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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습활동을 맥락으로 수행하는 발화를 학습자 발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고츠키의

고등정신기능의 점유과정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매개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자 발

화의 본질과 기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학습자 발화는 본질상 학습자가 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상호작용 내에서 수행하는 발화들로서 개인정신간 언어매개라고 할 수 있는데, 후에 개인정신

내 정신기능의 매개로 전환한다. 이러한 발화는 조력자와 협력하여 스스로의 발달을 도모하며 이를 위

해 언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로서의 학습자가 발화주체가 되어, 익숙한 것을 낯설

게 보고, 상상적인 것을 창조하며,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고, 비계를 설정해주는 조력자와 협응하는

학습활동을 그 화맥으로 하여 전개된다. 학습자 발화는 형태에 있어 혼잣말과 조력자를 향한 발화

로 구성되며 전자는 학습자 스스로의 정신기능의 점유를 지원하는 자조적 기능을, 후자는 조력자

로부터 적절한 도움의 정도와 시기, 종류를 얻어내고 통제하는 원조유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학습

자 발화는 자발적이며 학습활동에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며, 필요한 맥락에 따라 형태의 역동적 전

환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호론적 기제가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학습

자 발화는 발화에 적절한 환경을 요청하는데, 오늘날 학교의 학생들이 처해있는 발화의 여건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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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습을 위한 발화의 가능성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의 변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수준간에 차이가 있는 사람간의

교섭이라고 본다면, 자기의 변형을 도모하는 낮은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며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과는 본질상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진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가르침과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배움 , 혹은 교수 에 대한 대

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학습 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습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

는 교육의 주체를 학습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

간의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로서 언어적 발화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은 후기 비트겐슈타인

(Wittgenstein, 1953)이 말한 인간의 삶의 형식들(Forms of Life) 가운데 하나로 성립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세계로서 그 안에서 교육의 세계 고유의 언어적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활동으로서 전개되는 언어적 소통은 발화활동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교

육과 유관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Austin, 1962). 교육이라는 활동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구성되는 실천의 한 결이다(장상호, 1991, 1998). 즉, 언어적 소통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맥락으로서의 교육은 특정한 시공간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삶의 형식

이다. 교육이라는 세계 속의 거주자로서 교육의 주체들은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내적인 규칙에 적절한 방식으로 언어적 교류를 수행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이라는 활동

을 목적으로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배우는 사람 또한 배움 이라는 활동에 적

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교육이라는 활동 안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

식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그 효과적인 수단의 일환이 되어 교육이라

는 삶의 세계를 구성해 낸다.

학습자가 학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발화를 학습자 발화(learner' s utterance) 라고 할 수 있

다. 학습자의 발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 이 전개되는 화맥 속에서 교육에 관한 언어를 교류하

는 기본규칙(ground rules)'을 공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로서 화자가 자신의 학습활

동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발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화들은 학습활동 의 제 요소들

을 수행해 내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의 발화를 '가르치는 사람의 발화 와

구분하는 것은 물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의 발화 와 동일시하는 것도 지양한다. 학교의

학생은 오직 학습자의 맥락으로만 이해될 수도 없는 다원적 삶에 관여하는 존재이다. 이들이 하

는 모든 말이 오로지 학습을 목적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배우는 활동

을 수행하는 학습자가 하는 말들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발화에 대한 논의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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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재개념화는 학생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학습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발화의 본질과 기능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학문적 과제를 제기한다. 이는 학습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 학습활동의 맥락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화의 기능과 이에 동반되는 제 특징들을, 교육이라는 세계의 고유성과

그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 관심에 의해 새롭게 이해하여

야 함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문화적 구성주의(sociocultural approach) 1)라고 불리는 발달론적 입

장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는 비고츠키(L.S. Vygotsky)의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논의가 가지는

함의는 주목할 만하다. 비고츠키는 지식이 발달해 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언어가 작용하는 방

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지식의 형성에 개입하는 언어, 지식을 형성해 가는 주체로서의

학습자, 발화하는 주체로서의 학습자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물론

연구문제의식의 출현에 있어서의 발달론적 관심과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비고츠키의 학습

자 와 학습활동 그리고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소통 에 관한 논의를 교육이라는 삶

의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우는 사람의 발화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전체적이고 대표적인

이해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는다(김지현,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론은 적어도 학습자의 발화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발화의 종류와 그것이 수행하는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화 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비고츠키의 언어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고츠키의 이론

의 교육적 함의의 대부분은 비계설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과 응용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으며(Dixon-Krauss, 1996; Margaret, 2001; Moll, 1993), 지식의 발달과정에 기

여하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논의 또한 교사나 성인을 중심으로하는 조력자가 수행하는 발화의

기능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Greenleaf & Freedman, 1993; Jarvis & Robinson, 1997;

Mercer, 1995; Palinscar, 1986; Goldenberg & Patty-Chavez, 1995; Tharp & Gallimore, 1988;

Tuyay, Jennings, & Dixon, 1995.; Wertsch, 1985). 본 연구는 비고츠키의 학습과 언어에 대한

논의의 이해를 그 반대 방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화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제반 특징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 편으로 비고츠키의 학습이론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교육학적 논의 안에서 별다른 이론적 해명의 대상이 되

지 못했던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화의 세계를 교육학적 논의주제로 드러내고 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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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자 발화의 본질

1. 학습자발화의 의미 : 개인정신간 국면의 매개

비고츠키에게 있어 학습자가 배우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발화의 개념을 단적으로 규정하자면

그것은 고등정신기능(higher mental process)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신간 국면(intermental plane)에서 매개로 작용하는(mediating) 정신적 도구

(psychological tool)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발화에 대한 규정은 그의 정신기능의 발달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추출된 것으로서,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습이론 전반에 담겨있는 고등정신기능의 특징 , 정신기능의 발달과정 , 개인정신간 국면과 개인

정신내 국면 그리고, 정신적인 도구로서의 매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정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달하는 유의미한 인간성의 측면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비

고츠키에게 있어서 지식은 고등정신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들, 예를 들면

지각(知覺)하기 , 주의집중(注意集中)하기 , 논리적(論理的)으로 기억(記憶)하기 , 계획(計劃)하

기 , 개념(槪念)을 형성하기 , 사고(思考)하기 , 의식(意識)하는 것 등과 같은 마음의 작용이다

(Vygotsky, 1978).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신기능을 특별히 고

등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당대 소련의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파블로프(Pavlov, 1941)의

고전적 연합(classical connection)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물이나 인간의 초등한(elementary) 정

신기능과 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인간의 정신기능이 작용하는 방식은 동물과 같은 하등존재의

정신기능들과 달리 지각의 장에 교란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화되어있고

자기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의 수준에서 발휘될 수 있다.

이미 발달된, 혹은 이미 각 개인이 스스로의 독립된 정신기능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 수준의

정신적인 기능들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정신기능이 언어와 같은 기호(sign) 에 의

하여 매개되어(mediated)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도구가 노동조작의 형태를 결정함으로써

자연에의 적응과정을 변화시키듯이, 언어와 같은 정신적인 도구는 새로운 수단적 행위의 구조

를 결정함으로써 정신기능의 흐름과 구조를 변형시킨다. 언어는 인간의 정신기능에 변화를 초

래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한 개인이 인간다운 정신기능을 획득하고 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가 언어 와 같은 기호체계를 자신의 본래적이고 생물학적인 정신기능에

연결 시킴으로써 이전의 정신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언어화된 정신기능 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의 사회적 차원은 시간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일차적(一次的)이며,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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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차원은 파생적(派生的)이고 이차적(二次的)인 것이다. 외적인 혹은 사회적인 정신기

능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발생적 순서에 있어서 우선한다. 인간이 특정한 고등정신기능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밖에 있는 사회적 정신기능을 개인적 이고 내적 인 정신기능으

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러한 정신기능의 발달과정을 비고츠키는 개인정신간 기능(個人精神間

機能, intermental functionings) 의 국면(plane)으로부터 개인정신내 기능(個人精神內 機能,

intramental functionings) 국면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정신기능은 비고츠키가 문화

적 발달의 일반적 발생의 원리라고 지칭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미발달되어있던 정신

기능이 새롭게 점유(appropriation)'되는 것이다.

정신기능이 언어에 의하여 매개되어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외적인 상태로부터 내적인 상태로

점유되어간다는 발달원리에 대한 논의로부터 학습자 발화의 본질과 관련한 중요한 함의를 이끌

어 낼 수 있다. 비고츠키에 설명에 의해, 한 사람의 정신기능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학습자의 발화란 이러한 결과가 있기 이전의 원인이 되는 단계에서의 언어적 소통의 양

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정신기능을 내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언어는 분명 정신기

능이 점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한 인간의 정신에 특정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정신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내적인 정신기능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언어매개의 경

우와 같이 일종의 매개자 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비고츠키의 언어관이다. 언어는 비고츠키에 의하면 본질상 사회적 인

것이지 개인적 인 것이 아니다. 이때 사회적이라는 것은 언어, 다양한 계산 체계, 기억술 같은

것들이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의미이다. 심리적 도구는 개인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도,

자연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본능 혹은 무조건적 반사처럼 유전되는 것도 아니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언어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한 개인에 앞서서 주

어져 있는 어떤 것이다. 단지 각 개인은 이러한 언어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고등정신기능의 점유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언어의 점유과정 또한 오랫

동안의 점진적인 전환의 결과이다. 언어의 내적인 기능이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에 동반된 점유의

결과라는 사실은 고등정신기능에 대한 언어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

정신내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비고츠키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개인적 기능의 구분과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피

아제(1923)가 아동의 혼잣말을 아동기적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인 자기중심성(egocentrism) 을 반영

하는 미성숙의 징후로만 간주한 것과 달리, 비고츠키가(1934/ 1987: 259) 아동의 혼잣말은 개인간

기능으로부터 개인 내 기능으로의 전이, 즉 아동의 사회적, 집단적 행위로부터 보다 개별화된 행

위로의 전이의 한 현상으로서 언어발달의 긍정적이고 발달적인 경로를 본 것은 이러한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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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식의 발달에서 중요하고 우선되는 과정은 개인정신간 국면이

며, 이 때 매개로 작용하는 개인정신간의 언어 가 후에 각 개인의 정신기능을 내적으로 매개하

는 언어가 된다. 개인정신간 국면 은 결국 지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때 언어는 지식의 점유를 위한 소통의 도구이다. 비고츠키가 말하

는 언어 , 즉 내적인 정신기능과 개인정신간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도구로서의 언어 는 소쉬르

의 정태적이고 인지적인 기표적인 기호의 체계가 아니다(Saussure, 1916). 그에게 있어서 언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1953)이 보았던 언어게임이나 오스틴(Austin, 1962)이 가정한 화행(話行) 으

로서의 언어, 즉 언어적 소통활동으로서의 말(speech) 을 의미한다. 즉, 고등정신기능을 매개하

는 언어는 단순한 단어나 숫자와 같은 기호가 아니라 고등정신기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역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의 언어, 언

어적 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매개된 정신기능으로서의 언어화된 사고(verbal

thinking)로서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와 언어의 결합은 사고와 인간의 소통

(communication)의 결합단위로 보아야 한다 는 비고츠키의 강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Vygotsky, 1934, 1987 : 49). 그에게 있어서 언어 는 사용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들을 의

미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발화 는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각 사람의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언어는 이러한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한 과정에서 교류되

는 대화가 전환된 것이다.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언어, 즉 발화들이 매개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개인정신내의 언어

들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신간 국면에서의 언어들 또한 정신에 특정한 도

구가 되어 기능 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비고츠키에게 있어 한 단위의 발화는 다양

한 형태의 기능의 집합체이다. 매개로서의 언어의 기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은 개인정신간에서 작용할 때와 개인정신내 국면에서 작용할 때, 그 기능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김지현, 2001). 질적으로 다르지만 정신과 관련하여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즉

정신기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작용을 가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매개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고츠키의 이론 안에서는 사회적 언어(social speech) , 아동이 혼자 말하는 혼잣말(private

speech) , 한 개인의 내적인 정신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돕는 내적 언어(inner speech) , 그리고

문어(written language)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가 제시되고 있으며,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 또

한 신호기능, 의미기능, 사회적 기능, 개인적 기능, 의사소통기능, 지적 기능, 지시기능, 그리고

상징기능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크

게 보면 개인정신 내 국면에서의 언어의 기능과 개인정신간 국면에서의 언어의 기능을 설명하

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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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신내 국면에서 언어가 매개로서 기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기능이 점유되는 과정

으로서의 개인정신간 국면에서도 언어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서로의 정신 에 영향을 미치

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개인정신내 국면에서의 매개의 기능이나 특성과 다소 다를 수 있지

만 언어가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적인 정신기능의 변화

를 가지고 오게 한다면 이때의 기능도 매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신간 국면에

서의 언어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내적인 정신기능의 변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 는 비고츠키 후학

들의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Wertsch, 1985). 결국 학습자의 발화는 지식이 점유

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발화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자 내부에서 점유된 지식을 매개 하는

도구로서 기능이 전환된다.

결국 비고츠키에 의하면 학습자의 발화는 후에 현재 학습하고 있는 정신기능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신의 정신기능으로 점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들이며, 가르치는 사람

과 함께 엮어지는 대화 형식의 이러한 발화들은 후에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정신기능을 매개하

는 언어가 된다. 이는 학습자의 발화가 그 본질상 후에 정신기능을 내적으로 매개하는 언어로

전환되어질 정신기능의 점유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한 축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는 각 사람의 정신기능이 자기 고유의 것으로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언어 못지

않게 그러한 상황을 대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즉 상호작용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중에 학습자는 다른 사람과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대화를 하며 이러한 말들은 정신기능이 내적으로 점유되는 과정에 있어

서 불가결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발화의 주체: 근접발달영역내의 학습자

학습자의 발화는 학습이라는 활동을 화맥으로 하여 학습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화이다. 다

소 순환론적으로 보이고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이상과 같은 정의는 비고츠키의 이론 안에서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학습하는 언어를 발화하는 주체는 명확히 지식을

점유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현재 자신이 획득하지 못한 지식을

획득하고자하는 사람으로 개념적으로 한정된다. 즉, 학습자는 특정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연인으로 총체적으로 규정된다기 보다는 특정한 활동, 즉 현재 자기 안에 점유하고 있지 못한

지식을 점유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놓인 사람으로서 규정되는 것이다. 개인정신내 기능의 국면

이 이미 정신기능이 한 사람 안에 점유된 결과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 정신기능이 발달해

가는 과정은 개인정신간 국면 이 된다. 학습하는 언어를 발화를 하는 학습자는 개인정신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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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참여하는 주체를 지칭하게 되며, 그러한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파악은 비고츠

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신기능이 점유되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신간 국면의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과 동일한 일이다.

비고츠키에 있어서 개인정신간 국면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태로서의 사회

적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사태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거나 혹은 일체의 규칙없고 경계 없는 만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근접발달영역(近接發達領域,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교수-학습상호작용(instructional and learning interaction) 2)을 의미한다

(Vygotsky, 1978). 근접발달영역은 실제적 발달수준(level of actual developmental) 과 잠재적

발달 수준(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al) 의 사이로서 정신기능의 점유가 가능할 수 있는 상

호작용의 공간이다. 전자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이미 내적으로 점유된

정신기능의 수준을 의미하며, 후자는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발달의 수준이다. 전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신기능의

수준이라면 후자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신기능이다. 개인정신간 국면은 이러한 근접

발달영역을 창출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내적으로 정신기능을 점유한 사람과 정신기능을 점

유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만나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개인정신간 국면은 이렇게 지식 점유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사

람들이 특별한 협동적 상호작용의 상황으로 태도를 전환한 사태를 지칭한다. 즉, 지식을 이미

점유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반면에 지식을

점유하지 않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수학습상호

작용 내에서 후발달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학습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는 근접발달영역에서 현재 잠정적 발달수준을 타인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실제

적 발달수준으로 점유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학습

자는 아동 이나 학생이 아니라 정신기능의 발달적 점유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

하는 것이다. 학습을 위한 언어적 발화의 주체는 바로 이러한 학습자로 그 개념이 분명하게 드

러나는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비고츠키에 있어 학습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면모를 동시에 갖춘 교육의 주체를 의미한다.

첫째, 학습자는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내적인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구성주의는 인

간의 지식과 실재와 언어, 그리고 발달의 기제들에 관하여, 전통적인 인식론이 취하고 있던 입

장을 벗어난다. 인간은 외계로부터 주어진 절대불변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수동적이고 피동적

인 형태로 분절적으로 누적적인 단위지식을 모사하거나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

을 통해 세계와 교섭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렇게 파악하는 세계를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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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어놓는다는 것이다(Steffe & Gale, 1995).

비고츠키에 있어서 학습자는 능동적인 발달기제의 주체가 된다.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

인내적 차원에서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점유(appropriation) 는 결코 외부에 있는

정신기능이 안으로 들어오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의 과정이 아니다. 후자가 주체의 노력 없

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기능의 단순한 모방(模倣)이나 모사(模寫)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사람이 미숙하고 서툰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숙달해 가는 과정으로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정신기능의 국면이 모종의 영향 을 미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동형

적인 정신과정이 그 사람 안에 상향적으로 구축되어 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발달적 참여의 과정

이다. 점유로 인한 발달은 경험주의적인 인식론이 흔히 가정하듯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요소

들의 변화가 아니다.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 존재하지 않던 것의 출현이나, 혹은 기존의 정신기

능을 완전히 버리고 새 것으로 대치(displacement)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형(transformation)

혹은 재형성(re-formation) 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의 과정이다(Vygotsky,

1934). 비고츠키가 보는 인간은 이러한 변형으로서의 점유, 외적인 매개를 자신의 정신기능 속

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이다. 인간은 인식활동에서 매개가 될 수 있는 기호들을

자신의 구성작업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극에 대해 매개

된 반응을 창출하고, 이를 의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인식은 단순히 외부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작용이 아니라, 기호를 매개로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의 자극 창출과 그를

통한 인식이라는 구성활동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자는 가르치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고

츠키의 이론은 피아제를 비롯한 급진적 구성주의가 지식의 본질이나 그 발달의 과정을 이해하

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고립된 개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성격, 지식과 언어

의 관계, 그리고 지식의 발달을 위한 대인간의 상호작용의 의의 등을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

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Brown, 1988; Bruner, 1962; Rogoff, 1990). 비고츠키의 고등

정신기능에 대한 설명은 모든 인간이 보다 발달된 사람과의 대인간의 교섭을 통하여 지식을 발

달시켜 가며, 인간은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을 줄 아는 존재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Rogoff, 1990; Rogoff, Mosier, Mistry, & Göncü, 1993). 이는 지식의 구성과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학습자관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신기능의 상향적 변형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섭할 줄 아는 교육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말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습자 뿐 아니라, 타인과 교섭할 수

있는 교육적 관계에 진입하는 주체적 학습자를 가정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위하여 언어를 적극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즉 교육의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존재이다. 개인정신내 정신기능을 위해 요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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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는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이루어진 소통의 구조를 담고 있는 '발화들'이다. 소통의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들이란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발화가 아니라 상호 언어적인 교류가 이루어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후발달자가 학습자가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언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의 상향적인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언어를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고츠키에게서 학습자는 언어를

정신기능의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을 위한 언어적 발화의 주체이다.

3. 발화의 맥락: 정신기능점유를 위한 학습활동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일체의

언어사용은 화맥을 요청하며 학습자의 발화는 곧 학습활동이 화맥이 되는 상황에서의 언어사용

이다. 비고츠키에게서 학습활동의 전체구조는 네 가지 상황에 희미하게 가정되고 있다. 첫째,

학교교육의 상황이다. 여기서 일상에서 형성된 개념을 넘어서서 보다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수

준의 개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의 독특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고츠

키가 개념의 형성 실험을 전개하였던 상황이다. 피실험자는 자신이 지각하는 실재와 단어의 제

시라는 이중자극에 노출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안에 놓

여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세 번째는, 아동이 혼잣말을 하게 되는 상황, 비고

츠키의 표현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고등정신기능의 자연스러운 작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끝으로, 아동이 상상놀이에 참여

하는 상황이다. 이 안에서 아동은 자기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자기를 자기 안에 끌어들이기 위

한 자발적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발달하게 된다.

학습자가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활동은 학습자 개인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의 정신기

능을 향상시키는 개인내적인 변화과정,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의 상호작용이라는 대인간의 협력과정의 두 양상으로 전개된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개인정신

간 국면이란 학습의 측면에서 볼 때 정신기능의 점유를 가지고 오는 학습자의 안과 밖에서의

활동 모두를 의미한다. 비고츠키에게서 개인정신내 국면은 정신기능이 점유된 이후의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개인정신간 국면 은 정신기능을 점유해 가는 과정의 국면을 의미하며 이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자기 스스로 내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도움을 주는 발달

자와 교섭하는 양방향의 활동양상 모두를 포함하는 상황이다. 전자적인 양상의 학습활동은 놀

이 에 대한 비고츠키의 설명으로부터, 그리고 후자적인 양상의 학습활동은 비계설정

(scaffolding) 에 대한 비고츠키 후학들의 논의를 반대방향에서 읽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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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츠키에 의하면 놀이는 학습활동을 보여준다. 놀이는 학습자내부에 근접발달영역을 만든

다. 놀이에서 학습자는 항상 자기 평균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행동하고 평상시보다 더 낫게 행동

한다. 돋보기의 초점과 같이 놀이는 모든 발달경향들을 압축된 형태로 포함하고, 놀이 그 자체

가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다. 학교의 전형적인 교육적 상호작용이 발달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

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이는 정신기능의 발달을 이루어내며, 그 범위에 있어 훨씬 더 폭넓다. 상

상적 영역 및 상상적 상황에서의 행위, 자발적 의도의 창안, 실제 생활 계획의 조성, 의지적 동

기 등 이 모든 것이 놀이 속에서 나타나며 취학전기 발달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한다. 근본적으

로 인간은 놀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의미에서 놀이가 인간의 발달을 결정하는

유도적(誘導的)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Vygotsky, 1978).

놀이를 통해 학습활동을 구성해 보면, 그 과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자는 지금까

지 스스로가 구속되어 있던 지각(知覺)의 장(場)과 같은 현 수준의 체험구조로부터 이탈의 시

도 를 한다. 놀이에서 학습자는 지금까지 보던 방식으로 주어진 대상을 보지 않게 된다. 고등정

신기능의 현재의 매개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놀이에서 학습자는 현재의 수준이 구속하는 것

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학

습자의 노력과, 놀이라는 활동의 특질로 인하여, 기존의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가지던 체험내용

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수준의 체험내용을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이어서 주어진 현재 수준으로부터의 이탈은 상상적인 상황에 대한 창조라는 연계된 활동으

로 진입한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욕구는 점차 성숙해 가는데 놀이가 두드러진 시기

에 있어서는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수준의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되며, 상상적 상황의 창조를

통하여 그것의 충족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놀이에 참여할 경우에 자신의 잠재적 발달

단계로 있는 것들을 자신의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의 내면에서 상상적인

것들을 창조해 낸다. 사실상 학습자가 놀이에 참여하여 상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활동은 현재 불

가능한 그러나 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신 안에 가

져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학습활동의 다음단계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기 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현재의 자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발달의 수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향상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경우, 개인정신간 기능에서 조력자가 보여주는 각 사회의 필수적인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조력자가 현재 제시하는 수준, 혹은 자신이 다음에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을 자기 안에 열매가 되기 전의 꽃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점차 열매로 전환시켜

간다. 잠재적 발달 수준의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의 전환은 한 단계가 다른 단계로 급격하게 대

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생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점차적인 전환의 모습을 띤다. 낯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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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해지는 학습활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을 따르는 일이 요청된다. 즉, 높은 수준의 규

칙에 따라 행동해 보는 것이다. 학습자는 현재 바로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을 자기 안에 상상적으

로 창출하고 이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행해

보고 따름으로써 이를 자기 안에 점유한다.

이상과 같은 학습활동은 놀이의 특징에서 비고츠키가 언급하는 것처럼 일련의 보람과 가치

감을 준다. 이는 학습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

인 기쁨의 원천은 현재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현실상황에서부터 소원(疎遠)해지는(alienated)

것, 학습자가 다음 단계에서나 가능한 규칙들에 직접 참여해 보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다. 또한 학습자는 학습이 즉각적인 충동에 대항하여 학습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활동자체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보다 높은 규칙

을 지키는 보람을 느낀다. 즉 높은 수준의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활동 자체가 큰 기쁨과 보람을

준다.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서 최상의 정신기능을 자신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으

며 계속되는 이러한 활동을 향한 열망은 새로운 형태로 연결되면서 발달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

게 한다.

이상은 학습활동을 학습자 내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학습활동을 도움을 주는 타인과

의 협동적 양상으로 재포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학습활동은 근접발달영역에서 이미 정신

기능을 획득한 선발달자가 후발달자인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개념화한 것으로서의

비계설정(scaffolding) 이라는 활동의 제반요소들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비계설정의 기본적인 요소들로는 필수적 활동 과제의 제시, 기지(旣知)의 것으로부터

미지(未知)의 것으로 다리 놓기, 조력자와 학습자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구축하기, 학

습자에게 따뜻한 정서적 분위기제공, 학습자 수행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근접발달영역 안에 머물

도록 하기, 정신기능 수행의 책임을 후발달자에게 넘겨가기 등이 제시된다(Berk & Winsler,

1995; Brown, Collins, & Duguid, 1989; Lave & Wenger, 1991; Rogoff, 1990).

만일, 놀이를 통해 구성한 학습활동을 조력자와의 대인간의 협력의 차원에서 개념화한다면,

학습활동은 다음의 맥락으로 전개될 수 있다. 즉, 조력자와 함께 주어진 실천적 활동에 참여하

기, 기지의 수준으로부터 미지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 조력자가 수행하는 발판을 이용하여 향상

하기, 조력자가 구축하는 주관성의 세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고자 애쓰기,

위험을 감내하는 다음단계로 모험적인 시도를 감내하기, 조력자에게 자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민감하게 제공하기, 자신이 점유가능한 수준으로서의 잠재적 발달영역안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조절하기, 점유하고자 하는 정신기능을 자기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스스

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수행하기 등이 그것이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발화의 맥락인 학습활동은 두 가지 양상, 즉 자기 내에서는 또 다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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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타인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

로 포착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학습자가 참여하는 활동의 면모들이 된다.

대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각 학습자의 내부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

다(Wertsch, 1985). 학습활동의 두 양상은 모두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개인정신간 국면의 한 축

에 해당하며, 이러한 국면은 후에 학습자의 개인정신내 국면으로서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정신

기능의 발달의 결과로 연결된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학습자의 발화란 결국, 개인정신간 국면

에서 전개되는 언어적 발화들의 한 축으로서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발화로서, 학

습자의 개인내적인 정신기능의 수준상의 변화와 조력자와의 향상을 위한 협력의 두 양상으로

전개되는 학습을 그 맥락으로 하는 발화를 말한다.

Ⅲ. 학습자 발화의 기능과 특징

1. 형태별 유형과 기능

1) 혼잣말의 자조적(自助的) 기능

인간의 소통 방식은 비언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언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식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타인을 향하여 대화상황에서 전개되는 음성언어로서의 발화(utterance) 가 그 대

표적인 것이다(Asher & Simpson, 1994 ; Mey, 1993). 이렇게 보면 학습자의 발화도 조력자를

청자로 삼아 수행하는 대화상황에서의 발화가 형태에 있어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비고츠키에게 있어서는 타인을 향한 발화인 사회적 언어(social speech)와 더불어 정신기능이

점유되기 이전의 개인정신간 국면에서의 발화로서 혼잣말(private speech)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Vygotsky, 1934, 1978)3).

만일 발화를 단순히 타인을 청자로 삼아 전개되는 소통상황의 언어로 제한한다면 학습자 발

화의 유형은 사회적 언어로 국한된다. 그러나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학습자를 정신기능을 점유

하고자 하는 주체로 간주하고 학습활동을 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게 되면, 혼잣

말은 분명 이러한 학습자 발화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것은 조력자를 향한 발화는 아니지만,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하여 전개되는 발화이며 후에 내적이고 독립적인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언

어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말은 결코

아동 혼자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다. … 각 개인의 말을 대화의 일부분으로, 즉 협동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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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일부분으로 바라볼 때만이, 변화에 대한 이해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Mininck 1987:

27 재인용) 고 한 비고츠키의 말을 유념하고 혼잣말을 다시 보면, 이를 학습활동을 화맥으로 하

는 학습자의 발화로 그 의의를 새롭게 해야함은 더욱 분명하다.

혼잣말은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지식이 점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언어이다. 즉 타인의 조력을 받아 근접발달영역에서 특정의 정신기능의 수행에 참여하면서

이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언어도 함께 내적으로 점유해 가야 하는 아동의 경우에 정신기능의 완

벽한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발화들이다. 당연히 혼잣말은 평이한

상황, 즉 실제적 발달수준으로서의 정신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보

다 높은 수준의 정신기능의 발휘를 요구하는 높은 수준 즉, 문제상황 에 접하게 되면 나타난다.

혼잣말은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타인과 협동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보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

히 점유되지 않은 정신기능을 자신의 독립적인 정신기능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노력의

일환이다. 학습자의 혼잣말은 이전의 고등정신기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정신기능들이 전적으

로 학습자의 내적인 정신기능으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전환이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전의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이 정신기능을 점유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이 조력의 형태로 수행하

였던 발화들이 완전하게 점유되지 않았을 때 전개되는 발화들이다.

비고츠키가 직접 보여주는 혼잣말의 사례는 많지 않다. 비고츠키와 동료는 이러한 혼잣말을

보기 위해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4-5세 된 아동들에게 찬장의 손

이 닿지 않는 곳에 사탕을 두고, 이를 가지게 하면 다음과 같은 혼잣말을 한다.

(막대기를 가지고 선반을 더듬으면서 조용히 보고 살피면서 의자 위에 선다.) (1)4) 의자 위에

(실험자를 보면서 다른 손에 막대기를 쥔다.) (2) 저것이 정말 사탕인가? (망설이면서) (3) 나는 다

른 의자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어. 서서 가져야지. (두 번째 의자에 올라선다.) (4)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막대기를 사용할 수 있어 (막대기를 쥐어 사탕을 건드린다.) (5) 이제

움직일 거야 (사탕을 친다.) (6) 움직인다. 나는 의자로 그것을 가질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막대기

가 그걸 해냈어 (Vygotsky, 1978 : 25).

여기서 언제나 쉽게 사탕을 가질 수 있던 아동은 현재 문제상황 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아

동은 쉽게 사탕을 가질 수 없고, 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활동적 노력의

일부로서 혼잣말을 하게된다. 이상과 같은 학습자의 혼잣말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학

습자의 혼잣말은 곤란한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실재들과 교섭하는 양

상들이며, 그에 대한 대처방식이다. 비고츠키는 학습자의 혼잣말이 학습자가 실세계에 실지로

대처하는 데 직접 관계되며 그것은 합리적 활동과정의 구성성분이 되어 처음의 목표지향적인

행위로부터 소위 지력을 이끌어내어 학습자의 행위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문제해결과 계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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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보다 많이 작용한다고 본다. 이 과정은 학습자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아동이 대하

는 사물은 현실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형성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숙달하기

에 앞서서 발화의 도움으로 그의 주변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이것 자체가 새로운 행동조직

화 그 이상으로 환경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Vygotsky, 1978).

비고츠키가 지적하는 혼잣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발화는 상황

으로부터의 이탈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

의 행위들과 유인원의 행위를 진정으로 구분시켜주는 것은, 인간의 조작(operation) 들에만 나

타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자유이다. 그리고 언어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혼잣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상황적 구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서 낯선 것들로 나아가는 발달적 놀이의 활동 요소를 전개시키는 언어적 매개이다.

또한 혼잣말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자기 안에 가질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다음 단계

의 고등정신기능으로서 상황을 자기 안에 품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혼잣말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직면한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보다 향상된 대안적 체험의 구

조를 자기 안에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자기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잠재적 수준을 모색하고 이를 자기 안에 가능성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놓고

비고츠키는 발화가 학습자로 하여금 대상물에 대한 효과적 조작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유인원들과 달리 발화의 도움으

로 인간들은 그들 자신들의 행동의 객체이면서 또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한다

(Vygotsky, 1978 : 26) 고 설명한다.

학습자의 혼잣말은 특별한 문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활동이다.

이는 곧 다음 수준의 고등정신기능을 자기 안에 점유하는 내적인 활동의 언어적 표현이다. 그러

한 기능은 처음에는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적인

계기를 규정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는 기능을 한다. 혼잣말은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발화체가 아니라 문제상

황에 봉착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러한 활동을 계획하게 해

준다. 이는 혼잣말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학습자가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의 고등정신기능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달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 자기 자

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학습자 발화로서의 혼잣말의 기능들은 학습활동으로서의 놀이의 맥락과 거의 평

행한 모습을 보인다. 즉, 혼잣말은 지식을 점유하는 과정적 활동으로서의 놀이를 언어를 도구로

진행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비고츠키가 혼잣말의 기능이 보다 나이든 아동

의 경우에 있어서 언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활동과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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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지적하는 대목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실험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이든 아동은 보다 어린 아동과는 다르게 행동하였다.

나이든 아동은 아주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았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물어보면

학령 전 아동이 소리내어 생각한 것과 매우 유사한 답을 하였다. 이 사실은 학령 전 아동이 자기중

심적 사고를 통해서 수행하는 심리적 조작이 학령기 아동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내적 언어로 넘어갔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Vygotsky, 1934, 1987 : 70).

성숙한 단계의 사람들이 내적인 사고의 형태로 수행하는 능력을 학습자는 혼잣말의 도움을 받

아 점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혼잣말이라는 학습자의 발화형태는 성인 학습자의 경우

그렇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발화유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발달단계에

서 나타나는 아동의 혼잣말에 대한 비고츠키 후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빈번해 진다는 점 은 혼잣말이 가

지고 있는 학습자의 발화로서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rk &

Landau, 1993; Behrend, Rosingren, & Perlmutter, 1989). 나아가 혼잣말은 어린 아동들 뿐 아니

라, 보다 성장한 아동들의 경우에도 새롭게 형성해야할 고등정신기능이 출현할 때마다 반복적으

로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여기서 나아가 거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어려운 도전적

인 문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John-Steiner, 1992)는 것 또한 혼잣말이 정신기능의 획득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선택하게 되는 발

화의 보편적 유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를 토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혼잣말은 현재의 수준보다

높은 지식을 자기 안에 점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식의 점유를 위한 자조자의 언어적 활동 가운데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조력자를 향한 발화의 원조유도적(援助誘導的) 기능

학습자 발화의 또 다른 형태는 조력자를 향한 발화이다. 학습자는 정신기능을 점유하고자 하

는 근접발달영역 안에 놓여있는 사람이다. 이는 언제나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해 도와주는 존재

로서의 조력자와의 면대면 상황에 처해있음을 전제하며 계속적인 교섭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이들은 언어를 도구로 학습자의 정신기능의 점유를 도모한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문제

상황에 봉착한 학습자는 필연적으로, 상호작용의 국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뿐만 아

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호소하는 활동 사이를 계속하여 왕복한다(Vygotsky, 1978:

27) . 학습자는 문제사태에 처해서 혼잣말을 통해서 스스로 정신기능을 점유해 보고자 노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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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에 조력자를 향하는 발화로 전환한다. 언어행위에 대한

오스틴의 발화수반효과(perlocutionary effect) 의 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혼잣말은 그 발화수

반효과가 발화자 자신인 학습자의 정신기능의 변화를 겨냥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력자를 향한

발화는 발화수반효과가 조력자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특이한 점은 유아들이 그들 앞에 놓인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정서적

발화에 의존하는 것과, 바라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결합하는 상황에서 꽤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발화가 아동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반면, 때로는 언어가 실제적으로

목표 성취를 위한 대치물로 사용된다. 아동은 언어를 통한 자신의 형성 노력이나 아니면 실험자에게

도움을 호소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문제를 성공적으

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음에 틀림없는 많은 지적이고도 상호 관련된 행동을 마친 후에, 아동은 어려

움에 봉착하자마자 갑자기 모든 시도를 중지하고 실험자에게 도움을 요구한다. 문제해결에서 아동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발화적 요소는 아동의 활동이 드러냈던 틈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다. 질문을 함으

로써 아동은 사실상 자신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특정의 계획을 형식화해 왔으나, 필요한 모

든 조작들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Vygotsky, 1978 : 29).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하여 학습자가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 발화를 수행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내기 위하여 언어

를 매개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동의 혼잣말이 학습자내부에서 정신기능을 이끌어 올라가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력자를 향한 발화는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조력자가 자

신의 정신기능의 점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이끌어 내거나, 이러한 타인의 도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유형의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 아동들은 그들의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정신

적으로 배우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에게 놓인 문제의 요구에 맞추어 타인이 도와줄 것을 제안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아동의 능력은 아동의 실행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Vygostky, 1978 : 29).

학습자 발화의 다른 유형인 조력자를 향한 발화는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보다 높

은 수준의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

해 사용된다. 학습자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부딪히면, 타인에게 자신이 당면한 문

제의 어려운 정도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추어서 민감하게 도움을 요구한다. 학습자

가 조력자를 향해 말하는 발화들은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발화들, 여러 목적을

가진 질문들도 포함하고 이들은 각각 나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고츠키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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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고등정신기능을 점유하는데서 직면하는 간극 을 넘어서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언어가 수행하는 두드러진 매개로서의 특징으로 보았다. 오

늘날 개인정신간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

구들의 논의를 언어의 사용의 상황에서 해석해 보면 이는 학습자의 발화들이 조력자의 도움의

양이나 수준, 개입의 시간적인 적절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도움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ogoff, 1990).

혼잣말의 형태로 된 학습자 발화의 사례와는 달리 도움을 주는 사람과 대화의 형식으로 주고

받는 학습자의 발화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비고츠키의 언어매개로서의 소통의 본질

과 기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후학들은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의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비고츠키가 염두에 두는 개인정신간 국면에서의 대인간의 상

호작용의 전형적인 예를 이자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국면으로 상정하

고 있다. 이들간에 전개되는 문제해결노력을 위한 소통의 예는 모사본 퍼즐과 같은 모양의 퍼즐

을 완성해야 하는 문제상황에 처한 학습자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정신간 국면에 참여하

고 있는 조력자와 나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아 동 : 이것 봐, 과자들이야. 봐. (아동은 조각더미를 본다; 아동은 조각더미에서 안쪽 바퀴

를 집어든다; 아동은 조각더미에서 바깥쪽 바퀴를 집어든다.)

(7) 어머니 : 과자. 그것들은 과자와 같은 모양이지. (아동은 자기 손에 있는 바깥 바퀴조각들을

조각 더미에 놓는다; 아동은 조각더미에서 한 개의 바깥 바퀴조각들을 집어든다.)

(8) 아 동 : 과자.(아동은 조각더미에서 또 다른 바깥 바퀴를 집어든다.)

(9) 어머니 : 음… 음… (아동은 조각더미에서 또 다른 바깥바퀴를 집어든다.)

(10) 아 동 : 봐, 봐… 과자들을 봐.(아동은 조각더미에서 몇 개의 또 다른 바퀴모양이 아닌 조각

을 집어든다.)

(11) 어머니 : 그것들은 과자처럼 보이지. 그러나 과자가 아니야. 우리 이것처럼 이 트럭을 만들어

봐. (어머니는 원본 퍼즐을 가볍게 두드린다.)

(12) 어머니 :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복사본 퍼즐 맞추기를 할 빈

틀을 가리킨다.)

(13) 어머니 : 이 트럭(어머니는 원본 퍼즐을 두드린다)처럼 보이게 이 트럭(어머니는 복사 퍼즐 틀

을 두드린다.)을 만들자. (아동은 손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조각더미에 도로 놓는다.)

(14) 어머니 : 바퀴들이 어디 있니? (어머니는 원본 퍼즐에서 바퀴조각들을 가리킨다; 아동은 아무

반응이 없다.)

(15) 어머니 : 이 트럭(어머니는 원본 퍼즐을 가리킨다)을 함께 타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 트럭(어머니는 원본 퍼즐을 가리킨다.)처럼 보이게 여기 트럭(어머니는 모사 퍼즐

을 위한 빈 틀을 가리킨다.)을 잘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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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머니 : 이 트럭의 바퀴들을 찾아보자

(17) 아 동 : 이게 뭐야? (아동은 조각 더미에서 트럭 몸체를 집어든다.) (Wertsch, 1985 : 172).

조력자가 대상에 대한 본인의 이해방식을 학습자인 아동이 획득하기를 기대하고는 있기는 하

지만, 그가 지각하는 '트럭'들의 상황을 '과자'와 같은 것들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상황과

맥락을 전환시키는 일은 간단한 소통과 활동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위의 대화를 보면, 학

습자의 발화들은 조력자의 도움과 지원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의

발화에서 자신이 지각하는 장에 대한 노출의 기능은 조력자로 하여금 학습자가 지각하고 있

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자신이 보고 있는바, 이해하는 바의 표현을 통하여 조

력자로 하여금 적절한 도움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들은 이 외에도

(8), (10)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7)에서 이게 뭐야 하고 묻는 경우는

자신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규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자기 수준을 노출함으로써

학습자의 대상에 대한 지각수준을 조력자가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상의 경우가 주어

진 맥락에 대한 상호주관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전개된 상호작용에서의 대화사례라고 한다면,

이하는 퍼즐을 맞추는 활동 속에 들어가 있는 조력자와 학습자의 대화,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소통상황을 보여준다.

(18) 아 동 : (아동은 조각더미를 보고 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세요?

(19) 어머니 : 글쎄, 너는 어떤 색깔이 필요하니?

(20) 아 동 : (아동은 모사본 퍼즐을 본다; 그리고 나서 퍼즐 조각더미를 바라본다.) 오우, (아동

은 모사본 퍼즐을 본다.) 여기에는 보라색 조각이 없어요.(아동은 퍼즐조각더미를

본다.)

(21) 어머니 : 그렇구나.

(22) 아 동 : 나는 두 개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두 가지 색깔이(아동은 모사본 퍼즐을 본다.)

필요해요. (아동은 퍼즐조각더미를 본다.)

(23) 어머니 : 그래 보라색 조각은 어디에 놓아야 할까?

(24) 아 동 : 이(아동은 조각더미에서 보라색 사각형을 집는다.) 보라색은 어디로 가야한다고 생

각하세요?

(25) 어머니 : 어디(아동은 모사본 퍼즐을 본다.), 그게 이 위에 있어야 하나?

(26) 아 동 : (아동은 원본 퍼즐을 본다.) 어,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동은 원본 퍼즐에서 보라

색 사각형 조각을 지적한다.) 여기 노란색 위가 맞아.

(27) 어머니 : 좋아.

(28) 아 동 : (아동은 보라색 사각형을 퍼즐모형에 정확히 끼워 넣는다.) (Wertsch, 1985 :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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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화에서 일체의 학습자의 발화는 모두 조력자의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

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8)과 (24)의 경우 문장의 형식은 질문의 양식을 띠고 있지만

이는 조력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측하기 위해 던지

는 물음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해야할 일에 대해 조력자가 기대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 자기

안에 투시하는 힘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이 현재 나갈 방향에 대한 암시를 촉

구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을 혹은 과정 모두를 기술하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것은

이에 이어지는 (19)와 (23)의 조력자의 대답이 모두 이어서 질문으로 연결되는 특이한 대화인

접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0)의 경우도 현재 보라색 조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단순히 주어진 사실을 기술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문제상황과 그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암시함으로써 조

력자가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2)와 (26)의 경우도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자신이 보고 있는 바를 보이는 대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조력자로 하여금

추후 이어질 도움주기 활동의 수준이나 개입시기, 조력의 강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의 발화는 질문이나 기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

은 조력자의 원조적 활동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2. 기호론적 기제

초기 화용론자들은 특정한 언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화들은 비교적 공통적인 언어의

구조적 특징들을 가진다고 보기도 했지만(Austin, 1962), 오늘날에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계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특별한 언어의 구문적 구조와 발화의 기능이 일대일의 관계나 필연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더 지배적이다(Searl, 1969; Mey, 1993). 그렇기는 하지만, 기호론

적인 기제의 사용은 발화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속에 놓여있다는 것이 지식의 점유가 이루어지

는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사용되는 매개로서의 언어적 소통 가운데 조력자가 사용하는 발화들에

대한 비고츠키의 후학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Wertsch, 1985, Wertsch & Schneider,

1979).

근접발달영역내에서의 정신기능의 점유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력자의 발화들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의 언어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목

하 문제시하고 있는 정신기능을 자신의 독립적인 정신기능으로 획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

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이는 가능하면 조력자의 개입이 줄어드는 형태로 필요한 정신기능을 학

습자 스스로가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베르치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력자의 발화는 참조적 관점(參照的 觀點, re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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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과 생략(省略, abbreviation) 과 같은 기호론적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자신

의 잠재적 수준에 있는 정신기능을 실제적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근접발달영역안에 머물도록

하는 기호론적 유동성(semiotic flexibility) 을 보이면서 기호론적 도전(記號論的 挑戰, semiotic

challenge) 을 하게 된다(Wertsch, 1985). 조력자는 조금의 정보를 주는 것이 미덕이라면, 언어의

기여를 이미 획득한 정신기능에 관한 한 생략하고, 이 이상의 점유해야할 정신기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신의 관점이 개입된 지표적 기호를 사용하

는 것을 자제한다. 조력자의 참조적 조망은 가능한 한 학습자가 보고 있는 관점 을 최대한 해

체 시키고, 자신이 보고 있는 관점과 맥락으로 학습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사용된다. 생략 의 경

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생략하는 방향으로 지향하

면서 학습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탄력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기제를 담는 조력자의 발화들은 학습자가 정신기능을 내적으로 점유하는 일

을 돕게 된다.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화 또한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매개로 사용되는 도구로서, 자신의 정신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학습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언어가 사용될 때 특별한 기호론적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발화

는 조력자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화용론적 기제를 사용하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학

습자가 언어를 타인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는 해도, 그 목적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조력자의 경우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참여하는 활동이 도움주기 가 아니라 학습활

동 이며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 또한 자신의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한 수단적 역할이기 때문이다.

조력자의 발화가 타인의 정신기능의 최상한선으로의 점유를 도모하는 것이었다면, 학습자는 자

기가 자기 자신의 정신기능의 향상을 스스로 이루어야 하고, 조력자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동

하는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발화 맥락은 조력자의 경우와 서로 상

응하면서도 대립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화자가 발화하는 동기와 목적이 뚜렷이 대비되는 경우,

언어를 매개로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학습자의 발화들을 보면, 그 안에 나름의 기호론적 기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화용론적 기제를 조력자와는 반대의 방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베르치가 예를 들고 있는 언어의미의 맥락을 담고 있는 참조적 조망과 문제해결과정

의 생략 이 그 예가 된다. 학습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혼잣말의 경우나,

조력자를 향하는 발화의 경우에 있어서나 조력자가 기호론적 기제를 사용한 것과는 반대방향의

사용을 보여준다. 즉, 조력자가 참조적 관점 에 있어서 학습자의 기존 참조적 관점을 해체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맥락정보가 담긴 방향으로 이 기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학습자는 자신

의 참조적 관점을 최대한 적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관점을 비우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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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정

신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조력자가 생략을 지향한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지시의 과잉적재 라는

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혼잣말의 경우를 보자. 이는 자기가 자신의 정신기능의 점유를 돕고 있는 자기도움의 상황, 자

기에 대한 호소의 상황이다. 이는 자신이 획득하고 있는 정신기능의 최고의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상의 최선의 정보를 스스로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조적(自助的)인 노력의 반영이다. 혼잣말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발화를 보면, 이는 동일한 문제상황에서 조력자가 학습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발화들이 가지는 생략과 지표적 참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력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베르치가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화용론적 기제를 사

용하여 말을 할 것이다. 즉, (1) 의자 위에 (올라가라) 는 발화 대신에 개인정신간 기능의 국면에서

가능한 어디에 올라가면 좋을까와 같은 매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4)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너는

막대기를 사용할 수 있어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신기능을 그대로 매개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

지 않고, 분명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화용론적 기제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때 학습자가 상황을 조력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꺼내야 할 것이 (2) 사탕이나 (4) 막대

기나 (6) 의자로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를 전혀 다른 자신의 지각장으로 인식하

는 대로 말하는 경우, 조력자를 그 말 대신에 이것은 , 혹은 저것은 등의 지표적 참조를 사용할

것이다.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는 조력자에게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모두 제공한다. 스스

로를 도와야 하는 학습자는 이 경우, 자신을 스스로 돕기 위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문

제해결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에게 생략 없이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혼잣말의 발화에

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되는 일체의 정보가 나타나게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규정 또한 모

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제시되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비계를 만들어 스스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스스로도 개인정신간 국면에

처하고 여기서 언어를 매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매개로 작용하는 언어는 학습자

에게 자기스스로 자기를 돕기 위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조력자가 주는

것처럼 학습자의 위에서 던지는 잠재적 발달수준의 경우에 줄 수 있는 언어매개일수가 없다. 학

습자는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

어를 수단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현재 점유한 정신기능 이상의 수준을 매개하는 언어

를 구사할 수 없는 학습자로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기능을 모두 동원해야 하며, 그

로 인해 상한선의 정신기능을 매개하는 언어적 도움을 모두 동원한다. 이를 딛고 올라서서 학습

자는 다음수준의 정신기능을 자기 안에서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노력과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역설적인 능력의 창조적 점유의 과정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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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어의 매개를 통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언어적인 비계 , 즉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밀어

올리는 힘을 가지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발화는 조력자의 발화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에

게 제공하는 발화들이다. 조력자의 생략과 지표적 참조의 사용은 자신이 이미 내적으로 점유

된 정신기능의 언어매개를 직접 말로 전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준까지 정신기능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의 정보를 직접 주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계를 제공한다. 그러니 사실은 비계라는 은유는 조력자의 발

화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학습자의 편에서 볼 때 조

력자가 제공하는 개인정신간의 언어매개는 딛고 올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동

아줄처럼 손을 뻗어 겨우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학습자의 현재 발달 수준보다 항상 높은 곳에서

겨우 손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만 와있다. 이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학습자 안에는 새로운

수준의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학습자가 제공하는 언어적 발화야말로, 아래에서

위로 향할 수 있게 지지대 역할을 해줌으로써 말 그대로 비계역할을 한다.

학습자 발화가 조력자의 발화와 다른 기호론적 기제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력자와의 상

호작용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조력자를 향한 발화의 경우에도 학습자는 자신의 상한선을 노출하는

것을 통해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이끌어 낸다. 일체의 발화는 크게 보면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만, 학습자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해결하고 있는 최상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최대

한으로 제공함으로써 조력자가 어떠한 도움을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주어야 하는지, 혹은 주지 말

아야 할 도움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앞에서 조력자 발화의 기호론적 기제를 연구하

기 위해 제시되었던 베르치의 연구에서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의 경우를 보자. 조력자가 (7)과(11)

에서 그것 , (11)과 (12)에서 이것 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상황정의로 학습

자의 관점을 전환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참조방식을 비우는 방향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학습

자는 (6)과 (10)의 과자 , (20)의 보라색조각 , 그리고 (26)의 여기 노란색 위라는 발화에서 나타나

는 것처럼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가득 담아 표현한다.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대한 자신의 지각의 장과 이해하는 바를 모두 표현하고, 조력자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기호론적 기제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단계적 활동에 대한 충실한 지시와 처방

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 여기에 보라색 조각이 없어요 , (26)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여기

노란색 위가 맞아 등으로 과정에 대한 처치의 생략없이 일체의 자신이 문제를 수행하는데 보여

줄 수 있는 수준을 상한선으로 나타내는 모든 언어적 정보를 담아낸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조력자로 하여금 도와줄 정도와 학습자가 형성하고자 하는 정신기능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알게 하는 좋은 단서들이 된다. 또한 아동이 사용한 (24)의 보라색은 어디로 가야한다고 생

각하세요? 는 외형상 조력자가 수행하는 발화 (23) 그래, 보라색 조각은 어디에 놓아야 할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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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명제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보라색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게 하고자 자신이

아는 바를 지시해주는 후자의 조력자의 발화와는 달리, 현재 자신이 '보라색 퍼즐을 수행대상으

로 삼아 이를 적절한 위치에 놓는 일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수행할 바를 조력자에게 암시하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목하 필요로 하는

정신기능의 획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로

기능하게 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즉 현재의 실제적 발달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

신이 지향하는 방향을 겨냥하고 발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매개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직

자신에게 내적으로 점유되지 않은 정신기능들을 투사하는 언어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표현에는

일상적인 대화보다도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적재되어 있게 된다. 이러한 화용론상의 기제를 생략

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지시와 정보가 과잉 적재된(over-laden) 기호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는 그라이스(Grice, 1975)가 말한 일상생활의 언어화용에 있어서 지

켜져야 할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가운데 대화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한

만큼 제보적이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대화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이상으로 제보적이지 않

도록 하라는 양의 격률을 과잉 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력

자의 발화 또한 동일 격률을 과도하게 적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깸으로써 학습자의 발달

을 도모한다. 그리고 그것이 조력자 발화를 여타의 사회적 소통과 구분시켜주었다면, 반대로 학습

자의 발화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정도의 정보의 과잉과 내면의 충

실한 보고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와 구분되고 나아가 조력자의 그것과도 차

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기능의 점유를 원하는 학습자의 발화는 고유한 화용론적 기제와 타

소통양식과 다른 나름의 특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하는 조력자는 타인의 수준

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학습자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의 수준과 개입해야할 시점, 필요한 정보의 양

등, 그리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의 종류와 강도까지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학습

자는 자신이 모르는 바를 조력자가 알지 못하는 듯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보다 더 상세히 친

절하게 설명하게 된다. 이는 타인이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도록 통제하는 학습주체로서의 적극적

인 노력의 반영이다.

3. 학습자 발화의 특징

1) 자발성과 불가결성

혼잣말이나 조력자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발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는 이러한 발화는 자연발생적(spontaneous) 이라는 것이다. 발화가 자연발생적이라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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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위의 강요나 타인에 의해 발화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나 자

신의 의지 에 의해서 자신의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는 학습활동이 자기 안의 정신기능을 점유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으로서 타인이나 외적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습자는 학

습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그리고 자연스러운 학습활동의 내적인 규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한 목적이든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내기 위

한 목적에서든지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발생적인 학습자의 발화는 원활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언어를 매개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활동의

보람과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발화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 아니라, 정신기능의

점유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언어는 고등정신기능을 점유하게 하는 도구이다. 인간의

노동이 외계와 상호작용 하는 경우에 도구를 사용하여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의 내적인 점유는 언어 라는 매개의 도움 없이 자신 안에 각 개인의 독립

적인 정신기능으로 점유될 수가 없다. 이러한 언어의 도움을 통해, 학습자는 낮은 단계의 정신

기능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정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기능을 수행해 봄

으로써만이 정신기능이 자신의 것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정신기능의 향상

을 위한 적절한 조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비고츠키는 이러한 학습을 위한 발화를 저지하

는 경우, 정신기능의 점유활동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실험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하면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서 행위뿐만 아니라 말도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로 이러한 발화는 자발적으로 야기되고 대개 실험상황 내내 중단 없이 계

속된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목표성취는 더 어려워 질 때 말은 더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된다. 그것

을 막으려는 시도들(나의 동료인 R. E. Levina의 실험들이 보여준 것처럼)은 쓸모 없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얼어붙게 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이 행동하는 동안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

스러우면서도 필연적인 것 같다. 우리의 연구에서 우리는 발화가 실행활동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것을 수행하는데 특수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우리의 실험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논증한

다. 첫째, 아동의 발화는 목표달성에 있어서 행위의 역할만큼 중요하다. 아동들은 단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발화와 행위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 향하는 동일한 복

잡한 심리기능의 부분이다. 둘째, 상황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가 복잡해지고 그것의 해결이 덜 직접적

일수록 전체적으로 조작에서 수행되는 발화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때때로 발화는 만일 그것을 사

용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면 유아들이 주어진 과제를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Vygotsky, 1978 : 25-26).

비고츠키에 의하면 학습자가 특정한 정신기능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정신간 기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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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등정신기능의 획득이 사회적 단계로부터 개인의

내적인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스스로가 개인정신간 기능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주어진 목표달성적 과제 혹은 필수적인 활동(authentic activity) 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행위를 통하여 정신기능을 획득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행위 속에서의 배움

(learning in doing) 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의 교수학습의 핵심적인 개념인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Engeström, Miettinen, Punamäki, 1999). 이 때 학습자가 개인정신간 국면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어진 혹은 획득하고자 하는 정신기능의 획득을 위해 스스로 이러한 정

신기능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발화는 이러한 행위 속에서의 배움에 있어 불가결하다. 무엇보다도 혼잣말은 아동

이 특별히 아직 내적으로 점유되지 않은 정신기능을 자기 스스로 수행해 보는, 점유를 위해 노

력하는 징후이다. 혼잣말은 개인정신간 국면으로 있던 정신기능이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환하

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스스로의 필사적인 노력의 징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화는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하여 스스로의 조정형태로서 불가피하다. 이를 막는 경우 학습자

는 배우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저지 당하는 상황이 된다.

조력자를 향한 발화들 또한 자발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획득한 정신

기능에 관한 한 언어로 이를 내적으로 점유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전적인 자기언어를 통한 통

제가 가능하다. 학습자가 자신이 내적으로 점유한 활동들을 드러내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투

사적으로 언어로 내비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조력을 유도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은 고등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를 이용하여 학습자는 자기가 정신기능을 점유하는 일

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행함으로써 학습하는

정신기능의 획득에 있어 불가결한 도구라고 보아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정신기능이 점유되

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력자로 하여금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게 하

거나 전혀 무의미하거나 나아가 유해한 도움을 제공하게 한다.

2) 역동성

학습자 발화의 또 다른 특징은 혼잣말과 조력자를 향한 발화가 역동적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아동은 고립된 상황에서 이미 자기 속에 점유한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잡한 과제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단 혼잣말형태의 발화를

나타낸다. 자신의 정신기능으로 내적으로 점유된 기능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

의 정신기능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는 그대로 자동적(automatic)'으로 자신의 정

신기능과 이를 내적으로 매개하는 언어 를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도전적인 과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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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면 아동들은 덜 자동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며, 보다 지적인 노력 을 필요로 하게 된

다. 이 경우 아동들은 노력하는 혼잣말과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혼잣말을 많이 사용하게 된

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동들은 실험자나 혹은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

우에 그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발화의 수행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 멈추게 되고, 곧 다시 혼잣말 을 하게 되는 양태로 변화한다. 이

에 대한 비고츠키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두 가지 언어기능들의 상호관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백하지만 혼잣말 발화가 많은 전

이적 형태들에 의해 아동들의 사회적 발화와 연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두 언어기능들간의 연계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예증은 아동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일어난다. 그럴 때 그들은 성인 쪽을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 방법을 말로

묘사한다. 문제해결 도구로써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다소 뒤에

사회화된 발화(이때까지 성인에게 말을 하면서 사용해왔던)가 내적으로 전환할 때 일어난다. 성인에

게 호소하는 대신에 아동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호소한다. 따라서 언어는 개인정신간의 사용에 부가

해서 개인의 정신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5) 아동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전에 사용해 왔던

것을 자신을 지도하는 행동방법으로 개발할 때, 즉 그들이 사회적 행동형태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사회적 태도를 적용하는 데 성공한다. 사회적 발화의 점유과정의

역사는 또한 아동들의 실행 지능의 획득의 역사이다(Vygotsky, 1978 :27).

학습자들은 문제사태에 직면하면 일단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만일 문

제상황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재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면 학습자는 아직 점유

되지 못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기능을 점유하기 위해 이미 가졌던 개인정신간 국면에서의 언

어의 매개가 발현되는 형태인 혼잣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정신기능을

수행해 본다. 이 때 어려움이 여전히 남는 부분에 관한 한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력을 요청하는 언어적 발화인 조력자를 향한 발화는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내부의 간극이 개인에게 포착되고 인식되었을 때, 그 간극을 혼자의 힘으로 메울

수 없을 때, 자동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함이 인식되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되는 발화

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언어를 도구로 삼아,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점유를 위한 상호작용에 동참하게 된다. 조력자를 향한 발화와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발화는 하

나로 어우러져 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정신기능의 내적인 매개자로 후에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 외적으로 향하던 도움의 요청은 다시 내부로 돌아

가서 이전에 받았던 도움과 그를 매개하였던 언어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며, 그것이 혼잣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혼자하는 말은 직전에 가졌던 동일한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해 타인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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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었던 경우에 사용된 언어매개와 그 경우에 학습자가 수행했던 발화들이 하나로 만나 개인

의 내적인 정신기능으로 점유되는 과도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다. 학습자의 혼잣말과 조력

자를 향한 발화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역동적으로 내

적으로 향했다가 외적으로 향했다가 하는 학습자의 매우 적극적인 자기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

한 노력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징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매개연결을 위한 노

력, 지식의 구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자기조력적인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능동

적인 모습인 동시에, 이미 특정한 정신기능을 수행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

신기능의 발달을 위해 그러한 타인과 근접발달영역안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인간

의 현상으로서의 또 다른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혼잣말과 조력자를 향한 발화의 역동적 연결은 후자의 사회적 발화가 다시 전자적인 형태로 시

간상 전환되어 가는 것이라는 언어발달적인 논의의 측면보다 더욱 근본적인 모습으로서,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타인과 교섭하며 스스로도 노력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교육적 상황에 대한 역동적 징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Ⅳ. 학교학생들의 발화여건 반성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임을 표방한다. 비고츠키의 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학교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고등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하여 학습자로서의 학생과 조력자로서

의 교사가 근접발달영역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곳은 여타의 공간에 비해 학습자의 발화 가 두드러

지거나 나아가 적극 장려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학교에서 학습자의 발화

가 전개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학습자의 발화는 그 특성상, 언어적인 지식을 선천적으로 타

고난 보편적인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자연발

생적이며, 둘째, 학습을 위하여 불가결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혼잣말의 형태로 수행하거나 도움

을 주는 타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상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발화형식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학교에서 언어적 발화라는 보편적이고 가장 효율적이

라고 인정되는 매개의 사용이외의 매개가 선택되고 주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의 교실수업은 당연히 학습자의 발화의 본질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

한 상태에서 이러한 발화들이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이어야 하고, 학생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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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행하는 발화는 비고츠키의 언어매개론이 함의하는 학습자의 발화

의 전형적인 사례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발화들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발화의 환경이 만족되어야 한다.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언어적 발화는 특정한 여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신기능의 점유를 가지고 오는 언

어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신비고츠키학파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머니와 자

녀간의 이자간의 소통 이 이상적인 언어적 교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동의한다

(Bruner, 1977, Greenfield, 1984, Lucariello, 1990, Blank & White, 1999).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는 학습은 일반적으로 어린 유아와 그 어머니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이자

간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이들이 학습의 이상적인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이야

기하고 싶은 주제는 언제나 대부분 초보자에 의하여 선택되고(initiated) 또한 자주 이끌어진다

(directed):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곧 동기의 존재함 그 자체를 보장하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한(self-generated) 관심영역에 대하여 행위를 가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

문이다. 둘째, 보다 성숙한 사람(the mature figure)은 학습자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초점

에 직접적으로 절실한 정보를 (비계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

자는 일체의 다른 압력과 경쟁하는 동료가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계를 활용하고 이를 자신의 언

어적 발화의 목록에 통합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Blank & White, 1999 : 332).

이상적인 학습 상황에 대한 개념 속에는 학습자의 발화가 전개되는 이상적인 기준들이 시사

되고 있다. 학습자의 발화가 그 본질과 기능에 충실하게 발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의 상호작

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관점을 확장시켜 지식의 점유를 도모하는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만족시켜야할 최소한의 화용론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학

교의 학생은 언제나 학습자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을 학습자로 삼고 상호작

용의 여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이며 교사들은 이들을 돕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간주되고 믿어진다. 이상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로서의 학생 발

화의 이상적 조건 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은 발화자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물론,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을 위한 발화만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

다. 이들은 많은 잡담을 나눌 수 있고 학습과 무관한 발화들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삶의 공간

으로서 학교에서 화자로서의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과 발화의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학습을 하는 존재로서의 학생은 다른 맥락이나 목적의 희생을 감소하더라도 학습을 위

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대우받아야 한다. 학습하는 발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발화주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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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그러한 발화를 수행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학생에 대한 인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시간 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은 과정성을 띤 활동이

다. 이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점유의 노력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학습자 안에 지식이 형성되어 가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생의 발화는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점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거나 순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적절한 크기와 정도에 따라 요청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의 발화는 그 시간성 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발화해야

하는 시간에 발화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발화는 학습활동이 규칙상 요청하는 언어적 활동으

로서 학습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학교에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활동이 전개되는 규칙

에 의해 드러나는 언어적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발화를 할 수 있는 발화시간선택의 자유 가 주어

져야 한다. 이는 동시에 발화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조건을 함의한다.

셋째, 학습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할 수 있

는 내용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정신기능의 향상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추측하고 투사하는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언어로 발화해야 한다. 즉, 자신이 형성해 가고 있

는 정신기능의 상황과 관련하여 언어적 표현의 내용과 주제가 정해질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 자신에게 필요한 바, 자신의 현재의 정신기능의 최상의 수준으로 확장 발전된

형태로 이끌어지는 상황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이 옳다고 믿지 않

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이나, 단순히 암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발화의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정신기능의 점유과정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해야 한다.

네째, 학습자는 발화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발화는 자기 자신에게 호소

하는 혼잣말과 도움을 주는 조력자를 향하는 발화 사이를 역동적으로 오간다. 이는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정신기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

스로 자신에게 호소함으로써 정신기능을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

는 것이 일차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만날 때, 그

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인식할 때 극히 자연스럽게 그에게 도움을 구하

는 발화를 수행한다. 가능한 한 전자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혼자 할 수 없는 과제에 관한 한

후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도움을 통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스

스로의 향상을 위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혼잣말 형식의 발화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 때는 학습

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조력자에게 발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는 청자(廳者)의 준비

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조력자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형식을 보이는 경우, 이를

토대로 학습의 맥락에서 조력자는 필요로 하는 도움의 질과, 양과 개입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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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형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것은 학습활동의 전개상황에서 자신스스로의 정신기능의

점유노력과 조력을 받는 노력간의 역동적인 전환이라는 필연적인 활동양식의 전환에 따른 발화

의 동원이라는 맥락에서 불가피하다.

이상이 학생의 발화가 학습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화용상의 조건이다.

이상의 화용론적인 조건은 특정한 공간이 학습을 위한 발화가 전개되는 데 있어 적절할지의 여

부를 문제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비추어 학교의 화용론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학교

라는 제도에서 학생이 처해있는 전형적으로 언어적 환경은 학습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화용론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라는 제도의 언어적 소통의 기본규칙에 대한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Davies & Corson, 1997 ; Edward, 1992; Sheeran & Barnes, 1991). 이들에 의

하면 학교는 대표적인 사회제도로서 내부에서 허용되는 독특하면서도 구속력이 강한 언어적 교

류의 규칙이 존재하며,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언어사용의 규칙에 적응하도록 언어

문화화 혹은 언어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의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

교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는 발화의 양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구조화 되어있으며, 나아가 학생

들의 경우 학교 학습에서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언어적 규칙에의 적용정도에 크게 의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전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식은 소위 IRE (Initiation - Response - Evaluation)모

델 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띠고 있다(Cazden, 1988; Mehan, 1979). 이러한 형식 속에서 는 대화

에 대한 통제권한은 거의 전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는 방식 또

한 통제되고 제한되어 있다. 수업시간에 도입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

로 주어지며, 학생들은 교사의 주도 하에 정답 을 찾기 위해, 그리고 교사가 선호하는 대답을

해 내기 위해 노력한다. 발화 주제의 선택, 발화권의 선택과 주도, 발화시간의 조정, 선호하는

발화의 내용과 방식 등이 모두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할 수 있는 발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치명

적이다. 학생은 발화권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발화의 내용, 발화의 시간, 발화의 형식을 선택

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학생은 전적으로 발화권을 교사가 지닌 상황 속에서, 교사가 원

하는 시간에, 교사에 의해 주도된 주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하는 수

동적이고 제한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과제 뿐 아니라 대화나 토론의 주제나 내

용을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기능의 확장을 통한 투사적 적재의 형태로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화가 이루어질 기회가 거

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자유마저도 없

음을 뜻한다. 발화권의 제한은 결국 학습에 대한 자기통제의 결핍을 의미하며 이는 학습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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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제의 상실과 학습자체 제거라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Blank & White, 1999: 334) .

학교는 학생이 학습을 위한 발화의 주체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학교

는 심각할 정도로 학생의 발화를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교가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

고 있음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일반 학교의 교실수업들은 오히려 침묵이나 왜곡된

발화를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 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오래

전 듀이의 글은 이점에서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새롭다.

지성은 자유를 원천으로 하여 개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라는 지성의 원천이 보장되어야만 학

생들이 정상적이며 진정한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만약 학생들 개개인이 성장이 자유라는 지

성의 원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죄수를 억압하는 것과도 같은 구속과 제약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 외적인 자유가 없다면 교사가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침묵과 순종이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다. 강요된 침묵과 순종은 학생들에게 획일성을 인위적으로 강제한다. 강요된

침묵과 순종은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숨기고 대신에 억지로 꾸민 외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 학생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이러한 체제가 만연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겉모습 뒤에는 그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각

과 상상과 욕구, 그리고 은밀한 활동 등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채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고 있다.… 실험실이나 작업실에서 완벽한 靜肅은 있을 수 없다. 학교 역시 하나의 사회임에도 불구

하고, 전통적인 학교는 사회가 지녀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전통적인 학교가 침

묵을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Dewey, 1938, 2001 :

89-90).

듀이가 말하는 신체적인 자유 가운데는 당연히 학습하는 가운데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유 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 학교교실수업에서 학습을 위한 발

화 는 통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여타의 발화를 제지하는 것은 곧 학습을 위한 발화 를 저지하

는 결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혹 특별한 방식으로 발화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극히 제한

된 규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습하는 사람의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이며 필연적인 언어의 사용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학습자 발화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상의 고찰은

오늘날 대표적인 교육의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상황에서 당연한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받는 학생들 의 경우에 있어서의 발화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

시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비고츠키에 의하면 강제된 것과 지식의 점유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를 매개로 삼는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제한은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가 그것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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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조건의 경직성과 편파성만큼 교육 을 교육 아닌 것으로 경도시키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된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언어적 소통의 기본 규칙은 학습을 위한다고 할 때 바뀌어야 한다(Willes, 1983;

Edwards & Mercer, 1987; Sheeran & Barnes, 1991). 때로 학교가 가지는 이상과 같은 비학습적

인 언어환경은 30-40여명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밀집해 있다는 군집성과 주어진 교

과내용을 소화해 내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한적 습득 이라는 학교제도가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

로 돌려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도 있다(Blank & White, 1999).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오히려 학교가 교육을 기본 역할로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학생들의 학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

는 한계에 대한 절실한 반성적 인식 으로 근거로 허용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더 이상 학습을

위한 발화의 제한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실이라는 상황이 물

리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발달이 가능한 맥락이 전

개될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교실이 교육의 장면이 될 수 있으려

면,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 못지 않게 배우는 사람의 언어도 그것의 자연발생적인 발

화들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고츠키의 언어이론이 시사하는 교실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여기서 나아가 학교는 여타의 공간에서 획득할 수 없는 학습을 위한 발화 자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즉 학습하는 언어에 대한 메타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을 가지고 있으며

(Hymes, 1974), 이러한 시각으로 학습자를 보는 경우,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 관련한 자

연스러운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는 학습이라는 삶의 형식을 향유하면서 그에 적절한

발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통능력은 언어획득상황지원체제(Language Acquisition

System) 속에서 획득되어야 한다(Bruner, 1977). 비고츠키의 언어매개이론에 의하면 특정의 정

신기능을 점유하는 발화들은 그 정신기능이 점유상황과 함께 전개된다. 교사들에게 가장 제대

로 교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를 위한 언어 를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시도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Tharp & Gallimore, 1988).

마찬가지로 학교는 소극적으로 이상적인 학습자발화를 교류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는 것

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발화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발화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의 생활장면보다도 더 정련되

고 발전된 방식의 발화획득의 맥락을 제공해야만 한다. 즉, 자기 자신의 학습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내용, 적절한 발화방식 등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배우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위한 발화는 최적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획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는 학습에 필요한 정신기능의 점유를 동시에 보장한다. 보다 나은 학습을 체험

하는 가운데 학습활동 에 필요한 발화들을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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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한 발화의 조건에 관한 논의는 많은 사람들을 학생으로 놓

고 가르치는 학교의 제도적인 특성상 불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지

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가 학습자의 발화를 위한 조건을 보다 교육적인 것으로 개선할지 아닐

지의 문제는 학교가 교육을 제도의 기능과 일차적인 목적으로 지향할 것인지 이를 포기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일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학습자의 발화는 학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의 소거와 제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을 잠식해가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음을 반

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가 가장 교육을 억압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그것이 학습자의 발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허용하고 나아가 권장하고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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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and Functions of Learner's Speech for
Knowledge Appropriation

Kim, Je e -Hye on*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and functions of learner' s speech in knowledge

development as it relates to Vygotsky's socio-cultural constructivism. Vygotsky explains that

human mental functions are mediated by 'signs', one of which is speech. According to

Vygotsky, higher mental functions are developed through a process called 'appropriation' .

He defines the process as the transition from the plane of 'intermental functions' into the

plane of 'intramental functions' . As a result of this transition, the learner internalizes the

speech that is uttered in the intermental plane. Each learning subject i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interaction with the more developed who helps him as well as in introducing the

mediator to his own mental process. Furthermore, the learner actively uses speech as a

psychological tool for his own learning. Learning, one of the processes of appropriation in

the intermental plane (conceptualized by Vygotsky as the 'instructional-learning interaction'

within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is also the context of learner' s speech.

According to Vygotsky's theory, the nature of 'Learner' s speech'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psychological tool for mediating the instruction-learning interaction (intermental plane)

using by the less developed(leaner). In this context, learner' s speech plays different roles

according to the mode of speech. In an effort to appropriate the higher level of mental

functions, private speech reveals functions such as: exploring, self-regulating, planning, and

problem solving as a learning process. Social speech for the more developed(helper)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induc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scaffolding process.

Learner' s speech has several important characteristics: spontaneous and essential in

appropriation process; dynamic interchange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social' mode of

* BK 21 contrac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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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according to the needed functions and situations; and finally showing semiotic

mechanisms. It is noteworthy that to foster learners speech in class interactions of school,

the pragmatic ground rule and situation of students' speech of it should be improved.

Key Wor ds : Vygot sky, appropr iat ion, learning, t he nat ure and funct ions of

speech, development of cogni t ion.

1) 사회문화적 접근 은 문화역사적(cultural-historical) , 혹은 사회역사적(sociohistorical) 접근과 함께 비고츠

키의 발달이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동시에 Leont'ev(1981)나 Luria(1969)와 같이 비고츠키의 관점

을 공유하는 동료들이나 신비고츠키학파(Neo-Vygotskian) 로 불리는 후학들의 구성주의적 학문경향을 통

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신비고츠키학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Berk & Winsler(1995),

Brown(1988), Cole & Scribner (1973), Gallimore & Tharp(1990), Lave & Wenger(1991), Minick(1987),

Moll(1993), Palinscar & Brown(1984), Rogoff(1990), Tudge(1990), Wertsch(1985a, b) 등의 발달론적 심리학

자, 교육학자들이 있다.

2)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교육 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는 obuchenie 이다. 이는 영어권에 소개될 때, 때로는

learning 으로 쓰이면서, 우리말로 학습 으로 번역되었고, 때로는 instruction 로 사용됨으로써, 교수 로 번

역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고츠키의 obuchenie 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일방적이고 주도적

인 활동이 아닌 두 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활동으로서, 그 원래의 의미를 살리려면

teacher-student, instructional and learning interaction 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어 교수학습 상

호작용 혹은 비고츠키의 교육 으로 사용한다.

3) 타인을 향한 발화라는 의미에서 문어(written speech) 또한 소통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이기는 하

지만, 그것은 목하 관심을 두고 있는 면대면의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전개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문어는 특별히 청자 가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써지는 글(1934)이라는 의미에서, 그

리고 화자와 청자가 학습자와 조력자로서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교수학습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

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학습자 발화의 유형으로 바로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 학습자

발화의 유형은 혼잣말과 조력자를 향한 음성언어인 사회적 언어로 제한하였다.

4) 모든 발화 사례의 일련번호는 이어질 학습자 발화의 기능과 기호론적 기제에 관한 논의상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5) 여기서 비고츠키는 아동의 혼잣말을 개인정신간 국면 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개인정신내 국면 에서의 사용으로 보

고 있다. 이는 혼잣말을 개인정신간 언어매개 의 한 형태로 취급한 본 연구의 관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고츠키의 발달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신내 국면 은 정신기능이 점유되고 언어의 매개적

결성이 완성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면, 현재 혼잣말로 사용되는 언어들은 개인정신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들은 사실상 점유하지 못한 현재 주어진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즉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기능의 점유를 위해서 다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정신간 국면에서

의 언어매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고츠키가 발달의 원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개인정신

간 을 정신기능의 미점유상황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정신내 는 정신기능의 점유이후의 상황을 의미하는

발달단계 의 상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이 둘을 단순히 타인의 존재함 과 부재함 의 조

력자 존재여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혼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혼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신간 국면 은 정

시기능의 점유를 도모하는 상황, 개인정신내 국면 은 정신기능이 이미 획득된 상황이라는 발달적 개념을 적용하여,

혼잣말이 비록 이전단계의 정신기능을 내적으로 점유한 언어의 발현이기는 하지만, 목하 문제시되는 높은 단계의 정

신적인 기능을 점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전개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정신간 발화 의 한 형태로 취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