that
contrη，1

r얹son，

them to human

arr때ia

파'e.

cormnunity. In other words, we live in

ßαxl

of

it is VeI}' imrnrtant to find correct inforrnations and

In this point of view, the question about how to read

text is the prior issue of rm:lia li따æy.

In 어ucation，

the improvement of

rm:li a literacy is essential to leamers.

It is imrnssible that

eVI며T cont없ts

of rr빼ia is

trea뼈

as

어ucatio떠lma뼈als.

as rr뼈ia consurærs, however, have to ur뼈rstand all cont없!ts which
is provided through rr빼ia: they have to understand rr빼ia con따lts by α'itical
thi뼈ng. In this srudy, 1 w피 find out rr빼ate았뻐1 values of ‘ombudsman pr맹뻐n’，
thel않mers

and discuss the ræth띠 of reading rr빼ia text. The ‘ombuds때npr맹Ianf 때‘.es
of rææ-function for broadcast 마넘 also, 1 suggest 뼈ysis of

C벼rge

intentionality as a constiruent of
hold the concept about critical

α'itical re뼈ngacti띠ty.
su비 ect

and

σitical

Analysis of

view as

in따ltiOna1iη

presu야XlSition

of

discussion
[Key Wordl Kon없1 lan밍떠ge 어ucation， rr빼ia li따lICy， analysis of intentiona1ity,
n뼈ia

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