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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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어수업 언어에 대한 재인식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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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언어’가 갖는 국어수업 경험의 의미
결론: 국어수업 제도에 대한 성찰

Ⅰ. 서론: 국어수업 언어에 대한 재인식
국어수업을 특수한 사회적 장(social field)의 하나로 볼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은 여타의 사회적 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과 차
별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에 의하면
다양한 장들은 기본구조에 있어서는 상동성을 보인다. 그러나 각 장은 저
마다 특수성을 가지며, 이는 개별 사회적 장이 다른 장들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한다.
국어수업의 장에는 국어수업의 장에만 존재하는 논리가 있다.1) 이는
국어수업의 장이 다른 장들에 대해 가지는 특수성의 원천이 된다. 물론
* 서울대 국어교육과 BK21 국어능력 계발 인재 양성 사업팀 책임연구원,
darkgreenhill@nate.com
1) 이후 이어지는 ‘국어수업의 장(場)’에 대한 논의는 올리베시의 논의(Olivesi, 1968:
169)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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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업의 장은 다른 사회적 장들과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회적 장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경제자본, 정치자본, 종교
자본 등은 국어수업의 장에서는 그 본원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
힘들며, 국어수업을 위한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가치
의 일정 부분이 국어수업의 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Olivesi,
1968: 167), 국어수업의 장은 경제, 정치, 종교 등의 사회적 장과는 차별적

인 성향을 갖는다.
이는 국어수업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과 비판, 자기반성의
과정에서 축적되는 교육자본, 달리 표현하면 국어수업 수행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국어수업 언어’,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합의하는 데에 일정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이렇게 형성된 ‘국어수업 언어’라는 교육자
본은 역으로 그 태생의 기반이 되었던 국어수업의 장이 재구조화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어수업의 장이 다른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확보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요컨대 부르디외(Bourdieu)의 장(field) 이론에 입각하여 국어수업을 탐
구할 경우, 개별 사회적 장이 언어활동의 영역으로서 가지는 특수성은 해
당 영역에서 언어로 활동하는 인간의 제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렇게 형성된 언어활동은 역으로 그것을 태생케 한 사회적 장의 구조와
속성을 규정짓는 주요 인자로서 역할하게 되리라는 가정 아래(Bourdieu,
1977), 국어수업 언어라는 교육자본의 생성과 그것이 개별 국어수업의 장

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2)
국어수업 언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국어수업의 속성은 고
2) 본고에서 논하는 장(場)은 위치들(positions)의 구조화된 공간을 지칭한다. 이 공간은
거기에 속한 행위자들만이 공유하는 고유한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공시적인 관
점에서 장의 구조는 행위자들 사이의 세력관계의 상태로서 나타난다. 이 행위자들은
어떤 이익, 특히 상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투쟁에 연루된다(Olivesi, 196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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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항상 선(the good)의 위치를 점하는 절대적 가
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일 또한 힘들기 때문이다.3) 공교육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제도화된 형태로서 국어수업이 갖는 의미는
항상 국어교육 관련 종사자들을 포함한 대중으로부터 그 필요성 측면에
있어서는 암묵적으로 긍정을 이끌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이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특정 제도 및 제
도적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실천의 과정 및 결과로서 생기는 생산
물과 그에 따른 부산물에 대한 책임까지 함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
기할 때, 국어수업을 통해 길러지는 언어의 실상에 대한 점검과 반성은
제도에 대한 합의와 실천만큼이나 국어교육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할 일이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 또한 이상에서 기술된 문제의식과 다르
지 않다. 국어수업의 장에서 생산되는 언어활동의 양상과 그 속성이 국어
수업의 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전제 아래, 초등국어수업
의 장이 제도적으로 제안하는 언어활동의 수행 결과 생산되는 학생들의
국어수업 언어가 국어수업이라는 언어의 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규정하
고 있는지를 이 논문은 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어수업의 장에서 발견되는 국어수업 언어의 생산 방식 중 본고
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어수업 언어가 공동체의 형식을 띤 집단 안에서 맺
어지는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점이다.4)
3) 졸고(2010)에서 국어수업의 장에서 생산되는 특정 표현이 학생들의 삶과 괴리된 채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장면을 드러냄으로써 국어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의 과정과 절차가 도덕적 내지는 윤리적 성격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4) 국어수업 구성원들이 공동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터너(Turner)의 견해에 입각해서 공동체를 논의할 경우(Turner, 1967), 공동체 구성원
들은 이익관계를 공유하며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의지에 입각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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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국어교실에서 한 인간이 구사하는 말이나 글이 그가 속한 집
단 내 역학관계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때 학생들의 언어
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는 국어수업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언어활동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 작용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입각하여 국어수업 언어의 한 가지 속성을 특성화해 보면, 소
위 ‘관계의 언어’라는 국어수업 언어의 특수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
다. 관계의 언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심지어 교사의 수업 설계 안에
의도된 교육적 산물이 아니다.5) 이상과 같이 국어수업을 계획하거나 통

의 집단을 형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급은 공동
체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급이 구성되는 방식을 염두에 두
고 볼 때 개개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힘든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의 공립학교에서 보이는 ‘반’에 대한 의식, 자신이 속한 반에 대한 소속감을 중심
에 놓고 볼 때 국어수업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성격과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
함이 가능하다.
5) 본고에서 논의하는 ‘관계의 언어’에서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사전적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의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련을 맺
거나 관련이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관계의 언어’라 함은 국어수업의 장에서 이상
의 관련이 맺어지는 과정 및 결과로서 관련에 가담한 수업 구성원들의 사고와 감정
이 언어로써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단, 국어수업의 장에서 생산되는 ‘관계의 언
어’가 다른 교과 수업의 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둘 또는 그 이상의 교과
수업의 장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언어와 국어수업의 장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언어’
사이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1년 동
안 참여관찰을 수행한 경험 및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해 보면 첫째, 이후 논의될 ‘관
계의 언어’로 불리는 구체적 언어활동 양상의 범위와 수준(‘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
기에 대한 비하’)에 해당하는 관계의 언어는 국어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 수업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둘째,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언어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명료화’되는 부분이다. 즉, 단순히 사고나 감정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자신이 국어수업의 장에서 다른 수업 구성원들과 맺는 일련의
관계를 명징하게 표현, 그 관계의 성격이 글쓴이의 내면에서 강화되는 현상을 일컫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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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수들의 권역을 벗어나 학생들의 국어
수업 참여의 과정 및 결과로서 생겨나는 의도되지 않은 언어적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엄연한 국어수업의 수행에서 생겨난 언어적
산물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오히려 국어수업이라는 제도가 실현되는 과
정에서 드러나는 이면적 양상과 그 의미를 전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2009년 3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수행된 한
초등학교에서의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국어수업의 장에서 생산되는 관계
의 언어를 논의하고자 한다. 관계의 언어가 궁극적으로 국어수업의 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자는 국어수업
의 장에서 관계의 언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학생들의 경험을 주목할 필
요가 있었다. 한 사회적 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속성은 결국, 그
언어의 장에 위치해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
다.
국어수업 경험의 구체적 양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학생들
의 수업 경험의 중심에 있는 관계의 언어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 생산되는
지를 주목하였다. 그 생산 경로는 학생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관찰함으로
써 수립하였으며, 역학관계의 중심에는 한 사례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수업 구성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 학생을 위치 지웠다.6)
그럼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 중
한 가지를 중심으로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
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본고에서 ‘태환’(가명)으로 불리는 학생의 국어수업 참여 과
정 및 주변 학생(들) 및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 학생의 국어교과서에
6) 이 연구는 ‘태환’(가명)이로 불리는 학생의 국어수업 참여 과정 및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해당 학생의 국어교과서에 드러난 언어활동(쓰기) 양상에 의해 촉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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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언어활동(쓰기) 양상에 의해 촉발되었다. 본 연구자가 학생들 개
개인의 국어교과서를 검토하기 전에는 태환이의 국어수업 경험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기 힘들었다. 평소에 좀 더 교사의
필요로 하는 학생 정도로 인식되었을 따름이다.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담화에 불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로
인해 국어수업이 전개되는 동안 태환이가 실제로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차시의 교
수‧학습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의 양상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주변 학생은 물론 담임교사(국어교사)에 의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국어교과서’는 국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태환이의 사고 및 감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일정
한 방식으로 계획된 국어수업의 장을 통해 생성되는 ‘학생들의 말’이 거
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통해 한 개인이 국어수
업을 ‘통해’ 글로써 표현하게 되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를 확
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특정 언어활동은 어떻게 생산된 것
인지 또한 참여관찰 한 개별 국어수업의 맥락에 기대어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초등학교에서 행해지는 다른 과목 수업의 교과서에서는 기
대하기 힘든 국어수업만의 고유한 자질이다.
이상에서 기술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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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riangulation of Data Generation

연구방법
연구내용

관

찰

면

담

문

헌

‘관계의 언어’ 양상

‘관계의 언어’가 발
학생들의 교과서, 일
‘관계의 언어’ 생산
견되는 지점 및 맥
기, 독서감상문, 종
과정 및 동기
락 이해
합장

‘관계의 언어’ 내용

언어활동 결과물과
언어활동 결과물의 학생들의 교과서, 일
학생들 상호작용 비
기
내용 파악
교

‘관계의 언어’ 형식

언어활동 결과물의 언어활동 결과물의 학생들의 교과서, 일
노출 방식
형식 파악
기

학생/학생, 학생/교
‘관계의 언어’ 생산 사 상호 작용, 교실
방식
및 주거지에서의 모
임

수업 참여 전반의
활동 내용, 활동 과 학생들 간 편지, 가
정에서의 생각이나 정환경 조사서
느낌

이상에서 정리된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 사건을 달리해
가며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계의 언어’ 생산의 토대를 드러내기 위해 문제적 언어활동의 경로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생의 특정 표현에 연루된 수업 구성
원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여 관계의 속성이 특정 내용과 형식의
국어수업 언어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자 한다.7) 이는 국어수업의 장
이 언어 교수‧학습 활동의 영역으로서 갖는 속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7) 본고에서 언급될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으며, 학생들의 말이나 글을 전사하
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있는 그대로(띄어쓰기 및 맞춤법 포함) 자료화하고자 하였음
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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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 양상
본 연구자가 현지연구를 수행한 ○○초등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도시근로자 주거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실제 참여관찰 한 3학년 ○○
반은 남녀 각각 17, 16명으로 구성된 학급이다. 이 학급의 담임교사는 현
지연구 당시 기혼의 30세 여교사로 교직 경력 6년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
었으며, 3학년은 처음 맡아 가르쳐 보는 상황이었다. 당시 국어수업은 제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은 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해당 국어수업의 장에서 발견한 문제적 언어, 본고에서
‘관계의 언어’로 칭해지는 국어수업 언어의 특수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자료1-1> 학생 교과서 ≪쓰기≫ 3-2, 92쪽 - 지우개로 지우기 전의 글

저는 4학년이되면 오예훈을 패고싶습니다
그동안있었 던 일, 스트레스를 풀고 싶슴니다
또 나를 떼리고 놀린사람도 똑갔이 패고싶습니다.8)
<자료1-2> 학생 교과서 ≪쓰기≫ 3-2, 92쪽 - 지우개로 지운 후 다시 쓴 글

저는 4학년이되면
그동안있었 던 일, 스트레스를 풀고 싶슴니다
또 나를 떼리고 놀린사람 똑갔이 해주고싶습니다.

3학년을 마무리하는 ≪쓰기≫ 마지막 단원에서 ‘4학년이 되면 하고 싶
8) ‘학생의 글’을 수정 없이 수록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본문과 다른 글씨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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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소망을 쓰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수업 내용
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
으로 보이는 내용은 3학년 때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학급 임원으
로 선출되는 일에 대한 포부나, 현재 자신의 ‘베프(best friend)’와 같은 반
이 되어서 4학년 때에도 계속 우정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소망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에도 흥미를 보일 정도로 수업 참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그것을 글로 써 보고 다른 이들 앞에서 자
신의 미래 계획을 말하는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
면, 수업 구성원 중의 한 명인 태환이에게서는 그와는 현저히 다른 반응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체험한 언어활동의 내용과는
달리, 태환이의 경우는 자신이 속한 학급의 예훈이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
에 대한 증오(hatred for others)를 표출하고 있었다.
위에 제시된 <자료 1-1>과 <자료 1-2>를 보면, 새해를 기다리며 4학년
의 소망을 말하고 자기 다짐을 글로 써야 할 시간에, 자신을 놀리고 때린
사람들을 똑같이 패주고 당하게 해주고 싶다는 복수심을 표현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태환이의 글은, 성장중인 한 인간의 마음 안
에 쌓여 온 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재현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 2>는 국어수업을 통해 생산되는 타인에 대한 증
오의 표현이 우연적인 사건(happening)이 아님을 보여준다. 해당 학생이
보여 준 같은 방식의 표현은 서로 다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서로 다른
교과서 과제 활동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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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학생 교과서 ≪쓰기≫ 3-2, 85쪽

교과서 삽화: 한 여자 아이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음. 모니터 화면
에는 “지난 겨울 방학 때”까지 쓰인 채 커서가 깜박이고 있음.
(그 커서 자리에 다음 문장을 씀.)

친구들은 죽었다 내가죽였다
<자료3> 학생 교과서 ≪읽기≫ 3-1, 105쪽

교과서 본문: ‘진주를 품은 조개’9)
조개처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옆구르기
조개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여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

니다. ㅠㅠ ㅋ L흑흑
(바보갔은 친구들 죽여버릴거야 ◯ 먹어)
조개처럼 어려움을 참아 내고 보람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없읍니다

<자료 2>는 ≪쓰기≫시간에 이루어진 과제 수행의 결과로, 해당 국어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
었다. 제시된 “친구들은 죽었다 내가죽였다”라는 문장은 태환이의 ≪쓰기
≫교과서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어교과서 삽화에는 한 여자 아이가 컴퓨

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제시돼 있는데, 그 모니터
화면에 ‘지난 겨울 방학 때’라고 쓰여 있는 것에 이어 태환이가 “친구들은
죽었다 내가죽였다.”라고 써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겨울 방학 때 친구들은 죽었다 내가 죽였다.”라는 문장을 완성해 놓

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어린 학생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인, 다른 수업 구성원들을
9) 이 제재(원제: ‘몸살 앓는 조개’)는 물속에 사는 진주조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미
처 깨닫지 못한 채 주변의 ‘물고기’, ‘게’, ‘새우’를 부러워하다가 마침내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딘 결과 진주를 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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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보이는 증오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
를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국어수업의 장에 위치한 다른 학생
들의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치
부할 수도 있지만, 보다 특수하기에 보다 많은 주의가 요청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료 3>을 보면 또 다른 국어수업 시간에 태환이가 이상과 유
사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읽기≫교과서에 제재로 제시된 ‘진주를 품은 조개’를 읽은 뒤 과제로

제시된 질문, ‘조개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여 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태환이는 “바보갔은 친구들 죽여버릴거야.”라고 반
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상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드러나는 타인에 대한 증오가 자신
에게도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
는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료4> 학생 교과서 ≪쓰기≫ 3-2, 84쪽

내가 보는 나
나는 바보이다.
나는 멍청하다.
나는 뚱뚱하다.

3학년이 끝나는 12월 말, ≪쓰기≫교과서 다섯째 마당 ‘친구와 함께’에

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었다. 위에
인용된 글은 태환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은 ‘내가
보는 나’라는 시이다. 그런데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글쓴이는 자신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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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멍청이’, ‘뚱보’로 칭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혐오를 표현
해 낸다.
이상과 같은 태환이의 글을, 같은 화제에 대해서 다른 수업 구성원들이
보인 반응, 가령 반에서 꼴찌를 다투는 두현(“나는 키가 작다. 나는 안경
을 썼다. 나는 인기가 많다.”)이와 준환이(“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나는 키
가 작다. 나는 숙제를 안한다. 나는 친구가 많다.”), 태환이처럼 학급 내에
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현진(“나는 요리를 잘한다. 나는 언니랑 많이 싸
운다. 나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낸다.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과
하늘(“나는 발표를 안 한다. 나는 언니에게 까분다. 나는 동물을 좋아한다.
나는 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이 쓴 글과 비교해 보면, 태환이의 국어수
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문제적인 상황임이 보다 명확히 드
러난다.
1시험 점수에 실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바보이다.

나는 멍청하다.”라고 자신을 비하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태환이보다 성적
이 더 나쁜 두현이와 준환이가 자신을 ‘바보’나 ‘멍청이’로 부르지 않는 일
이 그것이다. 같은 원리로 이 학급에는 태환 외에도 비만한 학생들이 적
어도 여섯 명은 더 있다. 그 중 아무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뚱뚱하다.”라
고 표현하지 않는다. 같은 반에서 태환이 정도의 소아 비만을 갖고 있는
상우나 민수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나는 뚱뚱하다.”라고 본인의 외모
를 단언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더욱이 자신의 몸무게
를 ‘내가 보는 나’,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자리에 갖다 놓
지도 않는다.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몸무게 외의 다른 것 또는 몸무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학생들의 마음 안에는 있다. 그러나 태환이에
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국어수업의 장에서 만 9세의 학생이 생산해
내는 자기 비하(self-abasement)의 표현은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기엔 문
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163

위에 제시된 현진이와 하늘이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언니랑 싸우
더라도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낸다든지, 발표를 안 하거나 상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자신은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되고 싶다는 식
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아우르며 자
신의 말로써 표현해 낸다. 그러나 태환이는 타인에 대한 증오의 표현을
쏟아내듯이 자신에 대한 부정과 혐오를 글로써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이 속한 국어수업의 다른 구성원들을 향하여 갖는
증오와, 동시에 자기를 향한 비하의 표현은 국어수업이라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태환이가 체험한 언어활동의 특징적인 단면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계획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계획된 것인 양, 1년
여에 걸친 태환이라는 한 학생의 국어수업 경험을 특징짓는 지배적인 국
어수업 언어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Ⅲ. ‘관계의 언어’ 생산 경로
태환이의 문제적 언어활동은 그만의 개인적 창조물이 아니다. 특정한
언어활동이 태생하게 된 데에는 항상 맥락이 있게 마련이다.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가장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태환이가 자신을 ‘바보’나 ‘멍청이’
라고 비하하여 표현할 만큼 학업 부진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국어수업
시간에 일종의 장난이나 재미로 자신의 국어교과서에 아무 것이든 쓸 정
도로 자신의 학업(이나 학업 성적)에 진지함이나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
는 점이다. 그가 쓴 다음의 일기 두 편을 보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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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 학생 교과서 ≪쓰기≫ 3-2, 84쪽

2009년 7월 1일 수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긴장이된다 오늘은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본다 떨린다
1교시에 국어시험을 봤고
2교시에 수학시험을 밨고
3교시에 사회시험을 봤고
4교시에 과학시험을 봤다
학교끝나고 긴장됐
태권도에가고복지관에밥먹고집에왔다
<자료6> 학생 교과서 ≪쓰기≫ 3-2, 84쪽

2009년 7월 2일 목요일
오늘은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점수를 발표 한다 근데 실마 했다 국어 70
점 수학60점 사회 60점 과학 70점을 받았다 실망이다 학교끝나고 컴퓨터
하고 집에 와서 잤다

학기말마다 치러지는 네 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기말고사는 학생
들이 학교에서 임하는 과업 중 그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긴장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 시험 점수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태환이 또한 이 점은 마찬가지다. 보다 중요
한 점은 태환이의 일기를 보면 그가 학과(시험)에 관심이 없지도 않을뿐
더러,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낮은 점수로 인해 실망하는 모습은 여느 학
생들과 다름이 없다. 자신의 현재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수치화된 지표
와 자신이 얻고 싶은 점수 사이에서 실망하는 모습은 그 연령대의 학생들
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이와 같은 정황은 태환이가 국어수업의 장에서 보여준 특정 언어 행위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165

가 태환이의 학업 수행 능력 결핍이나 국어수업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참
여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데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
개인의 학습 능력이나 학습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개
인의 인지 외적 요인 가령, 개인을 넘어서는 환경적 요인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수업의 장에서 태환이가 점하는 위치(position)의 속성에
대해서 고려하게 된 계기 또한 이러한 맥락 안에 있다.
실제로 태환이가 이 특정 국어수업의 장에서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비하를 언어로 표현하게 된 계기의 단면을 다음에 인
용된 자료에서 볼 수 있었다.
<자료7> 학생 교과서 ≪쓰기≫ 3-2, 85쪽

2009년 (12)월 (17)일 날씨(흐림)
제목: 오예훈과 나
오늘은 내가 학교에 일찍 왔다.
열쇠를 가지고 오는데 열쇠가 없었다.
나는 열쇠를 찾고 교실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예훈이 나보고 뚱보라고 놀렸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말을 했다. 오예훈이 날 발로 찼다.
<자료8> 학생 교과서 ≪쓰기≫ 3-1, 19쪽

그림의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 써 봅시다. 알맞은 문장 부호와 낱말을 넣어
써 봅시다.
두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난 무엇보다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네.”

한 나그네가 말하였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기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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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말하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ㅁ: 19).
어떤나그네가 좀비처럼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다라고했슴니다. 그렇게했
습니다 근데친구를 먹었습니다. 또 다 른 친구도 먹었습니다. 좀비한테 곰
이쫗아옴 죽었음.
이건좀비가 나옴/좀비: 주인공: 오예훈

태환이가 속한 국어수업 구성원인 예훈이를 한 사례로 살펴보면 자기
주변인에 대한 태환이의 증오는 이유가 있는 감정이다. 자신을 이유 없이
‘뚱보’라고 놀리고 괴롭히는 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태

환이처럼 비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 민수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환심을 사려고 하는 예훈이의 이중적인 태도에 태환이는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예훈이를 향한 증오가 태환이의 교과서 곳곳에
그대로 재현된다.10)
특히 <자료8>에서 두 나그네가 친구라고 칭하며 산길을 가던 중 곰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의 뒷부분을 태환이
가 완성한 방식에서 이 점은 보다 구체화된다. 수업 과정상 본래의 의도
대로라면, 친구를 버리고 혼자만 나무 위로 올라간 이를 향해, “말과 행동
이 다른 친구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 정도의 내용을 썼어야 하는 자
리에 태환이는 ‘좀비’를 출현시킨다. 그리고는 이 좀비가 친구가 돼달라고
하더니 친구가 되고서는 두 나그네를 잡아먹고, 자신은 곰에게 쫓겨 죽임
을 당하는 내용으로 글을 끝맺고 있다. 친구를 배신하고 곰에 의해 죽는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오예훈이다. 평소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의 눈
10) 민수네는 이 학교 내에서도 부유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다. 민수 본인도 태도가 반
듯한 학생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민수 부모가 학교와 학급, 그리고 민수 친구들
에게 베푸는 물질적 아량은 상상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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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해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
의 감정을 태환이는 국어교과서에 써 나가고 있었다.
문제는, 태환이가 예훈이 사이에서 보이는 관계의 양상이 태환이와 예
훈이 이외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목격된다는 점이다. 여학생
들의 경우는 매달 짝꿍을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태환이의 귀
에 들릴 정도로 “태환이만 아니면 돼.”라고 말하곤 했다. 태환이를 배제하
는 행위는 국어수업의 장에서 다양한 언어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예컨대 소집단 활동이 전개될 때마다 정환이는 다른 학
생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내지는 ‘암묵적인’ 따돌림을 당하곤 하였다. 초
등학교 국어수업의 상당 부분이 소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음을 상기할 때 국어수업의 장에서 태환이가 경험했을 학습, 언어활동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에 의해 결손 및 훼손되지 않았다
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불어 왜 교사가 의도하지도 않고, 국어교과서에 계획되
지도 않은 ‘관계의 언어’가 학생들의 언어를 통해 국어수업 언어의 일부
로서 길러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변인으로부
터 배제되는 국어수업 내 상황이, 성장중인 한 초등학생이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 비하를 표현해 내는 데 자신의 언어를 동원하게끔 만들고 있
으며, 자기 표현을 통해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 비하는 한 인간의 내면
안에서 한층 명료해지고 보다 강화된다.11)
11) 이지호(2009)에서 이와 유사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견해, “어
린이는 실제의 자기 자신과 시를 쓰는 순간의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법이 없고, 시
를 쓰는 순간의 자기 자신과 시 속의 화자를 분리하는 법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린이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바를 시로 쓰기 때문에 작가인 어린이
가 곧 시의 화자가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 시에서는 작가가 동일할 경우 서로 다른
작품에서도 화자의 자기 동일성이 유지된다.”가 그러하다(이지호, 2009: 665). 이와
같은 현상의 한 가지 근원으로 논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간다. “어린이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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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업의 형식을 빌려 한 인간의 언어 체험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
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언어 성장을 도모하는 국어교육의 포괄적인 목
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용 중인 언어(language in use)’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보이는 ‘관계의 언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부
정적인 맥락에서 보이는 ‘관계의 언어’는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관계의 언어’가 갖는 국어수업 경험의 의미
국어수업의 장에서 생산되는 ‘관계의 언어’라는 창(窓)을 통해 국어수
업이라는 제도적 행위를 들여다 볼 경우, 관계의 언어가 생산되는 경로의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기술, 분석된 바에서 드러나듯이
이 특정 국어수업 언어가 생산되는 경로가 교사를 포함한 국어수업 구성
원들이 인식하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어교과서 중 ≪쓰기≫에 제
시된 개인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언어’가 교사나 다른 학
생들의 주의가 닿지 않는 개인 차원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학생의 국어교과서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국어수업 언어는 존재 여부조차
드러나지 않은 채 개별 학생들의 경험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묻히게 된다.
어의 상황 의존적인 의미를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하여 이해한다. 그래서 어린이는
몸을 언어로 배운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린이가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바
로 이 현실 세계이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학습 대상은 현실 세계이고 학습 방법은
‘몸으로 겪기’인 것이다.” 이는 어린이의 언어 발달이 그가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는 본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를 준다(이지
호, 2009: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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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관계의 언어’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학생의 국어수업 경험의 내용과 질을 좌우할 만큼 간과하기 힘든 언어
활동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여부 및 생산의 경로는 온전히 한 개
인의 문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어교과서 ≪쓰기≫가 문제적 언어 생산 행위의 장소가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어수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국어수업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과서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관계의 언어’는 촉
발되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 및 표출 경로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을 억제하지 못한 채 글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는, ‘탈억제의 글쓰기’ 모
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환이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신의 ≪쓰기≫교과서에 적은 어떠한 내용
도 국어수업의 장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을 향해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
는다. 그러나 다른 수업 구성원들의 눈과 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인 ≪쓰
기≫교과서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명료화 및 반복, 강화되는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에 대한
혐오는 억제되지 않은 채 오히려 태환이의 국어수업 경험을 잠식해 간다.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은 국어수업의 장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북돋아진다. 그러나 국어수업이라는 장
의 형성이 다수의 구성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지나치게 도발
적이거나 수업 내용을 방해하는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은 일시적으로라도
통제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간다. 국어수업은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언어 교수‧학습 행위인 만큼 학생들은 국어수업이라는 언어활동의
장이 갖는 사회성, 특히 상호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말과 글
을 적절한 방식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쓰기≫교과서 활동에는 이와 같은 자기 조절 기제가 작용하
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우선 쓰기 과제 이후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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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의
지에 달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삼십 명이 넘는 학생들
의 개별 쓰기 과제를 일일이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수업 구성원들의 주의를 피해 무엇이든 쓰고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곳이
≪쓰기≫교과서인 셈이다. 국어수업 구성원 중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

도 실시간으로 자신의 글을 살펴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관계의 언어’와 같은 국어수업 언어의 생산 경로가 가
지는 특성, 즉 ≪쓰기≫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에 대한 수업
구성원들 간의 상호 소통의 부재, 그것이 만들어내는 언어 행위의 폐쇄성
내지는 고립성이 조율과 견제,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적인 언어를 생산하
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언어 생산 주체인 태
환이의 국어수업 장 내 자기 위치와 상동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다.
태환이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가정의 자녀이다. 부모 모두 신
체적‧정신적 장애는 없으나 현재 직업이 없는 상황으로 다른 형제 없이
외아들로 컸다. 국어수업을 포함 다른 모든 수업에 걸쳐 그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어수업 상황에서 존재감이 없는 걸로 치면
이 학급의 현정이나 새봄이도 존재감이 없기는 만찬가지이다. 좀처럼 수
업 시간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태환이 부모와 현정이 및 새봄이 부모 사이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그리고 이는 곧 태환이와 현정이 및 새봄이 사이의
일상 속 차이를 만들어 낸다. 국어수업은 그러한 일상의 한 부분이다. 바
로 그 차이로 인해 태환이는 ‘비(非)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경계 지어진 채 국어수업의 장에서도 고립된 상태로 그들
과의 관계 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현실 속에 ‘평범한 가정’, ‘보통의 가정’이라는 실체 내지는 개념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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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된 논의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태환이
가 현재 몸담고 있는 가정이 그것으로부터 먼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
기 힘들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가정의 학생’이라는 꼬리표는 국
어수업을 포함, 태환이의 학교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붙어 다니기 때문이
다. 문제는 이 꼬리표가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눈에도 보인다는
데에 있다.
태환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은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방
학에도 우유가 무상으로 지급될 뿐더러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도 무료
로 지원된다. 현장학습의 경우 차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가 공제되며, 방
과 후 수업에 대한 자율수강권이 지급된다. 그런데 이 과정은 교실 내에
서 공공연하게 노출된다.12) 물론 교사도 해당 학생도 그것을 언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 절차마다 서류 작
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때마다 학생과 교사는 서로 서류를 주고받는 일
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 과정을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주시할뿐더러 심지어 교사에게 묻기
까지 한다. 교사가 대답해 줄 리 만무하고 학생들도 단지 보는 것만으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지만, 그러한 일이
1학년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동네 사는 태환

이의 행적과 가정 형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와중에, 보다 보통의,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태환이가 자신들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
리고 태환이와 자신들 사이에 ‘다름’이라는 경계를 친다.
12) 여기서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필요needs에 입각
하여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해당 학생들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동
시에 그로 인하여 주변 학생들로부터 소외, 격리되는 고통 또한 함께 겪는다. 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
다는 입장이 ‘보편적’ 복지를 낳게 하였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논쟁
에 대해서는 ‘Walter I. Trattner.(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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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환이와 그 외의 학생들은 이 경계의 연장선상에서 국어수업
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국어수업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언어활동이
그 경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국어수업 내 관계에서의
소외와 배제는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삶을 토대로 이루어지
는 언어활동에서의 소외와 배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태환이의 사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비하의 표현으로
명료화된다.
그러므로 국어수업으로 지칭되는 언어활동의 장은 ‘언어만을’ 고려해서
그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 아니다. 계획된 언어활동을 누
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자리하고 있느
냐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국어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어떠한 관계
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제도화된 언어활동에 담긴 교육 목표는 의도된
대로 실현될 수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 인간에게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부정의 경험을 갖게 할 수도 있다.13)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립학교의 국어수업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기하는 데에는, 학습자로서의 한 어린이가 갖는 고유성과
그것에 입각하여 생산되는 언어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심과 주의
가 담겨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국어수업의 장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 요소
로서의 학습자를 불특정 다수로 보는 일에 대한 부정이 내재돼 있다. 국
어수업 구성원들의 언어활동 경험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통제되지 않
는다. 오히려 개별 학습자들의 언어 생산 행위는 각각의 고유성과 특수성
13) 참여관찰에 입각한 선구자적 인류학 연구의 하나인 Whyte(1943)의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은 소년들이 어떠한 주거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거리의 소년’과 ‘대학의 소년’으로 나눠짐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
서 저자는 사회 구조, 정치, 좋지 않은 주거 지역(Paesani)으로부터의 탈출
(racketeering)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삶,
특히 그 성장 과정 및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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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보하고 있다.
국어수업의 장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언어는 바로 그러한 고유성과 특
수성의 한 국면이다. 하나의 사례에 그칠 뿐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언어 교수‧학습의 기반이 되는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일상적이며 그렇기에 더더욱 영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리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수업의 장에서 형성되는 구성
원들 간 관계의 구조가 학습자들의 언어활동에서 생성되는 관계로 전이
되면서 이때의 관계가 갖는 속성은 개별 학습자들의 언어 생산 행위에 일
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Ⅴ. 결론: 국어수업 제도에 대한 성찰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어수업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통해 성장
중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국어를 교육하는 일은 단지 교육 내용을 제
공하는 성질의 문제를 넘어선다. 국어수업이라는 제도는 국어수업의 장
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역학 관계에 입각하여 실현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고유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개성과 관심, 인지
적, 정의적, 신체적 조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진 채 서로 관련
을 맺게 되는 현상은 피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어수업의
장을 성립케 하는 하나의 변인인 국어수업 구성원, 그들 사이에서 보이는
관계의 성격은 교육 제도로서 국어수업이라는 제도의 속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관계의 언어는 그와 같은 근거로서 이 자리에서 다루어져 왔다. 교육과
정이나 교과서 및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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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어수업의 산물로서 국어수업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되돌
아보게 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및 교사
가 의도하지 않은 국어수업의 산물로서 생산된 관계의 언어는, 국어수업
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국어수업 언어라는 것이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역
학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산물임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언어를 통해
관계의 내용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일상 속 관계의 방식이
국어수업 참여의 방식을 결정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국어수업의 장이 갖는 속성은 관계의 언어와 같이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언어의 속성에 따라 재규정될 수 있다.
특히 이때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조
건,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경
계를 형성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 지표가 얼마나 선명하게 국어수업의
장에서 드러날 것인지는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이 지
표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구성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자리
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 태환이의 사례는 그 지표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
나는 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해당 사례가 함의하는 문제의 본질
을 가리지는 않는다. 개별 학생들이 국어수업의 장에 짊어진 채 들어오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로, 이 관계에 입각해 생산되는
관계의 언어로 전환되면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어수업의 장 자체의 본
질을 재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된 관계의 언어,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 국어교과서 과제 수행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정이나 교사의 의도를 벗어나는 특정 국어수업 참여의 경험이 한 인간에
게는 더 이상 선(the good)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의도하지는 않
았으나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드러난 관계의 언어라는 국어수업 언어
는 한 성장중인 인간의 언어활동 경험이 국어수업이라는 제도 안에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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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큰 굴절을 겪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립학교 교육이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학생은, 설령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성이 개인의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공립학교의 체계에 반응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
다(Bateson, 1972: ch.2). 국어수업의 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적 언어활동은
국어교실 내 작용하는 다양한 행동 규칙들에 대한 반응이다. 학습자가 보
다 정상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반대되는 언어활동의 패턴
을 학습할 수는 있어도 결코 무관한 패턴을 학습할 수는 없다. 그가 국어
교실에서 문제적 언어 행위를 재현하는 이상한 학생으로 보이는 순간에
도, 그의 언어활동은 그가 언어 주체로서 몸담은 곳, 국어수업의 장이 특
수한 언어의 장으로서 규정하는 일정한 행동 규칙에 체계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쓰기≫ 교과서의 과제 수행 전반이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어진 쓰기 과제는 완수
해야 하는 국어교실 내 행동 규칙은, 특정 학생으로 하여금 혼자만의 은
밀한 공간이 된 ≪쓰기≫ 교과서 안에서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게 한다.
국어수업이라는 제도는 많은 부분 당연한 옷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제도가 개별 국어수업의 장과 수업 구성원들의 고유한 언어활동의 경
험을 관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편 주체를 기반으로 상정한
다수의 편의에 기대어 있는 ‘제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일반 제도가 그러하듯이 국어수업이라는 언어교육의 제도 또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을 빌어 모국어를 유지하고 생성하기 위한 실제적
인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반이 특정 학생들을 국어수업의 장에서 소외시키고 그들
의 모국어 학습 경험의 특수성을 축소시키거나 은닉하는 가운데 성립한
다면, 그 제도적 기반은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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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엇보다 그와 같은 언어의 장 안에서는 학생들에게 목표화된 학습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고에서 논의된 관계의 언어는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어수업이라는 모국어 교육 제도는 학생과 교사, 교과서, 국어교실의
맥락으로 구조화된 언어활동이자 언어활동의 장이다. 그러나 이 점이 국
어수업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활동이 구조에 종속돼 정형화된
형태로 드러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본고에서 논의된 ‘관계의 언
어’는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조화된 사회적 장에서 수행되는 언어
활동의 구체적 세부 양상은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언어활동의 계획과 통
제를 벗어나며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을 산출한다.
‘관계의 언어’는 그 한 예로 국어수업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과정에서 국어수업 구성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제도적 산물
로서 기대되는 국어수업 언어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며 산출된다. 그러
나 이 부정적 의미에서의 잉여로서 간주되는 국어수업 언어는 국어수업
이라는 제도 실천의 국면에서 실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제도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국어수업의 상과 이념에 반성적 계기를 제공
한다.
국어수업은 국어수업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국어수업이라는 제도, 국어
수업이라는 실천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포괄하는 현상의 범위와 수준은
폭넓다. 그러므로 국어수업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이 중 어느 한 국면에
대한 탐구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개념, 제도, 실천을 아우르는 상호 연
대 안에 국어수업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기대되었
던 국어수업 언어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수업의 과
정 및 결과로서 생산된 ‘관계의 언어’는 국어수업의 제도가 미처 통제하
지 못했던 부분을 들춰내고 국어수업의 개념이 포괄하는 의미 영역의 자
장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개념, 제도, 실천에 걸쳐 국어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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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반성케 하는 계기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반성 및 숙고의 계기는 국어수업에 대한
단면적 이해나 한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입체적으로 국
어수업에 접근, 그 현상을 진단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 아래 그것의 개
선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14)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1ㄱ), 『(초등학교 3-1) 국어 말하기․듣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ㄴ), 『(초등학교 3-2) 국어 말하기․듣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ㄷ), 『(초등학교 3-1) 국어 읽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ㄹ), 『(초등학교 3-2) 국어 읽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ㅁ), 『(초등학교 3-1) 국어 쓰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ㅂ), 『(초등학교 3-2) 국어 쓰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구영산(2010), ｢초등 국어수업에서 행위지향적 표현의 형성과 의미, 기능, 인
,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pp.219-247.
식｣

김상욱(2001), ｢
어린이 문학과 ‘자본의 어린이’｣
, 당대비평 16, 생각의나무,
pp.256-273.

김상욱(2010), ｢
문학교육에서 바라본 시민 혁명의 기억과 체험: 문학교육과 민
, 문학교육학 32, 한국문학교육학회, pp.9-37.
주주의｣

이지호(2009), ｢
어린이시와 동시의 거리 - 시적 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 국

* 이 논문은 2011. 5. 3.에 투고되었으며, 2011. 5.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6. 4.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6. 7.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178

국어교육연구 제27집

어교육 12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661-684.
Bachman, L. F. and A. S. Palmer.(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rone, Diane.(2010), “Welcoming Families: A Parent Literacy Project in a
Linguistically Rich, High-Poverty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8, pp.377-384.
Bateson, Gregory.(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Ballantine.
Benedict, Ruth.(1934), “Anthropology and the Abnormal”,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 pp.59-82.
Bernard, H. R.(2002), Research Methods in Anthropology, CA: Altamira Press.
Bourdieu, Pierre.(1977), Outline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rdieu, Pierre.(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ichard N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Foraker, Stephani, Terry Regier, Naveen Khetarpal, Amy Perfors, and Joshua
Tenenbaum. (2009), “Indirect Evidence and the Poverty of the Stimulus:
The Case of Anaphoric One”, Cognitive Science 33, pp.287-300.
Hemphill, Lowry, and Terrence Tivnan.(2008), “The Importance of Early
Vocabulary for Literacy Achievement in High-Poverty Schools”,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13, pp.426-451.
Howard, Vikki F., T. F. McLaughlin, and Edward F. Vacha.(1996), “Educational
Capital: A Proposed Model and Its Relationship to Academic and Social
Behavior of Students at Risk”, Journal of Behavioral Education 6, no. 2,
pp.135-152.
Kellett, Mary.(2009), “Children as researchers: what we can learn from them
about the impact of poverty on literacy opport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3, no. 4, pp.395-408.
Lofland, John, and Lyn H. Lofland.(1995), Analyzing Social Settings：A Guide to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179

Qualitative Observation and Analysis(3r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Olivesi, Stéphane.(1968), La communication selon Bourdieu, Paris: Hacherre, 이상

길 역(2007),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ayne, Ruby K.(2009), “Poverty Does Not Restrict a Student’s Ability to Learn”,
Phi Delta Kappan 90, Issue 5, pp.371-372.
Pruitt, Sonja, and Janna Oetting.(2009), “Past Tense Marking by African
American English-Speaking Children Reared in Pover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2, pp.2-15.
Pruitt, Sonja L., Janna B. Oetting, and Michael Hegarty.(2011), “Passive Participle
marking by African American English-Speaking Children Reared in
Pover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
pp.598-607.
Sinatra, Richard.(2008), “Creating a Cul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for
Children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14, no. 2,
pp.173-192.
Turner, Victor.(1967),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Walter, I. Trattner.(1998), From Poor Law to Welfare State: A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America(6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Whyte, William Foote.(1993/1943),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0

국어교육연구 제27집

￭국문초록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구영산
이 연구는 국어수업의 장에서 교과서나 교사의 의도를 벗어나며 국어수업의
결과로서 생산되는 학생들의 특정 언어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계의 언
어’라고 불리는 이 국어수업 언어는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부정적 관계 양상이
≪쓰기≫ 교과서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지칭한다. 현재 국어교
실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과제 수행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의 적극적
인 소통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상(異常)적인 증후이다.
관계의 언어 생산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수업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한 특정 학생을 구성원들 간 관계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초점화된 연
구 대상인 태환이는 만 9세의 어린이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의 자녀이
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한 국어교실에서의 참여관찰
결과, 태환이가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혐오를 ≪쓰기≫ 과제 수행을 통해 지
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 맥락에 있는 관계의
언어는 국어수업의 장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는 태환이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수업의 장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력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특정 학생의 국어수업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 이는 그가 속한 사
회적 영역, 즉 국어수업의 속성 및 행동 규칙에 반응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적 생
산물임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국어수업의 장, ‘관계의 언어’,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장(場)에 대한
언어적 감수성, 언어를 통한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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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duction of “Language of Relationship” in Korean
Language Arts Class
Goo, Youngsan
This study explores how children are influenced by the social fields in
which they practice language.I focus on a case study of a nine-year-old boy,
Taehwan, from a poor family that receives need-based-support from the
government.
I observed Taehwan from March 2009 to January 2010 in Korean language
arts class: in the classroom, where he was a student in the third grade. I
analyzed Taehwan’s language written in his textbook titled “Writing”.
The classroom is comprised of children from families with various
socioeconomic statuses, but all higher than Taehwan. In the classroom,
Taehwan clearly manifested feelings of inferiority, and also hatred toward his
classmates, which I called “relational language”.
I conclude that Taehwan identifies with his social postion in the classrom
in his writing. Language behavior among children is highly sensitive to the
social field in which a child is acting--to the extent that a child may learn
and display his social position to the other children.
[Key words] language activities in Korean language arts class, language of
relationship, socio-economic status, language sensitivity to
social field, identification in language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