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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간의 융합 교육적 특성1)
백낙천2)

A Study on convergence educational characteristic of Eongan
Nak-Cheon, Baek2)

요 약
본고는 조선 시대 한글 편지 즉, 언간이 지니는 특성을 바탕으로 융합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법론적 차원에서 언간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한 문화 활동으로서의 언간의 위상과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언간은 발신자나 수신자 곧
화자와 청자가 고정되어 있어 구어적 성격이 강하고 번역을 전제하지 않아 당시의 언해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 통사적 규칙이나 고유어 및 일상어가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높임법을 비
롯하여 방언 자료가 풍부하여 가히 일상어의 보고(
)라고 할 만하다. 또한 언간은 ‘언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성이 높고, 고전 문학 교육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전
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에 유용한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언간은
학제간 연구로서도 매우 유의미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강좌 개발이 촉진되어 본고에서 제기하고 시도한
융합 교육적 활용 가치가 적절하게 구현된다면 21세기 새로운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언간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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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characteristic and convergence educational application of Old
Vernacular Letters of the Joseon Period(henceforth Eongan), and this paper was written with purposes to
study trends and research in education on the history of language life. Also this paper is written with
purposes to research the meathod and education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suppose to expand.
And analyze of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for educational application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life for Eongan. Especially, through this paper, I could explain characteristics of Eongan, and then
significance of Eongan, convergence educational application methods of Eongan, and practical aspects of
Eongan. I suggest that positively promote the discovery of new Eongan and search on its convergence
educational application in the future. I believe that this articles provide with moment of productive
discussions, and hope my suggestion in this article be developed more in the future.
Keywords : eongan,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history of Korean Language, interdisciplinarity,
humanities, converg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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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동안 고유의 문자를 가지지 못해 구어와 문어가 불일치된 이중 언어생활
을 해왔는데, 문자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한자를 사용하였고 우리말을
적는 데에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는데, 이

借字) 표기라고 하며 이두, 구결, 향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한자를 응용하여 우리

를 차자(

말을 온전하게 표기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언문 불일치에서 오는 문자 생활의 불편
함은 한글의 창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었다. 물론 언문 불일치의 언어생활은 우리 역사의 일대 문
화적 대사건인 한글 창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문자 생활은
여전히 불완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된
영역은 한글 간찰이다. 즉,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차이를 막론
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한글 사용의 저변을 폭넓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글

諺簡)’이라

간찰이다. 이렇듯 한글의 효용성에 영향을 끼친 조선 시대의 한글 간찰을 가리켜 ‘언간(

諺

諺文)’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국 문자인 한자에 비

고 한다. 그런데 이때의 ‘언( )’은 이른바 ‘언문(

해 상대적으로 낮추거나 속되게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글’의 다른 이름으로 보아도 무

簡札)’이 종이를 대신하여 사용한 대쪽을 가리키는 ‘간(簡)’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방하며, ‘간찰(

‘간찰’은 오늘날 편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언간은 당시 실용된 일상 언어를 그대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생활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언간의 내용에는 당시 개인이나 사회의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간은 어문, 교육, 민속, 사회, 경제, 의약, 복식 등 각 영역에서 당
시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는 생활사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때문에 언간을 언어 생활사
또는 언어 문화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융합
교육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논의의 배경으로, 본고는 언간의 특
성을 규명하고 언간의 융합 교육적 성격과 언간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일상적인 삶과 당시의 사회
현실을 교수(learning-teaching) 활동의 제재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점들을 제시함으로써 언간의
융합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그 의미를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2. 본문
2.1 언간의 특성
언간은 필사자가 자신의 삶을 내면화하고 구체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많은 경우 여성이 필사자로 참여하는 언간의 언
어는 자기 고백적이고 섬세한 감정이 드러나며 때로는 격정적이기도 하다. 또한 언간 안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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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화자와 남성 화자의 문체와 문장의 길이, 고유어 어휘의 사용 빈도, 독백식, 고백식의 개인의
감정 표현 등에서 일정한 대립 관계를 갖고 있다. 한편, 언간은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여
성과 관련되며, 번역을 전제하지 않아 당시의 언해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 통사적 규칙이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즉, 언

나 고유어 및 일상어가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상어의 보고(

諺解)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언해 자료는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

간은 당시의 판본 자료인 언해(

나 제약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다. 가령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與其母及姑)”에는 우리말에 불필요한 ‘밋’이 있고 “밤 들매 미처 마니 나가

밋 싀어미로 더브러(

及夜間潛出)”는 우리말 어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이는 언해 자료가 한문 원문의

(

번역에 기인한 탓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한테 ‘자내’(>자네)라고 하거나 여격조사 ‘에게’의 구어적 표현인 ‘한(>한테)’
가 이미 16세기 언간인 <이응태 묘 출토 언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언간이 발신자와 수신
자 곧 화자가 특정한 청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송
강 정철 자당 안씨가 1572년에 쓴 언간에 “ 구 자니 가 세니러셔 로 니니”라고 쓰여
있는데, 이때 ‘가’는 주격조사 ‘-가’가 나타난 최초의 국어사 문헌 자료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언간이 자료적 가치가 있음을 방증한다. 즉, 언간은 언해 자료에 잘 보이지 않는 문법 및 문체적
특징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대화 상황을 전제한 구어체 자료라는 성격 때문에 높임법을 비롯하여
구어나 방언이 어느 자료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최
근에는 판본 자료 중심의 국어학 연구를 보완할 국어사 자료로서 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
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언간이 이름 없이 살다간 여인들의 진솔한 삶을 생생한 언어로
담고 있으며 여성들의 정서적 소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언어 생활사’의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간이 지닌 특성을 언어 생활사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언간
의 융합 교육적 활용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2.2 언간의 융합 교육적 성격
지금까지 학교 문법 교육, 그중에서도 우리말의 옛 모습에 대한 교육은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
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 현장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오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으로써 언간은 조선
중 후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사, 문화사, 정신사 등을 아는 데 중요한 사적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조선 근대의
실제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언간의 융합 교육적 성격을 첫째, 언간은 ‘언어 생활
사’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언간은 고전 문학 교육 자료의 보완으로서 가
치가 있다는 점과 셋째, 언간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에 유용한 자료로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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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언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성

언어 생활사는 언어를 통한 모든 실용적 언어 사용의 변천 과정을 기술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언어 생활사가 학문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
게 된다면 한글의 사용과 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언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간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적절하게 가공하여 언어 생활사 또는 언
어 문화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육 현장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본고는 언어 생활사 교육이 문법 교육의 상위 범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언간이 언어 생활사 교육을 뒷받침해 줄 교육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신창 맹씨 묘 출토 언간
<Material 1. Eongan excavated in the tomb of Mr. Sin-chang
Maeng>

가령, 위의 언간은 2012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의 맞아 공개된 <신창 맹씨 묘 출토 언간>으로
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안정 나씨 묘역에서 나신걸(1461-1524)의 부인인 신창 맹씨의 목관 내에
서 복식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편지 2종 중 하나인데, 남편인 나신걸이 아내인 신창 맹씨에
게 보낸 편지이다. 나신걸의 생몰 연대로 보아 이미 500년 전에 쓰인 언간임에도 언간 중간 부분
에 “여 다 보내소  분고 바 여 사 보내뇌 지븨 가 몯 녀가니 이런 민망 이리 어

粉

 이실고”라고 하여 “ 하고 바늘 여섯 개를 보내고 집에도 못 가니 민망한 일”이라고 하여 아내
에게 애틋한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 보내고 있다. 즉, 언간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수단으로 유용했으며, 언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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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사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2 고전 문학 교육 자료의 보완으로서 가치성

고전 문학 교육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작품들은 대개 시가 문학과 소설 문학이었다. 실기류 그
중에서도 언간 자료의 결집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들 언간 자료를 역주하고
현대어로 번역하여 자료학으로 축적하게 되면 우리 고전 문학을 보완해 줄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언간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학습자가 문학 감상 활동을 하
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언간의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구체화하
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글쓰기 및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이응태 묘 출토 언간
<Material 2. Eongan excavated in the tomb of Mr. Lee eungtae>

가령, <이응태 묘 출토 언간>은 아내가 죽은 남편의 관에 넣은 편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호
칭어로 ‘자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먼저 떠나간 남편에 대한 원망과 어린 아이들과 자신은 어
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처럼 서로 어여삐 여겨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같을까요?”라는 대목에서 400여 년 전
부부의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편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드러난다. 즉, 병석에 있는 남편이 죽자 아내가 남편에게 쓴 것으로 죽음을 애도하고 부부의 정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유익한 자료일뿐더러 문학적으로도 실기류 여성의 글쓰기 일면을 보
여주는 좋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2.3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에의 유용성

언간 자료를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면, 가족애, 자녀 교육, 풍속, 의례, 의식주 등 생활 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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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내용이 많은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 보편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언간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림 3] 현풍 곽씨 언간
<Material 3. Eongan of Mr. Hyeonpung kwak>

가령, <현풍 곽씨 언간>은 곽주(1569-1617)가 아내 하씨에게 쓴 것으로 정확한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세기 초반의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안부를 주고받은 편지이다. 이 언간에서는 아
들의 돌잡이에 무엇을 잡았는지 궁금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전염병으로 따로 살아야
하는 신세를 털어놓고 있으며, 노비들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하고 있다. 또한 큰 아이(대임)에게
한글을 가르치라는 당부를 하면서 사연을 마치고 있다. 또한 <현풍 곽씨 언간>의 다른 내용으로
1612년에 곽주가 장모에게 쓴 편지도 있는데, 사위가 장모에게 한글을 가르쳐 교육시켜 달라는

부탁을 거듭하고 있다. 적어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166년 후의 일로서 당시 사대부가에서의 한
글 교육이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교육 문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혼례, 상례, 제례
를 위래 필요한 물품과 준비 사항을 세세하게 알리는 것도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혼례 풍습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문화유산을 정보화하고 이를 교육용 자료로 재구
성하여 문화적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온전
히 보존되어 학자들의 연구에 유익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정보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한다면 그 가치가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큰 가
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 문화유산 자료일수록 그것을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깊이 연구하고 그 결
과를 전산화하여 학습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언간 자료에 대한 말뭉치가 구축
되고 목록 검색을 통해 용례 검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확대
된다면 언간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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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언간의 융합 교육적 방법
지금까지 본고는 언간이 지니는 융합 교육적 성격을 ‘언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성,
고전 문학 교육 자료의 보완으로서 가치성,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에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언간의 융합 교육적 방법과 관련한 교재화 방법을 언급하고
자 한다. 교재는 교수 학습 활동과 교육과정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교재 개발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 점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채택되는 제재가 몇몇에 한정된 국
어사 자료인 점을 생각한다면 그 자료 선정의 범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언간 자료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판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학계에 보고되고 있
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언간이 아무리 훌륭한 융합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교재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사실 언간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다종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것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

·

여주고 있다. 그간 이들 자료들은 각 문중이나 개인 연구자 및 연구단체에서 정리 보관하고 수집
하여 왔다. 효율적인 언간의 융합 교육적 방법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

아울러 새로운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수집 정리되고 연구
되었던 자료들도 참고하여 교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풍부한 한글 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그간 학계에 주해 작업을 거쳐 보고된 언간 자료는 <순천언간>, <현풍언간> 외에도 고

先世諺蹟)>,

령박씨가의 <선세언적(

先筆遺蹟)>,

(

子孫寶傳)>,

신창맹씨가의 <자손보전(

林滄溪先生墨寶)>,

나주임씨가의 <임창계선생묵보(

안동권씨가의 <선필유적

叢巖公水墨內簡)>

<총암공수묵내간(

등을 비롯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총 10권의 주해서가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이외에도 자료

先札)>, 이병기 교수가 편집·주해한 <근조내간선(近朝內簡選)>,
김일근 교수가 편집·주해한 <이조어필언간집(李朝御筆諺簡集)> 등 여러 양질의 자료집들에 언간이
집으로 공간된 은진송씨가의 <선찰(

수록되어 있어 이들 자료를 잘 활용하면 교육 현장에서 적합한 교재를 꾸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그 실험적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언간 자료를 교재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실제 이 언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되기는 했지만 실제 수업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교재화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다음에 교재에 실릴 자료들을 선정하는 작
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료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이 용이하게 수용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가 교재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

·

과목의 목표에

근거하는데, 그 이유는 교재화는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가령, <국어과 교육과정>
에 나타난 국어

·

과목의 목표 중에서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와 ‘국어의 발전과 국

어 문화 창조’ 및 ‘국어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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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바로 언간은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이
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부합되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
므로 언간의 세부 내용을 유효적절하게 교재화한다면 학습자에게 유용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언간을 자료로 선정할 때는 대체로 자료 선정의 신중성, 보존 상태의 중
요성, 필체의 유려함과 심미적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
도를 언간 자료의 융합 교육적 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자료를 선정한다. 한글로 된 것이든 한문으로 된

速記)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것이든 언간들은 속기(

자료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의 언간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언간 자료
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대어 풀이, 주석이 친절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선정한다. 언간은 대부분 낱장 문서로 전승되기 때문
에 그것을 첩으로 만들어 잘 보존하지 않는 한 파손되기 쉬운 자료이다. 그러므로 파손되지 않은
양호한 자료들을 선정하여 온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글자의 모양이 아름답고 글쓴이의 숨결이 잘 느껴지는 자료를 선정한다. 언간 중에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많다. 다양하고 독특한 한글 필체의 개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가급적 선정하도록 한다.
넷째, 감동을 주는 자료들을 선정한다. 언간은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글로 관
계성 속에서 가장 적절한 감정 교류를 추구하고 담당했던 글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진실하고도 보
편적인 정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매우 많다.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관계
를 맺고 풀어가는 섬세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섯째, 옛 사람들의 생활과 토속적인 일상어를 잘 보여주는 자료를 선정한다. 언간은 가장 실
용적인 글의 형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그와 함
께 토속적이며 일상적인 우리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다. 생활과 언어의 두 측면에서
재미있고 특징적인 자료들을 선정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한다.

3.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언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언간이 가지고 있는 융합 교육적 활용 가치와 교재
화 방법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다. 21세기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
에 참여하는 창의적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창의적 능력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에 둘 때 더
욱 신장될 수 있다. 더욱이 학제간 연구 또한 인류의 진보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성찰의 중심에는 인간의 보편적 성정을 고구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탐구하는 인문학에
그 보편적 해답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언간은 일상생활의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
편적인 수단이므로 언간의 사연 속에는 개인의 섬세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358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0, October (2018)

이를 인간의 보편적 성정과 관련한 인문학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고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즉, 언간은 학제간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언간에는 당대 실상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실제로 사용한 언어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새로운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과 교육 제재 개발을 위한 대안을 언간에
서 찾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언간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융
합 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강좌 개발이 촉진되어 본고에서 제기한 언간의
융합 교육적 활용 가치가 구현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활용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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