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교과의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

김창원(경인교육대학교)
<요약>
국어 교사와 국어교육학자,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로서 국어과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족어로서의 ‘국어’와 마찬가
지로 교과로서의 ‘국어’도 근대적인 고안물이며, 그 개념은 시대와 교육적 맥락에 따
라 변한다. 오늘날 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란 중 상당 부분은 ‘국어’라는 교과의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어’라는 교과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짚어 보고,
오늘날 국어 교과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며 학교 교육의 체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근대 교육 100년 동안 고착된 ‘국어과’의 이미지
를 중심으로 국어 교과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어 교과의 재개념화에 대한 요구와 그
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세기적인 ‘국어’ 교과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회의 요구 및 학문의 구조를 반영하여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자국어 교과의 개념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주요어：국어, 국어(교)과, 국어교육학, 국어과의 재개념화, 미래 지향적 국어(교)과
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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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 교과를 회의하는 이유
국어교육학의 논의 수준은 다른 교과에 비해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교대·사대의
커리큘럼과 임용시험의 출제 과정을 보면 이런 심증이 더욱 굳어진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학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국어교육철학과
국어교육심리학, 국어교육사회학 같은 기초 분야가 아닌가 싶다. 그에 비해
교육과정론, 교재론, 교수·학습론, 평가론과 같은 실제 분야는 나름대로 정
교하게 구축되어 있다.
국어교육학이 기초 분야에서 취약하다는 점은 그동안 국어 교과1)를 자명
한(axiomatic) 것으로 여겨 온 연구 풍토를 반영한다. 국어 교과는 어떤 교과
인가, 국어 교과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체 교육 시스템
에서 국어 교과는 어떤 역할을 맡는가 등에 관한 논의 없이, 으레 교과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어 교과는 태초
부터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꼭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국어 교과가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나름대로 연원이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국가－민족－언어공동체>의 삼자가 거의 비슷하게 겹친다든지,
한자－한글의 이중 문자 체계를 오래 지속해 온 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및 분단기를 거치면서 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국어교육이 다른 나라의 자국어교육과 다른 모습을 띠는 계기가 된다. 그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통해 교과를 둘러싼 외피를 벗겨 낸다면 국
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의 논점은 ① 국어 및 국어 교과 자체에 대한 회의와 ② 국어 교과의
변화에 대한 성찰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논점은 한국적 맥락에서 ‘국어’
1) 현실에 존재하는 ‘국어’라는 교과를 가리킬 때에는 ‘국어과’를, 원론으로서 있어야 할 국어라
는 ‘교과’를 가리킬 때에는 ‘국어 교과’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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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엇인가? 국어만을 다루는 교과가 필요하거나 성립 가능한가? 국어 교과
의 내포와 외연 및 제도 교육 안에서의 의의는 무엇인가? 등으로 상세화 되
고, 둘째 논점은 국어과는 어떻게 성립해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국어 교과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며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국어 교과의 변화에 학문공동체는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가? 등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어 교과의 본질을 돌아
보고 국어교육학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국어 교과의 통시태와 공시태
2.1 교과의 탄생과 성장
2.1.1 회의 1：‘국어’의 발견과 교과의 성립
국어 교과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두 번의 결정적 시기와 세 번의 주요
변곡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의 결정적 시기란 개화기와 해방기를
가리키고, 세 번의 변곡점이란 3차 교육과정 도입, 5차 교육과정 도입, 수능
시험 도입을 의미한다. 1차 교육과정 제정이 이 변곡점에 들어가지 않는 이
유는 교육과정과 교재, 수업, 평가 면에서 대체로 이전(해방기)의 국어교육
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74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0집

도근갑
입대오
적경
교장
육과
제
도

확체
립계
1
차

3
차

5
차

교
육
과
정

교
육
과
정

교
육
과
정

교
과
의

교의
과발

국
권
상
실

해
방
과
군
정

지
식

수대
립한
민
국
정
부

교
과
학
력
재
개學
념力
화의

)

정개
립념

기
교능
과적
관機
도能
입的

(

성견
립과

교
과
의

)

국
어

(

초
보국
적어

수
능
시
험
도
입

<국어 교과 발전의 결정적 시기와 주요 변곡점>

개화기는 ‘국어’의 개념을 발견하고 초보적인 교과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어’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
국 고전이나 훈민정음의 ‘國之語音’을 끌어오기도 하고 일본의 사례를 대기
도 하는데, 중국 고전과 훈민정음의 용례는 그 이후 확립된 용어로 사용된
예를 찾기 어렵고,2) 일본의 ‘國語’ 역시 근대 이전에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3)
중요한 것은 개화기에 주시경 등이 강조한 민족어로서의 ‘국어’와 교과로
서의 ‘국어’가 서로 개념이 달랐다는 점이다. 1895년의 소학교령에서 제시한
국어 관련 과목은 ‘讀書·作文·習字’였으며4), 한성사범학교에서는 이들을
‘國文·作文·習字’로 편성하였다.5) 여기서의 ‘國文’은 오늘날과 같은 국어가
2) 19세기의 대표적 언어학 성과인 뺷雅言覺非(정약용, 1819)뺸나 뺷諺文志(유희, 1824)뺸도 ‘국어’
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국어에 대한 관념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체로 ‘중국어와 구별되는’ 향언(鄕言)의 뜻으로 쓰였다.
3) 근대 이전의 일본에서 ‘國(こく/くに)’이란 현(縣)과 같은 일개 지방, 혹은 다이묘(大名)의 영지
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는 ‘國’을 도시라는 뜻으로 사용한 중국 고전의 용례와 비슷하다.
4) 이것은 전형적인 한문교육의 영역이다. 한자 도입 이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강독·작문·서사 중심의 교육이 근대 교육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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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로지 ‘한글로 표기된 글’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6) 1906년 보통학
교령과 고등학교령에서 이들을 ‘國語’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데,7) 이로 미루
어볼 때 교과로서의 ‘국어’는 문자를 중심으로 강독·작문·서사 활동을 통합
한 교육의 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주시경이 뺷大韓國語文法(1906)뺸
이나 뺷國語文典音學(1908)뺸 등을 쓸 때 ‘국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념은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것이었다.
국어교육사에서 개화기를 결정적 시기로 보는 이유는 당대의 국어학자들
이 다룬 ‘국어’와 전혀 다른 대상에 ‘국어’라는 교과 명칭을 붙이고, 그 안에
한문교육의 전통과 일본의 접근 방식을 고스란히 쟁여 넣었기 때문이다.8)
그런 교과에 ‘국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
교과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할 필연성 역시 없다.9)
이와 별도로,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교과가 성립된 것은 국어 교과에
강한 이데올로기성을 부여하는 결과도 낳는다. 물론 언어가 원래 이데올로
5) “本科學員의 課 學科目은 修身 敎育 國文 漢文 歷史 地理 數學 物理 化學 博物 習字 作文
體操로 홈.(한성사범학교규칙, 1895.4)”
6) 당시에는 ‘國語(말)’와 ‘國文(글)’을 분명하게 구별했다. ‘國文’은 學務衙門官制(1894)에도 나오
지만, 교과로서 ‘國文’이라는 용어는 漢城師範學校規則(1895)과 銓考國條例(1895)에서 처음
나온다. ‘國語’라는 용어는 1906년 사범학교령/보통학교령/고등학교령에서 등장하는데, 이때
이미 주시경은 이와 다른 의미와 맥락에서 ‘國語’를 사용하였다.
7) 보통학교령에서는 1~4학년에 ‘國語’를 주 6시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日常須知의
文字 及 普通文의 讀法, 書法, 作法”으로 규정하였다.(보통학교령, 1906.8) 이는 ‘日語’의 “會
話 及 口語文의 讀法, 書法, 作法”과 같은 형태로서, ‘국어’라는 교과의 내포가 당시 국어학자
들이 쓰던 ‘국어’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께 공포된 고등학교령에서는 1~4학년
‘國語·漢文’ 과목에서 주 7시간씩 강독, 문법, 작문, 습자를 하게 되어 있다.(고등학교령,
1906.8) 국어 교과가 처음 성립할 때부터 한문과 한데 묶여 있었다는 점을 통해 당시의 정책
입안자들이 국어 교과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8) 당시 출간된 교재들을 통해 초기 국어 교과의 성립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뺷尋常小學(1896)뺸과 같은 학부 및 민간 출판 교재는 대부분 일본 교과서의 번역문으로 채워
져 있다.
9) 동양 삼국에서 비슷하게 ‘國語’라는 용어를 쓰는데,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줄고 대신 ‘漢語,
中國語, 日本語’ 등의 고유명사를 자주 쓴다. 영어권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 ‘English,
French’ 같은 고유명사를 쓰지만 그 실체는 문학으로 채우고, 필요할 경우 ‘Language Arts’
과목을 따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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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기는 하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데올로기 충돌의 시기에 교과가 성
립되면서 그 성향이 더 강해진 것이다. 탈봉건, 반외세로 요약되는 개화 이데
올로기는 한문교육의 인문학적 전통과 맞물려10) 내용/주제 중심, 제재 중심,
계몽성을 강조하는 국어 교과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국어·국자 운동,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의 순한글 운동, 브나로드 운동과 같은 한글 야학
등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태생적 문제가 이후 끊임없이 혼란을 낳아, 사람마다 국어 교과의
성격을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되었다.11) 그에 따라 교과명을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생기고, ‘국문’ 또는 ‘국어국문’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으
며, 아예 ‘언어와 의사소통’ 등의 파격적인 교과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는
국어 교과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상황을 거치면서 근대·민족 이
데올로기와 맞물려 정착되는 가운데 그 성격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명칭이 정해진 상황에서 교과의 본질이 그 이름에 강하게 얽매이기 때
문이기도 하다.

2.1.2 회의 2：국어 교과의 시대적 소임
교육과정기마다 국어 교과의 목적과 지향이 달라진다. 그 변화의 동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시대마다 교과의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것도 큰 이유가
10) 한문교육이 단순한 언어교육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문 교육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말하
기·듣기나 읽기, 쓰기 등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도 그들은 도덕과 철학을 강조했다. 예컨대
말하기에 대해서는 “孔子曰 侍於君子有三愆 言未及之而言謂之躁 言及之而不言謂之隱 未見
顔色而言謂之瞽(論語 季氏篇)”이라 하였고, 읽기에 대해서도 “凡讀書者 必端拱危坐 敬對方
冊 專心致志 精思涵泳 深解義趣 而每句必求踐履之方 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 則書自書我自
我 何益之有(擊蒙要訣)”이라 하여 읽기 행위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여겼다.
11) <지식 교과：기능 교과>의 논쟁이나 국어과에서 문학 영역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교과로서의 ‘국어’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를 혼동한 데서 나온 오류이다. 국어 교과는 국
어학에서 다루는 ‘개별어로서의 국어’를 다루는 교과가 아니라, ‘국어’라는 이름 아래 여러
학문 분야의 내용을 편제한 교과이다. ‘윤리’, ‘사회’, ‘과학’, ‘실과(기술·가정)’ 같은 교과에
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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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를 들어 개화기의 국어 교과는 문자 교육과 한글 텍스트 보급을 통한
민중 계몽에 소임을 두었다. 교육을 통하여 민중을 깨우치고, 그로부터 자주
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과
일본을 모델로 했다는 점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 <서구 → 일본 → 조선>이
라는 이중의 모방 과정에서 교육 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급격한 개혁으로
인해 전통과의 단절이 빚어진 것이다.12)
일제강점기에는 한글 교육과 한글문화 보급을 통한 국어의 보전이 국어교
육의 지상 명제가 되었다. 국어학계가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를 보전하고
문학계가 문학어로서 국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치중했다면, 교육계는
한글과 한글문화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주시경의 ‘국어강습소’라든지 전국
적으로 이루어진 야학 운동이 그 구체상이다. 그러나 비정규 교육만으로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 교육에
서는 오히려 ‘朝鮮語及漢文’ 과목과 ‘國語(=일본어)’ 과목의 위상이 전도되고,
한 세대를 넘는 ‘國語常用敎育’의 결과 국어교육은 국어를 보존하는 데 급급
했을 뿐 발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어교육사의 두 번째 결정적 시기인 해방기는 국어·국자의 회복과 한글
텍스트 발굴 및 보급이 국어 교과에 부여된 사명이었다. 온 민중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제강점기를 견뎌 낸 고전과 현대의 텍스트들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일이 해방기 국어 교과의 임무였다. 그에 따라 미국 지향
적인 교육 관료와 조선어학회 중심의 국어학자가 연대하여 다소 급진적인
국어 교과관을 설정하였으나, 한글 전용 규정과 마찬가지로 현실로 구현되기
는 어려웠다.13)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국어과의 시수를 확보하고, 조야하
12) 예를 들어 한글 텍스트의 전통이 약한 상태에서 일본을 통해 <이솝 이야기> 같은 외국
텍스트가 들어오고, 전래 이야기라고 실은 것도 일본의 구비 문학과 뒤섞이게 되었다. 비슷
한 사례를 음악과의 왜색 동요 논쟁에서도 볼 수 있다.
13) 해방기 교육은 군정청의 라카드(E. N. Lockard) 대위가 콜롬비아대학 출신 오천석에게 전체
설계를 위임하고, 오천석은 거기서 국어교육 쪽을 떼어 최현배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보인
다. 최현배는 조선어학회의 소장파로서 일종의 민족 운동으로 국어 연구를 하던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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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나 조선어학회 등에서 주체적인 국어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이후 국
어교육의 틀을 정하였다.
산업화 시대에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능적 문식성 확보가 국
어 교과에 부여된 소명이었다. ‘문맹 퇴치’라는 슬로건에 산업화 시대 국어교
육의 지향이 압축되어 있는바, 70년대를 거치면서 국어 교과의 성격은 점차
‘도구 교과’로 고정되었다. 만일 국어 교과가 이러한 성격에 국한되었다면
그 입지는 매우 좁아졌을 터이나, 개인과 민중의 발견, ‘우리 것’의 재인식
등이 도구 교과로 좁아지고 남은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70~80년대 국어과
가 지식과 암기를 강조하게 된 소이가 여기에 있다. 도구 교과로서 선명성을
추구하는 한편,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용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국어 교과는 시대마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때는
성공했으며 어느 때는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국어 교과에 부여된
소임은 무엇일까? 영어 공용어화의 대세에 저항하는 일, 혹은 쇠퇴해 가는
인문 교양의 보루가 되는 일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세계화’하고
남북한을 포함한 한민족 공통어를 구축하는 일인가? 사실 그런 일들은 표면
적인 문제일 뿐이다. 어떤 외부의 변화에 대해 ‘우리 것을 지키는 일’이 교과
의 소명이 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특정 언어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 가능
하지도 않다. 그보다는 21세기 국어 교과의 소명으로 ‘사회적 소통 능력 신장’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지향은 20세기 후반부터 국어교육의
무게가 텍스트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지식·내용 강조에서 경험·활동
강조로, 독해 중심에서 총체적 언어활동 중심으로 이동해 온 맥락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극한까지 간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의 패러다임 대신 지구 생태계
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강조되는 시대에, 사회적 소통 능력이야말로 국어
교과가 중요하게 착목해야 할 영역이다.14)
그러한 국어관이 국어 교과에 그대로 투영되게 된다. 거기에 국어·국자 회복의 당위성까
지 겹쳐져서 한자 사용 전면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국어 교과관이 나오게 된 것이다.
14) 그런 점에서 2007년의 개정 교육과정은 미흡한 감이 있다. 5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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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과의 내포와 외연
2.2.1 회의 3：‘국어과’의 개념
교과(subject matter, 敎科)란 보통 ‘교육 내용을 학교 교육의 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으로 정의된다.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필요
한 여러 교육 내용을 제도 교육에서 다루기 좋도록 유사한 영역을 묶어서
가르치는 순간 교과가 태어난다.15)
교과의 개념은 교육과정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축적해 온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교과를 정의한다. 따라서 교과의 내용은 학생들이 공부
해야 할 주제, 배워야 할 기술, 알아야 할 사실들로 채워진다. 그에 비해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흥미나 필요에 기초하여 생활 사태에서 부딪치
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활동을 조직한
것’으로 교과를 정의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학문의 내용
또는 기본 개념들을 각 학문의 탐구 방법이나 논리에 따라 조직해 놓은 것’으
로 보고, 교과 내용은 각 학문의 기본적 아이디어나 원리, 개념과 탐구 방법
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져 온, 사고력·언어 기능에 주력하는 문식성 중심의 국어교육을 21세기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나, ‘수시 개정’을 방패삼아 그러한 소명을 외면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추
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의 ‘결정적 시기’ 반 발 전에 멈춘 것이다.
15) 하나의 교과가 교과로서 성립하려면 ①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생활과 직업, 학문
의 층위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지식과 기술을 논리적으로 구조화
할 가능성이 인정되며 ③ 지식과 기술의 발달성과 교수 가능성이 인정되고 ④ 그러한 교과
설정과 구획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곧 교과의 자체 논리가 튼튼하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국어 교과가 교과로서 성립하려면 ① 국어의
개념, 국어교육의 목적,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의 구조 등에 대한 국어과 내·
외의 합의가 필요하고 ② 국어를 의도적,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며 국어를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하며 ③ 국어를
하나의 교과로 설정하고 일정한 시수를 배당하는 데 대한 교육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어 교과는 과연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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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어 교과가 여러 교과관의 다양한 측면을 두루 담고 있다는 점이
다. 곧,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교양인의 소양을 다루면서(교과 중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언어 경험들을 체계화하고(경험 중심), 국어학과 국문
학의 지식 구조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직한다(학문 중심). 이러한 복합성은
국어 교과의 성립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교과의 정체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국어과의 개념과 관련되는 논쟁들을 살펴보면 국어 교과의 정체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과 지식에 관한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최현섭
(외)은 뺷국어교육학개론(1996)뺸을 내면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학
영역과 달리 국어지식(문법)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16) 국어 교과가
요구하는 지식이 ‘국어(학) 지식’인지 ‘국어 활동에 관한 지식’인지가 불분명
한 상태에서 교과 지식을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각 영역에 분산한 것
이다. 당연히 문법(교육)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그 결과가 김광해의 뺷국
어지식교육론(1997)뺸 및 그와 비슷한 여러 논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제
는 아직도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영역 명칭이 ‘언어’(4~6차) → ‘국어지
식’(7차) → ‘문법’(2007 교육과정)으로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 사정을 짐
작할 수 있다.17)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국어과의 영역 및 범주 문제로 귀결된다. 4차 교
육과정에서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국어과 영역을 삼분한 이래 표
현·이해가 국어 교과의 중핵이고 언어와 문학은 거기에 부가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견해가 널리 퍼졌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가르칠 내용이 있다’고 생각

16)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2차 문법 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 표준
문법을 둘러싸고 문법 파동이 일어났는데(1963), 그 저변에는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
론 투쟁이 깔려 있었다. 지금도 국어학자와 국어학 배경을 가진 국어교육학자는 문법의
비중을 축소하는 데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
17) ‘문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국어교육학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주
의 문법의 혐의가 너무 짙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 어휘론 위주이
며, 텍스트, 의사소통, 사회언어학 등의 영역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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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언어와 문학 영역이다. 교사 양성 대학의 커리큘럼 또한 그러하여,
교대·사대의 커리큘럼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대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여기서 ‘교과교육’은 한편으로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평가를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포괄하여,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오히려 ‘교과내용’ 영역은 국어학과 국문학으
로 확실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고, 교사임용시험도 <국어교육, 국어학, 국문
학>으로 삼분되면서 ‘국어교육(의사소통 영역을 포함한)’ 영역을 은연중 교
육학 쪽으로 밀어내려 한다. 새로 거론되는 ‘매체’ 영역 역시 사회과와 관련
되는 언론정보학, 신문방송학 등과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국어
과의 개념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19)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국어 교과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국어
교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만일 없다
면 그것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과 내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판단을 외부에서 내릴 가능성이 상존한다.20) 교
과 안팎에서 국어와 국어 교과의 개념에 대한 이론 경쟁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만 국어 교과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국어 교과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국어 교과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유목화, 위계화 할
18) 대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는 사범대학 표준 커리큘
럼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교사임용시험의 출제 범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
이다. 제도가 교육을 속박하는 예다.
19)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도 그러한 혼란이 드러난다. 7차에
‘국어 생활’ 과목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일이나 2007년에 ‘매체 언어’ 과목이 갑자기
생기는 일이 모두 국어 교과의 개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들 과목이 생기
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체계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목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20)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총론’을 만드는 집단은 철학자와 교육학자들이다. 교육 관료와
사회 운동 단체, 학부모 단체가 그들과 협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과는 철저하게 소외당한
다. 이른바 ‘교과이기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는데, 적어도 사고와 언어, 수
와 논리, 의사소통과 문화를 다루는 전문가는 거기에 참여시켰어야 했다. 총론 팀에서 짠
방향과 체제에 각 교과가 따라가는 상황에서 교과의 개념이 흔들리면 교과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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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또한 국어 교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 이수 과제도 분명
하게 제시할 수 있다.

2.2.2 회의 4：학교 교육 체제와 국어 교과
국어 교과가 국어 교과이기 위해서는 교과의 내포와 외연이 분명해야 한
다. 특히 학교 밖 교육과의 구획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국어 교과는 태생
적으로 일상생활, 탈교육적 경험, 비제도적 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가족, 또래 집단, 매스컴 등을 통한 언어 발달(또는 언어 학습)과 언어
교육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근대적 학교 교육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학교 문턱에 안
가 보고도 말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 국어 교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일상
적인 언어 기능과는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모호함은 다른 교과와 대비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국어과를
‘도구교과’, 혹은 ‘형식교과’라고 부르는 관습이 그러한 모호성을 잘 보여준
다. ‘형식교과’라면 고유한 내용 없이 사고 형식을 다룬다는 뜻이고, 이 점에
서 국어과는 모든 교과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21) 예를
들어 독서 지도는 국어과에서 담당하되, 학생들은 역사, 지리, 과학, 예술
등 폭넓은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 ‘국어과에서는 방법만 배우고 내용은
다른 교과에서 배워라!’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가. 수
능시험의 사회탐구영역이나 PSAT의 언어논리 및 자료해석, MEET/DEET의
언어추론과 LEET의 추리논증 문제를 보면 국어 교과가 범교과, 나아가 비교
과까지 포함하는 보편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과 교과
외부와의 활발한 삼투 작용은 한편으로 단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그것을 단점으로만 인식해서 배타적 정체성을 강조했는
21) 2007년 교육과정에도 ‘여러 교과 내용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수업(7학년)’과 같은 언어 자료
를 기본 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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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보다는 이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쯤 열린’ 교과의 개념이 필
요하다.22)
국어 교과의 열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교과패권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교과는 언제나 일정한 준거를 가지고 설정되며, 학문공동체
또는 권익 집단에 의해 유지, 존속되는 것이다. 교과공동체는 자체의 이해에
기초하여 행동하지만, 그러면서 교과의 개념 또한 변화한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국어 교과만 하더라도 읽기에 대한 듣기·말하기와 쓰기의 확충
으로 내적 체계를 정비하고 매체의 확충으로 외적 범주를 넓혀 왔는데, 그것
은 국어 교과의 내적 논리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리 된 것이다. 오로지 교과만을 위한 변화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다.23)
그동안 국어 교과는 거시적 교육 체제와 언어 환경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교과이기주의에
대한 대응 논리가 부족하여, ‘제일 많은 시수를 가졌다.’는 이유로 언제나 방
어하는 입장에 서 왔다. 전통적인 국어과의 개념, 곧 문자 교육과 국어국문학
교육으로 한정한다면 국어과는 분명히 과대평가되었다. 그러나 ‘삶의 도구’
로서 국어 교과를 정의한다면, 예컨대 기초·기본 문식성, 사고, 의사소통,
문화 등의 통합으로서 국어 교과를 재정의한다면 국어과의 비중이 결코 높
다고는 할 수 없다.24) 이 지점에서 교과의 지정학과 정치학에 대한 인식이
22) 2000년대 들어 ‘진보된 도구교과론’이 등장했다. 이때 언어는 과거와 같은 수단(tool)이 아니
라 방법론(methodology)이 된다. 이 새로운 도구교과론에서는 사고 도구로서의 언어, 소통
도구로서의 언어, 문화 도구로서의 언어, 그리고 학습 도구로서의 언어를 강조한다. ‘도구’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협애한 도구교과론이 지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볼 일이다.
23) 고등학교 ‘교련’ 과목이나 ‘가사(가정)’ 과목, ‘국민윤리’ 과목의 쇠퇴 과정을 보면 교과의
변화가 교과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의 충돌로 빚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학적 속성
이 강하면서도 사회과에 속해 있는 ‘국사’의 투쟁 역시 교과 내외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
해서 봐야 한다.
24) 물방울이 어느 정도 커지면 제 무게를 못 이겨서 깨지듯이, 만일 ‘국어라고 불리는’ 교과의
덩치가 너무 커서 주체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둘 혹은 셋으로 쪼개도 된다. 그 일은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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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다른 교과 및 비교과 영역, 학교 밖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재점검
이 요구된다. 물론, 언젠가는 학제와 교과 편성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올 것이다.25)

3. 국어 교과의 현실태와 이념태
3.1 교과 이미지의 형성과 고착
3.1.1 회의 5：‘국어과’의 이미지
‘국어과’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예를 들어 <기미독립
선언문>, <관동별곡>, <진달래꽃> 등으로 채워진 교과서, 어구 풀이와 문단
나누기(사실은 문단들을 더 큰 단위로 묶기), 주제 파악 등으로 시종하는 수
업 시간, 박식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왠지 고루한 선생님 같은 것들이 그 이미
지이다. 까다로운 문법과 난해한 고전문학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어’라는 교과가 성립된 이후 백 년 동안 쌓여 온 것으
로, 국어 교과의 역사와 현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교과의 목적이 그러하고
다루는 대상이 그러하므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

교과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재조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5) 예를 들어 영국계 학교에서는 중등교육에서 ‘Theory of Knowledge’,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같은 과목을 운영한다. 영어권 학교에서 ‘English’는 사실상 영문학 과목이
고, 그와 별도로 ‘Language Arts’나 ‘Reading and Writing’ 같은 과목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어과가 너무 무거워진다면 거기서 국어학과 문학을 떼어낼 수 있는데, 그러고 남은 과목
을 ‘국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고,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같은 의
미를 표상한 과목명이 좋다고 생각한다.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정도로 번역
할 수 있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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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는 시수는 많은데 특별히 배우는 것은 없고, 재미없거나 다 아는 글을
억지로 읽어야 하며,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쑥쑥 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미지를 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부
모와 학생이 국어과를 ‘꼭 배워야 하고 재미도 있는’ 교과로 인정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동안 국어 교과는 교육과정이 확보해 준 시수에 안주하
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다.26)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과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교과의 성격을 재개념화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쌓
여 온 강한 선입견이 그러한 재개념화를 막고 있다.
국어과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 참여를
높이는 수업 방법 도입이라든지 텍스트의 개신을 통한 교육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매체·기호학·소통이론·문화이론 등을 수용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 등은 모두 국어과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다.27) 그러나 이들
은 모두 기술적(技術的)이거나 지엽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미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어과는 성적은 안 좋아도
머리 좋은 학생이 잘하는 과목’ 같은 것.
바람직한 교과의 이미지가 단순히 ‘학부모/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로 한
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학습 필요성을 인정하고(=교과 정당성) 개념
을 분명하게 이해한(=교과 정체성) 뒤에, 그 다음에 재미와 선호를 따질 일이
다. 그런 이미지 구축은 교과의 내용과 활동 양면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매체 영역이 정착된다면 ‘컴퓨터와 인터넷, 빔프로젝터’의 이미지
26)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교양 국어’와 ‘대학 작문’이 걸어온 길을 참조할 수 있다. 국어/작문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빠지면서 입지가 형편없이 좁아진 현실이나, 그에 대한 대책으로
미디어, 문화 콘텐츠, 실용 국어 등을 끌어들인 사정 모두가 국어 교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국어/작문을 대체하는 신설 과목들의 성격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27) 이러한 노력을 제일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만화,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UCC
등을 교재화하려는 시도이다. 전통적인 국어 교과관에서 보면 이런 텍스트들을 국어과에서
다루는 데 거부감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쪽수가 제한된 종이책에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이러한 시도는 2007년 교육과정기에 오면 거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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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덧붙을 것이고, 프로젝트 학습이 확산된다면 ‘조사, 발표, 프레젠테이션’의
이미지가 부가될 것이다.
교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국어 교
과의 논리를 현대 사회의 특징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세우는 일이다. 예컨대 ‘국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
대신 ‘국어를 잘 배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보면 국어 교과의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바꿀 수 있다. 특히, 국어 교과
를 둘러싸고 있는 ‘국(國)’의 이미지를 벗는 일이 시급하다. ‘국책 과목’의 이
미지는 옛날 일이 되었지만, 그 그림자는 아직도 남아 있다.28) 학부모와 학
생들에게 뭔가 중요하고, 앞서 가며, 실질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지 못한다면
국어 교과는 자생력을 갖기 어렵다.

3.1.2 회의 6：국어 교과의 현실
국어 교과가 21세기의 요구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현재의 제
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크게는 ‘반공 투사’에서 ‘산업 역군’으로, 다시 ‘문화 주체’로 지향이
바뀌어 가는 교육 이념의 변화와 인문학 위기론으로 압축되는 문화 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고, 작게는 디지털 기술과 매체 발달29) 및 세계화로 인한
28) ‘국민윤리’, ‘국사’와 함께 ‘국어’가 대표적인 국책 과목이었던 때가 있었다. 여기에 표상된
국어관은 전형적인 민족주의, 전통주의,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다. 국민교육헌장이나 ‘오애
운동(국토·국기·국가·국화·국어 사랑)’과 같은 범주다. 민간 차원의 국어 운동은 언뜻
보기에 국책과목론을 비판하는 듯싶지만, 사실은 제도 교육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민족
이데올로기’ 혹은 ‘민주 이데올로기’로 치환했을 뿐, 본질상 비슷한 국어관을 지닌다. 우리말
되살려 쓰기나 말글살이 다듬기 운동 등이 그 예이다.
29)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매체 방언’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매체 방언은 세대 방언과
중첩되면서 일반 언어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국어와의 혼효는 물론이고 이모티콘
과 약어(略語)를 비롯하여 매체 방언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어휘가 있고, 문법이 단순화 되
며, 문단 개념이 달라지고 그래픽·동영상 자료가 섞이는 등 텍스트 구성 방식도 다르다.
매체 방언을 고려하면 종래의 ‘국어순화운동’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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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 마디로 21세기의 언어 현상은 19세기에
형성되고 20세기에 성장한 국어 교과의 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
다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해방기를 거치면서 고착된 국어과의 이미지가
국어 교과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국어 교과의 위축을 보여 주는 사례는 많다. 교육과정 차수가 바뀔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과정 시수가 감축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거니와30),
교육의 주안점이 국어를 뺀 영어·수학으로 옮겨 가는 현상, 입시에서 언어
영역을 필수로 하지 않는 대학의 증가, 국어능력시험 등의 응시생 감소, 영재
교육이나 경시대회가 영어·수학·과학·예술·체육 쪽은 많은 데 비해 국
어 쪽은 거의 없는 점 등이 모두 분편적인 사례들이다. 대학으로 눈을 돌리면
국어국문학과가 퇴조하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문학보다 영화로, 국어학보다
외국어로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물론, 교과의 위축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외 동포·이주 노
동자 및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매체교육, 언어치료·독서치료와 같은 특수교육, 연극·영화 교육 등의
특수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다. 어쩌면 위축되는 것은 전통
적인 ‘국어과’이지 개념상의 ‘국어 교과’는 아닌지도 모른다.
결국 필요한 일은 국어 교과를 둘러싼 기존의 이미지와 새로운 요구의 조
화다. 세계화와 영어교육의 강화, 중국의 부상과 한자의 득세, 매체 발달과
문자 문화의 위축 등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학교 교육에서 국어 교과
의 철학과 위치를 재정의해야 한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기획서·보고서, 토
론·논쟁 등의 실용 언어를 과감하게 수용하며, 매체 언어의 의미와 범주를
확정하고, 교육 정전을 획기적으로 개신해야 한다. 보수적이고 안정 지향적
인 교과서 체제(system)와 체재(format)도 바꿀 필요가 있다. <사회(정부, 기
30)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 ‘국어’ 과목의 시수는 주당 7－7－7
－6－6－6－5－4－4－4 시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도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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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 대학 → 초·중등 교육>으로 이어지는 요구의 연쇄 고리를 감당하
지 못한다면 교과에 대한 믿음과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교과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이론 투쟁이 사라진다면 교과의 정당성과 정체성 역시 사라지게 된다.

3.2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대응
3.2.1 회의 7：국어 교과의 재개념화에 대한 요구
현대 교육 백년사는 ‘근대’의 논리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에 상정했던 근대는 이제 더 이상 근대가 아니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정착돼 온 교과의 개념도 지금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다. 개화기, 해방기에
이은 제3의 교과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소통 능력에서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로, 정보 처리와 문제해결에서 공감과 연대로, 제도로서의 교과에
서 삶으로서의 교과로 발상 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를 위해서 근대·민족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우리말’, ‘겨레말’의 관념
에서 벗어나,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소통’으로 교과 내용을 대치할 가능
성을 탐색할 때가 되었다. 이럴 경우 듣기·말하기·읽기·쓰기라는 언어활
동은 더 넓은 의사소통능력의 한 범주로 하강하고, 정서적 소통과 문화적
소통의 가치가 새롭게 대두된다. 또한 ‘국어’라는 용어에 담긴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원론적이면서 실질적인 교과 내용을 구안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동시에 화두가 될 수 있고, 집단지능에 의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강조하
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그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과 교사 양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이 개인의 자아를 계발하고 직업적 필요에 부응하며 학문 발달에 기
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국어 교과의 재개념화 방향도 자아 성장, 직업적 필
요, 학문 발달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자아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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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국어 교과의 학습이 전인적인 인성 발달에 어떻게든 기여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는 문화 경험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며,
교과의 내용을 이른바 교양 혹은 문화 콘텐츠와 연관 짓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 경험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국어 교과
가 자아 성장과 직접 잇닿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교과의 의의가 살아
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소통 능력이 그 자체로 개인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재인식하여야 한다.
교과와 직업 문제를 살펴보자. 직업 교육이 아닌 이상 교과와 직업 사이에
는 분명한 점이지대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 교육이 직업적 소양을 외면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직업적 소양으로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능
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력, 정서지능 등을 든다면, 이러한 능력을 직접 다
룰 때 국어 교과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루지는 않지만 ‘직무 수행의 기초이자 전제가 되는 능력’을 다루는
교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의 미래를 꼭 문필, 방
송, 교사 쪽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
제일 첨예한 문제가 교과와 학문의 문제이다. 기본 질문은 이렇다. － “국
어 교과는 국어국문학과의 초중고 버전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답은
“아니다.”이다. 교과의 명칭이 ‘국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어국문학과에서
다루는 ‘국어’와는 분명히 다르다.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는 사고력과 의사소
통능력, 그리고 상호 소통에 필요한 문화적 경험을 다루는 교과를 편의상
‘국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개화기와 해방기, 분단 및 산업화기를 거치
면서 국어국문학 기반의 국어과가 정착했지만 그런 교과로는 21세기의 압력
을 견뎌낼 수 없다. 굳이 초중고의 교과와 대학의 전공을 대비한다면, 그
대비가 일 대 일로 성립되는 것은 수학과뿐이다.31) 국어 교과는 국어국문학
31) 서울대의 경우 15개 단과대학과 1개 자유전공학부가 있다. 사범대학과 자유전공학부를 제
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전공을 초중고의 교과와 대비해 보면 교과와 학문의 관계가 임의적
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교과가 학문을 단순화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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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학과, 외국어문학 계열의 문학 부분, 철학과의 일부, 심리학과와 사
회학과의 일부, 언론정보학과, 컴퓨터공학부의 일부, 음대와 미대, 공연예술
대의 일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과다. 따라서 전적인 국어국문학 의존에
서 탈피해서, <사회생활 및 직업의 여러 영역 － 대학의 학과 － 초중고의 교
과> 사이의 조응을 재조정해야 한다.32)
교과의 재개념화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 우선 텍스트와 지식의
일부를 버려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개신되고, 정전은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 문학 이론이나 세부적인 문법 지식을 어디에 배치해
야 할지,33) <기미독립선언문>이나 <진달래꽃> 같은 텍스트를 계속 끌고 갈
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 활동의 일부도 버려야 한다. 교과의 성격
과 내용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텍스트 중간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끊는 수업이나 앞뒤가 뒤바뀐 ‘문단 나누기’와 고식적
인 ‘주제 파악’,34) 낭독－해설식 수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전통적 개념의 교과서와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어과에 관한
기존 이미지를 버려야 하는데,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구획
이나 ‘말/글로 표현된 것’만 다루는 전통을 재고해야 한다.
이쯤에서 언어와 관련한 제도 교육의 초점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 글에서
는 19세기(개화기)와 20세기(해방기, 분단기 및 산업화기), 21세기 국어교육
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거칠게 비교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소통 현상 중에서 언어(그것도 주로 문어)를 따로 분리해서 ‘국어’
라는 교과에 집어넣고 국어 교과는 ‘국어만’ 다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2) 이것은 교사 양성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어쩌면 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은 연합 전공의 성격을 띠어야 할지 모른다.
33) 학제 개편을 전제한다면, 이들 지식은 중등 과정 이후의 선택 과목에서 다룰 내용들이다.
34) 이미 나뉘어 있는 문단을 내용에 따라 묶는 행위를 아무 의심 없이 문단 ‘나누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국어 교과의 인습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예는 ‘생활문’이라는 장르
설정이나 ‘최초의 ~’ 같은 문학사 기술, ‘주제 → 개요 → 취재 → 집필 → 퇴고’로 일관하는 작
문 지도 방법 등, 국어 교과의 여기저기에서 쉽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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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언어, 문화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 능력으로서 사회문화적 소
통 능력을 기르는 교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19세기 이전

20세기

21세기

기초·기본 활동

글자 익히기

문식성 갖추기

언어에 대한 관점
형성하기

중핵 활동

텍스트를 내용
중심으로 읽기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 기르기

텍스트 자체를
즐기기

발전·적용 활동

텍스트를 생산하기 텍스트를 활용하기

텍스트를 통한
소통과 연대

<국어 교과의 초점 변화>

3.2.2 회의 8：변화에 대한 국어교육학의 대응
교과도 진화한다. 윤리/도덕과처럼 교과의 개념이 변하기도 하고 사회과
에 포함된 국사나 국어과에서 떨어져나간 한문과처럼 교과의 체제가 변하기
도 한다. 7차 교육과정의 ‘국어생활’이나 ‘실용수학’, ‘교련’처럼 과목이 살았다
죽었다 하기도 한다. 넓은 눈으로 보면 교과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밀치기
도 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그 총체가 학교 교육을 이룬다. 이러한 진화의
계통수에서 국어 교과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계통수의 뿌리 근처에 자리 잡
고 ‘원시적인(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교과로 남을 수도 있고, 진화의 정점
에 설 수도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계통수에서 빠져나와 독불장군처럼 존재
하는 상황이다. 국어교육학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 거시적인 조망을 갖고 있
는가?
이러한 조망은 국어교육학, 그중에도 교과 철학에서 나올 터인데, 그동안
의 국어교육학은 국어국문학 및 교육학과의 관계 설정에 골몰한 나머지 본
질 부분을 소홀히 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국어교육학의 발전 양상을 간단하
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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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어 연구와 국어교육의 혼융기(개화기~해방기)：국어 운동의 관점에서 국
어 전문가들이 국어교육에 임했다. 국어교육론은 있어도 국어교육학은 없
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국어 정책론과 국어교육 연구의 혼융기(1차~4차 교육과정)：국어국문학자
와 교육 행정가들이 국어 정책의 관점에서 국어교육에 접근했다. 국어국문
학자들이 국어교육의 실제에 깊숙이 관여했으나, 그것은 ‘국어국문학 전문
가’로서 관심을 가진 것일 뿐 여전히 국어교육에 대한 이론은 없었다고 보아
야 한다.
③ 국어교육학의 정착을 위한 모색기(5~7차 교육과정)：1980~90년대 들어 국
어교육 전공자가 귀국하고 배출되면서 국어교육 및 국어교육학의 방향에
관한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됐다. 국어교육학은 국어국문학 및 교육학과는
‘애증’이라고 표현할 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국어교육학자는 계속 독자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 국어국문학자는 내용 빈약을, 교육학자는 방법론 미흡
을 들어 비판했다.
④ 국어교육학의 반성기(2000년대)：국어국문학에 대한 대타 의식을 극복하
고, 국어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면서 교육학 이론,
특히 외국의 자국어 및 제2언어교육 이론의 한계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어 및 국어교육 현상과 이론의 괴리를 인식하고, 국어교육학
의 방법론적 정밀성에 대한 반성도 일어났다.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국어교육학은 그 탄생부터 국어국문학에 강하게 얽매여
있고, 학문적 성과도 그 자장 안에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학은 국어국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콤플렉스라고나 할 대타 의식을 지니는 한편 교육학에 대해
서는 ‘무지 속의 무시’로 일관해 왔는데, 이것은 모두 국어교육학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도대체 국어 교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고 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도 분명하지 않은 상
태에서 학문을 운위하기가 어렵다.35) <유아－초등－중등－대학>으로 나뉜
국어교육 연구의 단절도 문제이고, 외국 이론과의 교섭 양상도 논의할 필요
가 있다.36)
35) 이 문제는 앞서 본 교과교육학-교과내용학의 구분이나 교사임용시험을 <국어교육, 국어학,
국문학>으로 삼분한 현상에서 잘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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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어교육의 실제에 관한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연
구와 함께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 조정과 연구 방법의 정교화, 연구 인력 양성과 시장 확대가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시장 측면에서 전향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실용 국어교육’
은 학교보다 학교 밖이 더 넓기 때문이다. 문화적 전통이 축적되고 민족어
교육의 역사가 깊은 유럽과의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노력으로
국어교육 현상의 기술과 설명을 넘어 예측과 조율까지 할 수 있게 될 때 국어
교육학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4. 한 국어교육학자의 자기 회의
국어교육사를 돌아보면 국어 교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여러 변인이 개
입했음을 알게 된다. <개화기－일제강점기－해방기－분단 및 산업화기>를
거치는 시대적 배경, 천 년이 넘는 한문교육의 전통, 미국과 일본에서 전수받
은 근대적 교육관과 교육 이론,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 과정에서 국어교육학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대체로 학교와
교육과정, 교과서라는 제도에 매달려서 국어 교과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하
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바로 지금도 국어와 국어교육은 변하고 있는
데 연구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국어 교과가 지난 백 년처럼 ‘우리말 우리 글’의 가치에만 기댄다면, 21세
기형 교과로서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다. 백 년 전에 ‘讀書·作文·
習字’에서 ‘國文’을 거쳐 ‘國語’라는 교과를 발명했는데, 이제 그 효용이 다한
것이다. 설사 ‘국어’라는 명목은 남더라도 실질은 변할 것이고, 변하고 있으
36) 국어교육학에서 특정 대학(원)이나 전공은 과도하게 외국 이론에 의존하고, 다른 대학(원)
이나 전공은 또 의식적으로 외국 이론을 외면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경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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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이 “거시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국어 교
과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학문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가?” “국어교육 전문가로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다.37)
국어 교과의 재개념화를 추진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바람직한/이상적인 국어 주체’의 이미지, 또는 ‘국어를 잘한다’고 할 때의 행
동 특성을 명료화하는 일이다. 국어를 잘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에 차이가 없다면 국어교육은 무엇을 했다고 할 것인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국어교육학은 실패한 학문이다. 또한 개인의 발달과 거시
적 교육 체제 안에서 교과의 위치를 정위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과는 사회
일반과 교육학 ‘총론’ 팀으로부터 늘 교과이기주의의 혐의를 받는데, 거시적
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그런 혐의를 벗고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국어
와 국어교육이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도 분명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국어
가 ‘먼저’ 있고 국어교육은 거기서 내용을 추출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어과 국어교육이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국어 교과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 않은 것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이
미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적이 있다. 나아가, 언어에 한정하지 않는,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제반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어를 좁은 의미의
음성/문자 소통에 한정하는 한 기초·기본 문식성 교육에서 한 발도 나아가
지 못하게 된다. 넓은 의미의 언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적 적층,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국면을 국어 교과는 다뤄야 한다.38) 그래야 실용주의,
37) 여기서 국어교육학자로서의 ‘나’는 누구인지 질문해 본다. 나는 국어교육에 관한 이론과
지식 생산자이고, ‘국어’라는 제도 운영의 지원자이며, 교사 양성가이자 교육 컨설턴트이기
도 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역할은 교과의 전반적인 조정자이다. 교과의 성격을 조정하
고, 다른 교과와의 관련을 조정하며,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교과의 위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다.
38) 이런 관점에서 국어 교과를 <사고－의사소통－문화>의 세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
고 본다. 사고 영역에서는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다루고,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기능적(機能的) 문식성과 사회·문화적 문식성을 다루며, 문화 영역에서는 언어문화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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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체성 혼란, 영어몰입교육, 인터넷 확산 등의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이 글에서는 ‘교과로서의 국어’ 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개념 구축이라고 규정한다.

어예술을 다루는 것이다. 그 저변에는 언제나 언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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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kepsis on the Validity and Identity
of Subject ‘Korean’
Kim, Chang－won(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n teachers, scholars on Korean education, and the most of Koreans
believe that a subject ‘Korean’ is a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itself
without any doubt. However, just like ‘Korean’ as a national language, the
subject ‘Korean’ is in fact a modern creature of late 19th century. Therefore
the concept of Korean and Korean education is changing along the history
and educational contexts. Such change causes the validity and identity of
subject ‘Korean’ to be unclear, which eventually results the confusion of exact
direction of Korean education.
This paper, thereby, surveys the beginning and growth of the subject
‘Korean’ critically.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how subject ‘Korean’ is
recognized and what role does it play in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now
a days. In addition, this paper makes a diagnosis of the reality of subject
‘Korean’ in relate to its stereotypical image, and examines the needs of
concept revision of subject ‘Korean’. Finally it analyses the response of Korean
education academy of all phenomenon explained above. Deconstructing the
stereotypical 20th century's concept of subject ‘Korean’ and considering the
needs of whole society and structure of science, this paper finally explains
why a new concept of subject ‘Korean’ for 21st century's is required.
【Key words】Korean Language, ‘Korean’ as a Subject, Study on Korean
Education, Re-conceptualizing Subject ‘Korean’, Image of
Subject ‘Korean’ for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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