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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나가며

I. 들어가며
‘매체언어교육’(김대행， l ru3; 최병우 외， 예:úl은 국어교육에서 상대적

으로 낯선 개념인 미디어(매체)가 국어교육의 핵심 개념인 언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그럼으로써 이 용어는 미
디어 교육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끌어와야 할 펼요성을 효과적으로 설

득하는 의미 효과를 지닌다. 즉， 매체언어교육은 기존에 국어교육에서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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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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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게 디루어 온 읽기와 쓰기를 미디어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에 확대 ·
적용한 언어교육 차원의 개념이되，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를 관망하는 상

위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비판적 읽기’를 매체 텍스트에 확장한 개념이기
도 하대김혜정， 2001:~12). 이렇게 ‘매체언어’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보면，
매체언어교육은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기는 하되 국어교육이 늘 해왔던 익숙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매체언어교육이 학습자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에는 기존의

국어교육이 해 왔던 임을 기준으로 볼 때 다소 간과되어왔던 것， 그래서
낯설게 여겨지는 것도 포함된다. 낯섣게 여겨지는 일은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에서 ‘언어’보다는 ‘매체’를 강조할 때 두드러진다. '2fJJ1년 2월에 개
정 ·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는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의 지식 분야에서 ‘매체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
부， ?J.JJ7a; aXJ7b; ?J.JJ7C). 이는 매체가 달라지면 메시지를 표현하눈 언어와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텍스트라도 어떤 매체에 실려
전달되고 유통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산한 텍스

트를 소통의 목적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국어교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병우 외(2m))에서는 “매체언어라 함은 도구로서의 매체가 표
현하고 있는 문자적 · 기호적 · 행위적 형상체를 의미한다!'(p.8) 고 함으로
써 매체언어를 기호의 차원에서 정의하는 한편 “매체언어로 승써금 엘정

한 전언(뾰ss앵e)을 갖게 하는 양식(m:xIe) 과 통로{channeD 에 대한 교
육"(p.10) 역시 매체언어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매체언어’에서 ‘언어’는 기호로 확장되는 개념이 되며， 매체

언어교육에서는 매체의 ‘언어’가 어떤 채널 즉 매체를 경유해 의미를 생
성하게 되논가에 대한 이해 역시 중시하게 된다{정현선， 2mìa:S)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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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명 기존의 국어교육이 해 왔던 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낯선 일이
라할수있다
이처럼 매체언어교육이 얼정한 메시지를 갖게 하는 언어 양식 (rr때e) 의

운용 능력， 즉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능력 뿐 아니라 텍스트가 특정한 매

체， 즉 채널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국어
교육의 일부로서 중시하게 된 것은 최근 이루어진 디지틸 미디어의 발달
이 읽기 쓰기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현선，

2(ffi)). 디지털 미디어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고， 디지
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통해 자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발언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문자언어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쓴 글을

미디어로 유포시키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쓴 글을 유통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 효과를 지닐지

에 대해 판단하게 하는 능력을 국어교육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
었다.

사설 미디어라고 하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영화 등을 떠올리던 과거의

대중매체 시대에는 일반인들이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기도 어려웠고，
설사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가 쉽지 않았다. 전문적인 작가가 책을 쓰는 경우에도， 펼자에게 요구되

는 능력은 글을 쓰는 것까지일 뿐 책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점을 통해 책
을 유통시키는 능력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
서 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게
시판에 글을 올린다.’ 라논 표현 자체개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미디어 텍
스트를 쓴다는 것은 텍스트의 생산 뿐 아니라 유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이 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매체언어를 통한 소통 능력이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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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수용)와 표현(생산) 뿐 아니라 유통 능력까지도 포함하게 된 것은 이
와 같은 미디어 자체의 변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매체언어교육은 언어를
기호로 확장해 이해하는 관점(주세형 200)) 뿐 아니라 기호의 의미 작용
에 있어 매체가 작용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소통적 관점 역시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
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매체언어교육의 목표를 디음의 다
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매체언
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 둘째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비판적 언어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
으로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심미적 미디어 텍스트를 문화

적 관점에서 수용， 향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통
기술에 대해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여전히 국어교육에서 다소 낯설게 여
겨지는 매체언어교육이 국어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H 매체언어교육의 목표 설정
1.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관점의 이해

매체언어교육은 미디어를 언어에 비유한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인

‘미디어 리터러시’(Buc때핑뼈m， 2003/2(1μ) 의 우리말 순화어로 볼 수 있다.

한편 매체언어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도 특히 언어와 기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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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용을 통한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에 초점을 두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
인 ‘복합 언어 양식 (rnultin뼈ality)’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Kress, 2003; Bum and Leach, :ro4). 즉 매체언어란 미디어의 언어， 즉 다
양한 미디어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에 관여하는 ‘의미화 체계 (si맹펴mg

systems)’ 흑은 ‘의미화 양식들(si밍ùfying mxles)’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미화 체계 흑은 양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매체 텍스트
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와 같은 기호 차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대 언어학의 시초로 불리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Saussure)는 『일
반언어학 강의』에서 “언어란 마치 개개인에게 배포된 동일한 사본의 사
전과 같이， 사회공동체 구성원 개인틀의 머릿속에 비축되어 있는 인상의
통합 형태로 존재한다. 언어논 개개인 속에 존재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생각은 언어 이외의 다른
의미화 기제， 즉 비언어적 기호듬과 영상 언어 등 다양한 기호들로 확대
적용된다. 매체언어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언어의 의미를

기호의 차원으로 확장해 이해하도록 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
체언어 가운데에는 하나의 언어 양식 흑은 의미화 기제로 의미를 표상하

는 ‘단일 양식 (single-mxle)’의 언어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언어 양식 혹

은 의미화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표상하는 ‘복합 양식
(rnulti-rr뼈e)’의 언어도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광고의 매체언어인 영상언어는 시각적 이미지는

물론 배우나 성우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음성언어， 그들의 폼짓과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자막으로 처리되는 문자언어 등 다양한 의미화 양
식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복합 양식’의 언어이다. 광고의 매체언어는 책
의 매체언어와 성격이 다른 것인데 문자언어를 위주로 하는 책의 매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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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광고의 ‘복합 양식’ 언어와 비교해 볼 때 상대 적으로 ‘단일 양식’ 언

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잭의 매체언어는 문자로만 가득한 일반적인
책의 언어와는 사뭇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 그림이 단지 글을 보조하는

삽화 기능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이 표현하지 못하는 의미를 그림

이 표현하는 등 글 못지않게 그림이 표현하는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1] 에 제시한 그림책 『우리
가족입니다..1 (이혜란 지음 보림출판사 때1))는 치매에 걸 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가족의 이야기 를 담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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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처럼 그림책의 매체언어(글과그림)는 일반적인 책의 매체언어

( 글)와는 달리，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화 양식들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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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자와 이미지가 함께 제시된 ‘미디어논 메시지다’

[그림 1] 의 예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2] 와 [그림 3] 역시， 모든 소통
행위와 텍스트는 언어양식 ümde) 과 매체 (rr때ia) 의 두 층위 측면에서 고려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와 [그림 3] 에 제시된 두 텍스트 모두 미
디어의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이 인쇄매체(책)이지만， 그 의미를 형상화하

기 위해 동원된 언어양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림 2] 에 책의 경우 문자

언어로만 씌어져 있는 단얼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림 페에 제사된 책

의 경우는 문자언어 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가 의미 형상화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 양식으로 되어 있다. 텔레비전 는라마나
광고의 언어양식도 말， 이미지， 몸짓， 음악 등을 카메라에 의한 촬영과 편
집의 ‘문법’을 통해 조합하고 통합시킨다는 점에서 [그림 페와 같은 복합

양식에 속한다 흔히 영상언어라 하면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로는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화 양식이 통합된 복합 언어 양식
(multirr뼈ality) 인 것이다.

최근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틀에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의 문법에 국한해 연구했던 언어학의 전통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양한 의

미화 양식들을 이우르는 소통의 원리를 수립하려는 연구가 ‘복합 문식성
(multiliteraαes)’， ‘복합 양식 문식성 (multirr뼈떠 Uκ~acy)’ 내지 ‘새로운 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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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Jewitt and Kress, 2003; 다11en， 2003; Blll11 & 냉ch， 뻐4:1또). 사회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매체언어에 대해 ‘복합 양식
리터러시 (multin뼈머 H따acies)’라는 용어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양식 (rr뼈e)’이란 문자언어 · 음성언어 · 뭄짓언어 • 시각언어 등과 같이 각

각의 독자적인 의미화 체계를 갖춘 언어와 기호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복
합양식 문식성 이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가
복합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복합 양식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는 곧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 방식에 대한 연구라 볼 수 있다.

개정된 국어교육과정에는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1학년 문학)，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
으로 표현히는 방식을 안다.’ (3학년 읽게，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
책을 만든다’ (4학년 쓰기)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Ö 1
점을 파악한다.’ (7학년 문법)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

를 해석한다.’ (9학년 읽기)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재학년 쓰기) 등이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성취
기준에는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시각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에 따른 매체언어의 의미작용 이해가 강조되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은 기호적 관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성

취 기준 속에 은근히 나타나 있을 뿐이다，1)
1) 이와 관련하여 주세형(찌lì)은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육 내용 중 ‘글
말’， ‘그림-문자’， ‘그림-언어’ 등의 관계 인식을 최종적 학습 목표로 히는 활동을 중
심으로 검토하면서， 국어교육이 언어 이외의 기호를 언어 교육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에 논의한 바 있다. ‘매체 식별 교육 내용’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

문제를 탐구하면서， 주세형은 국어교육이 복합 문식성이라는 미래상에 다가서기 위
해서는 ‘그림 문자’의 관계나 ‘그림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 내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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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쩌면 아직까지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학계의 입징L이 하나의 관
점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언어문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매체언어교육 관련 연구 성괴들은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시각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
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폭넓은 의사소통과 의미작용을 국어교
육의 내용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시각으로 기호적 관점의 언

어관을 이해하는 것이 매체언어교육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영상언어의 의미작용 이해

매체언어교육의 또 디론 목표는 매체언어가 설제로 어떻게 의미를 만
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p께 한국어로 의미 있는 글을 쓰기 위해
한국어의 문법을 알。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중에서도 뜸히 중요
한 것은 영상언어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상언어는 매체언어 가운

데에서도 말， 글， 이미지， 소리， 붐짓 등이 한데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의미
를 만들어내는 복합 양식 언어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앞서 ‘매체언어’에
이 필요하다고 보교 특히 ‘기호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럼’이 문자 내
지 언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매체 식별 교육 내용’이란 본고에서

논의한 ‘복합 %씩 언어’ 교육을 위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2)

여기서 영상언어는 동영상 뿐 아니라 정지된 이미지의 의미 작용을 뜻하는 시각언
어 열반을 포괄하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영상언어가 과연 국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순수하게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나 사진， 설험 영상 등은 명백히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시

각 문화 및 미술교육의 영역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어교육의 범위에 포괄되
는 영상언어는 본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말이나 글과 같이 기존의 국어교
육에서 다루어옹 언어의 의미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복합 %씩 언어에 한
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럼책의 의미를 이해하논 데 있어 글과 그림의 작
용을 함께 이해한디든가 선문 기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보도사진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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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체’를 강조하면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해 왔던 일의 견지에서 볼 때
‘매체언어교육’이 다소 낯선 일로 받아들여짐을 논의하였다. 같은 매체언
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책이라는 매체나 신문이라는 매체의 언어인 글
은 국어교육에서 익숙한 것인 반면 영상매체의 ‘언어’인 영상언어는 어천
지 ‘언어’라 하기에 낯설게 여겨진다. 이 낯설게 여겨지는 새로운 매체언

어인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교육에 있어 새로운 도
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영상언어의 이해 역시 국어교육에서 익숙한 방식을 통해 접근
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소설의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과 같이 같

은 내용을 다른 미디어로 바꾸는 ‘매체 변환(없nsfom딩tion of rr빼a)’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9학년 『국
어』 교과서에는 ‘동일한 내용을 글로 읽을 때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해
할 때의 재1 점을 말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가 제시된 바 있대차의진，

m: 184)

,

또한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 국어.l(지

학사) 교과서에는 ‘영화 텍스트를 보고 소설과의 차이(줄거리， 배경， 대샤
몸짓， 소리)/ 장면의 효과{카메라 구성， 배경 설정， 의상， 조명， 색채， 등장
인물 행위) 찾아보기’， ‘영화 〈서편제〉에서 가장 아름탑다고 생각되는 장
면을 소설 「선학동 나그네」에서 찾은 후， 두 매체의 언어 표현 방식의 차

이 비교하기’ 등이 제시된 바 있다{심상민 m:211-2) , 이제 매체언어교육

의 관점에서 펼요한 일은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시
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매체 변환을 통해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

다. 예를 들어 책으로 출판된 문학 작품인 『해리 포터(뻐ny Potter).l를 영
함께 고려딴 것， 흑은 영화의 이해에 있어 인물의 대사와 비언어적 표현 및 이미

지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것 등이 국어교육에서 고려되는 영상언어의 범위라 보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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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만들면 언어양식과 미디어가 모두 달라진다. 문학 작품인 『해리 포
터』의 언어양식은 문자언어이고 이 텍스트가 독자에게 제시되는 방식은

인쇄매체인 책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이 소설을 영화로 바꾸게 되면， 언
어양식이 영상언어로 바뀌게 된다. 영상언어는 배우의 대사{음성언어) 뿐
아니라 폼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 자막t문자언어)， 이미지와 음악 등
서로 다른 언어양식들을 촬영과 편집의 문법을 통해 조합하고 통합하는
복합 양식 언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양식 (rr뼈e) 과 미디어 (rr뼈ia)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다 언어양식과 미디어 개념을 가장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예는 따라서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디어 지체
보다는 언어양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상언어는 다양한 언어양식들이 결합해 복합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매체언어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지가 중섬이 되는 영상언어의 특
성은 음성언어 및 문자언어와의 차이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사실 음

성언어는 인쇄기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인간의 사회적 소통에서 지배적이

었던 언어양식이다. 음성언어에 의한 면대면 소통(face-to-faæ) 에서 화자
와 청자는 동시에 감은 공간에 존재한다. 면대면 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정자는 귀로 상대방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공간
상의 위치를 보는 등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상호작용한다. 그러
나 음성언어에 의해 생성되는 메시지는 표현되는 순간 사라지며， 일정한
범위를 넘어선 공간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음성언어는 시간 구
속력(마re-bound때lesS) 과 공간 구속력 (spaæ-bound뼈less)을 지닌대김정

탁， 뻐X)) 그러나 전자매체에 의해 녹음되어 영상언어에 포함된 음성언어

는 시간 구속력과 공간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매체언어인 영상언
어는 음성언어와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복합 양식 언어인 것이다.
영상언어는 음성언어 뿐 아니라 문자언어도 포함하는 복합 %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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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편집 기술이
보편화됨 P호 인해 이미지 위에 문자를 덧씌워 제 3의 의미를 만들어내

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영상언어에는 ‘의미
의 딪 내리기 (anchorag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이미지의 부유하는 의

미를 문자언어가 어느 정도 제한시켜주는 현상을 일걷는 것이대주창윤，
%β:53). 예를 들어 광고 사진의 의미를 광고 카피가 어느 정도 제한해 주
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의미의 맞 내라기’는 이미지 언어와 문자언어가

서로 간에 상승 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복합 양식 언어로서의 영상
언어의 대표적인 현%에라 할 수 있다.
그려나 영상언어는 기존의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작용을 지닌다. 이 점은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볼 때 낯선 영역인 것

이 사실이다. 영상언어의 특질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문자언어를 ‘다이
제시스(cIigesis)’의 언어， 영상언어를 ‘미메시스(miIresis)’의 언어로 설명하
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대도정일， 1뺑). 도정열에 의하면 다이제시스의
언어란 사건 서술과 대상 묘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화재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사건이 기술되는 ‘말하기 (te뻐19)’ 개념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소섣에 나오는 ‘그녀의 눈동자는 하양게 내린 눈에 박혀 있는 두 개의 까

만 석탄과도 같았다.’라는 기술은 까만 눈동자라는 대상을 묘사히는 데
있어 서술자의 진술을 벌어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이를 다이제시
스의 언어라 한다. 한편， 이 표현을 영화에서 제시하고자 한다면， 하얄게

내린 눈 위에 까만 석탄을 박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를 연상시킬 만큼 까만 눈동자를 지닌 배우의 눈동자를 화변에 보여주어
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에 의한 대상 재현’인 미메시스의 언어이다.

이처렴 영상언어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보여주기 (sh뼈ng)’ 방
식으로 이루어진디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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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언어

영상언어

• 다이제시스(dig엉is)의 언어
l' 마메시스(rniræsi잉의 언어
• 사건 서술과 대상 묘사에 치중
I . 이미지에 의한 대상 재현에 치중
· 화자{서술자)에 의한 간접적 사건 진술 1. 사건의 직접적 제시인 보여주기 (showir핑)
이라는 말하기 (te바핑) 개념과 관련됨
[표

|

개념과 관련됨

1]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차이에 대한 시각

그러나 주창원때3)은 이렇게 문자언어는 ‘말하기’의 언어이고 영상언

어는 ‘보여주기’의 언어라고 보는 것은 영상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영상언어에도 비록 문자언어와 같은 방식은 아니

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사건 기술과 대상 묘사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기’의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영상언어
의 편집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영상언어는 ‘보여주면서 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집에 의
한 영상언어의 작용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흔히 영상언어는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는데 비해， 문학작품은 대상을 실제
로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의 말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문자언어를 읽는 것은 독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히는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이 되고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독자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활동이라고 보는 편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제
공한다 편집에 의한 영상언어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상언어가 말

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영상언어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영상언
어에 대해 편견을 갖고 배척하기보다는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야말록 소통 목적에 적합한 언어%씩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매체를 선택
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상언어를 포함한 매체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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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소통 능력의 중요한 일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이해가 매체언어교육의 목
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모국
어교육에서도 문법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견주어 설명할 수 있다. 매체언
어에 대해 흔히， 예를 틀어 영상은 다 말해주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하려는 H까 무엇인
지를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도 있지만， 영상언어의 문법이 복잡하거나 메
시지 자체가 어려워서 쉽게 해독이 되지 않는 영상물도 있다. 마치 책도
읽기 쉬운 책이 있지만 해독이 어려운 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

다. 임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글자를 식별하는 수준
을 념어서， 다양한 글의 사회적 관습을 배우고 글쓴이의 의도와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데까지 나아7}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룩 영상언어의 교
육이 필요한 이유 역시 영상언어의 관습을 배움으로써 영상물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와 사회적 의미를 되도록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언어 사용자 집단과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가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없다면， 언

어 학습자들은 언어가 그런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
가 된대Williams

&Ha잃11，

1~). 비고츠키 (Vygotsky) 가 말한 것처럼 어린

이와 청소년들이 사회문화적 발달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암묵

적으로 개념적 지식을 발달하게 되지만 학교 교육을 통해 개념을 명시적
으로 배움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매체
언어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영상언어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사건을 어떻
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들이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

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상언어의 속성에 대한
명시적 교육이 펼요한 것이다. 이는 매체언어에서 사회적 힘이 어떻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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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되며， 비판적 언어 인식과도 빌접히 관
련되는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국어교육과정에는 ‘그림 동화 속
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1학년 문학)， ‘만화나 애니메이션
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3학년 읽기)，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책을 만든다.’ (4학년 쓰기)，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어점을 파악한다.’ (7학년 문볍)，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9학년 읽기)， ‘영상 언어의 특

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학년 쓰게 등이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시각을 바탕으로 매체
언어의 중요한 측면인 영상언어의 의미작용 이해를 중시하는 내용으로

볼수있다.
띠라서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에 대한 이해 교육은 학습자들이 언어사용을

성찰하기 위한 수단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자원의 제공으로 이해될 펼요

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체언어교육에 있어 표/없흑은 재현，
많-esentation)， 미디어， 언어양식 (mxie) 등과 같은 개념은 명시적 지식으

로 가르쳐질 펼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와 개념의 교육은

단지 어려운 용어를 몇 가지 더 가르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매체언어가
사회적으로 갖는 힘과 의미화 방식， 미디어의 종류에 따른 형상성의 차이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매체언어교육에서 어
떤 용어와 개념을 지식교육 차원에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마치 어떤
문법적 자질틀을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의 비판적 언어 인식을 발달시키

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인가와 관련하
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교
사는 이러한 상위언어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탈의 때

체언어 능력 발달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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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과 생산
다양한 언어와 기호로 되어 있는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은 언어와 기호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영국의 노
먼 패어클라프(Nonnan E때-c!ough)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언어 인식
(Criti때 뼈맹뻐ge Awareness: CLA)’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기

존의 언어 인식이 중립적이고 무색무취한 언어관을 취함으로써， 복잡다
단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언어를 통해 힘이 작용히는 방식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비판적 언어 인식에서는 언어와 힘의
관계，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관계， 힘의 사회적 설천으로서 언어 사용 등

을 부각시키교 이것이야말로 언어교육의 핵섬 내용이라고 보았다 언어
는 사회적 설천의 도구이자 행위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시각
은 언어는 물론 다양한 기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판적 언어 인식에 관한 자세히 소개한 글로 김은성(때E)을 참조할

수 있다. 우선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힘의 관계에 의해 형성됨 (shaped

(인식과 사회적 행위

|

3

awareness and soci a1 action)

목적적인 과정 (purposeful

(적 절성

충위

by power relation)
충위

process)

2

appropriacy)

형식 (p뼈

흥위 1 I

(정 확성 : accuracy)

[표

2]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 (Fairclough ，

1992;

김은성， 2005에서 재인용)

114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여기서 층위 1은 언어의 형식에 관섬을 기울이는 것으로? 어휘와 구문
구조 등 문법 형태가 정확하게 시용되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층
위 2는 발화된 흑은 서술된 문징L이 의사소통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

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층위 3은 발화된 흑은 서술된 문징L이
사회적 힘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화자 흑은 필자의 현설
인식과 이에 따른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문장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
다. 기존 언어교육에서는 층위 l(문법 형태의 정확한 사용)을 강조했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층위 2( 구체적 목적을
가진 적절한 언어 행위)를 부각시켜왔으나， 아직도 층위 3(사회적 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체언어교육에서
는 매체가 갖는 사회적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층위 3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그 예로 김은성(200))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다음의 두 문장을

들고 있다~[표

3]) ,

이 문장틀이 각기 다론 신문의 보도 기사에 포함되었

다고 가정해 보자.
주「다 O

그

예쨌
써

그ι 느L

르E으근
그 이디
가 죽

--9ι

T
」

랭랩
[표

3]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신문 기사으| 두 문장

층위 1 의 측면에서 볼 때， [표 페에 제시된 “누군가 그를 죽였다!"라는
문장 1 과 “그는 죽임을 당했다1"는 문장 2는 모두 형태적으로 완전한 문장

이브로 정확한 문장으로 간주된다. 층위 2의 측면에서도 두 문장 모두 살
인사건의 유형을 드러내어 의미화하려는 의사소통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층위 3에 이르면， 비록 두 문장 모두 적절한 의
사소통 행위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현설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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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사회적 행위의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즉， 문장 1의 경우에는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을 택한 배경이 ‘그’를 죽인 주체를 부각시키려

는 의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문장 2의 경우에는 ‘주
어+서술어’ 형식을 택한 배경이 ‘그’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굽이 죽인 주체
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얘와 같다.

1) “누군가 그를 죽였다1"
충위

1

2)

“그는 죽임을 당했다1"

형태적으로 완전한 문징l이므로 정확함.

흥위 2 살인사건의 유형을 드러내어 의미화 했기 때문에 적절함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을 택한 배 ‘주어+서술어’ 형식의 배경을 고려한다
흥위 3 경을 고려한다면 죽인 주체를 부각하 변 죽음은 인정하지만 굳이 죽인 주체
고자할때 적절함.
[표

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적절함.

4] 비판적 언어 인식의 관점에서 본 두 문장의 담론 분석
(김은성，

2(XXj,

일부 수정)

이러한 비판적 언어 인식에 의한 담론 분석은 어떠한 의사소통적 사건

도 단지 개인적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일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독자， 펼자 텍스트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1뻐gu쟁e in use)’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대Willi뻐 &
뼈잃n， 1~). [표 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살인 행위를 저지른 주체를 부각

시키려는 의도가 언어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 문장 1이고， 이에 비해 살인

행위가 열어났음은 인정하되 살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이
언어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 문장 2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텍스트란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진 언어와 기호들이 수
행승}는 행위라고 보는 담론 분석의 관점을 반영한다 여기서는 독재화
자)와 필재청재도 특정한 언어적 행위에 참여하되， 일정한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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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위치 지워진 주체들이다. 만약 두 문장에서 지시하는 ‘그’가 사회적

으로 흑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동열한 사건을 기술하는데 있
어 어떤 문볍 구조를 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펼자와 독자의
판뺀l는 그들의 사회문화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펼자와 독자들이 ‘사회적으로 위치 지워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는 독자와 필자가 특정한 언어와 기호 체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원
들이 풍부하며 그 중 어떤 어휘와 문법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

유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신이 의미하는 방식을 드러내
기 위한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언어는 그 사용자

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줌과 동시에， 주어진 언어 내에서 선택해야 하는
제익탤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택과 제익t은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
인 독자와 필자들이 말하고 의미하는 방식들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
라는 점， 즉 이들이 놓인 사회적 삶의 실제적인 조건들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공정함의 정도가 같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비판적 담론 분석 모델이 국어교육의 측면
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언어의 형식적 정확성이나 의

사소통 목적에 따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언어가 지닌
사회적 힘을 인식하고 언어를 통해 행위 하는 것 또한 중요시한다는 데

있다 김대행 (1뾰) 역시 매체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
나로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문화분석관’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학
생틀이 살。}가는 세계와 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이 일의 주된 책임이 국어교육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국어교육은 학생틀로 승배금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을 알고 나。}까 인쇄
물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가 가치를 전이시킨다눈 점을 알아야 함을 강조

한 것이다. 전자매체는 사회적 의미 작용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유통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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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국어교육이 외면할 수 없는 과
제라본 것이다.
언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특히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텍스트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보도 기샤 뉴스 칼럼，
광고 드라마， 각종 게시물 등이 특정한 사회적 인물， 사건， 대상 등의 현
설을 어떻게 재현하는개 이 과정에서 특정한 표현과 문법적 구조의 선택
이 매체 수용지틀의 인식에 어떻게 영호f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분석이 매
체언어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매체언어는 당연히 기
호적 관점으로 확장된 넓은 의미의 언어를 뜻하는 것이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9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이미 ‘같은 문제를 다
루고 있는 여러 글에서 주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를 목표로 하
여 ‘같은 내용의 사건을 두 가지 형태로 기사화한 것을 읽고 평캐하는 활
동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국

어~(하)권에도 ‘정보의 조직과 활용’ 단원의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에서
‘다양한 매체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는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개정된 국어과 교육
과정에는 ‘광고에 나타난 정보의 선뢰성을 평가한다.’(5학년 읽기)， ‘다양
한 서평을 읽고 서평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다재’
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 (6학년 듣기)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

의 전략을 파악한다다.'(’'(η7학년 듣기게) ‘다다양한 풍휩
자}뽑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
x
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다재，

보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다’'(띤9 학년 듣기)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9학년 읽기)，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10학년 읽기) 등은 매체언어
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된 성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매체언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단지 미디어의 수용재독자)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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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에 생산된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쳐
서는 안 된다.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환경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한 일반인들도 사회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흡게 표현하고 이
를 유통시컬 수 있다. 따라서 매체언어교육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자 입장에서， 언어와 기호의 사회적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공정하게 미디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목표로
~1-ö}óþ 한다. 학생들 스스로 특정한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입장괄 제시하

기 위해， 특정한 어휘와 문법적 구조 이미지와 소리 등을 선택해 적절히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 중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쓴
다.’ (5학년 쓰기)，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
성한다다..'(8

다다’'(8학년 쓰기)，’ ‘옥독자의 요구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글을 쓴다.’ (9학년 쓰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
하여 보도한다.’ (10학년 말하기) 등은 이와 관련된 성취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4. 심미적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 향유， 생산
매체언어교육은 언어와 기호를 바라보는 비판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매체언어가 문화적이고 심미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방식 역시
매체언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언어와 기호논 의사소통
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 실천의 도구라 했

다 이 때 사회문화적 실천에는 정보와 지식의 수용， 생산， 유통 뿐 아니
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심미적 차원의 텍스트를 수용， 생산， 유통하는 것
도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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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발달이 언어양식의 변화를 가져왔
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언어양식의 변화에 그

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야기(서새가 전해지고 향유되는 방식에도 변화
를 가져왔다. 국어교육의 목표 가운데에는 언어로 표현된 문화적 텍스트
로서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

다. 예전에는 국어교육에서 ‘문화’라고 하면 곧 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다0.]:한 매체를 통해 이 ψ1 와 이미지를 수용하게 된 오

늘날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컴퓨터 게임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대중문화 텍스트의 수용도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문화교육에 포
함되게 되었다. 국어교육과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책의 또 다른

장을 통해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매체언어교육의 중
요한 부분인 문화적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바라보

는 시각을 간략히 다루는데 그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미디
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중매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마디어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 대중매체에 바탕을 둔
대중문화가 수용자의 의식과 정체성， 삶의 방식에 주는 영향， 그리고 대

중문화를 통해 수용자들이 자신이 누구인기를 드러내고 관심시를 표현하
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히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있

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수용과 호빠， 생산은 가
치와 연관되며， 그 구체적인 의미작용은 매체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마치 전통적으로 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과 같이， 매체언어교육에 있어서도 섬미적인 성격을 지난 대중문화 텍
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대중문화를 다루되，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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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사뭇 입징L이 다를 수 있다. 사

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1930년대
의 영국 사회에서는， 미디어가 저급하고 피상적인 쾌락만을 제공하는 문

화의 오염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초기의 미디어 교육
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고급문화{예술과 문학을 가리
킴)와 대중문화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대중매체의 상엽적 의도를 비판하
며， 고급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예방접
종’으로 이해되었다{스가야 아키코1 때UαXl1l. 이러한 관점을 주장한 이

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과의 교수였던 리비스(F.R Leavis) 와
그 제자인 톰슨(πlompsûn) 이었다. 리비스의 이름을 따 ‘리비스주의’라 불
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문화의 상엽성과 저급
함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는 문화적 능력으로 여겨졌고， 이
를 담당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년 국어교사틀로 여겨졌다

그러나 변화된 매체 환경과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국
어교육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대중문화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문화적 리터러시 (cultur빼 literacy)’를 재

개념화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박인기(::r02)에 따르면 본래 문화적 리터
러시란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펼요로 하는 문화 지식으

로서，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잔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

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된다. 미국 사회에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문화의 내용을 구체적인 목록
으로 제시한 허쉬(Hìrsch) 의 문화적 리터러시 개념은 이와 같은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대Hìr때 1~혔).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리터러시란 ‘전통’이

라는 수직적 범주를 중심으로 한， 다분히 고전적인 방식의 문화 개념을
토대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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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언어교육의 관점에서 대중문화의 수용을 통해 목표로 하는 문화적
리터러시란 전통이나 유산， 흑은 공인된 가치와 같은 수직적 문화 개념과
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대중매체의 문화를 국어교육에서 수용한다는 것
은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관점과 관련된다{박인기， '2fJJ2.:'!]). 미

디어 문화에 대한 접근은 전통 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본 문화 교육이 아
니라， 당대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본 문화교육의 일환
인 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 교육의 목표는 대중문화를 즐기는 이유를 성
찰하고 자신의 즐거움 속에 투영된 욕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
는 것(김성진， 1쨌:80) 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 문화에 대한 교육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비판과 성찰의 대상으로서， 미
디어 문화에 내재한 상업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유효하
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년대 영국에서는 미디어를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
기를 유포시키는 일종의 ‘의식산업 konsciousness indus따r)’라고 보고， 이

를 비판적으로 분석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에1as뼈nan， 1~)이 제
기되었는데， 이는 미디어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주장을 펼친 영국의 대표적 미디어교육 이론가 기운데 한 사람인

랜 마스터맨Len l\ITaS따man)은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벼les) 의 선화론(m때lolc핑y) 에 기대어 비판적 분석 중심의 미디어 읽기

방법을 고안했다 바르트가 말하는 현대 사회의 신화란 사람틀이 미디어

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별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가치，
즉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바르트의 생각을 받아들여 마스터만은 미디어

문화의 수용이 있는 그대로 즐기고 향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숨
어 있는 ‘선화’를 밝혀내는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했대정현선， 때4: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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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미디어와 수용자

간의 관계를 일방적인 문화적 영향 관계로 파악한다. 이는 미디어 텍스트
자체에 의미가 저장되어 있고 수용자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등이는 수
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일종의 ‘텍스트 중심주의’적 태도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대의 이론도 제시되었다. 미디어의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수용자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문화연구(Cultur떠 Studies) 에서는， 미디어와 수
용자 간의 관계를 일방적 ‘영향(피fluenæ)’ 관계가 아니라 의미 가 ‘협상
(n명otiation)’되는 관계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텍스트 안에 저장된 의미
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수용자가 어떤 사회적 위치와 맥락에
서 미디어 텍스트와 만나는개 이에 대해 누구와 어떤 사회적 판계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가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변회를 토대로1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청자나 영화 관객，

흑은 대중음악 장르나 스타의 팬으로서 미디어 수용자들이 어떻게 미디
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논 가

운데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구하논가에 초점을 둔 여러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른바 수용자 연구라 불리는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텍스트 분

석에 치중하지 않고 실제 수용자들과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들이 텔레비
전이나 영화를 보는 방식을 관찰하는 식의 경험적 연구를 지향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수용 경험이란 마치 문학 작품을 읽고 내면화하논 것과 같
이，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의미와
즐거움을 생산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
가정에서의 인터넷 수용， 인터넷 팬픽， 대중음악， 영화，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나미수，2(05).

어린이들과 청소년틀의 문화적 발달에 있어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의미
를 밝히고자 한 많은 연구들은 매체언어교육이 대중문화에 대해 어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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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fton-Græn,

Dyson, aXB). 어린이들의 문식성 발달을 연구한 미국의 다이쉰마Tson)

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중매체가 마치 장난감과
도 같이 어린이틀 씨의 대화， 놀이， 노래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징
물로 기능하고 있읍에 주목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이슨은 대중매체를 ‘텍
스트 장난감(textual toyS)’이라 부르기도 했다{야son， 없β:331). 여기서 대

중매체 텍스트들은 세계의 작용방식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상정체계와
기술을 통해 사회의 이데올로기 혹은 관념들을 담고 있는 ‘목소리들
(voices)’로 간주된다. 어린이들은 이런 이데올로기와 관념들이 담긴 대중

매체 텍스트틀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점이
담긴 이야기틀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다이슨은 대중매체 텍스트틀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부정적 영향

을 경계하면서도， 그것 역시 어린이들이 한 사회 내에서 성장하며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사회적 담론 가운데 하나임
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다이슨은 수용자 연구틀이 밝혀낸 바와 같이， 어
린이틀이 노래는 부르거나 대화를 니누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의 문화
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매체로부터 가져온 사회적 담론들을 그대
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중매체에 묻어오는 이데올

로기툴은 어린이틀이 스스로 의미를 생산한 과정에서 ‘빌려오는 타자의
목소리들’인데， 자기 자신의 글이나 노래 등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들은 타자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텍스트
속에서 ‘재맥락화{recontextu때zation)’한다는 것이대정현선， 200):3:긴).

따라서 디어슨은 미디어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수용할 수 있도
록 교시들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도움을 줄 펼요가 있다고 보았
다. 어린이들이 일상적 삶을 통해 경험하논 대중문화를 그들의 문화자원
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관점과 문화적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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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눈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매체

언어교육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대중음악， 텔레비전 드라마 등과 같
은 심미적 영역에 속한 매체언어와 문화의 교육을， 마치 문학작품을 읽고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통해 적절히 수용할 펼요
가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틀을 포함한 일반인
들도 손쉽게 영상물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신이 만든 영

상물을 인터넷에 올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상 창작도
일부 전문가틀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
한 심미적 텍스트의 수용과 향유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때과서 미
디어를 통한 창작 교육 역시 문화예술의 생산 주체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들이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사회적 발언 기회를 가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시도될 펼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미디어 창작이라고 하면 곧 영상 제작을 뜻한다고

보거나， 기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전문적인 제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
하논 것이다. 영상 제~l-ö 1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문학적인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것， 흑은 팬핀을 쓰는 것도 미디어 창작에 속한다. 영상물을 만드

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물

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계획서를 써 본다든가 첫 장변에 들어갈 솟을 구
상한 스토리보드(story뼈rd)를 작성해 보는 정도로도 목표에 따라 충분히
미디어 창작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영/뽑을 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전문적인 영상 제작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도， 일반적
인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기능 흑은 인터넷 대회를
위해 쓰이는 웹캠 (we뼈m)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문적인 편

집 소프트웨어 대신 [그림 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윈도우
내장된 ‘윈도우 무비 메이커(때ndow

R

등에

mwie maker) ’ 등과 같이 간단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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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활용해 편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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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어| 내장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윈도우 무비 메이커 ’

말하기와 쓰기 교육， 그리고 문학 창작 교육이 아나운서나 직업적인 작
가를 길러내는 더l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1 마디어 창작
교육 역시 매체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미디어 창작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바탕을 이루는 이야기 재료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

는7에다. 예를 들어 영상 서사물을 만드는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펀 성격의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건들을 어떤 배경에 배치해 개

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 것인기를 고민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스스로의
관점과 가치에 영향을 준 대중문화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대

중문화의 영향에 대해 성찰하고 좀 더 창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
기 위해 세부 목표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
로 국어교시들의 중요한 몫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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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 체계에 ‘연극， 영화， 드라마
가 ‘극’의 형태로 반영된 것은 대중문화의 영역을 문학 교육의 힐부로 다
룰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학년별로 제시
된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에 구체적으로 대중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게 여겨진다. 한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
어사용 영역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
적으로 이해한다.’ (7학년 읽기)， ‘영화나 연극을 보고 자신의 경험이나 시
대적 상황과 관련짓는다.’ (9학년 듣기)，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
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학년 쓰기)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10학년 말하기)， ‘인기 도서를 읽고 책의 가치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10학년 읽기)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 (10학년 쓰기) 등의 성취 기준이 제시되
어 있다. 이러한 성취 기준이 대중문화 대중예술 텍스트로서의 심미적

마디어 텍스트를 수용， 향유， 생산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P→로
기대한다.

5. 소통 기술에 대한 성찰적 이해와 사회적 소통 침여
앞서 매체언어 텍스트는 언어양식 (rmde) 과 매체 (rr빼ia) 의 두 층위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일정한 기호학적 원리에 의해 의미를 생성하는
언어양식의 층위와， 그 언어양식이 설현되는 일종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는
매체 층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대Kr않s &

van Læuwen,

뻐1;

Kress, 때β). 예플 틀어 같은 내용의 사건이 문자언어(언어양식)를 통해
신문(매체)을 통해 기사화될 수도 있고， 영상언어(언어양식)를 통해 텔레
비전이나 인터넷(매체)을 통해 보도될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가 구현되고 유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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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지는데 그 파급력은 소통 매체의 기술
적 특성과 관련된다. 예를 틀어， 같은 기시라도 신문으로 보도되는 것과
방송으로 보도되는 것，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로 소개되는 것은
각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와 텍스트의 복제 가
능성 정도의 차이 때문에 파급력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매체의 소
통 기술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이해가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매체언어교

육의 핵심 사안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인
터넷이 매체언어로 읽고 쓰는 일의 중심에 놓이게 된 오늘날에는， 이 새
로운 소통 기술이 의미의 파급력에 어떤 영횡E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소통하논 주체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자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간의 소통 방식을 미디어와 관련하여 설명한 톰슨(Thorr뼈on，

191ì)

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 어떤 소통 매체보다 ‘고정’， ‘재생산’， ‘참여’의
정도가 큰 기술인데， 이 때문에 사회 변화를 강력하게 추동할 수 있는 매
체로 간주된다. 여기서 ‘고정(파영ltion)’이란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OJ=한 언어양식으로 이루어진 상정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 용량 정도를

뭇하는 개념이고 ‘재생산{repr'때lction)’이란 메시지 흑은 텍스트의 복제
가능성 정도를 뭇하는 개념이며， ‘초썩(뼈rtici때on)’란 소통 매체의 이용

자들의 활용과 훌썩 폭을 가리키는 말이대김영기 • 한선， '2fJf/J:Jll. 인터
넷은 동영엠나 소리를 담을 수 없는 인쇄매체나， 문자를 통한 표현에

한계가 있는 영상매체와는 달리 다양한 언어양식들을 자유흡게 동원해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논 점에서 고정의 정도가 높은 소통 기술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소통 구조와 관련하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은 ‘재생산’과 ‘죠얘’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은 누군가가 생산해 놓은 메시
지나 텍스트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복제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본의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소통 기술을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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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경우에는 원본의 복제에 한계가 있고， 예를 듬어
복사기를 이용해 복제를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측면에서 원본과는 분명
히 다른 방식으로 복제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전혀 써가 없이 복제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터넷은 재생산의 정도가

매우 높은 기술인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틀이 텍스
트 자체를 자신의 공간으로 복제해 옮겨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통 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개인 미디어’로 불리는 블로그는 얻반인틀이
직접 쓴 글이나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자신에게 펼요한 정보
와 지식을 차곡차곡 모아둘 수 있는 것 원본의 일부에 변형을 가해 패러
디한 것들을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 이 역시 재생산 정도가 높은 인터넷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된다{정현선， 2ffi)b:167-1&S),
한편 인터넷에서는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선자 간의 구분이 이분법적으
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쌍방향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적 소통이 기술적으

로 기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참여 정도가 다론 미디어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또한 종이나 책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매체의 소통 기술괴눈 근

본적으로 다론 특성으로1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개인 간 대화와 집단
토론을 기능하게 한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오랫동안 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장소 기능을 하게 됨을
뜻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소통의 이상은 기술에 의해 보장되는 것
이 아니라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다. 이 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인터넷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소통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융 살린
진정한 토론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자칫 결러지지
않은 무책임한 감정과 욕설이 난무하고 근거 없는 비빙L이 끝없는 오해와

갈등， 증오를 낳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결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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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든 정보와 지식， 문화와 예술 작품을 정보 공유라는 미명 하에 가로
채 버리는 비윤리적 소통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구락(Gt뼈k， :m2)
에 의하면，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내는 소통 문화에 대해 정말로 우리가
알0싸 할 것은， 단지 기술의 사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공생
하고 그에 관여하며 이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원본의 자유로운 복제，
수정，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와 이미지가 의사소통의 중심이 된 오늘
날에는，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통 매체의 기술에 관여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윤리가 펼요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인터넷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통신을 매개하는 수단이
기도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공 영역의 소통을 중재하는 언론
매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일종의 혼성 매체이다 현재 인터넷을 둘러싸
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통 현상틀은， 대중 매체가 중
심을 이루던 시절에는 명백히 구분되었던 통신 매체(사적 소통)와 언론
매체(공적 소동)가 서로 융힐L하면서 생기는 일틀이다. 이 와중에서 상당
한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생

산 · 복제 •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정보 공유
와 네트워크 형성을 특정으로 하는 인터넷과 결합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의미 효과이다.
띠라서 현재의 많은 혼란은 단지 인터넷상에서 다론 이의 인격을 존중
하고 언어를 순화해야 한디는 식의 당위적인 네티켓 강조를 통해서는 해

결되기 어렵다. 네티켓 강조보다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있는 새로운 매체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
다. 다양한 소통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국어교육
에서 중시해 온 언어 규범과 예절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통 현상의 본절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온라인 대화를 열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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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학년 듣기)，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7학년 말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런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매체를 의사소통의 기능적 차원에서 활용하는데 보다 중심을 두고 있다
고할수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쟁점들이 활발히 토론되고， 중요한 정보와 지

식， 새로운 문화가 유통되는 공간인 인터넷은 미디어의 개입 없이 이루어
지는 면대면 소통 방식과도 다르고， 생산자의 독백적 대량 소통을 중재하

는 기존의 대중매체 소동 방식과도 다르다.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원본의 자유로운 복제 및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의 소통 방식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을 기능하게 하는 소통 기술

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 소통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
이 반드시 펼요하다 인쇄매체와 문자언어가 읽고 쓰는 능력의 중심 기술

이었던 시대에는 책을 인쇄하고 출판하고 서점을 통해 유통시키는 능력

까지 일반인들에게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교
류 및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인 오늘날에는， 펼자에게 요구되는 능

력이 단지 글 쓰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 바 ‘디지렬 저자’는 글만 쓰
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생산하며 생산된 텍스트를 직접 매체를 통해

유통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ill. 나가며
본고에서는 매체언어교육이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하기 위

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고， 그 목표를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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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여 설정해 보았다. 이는 첫째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관
점을 이해하는 것， 둘째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비판
적 언어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심미적 미디어 텍스트를 문화적 관점에서 수용， 향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통 기술에 대해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익E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은 현행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달리， 매체를
단순히 국어과 교수학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고에서는 개정
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매체언어교육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천해

나가는데 있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나마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매체언어교육의 목표를 이론
적으로 보다 정치하게 다듬으면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물론 선택
과목인 ‘매체 언어’ 과목의 교육과정의 내용에 관련해 보다 정교하게 분

석하고 교재 구성 방안이나 교수학습 방댄빨 마련하는 논의는 추후의 연
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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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정현선

매체언어교육은 기존의 읽기와 쓰기를 매체 텍스트에 확대한 ‘언어’ 교육이
라는 익숙한 측면도 지니고 있지만， ‘매체 특성’을 고려한 읽기와 쓰기라는 점에

서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낯선 측면도 지니고 있다.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는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의 지식 분야에서 ‘매체 특성’을 고
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체가 달라지면 메시지를 표현하는 언어와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텍스트라도 어떤 매체에 실려 전달되고 유통
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강

조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를 소통의 목적과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적절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국어교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미디어 텍스트를 쓴다는 것은 텍스트의 생산 뿐 아니
라 유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매체언어를 통한
소통 능력이 텍스트의 이해(수용)와 표현(생산) 뿐 아니라 유통 능력까지도 포

함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미디어 자체의 변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매체언어교
육은 언어를 기호로 확정해 이해승}는 관점 뿐 아니라 기호의 의미 작용에 있어

매체가 작용히는 방식을 포함하는 소통적 관점 역사 펼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매체언어교육의 목표를 다음의 다섯 가지 항

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기호적

관점을 이해히는 것， 둘째 영상언어의 의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비판적 언
어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
력， 넷째 심미적 미디어 텍스트를 문화적 관점에서 수용， 향유，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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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통 기술에 대해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소통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여전히 국어교육
에서 다소 낯설게 여겨지는 매체언어교육이 국어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
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매체언어， 영상언어， 복합 %씩 언어， 의미화 체계， 비판적 언어 인식，
사회적 소통，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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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Ai ms of “ Media Language Education" , Based on the
Notion of “La nguage" as a Signifying Mode and the
Recognition of “ Media" as Communication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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