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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幸**

초등학교 l학년의 교육과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이 같은 성질의 것일 

수는 없다. 무엇에 근거를 두든지 간에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야 

할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점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명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어교육은 그렇지가 못하 

다.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 교육 내용이 동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 

인 예를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본다. 

* 본 연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ID3년 연구보고대회(:ID3. 12. 14)에서 발표한 내용 
을수정한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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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국어 쓰기〉 

(1) 쓰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교육부， l ffi7:35) 

〈고등학교 선택과목 작문〉 

@ 정보화 사회에서의 작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교육부， lffi7:139) 

보는 바와 같이 둘은 같은 내용이다. 표현에 다소의 치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이나 교육 내용의 구조회를 규정하는 문서 

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어교육의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3 

학년이 같은 것을 교육하는 반복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알게 된다. 

사실 또한 그러하다. 이를 교육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면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1←10학년의 교육 내용 사 

이에 이러한 중복이 심한 것을 급방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가리켜 그 전에 이루어진 국어교육의 해당 영역 

을 더 발전시킨 과목이라는 뜻에서 심화라고 하는데， 그 심화의 방향은 

매우 모호하다. 동열한 교육 내용음 좀더 복잡하게， 좀더 어렵게 교육한 

다는 뜻 정도로 짐작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데，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위계에 관한 고려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교육 내용의 근거 없는 분산 설정도 위계에 대한 고려의 부족을 드러 

낸다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앞서 삼핀 ‘쓰기’ 영역의 내용과 관련하 

여 학년별 내용 배분의 첫 항목만을 살펴더라도 이 점이 금방 드러난다. 

1학년:(1) 쓰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얀다， (교육부， 1면7:35) 

2학년:(1) 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안다" (교육부， lffi7:41J 

3학년:(1) 글을 쓸 때에는지식이나경험을 활용해야 함을 안다 (교육부~ 1뻐째 

4학년:(1) 쓰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얀다， (교육부， lffi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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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1) 쓰기 상황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이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 (교육부， 1ffi7:64) 

6학년:(1) 쓰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교육부， 1917:73) 

7학년:(1) 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치이점을 안다‘ (교육부， 1917:81) 

8학년:(1) 쓰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교육부， 1917:00) 

9학년:(1) 쓰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교육부， 1917:00) 

10학년 (1)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 (교육부， 1917: HXì) 

일일이 대조하여 검토하는 일은 피하겠지만 이렇게 알아야 할 내용들 

이 학년별로 배분된 것이 어떤 근거를 갖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먼저 교 

육할 내용과 나중 교육할 내용 사이에 그 선후를 결정할 만한 설증적이거 

나 논리적인 위계를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년 배 

열은 다만 차이를 두어 학년별로 분산시키는 데 치중했을 따름임을 짐작 

하게 한다1) 

물론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그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은 되어 있지 못했기에 그리되었으리라는 상황에 이해는 

간다.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에 학년별로 차근 

차끈 배열하면 결과적으로 그 총화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리 

라는 고려도 작용했을 것임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교육 내용을 위계의 구분 없이 다만 분산해서 시행하려 

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년의 변화는 곧 인간의 변회를 의미하 

고， 인간의 변화는 그 인간의 정신세계와 언어세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1) 이러한 내용 설정 방식은 다른 영역(예컨대， 말하기 · 듣기 · 읽기 등의 기능 영역)에 
서도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1학년의 ‘듣기’ 

내용 첫 항목은 “(1) 듣기가 인간의 삶에서 펼요함을 안다로 되어 있고， 다른 영역 
도 같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설정이 그 학년에 적절한가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검 
토는 펼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수반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자 경험인데， 단순히 내용을 분산하여 배열 

하는 것은 인간을 생동하는 유기체로 보지 않고 고정 불변의 입력 기구로 

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택과목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논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할 

수있다. 

위계화의 문제에 대한 무관섬이 빚어내는 근섬스러운 사태는 교육의 

설천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교육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이 드러나기에 

심각하다. 교육의 연구는 설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부 

터 위계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실천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연구 결과는 이 분야 학자들의 논문과 대학원의 학위논문이 대부분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논문에서 위계를 고려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 

다. 더러 학교급이나 학년을 고려한 논문을 볼 수 있으나 그것뜬 대체로 

교수학습의 방법에 관한 현장론적 연구물들이다. 

그러기에 국어교육 논문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학위논문은 난삽한 문제 

를 주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전공과정에서나 다룰 수 있음직한 

주제를 내결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관련 학문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 

러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현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것은 설천 학문(김대행 an5l을 하는 일이다. 따 

라서 연구 결과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의 것이라야 마땅 

(김대행， JX)2bl하다. 그런데도 교수학습의 주체가 되는 현장에 대한 고 

려가 없이 단지 이론적인 추구를 내세우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 할 수 없 

다. 그래서 학자의 수도 상당하고 대학원 학위논문도 많이 나오는데 현장 

에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국어교육 실천의 반복화 현상과 국어교육 연구의 추상화 경향 

은 심각하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계화에 대한 고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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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위계화는 현실적으로 펼요하기 

에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위계화의 문제를 발달론， 교육론， 언어론의 세 

측면에서 살펴 구상하기로 한다 발달론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변화한다 

는 전제에서 검토가 펼요하고 교육론은 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교육활 

동이라는 측면에서 살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어교육은 본질적으로 언 

어교육이므로 발달론과 교육론의 검토를 바탕으로 언어론을 살펴 그 구 

체상을마련하고자한다 

I1. A間 發達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이다. 변하는 것이 인간뿐이랴만 교육의 관심은 

인간의 변화에 있다. 인간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심신의 형태， 구조 기 

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선체적 · 심리적 변회를 가리 

켜 발달이라 한다{이현럼 외， :m3:9), 발달은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능 

숙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뜻하며， 여기에 심리적인 변에서 

의 질적 변화까1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발달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체계적 변회{장휘숙， 때E:4)라는 점도 국 

어교육에 주는 시사가 크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하 

지 않는다는 점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그래서 교육의 논의 

에서 발달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발달은 심리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 

달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며， 언어는 

인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간 발달 가운데서도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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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적 성과를 참조하어 위계화 문제를 생각하기로 한다. 

1. 言語 發達

인간은 2세 전후에 사적인 말에서 출발하여 대화에 반응하기， 끼어들 

기， 동사의 변화， 경어법， 대화 수정， 주제 설정， 통사구조， 이야기하기 등 

회용론적 의미론적 성취를 보인대@쩨s，2OO):짧-예4)고 하니 경험으로 

이미 말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이 새삼 꼴랍다 

인간 발딸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의 공동된 견해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대체로 6세 이전에 성취된다고 한다. 영어의 경우를 중심으로 떤구된 것 

이지만 결과는 놀랍기만 하다~5세에 별써 2,100-2,200 단어를 습득하고 

성인 언어의 용법 00%를 습득한다고도 하고 6세면 2,Ero 단어의 표현 어 

휘와 2O,(XX)-24，뼈 단어의 이해 어휘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발달한다 

(α，vens， 찌)5:121-129)고도 한다. 

언어 발달이 어휘의 양이나 화용론적 실천 또는 의미론적 실천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활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비 

언어적 추론에서 언어적 추론으로 이행하는 발달을 보인다-( Shaffer, 200): 

였4)는 연구 결과에 이르면 놀라움은 더욱 커진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8세면 영어의 말소리 모두를 산출할 수 

있으며(Owens， 2(0):529), 비유적 언어의 창의적 사용이나 상상적 의미의 

구λ까 가능해진대α뼈s， 2(0):fffi-51O)는 것도 그렇다. 그리하여 12세에 

이르면 어휘의 수가 ~，cro 단어에 이른대Owens， 예Ii:469--511)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발달에서는 5-10세의 기간이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문법적 기술을 획득하논 중요한 시기(Cr뻐 ;uo:4뼈)라고까지 한다 어느 

언어나 언어 일반의 보편적 속성을 지닌디는 점에서나， 한국어의 습득도 

언어일반의 발달에 준할 것이라는 경험적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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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능력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완성되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생득론자로서 통사론을 전개한 α10msky같은 언어학자도 인간은 6세에 

통사 규칙을 숙달한대Crain， 2ffi):갱3)고 보며， 인간의 언어 학습 능력은 

종 특유의 것으로 인간 정신에서 고도로 특수화한 것(Crain， 없E:쐐)이라 

고까지 하였다니 인간은 참으로 경이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 

감하게 된다. 

국어교육의 위계화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언어 발달을 생각하면 단 

지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의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간의 언어 

발댐 6세 이전에 성인의 SX)% 수준에 달한다면 그 이후의 학생을 교육 

하는 학교에서 국어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그 첫째이 

다. 12세 정도에 이르면 완전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고， 초등학교 

가 대체로 12세 전후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못 채운 10%를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국어교육이 펼요한 것일까? 

그것은 타당한 생각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6세에 SX)%를 완성하는 인간 

의 언어 발달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러 

하다. 그렇다면 12세까지도 언어 발달은 학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싶어 더욱 국어교육의 임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의문은 계속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ò}가 언어 발달이 완성되는 12 

세가 지난 나이， 즉 중학교 이후에 국어교육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더욱 더 심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또 있다. 

인간은 12세변 언어 수행의 습득 능력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김우창， 

2(0):21)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영어 조기교육의 이론적 근거 

가 되기도 하거니와 12세에 언어 습득이 성취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국어 

교육의 나아갈 바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이러한 의문틀은 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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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국어교육이 내용으로 추구할 비는 불완전한 기능의 완성도 아니고 

기능에 관련된 이론의 습득은 더욱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절로 발 

달하는 수행 능력의 발달을 생각하면 그것만이 오로지 교육의 몫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수행의 내용이 되는 것은， 팔자의 표현에 따르면 문화 

(김대행， 2002a)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달리 말하면 6세면 완성에 이르는 수행의 능력을 기반으로 그 이 

후에 섬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적 능력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를 전통 사회의 경우로 생각해 보자 천자문을 익히면 수 

행의 기초는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자문에 포함되지 않 

는 달자를 더 익히기 위해 그 이후의 학습이 펼요한 것인개 그렇지 않고 

단계적P→로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일원이 되도룩 하 

는 것이 전통 사회의 교육이었다 

이 문제는 국어교육의 위계화 문제와도 관련이 깊지만， 교육이란 무엇 

인가 능}는 것을 성찰하는 일과도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다음에 살 

피게 될 것이다. 

2)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국어교육을 ‘언어 사용 기능 교육’이라고 규정적으로 표 

방하는 것은 실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성격 규정으로서도 허구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과 관련승벼 외국에서 자국어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섣정하 

는기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 예로 l~년에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개정플 주 

도했던 관점에서는 영어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목 

적은 아동들의 영어 사용 능력과 영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길러 주는 두 가지 목적 

을 갖는다. 첫째， 영어교육은 아동 개개인의 경험을 탐구적인 학습과 조직 그리고 의 

미 형성을 통한 인지적 기능의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로 영어교육은 성인 사회에 대 

한 대비에 기여한다 사람틀은 ̂)이를 발견하게 되는 매우 광범하게 십에한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Cox, lOOl::llJ 이러 
한 목적 설정은 자국어를 가르치는 목적이 단순히 언어 기능의 횡t상에 목적을 두는 

데서 한 결음 더 나。}7}AH를 실현하는 수준까지 겨냥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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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認知發達

인지 발달의 연구는 6세 이전에 집중되어 전개되어 온 느낌을 주는 것 

이 사실이다. 이 시기 아동의 인지적 발달이 워낙 눈부실뿐더러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갚을 것이다. 피아제맘때)는 2세 이 

전의 발달 단계를 몇 개월씩 묶어 무려 6단계로 구분한 연구 결과 

(S봐cind， 1뾰:zg)-l)2)를 내놓은 바 있을 정도니 이 시기의 변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적L하게 해 준다. 

우리의 관심은 국어교육이고，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위계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의 인지 발달。1 어 

떠한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 성과는 6세 이전 

에 비해 현저하게 소략하다. 그것은 연구가 럴 이루어졌다기보다 이 시기 

의 발달이 완만한 데 따른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인지 발달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경힐t은 대체로 피아제의 

발달 단계 구분이 큰 축을 이루면서 학자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의 단계를 감각운동기(0-2세)， 전 

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2)세- )의 넷으 

로 구분(Shaffer， 200)::rl1-32l)한 바 있다. 피아제는 그의 성과에 못지않게 

도전도 만만치 않게 받은(Crain， 200): 176-185)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구분한 인지 발달의 이 네 단계는 대부분의 학자가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가하면서 준용하고 있어 우리의 논의에 기준을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긴 해도 피아제의 발딸 구분을 우리가 참고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그의 형식적 조작기는 11(12)세로부터 전 생애로 지속되기에 

그 범위가 너무 커서 학교교육의 논의에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 

른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펼요해지는데， 에릭슨(암ikson)이 

12-a)세의 기간을 청소년기로 구분(S뼈ffer， 200):57)하고 있는 것은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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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치가 있다. 이는 그 이후의 다른 학자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는(5뼈ffer， :m5:5)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인지 발달의 이론가틀이 이렇듯이 구분하는 6-20세까지가 우리나라의 

현행 학령기와 거의 맞아 블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다행 

한 일이대)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서 우리나라 학제의 중학교와 고등학 

교를 구분하는 논거를 마련하는 일은 루소(Rouss많u)에게서나 찾。싸 할 

정도로 구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논 점은 문제가 된다. 

루소(Rousseau)는 12-1써의 기간은 아동 후기로 명명하고 이 사기η)-;(1 

는 전사회적이고 이 다음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발달한대Cr，뻐 2αE: 

17←20)고 하였다. 흔히 보는 구분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따로 떼어내는 것 

이 그다지 무리가 되지 않는 근거는 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11-13세 시 

기를 1차 통합기， 13←15세의 시기를 2차 통합기， 15-18세의 시기를 정교화 

기라고 본(김언주 외， lÐ):246l 견해는 동일한 단계 안에서의 세분화이기 

는 해도 발달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서로 삼을 수 있 

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따라 시기 구분도 다양해서 자신들의 학제에 맞게 

발달 단계를 구분한 것도 보인다. 영국의 이론가는 자신들의 학제에 맞추 

어 2-5세를 취학 전기， 5→8세를 유치원기， 8-13세를 초등학교기라고 구분 

하고 있음(Tumer， 1~)이 그런 예이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를 다시 구분하는 일은 여러 나라의 학제와 맞 

3) 사실은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학교의 수업 연한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 

가 대체로 비슷한 수엽 연한과 학교 급을 설정하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그러 

므로 인지 발달 연구에서 학자에 따라 발달 단계의 나이가 다소 차이가 있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학제의 변동이 논의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국어교육의 위계화 

문제가 학년별 수준의 미시적 논의라기보다 학교 급별로 묶어 내논 거시적 논의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비켜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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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는 일로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을 발달 이론에서 구하지 

않고 사회적 관습에서 찾는 영국-4)의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중학교와 고 

등학교의 구분이 인지 발달의 단계와도 대체로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보 

아무방하리라 

3. 示뿔點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의 단계를 통해 우리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구 

분이 발달이론적 근거를 갖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구분이 구 

분이라는 제도적 수준의 의미를 념어서서 국어교육의 위계화에 어떤 의 

미를 부여하는가를 살펼 차례이다. 

먼저 초등학교는 피아제가 말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언어 발달 

로 보면 이 시기에 언어 능력이 완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완성되고 인지적 

으로는 하나에 집착능애 사고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확산시켜 생 

각하는 탈중심화가 이루어지고 관계적 논리를 구새S빼er， 뼈:312)하게 

된다. 또 내면화된 행위를 조직화된 사고 체계로 결힐L하는 능력도 보이게 

(Ttn11er, 1ffi"):121) 된다. 물론 형식적 조작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어서 명제 내 사고를 전개하는 데 단일 명제에 국한한다는 특정이 

있고 형식적 조작기에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는 데 반해 이 시기에는 경 

4) 영국은 16세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이고， 이 때 학생틀은 의무교 
육 기간이 끝남으로써 선택적으로 A-level에 진학한다. A-level에서는 과목을 선택적 
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을 법적 규정과 사회 

적 관습에 근거등써 책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 
과정 때부터 1-10학년을 국민공통교육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하교 2-3학년을 선택과 

정의 시기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근거가 박약해 보인다 특히 고 
등학교에서는 선택과정을 두어 선별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대학에 들어 
가서는 새삼스럽게 폭넓은 기초교양을 강조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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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귀납적 사고를 전개한다. 또 사고를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형식적 조작 

기에 비해 이 시기에논 현실성에 국한한대Flavell， lffi2:119-120)는 특정도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 단계가 많은 부분에서 그 

이후 단계의 특성에 근접하지만 현실적 제한성을 가지는 특정을 지님을 

말해 준다. 성인의 언어에 근접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사끄} 나타나고 외현적 행위가 내면화됨으로써 정신적으로 행위를 

표상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행위하지 않고도 행위 계열을 진행사키 

는 능력을 갖는 게 이 시기의 특정이다. 그렇기는 해도 구체적 조적l이라 

는 명명이 뜻승F듯이 조작은 하되 구체적 대상에만 한정되는 한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국어교육은 이 점에 착안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 완벽하지 않은 언어 능력을 완벽으로 니깅}가도폭 촉진하 

고， 구체적 대상을 지향하는 사고의 조작을 돕는 것이 발달 단체에 부합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에 맞도록 언어가 갖는 구체성과 현실성을 추구 

하는 단계로 보아 ‘수행 중심’S)의 시기라고 명명해 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 같이 형식적 조작기이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조작에 대한 조작이 가능해지며， 가절 연역적인 사고 및 체계와 추상에 

대한 사j!.7} 가능하며 명제와 명제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고하는 것도 볼 

수 있게(Flavell ， læ2:120-121) 된다. 존재， 진리， 정의， 도덕성 등의 추상적 

이고 7댐적인 범위까지 사고가 확장되고 정신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사 

고도 가능(성현란 외， 2004:l))해진다. 그런가 하면 가능성 에 대한 사교 사 

고에 대한 사고 중다차원에 대한 사고도 가능(장휘숙， ::ffi):232←234)하다. 

5) ‘수행 중심’이란 언어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 

의 발달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 발달의 완성을 촉 

진하고 다읍 단계로의 발전을 준비하기 위허여 언어 수행， 즉 말하교 듣고 읽고 쓰 

는 활동의 기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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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특정은 에릭슨이 이 시기를 자아정체성의 시기로 보았다 

는 점이다. 그의 이론을 가리켜 심리사회적(Shaffer， 뻐)):ffi-댔)이라고도 

하거니와 그는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생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고 12-x) 

세의 시기를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심리사회적 위기’로 명명하였다 아 

동기를 벗어나 “나는 누구지?"하는 의문을 가지며 사회적 · 직업적으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역할에 대한 혼돈(Crain， 때)): 

359→짧)에 휩셔}이게 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형식적 조작기 내에서 중학교와 고동학교의 발달적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두 학교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대신 

15세 이전까지를 전사회적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점을 앞에서 말한 바 있 

다. 전사회적이라는 말은 자아 정체감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와의 관계 설 

정에 아직 서투르며 그러기에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돗이 된다 

그렇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쩨는 이 단계에 추구하는 바의 수준 

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선 발달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때 중학교가 낮은 수준이고 고등학교가 높은 수준의 형식적 조작을 수행 

하며，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미의 갈등 또한 완만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발달 단계를 이처럼 수준으로 구분하는 일이 국 

어교육의 위계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단계에서 언어 

의 성숙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형식적 조작도 아직은 미숙하 

고 X봐정체감 또한 전사회적인 수준이다. 이를 언어활동에 대입하면 언 

어에 대한조작적 사고나사회성에 대한추구의 수준이 낮고높음의 차이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디-6) 

6)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 가운데는 이처럼 동일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목표에 반영한 것이 있어 흥미롭다 다음은 그 여1이다. 

〈초등학교〉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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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를 기준으로 중학교 시기의 국어교육은 ‘분석 중심η)， 고등 

학교 시기의 국어교육은 ‘평가 중심’8)이라고 명명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명명은 단순히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 또는 심리 분석띤토 지능한 것 

은 아니다 형식적 조적L이면서 전사회적인 언어 활동의 교육은 적용과 분 

석의 특정을 지니며，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종합과 평가의 목표와 결합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9)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피게 된다. 

〈중 학 교〉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고등학교〉 가 심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각 항목의 뒷부분에 나오는 ‘경험’， ‘자기 발견’， ‘자아 의식’의 세 용어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자기 발견’과 ‘자아 의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지아 정체감의 낮은 수준 

과 높은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발달이론적 근거를 생각하게 한다 
7) ‘분석 중심’이란 용어는 블룸(Bloorn)의 용어이지만 엘반적인 용어로 받아틀여또 무 

방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은 말 그래도 분석 활동이며， 기준 

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든 활동이 중요해진다. 이는 이미 수행 능력이 상당 

수준 완성된 것 o 로 보면서 성장 단계로 보아 x에 정체감이라는 특정을 지니한 시 

기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언어 활동을 분석적으로 사고하면서 대상화할 수 있 

는 수준을 겨냥한다 그러기에 이 단계에서는 언어를 통한， 그리고 언어에 대한 사고 

활동이 강조된다 

8) ‘평가 중심’이라는 용어도 역시 블룸(Bloorn)에게서 빌려 온 것이기는 하다， 가장 높 

은 수준의 인지적 활동의 단계가 평가라는 뭇에서 이 용어를 벌어 쓴다. 그러나 이 

용어 또한 열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려라 본다. 평가에서 강조 

되어야 할 것은 언어 자료나 싱황에 관련한 판단의 문제이며， 이러한 판단은 무엇보 

다도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의 문제가 된다. 수행， 분석， 평가의 세 단계는 국 

어교육을 학교 급별로 위계화하는 지표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에 따른 내용 

의 구성은 다론 자리에서 상세하게 살필 펼요가 있다 

9) 각주 2)에서도 이미 살핀 바 있지만 자국어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의 교육에 한정될 

수 없으며， 개인의 언어 발달과 연구의 두 방향을 추구(Stables， 1m2‘153)히는 것이 

사리에 맞고 정당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초등학교 시기의 국어교육은 언어 발달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수행 중심’ 

으로 설정히여 언어 발달을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분석’과 ‘평가라논 언어 연구 수준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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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敎育 理論

국어교육은 교육임이 자명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미 실천해 온 역 

사가 갚다. 그런데 국어교육의 위계화를 생각하면서 교육의 이론을 살피 

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겠다. 공연히 버르집어서 문제를 일으켜 

보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힐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국어교육은 교육임이 자명하기에 이 문제는 거듭 거듭 살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현섣의 관행이 언제나 본분에 충설한 방향으로만 

나。f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경험은 환기시켜 준다. 국어교육의 

위계화를 생각하기 위해서도 교육에 대한 관점이 정당한가를 묻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기에 ‘교육이란 무엇인캐라는 근본적 물음을 딘지 

고 이 문제를 생각하려는 것이다. 

1. 1學的 搬운、 

교육을 정의하여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규정한 정범모의 교 

육론을 가리켜 ‘공학적 개념’이라 명명(이홍우 2(XE:33제)하고 있음을 본 

다. 교육은 인간을 다루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행동， 즉 지식， 사교 가 

치관， 동기체제， 성격특성 A봐개념 등 모든 심리적 특성을 포함}는 행 

동에 관계된다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 교육은 그러한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전개하는 공학적 과정이라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그러기에 설정된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모든 의도 

적인 경험의 총체가 교육이 된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개념 규정이 자칫하면 영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교육이 설정된 결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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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허눈 기획이라고 할 때 그 ‘설정된 결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자명해 

보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함정이 있다. 한 예로 경제 성장을 위 

한 인력의 양성이 설정된 결과라고 한다변， 그러한 교육이 정당성을 가질 

수있을까? 

우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상당히 값비싼 경험을 축적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털 성숙했던 시기에 교육 

이 설정했던 결과는 국가 발전이나 경제 성장과 유사한 것들이었고1 그러 

기에 지금의 우리가 되돌아보기에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수치스럽기까 

지하다. 

국어교육은 이런 반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7}? 이에 대해 선뜻 그렇 

다는 대답을 내놓기가 망설여진다 그 까닭은 국어교육이 설정한 결과라 

논 것이 기능에 치우쳐 있는 것을 교육과정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는 

교육과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20년의 세월을 유지해 온 것이 

다. 그러한 영역 구분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탑은 왜 

이런 분류 층위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쉽게 점쐐 된 

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만이 국어교육의 정체성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어교육’과 ‘국어과교육’이라는 용어가 균 

이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조차 보인다. 국어 

교육은 국어를 교육하는 일이교 국어과교육은 국어를 가르치는 교과의 

교육일 띠륨이지 둘이 다를 수 없다. 그렘에도 불구하고 굽이 이런 궁색 

한 용어법을 고집하는 것은 국어교육이 꾀하는 인간 행동의 변화가 기능 

의 완성에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주장하려는 데서 빚어진 일종의 의도적 

설수라할수있다. 

그런 실수」를 탓하기보다 그와 같은 기능 중심의 지향이 자칫하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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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건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면 교육이라고 보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것 

을 두려워흙에다 공학적 개념에 비추어 교육을 생각하면 이 점이 그럴 

듯해 보일 수도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정된 결과의 성격에 대해 갚이 있는 성찰이 펼 

요하다는 점이다. 정범모의 공학적 개념이나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초기의 

생각에 오해를 낳고 오도할 소지가 있음을 경계하면서 그의 이론이 후기 

에 이르러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장상후 2(XX):때→264)하기도 한다. 변화 

시킬 행동에 교육의 초점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교육의 내재 

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정범모의 후기 이론(정범모， lffi7)에 따르면 

궁핍한 시대에는 인력의 양성이 교육의 과제였지만 교육의 진정한 목표 

는 인간다움의 추구에 두어야 한다 

국어교육이 경청해야 할 부분이 이 대목이다 교육은 기능의 완성에 목 

적을 두기보다는 교육 자체의 보람을 추구히는 데 두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이리야 하는가는 인간이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을 어떻게 이루어 

가논가를 보아온 지금까지의 논의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교육은 목표 중심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위한 공 

학이라야 하며， 그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본질에서 찾아져야 한다. 

2. 社會化 搬念

‘사회화 개념’이라는 용어는 뒤르캠(Ður빼밟n)의 이론을 집약하여 교육 

을 정의하면서 사용한〈이홍우， :ill):97-1Z7) 것이다. 이 개념에서는 교육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틀어 내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교육에서는 

‘집단적 의식의 내면화’리든가 ‘민족 문화에의 입문’과 같은 것을 암묵적 

인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개념을 국어교육에 가져오면 국어교육이 내용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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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무엇인가가 쉽사리 드러날 수 있다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국 사회의 구성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써야 승}는 것이 목표가 된 

다. 또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언어 자산에 스스로 동참하여 그것을 소 

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어교육이다 말하자 

변 국어교육은 국어의 주민등록증을 갖추도록 하는 일과 같은 작용을 하 

게된다. 

‘기미독립선언문’을 예로 임L아 생각해 보자. 기능이 국어교육의 모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을 국어교육에서 교재 

로 쓰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일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딱딱하고 쩍쩍하다. 그러기에 낡은 문체로 이루어진 과거의 

것일 따름이다. 그것이 왜 국어교육의 대%에 되는가? 

그러나 ‘기미독립선언문’은 우리 국어의 역사적인 가념물인 문화의 자 

산이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할 수준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들끼리의 사회를 

이룬다.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내변화해야 한 

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 자↑}이기에 그 임을 국어교육이 맡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하다. 

‘개인은 집단에 비추어 그 설체가 규정된다’는 사회관을 한국인이 지니 

고 있다{이홍우， 뻐15:125)고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되지 않은 채로 살 

아가는 인간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일은 저를 저답게 하는 일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또 사 

회 구성원이 됨으로써 저다움이 구체화하게 된다. 

교육이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은 장차 이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 

이다. 사회는 다양한 분포를 이루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지 개 

인은 거기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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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은 당연하며， 그 차이가 곧 교육의 결과가 된다. 

한 사회의 언어문화를 어느 수준에서 향유하고 구사할 수 있는가가 교 

육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띤 국어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자명하 

게 드러난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어교육에서 고전교육의 경시 

와 문법교육의 기피가 두드러진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고전이 

한 사회의 역사와 관련된 문화라면 문법은 한 사회의 지적 사고와 관련된 

문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경박화와 반인문주의적 경향을 나타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풍조의 근원에는 국어교육의 잘못된 

지향이 그 원인으로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서양의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그리스 • 라틴어를 정식 교과목으 

로 채택하여 배운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개 그리스 ‘ 라틴어는 고전 언어이므로 이미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외국어가 아니라 문법 학습 

이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문법 그것도 고전이 로고스의 세계를 보여주는 

인문정신의 정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을 학습한 사람이 속하게 될 사 

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안다. 

3. 學校

학교는 역사적으로 근대의 산물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기술교육을 제외하고는 지식 중심이었다 그러한 

교육은 이론적 기반이 있다기보다 형식도0비론(이홍우， 19]2:97 -122)이라 

고나 할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식을 연마하면 두뇌가 개발된다는 믿 

음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다양한 직업이 출현하면서 그것에 대비한 인력 

을 양성할 펼요가 생겼고， 그러한 펼요가 학교라는 제도를 활성화하기에 

이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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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학교는 기능을 습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뿌리가 깊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 

학 출신이 공문서 기안도 제대로 못하고 엽무 계획 발표도 해내지 못한다 

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이 학문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직업적 기 

능인을 %탱해야 승}는가 하는 원천적 칠문이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학교의 역사적 전개와 관계가 갚은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을 나무랄 때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늘 있어 왔다. 대체로 그 

러한 비판은 국어교육을 몇 년 받아도 자기 소개 하나 제대로 못한디든 

지，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기능적인 미숙을 공격한다. 그리고 

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케케묵은 ‘춘향전’은 왜 가르치는가 승운 

식의 시비로 발전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굳이 해명할 펼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어 

교육 특히 고전교육이라면 전통적인 훈고주석의 전달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양적 학문의 전통과도 관계가 깊을 것이다. 그 점을 접어놓고 생 

각한다면 교육이 공학적이며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학교가 기능의 습득을 통한 인력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이러한 의도에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 

에 국어교육의 목표가 기능의 습득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굳이 학교를 

두어 국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승}는 반론이 충분히 예상된다. 또 

기능의 습득에 목표를 둔다 하더라도 학교는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의 

문이 함께 생길 수도 있겠다. 특히 발달이론에 따르면 언어 능력이 6세에 

상당 수준 완성되고1 또 단계에 따라 구체적 조작과 형식적 조작을 수행 

할 수 있다는데 그 발달에 맡기변 되지 굽이 학교교육이 펼요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달 이론조차도 그 관점에 따라 성숙론과 환경론 그려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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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론으로 나된다{조복희 외， 때4:23). 루소나 게셀(G얹ell) 등의 성숙론 

자들은 발달이 온전히 유전에 의해 이루어진 능력이라고 보는 반면， 로크 

(Locke)나 핫슨(Watson) 등의 환경론자들은 학습과 훈련 경험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상호작용론자틀은 유전과 환경 툴 다가 발달에 관여한다고 본 

다 

이런 이론 가운데 어디에 서는 것이 옳은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유전론에 못지않게 환경론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는 점이며， 그래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더구나 실험 결 

과도 나와 있다. 학년이 10월에 시작하여 4월까지 이어지는 미국에서 인 

지 성장을 조사한 결과 10월에서 4월까지의 인지 성장 폭이 4월에서 10월 

까지보다 컸다{S뼈ffer， :ro5:769)는 보고는 흥미를 넘어서서 학교의 역할 

이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학교가 교육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승}는 점이다. 앞에 

서 이미 살핀 바 있는 교육의 개념에 근거해 생각할 때 자기실현과 사회 

회를 중요한 주제어로 생각하게 된다10) 그것이 발달의 본질에도 부합할 

10) 학교 교육이 자기실현과 사회화를 중요한 주제어로 해야 한다는 점은 이 글이 의도 
하고 있는 교육의 위계화 문제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발달 단계와 그 

특정을 강조하다 보면 학교의 교육이 그 발달의 단계를 뒤쫓기만 하는 것이며， 그 
렬 수 있는가 송}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말하자면 발달을 앞당기는 기제로서 교육 

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옳은 말이다 학교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발달 단계의 특정을 감안할 때 그것을 받아틀일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면 아무리 발달을 앞당기는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현설적으 

로 그 교육은 설패하기 쉽다 그러기에 발달의 수준과 그것을 앞당기는 문제는 교 

육에서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기능의 

습득에만 주얀점을 두논 국어교육의 부적절성에 관한 것이고， 그러기에 발달 단계 

에 부합하면서 이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교육의 역할도 주목한다. 쩨실현과 사회 

화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과도 상호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발달 단계의 추종에만 주목히여 위계화의 논점을 설정한 것이 아님 

이 드러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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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더러 인간다움을 지향하논 길도 된다 그러기에 학교의 국어교육 또한 

이 길을 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은 인간 중심이며 자기설현을 위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동참시키는 길이다. 그 일을 위해서도 앞에서 잠정적으 

로 규정한 바 있는 교육의 위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수행 중심， 

분석 중심， 평가 중심이 그것이다. 

N. 言語 理論

언어 이론이라고 하면 언어학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어학은 

이 글의 관심λ까 아니다. 또 그렬 능력도 없다 언어핵 추구하는 바가 

문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과 설천에 관계되 

는 언어의 국면이다. 

여러 차례 말해 옹 것이지만， 언어는 매우 입체적이고 복합적이므로 아 

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어렴풋이나마 그 실 

상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를 연구하지 않는 학문이 없을 정도로 다OJ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어느 분야에 속하 

는지는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 언어에 대한 철학적 탐구들이 국어교 

육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知識과逢行 

언어 수행을 하는 데는 지식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일 

까? 이런 의문은 국어교육을 실천하고 연구하는 사림이 한 번쯤은 가져 

볼 만한 것이다. 양자의 관계가 명확해지면 실천도 효율성을 더할 수 있 



國語敎育의 位階化 29 

을 것이고1 연구 또한 의미 있는 결과를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우리에게 다소 어두 

운 빛을 던진다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 지식이 선행하고 말을 하게 되는 

가 아니면 말을 함으로써 지식이 생기는 것일까? 지식에는 비명제적 지 

식도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지맨정대현， 1~:87) ， 대체로 교 

육의 연구나 설천에서는 지식이 주로 명제적인 형태로 교환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린이의 말 배우기는 아무래도 수행이 먼저인 것 같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언어는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더욱 어두움을 가중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진다 방법적 지 

식 가운데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PI댔"s， 1971:28)는 설명이 

그것이다.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지식이라면 무언가 다른 경로에 의해 그 

것이 습득되고 수행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의 말 익히기를 생각 

하면 그 말에 수긍이 간다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지시히는 대상 

에 주목하지 말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다{Smith， 1쨌:9)는 설명은 이 점을 

생각승}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가하면 더욱 우울한 설명도 있다. 언어 수행의 문제를 이주 드러내 

어 말한 것으로1 지적 인식이 수행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분명 

한 답이 없다{김우창， 2(XX):a))는 설명이 그것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가 

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배운 것이 곧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앓으로써 실천하는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도 될 것이다. 

그렬 법도 하다. 생각을 피아노 교육으로 옮겨 본다. 만약에 지적 인식 

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피아노 연습은 한 번으로 족할 것이다. 말로 지 

적 인식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곧장 수행으로 나타나야 옳다. 그러나 피 

아노 연습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고 있다. 어찌 피아노 연습만 그러하겠는가 이런 사례틀은 지적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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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국어교육의 실천과 연구는 암울해진다 국어교 

육의 실천도 연구도 모두 지적 인식을 통해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실 

들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설명과 사색이 정당하다면 수행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 

가? 이를 위하여 언어의 입체성파 복합성에 주목해야 한다{김대행，m2al 

고 말한 바 있다. 이 문제를 꼭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의 문제도 

문화와 사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대얀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니 그 

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길일 것이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본다. 앞에서 우리는 공문서 기안을 못하거나 자기 

소개를 제대로 못하눈 약점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 

육해야 하는 것인가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의 관심은 그것을 해내지 못 

하는 사람이 쓰기와 말하기를 모르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답은 ‘알고 

있다’이다. 배우지도 않은 인터넷 글쓰기를 능숙하게 해내는 그 많은 청 

소년들을 생각하면 의문이 풀린다. 그들은 인터넷 글쓰기를 어떻게 배웠 

는가? 쓴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해야 옳다. 말하자면 그 글은 그렇게 쓴다 

는 문화에 접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사회화한 것이다. 국어교육을 몇 해씩 

받아도 해내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 일 가령 기얀을 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것도 절차적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의 문제이다. 

문화의 문제를 넘어서면 사고의 문제가 나서게 된다. 어떤 화제에 대하 

여 말을 하거나글을쓸 때， 어떤 말을듣거나글을 읽을 때 그 대상에 대 

해 사고가 전개되지 못하면 그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 수행의 절치를 아 

무리 잘 익히고 있더라도 한 마디， 한 줄도 침썩하기 어려워진다. 오둡날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인 논술의 경우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그 

수많은 참고서들이 이른바 배경지식에 관련된 것으로 엮어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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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에 대한 사고를 도와주려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실천에 의한 학습’(1얹ming by doing)을 표방하는 경험 교육 

(l);wey, 때4)의 주장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교육이 경험이라야 하는 것 

은 실천적 지식과 언어 사이의 간극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다. 신체 내부 

의 일종의 체험 구조를 熱知(때t knowl어ge)라 하는데 이는 말의 경계를 

뛰어 넘는다는 폴라니(Polanyi)의 견해에 근거한 설명(장상호 lr07:284)이 

그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일본의 전통적인 주방장 교육과 같은 도제 

교육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방징L이 디루는 밀가루는 성절이 한결같다. 자전거 타기도 그러하다. 그러 

기에 방법을 일단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실천할 수가 있 

다 그러나 언어의 수행은 그 때마다 다루는 대상이 달라진다 거기에다 

가 언어도 그 때마다 새로이 창출된다. 말 그대로 천변만화의 수준이다. 

그것을 다 익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행의 방법은 어느 수준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노력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실제가 그러하다. 문제는 과제가 되고 있는 

수행의 문화에 입문함으로써 문화적 형식을 답습하고 그에 바탕하여 창 

조적 변형을 하면서 주어진 화제에 대한 사고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 넓힘 또한 국어교육의 몫임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국어교육 

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읽기나 독서는 결국 사고 넓힘 그 자체가 되는 것 

이옳다. 

2. 對象性

국어교육이 제대로 된 길을 찾으려면 언어를 보는 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는 우리에게 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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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언어의 기능을 도구적 기능， 조정적 기능， 상호작용적 기능， 개인적 기 

능， 표상적 기능 등으로 제시한 이론서는 여기에 덧붙여 발견적 기능과 

상상적 기능을 제시(이현림 외， 때X:ì:82)하고 있다. 앞에 제시한 다섯 가지 

기능이 용법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뒤에 제시한 두 가지 

기능은 언어의 타자적 성격과 관계가 갚다. 

우리는 언어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러한 도구적 용법에 근거하여 조정 

적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적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저를 저 

답게 하는 개인적 기능도 있으며 내변에 있는 생각을 표상해 낼 수도 있 

다 

그러나 언어는 문득 내 밖에 있는 타자가 됨으로써 언어를 통하여 새 

로운 발견에 이르게 해 주기도 한다. 자기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단어를 통해 새로이 인식됨으로써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 

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발견적 기능이 현저하게 발휘된 

다.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상상적 기능 또한 언어가 내게 타자로 작용하여 나를 새 

로운 세계로 이끌어 감P로써 구체화한다. 살재 여부와 관계없이 언어는 

세계를 존재하게도 하고 소멸하게도 한다. 내가 언어를 도구로 부리는 관 

점에서가 아니라 언어로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구체화한다. 

이러한 것은 언어의 대상성과 관련이 갚지만 보다 궁극적인 대상성은 

언어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 언어의 의 

미는 사물 그 자체나 경험과는 거리를 유지한대Srnith， 1쨌:9)는 섣명도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언어는 신체적 체험의 직접성과 개념적 

추상성 사이에 위치한다{김우창 X깨:1))는 설명도 이와 같은 뜻이라 할 

수있다 

언어가 사설을 지시하는 기호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안다. 그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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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세계와 인간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언어는 세계 그 자체도 아니 

고 인간 그 자체도 아니다. 세계와 인간의 중간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대상 

을 부리는 행위이며 이처럼 간극이 있기에 우리는 언어를 대상으로 인식 

하고 그에 대한 정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문법의 연구가 그 좋은 예가 된다. 문볍 연구는 언어를 대상으로 인식 

함으로써 가능하다. 내가 말한다거나 누가 듣는다는 관점을 버리고 대상 

그 자체로 고려할 때 문법 연구는 가능해진다. 이처럼 언어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은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법이 로고스 그 

자체이고 그러기에 로고스에 입문하게 한다는 말은 그래서 가능하다11) 

국어교육의 위계를 ‘수행 중심’→‘분석 중심’→‘평가 중심’으로 생각하 

는 이유도 이러한 대상성과 관계가 갚다.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교에서 

는 습득한 언어 수행 능력을 좀더 심화하고 완성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한 

다 이어지는 형식적 조작기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언어의 대상성 

을 고려히여 분석과 평가로 나아가는 지적 활동을 기획하논 것이 발달 단 

계로 보나 언어의 설상으로 보나 타당하다고 본다. 

3 逢行中心→分析中心→評價中心

초 · 중 · 고등학교의 국어교육이 수행 중심→분석 중심←평가 중심으 

로 위계화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이미 산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러한 구상의 근거는 교육 목표를 분류한 이론(Bloom 외， 1쨌)에서 구한 

11) 문법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고결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교육을 기피한다든지， 

기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푸대접을 받는다고 봄으로써 설용성의 구명에만 볼 
두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어교육의 인문 정신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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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이론은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도 참고할 만한 가 

치가있어 보인다. 

블룸(Bloorn)은 교육 목표를 지식(knowl어ge) ， 이해(comprehension)， 적용 

(따Jplication) , 분석(뼈ysis)， 종합(syn뼈s)， 평개때uation)로 범주화하 

고 있다. 이 여섯 범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줄이기로 한다. 논의가 장황해지는 것을 피하자는 의도도 있고， 이 여섯 

범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용어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그다지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블룸이 의도한 바대로 이 범주틀의 

내용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도와 개념을 벌어오는 것으보 족하기 

에 구체적으로 살펼 펼요는 더욱 없어진다. 

처음 두 범주는 지식과 이해이다. 이것을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교육이 

지향할 중심으로 본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지식과 이해만을 교육하자 

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되는 수준의 규범적이고 현설적인 내용의 교육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발달론적으로 볼 때 경험 귀납적인 경향이 강한 

구체적 조작기가 초등학교 수준이므로 구체성이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 이를 달리 일러 ‘수행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굳이 수행 중심으로 바꿔 쓴 것은 이 시기가 발달론적으로 수행의 완 

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과 관계가 갚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행 능력 

의 확충에 중점을 두되 지식과 이해와 같은 기초적인 수준의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지식은 지식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배경 

으로 작용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는 적용과 분석의 단계이다. 따라서 ‘분석 중심’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개념적 조작과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적용과 분석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시기에 자아 정체감에 대한 인식이 싹튼디는 점에서도 언어의 대상 

성을 기반으로 한 적용과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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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Z싸 인식은 타자에 의해서 가능하며 국어교육에서 그 타자는 언어 활 

동의 총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특히 고전과 문법을 통한 

타자를 통한 세계의 인식과 보편적 정신 원리를 발견(김우창， 뻐x):21l하 

게 함으로써 지아 정체감의 형성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시기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종합과 평가에 중점을 둔다. 종 

합은 분석의 다음 단계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종합 

을 통해서 정당한 평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단계인 평가에 중 

점을 두어 ‘평가 중심’으로 명명한다. 

평가는 그 대상을 타자로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타자의 인 

식이 투철할수록 자아의식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강조할 펼요가 있다. 국어교육의 내용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주체성의 문 

제이며 이러한 주체성은 태도로 나타난다{김대행， 2002b)는 점을 고려하 

면 이것이 최종 단계의 교육 중심에 놓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수행 중심이라 해서 그 나머지의 학교급에서는 그것이 펼 

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위계회를 위한 중심이 그러하다는 뜻도 있고， 

그 위의 단계에서는 수행은 명목상의 것이 되어야 하교 사고와 문화의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나머지 중학 

교의 분석 중심이나 고등학교의 평가 중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생각 

을갖고있다. 

V 마무리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수행 중심’， 중학교는 ‘분석 중심’， 고등학교는 ‘평 

가 중심’으로 국어교육의 중점을 옮김으로써 위계화하자는 구상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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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면서도 언어의 실상에 들어맞고 그 

러면서도 인간다움의 성취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 

로 한것이다. 

한 이론가는 교육을 수도계에 비유하면서 높은 수준의 품위를 얻기 위 

하여 ‘上求’와 ‘ F化’가 이루어지는 활동」장상후 m:318-3잃3)이라고 섣명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기능의 습득이 교육의 

목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근심스렵다. 국어교육과 관련빼 이 점이 

반성되었으면 한다. 

그렇기는 해도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또 이러한 시도와 기획은 반낭만주의적이다. 낭만주의는 

모든 것을 내적 동인에 맡긴다{Crain， :m5:475←483)는 점에서 본다면 그러 

하다 그러나 어차피 학교교육이란 공학적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측 

면이 있고 보면 기획이 부득이하꾀 그렇게 할 바엔 인간파 교육 그리고 

언어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 논의는 그 점을 명심하였다. 

이제 이러한 논의가 타당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엘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어서 이 논의의 초점을 압도해버릴 염려도 있다 외국도 

그러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두 사례만 소개하기로 한다. 

하나는 영국의 교육과정인데， 영국은 학습자의 수준을 측정히는 기준 

브로 성취 목표를 제시한 점에 특정이 있다. 여기서는 읽기의 수준 1과 8 

을보기로한다. 

〈수준 1> 

학생들은 간단한 글에서 친숙한 단어들을 인식한다. 단어를 소리 내어 

읽으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와 소리에 대한 지식-상정 관계를 사 

용한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때때로 보조 수단이 펼요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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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시， 이ψ](stories) ， 그 외의 비허구 문예물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면 

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반응을 분명히 표현한다. 

〈수준 8> 

학생들은 일련의 텍스트를 감상하고 논평하며 저자가 어떻게 언어를 구 

사하고 구조화하며 어떤 표현 장치를 사용하여 완성했는지 평가한다. 학생 

들은 정보와 의견을 선택하고 분석하며 다른 텍스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 

떻게 전달되는지 논평한다.(우리말교육연구소， 때4a:때4-afj) 

이 인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단계가 높아질수 

록 높은 수준의 성취를 겨냥한다는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번에 

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기운데서 11 .12학년의 읽기 가운데 

독해 부분의 교육과정을 살핀다. 

· 정보적 읽기 자료물의 구조적 특성 

@ 각종 공공 문서의 특성 및 수사적 장치와 그러한 특정과 장치를 저 

자가 사용동}는 방석을 분석한다. 

• 학년 수준에 적합한 텍스트 이해 및 분석 

@ 의미의 명확성이 텍스트 내에서의 조직 패턴， 위계적 구조， 주요 아 

이디어의 반복， 구문 및 단어 선택에 따라 영향 받는 방식을 분석 

한다. 

@ 다양한 소비자， 직장 및 공공 문서를 이용하여 다른 유형의 설명적 

텍스트에 제시된 사실들을 입증하고 분명히 한다. 

@ 해석을 옹호하고 확증하기 위해 텍스트의 요소를 이용히여 저자의 

주장에 대한 확실하고 온당한 단언을 한다. 

@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저자의 암묵적 · 명시적인 철학적 가정을 분석 

한다 

·해설적 비판 

@ 공공 문서에 진술된 주장의 권력， 타당성， 진실성에 대해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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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들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 청중틀 모두에게 하는 호소와 

그 주장이 독자의 관심과 반론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말로 전히는 

정도에 대해 비판한다. (우리말교육연구소， axμb:211-212) 

이 인용에 대한 재설명이나 부연은 줄인다. 그렬 펼요도 없쓸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대신에 서술어가 ‘분석’과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에만 주목해도 그 지향}는 H까 무엇인지 드러난다. 다만 이런 외 

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 국어교육은 왜 이다지도 한가하고 무심한가 'ð}는 

느낌을 다 함께 가져 줬으면 한다. 이 점에 대한 냉정하고도 절실한 반성 

이 없이는 국어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가흑한 말을 하게 되는 근거는 따로 또 있다. 우리가 교육과정 

을 마련하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론 두 영역과 대등한 수준으 

로 격상시켜 전진 배치하고 국어교육을 실천하고 연구한 지 때년 가까운 

세월이 흘렸다 :l)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이제 실천과 연구를 

막론하고 국어교육이 이 방변으로 성취한 것은 과연 어떤 정도인가를 묻 

고 싶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꼭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서 이미 밝혀졌으리라 본다. 

지금 국어교육은 영어 공용화 주장파 논술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사회 

적 문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언어를 도구로 보는 관점으로는 이 문제 

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 문 

화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육적 기획을 구체화함으로써만 해결 

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어가 진정한 인문으로서의 본질 

을 회복하리라는 기대도 덧붙여 둔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반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소 과격하게 진행해 왔 

다. 우리 학계에서 이런 논의가 처음이고， 또 이러한 논의는 꼭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런 구상에 대해 무성한 반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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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론은 격렬할수록 좋겠다. 그것이 이 논문에 의의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 작업을 한 사람의 보람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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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교육의 위계화 

김대행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초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 

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에 

서는 교육의 위계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조 

차 없었다. 그러기에 초 · 중 • 고등학교의 국어교육을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간 

주한 채로 기획하기도 하였고， 어느 수준의 교육인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어 

교육을 논의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어교육의 위계화를 위하여 인간 발달， 교육， 

언어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 초 • 중 · 고등학교의 국어교육을 수행 

중섬， 분석 중심， 평가 중심의 세 단계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수행 중심에 

서는 언어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사고함으로써 소리， 

형태， 의미에 주목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언어 자료와 상황에 접하는 것이 중요 

한 내용이 된다. 분석이 중심이 되는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체계에 

맞추어 분석하고 언어활동의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사고의 중요성이다.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이 평 

가 중심이라는 것은 사고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해 준다. 평가는 언어 자료의 이해는 물론이고 사고 

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히는 활동에서도 두루 관여하며，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주제어] 국어교육， 위계화， 인간 발탈， 교육의 개념， 언어의 본질， 수행 중섬， 분 

석 중심， 평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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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tract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Dae haeng 

Net녔less to say, it is presumably beyond question that the contents of teaching 

Kα얹n are not saræ in primary school and 비gh school. Nonetheless, there are not 

any consicleration and discussion about the difference of content along with 

hierarchy in Kon얹n I때뻐ge 어ucation Therefore many pl뻐앉s and teachers 

have set up the contents of subject Kol1얹n 따.e just sære in primary, mid예e， and 

high school, and many research없 have a따oached teac바19 Korl얹n without 

regard to the students.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n Korean lar땅뻐ge 어ucation is necessary for the 

efficiency of 어ucation， in the light of this, 1 propos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as 

focused performance, 때alysis， and evaluation in primary, middle, 비gh school mch 

other. It is drawn from the nature of human development, education, and lar땅떠ge 

all around 

In performance focused PrimaIγ sch∞，1， there should always be a keen interest 

in words • their sαmds， shapes and ræanings - from the point of view of h얹rmg 

them, rmding them, speaking them, writing them and thinking about them, and 

that pupils should have access to as many of them as possible. In analysis focused 

middle school, there should be systematic analysis about various materials and 

situations of language activities, therefore thinking activities through language are 

J1llIXlπant in this hierarchy. In evaluation focused high school, Ko없n lar핑뻐ge 

teaching should emphasize the ability of ha띠ng subjecti띠ty through evaluation of 

language activities. 



國語敎育의 位階化 43 

[Key Words] Kor，없1 1뻐밍lage 어ucation， hi없rchical differentiation, nature of 

human developrænt, concept of 어ucation， nature of lar핑뻐ge， 

IHfonmnce focusffi 어ucation， aI1alysis focusffi 어ucation， evaluation 

focused 어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