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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서 토의에 나타난 구어성과 문어성의 통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국어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어성과 문어성의 통합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교과 간 통합(노은희, 2009; 박영민, 2015 등)이나 통합적 의사소
통(나은미, 2017; 최혜진, 2014 등)과 관련해 연구된 바 있지만, 영역 간 통합 및 의사소통 기능의 통합에 관한 논의
가 병렬적, 기계적, 순차적 나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담화 내적으로 나타나는 구어성과 문어성의 복합 양
상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는 Ong(1982)이 주목한 구어성과 문어성의 성격과도 차
이가 있다. 구어성과 문어성의 통합은 문어에서 구어로, 구어에서 문어로 이어지는 외현적 발화체의 변화를 일컫는다
기보다 표현 매체의 차이를 뛰어넘는 관념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지은희, 2011: 443), 교과(화법,
작문) 구조를 간소화하려는 편의적 접근이 아닌(민병곤, 2014: 9)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담화 내적으로 실현되는 구어
성과 문어성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장성민(2020)에서는 말하기와 쓰기의 운
용 기제 간 동시적 통합을 염두에 두어 그것이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탐색한 바 있
다. 그 가운데 “말하듯이 쓰기(Elbow, 2012)”와 이것의 대응적 개념으로 제시된 “쓰듯이 말하기”는 구어성과 문어성
의 상호성 및 통합성의 교육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서 토의(literature discussion)는 구어성과 문어성의 통합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담화 유형
이라 볼 수 있다. 독서 토의는 텍스트를 읽고, 이야기하고, 쓰는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화로(이지영·백혜
선, 2012: 319), 전형적 구어성을 띠는 즉흥적 말하기와는 달리 독서감상문과 같은 학습자 개인 산출물을 토대로 의
미를 구성해 가는 준비된 말하기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문어성이 결부된 구어(서종훈, 2020: 80)’로 간주
된다. 이때 본 연구는 쓰기에서 말하기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순차적 활동이 아니라 독서 토의라는 구어
의사소통적 사건 속에서 음성언어 측면에서의 구어성을 매개로 문자언어 측면에서의 문어성이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고등학교 1, 2학년 학습자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 활동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독
서 동아리를 하나의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Harris, 1968)으로 간주하여 미시문화기술지적 담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교실 구성원들의 행동(act)-반응(react) 상호작용(교실 언어)에 초점을 둔 Bloom et al.(2005) 담화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독서 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어성과 문어성의 통합 양상을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의사소통
의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면 구조의 의미 파악과 같은 ‘텍스트의 세부 내용 전달’, ‘텍스트
내 쟁점 파악’에서는 문어성이 두드러졌으며, ‘텍스트 주제 제시’, ‘텍스트 평가 및 감상’에서는 구어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상황적 의미 해석에 기초한 ‘텍스트를 통한 문제 해결’과 ‘텍스트에 기반한 논의 확장’의 경우 구어성과 문어성
이 역동적으로 교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구어성과 문어성은 토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사고와 확장
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통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표현 매체(구어, 문어)의 표층적 차원의 통합을 넘어 구어적 의사소통과 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
(구어성, 문어성)가 담화 내적으로 통합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구어성과 문어성의
담화 내적인 통합 양상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축적된다면, 오늘날 구어성과 문어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표현 의사소통의 통합적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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