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 고찰
김도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요 약>

독자의 의미 표상은 텍스트의 기호를 해석하여 마음속에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다. 의미 표상은 텍스트 이해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깊이 있는
이해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 표상을 효과
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가 표상한 의미는 이미지나 스키마, 명제의 형태를 띤다. 독자의 의미 표상
과정에는 독자의 요인과 맥락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표
상된 의미의 기능은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의 인지를 연결하고, 독자가 구성한 의미
를 독자의 마음속에 고정시킨다. 그래서 의미를 독자가 소유할 수 있게 해 준다.
독자의 의미 표상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심상 표상 이론, 스키마 표상 이론, 명제
표상 이론이 있다. 심상 표상 이론은 독자의 의미 표상이 이미지로 이루어진다고 설
명하는 방식으로 정적 표상과 동적 표상이 있다. 스키마 표상 이론은 의미 표상이
형식과 내용 스키마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교화 표상과 확장적 표상
이 있다. 그리고 명제 표상 이론은 의미 표상이 독자가 정의한 명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점적 표상, 선적 표상, 면적 표상, 입체적 표상이 있다.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독자의 의미 표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의미 표상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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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독자는 텍스트의 기호를 해석 하여 의미를 표상한다. 독자의 의미 표상은
기호 지각과 기호 해석을 통한 관념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기호를 통하여 마음속에 떠오르는 관념을 구체화하거나 서로 관계
지음으로써 의미를 표상하게 된다. 의미 표상은 텍스트를 이해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 작용이다. 따라서 독자의 의미 표상은 텍스트
이해의 기초 활동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기반이 된다. 독자는 표상된 의
미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속뜻을 풀이하는 해석 을 하고, 해석한 결과를 자신
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해 를 하게 된다 .
1

‘

‘

’

2

’

해독(decoding)과 해석(interpretation)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지지만 세부적인 쓰임에
서는 구분된다. 해독이 기호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이해 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
면, 해석은 전체적인 관련 맥락 속에서 기호의 작용적 의미를 풀이하는 것이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독이 특정 기호가 기호 자체의 관계 구조 속에서 지니고 있는 개념을 풀이
해 내는 것이라면, 해석은 기호의 작용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맥락적인 의미를 풀이해 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가 하는 기호의 의미 풀이는 맥락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김도남(2003)은 텍스트 이해의 과정을 인식, 해석, 이해의 과정으로 본다. 인식은 텍스트의 뜻
알기 이고, 해석은 텍스트의 속뜻 풀기 이며, 이해는 속뜻 깨닫기 이다. 표상은 인식 과 관
련된 이해 활동이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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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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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구성을 위한 기호 해석 은 독자의 인지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각 기호는 그 나름의 고유한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지만 독
자가 해석하는 기호는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의도 및 텍스트 요인과 사회문화
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요인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상황과 맥락에 따라 기호의 해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요컨대 독자가 표상한 의미는 독자와 텍스트 및 관
계 상황 맥락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요인의 작용 관계에 따라 달
라진다.
독자의 의미 표상은 텍스트의 낱말, 문장, 문단 등의 내용을 일련의 의미 덩
이로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다. 독자의 의미 떠올리기는 지각, 사고, 상상, 연
상 등의 마음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표상은
관련 맥락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고, 그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표상된 의미의
형태는 이미지나 스키마, 명제 구조체 등으로 설명되고, 방법은 각 형태에 따
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표상 결과, 독자는 텍스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독자의 의미 표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독자의 표상 방법
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표상 방법에 대한 교
육적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3

4

․

3

퍼스(Peirce)의 기호 작용적 관점에서 보면 독자는 기호를 해석하여 의미를 구성한다(김도남,
2003:49～51).

4

소쉬르는 기호를 로 나타낸다. 기표(S)와 기의(s)는 하나의 기호를 구성한다. 그래서 기호
는 고유의 기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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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표상 개념과 작용
2.1. 의미 표상의 개념

표상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쇼펜하우어는 오성에 의하
여 객관 세계의 대상이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것을 표상이라고 한다(곽복록,
2000:11 12). 즉 표상은 의지적 인식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후설은 대상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대상과 관련된 이전에 있었던 관련 경
험을 현재로 다시 당기고(retention),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않은 미래의 예상 경
험을 미리 당겨서(protention) 현재가 이들과 연결됨으로써 표상이 이루어진다
고 본다(이진경, 2003:606). 이를 지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들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표상이 무의식과 의지적 심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표
상의 내용은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표상은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의 구성 작용과 그 결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구성된 결과가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이종희,
1998). 다시 말하면, 표상은 대상이 사람의 마음속에 관념을 구성하고 이 구성
된 관념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모두 지시한다. 표상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신경계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하기(홍경남, 2003:43), 논리연산적인
사고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논의하기도 한다(차경호 역, 2002:93 107). 정리
하면 표상은 감각적 지각을 통한 신경의 작용과 무의식 및 의지적인 심리 작
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을 통하여 구성된
의미 표상의 유형은 개념적 표상과 형상적 표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개념
표상, 상징 표상, 심상 표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종희, 1998).
이 논의에서는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마음속에 의미로 구체화하여 인식
5

～

～

5

김광수(1995:187)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억을 이미지로 본 것을 표상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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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표상이라고 본다. 여기서 표상은 독자가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을 지
시하기도 하지만 인식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표상의 개념에 접근한다. 즉, 표
상은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된 의미 덩이를 지시한다. 독자가 마음속에 떠올리
는 의미 덩이는 잠시 머물기도 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의미가 독
자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독자의 의지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
는 텍스트와 독자가 함께 구성하는 맥락 때문이기도 하다. 의미가 독자의 마
음속에 어떤 형태로든 머물러 있게 된 것을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의미가 표상
되면 독자가 의미를 회상할 수 있고, 장기 기억 속에 넣어 오래 동안 기억할
수도 있다.
독자의 표상은 텍스트의 기호가 담고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서 환기시켜 특
정한 관념을 구성함으로써 일어난다. 독자가 기호를 지각하더라도 마음속에
특정한 관념을 구성하지 못하면 짧은 순간 스치는 심적 형상이나 청각영상일
뿐 표상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듣기를 hearing(들리기), listening(듣기),
auding(깨닫기)로 구분하는 것(최현섭 외, 2002:190)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속의
기호는 눈을 통하여 감지되기는 하지만 들리기(hearing)와 같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독자가 기호를 해석하여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미 표상을 작동기억, 단기기
억, 장기기억과 관련시켜 보면, 기호의 의미를 작동기억을 통하여 해석하여 단
기기억에 저장하여 놓은 상태이다. 작동기억을 통하여 해석된 의미가 주목받
지 못하면 단기기억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독자의 의미 표상은 이
루어질 수 없게 된다.
독자의 의미 표상의 과정은 기호를 지각하여 마음속에 환기된 관념들을 연
결하여 확장하는 과정이다. 낱말의 의미 인식에서 문장과 문단, 장, 절 등의 의
미 구성으로 확장한다. 이런 확장의 과정을 통하여 표상된 의미는 텍스트의
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표상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표상된다. 따라서 표상의 과정은 환기된 관념을 연결하는 과정이지만 독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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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작용하는 요인들의 강밀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독자의 의미 표상 형태는 몇 가지로 구분된다.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일정
한 상(이미지)의 형태로 표상하기도 하고, 독자의 스키마나 특정한 감정의 형
태로 표상하기도 하며, 명제의 형태로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들 표상의 형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서는 의미 표상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이들 표상의 대표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2. 의미 표상의 작용 요인

독자의 의미 표상은 텍스트 기호 해석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호 해
석 작용이 없으면 독자는 마음속에 의미를 표상할 수 없다. 기호 해석은 기호
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인상( )이나 개념을 떠올려 관념을 구성하는 것
이다. 관념의 구성은 신경계와 심리 작용으로 비롯된 논리연산적 사고 작용이
나 상상과 연상 등의 확산적 사고 작용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들 심리 작용은
독자 요인과 텍스트 요인, 상황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독자의 심
리 작용의 촉발은 텍스트의 기호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의미의 표상
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난다. 즉 같은 텍스트라도 학교, 집, 도서관
등의 장소에 따라 다르며 혼자 읽는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는가
아니면 다른 책을 참고 하면서 읽는가 등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독자의 의
미 표상에 작용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이들 요인의 상보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독자의 의미 표상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을 독자 요인, 텍스트 요인, 사회문
화적 요인 등으로 범주화하여 볼 수 있다. 독자 요인은 심리 구조(배경지식)와
조작 작용으로 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텍스트 요인은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맥락과 관련된 것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독자가
印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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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상호작용할 때 내외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독자의 요인은 의미를 표상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요인들도 상당 부분은 이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독
자 요인은 신경 작용, 스키마, 인지 조작, 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신경 작용은
의미 표상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신경은 기호를 지
각하여 인식하고 그것에서 관념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관념의 구성에 직접
관여 한다 . 그리고 스키마는 독자의 경험의 총체로써 구조화된 인식 틀이다.
신경 작용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 작용이라면 스키마는 의식적인
심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키마는 의미 표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지 조작은 인지 작용, 즉 사고 작용으로 의미 표상의
중요한 기제이다. 의미 표상은 기호 해석으로 떠올려진 관념들을 구분하고, 분
석하고, 분류하고, 관계 짓고, 판단하는 사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
지 조작은 의미 표상의 도구 역할을 하는 독자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의도는
다른 요인과는 달리 추상적인 영향 요인으로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목적으로
환기된 관념들을 선택하고 연결하여 의미 덩이의 구성 내용과 구조를 결정하
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표상이 독자의 의지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
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다.
맥락 요인은 텍스트와 독자가 특정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표상에 영향을 주
는 것이다. 맥락 요인의 첫째는 언어의 공유이다. 독자가 기호를 해독하여 의
미 표상을 하게 되는 것은 텍스트에 사용된 기호 체계(언어)를 독자가 공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없다든다 책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은 그 책에서 사용하는 언어 규칙과 어휘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감정의 공유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
6

6

홍경남(2003:197 198)은 신경-지각동형설 을 설명하면서, 시각적으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신경들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대상의 인식은 신경들이 작용하여 대상
에 대한 신경적 표상 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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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면서 각 낱말 하나에서 텍스트 전체에 흐르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
한다. 감정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없지만 실제로 의미 표상에 강력하게 작용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셋째는 내용 구조의 공유이다. 텍스트의 내용 제시
방식이나 내용 전개 구조를 독자가 공유할 때 표상이 일어날 수 있다. 텍스트
내용 구조는 구성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구성 요소의 배치
와 관계 방식이 독자의 의미 표상에 작용한다. 넷째는 사고 방식의 공유이다.
텍스트의 내용 구성과 구조가 독자의 사고 구조와 유사할 때 의미 표상이 일
어날 수 있다. 다섯째, 경험의 공유이다. 의미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의
경험 내용이 같게 되면 표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텍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하거나 예상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독자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의미 표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제도나 관습, 의식 구조 등의 환경 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언어적 관습, 내용적 관습, 형식적 관습, 해석적 관습 등을 들 수 있다. 언어적
관습은 기호의 상징적 의미나 함축적 의미, 분위기와 뉘앙스의 문제이다. 각
어휘나 관용어구, 표현의 특징 등이 형성하는 분위기는 독자의 표상에 관여한
다. 내용적 관습은 공유된 관심의 대상을 말한다. 텍스트와 독자가 같은 사회
공동체로써 함께 관심을 공유하는 내용(대상)일 경우 의미 표상이 잘 일어나게
된다. 형식적 관습은 텍스트의 종류나 장르에 따른 표현의 방식이나 내용의
전개 방식이다. 글의 종류나 장르는 내용의 구조와 구성 방식의 특성으로 독
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형식은 텍스트를 읽는 방식과 기대 의미
에 영향을 줌으로서 의미 표상에 관여한다. 해석적 관습은 특정 내용이나 대
상에 대하여 그 독자가 속한 사회의 의식 구조가 작용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관점으로 기호를 해석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미 표상이 내용적으로 특정한 경향성을 갖도록 하
는 데 유도한다. 이들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의
식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표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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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의미 표상은 이들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독자 요인이나 맥
락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의
미로 표상하게 한다.
2.3. 의미 표상의 종류

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을 설명하는 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심상 표상 이론
(mental model)과 스키마 표상 이론(schema theory), 명제 표상 이론 (propositional
theory)이 있다(Gunning, 1992; 김도남, 2003:39 40). 심상 표상 이론은 독자의
의미 표상이 이미지로 이루어진다는 설명 방식이다. 스키마 표상 이론은 독자
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의 작용으로 의미 표상이 일어난다는 설명 방식이다. 그
리고 명제 표상 이론은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명제 단위로 재구성하여 표상한
다는 설명 방식이다. 이들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상 표상 이론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가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표상
한다고 설명한다. 심상 이론으로 보면 독자는 기호를 해독하여 마음속에 모습
이나 장면의 이미지를 떠올려 의미를 표상한다. 이미지로 의미를 표상하게 되
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이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텍스트의 내용 제시 방식이 독자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구
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미지의 형태로 의미를 표상하지 않게 되면 텍스트의 내용 인식은 어렵게 된
다.
이미지 표상은 기호를 통한 상상이나 연상으로 마음속에 상을 만듦으로써
이루어진다. 상상은 구체적인 상을 떠올려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연상
은 관련된 개념이나 상을 떠올려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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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넓고 넓은 모래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닷가라
서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 노래를 부를 새 한 마리는커녕 풀 한 포기조차
없었습니다. 희고 흰 모래 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3학년 2학기, 바위나리와 아기별 의 일부분).
‘

’

이 텍스트는 바닷가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만약 독자가 글을 읽으면
서 바닷가의 이미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각 낱말이나 문장은 독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된다. 즉, 독자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을 표상
할 수 없게 된다. 독자가 의미 표상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이 그려내
고 있는 바닷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장면을 구체화하여 바닷가의 전체 모
습과 분위기를 표상해야 한다.
심상 표상을 통하여 독자의 마음속에 떠올려진 모습이나 장면은 비언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미지는 사물의 모습이나 장면이므로 언어가 될 수 없다. 이
미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이미지를
언어로 재연하기는 어렵다. 다만, 독자는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장면을 입체
적으로 떠올리게 되면 의미가 분명하게 표상된다. 이를 위하여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의 내용,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정교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심상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 이
미지는 독자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구성한다. 때문에 기호를 해석하여 독
자가 구성하는 이미지는 기호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 이미지이라고 상정하
지만 실제로 독자가 구성하는 이미지는 기호가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
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이미지를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면서 독자 자신만의 특정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하면 독자가 텍스트 내용을 자신의 총체적 경험 속에서 재구성
하여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바위나리와 아기별 을 읽는 독자는
마음속에 바닷가 장면을 그리게 되는데 이는 독자만의 특정한 바닷가의 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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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그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스키마 표상 이론에서는 스키마가 구성한 틀에 따라 의미를 표상한다고 설
명한다. 스키마는 독자의 마음속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인식의 틀이다. 독자
가 텍스트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이 틀을 활성화하여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빈칸을 만든다. 독자의 의미 표상은 이 스키마의 빈칸에 의미를 채움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키마 이론은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
식 구조를 활용한 의미 표상 방법에 대한 설명 이론이다.
독자의 스키마는 대개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로 구분한다. 형식 스키마
는 외적 구조 즉, 내용 스키마를 담을 수 있는 여러 칸으로 만들어진 용기이다.
내용 스키마는 그 용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다. 읽기에서 형식 스키마는
독자의 마음속에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빈칸을 만들고 내용 스키마는 빈
칸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내용 스키마가 형식 스키마의 빈칸을
채우게 되면 의미 표상이 이루어진다 .
7

2002년에는 제 17회 월드 컵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준비하여 월
드 컵 축구 대회를 세계인의 잔치로 만들었습니다(2학년 2학기, 월드 컵 축구
대회 의 일부분).
‘

’

7

스키마의 구조 모형
빈칸(slot, node, variable)

•

형식 스키마
스키마의 구조

•

내용 스카마
: 있던 의미
: 텍스트의 의미
: 추론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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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텍스트를 보면 독자는 축구 대회라는 스키마를 표상하게 된다. 독자는
축구 대회 라는 말을 인식하게 되면, 대회 이름과 대회 주관자와 대회 참가
팀, 구경꾼 등으로 인식 구조를 마음속에 만든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텍스트
를 읽으면서 대회 이름은 월드 컵 축구 대회 이고 개최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며, 참가 팀과 구경꾼은 세계 여러 나라의 선수들과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
식한다. 이렇게 인식한 의미들을 일정한 구조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의미의
표상이 일어나게 된다.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표상은 구조 요소와 의미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이루
어진다. 구조 요소는 형식 스키마이고, 의미 요소는 내용 스키마이다. 여기서
형식 스키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적 형식 구조를 만들고, 내용 스키마는 형
식 스키마의 빈칸에 들어가는 내적 구성물이다. 즉, 스키마는 일정한 구조 속
에 관계된 의미로 채워진 형태이다. 따라서 스키마 표상은 구조와 의미가 함
께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

‘

’

명제 표상 이론에서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 구성한 관념을 자신의 말, 즉
텍스트에 제시된 낱말이나 문장과는 다른 낱말이나 문장으로 만들어 표상한
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독자는 떠올려진 관념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낱
말이나 문장 형식의 명제 로 구체화한다고 하여 명제 표상 이라 한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관념으로 만들고 이 관념을 명
제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명제 단위는 낱말이나 구절, 문장 등이 된다.
독자는 명제를 범주화하고 연결하여 일정한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명제간
의 관계를 지어 의미를 표상하게 된다. 명제들은 다른 명제와 관계를 맺지 못
하게 되면 단일 명제로 표상되고, 다른 명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일정한 구
8

8

‘

’

여기서의 명제는 의미를 낱말이나 구절, 문장 등으로 인식하거나 표현한 것을 말한다. 명제로
의미를 표상한다는 것은 그 단위가 언어임을 의미한다. 이는 의미 표상이 언어에 의존한 사고
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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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형성하게 된다. 명제들이 일정한 관계 구조를 이루어 하나의 응결된 의
미 구조체를 이룰 때 의미 덩이 표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치는 아득한 옛날, 태평성대였던 중국의 순 임금 시대에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상상의 동물이나 만큼 해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
었다. 신양 , 식죄 , 해타 등이 그것인데, 요즈음 일반인의 입에 익숙한 해태라
는 말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아마 해타가 변형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고종실록 에서는 이 동물의 이름을 해치 로 표기하고 있다(6학년 1학기,
광화문의 해치 의 일부분).
‘

‘

‘

’ ‘

’ ‘

’

’

‘

’

’

이 텍스트를 처음 접하게 되는 독자는 해치에 대한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다. 해치를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독자는 해치를 쉽게 인식할 수
없다. 다만 텍스트의 제시된 기호를 통하여 해치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독자의 의미 표현 단위로 정의해야 한다. 독자의 의미 표현 단위로
정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구성한 관념을 자신의 명제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만약,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명제로 바꾸지 못하면 이 텍스트는 독자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독자가 위의 텍스트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말로 바
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치는 상상의 동물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다 . 등의 말로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해치는 오래 전에 사람들이 상상하여 꾸며낸 동물로 여러 가지 이름
으로 불리고 있다 라고 다시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독자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표상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명제적 표상은 텍스트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반드시 언
어적인 형식으로 재정의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 텍스트에 의존한다는 것은
독자가 텍스트에 제시된 기호들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구성해야 함을 뜻한다.
의미의 구성은 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 제시된 기호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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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이를 활용해야 한다. 즉, 텍스트에 제
시되어 있는 낱말이나 구절, 문장의 의미를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텍스트에 의존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구성
은 반드시 독자가 사용하는 언어 형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명제 표상 이
론에서 보면 독자가 구성한 의미가 독자의 말로 다시 표현되지 못하면 의미를
표상했다고 할 수 없다.
2.4. 의미 표상의 기능

독자가 의미를 표상한다는 것은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인식 체계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가 의미 표상을 했다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의미로 받아들여 단기기억 속에 저장하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이 의미 표상은 독자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능을 한
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와 텍스트를 연결한다. 텍스트의 내용은 독자 밖에 존재하는 대
상이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기 전까지 텍스트와 독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다.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마음속에 의미로 표상하
게 됨으로써 텍스트 내용과 관계를 맺게 된다. 텍스트 내용이 독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텍스트가 독자의 인지 구조와 보이지 않는 끈 즉, 심리적 연대
를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연대는 구조와 개념, 이미지 등을 공
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달리 말하면, 독자의 마음속에 텍스트의
내용이 타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자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자의 마음속에 의미를 붙잡아 둔다. 독자가 의미를 표상하였다는
것은 독자의 마음속에 텍스트의 내용이 의미로 변화되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억과는 다른 것으로 단기 기억 속에 텍스트의 내용이
들어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자는 표상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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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회상하거나 다른 의미와 연결짓거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의미로 소유하게 한다. 텍스트의 내용을 독
자가 의미화하여 표상하였다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 몇 가지 실험 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의미 체
계로 재구조하여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치자. 영
수는 서울역으로 갔다. 기차표를 한 장 사서 개찰구로 향했다. 부산행 기차에
올라탔다. 두 시간 반이 지나 부산에 도착했다. 이러한 문장이 있으면 독자는
영수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로 의미를 표상하게 된다. 이것
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의미를 하나의 연결된 의
미로 재구조화하여 독자 것으로 만든 것이다. 즉 의미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
을 독자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만든다.
넷째,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독자는 표상된 의
미를 바탕으로 다른 의미와 연결짓거나 비교 분석하여 함축된 의미를 찾아내
거나 의미를 부여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지 않고 다른 의미와
연결짓거나 분석하여 함축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의미의 표상은 독
자에게 텍스트 내용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자의 의미 표상은 텍스트 이해에서 기본적인 것이
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가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텍스트 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9

“

”

‘

’

과 Pichert(1974)의 집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나 Bransford 와 Johnson(1972)의 세탁기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 등(노명완, 1994:268 277 참조).

9 Ansers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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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이미지, 스키마, 명제 구조체
등으로 바꾸어 마음속에 표상한다. 독자의 의미 표상은 독자와 텍스트, 관련
상황의 맥락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의미 표상 방법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심상 표상, 스키마 표상, 명제 표상을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심상 표상

심상은 독자가 의미를 이미지로 표상한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
미지로 표상하는 방식은 텍스트의 기호를 해석하여 마음속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대상의 이미지나 대상들의 행위 이미지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들 이미지 표상은 주로 상상이나 연상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상 작
용 은 낱말이나 문장이 지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
다. 그리고 연상 작용 은 낱말이나 문장을 보고 낱말이나 문장이 지시하는 관
련 개념뿐만 아니라 관계된 지시 대상을 함께 떠올려 이미지를 만든다. 이들
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마음속의 이미지로 표상하게 만든다.
독자가 표상한 이미지는 감각적이고 상황적이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표상
이미지가 대상에 대한 양감, 질감, 운동감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11

상상은 표면적인 인상뿐만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찾아내는 인식 작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는 표상의 관점에서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보다는 대상의 표면적인 인상의 표상에 초점을
둔다.
11 연상은 마음속에 생각, 느낌, 심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어
떤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과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고
그 생각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연상이다(김영희, 2003:46).
10

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 고찰

21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지는 이들 오감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느낀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상황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표상된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독자의 마음속에 특정한 상황이 가정되면 그 속에는 여러 대상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데 독자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들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기호를 지각하여 마음속에 표상한 이미지는 독자의 감
각을 자극하고 특정 상황 속으로 독자를 불러들인다.
심상 표상은 공간화를 지향하다. 독자는 심상 표상을 할 때, 대상의 한 측면
이 아닌 전체의 모습을 떠올려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맺게 한다. 그래서 심
상 표상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떠올리고, 그 대상을 특정한 공간 속에 배치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심상 표상은 입체적, 공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심
상이 평면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지게 되면 제대로 된 표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심상 표상에서는 독자가 자신이 마음속에 구성한 공간 속에 한 대상으
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관찰하는 관객이 된다. 그러므로 심상 표상
활동에서는 공간 속에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상하면서 자아를 그 속에 투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상 표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적 표상이고 다른
하하는 동적 표상이다. 동적 표상은 고정된 대상이나 장면을 표상하는 방식이
고, 동적 표상은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대상이나 장면을 표상하는 방식이다.
3.1.1.

정적 표상

정적인 표상은 텍스트에 제시된 대상이나 장면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
용된다. 정적 심상 표상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 제시 순서에 따라 이미를
표상하지만 그 결과는 대상 전체의 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텍
스트의 대상에 대한 설명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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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 좌로,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등으로 이루어질 때 독자는
텍스트가 내용 제시 방식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하는 이
미지는 독자가 생각한 대상이나 장면의 전체 모습이다. 그래서 의미 표상의
결과는 텍스트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든지 독자는 텍스트의 기호가
지시하고 있다고 여기는 독자만의 대상을 마음속에 형상화한다.
이 표상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곳은 주로 시나 설명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어떤 대상이나 감정에 대한 순간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정적 표상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 설명문에서도 고정된 대상을 묘사
하고 있을 때는 정적으로 의미를 표상해야 한다. 정적 표상은 대상의 이동이
없고 특정한 공간에 위치한 대상을 그려낸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는 방식이
다.
정적 표상은 전체를 먼저 떠올리고 부분을 나중에 떠올려 표상하는 방식과
부분들을 떠올려 전체를 표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표상 방식은 텍
스트의 내용 전개나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표상한 후에 세부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에 제
시된 내용에 따라 표상하여야 한다.
3.1.2.

동적 표상

동적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 구성이 장소의 이동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표상이다. 텍스트의 내용이 몇 개 장면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거
나 구분되지 않는 연속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독자는 동적 표상을
하게 된다. 몇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는 각 장면마다 이미지를 만
들어 연결시켜야 하고, 연속적 장면은 내용의 전개에 따라 이미지를 표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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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표상은 주로 이야기 글이나 기행문, 설명문 등에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텍스트의 내용 전개는 계속해서 장소와 위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라 이미지
를 표상한다. 이미지의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의 특정 요소(인물이나 사건)이
움직일 수도 있고, 내용을 전개하는 시점이 움직일 수도 있다. 독자는 이들 내
용에 따라 동적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동적 표상은 연속 이동 표상과 초점 이동 표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속 이
동 표상은 이야기 글이나 기행문과 같이 인물이나 배경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표상하는 방식이다. 영화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이미지
를 표상하는 방식이다. 초점 이동 표상은 특정한 장면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축소되면서 이루어지거나 부분에서 전체로 확대되는 표상
방식이 있다. 또는 특정 장면 속에서 특정 대상들로 초점의 위치가 이동하면
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상하게 하는 방식이다. 초점 이동 표상은 장소나
인물의 이동이 없고 초점이 위치한 곳에서 카메라의 줌의 기능과 같이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으로 축소하거나 전체로 확대 및 초점 이동을 통
하여 특정 대상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3.2. 스키마 표상

스키마는 독자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구조화된 인식의 틀이다. 독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 이 스키마는 독자가 의미를 표상할 구
조와 내용의 일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스키마는 독자의 의미 표상
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 중심으로 의미를 표상할 기반을 제공한
다. 독자는 스키마를 활용함으로써 의미 표상의 인지적인 부담감을 줄이고, 텍
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독자의 스키마는 내용의 인식에 유연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독자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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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구조로 의미를 표상하기도 하지만 구조를 변화시켜 의미를 표상
하기도 한다. 전자를 동화, 후자를 조절이라 한다.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기
존 스키마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화의 방식으로 스키마의 세부 구조를
정교화하게 된다 . 그러나 텍스트의 내용을 기존의 스키마로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절의 방식으로 스키마를 변화시켜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의
의미 표상도 동화 방식의 표상과 조절 방식의 표상이 있을 수 있다.
스키마는 텍스트의 내용을 의미화하는 데 있어 텍스트의 내용으로부터 의
미를 수용하여 채우기도 하지만 기존의 의미와 새롭게 받아들인 의미로부터
추론을 통하여 의미를 표상하기도 한다. 이런 표상 방식은 독자의 의지에 따
라 의미의 표상이 정교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스키
마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른 구조와 내용을 비교, 분석하게 하기도 하면서
표상한 의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하기도 한다. 이들은 독자의 인지적
사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기반에는 스키마가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키마를 이용한 표상도 의미의 입체적인 표상을 추구한다. 스키마의 입체
표상은 구조를 가진 입체의 표상이기 때문에 심상 표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입체의 표상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다. 즉 형식 스키마의 구조가 입체적인 구
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형태에 따른 입체적 표상을 지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스키마 이론에 따른 의미의 표상 방식은 정교화 표상 방식과 확장 표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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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표상

정교화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 구조와 독자의 형식 스키마의 구조가 비슷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받아들여 스키마를 빈자리를 채
우거나 기존의 형식 스키마를 더욱 세분하여 그 속에 의미를 채우는 방식이다.
정교화 표상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의 구조가 텍스트의 내용과 비슷하
여 스키마를 바꾸지 않고도 의미를 표상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식당 가기
스키마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식당 가기는 정해진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이 식당 가기에 관한 것이라면 독자는 쉽게 텍스
트의 내용을 표상할 수 있고, 세부적인 변형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정교화 표상은 일정한 구조로 만들어진 스키마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텍스
트의 내용에 따라 형식 스키마의 구조가 세분화되면서 내용 스키마가 채워지
면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한 식당 가기 스키마는 식당에 들어가기, 자리에
앉기, 주문하기, 식사하기, 계산하기, 나오기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들
어가서 앉기까지 다른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그 구조가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문하기 전의 과정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다리기, 인사하기, 자리
안내 받기, 자리에 앉기, 메뉴 고르기, 주문하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런 세분화된 구조의 변화는 세분화된 구조 속에 내용 스키마를 채움으로서 쉽
게 표상이 일어날 수 있다.
‘

‘

3.2.2.

확장적 표상

’

’

확장적 표상은 독자의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키마의 구조로 텍스트의 내용을
쉽게 수용할 수 없거나 독자가 가진 스키마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진
다.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이 기존의 스키마와 관련은 있지만 새로운 구조와
내용일 경우 독자는 기존의 스키마를 바꾸어야 의미를 표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자의 형식 스키마가 분명하지 못하면 텍스트 내용의 도움을 받아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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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마를 구성해 나가기도 한다. 즉, 독자가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
하여 부분적으로 스키마를 가지고 있을 경우, 텍스트의 내용을 활용하여 전체
적인 스키마로 표상한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스키마를 변화시켜 새로운 스키
마를 구성하면서 의미를 표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를 애완동물로 인식하던 독자가 개 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접
하였을 할 경우, 독자는 개를 애완동물로 인식하게 한 스키마를 변형시켜야
한다. 이 개에 대한 애완동물 스키마로는 개가 빨리 달릴 수 있고, 추위를 잘
견디면, 집을 잘 찾아 올 수 있고, 사냥을 한다 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
다. 때문에 독자는 자신의 애완동물 스키마를 확장하여 이들 내용을 받아들여
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스키마가 변하면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명하지 않던 스키마 분명해지면서 확장
되기도 한다.
‘

’

‘

’

3.3. 명제 표상

명제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 단위이다. 독자는 텍스트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명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매개하는 것이 기
호이다. 독자는 텍스트의 기호를 매개로 하여 텍스트의 명제를 자신의 명제로
바꿈으로써 마음속에 텍스트의 의미를 표상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의 내용을
명제로 표상하는 과정은 먼저 기호가 지시하고 있는 관념을 인식하고, 그 다
음 인식한 관념을 자신의 명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독자는 텍
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인식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명제 표상은 텍스트의 낱말이나 문장을 해석하여 의미를 인식하고, 이 의미
를 독자가 사용하는 낱말이나 문장 등의 명제로 다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
서 텍스트의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명제화가 필요하다. 의미를 명
제로 바꿀 때 독자는 텍스트의 어휘나 문장 구조를 독자의 어휘나 문장 구조

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 고찰

27

로 바꾸며, 텍스트의 내용을 축약하거나 확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명제로 구체화한다.
독자가 명제로 의미를 표상해야 하는 경우는 텍스트의 내용 구조가 명확하
지 않거나 텍스트의 내용이 개념적인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이다. 독자
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텍스트를 읽게 되면, 각 부분의 의미 관계를 따져보
아야 한다. 의미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낱말이나 문장, 문단의 의미를 개별
적으로 파악하여 명제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각 부분의 내용을
명제로 표상해야만 관계를 따질 수 있다. 명제간의 관계가 파악되면 하나의
의미 덩이로 표상된다. 텍스트가 개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독자는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인식하여 명제화하고 이들 명제들을 범주화
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표상하게 된다.
명제 표상 방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점적 표상, 선적 표상, 면적 표상,
입체적 표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3.3.1.

점적 표상

점적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을 텍스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표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텍스트 구성 요소는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단위들이다.
예를 들면 소설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등이다. 점적 표상은 텍스트의 내
용을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점적 의미 표상은 텍스트 요소
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도록 한 교육의 영향이 크다. 독자들은 텍스트를 읽
고,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표상하
는 것이다. 그래서 인물은 누구, 사건은 무엇, 배경은 어떤 때, 어떤 곳 등으로
13

구조가 분명한 글의 예(Timothy, et al, 1994:494)
침대는 책꽂이 뒤에 있다. 침대는 책상 왼쪽에 있다. 의자는 책상 오른쪽에 있다.
구조가 분명하지 않은 글의 예
침대는 책꽂이 뒤에 있다. 침대는 책상 왼쪽에 있다. 의자는 침대 오른쪽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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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하게 된다. 점적 표상이 일어나는 다른 이유는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에게
어려울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에게 낯설 경우 독자
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표상할 수 없다. 그래서 몇몇 용어나 인명 등 특정한 요
소만을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독자에게 친숙하지 못하여 몇 가지 요소만을 표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적인 표상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미 표상이 가장 낮은 수
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 내용에 대한 전체 의미를 표상해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한 요소만을 표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의 부분이나 요소에 대한 의미 표상이 다른 부분이나 요소와 관계를 짓지 못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의미 표상이 텍스트의 특정 부분이나 요소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의미의 점적 표상은 개념
을 정의한 명제가 다른 명제와 연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기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점적 표상 방식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의 예는 정동화 외(1987:418 448)에
서 설명하고 있는 시와 소설 지도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여기서 학습
활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정경, 분위기, 운율, 정서적 자아, 비유, 심상,
상징, 문체, 형식적 특징, 주제 등이고, 소설은 인물, 구성, 배경, 시점, 갈등, 어
조, 주제 등이다. 이들은 특정의 요소를 중심으로 이를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보게 함으로써 이들을 개별적으로 표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텍스트 구성 요
소 중심의 지도는 독자가 개별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점적으로
표상하게 만든다.
점적 표상은 수업에서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교사가 부분적인 내용이나 특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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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책의 읽기 지도 영역의 내용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음독, 묵독, 속독 등의 읽기
방법을 중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 표상의 원리를 텍스트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구, 문장, 문단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통하여 주제를 찾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정동화
외, 1997:319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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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확인한다. 이런 활동이 반복되면 학습자는 특
정한 부분이나 요소를 중심으로 의미 표상을 습관화하게 된다. 즉 점적 표상
방식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내용
을 표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여러 표상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
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3.2.

선적 표상

선적 표상은 점적으로 표상된 명제들을 선적으로 연결하여 표상하는 방식
이다. 명제의 선적 연결은 두 명제를 관계지어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명제들의 관계짓기는 임의적으로 관계짓는 것은 아니다. 명제들이 유기
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선적으로 연결된 명제들
간에는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명제들을 관계짓지 못하거나 관계를 지은
명제간에 응집성이 없으면 선적 표상이 될 수 없다.
독자가 표상한 명제의 응집성은 다소 텍스트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명
제 표상은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인식하고, 이들 개념을
명제로 지시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이들 명제들을 연결지어 표상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의 의미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을 응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텍스트의 내용의 응집성이 부족할 때는 독자가 응집성의 요인을
찾아서 연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독자에게 인지적 부담감을 주게 된다.
독자의 의미 표상의 선적 방식은 텍스트 분석 연구에서 영향을 받았다. 즉
텍스트의 내용 구조가 특정한 선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의
미 구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결과이다. 선적 표상의 대표
적인 형태는 수집 유형, 인과 유형, 문제해결 유형, 비교/대조 유형 등이 있다
(이경화, 2003:73 78). 이들 텍스트 구조 유형들은 독자의 의미 표상 구조의
유형들로 그대로 사용된다. 이들 표상 유형들은 도식화 전략을 사용하여 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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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내용 구조와 아울러 시간
이나 장면의 변화, 장소 및 심리의 변화에 대한 표상 방법도 활용된다.
선적 표상은 점적 표상보다 확장된 특징을 가지지만 텍스트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텍스트 내용 전체에 대한 의미의 표상이 아닌 부분
적인 의미의 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의미의 표상을
위해서는 이들을 확장적으로 표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3.

면적 표상

면적 표상은 선적으로 표상된 명제들이 더 큰 단위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표상 방식이다. 면적 표상은 선적 표상의 단순한 결합이라기보다는 면적 표상
의 내적인 구조를 가진다. 면적 표상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를 바탕으로 한 의미 표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점적 표상이나 선적 표상
의 명제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 명제 구조체를 구성한다. 이들 구조체는
특정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면적으로 표상하게 한다. 점적 표상이나 선적 표
상된 명제들이 면적 표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간에도 응집성이 있어야 한
다. 표상 의미들이 응집성을 갖지 않고 연결되게 되면 면적 표상이 될 수 없다.
면적 표상 방식도 텍스트 내용의 구성 방식에 의존하여 의미를 표상하는 방
식을 띤다. 이는 의미의 표상 방식이 텍스트 분석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기초
하여 설명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면적 표상의 대표적인 형태는 메이어(Mayer)
등이 제시하고 있는 상위 구조를 미시구조와 거시구조 구분하여 명제를 제시
하는 방식(이경화, 2003:84 85, 이석규, 2001; 김재봉, 1999)과 토니 부잔(Tony
Buzan) 등이 제시한 맵의 형태로 명제를 표상하는 방식(라명화 역, 1994)이 있
다. 상위구조는 위계적으로 범주화하여 명제를 배열하는 방법이고, 맵은 평면
적으로 명제를 범주화하여 배열하는 방식이다. 위계 구조는 전체의 의미가 상
위 구조로 수렴되는 의미의 표상을 지향하지만 맵 구조는 중심에 놓이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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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제를 중심으로 확장을 지향한다.
이 두 가지 표상 방식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적으로는 위계적 구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맵 구조는
텍스트의 내용이 화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주제를 중
심으로 다양한 화제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텍스트에도 평면의 맵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표상의 결과로 보면 같은 것이나 표상의 과정에서 차
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4.

입체적 표상

입체적 표상은 면적인 표상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표상이다. 입체적
표상은 대단위의 텍스트의 경우 이루어지는 표상 방식이다. 한 권의 책은 여
러 장과 절,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이루고 있는 하위 단위들은 그 각각
이 하나의 면적인 표상을 이룰 수 있다. 이들 단위 면적 표상들이 전체로 연결
되어 하나의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 입체적 표상이 된다. 텍스트의 내용
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미 표상은 각 부분에 대한 면적인 표상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한
입체적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입체적 표상은 각 면적 표상들의 연결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책
속에 들어있는 여러 텍스트들도 연결점이 없으면 각기 하나의 면적 표상으로
끝나게 된다. 여러 텍스트로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의 통일된 입체적 표상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 표상들 간의 연결점들이 있어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명제 단위체로 표상될 때 입체적 표상이 된다.
입체적 표상은 최종적인 의미 표상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일부
가 아닌 전체의 내용을 의미로 표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입체적인 표상
은 인지적 부담감을 많이 준다. 면적인 표상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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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함으로써 표상의 인지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입체적인 표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건물 설계도를 보면 각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
계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컴퓨터라는 보조 기구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
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입체적인 표상은 면적 표상의 모든 내용을 세부적
으로 인식하여 마음속에 표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입체적 표상은 텍스트 전체
의 의미를 표상하기는 하지만 특히 주목한 부분이나 의미 있는 부분은 구체적
으로 표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강의 의미만을 표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결언
읽기 교육에서 의미 표상은 이해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
로 깊이 있는 이해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의미 표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게 된다. 읽기에 대한 연구들은
의미 표상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독자의 의미 표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의미 표상의 결과에 중점을 두면서 표상의 과정과 영향 요인
및 기능을 정리하면서 표상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 제시된 독자의
표상 방법은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독자가 글을 읽을 때
활용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자는 각 텍스트의 특성에 따른 표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의미 표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는 의미 표상을 교육받은 대로 한다. 읽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텍스트로
부터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가르쳐 습관화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독자의 의미 표상 방식은 교육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바꾸
면, 읽기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의미 표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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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의미 표상에 대한 지도는 의미 표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즉 교사의 표상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의미를 표상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안내하고, 활동하게 한다.
의미 표상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표상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의
미 표상에 대한 몇몇 논의가 있지만 독자의 의미 표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가 없다. 그 결과 읽기 지도에서는 임의적인 의미 표상 방법이 선택되어 활용
되고 있다. 의미 표상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위해서는 의미 표상에 대한 접근
관점에 따른 표상 방법을 정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표상 방식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텍스트의
내용의 특성에 따른 바른 표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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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eaning Representation Methods of Reader
Kim, Do-nam(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thods of representation of meaning
from text. Meaning representation is basic skill to reader for understanding the text. If
the reader don't represent meaning of text, the reader don't understand a text. Because
of,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s important to reader to understand text.
There are several factor which are effected on the meaning representation. These are
the reader's cognitive factor, context factor and social-culture factor. The theory of
meaning representation are three model: the mental model, schema theory and
propositional theory. And the meaning representation be have four functions: connect
reader with text, fix meaning in reader's memory, take possession of meaning to reader,
and be able to deep understanding text.
There are methods of meaning representation according to representation theory. The
mental model be have two methods: static representation and dynamic representation.
The scheme theory be have two methods: subdivisional representation and expansion
representation. The proposition theory be have four methods: dot representation, liner
representation, square representation and solid representation.
For the reading instruction have to investigate the reader's meaning representation
method. The diversified methods of meaning representation should be help the student
to understanding of text.
Key Words : reading instruction, meaning representation, mental model,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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