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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다시 담론인가?

다시 담론 논쟁이다. 1!R)년대 중반 국어지식 영역 체계화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독자론， 통합론(권재일， l ffiS; 최영환， l ffiS 등)은 매우 논쟁적
인 사안이었음에도 본격적으로 논쟁되지 않은 채， ‘국어활동의 토대’와
‘국어문화의 담지체’라는 양 측면으로 국어지식의 교육적 의미를 논한 ‘포

괄론’(김광해， l ffiS, mm으로 ‘봉합’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이후에
도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서 문법 영역은 흔들림 없이 내용 영역으로서 존

* 문제의식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부족한 논문에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

니라 연구자에게 차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귀중한 화두(話頭)까지 던져주신 익명
의 심사위원틀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서울대 국어교육과 대학원. 이 논문은 2단계 BK2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서울대 국어능력계발인재%탱 사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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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으며， 여전히 문법교육은 언제라도 자신의 근간을 흩뜨릴 수 있는

부정적 현실태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문
볍교육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은 교육 방법에 대한 변화 요청으로 섣
불리 치환되었다.

논쟁이 다시 불거진 것은 예E년 7차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을 통해서였

다 내용 영역 구분과 관련하여 문법 영역의 위치짓기가 격렬한 논쟁의

대%에 되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
은 이러한 논쟁에 불을 지핀 격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편 과정은
학적 논리와 담론의 ‘소통 공간’이 되기보다는 ‘배출구’에 지나지 않았으
며， 이번 논쟁 역시 ‘4영역 체제로 가고자 히는 것이 목표였으나......’(한

국교육과정평가원， :mJ)라는 묘한 뒷말을 남기며 원 체제로 복귀하는 방
식으로 ‘다시 봉합’되었다.
그리고 다시 200)년， 작지만 눈여겨 볼 논쟁이 있었다.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주세형， :mJ, 200))에 대한 선독자론(선명선， 2rOJa, 2003b)의 문제 제

기가 그것이다. 언뜻 ~년대 중반에 제기됐던 통합론과 독자론의 논리가
보였던 %빵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이 두 담
론은 모두 본질적인 문법교육론의 정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법교육론’
이라논 명명에서 살필 수 있듯， 이 안에는 문법지식의 문제， 지식 학습의

문제， 언어 주체로서 학습자의 문제가 모두 얽혀 있다. 기존의 통합론과
독자론이 국어 교과의 내용 기반으로서 ‘문볍지식’ 자체의 7김l 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이 두 담론은 ‘언어 주체가 얽혀 있는 문법교육 맥락 안에서
의 문볍지식’을 7에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토대와 지횡f이 겹치는 지점이 존재함에도， 이들 두 담
론은 현재 상호배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읽히고 소통되는 경횡f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상당 부분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의 핵심을 이루

는 ‘통합’， ‘기능’， ‘실용’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에 기인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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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교육 안에서 담론이 풍성하게 전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현상일 수 있다. 물론 그간 지속되어 온 몇 차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문

법교육의 섣제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시선， 소위 담론만 성(盛)
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젠 담론이 생산성과 현실 견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인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위 두 연구자가 그리고
본고가 다시금 담론에 주목하는 것은， ‘문법교육이란 무엇이며 그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캐라는 인식론과 가치론을 온전히 세우는 것만이 본질적
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끈질긴 믿음， 즉 담론의 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실체는 없이 담론만 무성하다는 것이 비판의 일각이라면， 산고

(옳苦)를 겪은 구체물이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데?’라는 질문 하나로 무
화되는 것 또한 현실의 일각이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것 아니냐는 조
롱에 시달리는 ‘문법교육의 위상 정립’ 시 B}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
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담론과 담론의 만남이 문볍교육론이라는 큰 상(像)을 단단히 다
지고 형상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배
타적인 OJ:상으로 전개되는 듯 읽히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러

한 소통 맥락 안에서는 두 담론이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환되고 말
우려가 있다. 두 담론의 ~}O 1 점을 예각화하는 작업은 통합적 문법교육 담
론과 신독자론이 지향하는 지점과 밟고 있는 토대를 분명히 하고 각 담론

의 입각점을 명료히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펼
요한 것은， 각 담론이 지난 생산적 의미와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
는 태도이다. 본고에서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
한 ‘생산적’ 읽기를 적극 개진함으로써 이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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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생산적 읽 7t
통합적 문법교육이란， ‘모어 화자의 실제 언어 수행 방식을 따론다’는

언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전제로， 문법교육과정의 내용 층위 설계에，
더 나아가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원리이자 관점
을 이른다{주세형， 2(Uì:147-148). 이러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한 ‘이
해’의 근저에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소위 ~년대 초의 구분， 즉， 통합

론， 독자론， 포괄론， 무용론 중 ‘통합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통합적 문볍교육에 관한 담론은 문법교육학의 여러 담론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담론은 후술될 김광해 (1937) 의 통합론， 상호보완론， 독자론， 무용
론 중 통합론에 해당한다{신명선， 2(Xfu:246, 각주3)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입장은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 자체가 표방한 것이

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통합적 입장’이나 ‘독자적 입장은 본질적 문법교육과정 중 하나의 축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통합적 입장이라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교육
내용 층위의 설계 원리에 대하여 이론화를 시도한디{주세형， 2CXXì: 143).

통합론은 주지하다시피 ‘국어사용기능과 문볍지식의 관련성’에 주목한
1) 통합적 문법교육에 대해서는 주세형(3Ui， :m3)을 참조하라 ‘생산적 읽기’라는 제하
(題 f) 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하 전개되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한 모든 논의는

물론 펼자의 문법교육론에 엽각한 개인적 견해로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을 재의미
화한 일종의 산물이다. 본고의 ‘읽기’ 역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한 오독(誤讀)
일 수 있다는 점은 펼자가 고스란히 껴얀。}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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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서， 국어교육의 전체 구도 안에서는 ‘국어사용기능에 도움이 되는

문볍지식(만)을 가르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는 기실 고유의 내용과
방법을 갖춘 전체로서 문법교육을 고민하는 문법교육학의 논리라기보다
는 국어교육의 체계화라는 목표 하에 그 내용 기반으로서 문볍지식을 의

미화하는 국어교육학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통합론은 본절적으로 문법교
육학자의 목소리는 아니었던 셈이다. 문법교육학의 논리로서， 문법교육학

자의 목소리로서 통합을 논하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문제적으로 떠
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금 ‘국어사용기능과 문법지식의 관련
성’에 주목하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은 현재 ‘국어사용기능 신장에 도움
이 되도록 문볍지식을 체계화 재기술한다는 논리로서 읽히고 소통되고

있다 그러자 문법교육을 외재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비팬신명선，
2(ffi); 장윤희， 때%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외재적 정당화가

본질적인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어찌 보면， ‘문법교육 연구자로서， 즉 문볍교육계의 내

부재insid앉)로서 문볍교육을 외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
바른캐라는 문제 제기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가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을 툴러싼 소통 맥락의 대략이다. 물

론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소통되는 근저에는， 일차적

으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 자체가 이렇게 소통될 만한 여지나 근거를 담
론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인용한 ‘독자적 입장과 대별
되는， 통합적 입장을 취한다’(주세형， 2ro):143l는 진술 등이 그 일례이다.

그러나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을 생산적으로 읽는 본고의 작업은，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전체적 지향과 의미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좀 더 강하게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지향과 의미는 이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
은 이른바 통합론과는 다르다’는 지점에 가 닿는다. 그 단초는 각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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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실용’에 대한 생산적 읽기이다.

2. 1. ‘기능’에 대한 생산적 읽기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는 ‘학습자 중심성’， ‘기능 중심성’， ‘통합 중심
성’의 세 가지를 중핵적인 원리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성’
에서 ‘기능 중심성’이， ‘기능 중심성’에서 다시 ‘통합 중섬성’이 도출되는
일련의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깅

여기서 주요한 개념은 ‘기능(機能，

따lction)’이다. 그런데 현재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이해되고 소통되는
맥락을 곰곰이 살펴보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핵심 개념인 ‘기능(機

能)’이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技能， skilD으로 단순
히 치환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있어 ‘기능’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형식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주세형， :ID):155)’이다. 주지하듯， 듣기 •
말하71. 읽 71. 쓰기는 언어로 된 즉 언어를 매재(媒材)로 하는 ‘언어활
동’이기도 하교 사고를 언어화하고 언어를 사고화하는 ‘사고활동이자 의
미구성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절차적 지식이 학습자에게 내재화된 상태
인 ‘능력(能力， ab퍼ty)’을 가리키기도 하고 절차적 지식을 대상화히여 목

록화한 ‘기능(技能， s때1)’을 가리키기도 한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

2)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진술을 참조할 수 있다{주세형， :mì: 148-149).
“여기서는 통합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층위에
서 설계 원리를 탐색하고 그 실제적인 모습을 구체화할 것이다. 세 가지 원
리가 도출되었는데， 교육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 중섬성’이 도
출되었다. 원리 1은 나머지 원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문볍 지식이 학습
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으로서 작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문볍
교육과정 내용 설계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원리 1 은 교육과정 내용
설계의 두 가지 방향을 확정하는데. 그에 따라 원리 2와 원리 3이 호출될단”
(밑줄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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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는 ‘기능’은，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라는 언어활동에 관한 절
차적 지식을 대상화해 놓은 설체인 기능(技能)， 흑은 이러한 기능이 학습
자에게 내재화된 상태인 능력(能力)이 아니라，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
기라는 의미구성 활동의 기제로서 작용하는 기능(機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어 화자의 언어활동은 ‘의미’에 적합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
과 다르지 않으며， 이때 ‘의미’는 언어학적으로 규정컨대 해당 언어 형식

이 담당하는 ‘역할’ 곧， ‘기능’이다. 그러므로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문볍지

식을 체계화하겠다는 시도는 모어 화자의 언어적 선택 과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문법지식을 체계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대로
라면， 언어 기능을 중추로 하여 문볍지식이 체계화될 경우 듣기 • 말하

기 · 읽기 • 쓰기의 의미구성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즉， ‘어떻게 말하였는개를 조망함으로써 ‘무엇을 말하였

는캐， 그리고 이를 넘어 ‘왜 그렇게 말하였는가?까지를 섣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이 의미하는바 ‘기능 중심성’이
다，'3)

이렇게 볼 때 ‘기능 중심적으로 문법교육 내용을 체계화， 재기술해야
한다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주장을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와 연
계될 수 있도록 문법교육 내용을 체계화 재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로 치환시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일단 ‘기능 중심적으로’ 문법지식
3) 이때， 애초 기놈機能)과 기놈技能)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교 기놈機能) 중심
적으로 재기술된 문볍지식이 아직 그 체계적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교육과정이든 교재이든， 수업이든， 그 구체적 현실태 안에서는 어차피 듣기 · 말

하기 · 읽기 · 쓰기 영역에 중복 배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결국 기능(技
能)을 지원하는 문볍의 형태가 되어 버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차후 논의될 ‘통합’과 마찬가지로 목표와 결과， 지향과 현설태의 문제

로서 서로 논리적인 구분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하루 빨리 그 실체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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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화하겠다는 논리는 ‘형식 중심적으로’ 문법지식을 체계화하는 논
리와 마찬가지로 문법지식의 내적 체계화에 대한 논리이다. 사실 의미기

능과 형식 중 어떤 것을 중추로 놓고 문볍지식을 체계화하는가 하는 사안

은，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라는 국어교육적 문제와는 전혀 별개룩 오
히려 기능주의냐 구조주의냐 하는 언어학 내부의 학적 패러다임과 관련

된 문제이다. 다만 기능 중섬적으로 문볍지식이 체계화될 경우 형식 중심
적으로 체계화되었을 때보다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의 언어활동과
더 긴밀히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형식 중섬적
체계화가 국어학이라는 학적 체계의 자율성(‘자율적 체계로서의 구조화’)
을 강조한 반면， 기능 중심적 체계화가 언어 사용자의 언어적 선택 과정
(‘의미적 자원으로서의 구조화’)에 강조점을 둔 데서 기인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쐐 기능 중심적인 체계화를 주장하였는개에 달

려 있다. 만약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국어사용능력의 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문법지식을 기능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일명

‘치환’은 오독이 아니라 오히려 정곡을 찌른 것이 된다 그런데 과연 통합
적 문법교육 담론이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문

볍지식을 기능적으로 체계화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 절에서 논의하겠지
만， 궁극적으로 ‘통합’의 개념과 결부된 문제로서 사실 그리 선명하지가
않다4)

따라서 ‘왜 기능 중섬적인 체계회를 주장하였는개라는 물음에 대한 본
격적인 탐색은 이하 ‘통합에 대한 생산적 읽기’의 몫으로 넘기고 여기서
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출발이 ‘학습자 중심성’에 었다는 주세형

4)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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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8←149) 의 언급에 주목함으로써 그 탐색의 일단을 시도하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성’ 원리는 ‘기능 중심성’이나 ‘통합 중심성’ 원리에 비해 비교
적 그 의미가 투명하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 제 1원리로 ‘학습자 중

심성’을 먼저 내세우고 이후 ‘기능 중심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결국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출발점은 ‘언어 인간 활동교육’이 한데 엮여 있
는 문볍교육의 틀 안에서 언어 주체를 배제한 채 문볍지식의 내적 구조와
자율적 체계성만을 강조하는 데서 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법교육에서 언어 주체의 문제를 중요히 언급하는 것은 사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아니더라도 최근 문법교육 담론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김은성 cm)αm)， 신명선(2IDJa/2OOJb)， 이병규(뻐}ì)， 졸고
(200);':뻐η) 등). 게다가 이는 사설 사회언어힘써나 텍스트언어학， 심리언
어학， 인지언어학과 같은 제반 관련 언어학 연구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며，

주체의 강조논 현대 교육학의 기본 지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통합적 문
볍교육 담론은 결국 이러한 언어 주체의 문제를 ‘기능 중섬성’이라는 논
리로 껴안고자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언어 주체의 문제를 기능 중심성
이라는 방식으로 껴안고자 하는 시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이며 합당한지

에 대한 물음이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언어 주체를 논
외로 한 채 언어지식의 가치화에 주목한 이른바 통합론과 다른 지점에 서

있다는 본고의 문제의식의 일단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2.2. ‘통합’에 대한 생산적 읽기
사실 앞서 인용한바 ‘모어 화자의 살제 언어 수행 방식을 따른다’는 언
어에 대한 통합적 관점 자체는 그 의미역이 워낙 넓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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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내기 힘들며， 당연히 해석 또한 다기한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의미와 한계는 결국
해당 담론의 정체를 담고 있는 수식어인 ‘통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에 대한 논란
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바로 ‘통합’ 개념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제(諸)국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통합’

을 ‘문볍지식과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활동의 통합’의 의미로 개
진하고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 눈에 띄는 것이 사설이다. 특히 다음과 같
은 진술(주세형， 2ro):147-148) 이 그러하다.

언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은 한마디로 ‘모어 화자의 실제 언어 수행
방식’에 따르는 관점이라고 정리된다. 모어 화자의 언어 수행 방식에서

는 다양한 층위의 ‘통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문볍 교육과정
을 셜계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층위， 방식의 통합을 유도한다.

첫째， 문법교육에 대한 두 입장 중 ‘통합적 입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
히 한다. 즉 이때의 통합이란 문법 지식과 국어사용 능력 신잘관좋활

효윈만할단 문볍교육 내용이 실제 의사소통 행위에서 사용곽짚접견
인 관련성을 지난다는 의미이다.

둘째 부문별， 단위별로 제시되었던 문법 지식들이 통합 양상을 보인
다. 실제 모어 화자는 부문별 단위별로 문볍 지식을 저장하지 않음에도
그동안 문볍교유에서는 부문별， 단위별로 교육내용을 제공해 왔다.

(중

략)

갯째. 문볍 지식과 타 영역의 통합이다. 모어 화자의 실제 얻앞순행
방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행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늪쥔
에서， 그리고 통합적 문법교육이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듣기，뭘한ZL원

기‘ 쓰기에서의 언어적 지식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영앞좋찰을 의미하기도 한단，
(밑줄은 연구자)

‘통힐l이란 문볍지식과 국어사용 능력 선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 책

에서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영역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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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사실 ‘기능 중심성’의 ‘기능(機能)’이 ‘기능(技能)’의 의미로 치환되

는 데도 강력하게 작용하였으며，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적으로 문법지식을 재기술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근
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은 문법교육을 외재적으
로 정당화한 논의’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위 진술들을 놓고 보면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이 의미하는바
‘통합’은 비교적 투명하게 ‘문법지식과 듣71. 말하71. 읽 71. 쓰기의 통합’

으로 이해되고 소통될 볍하다. 그렇다면 ‘왜 기능적으로 문법 지식을 체
계화했는개라는 앞 절의 물음에 대한 답은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
해서’로 귀결될 것이고 결국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한 그간의 ‘이해’
는， ‘기능(機能)’과 ‘기능(技能)’의 개념적 치어에도 불구하고 정곡에 가
닿아있다고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교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에서 지향하는바 ‘통합’을 문
볍지식과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활동의 통합으로 간단히 읽고
넘어가기에는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의 의미가 그리 간단치 않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는 ‘학습자 중심성’에서 ‘기능 중심
성’， 여기서 다시 ‘통합 중심성’이 도출되는 일련의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주세형， :m3:148-149l. 그러므로 연구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의

미는 ‘학습자 중심성， 기능 중심성에 이어 도출되는 원리로서의 통합’에
주목할 때에만 그 생산적 지향이 유의미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본고

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터해 ‘기능 중심성’의 의미나 그 토
대가 되는 ‘학습자 중심성’의 의미에 비추어 ‘통합’의 의미를 읽어보면， 통
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 지헝승}는바 ‘통합’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본질적

으로 문볍지식과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활동의 통합이 아니라
는5)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에서 생산적으로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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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통합이란 과연 무엇과 무엇의 통합인가? 통합적 문볍교육 담
론에서 명시적으로 언술된 바 없으나 ‘학습자 중섬성’과 ‘기능 중심성’에

대한 논의나， ‘통합’의 의미를 ‘단위와 부문의 통합， 의미와 문법의 통합，
세계와 문법의 통합’으로 나눈 것(주세형 2ro):181-껑2) 등으로 보아 판단

하건대，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통합’은 결국 문법
과 언어 주체의 통합에 가 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촌 이때 ‘통합’

이라는 용어가 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과연 애초 통합
적 문법교육 담론이 이러한 의미의 통합을 지향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성， 기능 중심성에 이어 도
출되는 원리로서의 통합’에 주목한다면 가장 근원적인 의띠의 ‘통합’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언어 주체와 문법 간의 통합에 가 닿아 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와 부문， 의미와 문법， 세계와 문법의 통합은 문법과 언어 주체와의

통합과 통섭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자 그러한 통섭을 추구한 결과가 된
다.

‘통합’의 의미를 이렇게 읽어내면，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와 문법의
통합은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된다. 통합적 문법
교육 담론에서 ‘문법과 언어활동의 통합’이 ‘통합’의 한 국면으로서 제시

되어 있지 않디란 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눈여겨볼 펼요가 있다. 앞서

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로서의 통행 1 가능한 이유는 기능 중심적으
로 재구조화된 문법지식에는 이미 언어 화자의 언어적 선택 논리가 녹아

5)

여기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1 지향t"}는바 ‘통합’은 문법지식과 튿71. 말하71. 읽

기

· 쓰기

언어활동과의 통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열린’ 진술 대신 곧이 강

하고 폐쇄적인 진술을 내 놓는 이유는， ‘목표 흑은 지향과 ‘결과 흑은 산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어떤 논란이 빚어지는지，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고스란
히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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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밖에 없으며， 언어적 선택 논리로 체계화된 문법지식은 그 자체로
언어활동의 주요한 의미화 기제이자 설명 논리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생산적 읽기에 의거할 때 앞서 인용한 주세형(:roJ: 147-148) 의
진술은 통합적 문법교육의 ‘결과’에 대한 진술로서 재의미화될 수 있다.
또한 ‘통합이 궁극적으로 영역 통합이리는 것도 목표점 · 지향점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통합적 문법교육이 온전히 설계되고 구현될 경우 결과적
으로 가능한 교육적 실체에 대한 기술로서 재의미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것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담고 있는 유의미한 논리를 예각화하

는 데 있어 훨씬 더 생산적인 방식이며， 비록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
지만 이것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궁극적인 지향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같은 논리에서 주세형(:ID))에서 제시된 ‘말하기와 문법의 통
합， 쓰기와 문법의 통합’ 등도， 기능적으로 재구조화된 문볍지식이 어떻게
말하기나 쓰기 활동의 설명 논리 또는 기저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시 딸R 이틀 통합의 ‘사례’는 ‘사용역， 대
기능’ 등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문볍지식이 자연스

럽게 언어활동과 결합하는 결과적 O.}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언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볍지식을 재구조화한 결괴를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표점과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읽느냐에 따라 일견

동일해 보이는 현상도 전혀 다르게 의미화될 수 있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을 생산적으로 읽는 데 있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
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성격을 결정

짓는 수식어로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펼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통합이라는 용어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방하
고 드러내고자 하는 개념이 이와 같다면 곧이 기존에 소통되고 있는 용

482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어 ‘통합’을 차용해f 학문적 소통에 난점을 초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다. 물론 주세형(2m): 143,

147-148)

등의 진술 등을 보건대， 애초 연구자가

목표로 했던 지향은 기존의 ‘통합’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문법교육 담
론을 실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논의의 맥(服)은 분명 기존 통
합론의 그것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본고가 생산적 읽기를 시도<51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기존의 통합론
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지점이 명확히 소통되기 위해서는， ‘통합적 문법교

육 담론’이라는 용어에서 ‘통합이란 용어를 달리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가있을것이다

2.3 ‘실용’에 대한 생신적 읽기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 의미하는바 ‘설용’은 연구Å}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로티 (R Rorty)를 위시한 일련의 학자가 내세운 ‘신실용주의(네오
프래그마티즘)’의 ‘실용’이며， 이러한 의미의 ‘설용’은 듀이(]. Dewey) 의 ‘설
용’에 그 태생적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학은 모두 듀이에 대한
주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전히 ‘다시 읽기’가 끊이지 않는 대^J-이 바

로 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듀이의 ‘설용’이 이른바 ‘생활사태적 유

용성’을 의미하지 않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듯하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선실용주의의 ‘실용’이 이런 생활사태적 유

용성이 아니라 ‘교육적 유용성’이라고 할 때 그것의 의미가 정확인 무엇
인가하는데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실용주의가 의미하는바 ‘실용’은， 학적 세계와 생
활 세계의 구분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생활 세계로 학적 세계의 가치를

결정짓겠다는 의미의 ‘실용’이 아니라， 학적 세계와 교육 세계의 구분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교육 세계로 학적 세계의 가치를 결정짓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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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용’ 01 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실용’을 읽어

낼 경우， 신설용주의의 관점은 실제 언어생활， 언어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법지식을 체계화하고 가르쳐야 한다논 논리 6)로 귀결될 것이

다1) 현재 신실용주의에 대한 비판， 신실용주의의 교육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은 ‘실용’을 이러한 전자의 의미
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서 찾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도 해당 담론의 ‘실용’이 전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다.

그간 국어파 교육에서 실용성과 탐구성은 내내 강조되어 왔다. 국어과
영역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문법교육 역시 탐구성과 실용성 8) 을 모

6) 이러한 논리는， 결국 ‘실제 언어생활， 언어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문법지식을 가르쳐
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실제 언어활동에 도움이 되는 문볍지식만을 가르쳐야 한
다’는 논리와 모두 이어진다.

7)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흑은 도움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되니까) 문법
지식을 체계화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는， (흔한 예로 소개되는) ‘회중전등을 제대

로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빛의 직진’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홍우，
lS74!Eml45)보다，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다. 즉， ‘회중전등을 제대로 비출 수 있게 되

므로 빛의 직진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가 억지스럽고 생경한 데 비해 ‘설제 언어생
활 속에서 언어활동을 잘 영위하기 위해(언어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되니깨 문법지
식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는 그만큼 우리 안에 이미 ‘상식적인’ 논리로서 자리매김을
한듯하다
결국 문볍지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이미 생활사태적 유용성이 긴밀하

게 얽혀 있어서， 빛의 직진이 왜 회중전등을 제대로 비출 수 있게 되는 것과 상관없
이 가르칠 이유를 갖는지 설파하는 것보다 문볍지식이 왜 언어활동과 관계없이 가

르치고 배울 이유를 갖는지 설파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 문법교육계가 처한 현
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소위 문볍지식의 생활사태적 설용성이 왜 해당 문볍지식의

교육적 가치를 섣명하는 논리가 될 수 없는지를 입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8) 물론 주세형(찌Xì:12l)에서는 ‘탐구성이 삶에 맞닿아 있는 맥락과 마찬가지로 실용성
도 삶과 합치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용성과 탐구성을 서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간주한 기존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성영(axJ3)의 논의를 끌어와

484

국어교육연구 제19집

두 지향해 왔다

... (중략) ...

이때 실용성을 천박하다고 펌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과 합치되는 설용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삶과 학습
의 선환경 관계를 조장할 수 있고 학습자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동운 장점이 있대주세형， 2ffiJ:1á)←1낌)

그러나 신실용주의의 교육적 의미는 ‘실용’을 후자의 방식으로 읽어냄
으로써 잘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신실용주의를 생산적으로 읽는 방식이

다 여기서 의미 있는 구분은 학적 세계와 생활 세계가 아니라 학적 세계
와 교육적 세계의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한 명제가 바로 ‘그 자체
로 교육적 7}치를 지닌 교육 내용이란 없다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히는

것만이 의미 있는 교육 내용으로 섣 수 있다.’는 진술이다. 학문 세계 안

에서는 모든 지식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끈질긴 탐구 결과로서 그 자체로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교육 세계 안에서는 철저히 ‘과연 그
것이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지

식은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캐라는

교육적 정당화의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교육 내용으로서 설 수 있게 된
다. ‘신실용주의에서 말하는 교육적 유용성이란 학습자의 성장 가능성’이
라는 해석(주세형， 2005:33)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며， 본고에서 통합적 문

법교육 담론의 ‘설용’을 후자의 의미로 읽고자 하는 것도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의 이 같은 해석 때문이다
이처럼 소위 학적 세계와 교육 세계를 엄밀히 구분하는 논의는 일군의
교육학자들이 제기하는 교육본위론(敎育本位論)9) 에서 두드랴진다. 이들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용성’， 언어의 다면적 속성 중 하나인 ‘설

용성’에 대해 논의하는 맥락은 설용을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게 이끄는 실마리가 되
었다고볼수 있다.

9) 교육본위론에서는 학문 세계와 교육 세계를 각기 ‘수도계(修道界)’， ‘교육계(敎育界)’
라 하여 분명히 구분하교 수도계에 적용되는 논리가 교육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

음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수도계와 교육계는 서로 상호교섭하는 세계로서， 그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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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저히 교육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를 구분짓고， 교육의 세계를 특정짓
는 논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신실용주의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입어내고 있는 일군의 부류라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라할수있다.
피터스(R Pe따s) ， 허스트(P. 돼rst) , 허친스(P. Hìrc바lS) 의 논의， 그리고

이들 논의에 대한 한국적 해석을 개진하고 있는 이홍우(1974/1913 등)의

논의는 교육 내용으로서 지식의 가치를 중시하고 내재적 정당화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종종 문법교육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참조 대상
이 되곤 한다. 그러나 이틀 논의를 문법교육 안으로 가져올 때 가장 유의
해야 송}는 지점은， 이들이 ‘학문=교육’이라는 논리를 초지일관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교사는 학문하는 X에자 학문 행위를 학생에게
시범보이는 째고 학자는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적임쩨

며， 교과의 교육 내용은 곧 해당 학문의 학자가 E뜯 학문 활동이다. 이들
에게 교육 내용은 곧 교과 · 학문 · 지식이며 그 얀에는 그것의 교육적 가

치가 이미 선험적으로 붙믿썩 있다. 이는 마치 학문 세계의 논리가 교육
세계의 논리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며 여기에 학문 세계와 구별되는 교육
세계만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는다.

문볍지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식 자체의 내재적 정당화 외에
도 별도의 교육적 정당화 논리가 펼요하다. 다시 말해， 왜 다른 지식이 아

니라 바로 문볍지식이 가르칠 내용으로 설 수 있는 것인지， 문법교육이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의미하고 교육적 경험이란 무엇인지， 그러

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학습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해

의 O.}상은， 수도계가 제공하는 학적 지식이 교육계 안에서 교육의 ‘소재’로서 기능하

고， 교육계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이 수도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동력으
로 기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장상호W:B7， 때Xl， :ro=ï) 등을 참조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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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경험은 어떻게 설계되고 조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리가 서야 할
것이다. 선실용주의에서 말하는 ‘교육적 유용성’도 바로 이 지점에 서 있
다

이렇게 볼 때 장상호WB7， 2ffi), 2(0))의 교육본위론적 관점에 입각히여
‘문법교육론’의 정립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이홍우097411(lli， 뻐)3)의 논의
에 기대어 신실용주의의 유용성 실용성 개념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논
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는 교육본위론이든
이홍우의 논의이든 근본적으로 ‘내재적 정당화’를 기치로 삼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이들은 외재적 정당화보다는 내재적 정당
화가 대상 세계의 실재와 가치를 밝히는 정당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일

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교육본위론에서 내재적 정당화의 대싣L이
교육 활동 그 자체인 데 비해 이홍우(197411(lli 등)에서는 내재적 정당화
의 대ÃJ-이 (교육 내용인) 지식

· 학문 그 자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치이이

다. 물론 이는 간파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치이이다10)

10)

이렇게 볼 때 이홍우(lgJ4i19.:xì 등)의 논의에 기대어 교육의 내재적 가치룹 논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교육 내용인 교과에는 그것의 교육적 가치가 선험적으로
붙박여 있다는 이들 논의는， 사실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를 논하는 것이지 교육
의 내재적 가치를 논하논 것이 아니다 다음의 언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는 항상 교육의 과정 그 자체로서보다는 그것이 관계
한늘객용인 지닌 가치를 두고 주장되는 것이 보통이다

... (중략) ... 이러한

내재적 가치설에 대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정
째는 교육받는 주체와는 무관하게 교육의

내용 그 자체가 교육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고이다 교육적 가치는 교육 활동이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의 가치론적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적 대상과 교육받는 당사자
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문뢰」융용할
지식. 탁월한 이론. 고매한 학문이라도 그것이 교육받는 당사즈냄-설잘.'1
유의미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돈죠낸록요포효설간잔란프표土숨월단
(이돈희，

1993:291-292).
(밑줄은 연구자)

그런데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교육 내용의 내재적 7녀플 논하는 방식

도 곰곰이 살펴보면， 교육 내용으로서 이마 존재하는 교과의 가지는 선험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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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 두 논의가 철저
히 교육학의 논의리는 것이다. 이틀의 관심사는 보편적인 교육활동이거
나 보편적인 지식 · 학문 그 자체이다. 전자에 있어 문법(지식)은 교육 소

재의 하나일 따름이고1]) 그것이 다른 교육 소재에 비해 더 나은 교육 소
재라는 점은 문법 스스로 입증해야 할 사안이다. 후자에 있어 문법(지식)

은 다른 지식체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학적 탐구 성과로서 그 자체로 가
치 있는 지식이며 그 안에는 이미 교육 내용으로서의 가치가 붙빅썩 있
다. 물론삼학(三學)이나오랜 기간의 자유교육(담由敎育) 전통이 여기에
좀더 실제적인 힘을 실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알(배울) 가치가 있다’는 소위 ‘독자론’의 폐쇄적인 순환 논리 그 이상을
넘을수없다
문법교육 연구자에게 펼요한 것은 문볍지식만의 가치 정립도 아니고

교육활동만의 구조화도 아니다. 우리의 현안은 ‘문법교육’이라눈 하나의

실재(實在)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의 속성과 가치
를 밝히고 의미화하는 것이다. 기설 신독자론에서 주창하는 바도 이것이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필요한 것은) 문법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개에 대한 관심이다. 문법교
육이란 무엇인개 문볍교육을 통하여 학생틀은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

는개 문볍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그 자체는 어떤 특정을 갖고 있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되， ‘왜 (굳이) 해당 교과가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되었는지’에 대해서논 설명해 줄 수 없다 연구자가 이홍우(1974flffi3 등)의 논의가
‘교육’이나 ‘교육내용’의 내재적 정당화라기보다 ‘학문 혹은 지식의 내재적 정당화’
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11) 그리동때 교육본위론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교육활동에서 교육 소재는 일관되게 대
문자 X로 일괄 처리되고 있다. 교육 소재가 무엇이냐는 것은 이들이 구조화하고 있
는 교육활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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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법교육이 갖는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일반론적이 탐구

가 필요하다. 문볍교육학이 이론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법교
육학’은 ‘문볍’과 ‘교육학’의 결합이 아니라는 구호에만 연연하지 말고 푼볍
교육의 실재 그 자체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선명선， 2ffiìa:강3-274).

본질적 교육과정론의 정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통합적 문법교
육 담론의 기본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3. 문법교육론 자리매김의 두 방향
: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주체’의 통섭을 토대로

문법교육론의 출발은， 염밀히 말해 문법을 하나의 ‘교과’로서 상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때의 교과란 학교 교육과정의 실체로서의 교
과를 의미하논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경험 구조로서
의 교과를 의미하는 것이다12) 이러한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문법교육이
란 무엇인가{인식론)， 문법교육은 왜 필요한가{가치론)， 문법교육의 내용

은 무엇인개내용론)， 문볍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조직， 제시되어야 하는가

(조직론) 등과 같은 물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문법을 하나의 ‘교과’로
상정하지 않고 그저 광역 교과인 국어 교과에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내
용 영역’ 13)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물음 자체가 설 수가 없다. 교육

12) 이는 ‘인간 정신 활동상 공통적 자질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형성되는 학문적 현상의
범주’를 ‘교과’로 설정하고 있는 박인기(1땐.많)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13) 여기서 ‘내용 영역’， ‘기초 지식’이란 함은， ‘교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정된 것
이다. 이때 지식은 수행적이고 정의적인 요소가 얽힌 하나의 경험 구조(교과)가 아
니라 그저 명제적， 사실적 개념 처l 계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국어활동을 듣기
하기

· 읽기 · 쓰기

·말

활동으로 상정한 후 문법 영역을 이러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

식 영역으로 상정하는 맥락(국어과 교육과정의 틀을 언어 사고 맥꽉으로 나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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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서 ‘문볍지식’만이 문제가 될 때， ‘언어를 대상으로서 다루는 언
어 주체’의 문제는 개입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이때 유의미한 질문이란

‘교육 내용으로서 문법이 국어 교과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
는가 국어 교과의 내용 체계에 얼마나 부합하는개’일 따름이다14)
그러므로 문볍교육론은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를 대상으로서 다루

는 ‘언어 주체’를 끌어안는 것으로 시작된다. 본질적 문법교육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선독자론이나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이 언어 주체의 문제를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까닭일 터이다. 신독자론이 기존의

독자론과 엄격히 션을 긋고 있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며， 본고에서 통
합적 문법교육 담론을 기존의 통합론과 같은 담론으로 간주하지 않는 까
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주체’의
통섭은 선독자론과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공유하고 있는 토대이자 지
향인 셈이다.

이처럼 문법교육론이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를 대상으로서 다루는
‘언어 주체’의 통섭을 전제로 한다면 이 두 요소간의 통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방향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첫째， 언어 주체가 대상으로서 언어를 바라보고 다루는 측면에 주목하
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언어 주체가 언어를 대상으로서 다루고 사고
문볍 영역의 ‘사고’ 부문을 텅 비워두었던 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없E)을 보라)과， 국어사용활동문법활동문학활동으로 국어교육의 영

역을 구분한 후 문법 영역을 하나의 활동 영역으로 상정하고 그 경험적 성격을 규
정한 후， 이를 위한 개념적， 절차적 지식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 개입
하고 결과로서 형성되는 태도를 개념화동}는 맥락은 분명 다를 터이다. 국어 현상

탐구활훤이병균， 때X))， 국어 인식 활동(김은성， mvmì) 등의 논의가 이러한 문
법 활동에 대한 개념화 시도로 볼 수 있다.

14) 이 질문은 국어교육계 안에서 정말로 낯익은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역교과
인 국어과의 교육과정을 문제 삼고 그 내적 체계화와 정합성에 주목할 경우， 더 힘
음발휘하는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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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식 활동에 주목하고 그 교육적 의미화를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를
‘언어 주체의 언어 들여다보기’라 칭하자.

둘째， 대상으로서의 언어를 통해 거꾸로 언어 주체를 조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의미구성활동인 언어활동의 경
로(經路)이자 자원( 資源)이자 기제(機制)라는 점에 주목하고 언어활동과
그 산물인 언어텍스트의 의미를 언어를 통해 해석하고 조망하기를 추구

한다. 그렇다면 당장 펼요한 것은 언어적 선택을 위한 의미적 자원으로
서 언어를 체계화하고 재기술히는 것이다. 이를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

다보기’라칭하자

문 법 교육론 의 정립

인간
한여다보기
11

대상으로서의

그 가능성 용

언어

위한언어
재의미화

{그림

1J

·즙·

•

언어필용해

•

언어주체의
언어
간 여다보기
11

그

인식환동의
교육적 의미
추구

문법교육론 정립의 두 방향

3.1 방향 1 - ‘언어 주체의 언어 들어다.방|’
그 인식 활동의 교육적 의미 추구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를 대상으로서 다루는 ‘언어 주체’ 간의 통
섭의 의미화하는 첫 번째 방향은 언어 주체가 언어를 대상으로서 사고하

고 다루는 인식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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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대상으로서 사고하고 다룬다는 것은 어떠한 경험이며， 그러한 경
험이 갖는 교육적 속성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의미화는 사실 언어를 대상으로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것
이 문법교육에서 제공해야 하는 본질적 경험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졸
고 :m3/:뻐η)， 문법교육의 인식론과 가치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본질적 시
도에 가닿논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 안에서 문법은 언어 현%에나 언어 텍스트의 이변에
놓인 논리나 기능의 체계로서 사고와 탐구의 대엠 되며， 언어 현상이나
언어 텍스트는 이러한 문법이 작용한 결과이자 산물이 된다. 이때 이러한
문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 수준에서 탐구되고 연구된 학적 체계인 문볍지

식은， 언어 주체의 사고와 탐구를 위한 일종의 참조 체계이자 참고 자료로
서 기능한다.

이처럼 언어 주체가 언어를 대상으로서 탐구하고 사고하는 인식 행위
에 주목하고 이러한 인식 활동이 갖는 경험적 속성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방횡E은， 이와 같은 인식 활동이 국어 교과 내의 여타 국어활동과는
차별화되는 경험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학습자에게 유의

미하고 교육적인 경험이라는 인식에 터해 었다. 국어지식교육의 주요 현
상으로서 국어인식 활동의 개념과 속성을 밝힌 논의(김은성， 2005/:때X);
졸J1.， :m3)의 논의나 문법교육의 본유적 경험구조로서 문법인식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졸고 '2fJJ1) 등은 모두 이러한 측면의 의미화에 주력
하고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15) 선독자론에서 두드러지게 표방하고 있는

15)

그 밖에도 언어 주체의 인식 활동의 의미화 자체가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지는 않

으나， ‘국어 시용 활동’， ‘문학 활동’과 함께 ‘국어 현상 탐구 활동’을 설정하여 국어

교육의 각 영역의 위상을 세우고자 한 이병규Cffiì:101l의 논의나， ‘문법 능력’을 ‘지
식 능력， 시용 능력， 태도 능력’을 포함한 것으로 설정히여 문법 영역을 내용 교과
에 한정시키는 데서 탈피하고자 한 이관규GID3’40-41)의 논의도 넓게는 이러한 연
구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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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또한 이러한 방횡t이다. 신독자론에서 기존의 독자론과 차별회를 시

도하고 있는 지점이 학습자에 대한 고려이고， 지식이 학습되고 내면화된
상태에 대한 교육적 의미화이기 때문이대신명선， 예X3a/:IDili).
결국 이러한 시도는 ‘언어’와 ‘인간{언어 주체)’， 이 두 요소를 끌어안되，
문법교육 연구가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텍스트언어학 등 역시 언어 주
체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여타 국어학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언어와 인간 이 두 요소를 끌어안

으면 문볍교육론의 정립이 가능하디는 것은 지극히 얀이한 접근열 수 있
으며， ‘문법교육’을 고민하면서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주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한 닫이 문법교육

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텍스트언어학 등 국어학
연구의 몇몇 흐릎 안에서도 언어 주체의 문제는 중요하게 얽혀 있다. 그
러나 문법교육론은 이 둘을 끌어안되， 언어 주체가 언어를 대상으걱료 삼아

관찰하고 탐색하고 사고하는 인식 행위가 왜 의미 있고 가지 있는 인간
활동인지， 그 교육적 의미화에 주력한다. 즉 언어 주체와 언어를- 고려하

되，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텍스트언어학과는 그 탐색하고 의미화하고
자 하는 대상 세계가 다른 셈이다. 이런 점에서 결국 이러한 시도는 문법
교육의 인식론과 가치론에 가 닿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언어를 대상으로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인식 활동을 의미화하는

연구는 이제 막 인식 활동을 개념화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험적 속성
을 밝혀나가는 단계에 놓여 있다. 언어를 대상으로서 디루고 사고하는 인
간 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는 철학적인 층위에서 좀더 철저하게

담론의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언어를 대상으로 다루고
사고하는 인간의 인식 활동이 다른 여타의 인식 활동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흑은 언어를 대상화하지는 않는 여타의 언어활동괴는 어떻게 차
별화되는지에 관한 논리적이고 섣득적인 담론의 구축을 펼요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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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리가 뒷받침될 때에야 이러한 인식 활동이 왜 유의미한 교육 내용
으로서 설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이런 인식 활동을 경험 내용으로 제시하
는 문법교육이 왜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론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담론으로서 철학적으로 개진될 펼요가
있는 동시에， 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도 입증될 펼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대상으로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인식 활동’의 일반
적인 의미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법(지식)의 개별 ‘내용’과 관련승배 관

련된 언어 현상을 디루는 인식 활동이 갖는 경험적 의미를 각기 차별적으
로 밝히거나， 언어를 탐구하는 관점이나 방향에 따라 탈라지는 인식 활동

의 ÖJ=상과 그것이 지니는 경험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등，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펼요가 있다16).

3.2 방향 2 -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다보기’

:그

가능성을 위한 언어 재의미화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를 대상으로서 디루는 ‘언어 주체’ 간의 통

섭의 의미화하는 두 번째 방향은 언어를 통해 인간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언어를 재구조화하고 재기술하는 것이다. 이때 언어를 통해
인간을 틀여다본다는 것은， 언어 텍스트가 언어 주체의 사고 • 의도 · 의

미를 담고 있는 산물이며 언어 텍스트를 읽어냄으로써 언어 주체의 사

고 ·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볍지식을

형식 중심으로 체계화해 놓음으로써 그 자울적 구조체로서의 측면을 드

16)

예컨대， 국어인식 활동에 개입하는 ‘태도’를 범주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규범적 국

어인식 활동， 분석적 국어인식 활동， 비판적 국어인식 활동， 창의적 국어인식 활동
등으로 국어인식 활동을 분류하고 있는 검은성 (mì) 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의
있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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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방식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놓음으로써 의미적 자원으
로서의 측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언어 주체

가 자신의 의도를 언어화하는 과정은 의도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
는 과정이므로， 이처럼 의미기능에 따른 형식의 체계로 문법지식을 체계
화해 놓을 경우， 언어 텍스트를 놓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중심 P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로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
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 텍스트를 열종의 언어적 선택의 결과로 보고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어 화자의 의도와 지향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다보기의 주요 메
커니즘이다
우리는 흔히 문법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를 언급할 때 ‘언어에 대해
얀다는 것은 곧 끄 언어를 시용하는 인간에 대해 아는 것， 그 언어로 구성

되는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라 상투적으로 의미화하곤 한다. 여기에는
언어가 세계를 구성하논 매재(媒材)이며 세상을 보여주는 창(똥)이자， 동

시에 언어를 사용하는 나와 남을 연계하는 경로(經路)이기도 하다는 기
본적인 인식이 깜려 있다. 이는 기설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문법교육의

가치나 의의를 입론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의미 있게 끌어얀。바 하는 지점
이다

문제는， 이러한 입론이 기능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흑은 구비해야
하는 경로나 토대가 무엇인가 i>}는 것이다. 언어가 세계， 그리고 (A싸와
타인을 포함한) 인간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이자 죠L이 될 수 있으

려면， 언어는 그러한 경로나 창으로서의 역할이 잘 담당할 수 있게끔 그
존재 양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자율적 구조체로서 체계화된 문법지식
은 그러한 창이나 경로로서 존재하기에는 인간과 세계와의 접근성이 매
우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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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 언어를 재기술한다는 것은， 인간과 세계를 엮고 중개하는
경로나 창으로 언어의 존재 양태를 바꾸어나가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형

태 중심으로 구조화된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율적이고 완벽한 구조
체로서， 언어를 과학적 탐구와 탐색의 대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적합한 존
재 양태일 수 있다. 단위와 층위라는 두 축과 의미/기능/형태라는 세 가지
부변을 중심으로 철저히 구조적으로 짜여진 문법체계는 언어라는 대상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의 결과로서 충분히 유의미한 실체이다. 그러
나 이러한 존재 양태는 문볍지식을 동원하여 의미를 구현하고 구현된 의
미를 읽어내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그러함으로써 언어적 존재로서
실존하고 언어적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부면을 끌어안기에는 적합한
존재 양태가 아니다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주체’가 통섭하는 국면
에서， 언어를 통해 인간을 원어내고 세계를 읽어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의미화 방향이라면， 이러한 읽어내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언어의 존재 양
태를 달리 규정짓고 의미화할 펼요가 있다. 기능적으로 언어를 재기술하
는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이 목표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시도라 볼 수 있
다. 이때 특히 기눔주의 언어학을 비롯하여， 사회언어흑에나 심리언어학，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적 성과 등이 유의미한 참조틀로 작용될 수 있
을것이다.

% 기존 담론의 위치 짓기와 관계 짓기
위와 같이 문법교육론 정립의 두 방향을 설계할 수 있을 때， 통합적 문

법교육 담론과 신독자론은 각기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다보기를 위한 언

어지식 재구조화와 언어를 들여다보는 인간 인식 행위의 교육적 의미화
를 추구하는 연구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들 두 담론은 ‘문
볍교육’이라는 독자적인 교육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그 인식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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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론， 내용론， 조직론 등을 고민하논 문법교육론의 하나이다. 흔히 통합
적 문법교육 담론과 신독자론이 얽히고 소통되는 맥락은 디음과 같다

‘이 둘은 모두 문법교육의 가치론을 개진하고 있는 담론으로서， 신독자론

은 그것의 가치를 내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고，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은
그것의 가치를 외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개는 종

종 ‘양 방향으로의 정당화가 결국 문볍교육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두 가지 방향이 될 것’이라는 중간자적 논리나 ‘문법교육론의 개
회{開花)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재적 정당화의 논리가 탄탄히 마련되

어야 한다.’는 비판적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두 논의가 문법교육의 가치를 논하되， 그것윤 파연 외재

적， 내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서로 화해 불가능한 논의로 읽혀도 무
방한개 흑은 그렇게 읽히는 것이 과연 문법교육 연구를 위해 생산적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산적 읽기에 따르면，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17)

은 ‘언어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읽어내고자 등}는 즉 언어를 통해 언어 텍
스트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하는 지향으로서 이때 ‘언어를 통해’라는 표현

이 갖는 무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어 화지이기에 실제 언어생활은

‘의도적이되 명시적이지는 않은’ 언어 선택의 연속이며， 이러한 선택 기제
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언어 지식은 그에 합당하게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말하였는가?’는 ‘어떻게 말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탐색
가능하다는 것， 즉 언어현상t 언어텍스트와 언어활동)은 언어라는 체계적
의미지원을 통해 설명력을 7}지고 접근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언
17)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은 언어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읽어내고자

oH:- 지향을 토대

로 언어의 재체계화， 재기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논
의는 문볍지식의 체계적 재기술의 %냉 즉 ‘내용론’의 층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

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 맡바탕에는 ‘언어를 통해 인간파 세계플 읽어낼 수 었다’는
가치론 층위의 논의가 전제되어 있다 즉 이러한 가치론에 엽각하여 ‘인간과 세계
를 중개할 수 있도록 언어를 기능적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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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접근한다논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의 지향이다.
이렇게 볼 때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서 중핵적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역
시나 ‘언어’이며， 다만 그 존재 양태가 기능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인간과

세계와의 접근성이 높아진 형태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은 문볍교육을 외재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라기보다， 언어를 탐색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 인식 활동을 의미화하

는 데 있어 그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논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볍
교육이 언어를 대상으로서 탐색하고 사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라
할 때， ‘언어를’ 대상으로 탐색하고 사고한 경험이 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인지를 입론하는 과정이 바로 문법교육의 ‘교육적 정당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정당화는 다른 경험이 아닌 바로 ‘언어’를 대상으
로 다루는 경험이 갖는 의미를 찾는 것으로 귀결될 필요가 있다.
신독자론은 언어를 대상으로 다루는 경험 자체에 대한 개념적 규정과

교육적 의미화 자체에 주목한 담론이다. 즉 언어리란 대상에 대해 과학
적 P로 알아나가는 과정 그 과정적 경험이 지년 가치와 그러한 경험의

결과가 이끄는 힘，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얀목에 무게
중섬을 두고 있다. 이때 언어는 정합적인 구조를 갖춘 체계이다. 언어 현
상을 언어학적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언어 현상을 무의식적이고 관

습적이며 지동적으로 생성되고 소통되고 쌓이는 발화 덩어리가 아니라
문법이라는 논리적 체계의 산물로 인식한디는 것， 단위 • 층위， 의미 • 기

능 • 형태， 원리 · 규칙으로 분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으로 본다든 것

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1"를 ‘따져 묻는’ 경험이다. 이는 단지 결
과로서 주어진 언어지식 체계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
닐 터이므로 이 담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직접 언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탐색하고 따져보는， 즉 언어학적으로 보는 과정적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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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신독자론의 논의는， 인식과 탐

색의 대^J-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언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즉 다른
지식 교과와 문법 교과가 차별화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섣득력 있논
논거를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랩 신독자론은 소위 지식 교과가
추구하는 논리， 즉 ‘지식 교육을 통해 대상 세계를 학문적 지식에 입각하

여 형성된 얀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 있는 임이
다’는 논리， 그 이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언어 현상을 언

어학적으로 바라보는 것，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가치 있다’는 논리는 마련
할 수 있되， ‘왜 그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깨에 대해
서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신독자론만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언어 주체의 언어 들여다보기’， 즉 언어 주체의 언어 인식 활동을

교육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여타의 연구틀이 모두 당면하고 있논 문제
이다. 그리고 이눈，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한계’라기보다는 사설 ‘초점’

의 문제로보인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은 언어적 세계 안에서 언어적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삶에서 언어가 갖는 힘에 주목한 논의로서 언어에 대해 안다는
것의 교육적 의미를 한껏 증폭시킬 수 있는 주요한 담론이다. 물론 여기

서도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눈으로 보는 것이 주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다만 이때 ‘언어학적’이라는 것은， 언어를 정합적인 구조를 갖춘 자율적
구조체로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를 의미적 자원의 체계로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언어는 자율적 구조체이기도 하지만， 의미 자원의
체계이기도 하다. 의미적 자원으로서 체계화된 언어는 “어떻게 말하고 있
는개”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개 왜 이렇게 말하는개”를 따져 묻는 경
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탐색의 대^J-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언어’이

기 때문에 기능한 지점이다. 그리고 이 지점이야말로 문법 교육이 제공하
는 경험， 즉 언어를 대상으로 히여 사고하고 탐색하는 경험이 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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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인개 그 논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놓
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결국 신독자론과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갈리는 지점은， ‘언어 주체와
언어의 통섭， 즉 언어에 대한 앓과 그 인식 활동’을 교육적으로 의미화하
는 과정에서， 인식 활동 자체의 의미화에 초점을 두는개 아니면 인식 활
동의 대싱L이 되는 언어의 의미화에 초점을 두는가에 있는 듯하다. 이는

문법교육의 가치와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밟아나가
되 순환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두 지점이다. 문법교육에서 제공해야 하는
경험의 구조에 대한 전환적 인식에 기반하되 그러한 경혐의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이 문법교육 연구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합적 문법교육 설계의 결과，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을 앞
에 두었을 때， 학습자가 ß}는 활동이란 ‘의도했으되 설명할 수 없었던’ 잠
재적 언어 선택의 기제를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 잠재적이었던 인간의 언어활동을 명시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설명하
는 활동일 것이다. 이 역시 언어를 탐색 대상으로 하는 인식 활동이다. 언

어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활동은 언어를 규범적 실체로 간주하여 그 규칙
을 따져보는 활동， 언어를 구조적 실체로 간주하여 그 체계나 원리를 따
져보는 활동 등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의미적 자원으로 간주하
여 그 선택의 이유를 따져보는 활동도 모두 포함한다. 결국 신독자론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의 활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경험 구조로서 언어 인식 활

동을 교육적으로 의미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면，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에서는 그러한 인식 활동의 경험 내용 중 하나로서 언어를 의미적 자
원으로 간주하고 언어텍스트의 의미를 읽어내는 활동이 가능하게끔 언어
를 재구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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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요로운 문법교육론을 위하여
현재 문법교육 연구는， ‘문법교육론’을 통해 본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야 한다는 내성(內省)과， 형체와 성과 없이 담론만 무성하다는 외부의 따
가운 시선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문법교육은 언제라도 자신의 근간{根幹)을 흩트릴 수 있는 부정적 현실

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제 ‘문법교육의 위상 정립’이라는 기치는 유효기
간마저 지난 듯하다. 담론이 소통되어 현섣을 견인하는 시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법교육 담론은 ‘소통되지 않았고 파급되지 않았으며 반
영되지 않았다’， ‘그저 담론으로서 제자리걸음을 한 격이었다’는 비판을

감당해야 할 시점을 맞이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생산적 읽기’라든 이름으로 또 다른 담
론을 개진하였다. 이를테면 본고는 문법교육론을 통해 본질적인 돌파구
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성 쪽에 좀더 무게중심을 두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성과 현실 견인력을 갖춘 문법교육론을 전개
하라는 외부의 시선에서 전혀 지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읽기

라는 명목으로， 통합적 문볍교육 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선독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아닌 그저 이들 논의를 주관적으로 읽어낸 ‘또 다른

담론’을 무책임하게 던진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사실 본고의 논의는，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본질적 문법교육과정’이
라는 큰 그림을 지협}는 담론으로서 담론 내부에 유의미한 지점을 충분
히 함의하고 있음에도， ‘통합’， ‘기능’， ‘실용’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
의적으로 엇갈리면서， ‘언어활동을 위한 지식적 기초로서 문법의 존재 이
유를 말하는 논리’로서만 이야기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소통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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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은 그것이 명제가 아닌 이상， 늘 다의적으로 원히기 마련이며， 그
것이 바로 담론의 속성이자 힘이기도 하다. 하나의 담론의 의미를 둘러싼
소통이 일회적인 소모의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한층 풍요로운 담론의 형

성으로 나아가는가는 결국 해당 담론의 중층적 의미를 얼마나 생산적으
로 읽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법교육론을 정립함으로써 본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
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에 대한 생산
적 읽기를 토대로 단언컨대 신독자론과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이 전개하

고 있는 것은 ‘문법교육이란 무엇인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문제의식
에 기반한 ‘문법교육론’이며， 지향}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문법교육과정’

이다. 이틀 두 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는 데 대한 분명한 합
의와 인식이야말록 이틀 논의가 생산성을 담보한 풍부한 담론으로서 입
히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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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문법교육론 자리매김의 두 방향
- 문법교육 담론의 생산적 읽기를 바탕으로

남가영

소통되지 못하고 그 실현체를 내 놓지 못하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문법교육의 설재와 현상에 대한 끈절긴 물음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

서는 문법교육의 최근 두 담론，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과 신독자론이 서로 상반
적인 논리로서 소통되고 논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담론이 모두 본

질적인 문법교육론을 지호t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통합적 문법교육 담론은 흔히 처방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문법교육의 문

제를 외재적으로 정당화한 논리로 이해되고 소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론의 중심 개념， 즉 ‘통합’， ‘기능’， ‘실용’ 등을 면밀히 살피고 그 논리를
맥을 구체화해 보면， 그 안에는 본질적 문법교육론을 지향}는 문법 교육 담론

으로서 의미 있게 포착해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생산적

원기를 통해， 해당 담론의 지향과 토대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문법교
육론 정립의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문법교육은 언어 인간 교육이 얽혀 있는 총체적 활동으로서， 이때 언어 주체
는 언어를 대상으로서 다루고 사고한다. 그러므로 문법교육론의 정립을 위해서
는 ‘대상으로서의 언어’와 이를 다루는 ‘언어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법교육론 정럽의 기본적인 두 방향으로 ‘언어 주체의 언어 들여
다보기’와 ‘언어를 통해 인간 들여다보기’를 설정하였다 전자는 언어 주체가 언
어를 들여다보는 활동의 교육적 의미화를 추구하는 방향이며， 후자는 언어를
통해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미 생산의 주체이자 산물인

인간과 세계를 의미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언어의 양태를 조
율， 재기술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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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wo Directions for Affluent Discourse of Grammar
Education

Nam,
π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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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lots of studies on 밍ammar

prach떠1.

the아etical

One of main

어ucation.

없

Young

Some are theoretical and some

issues has been an

e며S따rd맹ical

one, such

as ‘what is the phenomenon of ‘the grammar 어ucation’ anyway?’, ‘what is its
때Jcational v머ue?’.

attentions; the

Recently, there are two meaningful discourses which draws our

Int웹'ational

Grammar

많ucation

Education. Usually, these two discourses

and the

Neo-Indt빠ndent

Grammar

s없n

to be nrutually exclusive and
incorr뼈tible. Through re reading the Integrational Grammar 뻐ucation， rr때피y
around concφts(빼ction， int앵ration， practic외ity) ， however, it has 뼈1 rev，얹led
that these two discourses have an essential aim in common. It is just their focus
that is differentiated
For exploring the nau표e and value of grammar 없ucation， we should think
nruch of ‘language as an object’ and ‘lar핑뻐ge subject which deals with 1뻐g떠ge
as an object’. More especially, we should closely pay at따ltion to theirOanguag민
human) 때o-way interactions both. The one is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y to
examine lan밍lage closely’, and then to discuss its 어ucational value(human-•
•

lan밍lage). The oth안

is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y to explore human and

world though language' , and then to redescribe lan밍갱ge in functionaliy-motivated
modeO뻐guage---'human)

for it.

under the former, and the

깐le

Neo-Independent

In때rabo없1

Grammar

Grmπnar 많ucation

많ucation

falls on the

comes

lat따

Therefore, both of these two discourse could be considered as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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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err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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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procIuc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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