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아시아교육연구 11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0, Vol. 11, No. 4, pp. 167-188.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비언어 텍스트에 한 개념  고찰 : 

Ong의 구술성과 문자성을 넘어서

이혜정(李惠貞)*  

최효선(崔孝先)**
1)2)

비언어적 요소나 단서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

대되면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에 몸짓이나 표정, 목소리 톤과 같은 전통적인 비언어적 단서나 뉘앙스 

제공은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비언어 텍스트이다. 비언어 텍

스트는 그간 교수․학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독려해온 요소라기보다는 기존 언어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어파괴의 주범 및 교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보다는 지양의 대상으로 보

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념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 텍스

트의 본질적 속성을 면밀하게 고찰해 보고, 그 속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개념적 틀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비언어 텍스트는 ‘말’의 속성인 ‘구술성(orality)’과 ‘글’의 속성인 ‘문자성(literacy)’을 

동시에 가지며, 이에 더하여 ‘말과 같은 글’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2차 문자성

(Secondary Literacy)’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확장의 근거를, 컴퓨터와 네트

워크의 결합으로 가능하게 된 비언어 텍스트 구현 매체의 “동시성(synchronousity)”이라는 속성에서 찾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이를 ‘글’로 정리된 지식을 ‘말’로 풀어 전달하는 ‘강의’라는 교육의 원형과 연결지어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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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온라인 환경은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온라인 환경이 두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화는 이모티콘(emoticon)이

나 유사언어(paralanguage)와 같은 비언어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는 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의 화는 키보드를 타이핑하여 로 표 하지만 기존의 로 의사소통하는 방식과는 차이 을 

보인다. 한 가지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제 보낸 이메일을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홍길동

와 같은 을 이메일로 받는다면 상 방은 발신자가 어떤 의도로 이메일을 보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 알 수 없거나 오히려 부정 인 느낌으로 이메일 보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이모티콘이나 유사언어와 같은 비언어  요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면 발신자의 정서상태와 의도, 문장의 의미를 제 로 달할 수 있다.

어제 보낸 이메일..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나 요~ 흑~ OTL 확인 부탁드려욤 ^  ̂ 홍길동임당

한 이모티콘이나 유사언어와 같은 구어체 인 요소들을 삽입하게 되면 문장 자체의 변화도 

불러일으키게 되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정서  느낌을 제 로 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어체

 요소들은 PC통신이 나타나면서 발생하 다. 아울러 최근에는 휴 화의 문자메시지(SMS)

를 보편 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즉각 으로 응답하는 매체일수록 비언어  요

소의 활용이 강하게 나타났다. 를 들어 트 터나 휴 화 문자메시지와 같은 매체에 비해 상

으로 발송 후 한참 후에 응답을 받게 되는 이메일의 경우는 친구의 부모에게 의를 갖춘 

감사 편지를 쓸 때나 일할 때 사용하는 구태의연한 통신수단이라고 할 정도(Tapscott, 2009)로 

매체에 한 인식이나 그 속에 포함되는 의 표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어체  요소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발생되었는데, 우선,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이 표 이다. 이모티콘은 :)은 웃는 모습, T_T는 우는 모습, (~_^)은 윙크, d^_^b은 

음악을 듣는 사람을 표 한 것처럼 인간행동을 텍스트로 표 하는 데에 활용되거나 @}-;-'---(장

미)와 같이 사물을 표 하는 데에 활용된다. 이모티콘 이외에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 으

로 표 하기도 하는데, oic(Oh, I see의 축어), 깜놀(깜짝 놀라다의 임말)과 같은 표 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천.천.히.’ 혹은 ‘충/분/히/’와 같이 기존의 문법체계 속에 있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표 하기도 한다. 물론 구어체  요소들은 쪽지나 편지와 같이 손으로 작성하는 ‘ ’에

서도 이 부터 존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손으로 쓰는 편지  등에서 보이던 비언어  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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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텍스트보다는 여러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텍스트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사회성을 얻을 만큼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타이

핑할 수 있는 텍스트 낱자가 인터페이스로 구 되는 컴퓨터 키보드와 모바일 자 과 같은 타이

포그라피의 발달로 인해, 그리고 동시  원격 커뮤니 이션을 가능  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타이핑을 이용한 비언어  텍스트 표 이 폭발 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다양성

과 빈번함은 보편  사회성을 얻어나가는 언어의 생멸 사이클처럼 진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러한 변하는 상을 이해하고 히 처하기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되는 시 인 것이다.

그러나 실에서의 폭발 인 확산과는 달리, 이러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매체와 표 방식의 변화가 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모티콘이나 유사언어와 같은 비언어  도구들은 오히려 ‘언어 괴’, ‘언어훼손’, 

‘외계어’ ‘통신 사투리’ 등으로 불리며 비속어와 동일하게 취 되며, 활용을 여야 한다는 목소

리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정보통신윤리 원회에서는 이모티콘 등을 ‘통신언어’라 칭하고, 이는 

해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불쾌감과 이질감을 가져오며, 10 들 사이의 표 어로 인식되어 

배타 인 공동체로 운 되고 있다고 지 하면서 ‘사이버언어순화운동’을 개하는 등의 노력을 

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Web End Networ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이 게시 과 채 방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표 언어를 사용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로그래 되어 있어서 온라인 통신 용어의 사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커뮤니 이션 방식이 문제 으로 지 되어 왔는데, 그 이유로 약

어, 비속어, 은어의 사용, 맞춤법의 괴(조동욱, 이 경, 2003), 문법 의식의 약화, 일상어에의 

부정  향,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 단 을 들고 있다(윤희수, 유상철, 신경선, 김동호, 2002). 이

러한 부정  측면 때문에 ‘통신언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비속어, 은어 등을 우려하는 과 동시에, 이모티콘과 같은 감정 달의 

비언어 텍스트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상으로 이해(구 정, 2002)하고 근하려는  

한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통신용어의 속성을 이론 으로 

분석하고 개념 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지향의 상인지, 지양의 상이어야 하는지에 한 주장에 앞서, 그 논리  근거가 비언어 텍스

트 자체에 한 속성을 먼  분석하는 이론  개념틀 정립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이에 한 체계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기존의 말과 의 언어  속성에 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되어 왔고, 특히 Ong은 “Orality and Literacy(1982)"라는 서에서 말과 의 속성인 구술

성과 문자성의 본질을 집 성하고 있지만, Ong의 서가 출간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발달

된 커뮤니 이션 테크놀로지가 없었기에 비언어 텍스트의 본질  속성을 Ong의 개념틀로 해석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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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 텍스트 활용의 태생 배경과 황을 살펴보고, 비언어 텍스트의 

본질  속성을 Ong의 개념틀을 넘어서 확장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기존의 말과 

의 속성을 집 성한 Ong의 개념틀에 근거하여 비언어 텍스트의 구술성과 문자성을 고찰해 

보고, Ong의 개념틀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비언어 텍스트의 속성을 “2차 문자성(Secondary 

Literacy)”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개념틀 확장의 근거를,  커뮤니 이션 테크놀로

지의 문자 소통의 “동시성”이라는 속성에서 찾고, 이를, ‘ ’로 쓰인 잘 정리된 지식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내는, ‘강의’라는 교육의 원형과 연결지어, 교수학습 장에서 비언어 텍스트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끌어내고자 한다.  

Ⅱ. 비언어 텍스트와 온라인 학습

1. 비언어 요소의 중요성

온라인 환경이 나타나기 이 부터 비언어  요소는 인간의 커뮤니 이션에 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다. 인간의 커뮤니 이션은 언어 , 비언어  표 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인데(Gajadhar & Green, 2003), 유형, 무형의 향을 미치는 비언어  요소는 때로 언어  내용

보다 더 결정 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의 70%(최윤희, 

1999) 혹은 90%(김우룡, 장소원, 2004)가 비언어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한 통 인 면 면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달하는 정서  메시지들  82%가 비언어  

채 을 통한 것(Grant & Hennings, 1971)으로 보기도 한다. 이 듯 인간의 커뮤니 이션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면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개념에 해 Dodd(1982)

는 몸짓(gesture)이나 시간 는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표 하는 커뮤니 이션이라 정의하 고, 

Goldhaber(1983)는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를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라 명명하 다. Samovar

와 Porter, Jain(1981)은 Goldhaber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야기된, 언어를 제외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하 다. 즉, 부분의 학자들이 언어를 제외한 모든 커뮤니

이션 메시지, 채 , 방법을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연속 인 비

언어  커뮤니 이션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우룡, 장소원, 2004).

2. 비언어 텍스트의 발생

통 인 오 라인 커뮤니 이션에서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말(언어  요소)과 여타 다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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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요소가 함께 의사소통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하여 말과  같은 ‘언어  

요소’는 문자가 발명되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생겨난 이래로 지속 인 심을 받아왔으나, ‘비언

어  요소’에 해서는 1970년 부터 심이 차 증가하 다(Gajadhar & Green, 2003; Offir, 

Lev, Lev, Barth, & Shteinbok, 2004). 이러한 ‘비언어  요소’는 통 인 교육에서 언어의 의미 

달을 명확히 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고(Blyth, 1976), 정보를 제공하거나, 친 성을 표 하고

(Harrison, 1973), 동료 학습자간 어깨를 툭 치는 등의 (touching) 행동이 학습 참여를 독려

하기도 하며(Gueguen, 2004), 정서  혹은 사회  상호작용에 요한 향을 미친다(Thompson 

& Foulger, 1996)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교수-학습 상황이나 교육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비언어  메시지 혹은 비언어

 단서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원격교육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는 제한되고 있다. 통 인 교육에서의 비언어  요소는 표 으로 

몸짓(gesture)과 같은 바디 랭귀지(body language), 맞춤(eye contact)이나 표정 등으로 표 되

는 뉘앙스, 목소리 톤이나 말의 속도, 강약 등에서 나타나는 화의 태도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언어  요소는 온라인 학습 공간의 디지털 텍스트 커뮤니 이션으로 옮겨지면서 기존

의 문자와 문법으로는 표 되거나 달될 수 없었다. 즉, 온라인에서의 커뮤니 이션은 통

인 면 면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몸짓, 바디 랭귀지 등의 비언어  단

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텍스트 기반의 이메일, 채  로그램, 게시  등에서 이루어진다(Dirr, 

2003; Sherry, 2003). 이러한 비언어  단서의 부재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커뮤니 이션이 면 면 

커뮤니 이션에 비해 불분명해지며, 면 면에서의 비언어  단서에 의해 소통될 수 있는 사회  

기능이 발생하지 않는다(Walther & Addario, 2001)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통 인 면

면 커뮤니 이션이 고개 젓기, 미소,  맞추기, 목소리 톤 등 다양한 비언어 행동을 통해 의사소

통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 이션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불충분

하다(Gajadhar & Green, 2003; Kiesler, Siegel, McGuire, 1984; Sarbaugh-Thompson & Feldman, 

1998)고 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컨 , 온라인 학

습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나일주와 성은모(200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

의 상호작용 활동은 문자 심으로 이루어지고 느낌과 감정이라는 비언어  요소를 문자로 

달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 하 으며, 특히, 온라인 채 과 같은 동시  커뮤니 이션

에서는 비언어  요소가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비언어  단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달

하지 못하고 있다고 Gajadhar와 Green(2003)의 연구에서도 지 하고 있다. Harasim(1987) 역시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제한 이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의미를 가지고 소통하기보다 정보

를 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 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 으로 등장한 것이 비언어  텍스트이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이나 교육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환경이 지닌 비언어 단서 제공의 부족이라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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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온라인 환경의 텍스트 입력 도구를 활용하여 감정을 표 하는 아

이콘인 ‘이모티콘(김원섭, 윤 식, 2001; 황민선, 2006; Derks, Bos, Grumbkow, 2007; Rezabeck, 

Cochenoer, 1994; Walther & Addario, 2001)’이나, 느낌표나 물음표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강

조(Gajadhar & Green, 2003)하거나 의성어, 축약이나 속기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표 하는 비

언어 텍스트를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PC통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회

 상으로 학계와 언론의 우려를 자아내었던 것이 바로 이 ‘채 용어’ 다. 채 용어는 다양한 

이모티콘과 새로운 언어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자문화에서 체계화된 언어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괴하는 상으로 간주되었다. ‘채 용어’라 불리던 비언어 텍스트는 동시

 커뮤니 이션 도구의 다양화와 보편화로 인해 그 형태가 세 간 소통의 단 을 불러일으킬 

만큼 다양해지고 폭발 으로 확산되었다. 표 인 형태로는 우선 언어로 표 할 수 없는 표정

이나 몸짓, 목소리 톤, 등의 비언어  메시지를 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표 하기 해 

자연스럽게 여러 정서  표 을 할 수 있는 이모티콘(^^~, -.-;;, :-), ^_*~, 등)이 등장한 것을 들 

수 있고,  다른 형태로는 말을 압축, 축약, 생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말이 아닌 이지만 

말처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교환하고 정서를 느끼며 뉘앙스를 달하는 상호작용

을 즉시 으로 해야 하는데, 말을 하는 것보다 자 에 텍스트를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하는 체계

에서는 시간을 이기 해 자연스럽게 축약, 생략의 표 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다. 

요약하면, 비언어 텍스트는 오 라인 커뮤니 이션에서의 비언어  메시지를 자 을 통해 입

력하는 텍스트로 표 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비언어  텍스트는 크게 말로 표 될 수 없는 것

( , ^_^, ^*~, ㅠㅠ, -.-;;)과 발음되기는 하나 일반 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와 음  등을 포

하는 것( , 감솨, 아햏햏, ㅋㅋ, ㅎㅎ)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비언어  텍스트는 온라인 교육 

이 의 통 인 교육에서의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고(실제로 비언

어  요소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에 비언어  텍스트가 등장할 필요도 없었

다), 언어학에서의 통 인 텍스트 연구들은 학교교육이 발생하기 훨씬 이 부터 있어 왔기 때

문에 무나도 당연시하여, 기존의 문자 커뮤니 이션 매체인 책이나 교재를 벗어난 온라인 환

경에서의 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소홀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

서의 디지털 텍스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에 있어 매우 근본 인 요소  하나이

다. 아마도 텍스트가 없었다면 원격교육이나 이러닝의 형태 한 크게 달라지거나 애 에 발생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원격교육이 교육 장에 도입된 이래로 텍스트는 차 그 활용 범 를 넓히고 있고(나일주, 

진성희, 2008), 텍스트가 콘텐츠, 교재, 게시  등의 교수-학습을 한 도구로서 어떻게 용되어

야 하는지에 한 연구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모티콘(Derks, Bos, Grumbkow, 

2007)과 같은 온라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교육 장에 활용하는 것에 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 그러나 비언어  텍스트의 본질  속성을 이론 으로 구조화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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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론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본 연구의 범 는, 엄 하게 볼 때 비언어 텍스트가 이미지, 동 상, 색상 등 언어 이외의 모든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 을 두드려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생성되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맞추어 이를 ‘비언어 텍스트’라 정의하고 이에 연구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말하는 온라인 학습 환경은 이러닝이라 표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

지는 교수학습에서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게시 이나 채  상황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통

인 학습 상황에서의 으로 온라인 학습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을 본

질 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Ⅲ. Ong의 구술성과 문자성

언어인 말과 의 속성은 Ong의 서 “Orality and Literacy(1982)"에서 구술성과 문자성이라

는 개념으로 집 성되었다. Ong은 말의 속성, 그로부터 야기되는 사고방식, 문화, 등을 구술성 

혹은 구술문화(orality)로, 의 속성과 그로부터 생되는 사고방식  일련의 문화를 문자성 

혹은 문자문화(literacy)로 개념화하고 있다. Ong은 문자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원시  

구술문화를 1차 구술문화라 지칭하고, 이러한 1차 구술문화는 문자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을 밝 내었다. 이는 문자가 발명된 후의 인류가 1차 구술

문화에서와는 다른 차원과 방식으로 생각하며 다른 종류의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었다는 것으로, 

언어의 형태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일반론 인 명제를 다시  검증한 것이기도 하다. 한 Ong

은 문자문화의 세례 속에서 사는 인류의 말 에서도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이들 매체로 활자화될 것을 고려한 말은 일상 인 말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2차 구술문화로 따

로 구분하기도 하 다. 2차 구술문화는 녹화와 녹음으로 기록되며 사 에 로 쓰인 본으로 

비된, 그리고 사후 활자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 의 속성이 어느 정도 스며든 말’로 구분

하고 있다. 

Ong이 제시한 구술성과 문자성의 개념은 말과 의 속성에 한 개념  틀을 체계 으로 정

립하 다는 업 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컴퓨터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등장

하게 된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장에

서는 비언어  텍스트의 속성을 Ong의 구술성과 문자성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Ong의 개념틀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와 새로운 개념틀 확장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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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술적 속성

비언어  텍스트는 ‘말’을 할 때 부수 으로 표 되는 몸짓, 표정, 톤, 뉘앙스 등의 비언어  

요소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구술성’의 속성을 지닌다. Ong이 제시한 구술성 에서 비언어  

텍스트에도 용될 만한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성이다. 문자가 없었던 고  구술문화 시 에 래되어 온 구 문학의 특징을 보면,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이야기의 구조가 정형 이라는 특징을 악할 수 있다.  구술문화 사람들

이 정형구에 의지해서 ‘군인’ 보다는 ‘용맹한 군인’, ‘공주’ 보다는 ‘아름다운 공주’라고, ‘참나무’ 

보다는 ‘단단한 참나무’라고 말하 다. 비슷한 상투어구들을 잔뜩 외워서 비슷한 상황에 그 정형

구를 그 로 입하는 것이다. 구술 문화에서는 습득한 정보를 기억하기 해 끊임없이 반복

으로 떠올려야 했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사고가 요구되었다. 그런데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도 이 정형구  사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 T_T 등의 

비언어 텍스트를 반복 으로 활용하고 보면서 정형성을 지니게 된다. 상 방으로부터 감정 달

과 같은 비언어 텍스트의 목 을 최 한 달성하기 해서는 상 방이 모르는 어떤 것을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형화된’ 는 이미 정형화된 것과 유사하여 유추가 가능한 비언어 텍스

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Rintel과 Pittam(1997)의 연구에서도 메시지의 내용 뿐 아니라 메

시지를 생산하는 행 가 이미 특정한 사회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정형 으로 특정한 비언어 

텍스트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구술 시 의 ‘정형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언어 텍스트는 ‘ ’이지만 구술성을 가진 ‘말’처럼 감정이입 이며, 감각 이다. Ong

은 구술문화의 특징으로 ‘객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  혹은 참여 이다’라고 설명하

다. 주지하다시피 비언어 텍스트의 기능  주요한 것이 감정의 달이다. 최근 디지털 문화는 

‘감성’을 화두로 하고 있다. 문자가 이성 인 반면, 디지털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등은 감성

이고, 직  감각을 요구한다(황민선, 2006). 온라인 환경에서 비언어 텍스트가 창기에 몇 

개의 감정 표 만 가능하던 것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한 이러한 미묘한 감정 표

에 한 요구가 확 되고 있는 상과 무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감정  특성은 구술문화

에서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생활세계에 착된다. Ong의 설명에 의하면, 쓰기와 같은 문자 문자에서는 생활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지식을 구조화한다. 그런데 구술문화는 그 세련된 분석  

카테고리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 모든 지식을 인간 생활세계에 다소라도 하게 련시키는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언어화하지 않을 수 없다. 구술문화에서는 숙련된 직업을 한 안내서 같

은 것이  없다. 숙련 직업은 도제 살이를 통해 배웠다. 비언어 텍스트 한 인간의 생활세계

와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비언어 텍스트는 감정 달의 기능을 하는데, 감정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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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닐 수 있는 본성으로 감정을 교환하는 행  자체가 인간의 생활과 매우 하다 할 수 

있으며, 비언어 텍스트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사회  존재감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한 실세계와 하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Costa, Dinsbach, Manstead, 

& Bitti, 2001).

넷째, 상황의존 이다. Ong의 견해에 따르면, 구술문화에서는 상황의존 이고 조작 인 거 

틀로 개념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거 틀은 사람의 생활세계에 아직도 착해 있다는 

의미에서 추상의 정도는 매우 다. 비언어 텍스트는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

며, 의미 달을 한 것인지, 언어  텍스트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추가하기 한 것인지, 감정

을 달하기 한 것인지는 상황에 의존하여 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언어 텍스트는 구

술 문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들은 비언어 텍스트가 구술성, 즉 말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동시에 비언어 텍스트는 자 을 두드려 입력하는 ‘텍스트’의 형태로 비언어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문자로서의 속성도 가진다. 다음에서는 비언어 텍스트의 문자성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자적 속성

Ong은 구술문화가 추상 이기보다 상황의존 이라고 언 하 지만, 비언어 텍스트의 경우는 

상황의존 인 측면 뿐 아니라 추상 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통 인 쓰기에서는 알려

지는 상(the known)과 아는 주체(the knower)를 분리해냄으로써 ‘객 성’을 조건으로 세운다. 

즉, 생활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지식을 구조화하지만, 구술 문화에서는 상과 

하고 공유 인 일체화를 이룩한다. 비언어 텍스트는 엄 하게 언어  텍스트와 분리한 채 

단하기는 어려우나, 인간 생활과의 하다는 측면에서 구술 문화의 특성을 보이며, 동시에 ‘텍

스트’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추상성을 가진다. 기하학 인 도형이나 추상 인 범주에 의한 

분류, 형식논리  추론, 정의 등이 비언어 텍스트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Ong이 구술 문화의 특징으로 제시한 ‘논쟁  어조’도 비언어 텍스트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언어  논쟁은 구술 문화에서 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언어  논쟁이 

온라인 커뮤니 이션의 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Mason, 1998). 언어  텍스트의 경우 논

쟁 인 어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비언어 텍스트는 오히려 언어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하고(Rice & Love, 1987; Utz, 2000; Walther, 1992), 부드러운 분 기를 조성하여 비

논쟁  분 기를 완화하기 한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주장된다. 박 구(2005)에 의하면, 비언어 

텍스트는 메시지의 내용이 가볍게 느껴지게 하거나 내용이 지시하는 바가 단지 시험 인 것이라

는 느낌을 으로써 단정 이거나 부정 인 느낌, 혹은 부담스러운 느낌을 인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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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비언어 텍스트가 문자 사회의 산물이라는 는 쉽게 찾을 수 있

다. 우선 구술문화가 문자문화에 비해 공동체 이며, 문자문화는 구술문화에 비해 개인 이라는 

구분에 비추어 볼 때,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상황은 개인 인 측면을 더욱 포함하고 있다. 

컨 , 구술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청자나 청 이 존재해야 커뮤니 이션할 수 있는 반면, 

문자문화는 독자가 존재하든, 안하든 계없이 쓰기가 가능하다.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온라인 환경을 살펴보면, 물론 동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  로그램과 같이 상 방이 있어

야 활용이 가능하지만, 게시 이나 자료실, 블로그 등 많은 비동시  로그램에서는 상 방을 

가정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문자 문화의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Ⅳ. 2차 문자성(Secondary Literacy)으로서의 비언어 텍스트

1. Ong의 구술성 및 문자성 구분

Ong(1982)은 문자가 추상화, 탈맥락화를 추구하며, 사고를 재구조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고 언 하 다. 즉, 문자의 발명은 1차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구분하는 경계라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구분은 이분법  사고라고 비 되기도 한다. 를 들어 Scribbner와 Cole(1981)은 

Ong이 구분한 문자문화의 특성인 추상화, 체계  분류, 합리  사고는 구술문화에서도 생경한 

것이 아니라고 지 한다. 를 들어, 많은 수학이나 철학과 같은 추상  개념들이 문자문화 시  

이 에 나타났으며 구술  토론에 의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Ong이 구분한 구술문화의 특성을 

구술성, 문자문화의 특성을 문자성이라고 구분한다면, 구술문화에서도 추상성과 같은 특성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Ong의 구분을 비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Olson, 1994; Scribbner & Cole, 

1981), 구술성과 문자성은 항상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해 오고 있다. 즉, 감성에서 이성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맥락에서 탈맥락으로 직선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술성과 문자

성은 항상 공존해왔으며, 이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변화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 은 Ong이 그의 서에서 1차  구술성이나 2차 구술성과 뚜렷이 구분되는 일반

인 구술성을 명료화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자문화 속에서도 말과 

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속성이 분명 존재하므로, Ong의 개념을 1차  구술문화 이후 문자문화, 

그리고 그 이후 2차 구술문화로 순차 으로 이어지는 단선 인 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1차 구

술문화 이후 문자문화가 등장한 이후에도 구술문화(1차 구술문화와는 다르겠지만)는 여 히 공

존하며, 이후 TV나 라디오 등에서 자처럼 기록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 속성이 반 된 말

인 2차 구술문화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 히 문자문화와 구술문화는 병행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시각화한 것이 [그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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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술성, 문자성, 그리고 2차 문자성

[그림 1]은, 구술성과 문자성은 항상 공존해 왔으며 다만 인쇄술이나 인터넷과 같은 향력이 

큰 매체가 신 으로 발달하면서 문자성 혹은 구술성이라는 속성이 보다 두드러진 문화가 

리 확산되어온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류는 례 없는 문자문화의 풍요로

운 발달을 경험하게 되었고, TV, 라디오, 화 등의 발달로 인류는 사 에 로 쓰인, 혹은 사후

에 로 쓰일 말인 2차 구술문화를 등장시켰으며,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이제는 ‘ 과 같은 

말(2차 구술문화)’ 뿐만 아니라 ‘말과 같은 ’인 디지털 비언어 텍스트의 홍수 속에 살게 되었다. 

비언어 텍스트도 이처럼 구 되는 매체의 특성에 직 으로 향을 받는다. 자 의 형태에 

따라(자 의 배열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각국의 언어의 종류에 따른 속성에 따라(표의문자인

지, 표음문자인지 등 텍스트를 구성하는 속성에 따라), 달 매체의 형태에 따라(컴퓨터 키보드인

지, 휴 화 문자인지, 한 같은 휴 화라도 인터페이스가 어떠한지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비언어 텍스트의 종류와 형태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언어 

텍스트 자체를 탄생시킨 후 소멸시키지 않고 지속 으로 생존  하는, 본질  속성을 찾아볼 필

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래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텍스트 커뮤니 이션

에서의 “동시성”이라고 본다. 다음 에서는 텍스트 커뮤니 이션의 동시성에 논하기로 한다.  

2. 동시성

동시성은 구술성의 가장 큰 특징  하나이다. 청자와 화자가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화를 

나  때 발생하는 ‘동시성’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 핵심 인 속성이다. 반면 문자성은 

‘비동시성’을 지닌다.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 ’로 정리하여 인쇄한 후에 독자는 필자의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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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게 되기 때문이다. Killingwirth(1993)나 Jacobsen(1999)은 보다 즉시 (instantaneous)이고, 개

인 이며, 범 한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Computer - 

mediated communication, CMC)으로 인해 'cybertext'가 발생하 으며, 이 cybertext는 구술성과 

문자성의 특성을 CMC 환경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 다. 이들이 주장한 특성 

 ‘동시성’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Ong이 언 한 ‘구술문화’에서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커뮤니 이션이 발생하 다. 이때는 부

분의 커뮤니 이션이 ‘동시 ’으로 발생하 다는 것이다. 이후 기록할 수 있는 문자의 발명으로 

같은 장소가 아닌 원격 거리에서의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동시  텍스

트 커뮤니 이션’이다. 후에 출 과 인쇄 기술이 발달하여 본격 인 ‘문자문화’ 시 로 어들면

서 텍스트 커뮤니 이션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비동시 ’ 커뮤니 이션일 수밖

에 없었다. Ong이 언 하 듯이, 쓰기는 말을 공간에 정지시켜 시각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 화’가 발명됨으로써, 다른 원격 거리에서의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

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 의 원격 ‘동시  구술 커뮤니 이션’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화자

와 청자가 다른 공간에 있다는 에서는 에 의한 커뮤니 이션과 비슷하나, 같은 시간에 말로

써 커뮤니 이션한다는 에서는 으로 구술성의 특징을 지닌다. 그래도 직  만나서 말하는 

것보다 시각  정보가 충분치 않으니, 목소리를 통하여 상 방의 진의를 알려는 노력을 자연스

럽게 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컴퓨터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쇄술의 발명이나 TV, 화

의 발명 이상으로 커뮤니 이션 문화의 명 인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 으로 비언어 

텍스트가 등장하게 된 때는 1990년  반에 ‘천리안’이나 ‘하이텔’, ‘나우 리’ 같은 PC통신이라 

불리던 매체가 활성화되면서부터이다. 이때 동시  채 이 확산되면서 ‘채 용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 다. 아울러 이러한 커뮤니 이션이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폭발 으로 확

산되면서 비로소 ‘동시  텍스트 커뮤니 이션’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온라인 환경 속에서 다

양한 양방의 심지어 다자간의 동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메신  등의 소 트웨어가 활발히 

사용되었고, 휴 화의 보편화로 인해 동시  휴 화 문자 커뮤니 이션이 화보다 일상화

되게 진화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원격거리에서 거의 동시 으로 다자간 화를 가능하게 하는 ‘트 터’ 등의 다양한 어 리 이

션이 나타나 ‘동시  텍스트 커뮤니 이션’이 더욱 확 되고 있다. 

그 다면 이러한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의 동시성’과 ‘비언어  텍스트’가 무슨 계인가? 

동시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 기존의 비동시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

았던 비문법 인 비언어 텍스트가 등장한 이유는, 동일한 텍스트 커뮤니 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동시  커뮤니 이션의 원형인 구술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술의 

속성은 감정이입 이고 참여 이며 상황의존 이고 생활에 착되어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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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원격거리에 있는 상 방이라고 하더라도 재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감정상태를 이입하고

자 하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속성이 구술 커뮤니 이션에서 말로 표 되

지 않는 비언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도 즉시, 표 하게 하려는 욕구로 이어지고, 이

러한 욕구가 비언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언어 텍스트의 

등장은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의 ‘동시성’이라는 속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듯 ‘동시성’이라는 기 으로 특성을 구분하고 재의 커뮤니 이션이 가지는 속성을 살펴

보는 것은 커뮤니 이션이 인간의 사고와 매우 한 련성을 지닌다는 에서 요하다. 인간

의 언어는 계속하여 진화해왔다. 언어는 생성되고, 변화하고, 번창하거나 소멸해왔다. 이러한 언

어의 진화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많은 언어들은 재

의 사고방식이나 생활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어’로서만 그 흔 을 남겨 왔다. 그리고 동시

에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신조어들은 언

어의 사회성을 얻어가면서 서서히 언어문법에 맞는 주류 언어로서의 워를 획득해 나간다. 그

다면 ‘비언어 텍스트’는 어떠할까? 비언어 텍스트 에서도 언어의 사회성을 얻느냐 마느냐에 따

라 마찬가지로 언어의 생멸주기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특정 비언어 텍스트의 언어  

사회성을 논의하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 체 으로 의 테

크놀로지에 의한 생활양식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건 , 원격거리에서의 동시  텍스트 커뮤니

이션이라는 인류 역사 300만년 최 의 명 인 환기에 있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커뮤니

이션 문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측할 수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비언어 텍스트의 등장은 기존 문법의 괴  변형의 주범이므로 지양의 상이어야만 하기보다

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커뮤니 이션 문법 등장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언젠

가는 이들도 주류 언어 문법에 당당하게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극 정 인 측면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문법에 맞는 말이라도 ‘언어의 

사회성’을 잃으면서 잊 지게 되기도 하고,  신조어가 ‘언어의 사회성’을 얻으면서 주류 언어에 

편입되기도 하는 등의 언어의 진화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면, 비언어 텍스트에 한 근이 어떠

한 태도여야 하는지 보다 객 인 시각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비언어 텍스트로 활용되

던 많은 용어들이 개인의 일상 뿐 아니라 비교  자유로운 TV 로그램  수업 상황에서도 활

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작 의 상황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토 로 텍스트 커뮤니 이션에서도 

동시 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 인 욕구가 반 되면서 비언어 텍스트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언어의 사회성’을 얻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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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문자성(Secondary Literacy)

지 까지의 논의에 비추어보건 , 비언어 텍스트는 Ong이 구분한 1차 구술성, 문자성, 2차 

구술성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Ong이 성을 가진 말을 ‘2차 구술성’으로 제안

한 것을 고려해 보면,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말은 ‘말성을 가진 ’이기 때문에 ‘2차 문자

성’을 개념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Ong의 체계를 확 한 ‘2차 문자성’이라는 용어는 

Killingsworth가 사용한 이 있는데(최혜실, 2003), Killingsworth는 문자문화시 에도 1차 구

술문화와 유사한 ‘항상성’이 나타나는 에 을 두고 문자문화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개념을 이 용어를 사용하 다. 그에 의하면, Ong이 1차 구술성의 특성으로 지목한 ‘항상

성’이  사회에서,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온라인 문화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Ong에 의하면, 1차 구술문화시 에는 문자로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화는 기억에 의

존해야 했다. 그 기 때문에 재와 련 없는 지식은 기억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인간이 기억해

야 하는 것에 한 일정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하 다. 문자문화시 에는 문자가 발명되고 기록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기 때문에 기억에의 항상성이 유지

될 필요가 없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공간이 확장되면서 무나 많은 지식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다. Killingsworth는 이 에 을 두고, 1차 구술문화시 에서 기억에 

해 항상성이 존재하 듯이, 온라인 문화가 보편화된 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와 지식을 

삭제 혹은 외면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항상성

이 있다는 측면에서 구술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자시 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는 

보았고, 이를 2차 문자성이라 명명하 다.

Killingsworth는 ‘2차 문자성’이라는 용어로 문자문화시 와는 다른 ‘항상성’이라는 독특한 특

성이 존재함을 강조하 다는 에서 시사 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말성을 가진 ’이라는 속

성을 ‘2차 문자성’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는 맥을 같이 하지만, ‘항상성’이라는 단순한 특징 하

나가 비슷한 것으로는 이 용어가 독자 인 설명력을 가진 개념으로까지 발달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항상성 뿐만 아니라 구술문화가 가지는 상당히 다양한 속성을 같이 설명할 

수 있음으로 해서 Killingsworth의 개념이 수정 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언어 텍스트는 

상 방에게 이야기하듯 구술 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는 키보드로 타이핑하여 문자

으로 표 한다는 에서 1차 구술성, 2차 구술성, 문자성과 다른 을 지닌다. 사고모드는 구술

이지만, 표 모드는 문자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한 책이나 문서로 

기록하기 해서가 아니라 화하기 해서라는 이 2차 구술성이나 문자성과 다른 이다. 

비언어 텍스트의 속성 한 앞 장에서 논의하 듯이 동시 이고, 즉각 이며, 반복 이고, 감정

이입 이며 참여 , 상황의존 , 맥락 이어서 구술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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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특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이는 문자로 표 하기 한 특성이기 때문에 비언어 텍스트는 

1차 구술성, 2차 구술성, 문자성과는 다른 새로운 속성을 지니며 이는 구술  내용과 화를 목

으로 문자 으로 표 한다는 에서 2차 문자성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Ong의 개념틀을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2차 문자성의 속성을 비교 정리한 것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1차 구술성

(Primary Orality)

2차 구술성

(Secondary Orality)

문자성

(Literacy)

2차 문자성

(Secondary 

Literacy)

사고모드 구술적 문자적 문자적 구술적

표현모드 구술적 구술적 문자적 문자적

사용의도 대화 기록 기록 대화

사용감각 청각지배적 청각 및 시각지배적 시각지배적 시각지배적

속

성

동시성
동시적

즉각적
비동시적 비동시적

동시적

즉각적

반복성

(정형성)
반복적 다소 축약적 축약적 반복적

감정이입성/

참여성

감정이입적

참여적

감정이입적

참여적

관찰적

이성적

관찰적

이성적

감정이입적

참여적

상황의존성/

유연성

상황의존적

유연적

상황의존적

추상적

탈맥락적

고정적

추상적

탈맥락적

고정적

상황의존적

맥락적

유연적

<표 1> 구술성, 문자성 그리고 2차 문자성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언어 텍스트를 논의하는 데에 앞서 근본  개념

 고찰을 통해 본질  속성을 밝히고 개념  틀을 정립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 

비언어  요소는 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며, 인간의 감정과 표 을 풍부히 달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 그 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도 면 면 커뮤니 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언어  요소를 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비언어 텍스트가 발 된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상 으로는 비언어 텍스트가 온라인 환경에서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교육에서 이 ‘비언어 텍스트’를 어떤 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한 본질 , 개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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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언어 텍스트의 본질  

속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 로 개념  틀을 정립하고자 하 다.

비언어 텍스트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비언어 텍스트의 동시성, 2차  문자성의 속성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언어 텍스트의 본질  속성을 논의하기 해 

언어인 말과 의 속성을 집 성한 Ong의 ‘구술성’, ‘문자성’의 구분방식에 응하여 비언어 텍

스트를 살펴보고자 하 다. 그 결과, Ong의 구술성  문자성, 2차 구술성의 개념틀로는 비언어 

텍스트의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비언어 텍스트는 구술성과 문자성의 일부를 동

시에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

났다. 이러한 이유의 기 에는 비언어 텍스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의 본질 인 속성인 ‘동시성’

이  하나의 논의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비언어 텍스트는 

‘말’의 속성을 지닌 것인데 ‘ ’로 표 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활용되는 것인 만큼 구

술  사고를 문자  표 으로 제시하여 2차  문자성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Ong이 

제안한 2차 구술성이 ‘ 성’이 강한 ‘말’이라면, 비언어 텍스트의 2차 문자성은 ‘말성’이 강한 '

'인 것이다. 

비언어 텍스트의 본질  속성으로 동시성과 2차 문자성을 도출한 이 연구가 지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언어 텍스트가 지니는 ‘구술  특성’에 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하 듯이, 비언어 텍스트는 동시성에 기반한 2차 문자성의 속성을 지닌다. 동시성은 

비언어 텍스트의 2차 문자성이라는 속성을 구술  사고에서 출발하게끔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구술  사고에 해 이해하고 이를 극 으로 교수학습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둘째, 비언어 텍스트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 이션의 가치에 해 정 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 까지 비언어 텍스트에 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정 이지 않

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도 하 다. 그러나 비언어 텍스트는 면 면 커뮤니 이션에서의 비언어

 요소를 온라인 환경에서도 구 하기 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의 비언어  요소 활용에 해 정  시각을 가지고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온라인 교수학습에 있어서 비언어 텍스트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한 다양한 연구

를 수행해야 한다. 온라인 교수학습에서의 비언어 텍스트 활용과 련하여서는 몇 가지 주제에 

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김경과 김동식(2002)은 ‘감성’을 달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감성 

게시  설계 략에 해 논의하 고, 김원섭과 윤 식(2001)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면서 이모티콘을 활용한 비동시  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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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한, 의미론  기반을 

가지는 ‘시각  조직자(visual organizer)'에 해 연구한 나일주와 한안나(2006)는 비언어  요

소  하나인 이미지에 해 다루었으며, 황명자, 이경희(2004)는 교사의 비언어  행동에 따라 

등학생의 경험과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 다. 이에 더하여 비언어 텍스트

를 교수학습 환경에 극 활용하기 한 보다 직 인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존재한다(김우룡, 장소원, 2004). 물론 이 연구방법들은 심리학, 인류학, 신문방송학

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도출된 것들인데, 이를 교육 역에 용하여 교육학의 으로 비

언어 텍스트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쨰, 비언어 텍스트는 드물

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부분은 독자 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텍스트에서의 다른 언어 , 비언어  요소와의 계에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언어 텍스트가 교수-학습에 있어 학습자에게 어떠한 향을 주는 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언어 텍스트가 감성  공유와 같은 향을 야기할 것이라는 연구는 있

어왔지만 구체 으로 어느 정도의 비언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교수-학습에 효과 인지, 내

용 이해나 감성  달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비언어 텍스트

가 실제 학습자의 인지 , 정의  학습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경험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게 하여 학습에의 향 정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모든 비언어 텍스트

를 온라인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온라인 학습에 활용하기 해서는 어떠한 비가 필요한

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언어 텍스트의 활용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교수학습에의 용 

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비언어 텍스트는 기술 발달로 인해 엄청난 변화의 심에 서 있다. 웹은 “단지 읽기만 하는

(read only)” 시 에서 “읽고 쓰는(read AND write)” 시 로 변화하 으며(Richardson, 2006), 

웹 1.0 시 는 가고 ‘참여’, ‘공유(sharing)’와 ‘ 력(collaboration)’, ‘개방’에 을 맞추는 웹 2.0 

시 가 열렸다. 이러한 웹 2.0시 의 개막에 따라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변화의 

큰 특징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읽기 한 웹을 넘어서 참여하고 공

유하여 함께 써가면서 지  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의 근간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 에 소통은 문자시 의 쓰기와 같이 매우 요한 학

습 능력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을 질 , 양 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비언어 텍스

트의 부정 인 우려들을 보완하면서 정 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교수학습에서의 

질  소통을 제고하는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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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erspectives of Non-verbal Text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Beyond Ong's Orality and Literacy

Hye-Jung Lee* Hyoseon Choi**

1)2)

Non-verbal elements and cues are basic components in human communication. However, 

as the space for educations expands to online environments, non-verbal cues such as gestures 

or eye-contacts are limited or become impossible. Non-verbal texts appea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ffering non-verbal cues. However, non-verbal texts like emoticons in teaching 

and learning are not promoted to improve learn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non-verbal text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actively in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lassified into orality, literacy, and second literacy with synchronism based on Ong's suggestion. 

And then we identified as non-verbal texts have the 'secondary literacy' which presents literacy 

based on the 'orality'. As technologies are advanced, non-verbal texts with synchronism could 

appear. The non-verbal text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herefore, non-verbal text are very important technology in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It is important to design for using non-verbal texts in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Key words: online learning, non-verbal text, Ong, orality, literacy, second literacy, mobil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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