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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지난 30년간의 문식성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이 분야 연구의 성과를 점검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학술논문으로 한정하였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이 분야 학술논문은 

검색을 통해 1,561건이 추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이 논문 제목

에 명시된 논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석 대상 논문은 모두 453

편이었다. 이 논문들을 세부 서지사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고, 초록과 목차와 

주제어, 논문의 내용 등을 확인해 특이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기별, 학문 

분야별, 연구 대상별, 문식성 유형별로 분류한 분석과 해석 과정을 통해 문식성 연구의 

성과와 현황을 고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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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문식성(文識性, literacy)’은 ‘문해력(文解力)’ 혹은 ‘문식력(文識力)’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1) ‘문자 해독 능력’ 혹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등의 좁은 범주의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 최근에는 전통적 개념을 벗

어나 매우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literacy’2)는 본래 ‘읽고 쓸 줄 아는’을 뜻하는 형용사 ‘literate’에
서 온 말이다. 라틴어 ‘literatus’에서 기원한 단어이며, 고대 로마 시대에

는 ‘학식이 있는 사람’, 중세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 개혁 

이후에는 ‘모국어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변화해 왔다

(Venzky, 1993; 이삼형 외, 2007; 김윤주, 2015). 생각해 보면 당대에 

중시되는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문식력

이 사용되는 맥락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대에 들어서도 문식성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모한다. 행동주

의 심리학에 기반한 초기 정의에 따르면 문식성은 ‘글자를 인식하고 발음

할 수 있는 능력’, ‘청각적 인식 기능과 문자의 음성 인식’ 등을 의미했다. 

1)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 ‘literacy’를 ‘문식성’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말하는 능력’을 뜻하는 ‘oracy’는 ‘언식성(言識性)’으로 번역해 사용되기도 하

는데 ‘문식성’ 만큼 두루 쓰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2) Literacy(2007)의 저자 David Barton은 ‘literacy’라는 어휘의 등장과 변천 과정

을 사적 고찰을 통해 기술하고 있는데 ‘literate, illiterate, literacy, illiteracy’가 

최초로 사전에 등장한 것은 1755년 Samuel Johnson의 최초의 영어 사전에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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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1960년대 인지심리학의 영향으로 정보 처리 과정이 강조되

면서 ‘인지적 기능’, ‘의사소통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 등의 의미

로 변모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는 사회언어학과 인류학 등 분

야에서 문식성이 관심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문화(culture)와 문맥(context)
의 요소가 강조되게 된다(최인자, 2001; 박인기, 2002). 

윤여탁(2015) 등 여러 논저에 의하면 문식성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이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들어

서다. 실제로 ‘문식성’이 표제어로 명시된 학술논문이 처음 발표된 시점도 

1991년 국어교육 분야에서다.3) 이후 문식성 연구는 국어교육, 유아교육 

분야는 물론이고 의료·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 도입되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다.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식성(文識性, literacy)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총망라해 연구 동향을 분

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의 학술논문을 학문 분야별로 모두 찾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분야별 연구 경향과 특이점, 연구 대상별 분포와 경향성 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구되어온 문식성 유형을 모두 추출하여 전반

적인 분포와 양상, 주요 논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언어교

육 맥락에서 필요한 문식성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려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3) 이천희, ｢文識性의 槪念 考察｣,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집, 서울교대 초등국어교육

학회, 1991,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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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문식성의 개념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문식성 유형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작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Wiley(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문식성 유형은 이러한 양

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는 문식성의 유형을 매우 세분

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최소 문식성(minimal literacy), 기본 문식성

(basic literacy), 기능적 문식성(functional literacy), 관습적 문식성

(conventional literacy), 엘리트 문식성(elite literacy), 유추적 문식성

(analogical literacies), 제한적 문식성(restricted literacy), 토속적 문

식성(vernacular literacies), 상황적 문식성(situated literacies) 등이 

그것이다.4) 그의 용어 선택과 개념 설정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 이처

럼 다양한 범주의 문식성 유형 설정과 개념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어교육의 맥락에서 문식성의 개념화 및 유형화 작업

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정혜승(2008)에서는 문식성을 ‘언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호의 이해와 조작 능력, 기호의 작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디자인하며 유통하는 실천적 힘’으로 정의하

고, ‘기초 문식성, 기능적 문식성, 정서적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문화적 

4) 최소 문식성은 최소한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기본 문식성은 초기 단계의 읽고 쓰기 

능력, 관습적 문식성은 일상 속 인쇄물의 친숙한 텍스트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능적 문식성은 사회생활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쇄매체 활용 능력, 

엘리트 문식성은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상태, 유추적 문식성은 특수한 내용과 관련

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제한적 문식성은 언어적 소수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문식성, 토속적 문식성은 비공식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문식성을 뜻하며, 마지

막으로, 상황적 문식성은 읽기 쓰기의 사회적 수행 측면과 관련된 문식성을 뜻한다

(Wiley, 2005:52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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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등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다. 윤여탁(2015)에서는 

국내 문식성 연구 성과를 ‘기능적 문식성의 지양, 대안으로서의 문화적 문

식성, 확장으로서 매체 문식성, 전망으로서 비판적 문식성’ 등으로 항목화

하여 정리한 후 ‘통합으로서의 문식성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식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 분야 연구 동향 분석 연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혜정(2015)은 국내외 논저를 두루 살펴 문식성 발달 이

론들을 검토한 후, 기능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등 4가지 문식성 유형들을 추출하여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

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언하였다. 옥현진(2013)에서는 성인 문식성 연구 동

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

분하여 고찰하였는데, 양적 연구는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질적 연구는 연

구 대상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전자는 대규모로 시

행된 국제 수준의 비교연구, 국가 수준에서 시행된 조사 연구, 지역 단위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문식 실천 행위

를 고찰한 연구,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식 활동 관련 연구,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식성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을 정립하려는 논의들

은 있었으나, 문식성 관련 연구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를 전반적으로, 특히 양적 연구를 통해 검토한 연구는 없다. 문식성 연구 

동향 분석도 여러 이론과 현상에 근거한 점검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는 하나, 몇 가지 유형의 문식성으로 한정해 일부 검토하고 논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30년간의 문식성 연구의 흐름과 현황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 연구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현

주소를 진단한 후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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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상 선정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과 선정

문식성 연구의 흐름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을 통해 논문을 추출해 보았다.5)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literacy’
가 흔히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으로 번역되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세 개 용어를 모두 검색어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RISS에서 ‘문식

성’을 핵심어로 검색하면 2,071건이 검색된다.6) 이 2,071건의 논저에는 

학위논문 578건, 학술논문 1,012건, 단행본 376건, 연구보고서 103건 등

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문해력’을 검색어로 설정하면 총 1,147건의 논저

가 검색되며,7) ‘문식력’으로 검색을 하면 총 201건이 검색된다.8) 
이 방대한 논저들 중 본고에서는 학술논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RISS에서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을 핵심어로 넣어 검색되는 학술논

문은 모두 1,561건에 이른다. 이들을 모두 살펴 ‘문식성’, ‘문해력’, ‘문식

력’ 등이 제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 정리하였다.9) 중복된 

5) 2020.11.15. 검색 및 자료 구축 완료.

6) 이 연구 주제를 위해 처음 자료 수집을 시작하던 당시만 해도 ‘문식성’ 검색 결과는 

1,644건이었다. 학위논문 488건, 학술논문 754건, 단행본 346건 등이 포함되어 있

었다.(2018.10.13. 검색) 약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체적으로 400여 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식성’뿐만 아니라 ‘문해력’, ‘문식력’ 등의 검색어도 추

가해 새롭게 자료를 구축하였다. 

7) 학위논문 500건, 학술논문 448건, 단행본 140건, 연구보고서 55건 등이 포함된 수치

다. 

8) 67건의 학위논문, 101건의 학술논문, 22건의 단행본, 11건의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결과다. 

9) 앞서 2장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문식성의 의미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 의미인 ‘읽고 쓰는 능력’만으로 한정한다 해도, 관련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식성’,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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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하나로 정리하고 나니 총 453편의 논문이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논문들은 제목, 저자, 발행연도, 게재 학술지 권호수 

및 학회명, 수록 지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엑셀 파일에 정리하였다.  

2. 분석 기준과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로드맵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수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기간별, 학문 분야별, 연구 대상별, 연
구 주제별 분석을 하였다. 엑셀 파일에 모든 정보를 기입하여 자료 구축을 

‘문식력’ 등이 제목이나 주제어에 명시된 논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RISS 검색으로 해당 
논문 추출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 등으로 검색함.

      
논문 유형과 주제에 

따른 추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문식성 관련 연구를 추출함.

      
엑셀 파일로 분석 

대상 논문 기초 자료 
구축

제목, 저자, 발행 연도, 서지 정보, 주제어 등을 명
시함. 초록과 세부 내용을 살펴 관련 학문 분야를 
따로 명시하면서 작업함.

      
대범주 및 세부 

항목에 따른 분류
용어, 기간, 전공 분야,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
구 방법 등의 대범주를 기준으로 각각 하위 범주
를 분류하여 기록함.

      
세부 항목별 분류 및 

통계
각 범주마다 세부 항목별 필터 처리하여 통계 표
를 작성함.

      
통계 결과 처리 및 

해석
통계 결과를 표와 차트로 정리하고 원 논문 참조
하며 해석과 논점 정리 및 분석.

<그림 1> 분석 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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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원하는 기준에 따라 다각도에서 필터를 사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일단 연도별로 구축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특이

점들을 살피고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학문 분야, 연구 대상, 문식성 

유형의 분류와 분석은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자료가 구축된 후 유사 

항목별로 묶는 형식을 취했다. 

Ⅳ. 연구 분포 및 동향 분석

1. 기간별 분포

RISS에서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을 핵심어로 넣어 검색되는 학술

논문은 모두 1,561건에 이른다. 그 중 총 453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로 추출되었다. 이 논문들의 시기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식성 연구 논문이 학술지에 처음 

발표된 것은 1991년이다. 『한국초등국어교육』에 수록된 이천희의 논문「文

識性의 槪念 考察」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본질과 성

격, 구어(口語)와 문어(文語)의 특징 등에 대해 고찰한 후 문식성 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문식성의 초기 

개념, 즉, 읽고 쓰는 능력으로서의 문식성 본질에 초점을 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후 몇 년간 ‘문식성’이 표제어로 명시된 논문은 나오지 않다가 1995
년에 1편,10) 1996년에 3편11) 등 연이어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1990년대

10) 이차숙, ｢효과적인 유아 문식성 지도를 위한 이론적 탐색」, 유아교육연구 제15집, 

한국유아교육학회, 1995.

11) 이경화, ｢유아의 문식성 개발을 위한 총체적 접근」, 유아교육연구 제16집, 한국유

아교육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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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간된 학술논문은 이렇게 총 5편인데, 이론적 연구에서부터 실제 교육

과정 구성과 교수법 모색에 관한 연구까지 고르게 모두 주제로 삼고 있다

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들 초기 논문들은 이후 문식성에 대한 다양

하고 심화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  

<표 1> 문식성 관련 학술논문 수

    이경화, ｢문식성 지도를 위한 언어 중심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17집, 국어국문학회, 1996.

    정현선,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한 고찰｣, 선청어문 제2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연도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 계 연도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 계

1991 1 1 2006 8 2 10
1992 2007 9 1 1 11
1993 2008 9 2 1 12
1994 2009 10 3 1 14
1995 1 1 2010 14 3 1 18
1996 3 3 2011 16 4 1 21
1997 2012 13 7 1 21
1998 2013 15 7 1 23
1999 2014 28 11 2 41
2000 3 3 2015 23 9 2 34
2001 8 8 2016 23 10 2 35
2002 3 2 1 6 2017 25 10 1 36
2003 5 1 2 8 2018 34 9 43
2004 7 1 1 9 2019 29 16 45
2005 8 1 1 10 2020 26 11 3 40
소계 39 5 5 49 소계 282 105 17 404

합계 453



88 韓民族語文學 第90輯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해력’, ‘문식력’을 표제어로 삼은 논문

들까지 해마다 여러 편의 논문이 연이어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게 된다. ‘문
해력’과 ‘문식력’이 논문의 제목에 처음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은 2002년이

다. 전자는 언어치료 분야12)와 미술교육 분야13)에서, 후자는 국어교육 분

야14)에서 등장한다. 이후로도 ‘문해력’은 사용되는 양상이 ‘문식력’과는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은 학문 분야에 따라 선호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른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자.  
이상 각 용어가 표제어로 명시된 초기 문식성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기간별, 학문 분야별, 연구 대상별, 연구 주제별 분석과 그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것인데, 이때에는 편의상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표 1>
의 전체 기간 연도별 논문 수를 이 시기 구분 기준에 맞추어 기간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간별 논문 수 및 용어별 분포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비율(%)

문식성 8 81 232 321 70.9
문해력 16 94 110 24.3
문식력 9 13 22 4.8
계 8 106 339 453 100

12) 오세림·이소현, ｢문해활동 중심의 극놀이 중재가 통합된 발달 지체 유아의 문해행동

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 제7집,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2.

13) 브렌트 윌슨/손지현 역, ｢문화적 문해력의 충돌 형태: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제도

를 넘어서｣, 미술과교육 제3집,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02.

14) 임경순, ｢비평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쓰기 교육: 평전(評傳)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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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식성 관련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200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다. ‘문식성’이 전체적인 

양에서도 가장 많지만, 증가세에 있어서도 다른 두 용어 ‘문해력’과 ‘문식

력’에 비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식성 관련 연구의 현주소

를 살펴보았고 특히 지난 30년간의 전반적인 양상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제 각 학문 분야별 연구의 양상과 특이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 학문 분야별 분포

학문 분야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학문 분야별 논문 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비율(%)
국어교육 5 60 154 219 48.3
유아교육 3 22 13 38 8.4
교과교육 5 47 52 11.5

장애·특수교육15) 9 20 29 6.5
의료·보건 4 12 16 3.5
한국어교육 3 53 56 12.4
교육학 일반 1 29 30 6.5
기타16) 2 11 13 2.9
계 8 106 339 453 100

15) 문식성 교육을 언어치료, 문학치료 등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5편 있었고, 

영재교육 관련 논문도 2편이 있었으나, 따로 분류하기엔 그 양이 적은 편이어서 우

선 이 ‘장애·특수교육’ 항목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이 분야 연구가 활발해지면 다른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16) 문헌정보학, 종교학, 민속학, 전통예술 등의 학문 분야에서도 문식성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 기타 항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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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학문 분야마다 문식성 연구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아래 그래프에서는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식성 연구의 학문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된 학문 분야는 국어교육(48.3%)으로 전체 

연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 그 뒤를 한국어교육(12.4%) > 교과교육

(11.5%) > 유아교육(8.4%) 순으로 잇고 있었다. 일반 교육학(6.5%)과 장

애·특수교육(6.5%) 분야가 동일하게 바로 뒤를 잇고 있었고, 의료보건

(3.5%) 분야와 기타(2.9%)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0 10 20 30 40 50 60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교과교육

유아교육

교육학일반

장애,특수교육

의료,보건

기타 2.9

3.5

6.5

6.5

8.4

11.5

12.4

48.3

<그림 2> 학문 분야별 분포(단위: %)

용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학문 분야에 따라 ‘문식성’, ‘문해력’, ‘문
식력’ 등이 사용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문해력’이 전체 논

문 수에서는 ‘문식력’보다 적지만, 쓰임에 있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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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의료·보건·간호학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건강, 보건, 의료정보, 건강정보’ 등과 결합되어 ‘의료정보 

문해력’과 같이 ‘문식성’이 아닌 ‘문해력’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17) 
‘수리 문해력, 정치 문해력, 운동 문해력’ 등과 같이 언어교육 기반 맥락이 

아닌 학문 분야에서는 ‘문식성’보다는 ‘문해력’이 자주 사용되는 양상을 보

인다.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사 대상 연구에서 ‘교육과정 문해력’ 등의 

용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식성의 개념 정의나 문식성 교육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연구는, 국내

의 경우 주로 유아교육이나 국어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앞
서도 언급했듯 문식성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교육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고, 국어교육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초

반이다. 문식성의 발달 과정과 현상, 문식성의 개념과 범주, 문식성의 유형 

분류, 문식성 유형의 위계 설정, 문식성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이러한 논의

는 학계에서의 논의로 그치지 않고, 국어과 교육 현장에도 적극 반영되어 

다양한 현장 기반 연구도 함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대학의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분야나 초․중․고등

학교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

정 구성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점차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어교육 분야는 다른 학문 분야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문식성 연구가 처음 등장하였는데,18) 이에 비해 전체 논문의 양은 국어교육 

뒤를 이을 정도로 많아졌다.19)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 있었

17) ‘헬스, 디지털, 미디어’ 등과는 ‘리터러시’가 주로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관해

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18) 배현숙,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화
제3집, 2007.

19) 연구자가 이 연구를 처음 수행하기 시작한 2018년 당시만 해도 한국어교육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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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만큼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연구 대상별 분석

연구 대상에 따른 분류는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이 펼쳐졌는데, 우선 연

령에 따라 분류해 살펴보고, 이후 학령이나 논문에서 특별히 특정화하고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살펴보았다. 하나의 논문에서 둘 이상

의 대상을 다루고 있는 연구도 있는 까닭에 통계에 중복되어 잡히는 경우

가 있었다. 본고의 분석 대상 논문은 453편인데 <표 4>에서는 총 468편의 

논문을 분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연령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특별히 연령대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 학습자를 전제로 한 논문은 

‘전체’에 포함을 시키고, 학습자를 전제로 하였다기보다 교육과정, 교수모

형, 평가, 연구 방법 등에 초점을 둔 연구는 ‘기타’ 부분에 포함이 되었다. 

<표 4> 대상별 논문 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비율(%)

전체 28 18 46 9.8
유아 4 22 31 57 12.2
아동 3 13 72 88 18.8
청소년 14 48 62 13.3
성인 2 27 118 147 31.4
기타 7 61 68 14.5
계 9 111 348 468 100

서 ‘문식성’을 표제어로 사용한 논문 수는 28편에 불과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

지 11년 동안의 총 논문 수였다. 그런데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다시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두 배가 되었다. 이는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도 

매우 큰 증가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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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식성 연구가 유아동이나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

라 생각하기 쉬운데 뜻밖에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 대상 연구

가 31.4%로 가장 많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성인 대상 연구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성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논문마다 대상을 특정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다시 분류가 가능하다. 대학생, 노인, 
교사, 부모 등이 그것이다. 논문에서 이처럼 특수한 대상을 지칭한 경우엔 

그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성인으로 칭한 경우엔 ‘일반 성인’
으로 다시 분류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5>에서 ‘유아’는 영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한다. 학령기 아동, 취학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엔 

초등학생에 분류하였다. 중·고등학생, 청소년 등으로 명시된 경우엔 모두 

‘중·고등학생’으로 분류하였다. 

<표 5> 대상별 논문 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비율(%)
전체 28 18 46 9.8
유아 4 22 31 57 12.2
초등학생 3 13 72 88 18.8
중·고등학생 14 48 62 13.3

성인

대학생 6 45 51 10.9
일반성인 1 6 36 43 9.2
교사 8 23 31 6.6

부모·가족 1 5 3 9 1.9
노인 2 11 13 2.8

기타 7 61 68 14.5
계 9 111 348 4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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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대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타 논문

들을 제외하고 연구 대상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18.8%) > 중·고등학생(13.3%) > 유아동(12.2%) > 대학생(10.9%) > 전
체(9.8%) > 성인(9.2%) > 교사(6.6%) > 노인(2.8%) > 부모·가족(1.9%) 
순으로 초등학생 대상 논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식성 연구 초기만 해도 주로 유아와 취학 전 아동 대상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문식성 연구 초기에 유아동 대상 연구가 많았던 점에 대

해 몇 가지 해석이 있기도 했다. 아무래도 문식성 발달 이론이 주로 취학 

전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 수준의 발달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학

령기로 접어든 이후부터 19세까지의 문식성 발달 특성을 기술해 주지 못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문식성 발달이라는 것이 명확한 단계 

구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학년 구분이 명확한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에 대한 해석으

로 종종 거론되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문식성 연구 분야가 발달이론에 근거한 초기 언어능력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이제 큰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되

었다. 연구 대상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 4>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문식성 연구는 성인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고20),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다. 

20) 전은경·최영창(2012), 허준·노일경(2012) 등에서 보이는 성인 문해 교육 관련 연구

나 김규훈(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학적 기반에 근거한 지속가능 문식성 연구

도 사례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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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대상별 분포(단위: %)

이처럼 최근 성인 대상 문식성 논의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나 대학생 대

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

서는 이러한 양상이 특히 커서 대학생 대상 연구가 다른 연령대 대상 연구

보다 더 많은 편이다. 한국어교육이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 기관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문식성 연구가 활발해지는 2000년대는 대학 내 학문 목

적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던 시점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성인 대상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 대상 연구나 이 사회의 

다문화 배경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자에 한정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지만, 차차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식성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에서는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평가 문식성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이 형성하게 되

는 가족 문식성, 학교 밖 문식성 환경 등 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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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식성 유형별 분석

문식성 유형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문식성 유형에 따른 1차 분류는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대개의 논문들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을 표

제어나 키워드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문식성 유형별 논문 수

21) 여기에는 문학 문식성, 비평적 문식성, 정서적 문식성이 포함된다. 비평적 문식성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했으나 이후 한동안 표제어로는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문학 

문식성이라는 용어로 종종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서적 문식성은 김지영(2014)

의「정서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정서 어휘 교육의 방향」에 처음 표제어로 등장하였

다. 윤여탁(2018)에서는 이 정서적 문식성을 문학 문식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19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계 비율(%)
문식성 일반 3 38 71 112 24.7
초기 문식성 4 14 36 54 11.9
비판적 문식성 1 6 18 25 5.5

매체·복합양식 문식성 14 48 62 13.7
문화적·다문화 문식성 15 27 42 9.4
성인·직업 문식성 4 28 32 7.0
문학·정서적 문식성21) 1 10 11 2.4
교육과정·평가 문식성 2 13 15 3.3
학문적 문식성 2 25 27 6.0
문식 환경 6 10 16 3.5
시각적 문식성 2 22 24 5.3

의료·건강정보 문식성 2 13 15 3.3
영어 문식성 16 16 3.5

이중언어·계승어 문식성 2 2 0.5
계 8 106 339 4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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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식성 일반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논

문이 가장 많은데 전체 논문의 24.7%에 이른다. 이 논문들을 제외하고 문

식성 유형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복합 양식 문식성

(13.7%) > 초기 문식성(11.9%) > 문화적·다문화 문식성(9.4%) 등이 상위

를 차지하고 있었고, 성인·직업 문식성(7%) > 학문적 문식성(6%) > 비판

적 문식성(5.5%) > 시각적 문식성(5.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문식 

환경(3.5%), 영어 문식성(3.3%), 교육과정·평가 문식성(3.3%), 의료·건강

정보 문식성(3.3%), 문학·정서적 문식성(2.4%) 등이 비슷한 규모로 발간

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중언어·계승어 문식성(0.5%)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문식성 유형별 분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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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성 유형별로 축적된 지난 30년간의 논문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표 6>은 문식성 유형에 따른 각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그림 4>의 그래프에서는 문식성 유

형별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매체 문식성 관련 논의는 현재 복합양식 문식성, 다중 문식성,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용어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대적, 
기술적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려는 메타적 해석과 사회과학 여러 학문 분야

의 이론에 기반한 연구에서부터 실제 교육과정 구성과 교수 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현장 기반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 문식성22) 연구는 2001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00년대 중후

반으로 들어가면서 다문화 문식성 관련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문화 

문식성은 Banks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다문화 문식성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관점에서 지식을 검증하고,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세계 구현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서
혁, 2011; 김윤주, 2015)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Hirsh(1987)에 의해 창안

된 개념으로, ‘특정 집단이나 일부 사회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반

에 걸쳐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과 정보의 체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이 필수 지식이라는 것이 실상은 주류집단 중심적이라는 점 때문

에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뒤에 논할 비판적 문식성 개념의 출현

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문화 문식성과 문화적 문식성이 사용되는 맥

락도 다소 차이가 있다. 대학의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의 맥락에서는 문

화적 문식성이, 다문화 배경 학생, 결혼이민자 등 소수자 대상 교육의 맥락

22) Hirsh(1987)는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에서 이전에 Chall이 읽기 쓰기 능력 발달의 핵심 요소로 제안한 ‘세계 지식(world 

knowledge)’ 개념을 보완해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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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문화 문식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문식성 교육

의 대상이 주류 구성원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더욱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문식성은 미국에서는 참여적 성격이 강해 정치적․사회적 행동으

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독서교

육과 맞물려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독서 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읽기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탐색과 논의 수준에서 구현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그동안 독서를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위로 보는 것이 보

편적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행위의 측면을 부각시켜 텍스트의 비판적 읽

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천경록(2012)은 그동안 개인적 활동으로 간주돼 왔

던 독서를 사회적 행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이유에

서 독서 교육의 내용도 그간 기능적 문식성 위주로 선정되어 왔던 것을 

비판적 문식성을 포함시켜 확장해 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밖에 

성인 대상 교육 현장에서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체성 형성에 관한 실행 

연구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제안한 연구, 혹은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학술적 문식성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학문적 문식성 관련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의 학문목적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나,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신범숙, 
2018). 후자의 경우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분야는 물론 일반 교과교육 분

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초․중․고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KSL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17년 개정을 거치며 이 분야 연구가 활발

해지고, 학습자 특성 및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해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

의 개념이 설정되고 난 이후 ‘학습한국어’의 규명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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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최근에는 직업 문식성이나 성인 문식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문식성을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도 하다. 옥현진(2017)에서는 문식 활동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식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

색하는 공간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교실, 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그간

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 학교 밖, 직장, 커뮤니티, 사이버 공간, 가정에서의 

정체성 형성 문제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체성 연구도 복

합양식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학제적 연구가 활성되어야 한다

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최근 직업 문식성, 성
인 문식성 관련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정착과 안정적 삶의 영위를 위해 

직업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며, 언어교육의 현장에서 충분히 융합 가능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래 ‘읽고 쓰는 능력’을 뜻했던 문식성은 점차 언어와 직접 관련이 없

는 장면과 맥락에서도 다른 어휘와 활발하게 결합되어 쓰이고 있고, 그 의

미가 점차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식성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

해 보았다. 1991년 첫 문식성 논문이 발표된 이래 30년의 시간이 흘렀으

며 그 사이 문식성 연구는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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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어교육 분야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어교

육, 교과교육, 유아교육 등의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처음엔 유아동의 언어발달 측면에서 논의되던 

문식성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학습자군도 다양화되고 최근엔 성인 대상 

연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인을 다시 특정 대상으로 논문에서 

지칭한 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니 대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고, 교사, 
부모, 노인 대상 논의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식성 유형으로

는 매체 및 복합양식 문식성 관련 논의가 일반 문식성 논의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초기 문식성, 다문화 문식성, 성인 문식성, 학문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각 문식성 

유형에 대한 연구나, 논의의 쟁점, 개념 재정립,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식성 

유형 추출, 교수요목 설계 등의 작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위논문의 연구 주제나 연구 현황

도 살펴보아야 연구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확장되어가는 

문식성 유형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제 현장에 끌어들일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점들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지, 연구자와 교육자는 물론

이거니와, 정부의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 지역사회 기관 운영자, 교수자와 

학습자 그룹 등의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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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Trends in Literacy Research   

Kim, Yoon-jo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regarding literacy and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m. The first article 
regarding literacy research was published in 1991, which was followed 
by huge  development in the field. This study analyzes 453 research 
articles on literacy published from 1991 to 2020. The research articles 
were categorized based on academic field, learner's age, study object, 
and literacy type. The study focuses on literacy types regarding language 
education. Finally, the study delves into the concept and types of 
literacy, which are basic, academic, multicultural, media, and critical 
literacy.

Key Word : Literacy, Trends Analysis, Literacy Types, Academic Fields,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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