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교육자료 2013-10-6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일시 : 2013. 11. 8 (금) 13:30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후원 : 교육부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현대자동차(주)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을 열며...

사람과 사람,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본회는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을 ‘사람과 사람 -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이라
는 주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고, 나누고, 소통합니다.

‘말’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
지만 대화가 사라지고, 말이 변질되고, 말이 ‘폭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
리의 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 등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존중과 배려의 사회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습관화된 언어폭력과 말의 왜곡으로 드러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찾고 품격있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지혜를 모으고
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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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의 중요성: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현대사회에서 모어와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능력은 갈수록 중시되고 있어
개인의 언어능력은 평생의 자산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동
서고금의 교훈에서도 국가나 개인이나 그 성패는 권력자든 개인이든 혀를
잘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여서 누구나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스려야 나
라도 흥하고 백성도 편안해지고 성공한다고 했다. 논어의 자로(子路)편에서
도 “名不正, 則言不順, 言不順, 則事不成, 事不成,則禮樂不興, 禮樂不興, 則刑
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錯手足, 故君子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
於其言 無所苟而巳矣”1)라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 고
려, 조선의 멸망은 말의 타락에서 시작하였다. 소통의 신무기인 한글을 홀대
하고 한문으로 언문불일치한 불통이 지속되고 권력 당파 싸움의 갈등과 백
성들의 절망스러운 어법에서 나라의 멸망이 예고되었다. 오죽하면 ‘...죽겠다’
가 보조용언화한 것이 우리말이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
도 오른다”라고 흥언흥국(興言興國) 망언망국(妄言亡國)을 설파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가 날마다 입으로 인터넷으로 쉴 새 없이 쏟
1) 명분이 바로서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면 모든
일이 성취 되지 못하고, 모든 일이 성취 되지 못하면 예악(禮樂)이 흥성하지 못하고, 예악이 흥
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바르게 적중하지 못하고, 형벌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면, 백성들은 손발
둘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말로 순조롭게 전달되
게 할 것이며, 말로 남에게 전달된 이상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군자는 말에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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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우리의 말과 글은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고 국민의 정신을 혼탁케
하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은 10대 무역대국이 되어 한류가 불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어 희망도 보여 준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국어능력과 국어교양을 더 높이며, 욕설과 외국어로 오염된 한국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 국어를 쉽고 재미
있게 배우도록 좋은 문법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
다. 먼저 국어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2. 한국어의 위기
2.1. 한국 사회의 위기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은 2013년 초에 나온 사회통합委 보고서에 잘 드러
난다. 빈곤율 등 14개 지표 중 4개 빼곤 모두 평균 미달로 드러나 OECD
34개 국가중 꼴찌 수준이라2) 최하위로 나타나 사회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 국민 82% "빈부갈등 심해" - 한국일보 2013.2.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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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불안 상태를 보여 주는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0명으로 제일
높다.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지표도 모두 20위
밖이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부양인구비율, 기대수명,
생활만족도, 실업률뿐이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2%였고 이념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63.8%, 세대 간 갈등이 심하
다고 답한 이는 56.1%였다. 또한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
로 경제적 약자 배려(26.9%),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순으로 꼽
았다. 그 밖에 성폭력, 이혼율도 세계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과 같은 사회 불안 현상은 국어 오용과 병리언어로 나타나게 된다.
2.2. 국어 문해력(literacy)의 위기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3) 결과로 보면 대체로 한국 학생들의 읽
기 능력은 높게 나타나 2009년 평가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1위를 보여 IT 강국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성인 대상의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자국어능력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자국어능력이 하위 수준으로 나
타나기도 했다.4) 독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국어능력이나 고급 문해
력이 높다고만 장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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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1998년 시작됐다. 3년마다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을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평가인 PISA 2009에는 65개국에서 47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에서 157개 학교를 골라 만 15세인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생 4990명이 평가
에 응했다. 중학교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없이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다.
4) 이희수 외(2001)의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 및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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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능력의 위기
(1) 발음 능력의 문제
발음에서 ‘애-에(내-네), 에-의-이(강의의-강이에), 외-왜-웨’ 혼동과 같
은

표준

발음

문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준언어적(반언어적,

paralanguage) 요소 즉 어조(말씨)를 거칠게 비교양적으로 발음하는 문제가
더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의 훈련이 중요하므로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주의 깊은 지도가 필요하다.
. 속도(rate, tempo): 빠르게 말하거나 느리게 말하는 소리 빠르기의 정도.
. 고저(pitch): 높거나 낮은 음으로 말하는 소리 높낮이의 정도.
. 강세(stress): 세거나 약하게 말하는 소리 세기의 정도.
. 장단(지속, 길이, duration, length): 발화 문장의 길이나 지속성의 정도.
현대에는 ‘병/병:, 밤/밤:, 벌(罰)/벌:(蜂), 경사(傾斜)/경:사(慶事), 거리/거:리
(距離) 와 같은 단어의 장단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 음량(loudness): 굵거나 가늘게 말하는 소리 크기의 정도. = 성량.
. 음질(quality, timbre): 감정을 넣어 말하는 다양한 표현의 방법. = 음색.
맑고 낭랑한 소리, 거친 소리, 날카로운 소리, 쉰 소리, 갈라지는 소리 등.
(2) 어휘 능력의 문제
① 어휘 혼동: 곤혹을 치렀다(→ 곤욕). 곤욕스럽다(→곤혹). 정주영 소떼
방북(→북송). 00 휴대폰 북미시장 2위 등극(→올라). 우리의 근현대사는 ‘오
욕(汚辱)의 역사’이다 → 영욕(榮辱)
② 인접 관련어 혼동 현상: 열쇠가 안 열린다(→ 문/자물쇠가 안 열린다).
맨발 벗고 뛴다(→ 맨발로 뛴다).
③ 용어 미화의 문제: ‘사채업 → 상호신용금고 → 상호저축은행 → 저축
은행’으로 변하면서 서민을 속임.
④ 인터넷 축약어 범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
해서). 화떡녀(화장 떡칠한 여자).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깜놀(깜짝 놀랐
어). 문상(문화상품권)
③ 비규범 표현: 비속어, 욕설, 은어 등
- 이눔의 기집애 진짜, 어디 간 거야.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1회)>
- 남자한테 채였나 봐.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3회)>

‘기집애, 꼬시다, 삐지다, 짜르다, 띠껍다’ 등은 드라마에서 매우 빈도 높게
10 ∙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

쓰인다.
⑤ 사대적 표현: 미국에 들어가, 중국에 들어가(→ 가, 건너가). 한국에 나
와(→ 한국에 와 / 들어와). 미국 본토, 중국 본토, 일본 본토.
⑥ 외래어, 로마자 표기 범람: 아파트 이름, 가게 회사 상호 이름. 000 위
클리, 가래떡데이. Hi 서울. Dynamic 부산. Colourful 대구. It’s 대전. Fly
인천. KT, KB, LG, NH. 위크투게더 센터, The 편한 일터, U-city 이니셔
티브, 개도국 NAMA, 바이 탄소 하이 산업(Bye Carbon, Hi Industry), 기
후변화위크 ...... 등
나한테 직접 얘길 했어야죠, 다이렉트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1

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58회)>
⑦ 국어 표기 파괴: 말아톤, 차칸 남자, 우와한 녀.
⑧ 한자 이해 능력 부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실패. 한자 못 읽는 한
국 학생들. 한자 문맹은 고전 문맹 및 역사 문맹화를 초래한다. 국민 80%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희망하므로 알파벳 읽는 수준의 한자 이해력은 공교육
이 제공해야 한다. 자기의 한자 이름 못 쓰는 학생은 반수에 이르고 부모 한
자 이름 쓰는 학생은 10% 정도이다. 중국 학생들의 초중학교 고전 240편
(초등 2년마다 50+50+60+ 중학 80) 암송 교육과 비교할 때 우리의 고전
교육은 기초 한자 교육이 안 되어 매우 부실하다.
⑨ 한자어 혼동
(ㄱ) 동음 이의어: 진통(陣痛) - 진통(鎭痛). 이상(李箱)의 이상(理想)과 이
상(異常). 사기(士氣, 史記, 沙器, 社旗) 등
(ㄴ) 유사 혼동어: 격멸(擊滅) - 경멸(輕蔑). 개발(開發) - 계발(啓發). 체
제(體制) - 체재(體裁).

결재(決裁) - 결제(決濟). 의외(意外) - 이외(以外).

물의(物議) - 무리(無理). 이의(異義) - 의의(疑意) - 의의(意義). 괴멸(壞滅)
- 궤멸(潰滅). 불한당(不汗黨) - 부랑아(浮浪兒) - 불량배(不良輩). 재현(再
現) - 재연(再演).
(3) 표기 능력의 문제
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표음주
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의주의)”(한글 맞춤법 1항). 이 원
칙에 따라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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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음주의
표의주의

A
책
채기*
채글*

B-1
업다*
엄니*
업서*

B-2
듣다
들어
들어서

C
D
E
F
잡기 무덤 뻐꾸기 국따랗다*
자븜* 너무 개구리 널따랗다
자비* 마중 얼루기 널찍하다

책 없다 듣다 잡기 묻엄* 뻐꾹이* 굵다랗다
책이 없니 듣어* 잡음 넘우* 개굴이* 넓다랗다*
책을 없어 듣어서* 잡이 맞웅* 얼룩이* 널찍하다*

위에서 F로 갈수록 까다로운 경우이나 [i] 발음을 위해 bee, believe,
deceive, beam.. 등 10여 가지 철자가 따르는 영어 철자법에 비하면 쉬운
편이다.
국어 표기 난해어 사례: 얼키고설키다*, 얽히고섥히다*, 얼키고섥히다*,
얽히고설키다(0).
꾀꼴꾀꼴-꾀꼴이*-꾀꼬리. 개굴개굴-개굴이*-개구리.
② 띄어쓰기: 먹어 보자(원칙) - 먹어보자(허용). 너대로(조사) – 먹는 대
로(의존명사). 삼년만 참아라(조사) - 삼년 만에 귀국하였다(의존명사)
③ 구와 명사의 띄어쓰기
(ㄱ) 명사구[좌측]와 합성명사[우측]의 구별
마당 가, 두만강 가

강가, 냇가, 수돗가

큰 별, 큰 사람

큰일, 큰길, 큰북, 큰비

가을 하늘, 가을 바다

가을바람, 가을비, 가을날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

(ㄴ) 접두 파생어와 관형사의 경우
<접두사 파생어의 예>

<관형사 구의 예>

구시대, 구학문, 구제도

구 도읍지, 구 총독부

신세대, 신기록, 신인

신 교육과정, 신 개발지

*
헛소리, 헛걸음, 헛일, 헛되다

전 세계, 전 직원, 전 노동력
*

④ 복수 표준어: 가엽다-가엾다. 여쭈다-여쭙다, -거리다/대다. -뜨리다/
트리다. 넝쿨-덩굴. -으세요 - 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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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래어 표기
(ㄱ) 외래어 표기 받침은 7 받침만 적는다: 커피숖→커피숍. 칼 맑스→마
르크스. 케잌→ 케이크. 커피숖→ 커피숍. 맑스→ 마르크스
(ㄴ) 장모음 금지: 보우트→ 보트. 코우트 → 코트.
(ㄷ) ㅈ뒤 단모음: 비젼 → 비전. 쥬스→ 주스. 스케쥴→ 스케줄. 크리스쳔→
크리스천
(ㄹ) 된소리 금지 : 까스→ 가스.
(ㅁ) 기타: 뱃지→ 배지.

써비스→ 서비스. 도꾜 → 도쿄

홀몬→ 호르몬. 샷시→ 새시. 기부스→ 깁스. 알콜

→ 알코홀
부페→ 뷔페. 데뷰→ 데뷔. 로보트→ 로봇. 초콜렛→ 초콜릿.

훼밀리→

패밀리
(ㅂ) 잘 틀리는 표기

선행 어간음
자음 말음 어간 밑
모음 말음 어간 밑

<해요체>
<하오체>
책이에요 = 책이어요 책이오
차예요 = 차여요 차요

(4) 문장 능력의 문제: 제목, 문단 구분, 논리의 부실
① 부정확한 개념 표현: 세종이 우수한 우리말과 글을 만들고... 한글은 언
어 구조가 간단하고 ...” => 세종은 우리말을 만든 것이 아님. “한글은 문자
구조가 간단하고...”
② 성분 실종의 비문: 주어, 목적어 생략 활용을 잘못하면 주어, 목적어 실
종으로 비문이 된다.
③ 피동형 남용: 보여진다 → 보인다. ...으로 생각된다/생각되어진다 → 라
고 생각한다.
④ 높임법 오용: 과잉 존대
- 부장님 강아지가 예쁘십니다. 부장님 넥타이가 예쁘시네요. 커피는 7천
원이십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진하시면 물을 더 타 드리겠습니
다. 간호사 "아버님, 혈압이 높게 나오시네요“. 보험회사 광고 "벌금이 나오
셨다고요? 사회자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⑤ 번역투: 일본어투(...에 있어서→ ...에서). 영어투(have a meeting 회담
을 갖다 → 회담하다). 좋은 아침(Good Morning).
(5) 담화 능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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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생활에서 대화, 토의, 토론, 연설(자기소개, 인사말, 축사 등) 능력에
대한 훈련이 미흡하다. 상투적인 말보다 비유와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화법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가정언어(가족 대화, 가족회의, 가족
토의), 학교언어(질문, 토의, 연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4. 병리언어의 문제
(1) 병리언어의 유형
① 거짓말 문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말로 거짓 사상, 사이비 종교가 만
들어내는 거대 담론에서부터 사기와 모함 등 개인이 행하는 거짓말이 해당
된다. 거대 담론의 거짓말로는 ‘평등’을 빙자해 증오를 부추긴 공산주의가
대표적인데 지금도 거짓말로 뭉친 북한의 주체사상이 증오와 선동의 언어를
생산해 주사파를 형성시키는 등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
다.
② 욕설 문화: 욕설은 남에게 가하는 저주, 비방, 모독, 증오, 비하, 무시의
폭언이다. 청소년의 대화는 대부분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맺으니 청소년의
욕설 문화는 일상화(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됨), 저연령화(유치원, 때부터
학습), 양성화(여학생도 욕설이 일반화), 보편화(모범생, 열등생 구분 없음),
매체화(욕설의 바다 인터넷에서 학습), 패륜화(엄마 욕하기 놀이, 각종 안티
카페 성행), 오락화(욕배틀이라는 욕설놀이 유행), 반권위화(교사에 대한 언
어폭력), 정치화(나꼼수 현상), 병리화(염세, 자조, 희화, 우울증화, 자살 풍
조) 등의 특성을 보여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 니까짓 게 무슨 일을 해, 괜히 사기나 당할라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5회)>
- 너, 니 꼴을 봐봐. 퇴물이 다 된 가수 매니저 노릇이나 하고, 이게 일이
냐? 늙은 빠순이 짓이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8회)>
- 하여튼 저런 늙은 여자가 문제야, 아유 재수없어.<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 딸들한테는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린다, 다리를 똑 부러뜨린다 이러
면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8회)>
- 지금 당장 니 머리채를 휘어잡고 니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걸 온 몸을
다해 참아내면서…….<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51회)>
③ 차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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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양성 불평등 표현: 미혼모, 처녀작, 처녀출전, 학부형, 미망인, 여대생,
시집가다, 집사람, 바깥사람, 여편네, 마누라, 여시
(ㄴ)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표현: 맹인, 귀머거리 정책, 외눈박이 행정,
언청이,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장님 코끼리 더듬기, S라
인, 얼짱, 꽃미남
(ㄷ)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표현: 유색인종, 혼혈아, 흑진주, 코시
안, ‘동포/교포/한국계’의 자의적 선택,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표현, 서
울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서울로 올라가다’, ‘지방으로 내려가다’, ‘여의
도 면적의 몇 배’ 등도 문제이다.
(ㄹ)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 표현: 잡상인, 간호원, 신용불량자,
사생아, 하급공무원
(ㅁ)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표현: 일류, 명
문, 386세대, 명품, 진보, 보수, 고급, 고위, 군단, 전사, 용병, 세금폭탄, 강
남, 용병, 세금폭탄, 성인가요, 살색, 양심적 병역 거부
(2) 병리언어의 원인
① 가정언어 문제와 가정의 붕괴: 대가족제도가 담당하던 사랑의 공동체
기능이 핵가족화로 붕괴되고 맞벌이 증가로 아이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맡긴 채 부모의 훈육 기능이 무너졌다. 대화 문화가 사라지니 공부만 하라는
잔소리만 듣는 아이들은 인터넷과 폭력게임, 욕설놀이에 몰입할 뿐이다. 가
정언어의 문제는 폭력성, 무례성, 비협동성, 대화의 결핍을 들 수 있다. 부모
들의 언어폭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좀 배워라 배워, 어디서 말대꾸야, 심부름 제대로
못하니,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오락이야, 영철
이는 몇 점이니, 우리 애는 철이 없어요, 네 누나는 너 만할 때 너보다 똑똑
했다, 오빠는 남자잖아,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니,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쓸데없는 짓 말고 공부나 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 방 좀 치우
면 어디 덧나니, 아빠 들어오시면 혼내 주시라고 할 거야”
② 학교언어 문제와 학교의 붕괴: 학교 교육의 붕괴: 가장 중요한 인생 진
로와 상담 지도를 받아야 할 초등 고학년생과 중학생들이 입시, 선행학습의
과외 경쟁으로 내몰려 성적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의 분출구가 따돌림과 욕
설로 나타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교사의 권위와 교칙을 통해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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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훈련하는 곳인데 이제는 학교의 법치가 무너져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와 사회의 법치 붕괴가 선
행된 후에 나타난 결과이다.
질문 없는 교실, 토의 토론 부재 교육은 질문 토의 중심의 유대 교육과 대
조적이다. IQ 1위는 106의 한국이고 이스라엘은 94로 45위인데도 노벨상
수상자 22-30%는 유대인이다. 이는 성적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교
육에 원인이 있다. 이스라엘은 안보환경 때문에 군대가 창업의 원천으로 제
대 후 창업은 일상화하였다고 한다. 원래 두뇌 발전은 손(젓가락 사용), 입
(암송, 토론, 이야기), 발(달리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한다. 유태인은
젓가락 문화가 아니지만 입의 활동은 활발해 ‘하브루타’라고 하는 대화 토론
문화가 활발하다(전성수 2013).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총명한 아이이고, 교실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잘 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 질문을 많이 하는 만큼 지적 성장
이 빠르게 되고 사고능력이 깊어진다. 한국의 어머니들과 이스라엘의 어머니
들은 교육열이 높지만 한국인 어머니들은 교육 방식이 다르다. 한국인 어머
니들은 자녀가 학교를 다녀오면 "오늘 선생님께 무었을 배웠니?"라고 묻는
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에게 “오늘은 선생님께 무었
을 질문하였니?”라고 묻는다.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과 "무엇을 질문하
였느냐?"는 질문이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배우기만 하는 학생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으로 자란다. 질문하는 학생은 창의적이고 능동적
인 학생으로 자라게 된다. 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끊임
없이 질문하는 스승들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교육법인 산파술에서는 스승이 학생들의 산파가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스승
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제자를 도와준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스승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유망한 학생이다.
예수도 12제자들과 3년간 함께 살면서 끊임없는 질문으로 제자들을 성장시
켰다. 예수가 골라 세운 제자들은 엘리트거나 수재들이 아니며 평범한 젊은
이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심어 주고 잠재된 능력을 발
휘케 하여 순교적 사역자들로 만들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을 바
꾸어 말하면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가정에서부터 교실, 직장에서 질문하
고 토의하고 대화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전통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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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언어 문제와 법치 교양 사회의 붕괴: 공공기관의 공문서, 법률, 보
도자료, 홈페이지 등의 공공언어가 난해하고 때로는 외국어 혼용이 극심하여
국민의 대정부 불신과 불통을 야기하는 것도 병리현상의 하나이다. 또한 우
리 사회에 상습적 시위폭력문화가 만성화하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언어폭력
등 각종 폭력이 정당한 수단처럼 각인되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폭력
영화를 즐기면서 폭력과 욕설을 놀이 정도로 생각한다. 얻어맞는 경찰을 보
고 당연시하며 거짓과 막말에 열광하는 세대가 되었다. 인터넷의 확산은 독
서의 쇠퇴를 가져와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국민이 30% 수준인 무교양 사
회가 되었다. 인터넷은 사색보다 검색을 먼저 하는 세대를 만들어 사고력이
저하되고 선동에 취약한 세대를 낳게 되었다.
④ 영상언어 문제: 문자언어가 쇠퇴하고 인터넷, TV, 스마트폰 등의 영상
언어가 범람하면서 음란 퇴폐 문화의 영상언어가 청소년의 사고력을 약화시
키고 중독 현상을 낳는다. 급기야 청소년 범죄의 하향화, 흉포화까지 초래하
고 있다. 혹자는 스마트폰을 어린이에게 줌은 마약을 줌과 같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병리 현상도 심각하여 영상기기의 통제와 절제의 교육이 필요하
다.
(3) 병리언어 해결 방안: 가족 대화, 법치 회복, 정체성 교육, 토의 교육
강화
① 가정의 회복: 가족 대화, 식탁 교육부터 회복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자
존감을 심어 주는 자기 정체성 교육을 통해 사랑으로 훈육하며 남을 배려하
고 격려하는 국어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의 법치와 교양 회복은 폭력시
위를 청산하고 의회주의와 법치를 복원하며 물질만능, 퇴폐문화를 청산하고
국민 교양과 도덕의 재무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② 학교의 회복: 교사들의 입시 중심 교수법부터 바꾸고 토의식 질문교육
을 강화하여 생각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며 문제학생일수록 사랑의 언어로
치유하는 교사의 헌신이 필요하다. 욕설에 대해서는 교사 일방적 훈육 대신
학급회의 등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해결을 유도하고 스스로 ‘욕설 안하기 실천
계획’을 수립 발표케 하며 교실에서 누군가 욕설을 하면 모두가 “멈
춰!”(Stop!)라고 집단 외침을 하거나 높임법 국어예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 격려하고 꿈을 심어 주는 진로교육을 시행
하며 자아 정체성, 국가 정체성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일깨워야 한다.
기조강연 :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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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어의식 강화 교육: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과 말은 현실이 된다.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 진실, 긍정, 칭찬,
격려, 위로의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우리를 넘어뜨린 것은 환경
이 아니다. 바로 환경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시킨다. 우리의 생
각에는 막대한 힘이 있다.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네 집안을 봐. 누구 하나
쓸 만한 사람이 있냐? 너도 역시 어리석잖아. 네 부모는 늘 가난했잖아”라는
패배의식이 개인을 절망으로 몰아간다. 우리의 삶은 평상시에 생각한 그대로
펼쳐진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생각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교육에서 말의 힘 곧 말의 파괴력과 치유력을 가르
쳐 말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욕설을 소수나 하
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또래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보호 본능
으로 위악적으로 ‘더 강하고 세게 보이고자’ 욕설 경쟁에 뛰어든다고 한다.
이제 청소년의 욕설문화는 습관화, 자동화되고 심지어 반항의 미학과 스트레
스 해소용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욕설은 스트레스 해소는커녕 욕을 듣는 사람을 위축시켜 자살로
내몰며 욕한 사람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더욱 강한 욕설을 하게 만들어
심리적 해악이 크기에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증거로 미국 워싱
턴대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는 인간의 침 파편을 모아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감정에 따라 침전물의 색깔이 다름을 밝혔다. 평소 무색인 침전
물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분홍색인데 화내고 욕할 때는 짙은 갈색이 되어
갈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하니 몇 분 만에 죽었다고 한다. 게이츠 교수는
이를 ‘분노의 침전물’이라 불렀다.
한국원예연구소에서는 양파 재배 시 ‘그린 음악(농촌진흥청 개발 음악)’을
들려준 양파와 욕설을 들려준 양파가 15일 후에 자란 결과를 보니 그린 음
악을 들려준 양파는 모두 잘 자랐으나 욕설을 들려 준 양파는 싹조차 나지
않고 성장도 불규칙했다고 한다. 한 마디의 말은 장전된 총알과 같아 칼보다
상처가 깊다는 격언이 있듯이 욕설은 살인 행위와 같음을 이런 실험이 입증
하고 있다.
동서양의 경전도 모두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하니 불교에서는 ‘불망
어(不妄語)’라 하여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하였고,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21),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머리가 텅빈 자라는 뜻의 욕)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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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태 5:22)면서 욕설의 범
죄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면 반드시
성공하며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각자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인간의 상호 비방은 죄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욕설 금지와 말조심 교육은 어려서 가장 먼저 가르쳐 습관화해야 한다. 교사
들도 사랑의 훈육으로 자아의 자존감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주어 세
계는 넓고 할 일이 많음을 깨닫게 하며 사명이 있는 자가 함부로 욕설을 하
고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됨을 학생들 스스로 토론 속에 깨닫
게 한다면 욕설로 중병에 걸린 국어는 다시금 건강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매체 언어의 경쟁적, 선동적, 선정적, 전투적 표현(초비상, 대란, 00폭탄,
폭거), 일반에서 무례 언어의 범람(저주, 비방 댓글)은 예방이 중요하다. 특
히 언어폭력은 모든 폭력의 시작이고 욕설은 입술의 암이요 언어폭력은 자
기에게 되돌아와 말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2.5. 정체성의 위기
언어문화는 개인과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회가 국가 정체성
이나 역사 정체성이 흔들리면 최근 우리 시회처럼 언어문화에 불안과 갈등
이 나타난다. 국어문화의 정체성은 다음 7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졸고
2012ㄱ).
(1) 언어 정체성: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방설로는 알타이어족설과
고시베리아 어족설이 있고 남방설로는 인도 드라비다 어족설이 있다. 북방설
(北方說)은 몽골, 만주, 터키 어족과 긴밀히 연계시킬 수 있고 남방설(南方
說)은 김수로왕의 가야 왕국에 대한 건국신화와 연결 짓기도 한다. 개화기에
미국

선교사로

관립학교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온

헐버트

(H.B.Hulbert)는 한국문화를 연구하면서 인도드라비다 어족설을 제기하였다
(김정우 역 1998). 흥미롭게도 가야 건국신화의 김수로왕이 맞이한 왕비 허
황옥(許黃玉)이 아유타국(阿踰陁國) 출신이라고 하는 장면이 삼국유사 가락
국기에 나오는데 이 아유타국은 인도의 아오디아 주로 보기도 한다(김병모
1994). 한국 최대 성씨인 김씨의 시조가 되는 김수로왕의 출현을 보여 주는
가락국의 탄생은 국어 형성에 남방계로부터의 유입도 가능함을 보여 준다.
기조강연 :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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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 정체성: 이는 한민족, 배달민족 의식을 가리킨다. 삼국시대에는
민족의식이 미약했고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 개념이 강화된 것은 일본에 나
라를 빼앗기고 항일의식을 형성하면서부터이다. 해방 이후 관학파(官學派)가
단군 숭배의 민족의식을 형상화하고 삼국통일의 의미를 격하시키면서 정작
한국인은 오늘의 한민족의 뿌리가 신라인의 신라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 멸망을 시킨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삼국통일 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해(自害) 사관을 가지게 되었다(이종욱 2009). 대한민국의
민족적, 역사적 뿌리를 멀리는 고조선에서부터 보지만 통일신라의 삼국통일
이 한민족 통합과 통일 민족국가 성립의 실질적 기초가 되어 대한민국은 제
2의 통일신라와 같다. 북한은 고조선-고구려-김일성 조선(북조선)으로 민족
사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역사 조작을 하고 이런 역사관이 한국 청소년과
지식층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제 150만 외국인이 이 땅에 사는 시대가 되었
으므로 한민족을 과도히 강조하여 외국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민족의식이 과도하여 유엔조차 2007년에 ‘단일 민족국가’ 이미지를 극
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자연스레 국가 공동체, 헌법 공동체 정신을 강조
할 수밖에 없는 다민족시대에 들어섰다.
(3) 의식주(衣食住) 생활 정체성: 의식주 생활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 중요 요인이다. 의식주 생활 정체성은 실제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전
통문화와 연결된다. 의생활(衣生活) 정체성은 백의민족, 한복 문화을 들 수
있으나 오늘날 양복 문화가 일상화하여 한복 문화 정체성은 생활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유산 수준의 정체성이다. 식생활(食生活) 정체성은 쌀 주식 문
화, 김치 문화, 발효 장(醬) 문화 등의 음식 문화를 들 수 있다. 주생활(住生
活) 즉 주거문화 정체성은 온돌 초가집, 기와집 문화유산을 들 수 있다.
(4) 국민의식 정체성(국민성): 의식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공유하는 의식
구조 즉 국민성을 가리킨다. 긍정적인 국민성의 예로는 이웃사촌, 교육열,
정(情)의 문화, 선비 문화, 삼강오륜 문화 등이 있고, 부정적 국민성의 예로
는 분파주의, 사대주의, 숭문주의, 무인/상공인 천시, 관존민비 양반 문화,
과도한 체면 명분 의식, 혈연/지연/학연 문화 등이 있다. 부정적 민족성에
대해서는 국어학자 최현배(1930)에서 민족적 질병과 민족적 쇠약증을 진단
하였다. 최현배는 민족 갱생의 노력을 강조하였는데 교육, 체육 장려, 도덕
의 경장(更張), 경제 진흥, 생활 방식의 개선, 민족 고유문화의 발양(發揚),
미신 타파, 무용(武勇) 기풍 진작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 과제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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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종교 정체성: 종교 정체성은 한국인이 신봉해 온 종교들의 전통을 수
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의 종교로는 유교(삼강오륜, 조상 숭배 제사문
화), 불교(극락왕생, 자비, 수행, 운명론), 기독교와 천주교(인간의 타락과 원
죄, 구원, 믿음, 경천애인, 만민평등), 무속(샤머니즘) 문화가 대표적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종교 갈등이 없어서 그런 전통으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에는 유교와 불교가 두 개의 정신적 기둥으로 한국정신문화사에서 큰 기여
를 하였다. 기독교도 많은 지도자(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등)를 배출
하고 학교, 병원을 세우고 언론 계몽으로 사회 변혁에 크게 기여하였다. 불
교, 기독교, 천도교 대표 33인이 3.1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단합하여 뭉쳤음
은 한민족의 종교사에서 종교 갈등이 없이 화합하는 전통이 있음을 보여 준
다.
(6) 역사 정체성: 역사 정체성은 역사적 사건(해방둥이, 6.25 세대, 4.19
세대, 6.3 세대, 유신 세대, 6.29 세대, 386세대, X 세대 등)에 대한 체험
여부에 따라 민족, 세대, 계층, 지역, 성별 계층간에 동질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국사 교육은 이런 역사 정체성을 공유하는 교육이다.
한민족의 국가 형성사는 자랑스러운 투쟁사로 교육되어야 하지만 외국인
이나 이민족을 폄하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고구려의 수나라, 당
나라와의 전쟁, 통일신라의 대당 삼국통일전쟁, 고려 시대 몽골과의 전쟁,
조선 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개화기 일제의 침략 예비 전쟁(청일전쟁 및
노일전쟁)과 식민지화 과정을 교육하면서 중국, 몽골, 일본 민족을 혐오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다룰 때는 우리 조상들의 패망 원인을 규
명하는 것이 첫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인접국가의 패권주의 비판을 통해
당사자 외국인들이 정확한 관계사를 스스로 알아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국이
었던 적이 있고 근현대사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한민족에게 준 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면 된다.
한중 관계는 통일신라 이래 평화 시대를 오래 구가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대당(對唐) 투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도 신라를 인정하고 우호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한중 평화 우호 관계에 비극이 싹튼 것은 스탈린의
국제공산주의의 전쟁 범죄에 모택동이 합작하고 김일성이 꼭두각시가 되어
남침하면서 모택동 군대가 침공하여 중국과 비극적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
은 아직도 휴전중이니 중국이 독재의 북한을 비호함은 불행한 일임을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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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해야 한다.
6.25 전쟁을 남북 내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스탈린, 모택
동, 김일성의 국제공산주의에 의한 국제전으로 국제공산주의 남하 저지 전쟁
이었다. 역설적으로 6.25 덕분에 일본은 경제 회생의 발판을 놓아 전후 50
년 번영을 구가하였다. 6.25 전쟁에서 남북한 동족끼리 싸운 것은 6.25 개
전 후 3개월간이고 9.15 인천상륙작전 이후에서 휴전까지는 중공군에 대항
한 한국군 및 유엔군의 혈전이었다. 제2차 대당(對唐) 통일전쟁을 20세기에
벌여야 했던 것이다. 앞으로 남북통일기에 중국이 북한을 다시 지원한다면
제3차 대당 통일전쟁이 될 것이므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통일 노력
에 협조하도록 평소에 개인적, 국가적 외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7) 국가 정체성: 국가 정체성은 현존의 국가가 갖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
에 대한 국가 구성원들의 의식이다. 우리 민족은 남북간에 국가적 정통성의
투쟁을 6.25 전쟁으로 겪었으며 현재 휴전중이지만 아직도 남북간에 치열한
심리전으로 민족적, 국가적 정통성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
과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1948. 8. 15의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으로 보려는 견
해가 있는가 하면 정부수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1919년의 상해임시정부
를 건국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식민지 해방을 기
념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 건국을 기념하는 것이 상식이다. 1949년부
터 8.15 기념일에는 건국 1주년, 2주년 식으로 지켜 왔음을 당시 언론이 증
언하고 있는데 6.25 전란을 거치면서 어떤 이유인지 1945년 해방을 기념하
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가 건국 기념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이영훈 2011).
3. 한국어의 희망
3.1. 한국과 한국어의 위상
(1)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벵갈어, 포르투갈,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이은 13위권의 대국언어이
다(남 5천만, 북 2300만, 해외 750만). 전 세계 60%는 다중언어사회에 살
고 있고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언어를 익혀야 경제생활을 한다. 한국 내 150
만 외국인이 있으며 매년 2만 명이 귀화신청을 한다. 외국인의 한국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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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TOPIK 응시인구가 100만을 돌파하였다. 영어 산업이 영국의 2위 산
업이듯이 21세기는 한국어 산업화, 한국어 문화화가 요구된다(한국어 교육
산업,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통번역 서비스, 한류, 한국학
등).
(2) 20-50클럽(2만 달러 5천만 인구 달성 국가): 한국 7위. 최소 인구로
도달. 1위: 1987년 일본. 2위: 1988년 미국. 3위/4위: 1990년 프랑스, 이탈
리아. 5위: 1991년 독일. 6위: 1996년 영국. 7위: 2012년 한국.
(3)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1.12.5. 수출 5150억불, 수입 4850억불. 1조
달성. 세계 9위(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2012년에도 달성. cf. 1948년 1900만불, 1962년 4억 7,800만불 수출.
1960년 국민소득 79불.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 1위.
5위권 안에 든 한국의 산업: IT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1961.5.16.
군사혁명 이후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 평균경제
성장률 7.1%. 세계 174개국 중 1위
(4) 유엔 6대 통용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가
유엔의 6대 통용어인데 앞으로 한국어가 들어갈 날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2007년에 유엔에서 10대 실용어를 발표하였는데(영어 일어 독어 불어 러시
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2039년에는 중국어가
세계통용어가 된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다.
(5) 민주화 순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

텔리전스 유닛사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서열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
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의 네 범주로 나누는데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
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이 '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일
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2012년 결과는 25개의 완전한 민주국가군에서 20위로 미국 21위, 일본 23
위, 프랑스 28위를 앞섰다. 중국은 142위, 북한은 꼴찌인 167위이다.

3.2. 한국문화의 융합적 창조
한국문화는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을 융합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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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볼 수 있다.
(1) 대륙 문명: 중국, 인도 등 대륙으로부터의 수용
① 천손 민족: 단군신화, 삼국의 제천(祭天)신앙, 샤머니즘
② 유교: 충효열(忠孝烈), 인(仁), 삼강오륜(三綱五倫)
③ 불교: 자비, 무소유, 구제,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
(2) 해양 문명(미국, 유럽 등 해양으로부터의 수용)
① 기독교/천주교: 구원, 사랑, 용서
② 의회 민주주의
③ 시장경제(자본주의)
3.3. 선진국의 조건
한국의 국가 미래 목표는 통일 일류 선진국가인데 일류 국가는 대체로 지
정학적, 민주정치적, 역사문화적, 국민교육적 조건이 유리해야 한다. 지정학
적으로 한국은 주변에 4대 강국이 있어 이들의 문명을 흡수하는 조건에서
유리하다. 민주정치적 조건으로는 민주국가의 경험이 비록 70년이 안 되지
만 세계 20위권의 민주국가를 이루었다. 역사문화적으로도 반만년 역사로
독창적 문자와 문화 예술이 존재한다. 국민교육적으로 국민의 지능, 체력,
교양, 성품이 좋은 편이다. 한국은 국민평균 IQ가 최고 수준이고5) 체력은
아시아 최고이다. 높은 교육열이 있으나 국민 교양의 증진이 과제이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일류국가이다.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자유통일을 하면 1류국가,
분단고착이 되면 3류 국가, 적화통일되면 야만국가가 된다. 정치, 법치, 언
론, 교육 등이 선진화해야 일류국가가 된다. 과거에 통일신라야말로 호국불
교를 기반으로 김유신, 김춘추 등의 통일 영웅들이 일류국가를 이룬 경험이
있다. 문제는 국민교양의 수준과 지도층의 솔선수범의 지도력이다. 1994년
2월 26일자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돌고래 한국’이란 글에서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였다.

5) 영국 ‘더 타임스’지 2003. 11.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리
처드 린과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타투 반하넨의 연구팀이 세계 185개국 국민 평균 IQ와 세계
60개국의 IQ 및 국민소득을 조사 연구한 결과 국민의 지능과 국내총생산(GDP) 간에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평균 106으로 1위였다고 한다. 월
간조선 2004년 2월호 기사 ‘IQ 1등 국가, 한국인의 두뇌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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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지난 역
사의 전환기마다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또다시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면 한국
은 다시 등이 터질 것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20위권의 무역대국, 경제대국이 되었다. 아직 큰 고
래는 아니지만 앞으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영리하고 민첩한 돌고래가 되
었다. 한국이 앞으로 큰 고래가 되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
의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우로 전략하여 다시 등이 터질 것인지는 아
무도 모른다.”
4. 맺음말
지난 60년 우리나라와 우리 말글의 위상은 달라졌다. 한국어는 언어 인구
수로도 남북한과 국외 동포 등 8000만이 사용하는 13위권의 대국언어로 자
리 잡았고 유엔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어를 10대 실용언어로 간주하기 시작
했다. 우리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어 10대 무역대국이 됐고, 5000만 인
구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룬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오직 배우기 쉬운 ‘한글의 기적’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
었다. 이제 한국어가 국제통용어로 공인받아 한국어 산업이 영어 산업처럼
번영할 문화 융성의 시대가 다가와 우리 세대는 수 세기 전에 영국, 프랑스
국민이 꿈꾸었던 선진 문화강국을 이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부여받
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파괴가 극심하고 여야·지역·남
녀·세대·계층·노사의 소통 장애도 심각하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드라마, 영
화, 광고, 공공언어는 외국어와 비속어가 범람한다. 학술 언어에도 영한혼용
체가 증가하여 한국어만으로 학문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소년
의 욕설문화는 한국어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단군 이래 한국어가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닌가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언어 예절, 경청의
대화, 논리적 언어 훈련이 부족하고 권위적 하향식 언어폭력이 흔하니 사회
에 나와서도 일방적 의사결정, 막말의 감성적 언어생활이 지배한다.
이런 국어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에 한국어를 국제통용어로 인정받고 한
국을 선진문화강국으로 만들려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우리말과 글을 아름
답게 가꾸는 선진 국어생활이 이뤄져야 한다. 온 국민이 국어 교양을 확립하
고 바르고 고운 국어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국어 능력의 함양이 평생의 자산
기조강연 :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 25

이고 국가 경쟁력의 기본으로 문화 융성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루는 길임
을 깨닫고 온 국민이 이를 자각하여 스스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국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 한국어를 국제어로 도
약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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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사회변동과 언어

김 중 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언어의 사회학적 의미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가
장 잘 투영되어 있는 상징이 언어라는 의미이다. 문화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습의 복합총체이며 인간의 생활양식을 뜻한다.
언어는 이러한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언어는
단순히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
활양식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체된 것이 아니
라 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변화한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며
앞으로의 사회를 예측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일생은 끊임없
는 사회화 과정의 연속이다. 사회화란 사회의 가치를 배우고 문화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 언어는 인간이 가장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습득하
는 상징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과 행동
규범은 말과 글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얻게 된다. 언어란 본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발달된 문화적 도구인데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존
재를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생각과 의사를 담아 표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달과 수용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어와 사회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사회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사회는 영어로는 society 라고 하며 우리말에서는 한자말로 사회(社會)라
고 표시된다. 영어의 society는 라틴어의 socius 라는 단어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친한 집단 간의 연대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우리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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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모일 사(社)와 모일 회(會)로 구성되었으며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
다.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는 한글에서나 영어에서나 모두 두 명 이상의 사람
들이 모여 사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사회를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정의한다
면 규범과 문화를 공유하며 특정 영역에 거주하는 특별한 실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과
는 다르다. 가령 강남역이나 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를 사회
라 부르지 않는다. 집합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따를 수 있
는 규범과 문화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생각과 똑 같은 행동
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공동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혼돈과 무
질서가 아닌 안정과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통된 행위양식인 문
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생활규범의 준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화는 몇 가
지 특성을 가진다. 먼저 문화는 보편적이며, 사회적이며 학습된 행동을 뜻한
다. 또한 문화는 이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
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생활양식과 인식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
며 축적되는 특성을 지닌다. 문화는 어느 순간 특정한 힘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끊임없는 의미의 부여와 상징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
지며 언어는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적 상징으로서 언어는 정해진 의미의 교환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활
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역할
을 담당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한한
사고력에 있다. 따져보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매우 미
약하다. 치타만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개처럼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새처
럼 날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물론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해내지 못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인간
의 삶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혁명 이후 삶의 변화는 실
로 너무나도 거대해 이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몇 날밤을 새어도 모
자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승자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라고 흔히 얘기하며 스티브 잡스,
반기문, 넬슨 만델라 같이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인간
문명의 발전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변증법적 결과
이고 이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즉 우리가

28 ∙ 제31차 지역사회교육포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지는 몰라도 인간의 삶의 발전은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핵심에는 언어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위치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하나
로 융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생의 삶이 아닌 문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언어의 사회성과 기능성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
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사고를 발전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타인에게 알리고 타인의 능력과 생각이 무엇인
지 이해하여 공동체 모두를 위해 최선의 길을 찾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를 대중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어떤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첩경이
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언어의 의미는 사회와 연결하여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의 전통과도 이어져
있다. 사회학은 공통의 목표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집합적
실체인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공동생활을 어떻
게 유지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
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에 관심
을 가진다. 왜냐하면 집단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은 소통의 과정과 도구
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전통에서 언어에 대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
면 사람들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가 나타내는 상징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 제
한됨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우리가 타인과 언어를 통해 상징을 교환할 때 우
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의식할 수 있으며 어떠한 행동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에서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징이 가지는 의미는 크
다. 왜냐하면 언어로 대표되는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언어 그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내포하는 상징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가령 존댓말은 대화 당사자사이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존
댓말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내포하는 의미도 다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보았을 때 언어는 사회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언어는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
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C. W. Mills 에 의해 제시된
사회학적 상상력은 우리의 삶을 사회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원칙을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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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낸 개념이다-공교롭게도 이 맥락에서도 상징의 의미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개인의 문제와 공공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가령 실업 문제와 같은 경우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당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trouble)이다. 그러나 그 것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
라 집단의 수준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인다면 이는 공적인 이슈(issue)가 된
다. 사회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 뒤에 숨겨
진 배경과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역사의 관점에
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과거의 상황과 비교해보고 구조적
관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청소년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특정한 사회현상
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은 전혀 과
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언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언어도
역시 진화한다. 사람이 사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생각도 문화와 역사는 사회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언어는 이러한 사회변동을 반영한다. 언어를 이
해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집단을 바
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을 두어 아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민과 불안의 문제를 언어를 통해 들여다보기로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
성이 최근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기획기사에 주목하며

언어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특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인성 문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청소년 시기의 인성문제를 통해 본 언어의 사회성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있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주변인적 지위에
머무르는 청소년 시절을 칭하는 표현으로써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을 가
지며 정서적 동요가 심하며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시기를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시기는 2차 성징(性徵)이 나타나며 생식기능이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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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는 시기인 사춘기와도 맞물려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적, 육체적 상
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사춘기 시절에 한 두 번씩 부모나 친구,
혹은 선생님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고 작은 일에 쉽게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에서 차츰 차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
년기의 갈등과 일탈은 일종의 성장통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상황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
각하며 복잡하다고 여겨진다. 청소년기의 방황과 불안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중학교 2학년이 두려워
남침을 하지 못한다”라는 웃어넘기지 못할 농담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 마음의 문을 닫은 학생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폭력적으로 해소
하는 학생들 까지 다양한 형태로 불안과 고민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역사적,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
한 불안과 방황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
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소년 시기의 사망원인 가
운데 1위는 자살이며 청소년 가운데 11%가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조사결과
도 있다. 내러티브로 구성한 아래의 대화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행동을 잘 묘
사하고 있다.
졸업한 지 30년. 민규(가명)와 동창생 2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
두 ‘4학년 5반’, 중년 티가 완연했다. “애들은?” 중3 때 민규 단짝이
었던 동수(가명)가 종이컵을 건넸다. “중2 딸내미에 초등학생 아들.
너는?” 동수가 모자를 고쳐 쓰면서 말했다. “큰애가 집에서 검정고
시 준비해.”1980년대 중반, 십대로 돌아가 있던 소년소녀들이 빠르
게 현실로 돌아왔다. 귀환 지점은 하나같이 자녀였다. 키다리 명옥
(가명)이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거짓말하고 나가서 친구랑 밤에
놀고 있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지 않았겠니?” 명옥이는
중1 딸아이가 잘못을 빌 줄 알았다. 하지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딸아이 뺨을 때렸다. 전쟁은 그렇
게 시작됐다. 엄마는 딸아이가 남긴 양 팔목의 손톱자국을 보며 며
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다.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올 생각
을 안 했다. ‘엄마가 싫어, 엄마랑 사는 게 싫어’라고 외치던 딸의 목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명옥이는 딸에게 사과 편지를 두 번 썼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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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딸이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야
말문을 열었다. 명옥이는 “말도 마, 날마다 전쟁이야, 전쟁”이라며
음료수 잔을 비웠다. (2013년 9월 26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따옴)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걱정스
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중
앙일보와 경희대학교는 합동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인성을 알아보는 대
규모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학생들
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바르게 성인
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장차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들
의 전반적인 인성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정의, 법준수, 책임감,
공감, 자기조절, 자기이해, 협력, 소통, 배려 등의 세부항목으로 인성지수를
구성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인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직, 배려, 자기조절의 측면에서는 우려
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설문을 통해 나타난 낮은 인성지수는 아래 학
생들의 자기고백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친구요? 엄마가 다 필요 없대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요. 저도 그
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를 판단하는 건 성적이니까.”(서울 중랑
구 A중 1학년 여학생)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왕따 시켜야 해요. 내가 살려면 마음 내키지
않아도 다른 애를 괴롭혀야 돼요.”(서울 동대문구 B중 2학년 남학
생)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는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먼저 무한경쟁 체제에서 모든 것을 공부로만 평가하려는 학교교육의 결
과라고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학교 입학을 중심으로 입시문화가 형성되었지
만 최근에는 대학입학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75%에 달하면서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과정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
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도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은 곧 성적으로 등치되며 자연스레 인성이나 규범에 대한 교육
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세대간 교류와 소통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본디 인성 교육은 공공 교육을 통하거나 책으로 된 과정을 통해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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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과 소통과 교류
를 통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들에게 어른에 해당되는 교사, 부모 세대는 빠른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일변
도 담론의 영향을 받으며 전근대적 부모 아래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계속된 경제 불황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과
소통과 교류 대신 공부만을 지나치게 강요하게 만들었다. 또한 학교의 교사
들도 사교육의 확산에 따른 무력감과 지나친 행정 업무의 부담으로 학생들
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소통과 교류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렸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와 소통의
부족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교류와 소통
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언어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고 잘못된 동료
의식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아래는 언어와 관련된 청소년
시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화의 절반은 욕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부모
님도 욕을 섞어 쓰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못하죠.”(서울 강남구 C중
1학년 남학생)
“어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욕을 해요.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80점
이 안 되는 학생들만 체벌을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서울 F중 3학
년 김모양)
“엄마는 화부터 내요. 말을 해도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 아예 대화를
않는 게 최선이죠.”(서울 강서구 A중 3학년 여학생)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교류와 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이 얼마나 왜곡되
어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더 이상 불량 청
소년들만 사용하는 언어습관이 아니다. 국립언어원의 “2011년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고등학생 가운데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80%는 욕설, 협박, 저주, 비하 등
공격적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가령 ‘개새끼, 병신, 존나’
등의 표현들은 청소년들에게는 ‘바보, 매우’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일
상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 없이 청소년 들 사이의 대
화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욕설을
주변의 이목과 관계없이 한다는 점이다. 예전에도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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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학교 안이거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는 곳에서 욕설을 사용했었던 것에 비해 요즘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행행위를 하지 않는 평범한 청소년들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
다. 그런데 위의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욕설과 비속어는 청소년들 스스
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어른들인 부모와 선생님에게 배우기도 한
다. 즉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성인들이 먼저 바르지 못한 언어생활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설과 비속어의 남발은 자연히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60%는 언어
폭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된 학생은 가
정에서도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34.3%에 달한다. 이는 언어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은어나 바람직하지 못한 축약어의 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 가령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이나

‘개드립’(터무니없는

발언)과

같은

단어는 청소년 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욕설과 비속어와 마찬가지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어른 세대 역시
은어나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교사 가운데 약 28%가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여도 제재하지 않는 다는 교사의
비율도 11%에 달했다. 이러한 은어나 축약어, 혹은 비속어의 일상적인
사용은 자연스레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세대 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언어가 소통과 교류의 기본
수단이며 우리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았을 때
청소년과 어른 간 상호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의 인성 문제는 사회적 상황에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언어는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불안과 방황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집단 간 소통과 교류를 저해하여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사용 행태에
어른들의 책임은 작지 않다. 왜냐하면 어른들 역시 적절치 못한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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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나쁜 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바른 이해와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올바른 언어문화의 정착이 중심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3. 나오며
언어는 우리의 사회적 삶의 산물이다. 또한 언어는 우리의 사회적 삶과 생
활양식을 만들어가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로 살펴본
언어 문제는 언어가 가진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류와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인성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할 언어가 오히려
세대 사이의 벽을 공고히 하고 청소년들을 더욱 좌절과 방황으로 만드는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언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언어가
본래 담당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실천을 해
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도구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
회적 함의를 고려해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더욱 개선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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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사이버 세상에서의 말

임 상 수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 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가?
“우리 말의 위기와 희망”을 논의하자는 대주제에는 모임을 주최한 분들의
동기와 최종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는 모임에서
한달도 더 떨어진 시점이기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달랑 세 줄 뿐입니다
만 - 대주제명, 제1발표주제, 제2발표주제 - 우리의 언어 생활에 위기가 닥
쳐왔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포럼이
조직되었으며, 그 희망은 존중과 배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의 문화가 정
립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이버 세상에서의 말’이라는

발표주제를 배당한 취지

는 현실에서의 말의 어지러움보다 사이버 세상에서의 그것이 훨씬 더 심각
하고 문란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겠지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왜 남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할
줄임말이나 신조어들을 굳이 만들어서 은어, 언어파괴 등의 불명예스러운 이
름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신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가? 라는 ‘동기’에 대한 의
문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로는 이정복의 “인
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이정복, 2003)와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
어 분석하기”(이정복, 2005)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정복은 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그들만의 통신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심리적 동기에 주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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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①경제성, ②표현성, ③오락성, ④유대성, ⑤심리적 해방성”이라는 다
섯 가지로 정리된 동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괜시리 유행하는
통신 언어에 중독되어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
적인 원인에 따른 반응으로 통신 언어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만족을 즐기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그의
논지는 신선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게시판이나 메신저 대화방 등에서 긴 이야기를 반복하기
싫어서 “즐거운 통신 생활을 누리시길” 대신에 ‘즐통’을 사용하여 경제적 동
기를 만족시킵니다. 무미건조한 문자 대화에서 생겨나는 오해를 피하는 동시
에 좀더 실감나고 맛깔스러운 감정과 의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안알랴줌!’
이나 ‘추카해염^^ㅋ’과 같은 표현을 만들어 씁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 의도
와 심층적 동기를 분석해서 ㅁ,ㅇ 등의 유성자음을 종결형에 덧붙일 때에는
친근감과 귀여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ㄱ, ㅅ, ㅂ의 무성자음을 덧붙이
면 단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정복 외 2인, 2006, 29) 그저 재미를 위해서 문법과 맞춤법을 무시하면
서 ‘머해?’나 ‘옵빠’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적기나 철자중첩하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기들은 나름대로 창의적인 언어
생활을 즐기려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기성
세대들과의 소통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적 쉽게 용인되
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통신 언어의 유행에 따른 언어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주목하는 분
야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동기에 따른 ‘과도한 비속어’와 ‘외계어’의 남용
문제들입니다. 한글날을 전후하여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다루어진 인터넷 통
신 언어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에서도 주로 전면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와 과도한 줄임말 사용’으로 집중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3. 10.8) 기사 내용에서 기자는 쓸고퀄(쓸데없이 高퀄리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열폭(열등감 폭발) 등의
어른들이 쉽게 짐작할 수 없는 표현들을 ‘인터넷 준말 신조어’라는 명칭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의견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
의 저변에는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한 공포와 ‘과도하게 천박한 청소년 혹은
인터넷 문화의 저급성’에 대한 비난이 깔려져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보다 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담탱이의
개드립에 캐피곤해서 초난감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과격하고 저속한 언어
선택입니다. ‘완전’ 웃기는 식의 품사 파괴나 신종 접두어 남발이 생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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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학자들은 ‘동료들과의 유대의식 추구’ 혹은 ‘심리적 해방감 추구’에서
찾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인터넷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청소
년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들 역시 동료집단에서 뒤떨
어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열심히 개콘을 시청하고, “느낌 아니까!”라
거나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등의 표현을 부러 사용하곤 합니다. 술자리나
군대 회식, 동창회 등의 상황에서는 어른들도 우리끼리만 통하는 은어와 비
속어를 아낌없이 교환하면서 동질감과 해방감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좆나-존나-졸라-졸-욜”로 이어지는 성적인 비속어를 거리낌없이 마구 섞
어 쓰는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
지는 원인을 인터넷이 제공한 익명성과 다중정체성 탓으로 돌리며 세태를
비난하는 것이지요.
유대감 추구와 해방감 만끽이라는 순진한 동기로만 해석되기 어려운 새로
운 현상들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라
는 공동체적 가치가 아닐지라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기과시욕’ 혹은 ‘자
기표현 욕구’ 때문에 남들이 이해 못할 기발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표현을 지
속적으로 만들어 쓰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
다. 넌 이런 말 알아 먹겠냐?”라는 심정이겠지요. 해방감 보다는 인정과 승
인에 대한 욕구 때문에 신조어나 새로운 어투를 익히려고 애쓰는 사람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계에서 예전에

Maslow가 제시했던 “생리

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만으로도 이러
한 통신언어 사용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Schultz는 더 간명
하게 “통제의 욕구, 애정의 욕구, 포함의 욕구”라는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
는데, need for inclusion은 ‘타인에게 개인으로 인식되려고 하는 욕구’로 정
의됩니다. (Schultz, W., 1966)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뿐만 아니
라 그 공동체를 상대로 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와 인정 혹
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통신언어에 집착하는 행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현실 공간에서는 쓰지 않던 비속어를 남발하거나, 현
실에서의 인격적 모습과 전혀 다른 비도덕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
여주는 현상을 쉽게 봅니다. 의사소통이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에
‘자아내적 의사소통’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구분하면서 일차적으로 자아
이미지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일찍이 Rosenberg(1965)는 자
아 이미지 중에도 자아 존중감이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언어적 표현을 쉽게 바꾸고 시류에 따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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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Hartley(1993)는 사람들 사이의 의
사소통의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과
속성의 체계인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 분석
보다 더 인기있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으로는 “인터넷 자체가 가진
어두운 속성, 그 중에서도 익명성과 다중정체성 때문에 그러한 무책임함과
저속함이 쉽게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주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인터넷 자체의 어두운 속성 때문인지 인터넷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의 어두운 욕망 때문인지”를 엄밀하게 따져들어야 하
겠지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인터넷이 사람들을 어둡게 만
들기 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암울하게 이용한다”라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익명성’ 때문인가의 질문을 다각도에서 장기적 안
목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을 실명화하기만 하면 이런
현상들이 없어질 것인가라는 반문을 던져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익명적 세상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
반한 사이버 공간의 통신행위는 항상 추적가능한 흔적과 근거를 남깁니다.
만에 하나 익명성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꼭 익명성 때문에 저속
한 표현을 쓰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 환경은 우
리에게 은밀한 익명성의 장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시적이고 충동적인 자기
과시욕의 무대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성 뒤
에 숨어서 은밀한 의사소통을 즐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대지향적인 노출증
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속칭 ‘관심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이트
에서 엉뚱한 의견을 게시해서 일부러 욕설과 비난을 야기하고 그것을 즐기
는 행태를 보여준 사례들을 흔하게 떠올릴 수 있겠지요. 병적인 수준까지 가
지 않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갔다왔음을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음식과 장소라 할지라도 - 것들이 개
인 블로그 내용의 절대 다수임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행은 결국은 사람
들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양식과 빈도
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
지만, 반드시 그 환경적 영향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말과 글이 생겨나고 퍼
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통신 언어의 생성과 유행을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올
바른 대응책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신중한 자세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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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긍정할 것인가 교정할 것인가?
인터넷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동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사용의 ‘결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연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나 문
화가 널리 퍼진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내리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
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어학계와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은어 사용과 인터넷 통신언
어 사용의 실태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해결책 중 하
나로서 교육적 대응책에 대한 제안들도 다수 제시된 바 있습니다. 통신언어
와 그것에 관련된 문화를 하나의 대안적 문화 내지는 하위 문화로서 인정하
고, 그것을 사회언어학적 맥락에서 새로운 창조의 흐름으로 긍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통신 언어 자체가 가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평가해 주고, 새로운 언어 생활의 추세로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
땅하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박호관과 이정복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관련 교과서들에서 “통신 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 (중1 국어)와 “통신 언어 사용의 문제점, 통신 언어의 폭
력성, 전자 작문시 유의점” 등의 주제가 ‘매체 환경과 국어 생활’ 이나 ‘정보
화 사회의 글쓰기’ 등의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는 못하다
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통신 언어 사용과 관련된 언어 규범의 혼
란과 문법 의식의 약화 문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여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어문교육적 차원에서 이 문
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정복 외 2인,
2006, 263-265)
저는 오늘 발표에서 어문교육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통신 언어의 공과 과
를 비교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
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통신
언어의 문제를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모색한
후에, 그 결과를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하여 일상생활 속의 실천 습관으로
연결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윤리교육적 차원
의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 통신언어가 우리 말의 어휘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더 풍부하게
만들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보다 경제적인 통신행위와 생동감있는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기능적인 기여와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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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사회규범을 무시하는 일탈과 규범 파괴의 경험이 갖는 위험성”
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문 규범은 그 자체가
사회성이 강한 규범이므로, 재미를 위해서건 소속감을 위해서건 간에 청소년
들이 일부러 그런 규범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집단
적 행위에 참여한다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늘을 훔친 경험이 소도둑을 만든
다는 속담처럼 사소한 교통규칙의 위반 경험이 쌓여서 더 중요한 상위 규범
에 대해서도 쉽사리 일탈과 위반, 전복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논지입니다.
유대성 추구와 해방감 만끽을 위해 시작했던 어휘파괴, 문법파괴의 통신
언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받아들여지며, 애용되는 경험을 가진 세대는 지
적 재산권 존중 문제에 대해서도 쉽사리 규범을 무시하고 부정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불법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내용, 자살에
대한 정보 등을 다루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자
는 주장에 기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요. “악법도 법이냐?”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도덕적 결단을 거쳐 이루어진 의도적이고 공개적인 시민불복종 행
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익 보다는 공익을 위한 행
위여야 하며, 불복종 행위 이외에 다른 효과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합의된 사회 규범으로서 공개적으로 존재하
는 어문규범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공
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수단이었음을 먼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 재미로, 소속감과 단결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규범을 어기는 행
위가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들은 다른 사회규범들에 대해서도
쉽게 부정과 반항, 위반과 전복을 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3. 사이버 세상에서의 말과 글에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인터넷 통신 언어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의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 문제는 과연 “어문 교육만의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보다 아름다
운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국어 교육과 국어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회윤리적 문제이며 공적인 판단과 선택을 요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인터넷과 개인휴대통신 기기에 기반한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의 언행은 현
실 공간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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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의사소통 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말
과 글에 대한 수용과 해석의 분위기 자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좀 더 허용적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개인의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 주기
도 합니다. 현실에서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지위에 있는 개인의 말이 사
이버 공간에서는 빨리 퍼지고, 멀리까지 퍼지며, 오랫동안 남아 있고, 다양
하게 해석되고 재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현실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막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을지라도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사이버 명
예훼손의 경우가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
서 학교 폭력의 사례에서도 사이버 따돌림이나 사이버 불링이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언행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에 더 큰 책임과 의
무를 감당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들은 사이버 공간의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갖는 특별한 속성들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기
를 매개로 해서 뱉어진 말과 글은 한번 세상에 나오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
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
은 주워담을 수는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그러
나 사이버 세상에 한번 나온 말과 글은 그 주체인 내가 후회를 하고 철회를
하거나 수정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의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
지 않고 다시 살아나곤 하는 정보의 非可逆性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인
들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도록 강
요합니다.
무분별한 통신 언어 남용과 비속어 사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금칙어 처리
를 하는 대응책도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대응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
다.

이런 언어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반발과 부작용이 더 심각할 가능
성이 크지요. 사이버 법학자 Lessig은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새롭게 생겨
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는 법률, 기술, 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술 때문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
기술을 응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궁극
적으로는 이들 대응책들이 서로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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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무심코 재미삼아 사용했던 저속한 언어 표현과 동료들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무심코 긍정했던 배타적 편견과 독단의 주장들이 나중
에 자신을 옭아매는 올무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정보사회입니다. 대기
업의 입사담당관들이 지원자들이 청소년 시절에 작성했던 블로그나 미니홈
피, 토론 게시판의 글과 댓글들을 추적해서 열람하여, 그들의 인성과 가치관
을 평가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 저속한 표현과 주장
을 근거로 해서 합격을 취소한 사례도 발생했고, 그러한 조치의 정당성이 판
례로 정립된 바 있습니다.
정보의 주인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말과 글이 검색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개인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정보윤리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이
남긴 말과 글 -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도 포함해서 - 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
인 스스로가 거의 무제한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입
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교육적 대응책은 바람직한 표현을 강조하는 어문
교육 차원과는 별도로 옳고 그름의 판단근거를 강조하는 윤리교육의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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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전하는 말, 사랑

홍 성 민
경기대학교 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 교수

우리 인간은 타고난 교감의 동물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교감에 참여할 수 있
는 자연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자연 그대로의 사람은 사람과 동물,
식물 사이에서 존중이라는 자연의 교감을 하였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물의
교감까지도 인정하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우리는 속도의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 뛰기를 강요받
고 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우리를 조로(早老)의 시대를 살게 한다.
잠깐의 여유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억압하는 속도의 굴레가 빨리 늙
음을 재촉한다.
이러한 조급증을 반영한 소위 SNS라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소통의 첨단 방법이 되었으며,
커다란 돈벌이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 나에게 그 흔한 페이스 북이
나 카카오 톡을 하지 않는다고 핀잔 섞인 불만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는 “내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을
들으며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교감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시대의
편리한 문명의 통신 수단을 무시 할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이나 붕우유신(朋友有信)의 겸양과 미덕까지는 아니더라
도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문제를 상담하고, 진심을 털어놓으며 이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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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기호로 자신의 감정을 대신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배려없이 일
방적으로 내뱉는 독설이며, 저급한 고등 동물의 진화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반복은 서로의 만남을 어색하게 만들고, 서로의 눈빛을 믿지 않으며,
미소를 거부하고, 눈물을 부정하게 된다. 나중에 이르러 마음을 전하는 방법
조차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예술의 창조자들이 그러하듯이 나의 보석장신구들도 자연과의 교감, 사
람과의 교감이 최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창조의 예민함을 내려놓는 휴식
의 대상 또한 자연과 사람이기에 불같은 창조와 물 같은 휴식이 서로 다르
지 않은 것이다.
교감을 통한 창조와 휴식의 반복 속에서 자연에 대한 동경은 나를 보석디자
이너이면서 원예사가 되게 하였고, 숲 해설가가 되게 하였으며 유기농업 기
사로 만들어 주었다.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 서울 안의 홍릉 숲을 자주 찾은 적이 있다. 일 년여
의 시간동안 숲을 관찰하면서 금강소나무를 만났고, 그 금강송 아래에서 계
절의 변화를 살피고, 솔 향을 만끽하고, 등을 기대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며 이 얼짱, 몸짱 소나무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나무 아래에서 느끼는 휴식의 기쁨은 세상 어느 것 보다 안락하고 윤택하며
평화롭다. 사람과 나무가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교감의 시간동안 나무친구가 나에게 준 커다란 자연의 메시지가 있다. 언
제나 찾아가는 키 큰 금강소나무 아래에는 수없이 많은 말라죽은 나뭇가지
가 나무 주변에 시체처럼 널 부러져 있다. 나는 그 나무가 스스로 가지치기
를 한다고 생각했다. 멋지고 근사한 나무의 수형을 갖기 위해, 건강한 모습
으로 태양의 양기를 마음껏 흡수하기 위해 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만
들어낸 가지를 말라 죽여 가며 태양이 가는 방향으로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
는 것이다. 그래서 멋진 모습의 수형을 갖게 되고 훌륭한 재목으로 커서 궁
궐의 기둥으로 천년을 살고, 한없이 아름다운 가구로 다듬어져 오백년을 산
다는 생각을 했다.
나무는 나에게 말한다.
쓸 데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다.
힘들고 안타깝게 자신이 만들어낸 욕심의 가지를 스스로 말라 죽여야 하는
아픔을 아느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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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가진 자연의 조화와 균형이 사람인 나에겐 내적인 평화라는 교감으
로 전달되는 것이다.
나의 버킷리스트는 즐거운 숲 해설가가 되는 것이다.
숲을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지혜를 들려주는 자상한 할아버지였으
면 좋겠다.
인간은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으로 쓴다.
사람사이의 교감과 소통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본질이다.
꽃 한송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의 친구가 되자.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해탈한 부처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이 전하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느리고 평화
로운 지혜를 배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숲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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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3
안양
과천
1999. 7.14
용인

02-2606-004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9길 11
F.02-2606-0175 (신정동), 한농빌딩 4층 (158-860)
송파구 올림픽로 34길
02-2202-8377 서울특별시
5-29(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2층
F.02-2202-8376
(138-827)
032-429-62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F.032-438-1556 (구월동), 백세빌딩7층701호 (405-835)
031-905-837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F.031-905-8378 (장항동), 현대타운빌804호 (410-837)
031-567-8377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수택동),
F.031-565-8377 구리행정복지센터6층 (471-828)
031-567-822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지금동),
F.031-567-8338 남양주시제2청사3층 (472-702)
032-614-83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24번길
F.032-614-8365 20 (심곡동), 2층
(420-822)
031-707-83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40
F.031-707-8411 (이매동),2층
(463-829)
031-224-467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
F.031-224-4674 (신풍동), 신진프라자201호 (442-040)
031-312-0966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42-6 (대야동)
F.031-312-0967
(429-812)
031-417-44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 로 102
F.031-418-4481 (고잔동), 대우빌딩4층402호 (425-807)
031-385-9841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320번길 4
F.031-385-9842 (1444-1번지)한일빌딩 5층(431-060)
031-275-178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6-2
2004. 5.25 F.031-360-6528 상생프라자 A동 502호 (448-808)

E-mail

kace@kace.or.kr
kaceseoul@kace.or.kr
kacessn@naver.com
kaces3@kace.or.kr
icem1983@kace.or.kr
koyang77@hanmail.net
kaceguri@kace.or.kr
kacenyj@hanmail.net
kacebc@kace.or.kr
sncem@hanmail.net
scem85@kace.or.kr
shcem2004@kace.or.kr
aj4452@kace.or.kr
anyangos@hanmail.net
yongincem@kace.or.kr
전국협의회 주소록 ∙ 69

구분

협의회
(설립일)

전화

의정부 031-879-0150
경 2000.
31-855-2278
인 화 성5.10 F.0031-357-1451
권 2011. 5.26 F.031-357-1453
대전
1566-1322
1989. 9.21 F.042-472-8177
서 산 041-662-2727
충 1982.10.15
41-666-2723
청 천 안 F.0041-578-4448
권 2004. 4.29 F.041-578-4447
청 주 043-253-4494
1985. 3.23 F.043-253-4495
강 릉 033-646-3385
1991.12.23 F.033-646-3386
강 원 주 033-732-3525
원 1991.12.23 F.033-732-3565
권
춘 천 033-257-3737
1981. 6.24 F.033-253-5533
경 주 054-744-8377
2005. 9. 9 F.054-744-8378
구 미 054-455-2579
1980. 3.21 F.054-454-0229
영 대 구 053-742-2076
남 1983. 6.13 F.053-742-1493
권 부 산 051-558-0012
1980. 7. 5 F.051-557-0388

울 산 052-235-9911
1973.12. 2 F.052-230-0817
광 주 062-522-8301
호 1982.10.29
62-522-8303
남 전 주 F.0063-278-5906
권 1985. 7. 6 F.063-278-7558
제 제 주 064-744-6026
주 1986.10.26 F.064-744-602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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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5
(의정부동), 경민빌딩5층 (480-85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20
명진빌딩4층
(445-842)
대전시 서구 갈마1동 338-22번지
하이리빙5층
(302-806)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6로 35
2층
(356-8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홍익문화센터 2층 (331-9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37번길 18
청남어린이도서관내 2층 (360-09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41 (옥천동),
현대자동차빌딩4층
(210-933)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단구동),
프리미엄아울렛 4층 431, 432호
(220-965)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59 (효자동),
현대자동차춘천영업소 3층 (200-954)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 104번길 37
(황성동), 2층
(780-955)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 서로1길 22
(730-9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33 (시지동)
(706-2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 38-1
(온천동), 부산학부모지원센터 내 2층
(607-833)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3길 22 (화정동),
울산과학대학평생교육원109호 (682-715)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99 (북동),
수창초등학교내
(500-0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46
(금암동), 4층
(561-8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3
(연동), 현대빌딩2층 (690-814)

E-mail

kaceujb@nate.com
hwakace@kace.or.kr
djcem@hanmail.net
seosan71@kace.or.kr
chbumosarang@hanmail.net
cjcem@kace.or.kr
krcem98@kace.or.kr
kw732@naver.com
cckace@kace.or.kr
kacegj@kace.or.kr
kace9@kace.or.kr
dgcem@kace.or.kr
pusanedunet@hanmail.net
ulsan9911@hanmail.net
kwcem@kace.or.kr
jjcem85@kace.or.kr
chec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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