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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특징을 밝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전적 
서사 표현 교육의 의의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적 인
물은 표현 주체의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기 인식, 경험의 질서
화, 타자에 대한 관여, 성찰적 논평을 통해 형상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자전적 서사 텍스트를 연구 자료로 삼고 전문작가의 자전소설을 참고 자료
로 삼았다.
  표현 주체(작가)와 서술자, 인물이 동일시되는 자전적 서사에서 ‘나’로 표
현되는 인물은 필자를 반영하는 모방물이자 자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창조
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자기 인식과 
이해를 구축해나간다. 또한 서사 내에서 행위하는 실체로서의 인물은 자전
적 서사를 쓰는 전과정에 걸쳐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자전
적 인물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학습자의 서사 표현 능력을 신장
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는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수행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자기 인식의 방향을 설정하고, 회상을 통한 경험의 선택과 
조직으로 인물 특징을 형성하며, 의미 있는 타자를 제시함으로써 관계적 인
물을 구성하고, 성장과 변형을 자각하고 논평하는 방식으로 인물 형상을 그
려낼 수 있다.
  실제 학습자가 표현한 자전적 서사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현실적 자기 인
식을 바탕으로 성격을 제시하고,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요소나 장
면을 반복·변주하여 ‘나’를 드러내는 학습자도 있었으나 인물에 대해 지엽적
인 특징만 나열하거나 성격과 연관성이 없는 경험을 상술하는 학습자도 있
었다. 사건의 플롯화에 따른 인물 형상화의 경우 다수의 사건을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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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화하여 줄거리를 구성함으로써 인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사
건 내에서 포착되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형상화를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질서의 구축 및 경험자아와 서술자아 간의 거리 조정에 어려움을 겪기
도 했다.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경우에는 의미 있는 타자를 발견하고 자
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찰하여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학습자도 있었지만 
타자의 제시가 표면적인 소개에 그치고 자신과의 의미 연관을 발견하지 못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자전적 인물의 변형 자각과 논평의 경우 자기 성장
의 연속성을 발견하고 성찰적 태도로 인물을 형상화하는 학습자도 있었지만 
내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부분적인 인상 비평에 머물러 
자기 해석에 다다르지 못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실제 학습자가 표현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교육의 장에서 ‘관습적 자기 인식의 탈피를 통
한 인물 구상’, ‘경험의 회상과 조직화’, ‘관조를 통한 ‘나’와 타자의 관계 분
석’, ‘자전적 인물의 점검과 자기 성찰’을 내용으로 하여 학습자의 자전적 인물 
형상화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는 ‘자신과의 대화와 인물 형성’, ‘세분화된 쓰기 연습을 활용한 사건 구성’, 
‘감정이입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 표현’, ‘텍스트 공유와 대화를 통한 자전적 인
물의 보완’을 제시하여 자전적 서사 표현이 구체성을 얻도록 하였다.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원리를 설정하고 교육방법을 마련하려는 이 
연구는 학습자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문학교육의 장에 참여하는 학습 주체
의 자기 인식과 표현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나’로 표명되는 서사적 정체성
의 형성과정을 경험 및 타자와 관련지어 조망하였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인
물 형상화 중심의 자기 이야기 쓰기를 통해 학습자는 서사 표현의 구체성을 
획득하여 능동적으로 자전적 서사를 쓰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
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자기, 인물, 인물 형상화, 자전적 서사, 서사 표현 교육, 자기 이해

학  번 : 2012-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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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사 표현에서 인물 형상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히고, 학습자
의 자전적 서사를 분석하여,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
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전적 서사에 관한 논의는 문학교육의 장뿐만 아
니라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 삶의 성찰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요구와 맞물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전적 서
사의 핵심을 이루는 ‘나’가 형상화된 양상, 그리고 작가와 서술자, 인물이 동
일시되는 자전서사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고 하겠다. 연구
자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모방물인 동시에 자기 해석의 결과물인 인물 
‘나’의 형상화에 주목함으로써 서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자전적 서사의 인
물 형상화 교육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서사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1)이다. 자기 자
신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명하고 본질적인 자
아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
주치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아를 구축하고 재구성할 뿐이다. 이때 자
아 구성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표면화되는데 이것은 곧 자신
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슨 까닭
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같
다.2) 교육을 인간의 성장에 관한 활동3)이라고 할 때, 성장의 주체인 자아
1) H. Porter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2002), 우찬제 외 옮김, 『서사

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p.247.

2) Jerome S. Bruner,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2002), 강현석·김경수 옮김, 『이야

기 만들기: 법, 문학, 인간의 삶을 말하다』, 교육과학사, 2010, p.99.

3) 이돈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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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일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며, 이야기 
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서사 표현의 주체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사 
내에서 행위하는 활동적인 실체로서의 인물을 구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인물은 사건(행위)과 더불어 서사문학을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학습자는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사건을 비롯한 전체 
서사와의 연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며 인물 형상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의 구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간의 국어교육 및 표현교육에서는 이야기 쓰기의 과정에서 인물 
형상화 방식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자전적 서사 쓰기’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통 ‘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라는 작문의 기본 과정을 전제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은 “[내용 생
성하기]: ‘의미 있는 사건(순간) 떠올리기’, ‘인생 곡선 그리기’, ‘미래 계획
하기’-[내용 조직하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
기’-[표현하기]: ‘효과적인 표현 방식 활용하기’, ‘다양한 표현 방법 활용하
기’ -[쓰기과정의 점검과 조정]: ‘돌려 읽고 평가하기’” 등이다. 이와 같은 
활동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삶에 대해 인물(자기 자신)이 아
닌 사건으로 먼저 접근함으로써 자전적 서사 표현의 주된 목표인 ‘(필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기 성찰’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단지 이야기 쓰기의 소
재로서 비교적 쉽게 떠오르는 자기 경험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둘째, 자전적 서사 표현의 구체적인 과정을 학습하기 어렵다. 기존의 교과서
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따라가다 보면 학습자는 정작 글을 쓰는 단계에서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추측하여 개인의 관습대로 자전적 서사를 쓰게 된다. 이는 자전적 서사 표
현의 지향점과 거리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실한 교육적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자전적 서사 표현 교육에서는 인물을 표면적인 성격 구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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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다루거나, 서사 구성 방법의 상세한 안내와 활동
이 표현기법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여겨 인물 형상화와 관련된 방법적 지식
의 학습이 간과되기도 하였다. 이 상황에서 학습자는 자전적 서사를 표현할 
때 인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물 구성에 미숙하여 서사의 구체성
과 전완성(wholeness)4)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되
면 인물 표현을 통한 자기와 삶의 이해 역시 성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인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물은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들을 조직할 때 구심점 역할을 한다. 추
상적인 서사적 삶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물은 현실감(air of 
reality)5)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자기의 경험을 회상하고 선택하여 배열한다. 이때 일관된 주제 없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기술(記述)하거나 연대기적 나열의 양상을 
보이기 쉽다. 또는 내면 심리에 침잠하여 과잉된 감상의 글쓰기를 수행하기
도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삶을 진실되게 그려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야기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자전
적 서사를 표현한다면 인물과 사건의 유기적인 연관성 아래 이야기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자전적인’ 인물은 표현 주체의 정체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서
사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형성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전적 
인물은 ‘현실의 나’를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도 해석이 포함된 창조적인 성격
을 띤다. 자전적 글쓰기는 불가피하게 기억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므로 ‘현재
의 내’가 ‘과거의 나’에 대해 분석과 해석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아를 만
들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서전적 기억을 통해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
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조직하는 자아 규정6)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4) Gerald Prince, Narratology(1982), 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pp.231-236. 

5) Robert E. Scholes·James Phelan·Robert L.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1971), 임병

권 옮김,『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p.250.

6) Robyn Fivush identifies the primary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as that of 

“organizing our knowledge about ourselves, a self-defining function.” Paul John Eakin, 

How our lives become stories: Making selves, Ithaca&London: Cornell U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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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 관여하는 자기 해석에는 과거 회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억도 작용한다. 미래의 의도와 계획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억의 미래지향성은 자전적 서사를 쓰는 주체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수행
할 것이라는 의도를 담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아를 만들어간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인물은 서사에서 저자의 가치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
되는 존재이므로 저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지향을 인물에 투사하여 이야기
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첫째, 자전적 서사에서의 인물 형
상화가 지니는 특성과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둘째, 학습자가 표현한 자전적 
서사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인물 형상화의 양상을 분석하며, 셋째, 이를 기반
으로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 연구사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세 방향으로 나누
어 살펴보겠다. 첫째, 문학교육 영역에서의 표현 및 창작교육과 관련된 연구
이다. 창작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7), 이 논문
은 특히 자기 성장으로서의 서사 표현에 주목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백적 글쓰기의 표현을 다룬 연구8)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언술 행위를 중
심으로 작가, 고백주체, 체험주체, 고백대상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고백주체
의 자아정체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맞닿아 있지만, 해방공간

p.111. 

7) 우한용, 「소설 창작의 이론화 가능성 탐색」, 『현대소설연구』 1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창작교육을 돌아보고 내다보는 가상 정담」, 『선청어문』 28(1),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0; 「<문학창작교육론> 강의 개설을 위한 구상」, 『국어교육연구』17권,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2006; 임경순, 「서사표현의 방법과 실제」, 『창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

상, 2001; 한귀은, 「소설 창작 전략과 수업의 실제」, 『문학교육학』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유정아, 「문학활동 설계모형 개발 및 적용」, 『문학교육학』 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8) 이형빈, 「고백적 글쓰기의 표현방식 연구: 해방공간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

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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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에 두고 있기에 전문작가의 고백적 자
기 표현 방식을 학습자의 자전적 인물 형상화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경험의 서사화 방법을 다룬 연구9)는 자전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분화 및 둘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경험을 서사
화하는 행위의 의의와 그 과정을 정치하게 다루고 있어 의미가 있지만 서사 
표현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그쳐 학습자의 실제 수행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불명확하다고 하겠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다루는 전문작가의 자전
소설 텍스트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응답이라면, 이 연구
에서 다루는 자전적 서사 텍스트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나’는 어떤 사
람인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논문은 행위를 통해 표현된 주체에 집중하
고자 한다. 
 반성적 쓰기의 시각에서 자전적 서사 쓰기를 다룬 연구10)는 학습자가 생
산한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은유적 쓰기’와 ‘환유적 쓰기’라
는 구체적인 서사 표현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밖에 인
물 형상화를 미시적인 층위에서 다루거나11) 허구 서사 창작의 교육적 의의
를 면밀히 논의한 연구12)는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인물 형상화 과정
을 논의하는 데 참고하였다.
 둘째, 자전적 서사의 속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자전 문학의 역사
가 오랜 서양에서는 자서전의 장르적 특성을 규정하거나13) 고백적 문학텍
스트들의 특징을 밝히고14), 자전적 글쓰기가 놓인 허구와 사실의 경계 지점
을 다룬 연구15) 등이 전개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자전적 서사의 개
념과 특징을 논의하는 데 있어 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전적 서
사가 자서전의 장르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장르의 규정 안에서만 

9) 임경순,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0) 정대영, 「자전적 서사의 반성적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11) 홍지연,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12)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13) Philippe Lejeune, (Le)Pacte autobiographique(1975),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

과지성사, 1998.

14) Gisele Mathieu-Castellani, La scene judiciaire de l'autobiographie, PUF; Édition, 1996.  

15) Gérard Genette, Fiction et diction, Paris, Seui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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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는 자전적 서사의 표현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자전적 서사 장르 중 하나인 자전소설을 다룬 연구가 주로 이
루어졌다. 일본의 사소설과 비교하거나16) 특정 작가 또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17)이 있다. 또한 자전소설의 이해와 관련된 연구18)에서는 자전 
소설의 소통 과정을 조명하고 기억을 중심으로 독자의 이해에 대해 논의함
으로써 자전적 서사의 표현을 다루는 이 연구가 서사 수용의 시각까지 폭넓
게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한편 자전적 서사의 장르적 측면을 논의한 연구로 쓰기교육에서 장르 개념
의 역동성을 밝힌 연구19)에서는 글쓰기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주목
하여 표현 주체가 장르를 전유하는 양상을 자전적 서사를 통해 살피고 있
다. 역동적인 장르 개념은 이 연구에서 소설텍스트와 변별되는 학습자의 자
전적 서사 표현이 갖는 성격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역시 쓰기 교육
의 영역에서 자서전 장르를 연구한 논문20)은 실천으로서의 장르 관점에서 
다양한 자서전을 바라보고 있어 연구자가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다. 
 셋째, 소설론을 비롯한 서사론에서 인물 형상화를 다룬 연구이다. 형식주의 
이론가들은 인물의 기능적인 역할을 중시했다. 그래서 플롯21)이나 서술
자22) 등의 개념과 연관시켜 인물을 다루었다. 구조주의자들은 작중인물의 
16)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31권, 한국현

대문학회, 2010.

17) 방민호,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 연구」, 『국어교육』 112권, 한국어교육학회, 2003; 장사

흠, 「최인훈 <화두>의 자전적 에세이 형식과 낭만주의적 작가의식」, 『현대소설연구』3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최선희, 「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의미」, 『한국말글학』 25권, 한국

말글학회, 2008; 류동규,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월남민의 정체성」, 『비평문학』 

33권,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종욱, 「허준 소설의 자전적 성격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

학』 48권, 겨레어문학회, 2012.

18) 정래필, 「자전 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 18권, 한국독서학회, 2007.

19) 최인자, 「장르의 역동성과 쓰기 교육의 방향성」, 『문학교육학』 5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20) 주재우, 「장르 중심의 쓰기 교육 연구: ‘자서전 장르’를 대상으로」, 『작문연구』14권, 한국

작문학회, 2012.

21)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1927), 이성호 옮김,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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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따라 서사를 분류하거나23) 인물의 유형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냈
다.24) 이는 소설을 인물과 플롯의 비중에 따라 심리적 서사체와 비심리적 
서사체로 구분25)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인물을 행위자로 인식하는 기호
론적 인물 분석26) 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이론은 작가의식, 세계관, 사회상을 반영하는 인물을 연구하
고27), 인물의 성격을 사회적·시대적 변동에 따라 유형화하거나28) 작가나 작
품별로 특징이 되는 인물을 연구하는29) 데 수용되었다. 또한 인물의 구체적
인 특성에 천착하여 작품들 사이의 공통된 주제의식과 구성방법을 조명한 
연구들30)도 있다. 이들은 형식주의·구조주의 서사학의 입장에서 인물을 분
석한 결과물로서 본 논문에서 인물 형상화의 원리를 도출하고 학습자의 실
현 양상을 파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2) P. Lubbock, The Craft of Fiction(1957), 송욱 옮김, 『소설기술론』, 일조각, 1960.

23) V. IA. Propp, Mopфoлoгийа сказки(1928), 황인덕 옮김,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24) N. Frye, Anatomy of criticism(1957),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25) T. Todorov, Poétique de la prose(1978), 신동욱 옮김,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26) A. J. Greimas, Du sens: essais sémiotiques(1970), 김성도 옮김, 『의미에 관하여: 기호학

적 시론』, 인간사랑, 1997.

27) 정호웅,「1920-1930년대 한국 경향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인물유형과 전망의 양상을 중심으

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김하철, 「박노갑, 현덕, 현경준 소설의 작중 인물 연구: 인

물유형과 현실인식 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최인자, 「작

중 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임경순, 「인물 형상

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28) 정현기, 『한국 근대소설의 인물유형』, 인문당, 1983; 김용성, 『한국근대소설의 인물 연

구』, 인동, 1986; 홍태식,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인물연구』, 한샘, 1988; 오양호, 『한국 

현대소설과 인물형상』, 집문당, 1996;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 방법론』, 박이정, 

1996; 한국소설학회, 『한국소설연구 -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29) 신헌재, 「현진건 소설의 인물고」,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변경혜, 「이태준 소설의 인

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30) 조남현, 『한국 지식인소설 연구』, 일지사, 1984; 이재선, 「바보문학론」, 『우리 문학은 어

디에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7; 한혜선, 『한국소설과 결손인물』, 국학자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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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학습자가 표현한 자전적 서사에서 드러나는 인물 형상화 양상을 
귀납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표현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
다. 연구의 대상인 자전적 서사 텍스트를 생산하는 학습자는 고등학교 1-2
학년 학생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11학년 학습자는 7-9학년에
서 청소년 성장소설과 수필 등을 통해 자전적 서사를 학습했으며, 해당 학
년의 국어 및 문학 교육과정에서 박완서, 양귀자 등이 쓴 자전소설을 학습
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적 서사 장르에 대한 선이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
았다. 또한 이 시기의 학습자는 7-9학년에서 소설의 구성요소로서 인물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인물 형상화를 살펴보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와 무관하게 자기 이야기를 구
성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발달단계에 따른 각 시기의 자전적 서사들
이 모두 의미 있지만, 17-19세의 학습자들은 성인 이전 단계의 학습자에 
한해 축적된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고 자신의 경험을 메타적으로 성
찰하는 능력을 일부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과제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제를 제시할 때 우선 자전적 
서사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자전적 서사’란 한 인물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들, 즉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연결해서 산문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자전적 서사를 쓰는 일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은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졌는가?’, ‘나의 경험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설명은 학습자들에게 자전적 
서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글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면서, 일기보다 폭넓은 시
간대를 대상으로 하고(‘한 인물이 살아오면서’), 허구적 상상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경험한 일들’)을 주지시킨다. 
 또한 필자로서의 학습자에게 글을 구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나는 어
떤 사람인가?’, ‘나의 삶은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졌는가?’, ‘나의 경험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을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과 삶에 대한 발산적인 
사고를 도와 자서전이나 자전소설이 지니는 형식적 규율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학습자 텍스트의 장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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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기간
대상 학습자 편수 실행 방법

2013년 

6월 -  

9월31)

· 경기 A고 1학년 2개 학급(43명),  

           2학년 2개 학급(60명)

· 경기 B고 1학년 1개 학급(29명),  

           2학년 1개 학급(28명)

· 서울 C고 1학년 2개 학급(56명)

총 

216편

① 글쓰기 계획 학습지 수집

② 자전적 서사32) 수집 

③ 소감문 수집

[표 1]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 텍스트 수집 개요

학습자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자서전의 체계를 수용하여 장르 문법에 
맞추어 창작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성찰하고 의미를 발견해 자전
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개인 차원의 표현 
행위를 강조하며 문학작품으로서의 형태보다는 내면의 고백과 자기 이해에 
중점을 두고자 텍스트의 형식을 열어두었다. 
 과제를 제시한 후 본격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서는 자신의 성격 쓰기, 어렸
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떠올리기, 주변에 있는 인물 떠올리기, 글의 주
제 정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소재를 구상하고 글쓰기를 계획하는 과정을 거
쳤다.(①) 그 다음 본문을 쓸 때에는 A4 2매 이상이라는 분량을 제시했지
만 크게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서사 표현의 전(全)과정은 수업 시간을 활
용해 직접 손으로 쓰는 것으로 이루어졌다.(②) 본문 쓰기가 끝난 후에는 
자전적 서사를 쓸 때 어려웠던 점, 자전적 서사를 쓰고 나서 느낀 점, 자전
적 서사 쓰기가 어떤 점에서 의미 있었는지 등을 포함하는 소감문을 작성하
였다.(③) 

 이상과 같은 학습자 텍스트 분석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자전적 서사의 인
물 형상화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작가의 자전소설을 참고하였다. 

31)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까지 수업시간 및 방학 중 보충수업시간을 

활용했다. 

32) 이 논문에서 학습자의 글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는 ‘학교명-(학년)(반)(번호)’의 형태로 하였

다. ‘A-1230’의 경우 ‘A고등학교-1학년 2반 30번’ 학생의 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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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소설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서사 양식
이다. 소설이라는 것이 본래 일정 부분 자전적 경험에서 배태된다는 점에서 
자전소설을 굳이 분리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직접 자전소설
임을 밝히거나 작품에 서술된 내용이 작가의 전기적 이력과 높은 비율로 일
치할 경우 허구성보다는 실제 경험의 서사화에 주목한 것이기에 자전소설 
장르의 설정은 의미가 있다.
 자전소설은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보편성을 띠며 창
작과정에서 독자와의 소통을 고려하는 정도도 높다. 작가는 독자의 이해와 
추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표현하며 여기에는 ‘이야기 지속의 의무’로 지
칭되는 응축화, 상세화, 조형완성33)의 조직 원리들이 작용한다. 독자지향성
이 크다는 것은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 텍스트가 내면의 고백을 중심으로 진
행되는 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글쓴이의 자기 이
해를 중심으로 서사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둘의 연관성이 드러나며, 전
문작가의 완결된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 원리가 교육의 설계에 유
용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이문구, 「남의 하늘에 붙어 살며」, 전상국, 
「손가락에 장 지지기」, 김주영, 「어머니 어머니」, 송기원, 「아름다운 얼
굴」, 김소진, 「개흘레꾼」, 백민석, 「이 친구를 보라」, 이만교, 「너무나
도 모범적인」34)이다. 이 작품들은 작가가 직접 자전소설임을 밝히고 있어 

33) 응축화: 중요한 경험을 선별함.

    상세화: 사건들과 이야기 사이를 연결하고 배경정보를 제공함.

    조형 완성: 개별적인 사건 요소들의 기능을 가시화하여 전체적인 관련성을 창출함. 

   Gabriele Lucius-Hoene·Arnulf Deppermann, Rekonstruktion narrativer Identitä̈t(2002), 박

용익 옮김, 『이야기 분석』, 역락, 2011, pp.57-59.

34) 이문구, 「남의 하늘에 붙어 살며」, 『나1』, 청람, 1987.

전상국, 「손가락에 장 지지기」, 『나2』, 청람, 1987.

김주영, 「어머니 어머니」, 『나2』, 청람, 1987.

송기원, 「아름다운 얼굴」, 『창작과비평』, 1993, 봄.(인용문 발췌: 『동인문학상: 수상작품

집 1990-1994』, 조선일보사, 2003.) 

김소진, 「개흘레꾼」,『한국문학』, 1994, 3·4월.(인용문 발췌: 『열린 사회와 그 적들(김소진 

전집 2)』, 문학동네, 2002.)

백민석, 「이 친구를 보라」, 『문학동네』, 2000, 봄.(인용문 발췌: 『장원의 심부름꾼 소

년』, 문학동네, 2001.)

이만교, 「너무나도 모범적인」, 『나쁜 여자, 착한 남자』, 민음사, 2003.(인용문 발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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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이 뚜렷하며 사건보다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자전적 인물의 구현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생산하는 자전적 서사 텍스트와 그 안에서 형상화
하는 인물에 대해 다음의 관점을 취한다. 우선 자전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자기 이해와 해석이 중요하며 이는 자전적 서사를 쓰는 과정에서 순환적으
로 일어나는 일이자 추구하는 지향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학적 관점
을 빌어 자기 해석을 논의하겠다.
 인간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데카르트(R. 
Descartes)와 후설(E. Husserl)이 코기토의 투명성과 당위성을 주장한 데 
반하여 자기 인식을 해석으로 본 리쾨르(P. Ricoeur)는 자기 이해가 기호들
(Signiaux), 상징들(symboles), 텍스트(texte)를 매개로 성립된다고 하였
다.35) 인간이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삶의 외면화, 자
신의 삶이 타자의 삶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36)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자
기 삶에 기호를 부여하여 객관화하는 표현 활동은 자기 해석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행위가 곧 자기의 재
구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저자의 자기 인식과 재구성은 자전적 인물인 ‘나’의 형상화를 통해 가장 뚜
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나’는 객체화·대상화된 자기로서 저자의 삶을 내포
하되 선택적 시각과 해석을 통과한 인물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나’라는 인
물을 형상화함으로써 기존의 자기를 재인(再認)하고 관습적인 사고에 갇혀 
알지 못하던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는 학습자의 자기 구성이 자아의 안과 밖 양방향으로부터 행해
진다고 본다. 자아 구성의 내면은 기억, 느낌, 관념, 믿음, 주관성 등으로 이

전소설04』, 강, 2010.)

35) Paul Ricoeur, Du texte à l'action,(1986),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

카넷, 2002, pp.24-27. 

36) Paul Ricoeur, 위의 책,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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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이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연속성에 대한 느낌이나 자기 감각
처럼 선천적이고 고유한 것이다. 반면 자아 구성의 외부는 타인의 평가, 문
화적 모델에 입각한 기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37) 자전적 서사의 인물은 
저자의 내면성과 외연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즉 저자의 기
억에 의해 경험을 선택하지만 그 경험은 자신이 바탕에 두고 있는 문화의 
영향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험이며, 자기에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제시할 때 자신에 대한 그의 평가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촉발된 것과 크게 
유리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적 서사의 인물을 형상화하는 원리의 
기저에 표현 주체의 내부와 외부의 양방향성을 전제한다. 
 다음으로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인물 정보
의 조직과 사건 및 전체 서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기 위해 형식주의·구조주
의 서사학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형식주의 서사학에서는 서사물을 기호의 
집합으로 보며, 이야기되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서사 대상 기호
(signs of narrated)’38)의 하나로 인물을 다룬다.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서사화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다. 채트먼(S. B. Chatman)은 인물을 
스토리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되 작품의 부속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내용의 형식’으로 바라본다.39) 미케 발(M. Bal) 또한 인물을 스토리 차원
에 놓으면서도 소설 담론의 성분인 파불라(fabula) 차원의 ‘행위자(actors)’
와는 구별하고 있다. 
 미케 발은 인물에 대해 “실제로 정신, 개성, 이념, 행동 능력 등을 지니지
는 않았지만 심리적·이념적인 표현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40)라고 말
하면서 인물을 인간인 동시에 전체 구성물의 일부로 바라본다. 이와 같은 
인물을 형성하는 원리로 그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인물에 
내포된 특징이며, 이는 채트먼이 말한 ‘특성’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직접 언급되거나 독자가 추론하도록 내포된 특징만으로 인물을 파악할 수는 
37) Jerome S. Bruner, 앞의 책, p.100.

38) Gerald Prince, 앞의 책, p.15. 

39) Seymour Benjamin Chatman, Story and discourse(1978),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

론』, 푸른사상, 2003, pp.27-33.

40) Mieke  Bal, De theorie van vertellen en verhalen(1978),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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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서사의 과정에서 관련된 특징들이 반복되면서 인물의 이미지를 형성
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다른 인물과의 관계 또한 인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인물은 다른 인물과 차별성과 유사성을 보여주며, 상황, 환경 등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인물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으며 
전체 모습을 바꾼다는 점을 들 수 있다.41) 이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원리
를 참고하되 자전적 인물 표현에 적합하게 일정 부분 변형하여 학습자의 인
물 형상화 양상 분석에 활용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접근 및 전문작가의 자전
소설을 통한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원리 탐색이 이루어진다. Ⅲ장에서는 학
습자의 자전적 서사 텍스트를 인물 형상화 중심으로 분석하여 표현 주체의 
자기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기준은 자전적 서사의 실제 구현 양상과 
앞서 논의한 인물 형성 원리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Ⅳ장에서는 자전
적 인물 형상화 교육의 실천을 위해 Ⅲ장에서 실시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겠다. 

41) Mieke Bal, 앞의 책,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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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 자전적 서사 표현의 
이론적 고찰

1.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 자전적 서사 표현의 성격

1) 자전적 서사의 개념

 1인칭 서술이 사용된 텍스트의 유형은 ‘나’와 저자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덧붙인(attached or contingent)” 텍스트에서는 관습적
으로 ‘나’가 저자로 추정되며, “분리된(detached)” 텍스트의 ‘나’는 보통 저
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여겨진다. 또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장르42)에
서는 텍스트의 목소리와 저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나’가 쓰이기도 한
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자전적 서사는 저자와 ‘나’의 결합을 장려하는 성
격을 지니기에 위 유형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자전적(自傳的)’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자전적 서사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 의해’ 서술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저자가 서
술하는 대상으로서의 자기는 직접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과거의 
체험이 축적되어 구성된 인간은 현재의 자기에 대해 이미 어떤 형태로든 관
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자
신의 관념과 더불어 타인과 맺는 관계 또한 자기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순수
한 자기는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전적 서사는 인식 가능한 고정된 자
기에 대한 서술이나 과거 사실의 철저한 재현이 아닌, 서사 표현 주체가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과 그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된

42) 랜서(Susan S. Lanser)는 이에 대해 “equivocal”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상의 내용은 Susan 

S. Lanser, “The “I” of the Beholder”, In James Phelan·Peter J. Rabinowitz(Eds.),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Blackwell Publishing, 2005, pp.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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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전적 서사를 쓰는 일은 경험의 총체로 제시되는 과거와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리고 현재의 욕망이 투사되어 끊임없이 변모하는 미래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나’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모호한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해석 행위43)인 
것이다. 
 한편 자전적 서사는 특정 장르라기보다는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개념이
다. 그것은 주변 장르들과 뚜렷하게 경계 지어지지 않은 채 일정 부분을 공
유하기 때문에 개별 작품들이 지닌 특징은 일반적 정의로 단순하게 포섭하
기 어렵다.44) 자전적 서사에는 일기, 자서전, 회고록을 비롯하여 편지, 에세
이, 여행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기 반영적 글쓰기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
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한 텍스트는 자기 반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특정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전적 서사’로 통칭할 것이다.
 자전적 서사는 서양에서 일찍이 회고록(memoir), 전기(the life, the book 
of my life), 참회록(confessions), 자신에 관한 에세이(essays of myself) 
등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이들은 저자가 역사, 정치, 종교, 학문, 문화에 대
한 사색을 통해 자신의 고찰에 중점을 둔 글로서 자기연구(self-study)를 
위한 어휘와 방법의 개발과도 관련된다. 18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맥락의 자
전적 서사를 지칭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용어들45)이 등장하기도 했다. 
 동양의 경우 자찬묘지명과 16-17세기에 창작된 자전적 서사를 전통적인 
자전적 글쓰기로 들 수 있다.46) 자찬묘지명은 자기가 죽었을 때를 상정하여 
죽은 자의 눈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글을 가리킨다. 일반 묘지명이 주
43) 유호식, 「자기에 대한 글쓰기 연구(1)-고백의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43(1), 한국불어불

문학회, 2000, pp.182-183.

44) Paul De Man, "Autobiography as De-Facement", MLN, Vol.94, No.5, 1979, p.920.

45) 증언록(testimonio), 자가 기술 민족지학(autoethnography), 정신분석적 자전(psychobiography) 

등이 있다. Sidonie Smith·Julia Watson, Life Narrativ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Readi
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2.

46) 도연명(陶淵明)은 스스로 자신의 만사(輓詞)와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지었고 배진공

(裴晉公)은 스스로 자신의 화상찬(畵像贊)을 지었으며 백낙천(白居易)은 「취음선생전(醉吟先生

傳)」과 자신의 묘지명을 지었다. 또 소강절(邵康節)은 스스로 「무명공전(無名公傳)」을 지었

다. 임준철, 「화상자찬류(畵像自贊類) 문학의 존재양상과 자아형상화 방식의 특징」, 『고전문

학연구』 36권, 한국고전문학회, 2009,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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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의 생전 행적과는 상관없이 과다한 예찬만을 늘어놓음으로써 실상을 왜
곡했던 것에 비해 자찬묘지명은 조선후기 문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내면을 표출하는 창구가 되었다.47)
 전통적인 자전적 서사로는 신흠(申欽, 1566-1623)의 현옹자서(｢玄翁自敍
｣), 장유(張維, 1587-1638)의 지리자자찬(｢支離子自贊｣), 허균(許筠, 
1569-1618)의 성옹송(｢惺翁頌｣) 등이 있으며 사대부의 연대기적 자전 서
사의 대표격으로 이식(李植, 1584-1647)의 택구거사자서(｢澤癯居士自敍｣)·
서후잡록(｢敍後雜錄｣)·자지속(｢自誌續｣) 3부작이 있다. 이들은 자전적인 글
쓰기를 통해 삶의 시련기나 만년에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 보며 자신의 정체
성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피력하였다. 특히 이식의 자전 3부작은 일생의 
이력을 건조하게 기술하거나 미처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 내밀한 자기반성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48)
 이와 같이 형성된 자전적 서사는 역사기술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 초 자서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례의식에서 고인의 이력
과 인적사항을 낭독하는 텍스트의 서술양식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것은 ‘출
생, 교육, 타고난 성격, 덕성, 행복과 불행, 업적, 마지막 질병과 죽음’의 순
서로 되어 있다. 죽은 사람의 이력과 인적사항을 ‘역사’로 보고 그 일대기를 
‘역사기술’의 양식을 따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이 드러난다.49) 역사기술은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정리한 글이며, 자료에 충실한 명확한 서술을 가리킨
다. 
 역사기술적 자서전이 주로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딜타이
(W. Dilthey)는 자서전을 “삶에 대한 성찰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50)으로 보
47) 세속적 권력과 명예를 갖지 못한 문인들은 자찬묘지명을 통해 못마땅한 세상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싣기도 하였다. 안대회, 「조선후기 자찬묘지명 연구」, 『한국한

문학연구』 31권, 한국한문학회, 2003, p.248.

48)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자전적(自傳的) 서사(敍事)의 창작 경향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1권, 한국한문학회, 2013, pp.205-224.

49) F. A. Hallbauer, Anweisung zur verbesserten Teutschen Oratorie, Jena, 1728, 

pp.662-663, 류은희, 「자서전의 장르 규정과 그 문제: ‘역사기술’과 ‘시’로서의 자서전」, 

『독어문학』84권, 한국독어독문학회, 2002, p.325에서 재인용.

50) W.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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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생애는 서로 내적인 연관을 맺는 체
험들로 구성된다. 체험은 다른 부분들과의 구조를 통해 하나의 연관(삶에서 
나오는 하나의 범주)과 연결되며, 인간은 체험의 표현을 통해 자기 삶의 이
해와 마주칠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회고와 의미 발견으로 이루어지며 인
간은 자기 삶의 가치라고 느꼈던 것, 삶의 목적으로서 실현했던 것, 삶의 계
획으로 기획했던 것들51)을 통합하여 생애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 연구는 딜타이의 관점을 수용하며 학습자가 자전적 서사 표현을 통해 
삶의 이해를 경험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삶을 이해하는 
주체로서의 저자는 서사 내에서 인물의 형태로 나타나며 경험 전반을 응집
시키는 구심점 역시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기에 자전적 인물 형상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진정성

 자전적 인물은 서사 표현의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형상화되며 인물과 관련
된 사건들도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다.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은 역설
적으로 불가피하게 허구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자전적 서사의 내용은 
과연 사실 그대로인가? 폴 드 만(Paul De Man)은 이에 대해 우리는 (행위
가 그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삶이 자서전을 생산한다고 여기지만 반대로 
자서전적 활동 자체가 삶을 구성하고 추동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52) 자전적 
서사가 지니는 본래적 특성으로 삶의 재구성을 든다. 저자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중요한 부분은 내세우고 숨기고 싶은 것은 은폐하면서 경험에 대한 해
석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전적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 역시 원래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인위적인 변형을 거친 자화상53)처럼 그려진다. 
 이와 같은 자전적 서사의 특징은 서사가 다루는 대상이 과거 회상의 이야

이한우 옮김,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2, p.29.

51) W. Dilthey, 앞의 책, pp.24-33.

52) Paul De Man, 앞의 논문, p.920.

53) William L. Howarth, "Some Principles of Autobiography," In J. Olney(ed.), 
Autobiography, New Jersey: Princeton, 1980,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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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것과 관련된다. 이야기되는 과거는 자신의 정신에 자취와 같이 찍어
놓은 영상에서 얻어진 말54), 즉 현재의 언어로 조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과거의 진실은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
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이다. 
 자전적 서사가 현재 시점에서 서술하는 자기의 기억과 해석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진정성 문제로 연결된다. 자전적 서사에서는 
사실성이 전하는 진실(factual truth)보다 개인의 진실성(personal truth)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진실은 진정성(authenticit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정성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55)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성찰을 수행함으로써 본연의 자기에 가까워지는 것이
다. 자전적 인물의 형상화는 자신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정보나 경험의 정확
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해석과 판단
을 거쳐 자기를 표현할 때 가능해진다. 
 이때 자신의 진리 추구는 윤리적인 지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일 수 있는 고유의 ‘척도(maβ)’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살아
감으로써 본연성과 독자성을 지켜나간다.56) 자전적 서사에서 ‘나’라는 인물
을 그려내는 과정에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작
용하며 도덕적 판단에 따른 반성과 성찰이 동반된다. 이를 통해 인물 형상
화의 주체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정성은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본래적 특성이자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된다.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는 인물을 구성할 때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는’ 성실성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관
점을 통과한 진실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54) Augustinus, Confessions(AD 397-401), 최민순 옮김, 제11권 창조의 말씀, 시간의 철학,

『고백록』, 바오로딸, 2010, p.499.

55) 진정성의 개념은 루소에 기원을 둔다. “한 사람의 인간을 전혀 본연의 진리에 있어서 사람들

에게 보이고 싶다. 그 인간이란 나 자신이다.” 小林秀雄, 「사소설론」(1935), 백철 편, 『비평

의 이해』, 민중서관, 1971, p.193.

56) Charles Taylor, The Malaise of modernity(1991), 송영배 옮김, 『불안한 현대사회』, 이

학사, 2001,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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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과 진정성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성실성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자
질들은 진실을 추출하는 기반이 되며57) 저자의 해석을 통해 과거의 ‘나’는 
의미를 부여받고 재구성된다. 
 자전적 서사의 글쓴이는 진정성 있는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이해에 도
달할 수 있다.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
문과 응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곧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자 이
야기를 끌고 나가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자전적 서사의 저자는 서
사 내 인물인 ‘나’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나’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58) 또한 내적 진실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삶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2.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원리

 이 연구에서의 인물 형상화는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의 구성 과정과 
인물을 나타내는 정보소를 제시하는 방법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다. 인물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는 1차적인 기준은 미케 발이 제시한 인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원리인 ‘반복, 특징의 축적, 다른 인물과의 관계, 인물의 
변화’59)를 참고하여 네 측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의 자전적 
인물 구성 원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현상학 및 해석학에서의 자기 이해 논의
와 타자 이론을 바탕에 두었다. 

1) 자기 특성의 구성과 반복

 자전적 서사에서 인물은 표현 주체 자신을 반영한다. 따라서 인물의 특성
을 형상화하는 일은 글쓴이의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기 인식은 인간이 

57) 유호식, 「자기에 대한 글쓰기 연구(2): 자서전과 성실성」, 『불어불문연구』 86권, 한국불어

불문학회, 2011, pp.203-204.

58) 김혜영, 「인간 이해를 위한 소설교육의 방향－일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을 중심으로-」, 『문

학교육학』 3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p.212. 

59) Mieke Bal, 앞의 책,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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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알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앎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
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본질을 내면에서부터 인식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
만 그것이 현실태로 되지 않는 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
기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해서 자기를 보게 되며 따라서 자기 인식은 자기 밖
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지성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인식하기 이전에 단
지 ‘....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가능성은 그 자체로는 인
식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현실
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인식하여 ‘현실태에 있는 지성’이 되어야만 한
다.60) 이는 ‘현실적 자기 인식(cognitio sui actualis)’으로, 근원적 자기관계
가 경험적이고 반성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자전적 서사를 표현하는 학습자가 ‘습성적 자기 인식(cognitio 
sui habitualis)’61)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
험, 타인과의 관계 등 자기 외부 대상을 통해 자신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
하는 ‘현실적 자기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사 표현 주체가 인
식하는 자기성은 부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전하는 것,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것
(di-noscere)이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직관, 의지를 바
탕으로 항상 자기 자신에게 현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시적인 의식의 수준
에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인식의 차원에 올라서지 않은 상태를 ‘전-의식적 
자기 인식(se noss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감
(Reflexion)으로써 반성적 인식, 즉 ‘의식적 차원의 인식(se cogitare)’이 된
다.62) 학습자가 자기 밖으로 나가 자기를 바라보고 인식하여 그것을 서사 
60) 이상섭, 「자기인식과 대상인식-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범한철학』제53집, 

범한철학회, 2009, p.98. 

61)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자기 인식을 ‘습성적 자기 인식(cognitio sui 

habitualis)’과 ‘현실적 자기 인식(cognitio sui actualis)’으로 구분한다. 습성적 자기 인식은 현

실적 자기 인식에 선행하는 항상적이고 근원적인 인간 지성의 자기 관계성을 의미한다. 습성적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 인간의 지성은 자기의 본질을 통한 자기 인식, 즉 정신의 ‘자기-현전성’

을 갖는다. 이상섭, 위의 논문, p.99. 

62) 이상섭, 「자기 인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 비교」, 『범한철학』 

제45집, 범한철학회, 2007,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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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의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적 차원의 반성적 인식에
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자기의식의 이중성(Duplizität)은 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
가 『변증법(Dialektik)』에서 제시한 ‘직접적 자기의식(unmittelbares Selbst
-bewusstsein)’과 ‘반성적 자기의식(reflektiertes Selbstbewusstsein)’에서
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 직접적 자기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초월적 근거로 가정된다. 직접적 자기의식이 인
간 주체의 활동성의 궁극적 근거라면 반성적 자기의식은 대상과 관계 맺는 
자기의식이다. 또한 반성적 자기의식은 어떤 것을 구별하고 종합하는 반성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63)
 이제 다음의 자전소설에서 반성적 자기 인식을 통해 형상화되는 인물을 살
펴보겠다. 아래 인용한 소설은 이문구의 「남의 하늘에 붙어 살며」로, 궁핍
했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가난한 환경에서 성
장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다.  

나는 본래 마음결이 몹시 여린 편이다. 분수없이 낭비를 하더라도 경우 아니
게 물렁할 때가 허다하고, 남의 편찮은 일에 내가 더 괴로워하며, 실없이 눈
물을 허비한 적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 신변을 비롯한 내 모든 것
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용심 
또한 더불어 지니고 있다.
 나는 모든 목숨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의 고통에 애처러워하
기를 마지않는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지렁이 한 마리도 까닭스럽게 밟은 적이 
없고, 파리 모기도 함부로 잡지 않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64)

 위 소설에서 인물의 성정을 이루는 특징은 직접적인 서술로 나타난다. ‘나
는 본래 마음결이 몹시 여린 편이다.’로 시작하는 문단은 ‘나’의 여린 마음씨
를 드러내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우 아니게 물렁할 때가 허다하고, 

63) 이병옥,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주체성 이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25권, 한국현상학

회, 2005, p.143.

64) 이문구, 「남의 하늘에 붙어 살며」, 앞의 책, p.103. 

    이하의 인용문에서 굵게 표시하거나 밑줄 친 부분은 인용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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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편찮은 일에 내가 더 괴로워하며, 실없이 눈물을 허비한 적’이 많은 
‘나’는 ‘아무리 악에 바칠 때라도 남에게 모진 소리 한 마디 변변히’ 하지 못
한다. 이 설명들은 모두 내가 여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나의 행동으
로 전-의식적 차원에서 의식적 차원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인물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귀납적으로 성격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
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상태에 대한 의식이다. 또한 자기 인식은 다른 인
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의식된 상태가 되는데 “나”라는 말
을 사용할 능력이 있고, 특히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문장
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식에 관해 언급할 수 있다.65)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나를 통한’ 표현이자 ‘나에 관한’ 표현으로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더욱 심층적인 자기 인식을 촉발하
는 계기가 된다. 
 자전소설에 나타난 또 다른 자기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얼굴에 유난히 굵게 잡힌 주름과는 달리 내 손은 계집애들의 그것처럼 고운 
편이다. 남자 손이 어찌 저리 고우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끄러웠다. 손
이 곱다는 말은 내게 칭찬이 아니라 치욕이었다. 손에 대한 열등감은 6·25가 
끝나고 내가 태어난 물걸리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 아이들과 어울리는 중에 
생겼던 것 같다. 시골 아이들의 그 검고 우악스런 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리 악착스레 따라붙어도 그 아이들은 나를 읍내 아이로 저
만큼 따돌려놓기가 일쑤였다.
 손뿐이 아니라 얼굴과 몸의 살갗이 남들보다 희다는 것도 내게는 대단한 열
등감이었다. (…) 내가 내 이웃들과 구별되게 보여진다는 인식은 그대로 소외
감이었다. 내 키 역시 나에게 열등감을 안겨주었다. (…) 그것은 키만 멀쑥하
게 커가지고 그것도 못하느냔 어른들의 꾸중이 그렇게 싫었던 것이다.66)

 위 소설에서는 주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는 외형적 특징은 ‘계집애들의 그것처럼 고운’ 손, ‘남들보다’ 흰 얼굴과 
65) E. Tugendhat, Selbstbewusstsein und Selbstbestimmung, Frankfurt, 1979, 박해용, 「반

성된 자아의식의 사회성」,『사회와 철학』7권,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4, p.242에서 재인용.

66) 전상국, 「손가락에 장지지기」, 앞의 책, 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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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다른 아이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큰 키이다. 문제는 이것이 ‘나’로 하여
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전쟁 후 시골에서 살게 된 
‘나’에게 ‘읍내 아이’와 같은 신체적 특징은 주변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
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소설에서 그려진 인물의 흰 피부와 큰 키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열등감과 소외감은 타인의 시선으
로부터 형성되었다. 타인의 시선은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에 비해 반성적 자
기 인식을 보다 강력하게 구동시킨다. 위 소설에서 ‘키만 멀쑥하게 커가지고 
그것도 못하느냔 어른들의 꾸중’은 ‘나’로 하여금 남들보다 큰 키를 부끄럽
게 여기게 하고 이웃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결과적으로 ‘나’는 자신
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위의 인용문 다음
에 제시되는 수업 시간 사인지 사건에서 “야, 너, 키 큰 새끼 이리 나와!”, 
“문학가? 저 새끼가 그런 거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라고 했던 선생
님에게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작가가 되었다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인물의 정
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자기 인식을 통해 구성한 특성은 자전적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됨
으로써 인물을 부각시킨다. 인물은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진 계합체이
며, 특성은 기분, 느낌과 같은 일시적인 심리적 현상에 비해 안정되고 지속
적인 것으로 지속적 특성이란 원칙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야만 성
격적 특성으로 일반화된다.67) 성격은 특질이 모이고 종합되어 이루어진 관
심, 욕망, 윤리적 원칙 등의 복합체68)이기 때문이다.
 구조주의자들은 문학의 형식으로서 의미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반복을 강조
해왔다. 서사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모티프, 주제, 줄거리 등의 반복 현상은 
결합과 균형을 통해 이야기 요소들의 다양성을 통합시키고, 중심 내용을 강
조하며, 숨겨진 의미를 표면화하기도 한다.69) 서사문학에서 반복 양상은 인
물의 담화나 행동, 외형의 묘사, 사건 및 장면 등의 층위에서 나타난다. 또
67) Seymour Benjamin Chatman, 앞의 책, pp.147-158.

68)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p.200.

69) Steven Conner, Difference and Repetition, Samuel Beckett: Repetition, Theory and 
Text, Basil Blackwell, 198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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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의 진술과 관련될 때에는 반복을 시간성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
다.70) 이 연구에서는 자전적 인물의 성격 및 특성이 한 편의 서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형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증오하다 못해 무슨 치부처럼 여겼을 터였다. 그랬
다. 나는 한 순간도 자신의 치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금 나는 저 여학생한테 내 치부를 들키고 말았다!
(…) 어머니나 다른 장돌뱅이 아낙네들에게 그렇듯 선망의 대상이 된 내가 
정작 그들을 자신의 치부로 여긴 일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무슨 원죄 의식처
럼 가슴 밑바닥에 남아 있다. 어쩌면 그 무렵에 나는 사생아라는 조건보다는 
오히려 장돌뱅이라는 출신 성분에 대해서 더욱 괴로워했는지도 모른다.71)

위 인용문에서 ‘나’는 ‘치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 ‘치부’는 ‘나’의 
‘출신 성분’과 관련된 것으로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어머니를 비롯한 
장돌뱅이 아낙네들과 그들이 지닌 ‘자유분방함과 낙천적인 분위기’로 연결된
다. 흥미로운 것은 인물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과 동시에 
‘치부’를 부끄러워하는 자기 심상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치
부’는 반복적이면서도 변주의 양상으로 서술되면서 이와 같이 인물의 이중
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반복은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동일성이 완벽한 일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은 일종의 ‘정신적 구
조물’로 “발생시마다 서로 공통되는 어떤 요소들만을 간직하기 위해 그 자체
에 특수하게 딸리는 것들을 배제시켜 버린다.”72) 즉 반복되는 요소들은 기
본적으로 동일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같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
반복의 변주 형태를 위 소설에서 살펴보면 ‘치부’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될 

때 그것은 ‘나’의 출신성분, 즉 사생아이자 장돌뱅이라는 정체성을 가리킨다. 
‘나’는 자신이 사생아이며 장돌뱅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고 들키기 싫어하는
데, 두 가지 ‘치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생아’가 태생적인 조건이자 

70) Gérard Genette, Discours du récit(1972),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pp.103-116.

71) 송기원, 「아름다운 얼굴」, 앞의 책, 2003, pp.248-251.

72) Gérard Genette, 위의 책, 1992,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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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라면 ‘장돌뱅이’는 부모가 장돌
뱅이라도 자신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변형시킬 수 
있는, 즉 탈피 가능한 ‘치부’이다. 때문에 ‘나’는 장돌뱅이라는 ‘치부’를 떨쳐
버리는 데 더 적극성을 보이며, 자신과 같은 ‘어머니나 다른 장돌뱅이 아낙
네들’을 ‘치부’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치부’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듦으로써 ‘나’의 죄책감을 촉발시킨다. 소설의 초반에서 ‘치부’가 
곧 인물의 정체성을 나타냄으로써 단지 ‘버리고 싶은 것’이었다면, 전개과정
에서 나타난 ‘치부’는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또한 인용문 이후
의 부분에서 ‘나’는 ‘소설보다는 시를 쓰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치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있는 듯 없는 듯 잘
도 꼬리를 감추는 시 쪽이 훨씬 매력적이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치부’
는 ‘취향과 적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나’라는 인물을 드러내는 표현을 변주의 방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하

는 것은 인물의 자의식을 보여주고 그의 삶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기
여한다.

2) 사건의 일관성 및 다면성을 통한 성격 제시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는 서사적 문제의식에 따라 기억을 떠올려 경험을 
선택하며 경험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줄거리를 구성한다. 삶에서 발생
하는 다수의 사건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특징이 축적되고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인물 특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물(사물)과 사건은 존재
함의 두 차원을 이룬다. 인물(사물)은 “심층적이고 실재하는 존재함”이며 사
건은 “표면에서 발생하는 무한한 복수성으로 존재함”73)이다. 러시아어로 사
건(событие)은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사 ‘со’와 ‘존재(현존)’를 의미하는 
‘бытие’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즉, 어떤 무엇들이 함께 현존함으로써 

73) Emile Bréhier, La Théorie des incorporels dans l’ancien stoicisme, Vrin, 1928, 

pp.11-13, Gilles Deleuze, Logique du sens(1969), 이정우 옮김, 『의미의 논리』, 한길사, 

2000, p.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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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는 사태가 바로 ‘사건’이다. 인물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당시의 상
황, 주변인물 등 다양한 것들과 함께 결합하여 공동 관계를 창출하며, 거기
에 사건이 있다.74) 따라서 사건을 말하는 것은 곧 그 사건에 참여하는 인물
에 대해 말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 
 사건은 자전적 서사를 쓰는 사람에 의해 선택되고 여러 개의 사건은 하나
의 줄거리로 조직된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경험 중에서 특정 경
험을 선택하는 일은 글쓴이의 의미화 과정과도 같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하나의 ‘계열(série)’을 형성하며 ‘계열화(mise en séries)’ 
에 따라 전혀 다른 관계와 의미가 만들어진다.75)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
는 과거를 반추하면서 일정 기간 진행된 생애의 연관 관계와 의의를 파악하
여 서사화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현재적인 것과 과거적인 것 사이의 체험
들이 하나의 공통된 의의를 갖고 결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역사적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자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자아
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76) 
 이와 같이 학습자가 경험을 플롯화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재
배열, 대상에 대한 관점의 조정 등이 일어난다. 이는 사건(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고 그 안에 존재했던 자신에 대
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경험의 선택과 조직을 통해 인물
을 형상화하는 것은 인물이 관계 맺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조람하게 해주
며 맥락 속에 살아있는 인물의 보다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된다.

 그러던 한번은 형과 동생이 찬장 서랍에서 동전을 몰래 꺼내 과자를 사먹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 
 그래요, 이 모든 사태 또한 제가 일러바치는 바람에 불거진 결과였지요.(…) 
그러나 어떤 진실은 건드려봐야 덧만 나는 법이더군요.
 그러잖아도 융통성 없이 구는 저를 고깝게 여겨오던 형은 이 일이 있은 뒤

74) 최진석, 「타자 윤리학의 두 가지 길: 바흐친과 레비나스」, 『노어노문학』21(3), 한국노어노

문학회, 2009, p.187.

75)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p.595.

76) W. Dilthey, 앞의 책,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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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표나게 저를 따돌리며 막내하고만 어울렸습니다. (…) 그러나 평소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제 성격은 저 자신부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77)

 위의 인용문은 이만교의 자전소설 「너무나도 모범적인」의 일부분으로 제
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모범적인 인물 ‘나’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서술되었다. ‘나’는 형과 동생이 부모님 몰래 동전을 꺼내 과자를 사먹는 것
을 목도하고 그것을 일러바치며, ‘형이 서리를 한다든가, 주운 물건을 주인
도 찾아보려 하지 않고 처분’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면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 형에게 시비를 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융통성 없이’ 굴고,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을 형상화한다. 
 위 소설에서 사건들은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연결된다. 현재 시점의 ‘서술
하는 나’는 자신의 특성을 보여주는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간 순서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의 선후 관계보다는 사건들이 ‘나’라는 인물을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주체적인 
구성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아의 입장이 확고
하게 드러나는데 ‘과거의 나’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보여준다. ‘특히 제 성격
은 다소 결벽한 데가 있었습니다.’, ‘제 성격과 역할이 이렇다 보니, 솔직히 
친구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죠.’와 같은 서술에서 자신을 바라
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인물은 모범적인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자기 성격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인물은 사건 안에서 특정한 태도나 행위를 나타낸다. 인간이 “존재한
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기를 그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그만두
는 것이다.”78)라는 말이 있듯이 인물의 행동은 곧 그 존재를 드러내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 따르면 행위(proairesis)라는 말은 도덕적 
목적이나 윤리적 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을 명백히 하는 것”이 
77) 이만교, 「너무나도 모범적인」, 앞의 책, 2010, pp.104-108.

78) Jean-Paul Sartre, L' Être et le néant(1943), 정소성 옮김,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2009, p.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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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말한다. 행위를 통해 수행자의 에토스(ethos, 성
격)가 지니는 변별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다.79)
 그러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것을 야기하는 공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에 대해 긍정적 
태도(pro attitude)를 가져야 하지만 모든 행위함(agency)이 의도를 함축하
지는 않으며, 특정 행위는 다양한 원인 아래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은 상황
에서 일어난다.80) 다시 말해 심적 상태들만이 지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행동 자체가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를 구
성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나 욕구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믿음과 욕
구의 체계를 가져야하며, 그 욕구와 믿음들의 이유체계에 근거하여 행위하
는 자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지향적 이유체계를 표현하고 또한 그
렇게 함으로써 행위자 자신을 표현한다.81) 이 연구에서 인물의 행위 제시를 
인물 형상화의 원리로 다루는 것은, 행위에 반드시 인물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실제적이고 존재론적인 구현을 알 수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의 자전소설을 예로 들어 행위를 통한 인물 형상화를 살펴보겠다. 

당시 유행하던 전기구이 통닭이 생김새도 그렇고 때깔도 그렇고 거위에 가장 
근사했지만, 살 형편이 안됐다. 연극 수업이 있던 날 아침 일찍, 나는 할머니
한테 백원만 달라고 했다. (…) 나는 십 분쯤 기름이 끓길 기다려서, 백원을 
주고 핫도그를 두 개 샀다. 케첩은 뿌리지 말라고 했다. 내가 핫도그라도 준
비해가지 않으면 연극이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 창 밖으로 던져진 핫도그의 가치는 그것의 실제 가치, 즉 백원에 두 개
보다 훨씬 커다란 것이었다. 나는 월경을 시작한 여자아이처럼 갑자기 수치를 
깨닫게 되었다.
 ‘반장은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처음 한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나를 보기 시작했다. 

79) Jeremy Tambling, Narrative and Ideology(1991), 이호 옮김,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서사

의 운명과 열린 읽기의 즐거움』, 예림기획, 2000, p.132.

80) Donald Davidson, “Agency”, Essays on actions and events(1980), 배식한 옮김, 『행위와 

사건』, 한길사, 2012, pp.109-136. 

81) 박정희, 「인간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지향성」,『철학논총』45권, 새한철학회, 2006,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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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이 떨어지고 사교의 폭이 좁아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낯이 어두워
지기만 하면 되었다.82)

 위 소설에서 작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어린 시절
을 그리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당시 반장을 맡았던 ‘나’는 연극의 
소품으로 쓰일 거위를 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전기구이 통닭이 거위에 가장 
근접했지만 ‘살 형편이 안됐’기 때문에 학교 앞 가게에서 핫도그 두 개를 사
는 것으로 반장의 책임을 다한다. ‘내가 핫도그라도 준비해가지 않으면 연극
이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라는 서술에서 ‘나’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지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 조건 안에서 최선
을 다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민 끝에 사간 핫도그를 반 친구가 버리는 사건 이후 ‘나’는 ‘반장은 
나 같은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나 같은 애’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가난을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면서부터 사춘기를 겪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가난한 자
신을 손가락질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소극적
인 형태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적이 떨어지고 사교의 폭이 좁아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낯이 어두워’지는 것에서 ‘나’의 성향을 알 수 있으며, 
‘-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표현에서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나 현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게 과분한 일로 여기는 심리상태가 드
러난다. ‘나’는 자기감정보다는 자신이 놓인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든 인물이다. 위 소설은 인물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
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3)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 형성

 앞에서 논의한 자기 인식과 경험의 서사화가 수직적인 자기 이해라면 여기
에서 말하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 형성은 수평적인 성격을 지닌다. 

82) 백민석, 「이 친구를 보라」, 앞의 책, 2001,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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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의 인물은 실제 세계의 인물이 그렇듯 그가 속한 서사 텍스트 내에서 
다른 인물들 및 사물들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이는 자전적 서사를 
구성하는 인간 기억이 지닌 사회적 속성과도 관련된다. 기억하기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개인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 및 정치적 논쟁과도 관련
되는 공적인 행위이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기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8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기억을 상기하고 
인지하며 자기화한다.84) 따라서 기억을 중심으로 형상화하는 자전적 인물 
역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겠다.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는 자신을 투영시킨 ‘나’라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타인을 떠올린다.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회상하고 그 사람
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타자에는 인물로서의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주체가 속한 집단, 사회, 시대(역사) 등의 맥락 역시 포함
된다. 이 연구에서 자전적 서사를 써낸 학습자들의 경우 그들이 몸담고 있
는 이 시대의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절대적 타자(absolument autre)로 존
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원리로 ‘의미 있는 타자의 제시’를 들기 위해 타자로부터의 영
향 관계 안에서 자기를 형성해나가는 주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인간의 내적인 삶은 그의 자의식과 더불어 타자의 의식 속에서 형식화된
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일정한 무게를 가
지며 타자와 함께 함으로써 삶의 플롯이 결정된다.85) 타자는 주체의 출발점
이며, 주체와 결코 동일시되지 않는 동시에 주체를 벗어나고 넘어서는 ‘잉
여’이자 ‘외부(exteriority, outsideness, вненаходимость)’86)이다. 레비나스

83) G. Gudmundsdóttir, Remembering History: Private Memories and Public Events, 

Borderlines: autobiography and fiction in postmodern life writing, Amsterdam; New 

York: Rodopi, 2003, p.45.

84)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Lewis A. Coser(ed. and trans.),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38. 

85) M. M. Bakhtin,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2. И3Д(1979), 김희숙·박종소 옮김, 

『말의 미학』, 길, 2006, 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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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évinas)는 『시간과 타자((Le)Temps et l'autre)』에서 자신의 것으로 
동화(同化)시킬 수 없는, 존재 자체가 타자성(altérité)인 타자(l’Autre)에 
대해 말한다.87) 타자는 자아에 대해 외재적이며 우리에게 얼굴로 나타난다. 
얼굴은 사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데, 전체의 한 기능으로 의미를 지니는 
사물과 달리 얼굴은 바라보고 호소하며 스스로 표현한다. 이처럼 환원할 수 
없는 방식인 얼굴과의 만남은 주체로 하여금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
하며, 타인의 얼굴이 내린 명령에 따라 주체는 윤리적 책임을 갖게 된다.8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체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방식인 향유(jouissance)의 관점이다. 향유는 주변 세
계를 삶의 요소(l’élément) 혹은 삶의 환경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주체성의 
모습을 최초로 드러낸다. 이때의 주체는 ‘자기성’의 영역을 확보하며 전체로
부터 자기를 분리하여 ‘내부성(내재성)’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내재성으로
서의 주체성은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무한히 확장하려
는 전체화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반면 레비나스가 옹호하는 ‘환대(歡待)
로서의 주체성’은 타자를 잘 대접하고 보살피며 선대(善待)함으로써 존재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서 타인의 미래로 옮겨놓는 주체를 뜻한다. 여기서 타
자는 ‘나’에게 윤리적 요구로 임하는 무한자로 그의 출현을 통해 주체는 이
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책임적인 주체로 설 수 있다.89)
 그러나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둘의 분리를 지나치게 강조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체는 타자의 명령에 의해 만나지고 
대답할 수 있는 수동적 존재로 경도되며90) 책임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일
86) 최진석, 앞의 논문, p.176.

   “타인의 첫 번째 효과는, 내가 지각하는 각각의 대상과 생각하는 각각의 관념 주위에서, 여분

의 세계, 연결 장치, 바탕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이 조직화로부터 일정한 이행 원리에 따라 다

른 관념들과 대상들이 나온다. (…) 여분의 실존을 그렇게 인식하거나 감지하는 것은 오직 타

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 나는 가능한 타인에 의해 보여지거나 생각되거나 소유되지 

않은 어떤 것도 욕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내 욕구의 토대이다. 내 욕구를 대상으로 향하게 하

는 것은 늘 타인이다.” 들뢰즈 역시 타인(타자)을 주체 구성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Gilles 

Deleuze, 앞의 책, pp.479-480.

87) Emmanuel Lévinas, (Le)Temps et l'autre(1948),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

사, 1996, p.84.

88) Emmanuel Lévinas, 위의 책, pp.135-137.

89) Emmanuel Lévinas, 위의 책,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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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강박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바흐친(M. M. Bakhtin)은 
주체와 타자가 가치론적 구별에 대해 주도권을 다투지 않으며 서로 인격적
이고 대화적인 관계91)를 지닌다고 말한다. 타자의 본질이 주체와 분리되어 
존재한 후에 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는 이미 주체와의 공동
적인 구성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때 주체와 타자는 서로에게 ‘응답할 수 있
는 능력(answerability)’92)을 가지며 이는 곧 타자와 함께 삶을 구성할 수 
있는 ‘함께 있음(l‘être-en-commun, совместность)’의 윤리적 원천이 된다. 
 이는 레비나스를 비판한 리쾨르의 의견과도 궤를 같이 한다. 리쾨르는 동
일자의 동일성과 타자의 타자성을 극단적인 대립으로 보는 것을 지양한다. 
동일자를 타자에게 개방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동일자 속에 내재화하도록 매
개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성의 
수단으로서 대화는 고립된 나와 가르치는 타자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에 둘
의 관계를 포개 놓을 수 있다.93)
 이와 더불어 리쾨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에서 다루는 우정(philia)의 개념을 통해 ‘좋은 삶’에 대해 논
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우정론에서 “행복한 인간은 친구들이 필요하
다.”라고 하며 자기 안의 결여에 의해 타자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우
정은 상호적 관계로서 단번에 제시되며 ‘더불어 살기(suzèn)’를 함께 모색하
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인간은 타인과 삶을 공유할 때 비로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94)
 우정에서 볼 수 있는 타인은 나와 완전히 다른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 ‘또 
다른 자기(heteros auto)’ 혹은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이다. 우정
은 두 자기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삶의 공유이며 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
90) 김선하, 「자아와 타자의 만남-해석학적 자기 이해-」, 『해석학연구』15권, 한국해석학회, 

2005, p.51.

91) M. M. Bakhtin, 앞의 책, p.485.

92) M. M. Bakhtin, “Art and Answerbility”, Vadim Liapunov(trans.), Art and Answerability: 
Early Philosophical Essay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0, pp.1-2. 

93) Paul Ricoeur, Soi-même comme un autre(1990),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

문선, 2006, pp.442-447.

94) Aristotle, Ethica Nicomachea,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길, 

2011, pp.300-376; Paul Ricoeur, 위의 책, 2006,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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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자기 친구를 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
는 자만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친구는 “타인으로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다.95) 
 다음의 자전소설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
물을 살펴보겠다.

윗동네 아랫동네 할 것 없이 한 덩어리가 된 조무래기들이 실성한 뒤를 쫓듯 
킥킥거리고 손가락들을 하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는 조무래기들보다 대
여발짝 뒤처져 걸었다. (…)
 나를 절망적이고 자포적인 몸짓으로 인도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런 행
위들이었다.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해야만 한다. 개흘레꾼이라니! 바로 내 아버
지 얘기인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테제도 그렇다고 안티테제도 아니었다. 그저 하
릴없이 암내 난 개목에 낡아빠진 개줄을 걸고 다니며 상대 수캐를 고르고 한
적한 돌산 같은 데로 올라가 흘레를 붙여주는 일을 보람차게 수행하는 사람 
일 뿐이었다. 그러니 내가 나가야 할 출구를 아버지가 미리 다 막아 놓은 셈
이었다.96) 

 ‘나’는 개흘레꾼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인물이다. 조무래기들이 아버지
를 놀리며 따라오면 ‘조무래기들보다 대여발짝 뒤처져’ 걷거나 그들을 외면
하고 괜스레 운동화끈을 묶는 시늉을 하는 데에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
끄러움과 수치심을 알 수 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며 ‘나’에게 개흘레꾼인 아버지는 곧 자신을 
‘근본 따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존재로 인식된다.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나’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고통
스러워한다. ‘나’에게 아버지는 열등감의 근원이며 자신을 절망과 자포자기
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아버지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
문이다. 80년대라는 시대 상황에서 대학생인 ‘나’는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장명숙의 테제로서의 아버지나 ‘자본가적 잉여가치
95) 손영창, 「리쾨르의 윤리학에서 살펴본 자기성과 타자의 문제」, 『대동철학』59권, 대동철학

회, 2012, pp.204-205.

96) 김소진, 「개흘레꾼」, 앞의 책, 2002, pp.39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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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는’ 석주 형의 안티테제로서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도저도 아닌 개흘
레꾼에 불과’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절망하고 만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로 
인해 자신이 나갈 출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유대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아버지와 강하게 결속된 존재임을 받
아들인다. 
 한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인물에게 원이 형이 키우던 ‘히틀러’가 사
라진 사건은 ‘나’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연민을 갖는 계기가 된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 아주. 내 나이 스물하고두 야들이었으니깐.
아버지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첫마디였다. 아버지가 스물 여덟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
아버지는 남로당과는 점점 거리가 먼 얘기들만 했다. 한데 난 왠지 자꾸만 
그 얘기 속으로 주책없이 빨려만 드는 거였다. 바람이 드세졌는지 젠장, 자꾸 
눈시울이 시어지는 바람에 아버지 쪽을 바라볼 엄두는 내지도 못했다.97) 

 ‘나’의 앞에 마주 선 것은 “내레 앞에총이 뭔지나 알았겠니?”라고 말하는 
28세의 전쟁포로인 아버지이다. ‘나’는 아버지의 과거 포로수용소 시절 이야
기를 듣고 이를 통해 위대하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나름
의 원칙과 소신을 가진 아버지를 인정하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온 아버지의 방식은 운명, 두려운 적대물, 선택을 요구하는 이념적 
판단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다. 경제적·현실적으로 무능한 아
버지의 모습은 개인이 아닌 시대의 몫이며 아들인 ‘나’는 이런 아버지의 상
처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를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한다. 타자인 아버지를 ‘나’
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주책없이 빨려’들면서 ‘자꾸 
눈시울이 시어지는’ 연민의 정서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
어놓은 부끄러운 아버지와 결국 화해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장명숙)에게 자
신의 아버지에 대해 털어놓음으로써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
다. 이 소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97) 김소진, 「개흘레꾼」, 앞의 책, 2002, pp.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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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인물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주체와 타자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자전소설을 살펴보았다. 앞서 
거론한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이 한계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낯선 이로
서 타자의 얼굴은 보편적인 인간성을 열어주는 길이 되며 타자의 얼굴에 직
면할 때 인간의 보다 넓은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98)는 점에
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학습자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형상화하는 양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레비나스의 견해를 포함
시킬 것이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주변 인물을 넘어서 그가 터하고 있는 사
회 역시 세계에 대한 공통현전99)으로서의 타자가 된다. 학습자에게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 당대의 사회·문화적 풍토 등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타자
로 존재하며 이들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에 학습자가 형상화한 ‘나’는 이 타
자들에 의해 대상화된다. Ⅲ장에서 분석하는 텍스트를 생산한 고등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자전적 서사에 반영되어 인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
므로 절대적 타자의 측면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4) 자기 변형의 인식 및 논평

 자전적 서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표현 주체가 존재하고 경험한 시간 
속에서 구성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물의 성장을 다룬다. 인물이 성장하
고 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추동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성장에 대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장은 개인을 궁극적인 자기실
현으로 이끄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100)이다. 인간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 행
동하며 순간을 살아갈 뿐이지만 그러면서도 능동적으로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 성장의 메커니즘은 인간 내부의 두 가지 
98) Emmanuel Lé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Phaenomenologica Ⅷ), La 

Haye, Martinus Nijhoff, 1961, p.189, Emmanuel Lévinas, 앞의 책, 1996, p.140에서 재인

용.

99) Jean Paul Sartre, 앞의 책, p.453.

100) Abraham H.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1968), 노현정·정태연 옮김, 『존재

의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5,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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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전과 방어에 집착하는 힘으로 과거로 퇴행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하고 독립성
이나 자유, 분리를 두려워하는 힘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총체적이고 독특
한 자아를 추구하며, 자신이 지닌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고, 무
의식적인 내면의 진정한 자기를 탐색하는 힘이다. 성장은 바로 후자의 힘에 
의한 것으로 성장에 대한 기쁨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성장에 대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클 때, 인간은 앞으로 성장한다.101) 성장에 대한 
지향은 곧 인간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
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형상화한 자전적 인물이 생득적인 성장욕구를 지
니고 있다고 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물이 변화하는 양상과 그에 대한 
인식, 미래의 변화에 대한 지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는 자전적 인
물을 형상화할 때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지금의 자기와 비교해보는 과정
을 자연스럽게 거친다. 과거의 자신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조적으로 바라보
거나 ‘과거의 나’의 입장에서의 서술과 ‘현재의 나’의 서술이 교차되기도 한
다. ‘달라진 나’의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순차적인 시간 배열에 
따라 인물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거나 전환점이 되는 결절을 중
심으로 전후의 인물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
에 대해 분리된 자아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역시 내가 가진 여러 
얼굴들 중 하나이고, 과거로부터의 경험이 축적되어 지금의 내가 있음을 이
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연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자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외출해서 밤 열시가 넘게 되면, 오랜만에 잠이나 한번 푹 자 볼까 
해서 작심하고 일찍 귀가했던 것은 모두 달아나고 밤 열시가 넘고 새벽까지 
아무런 전화 연락조차도 없게 되면 잠은 백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던 것이다. 
그때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다. (…) 그것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나 또한 늙어 가고 있는 마당에 확연하게도 아닌, 어렴풋하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겠으니 슬픈 일이다.

101) Abraham H. Maslow, 앞의 책,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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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소년 시절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글
을 읽을 줄 몰랐다.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었다. 창피스러웠
던 것이다.
 그런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머니가 당신의 소생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
람으로 길러 주기까지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무려 30여년이나 흐른 뒤의 
일이었으니 내 늦자람이 한스러울 뿐이다.102)

 위 소설에서 ‘나’는 소년 시절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어머니를 창피스럽게 생각했으며 그 사실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었다.’ 그러다가 30여년이 지나 성인이 된 인물은 ‘글을 읽을 줄 모
르는 어머니가 당신의 소생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 주기까지의 
고통’을 깨닫는다. ‘나’는 뒤늦게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된 자신에 대해 
‘내 늦자람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후회와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인물 내면의 변화는 ‘현재의 나’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장성한 
아이들을 둔 ‘나’는 자식들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면 ‘다른 집 아이
들보다 더욱 부모의 속을 썩’였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과 같이 애
태웠을 어머니를 생각한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
가 ‘창피함’에서 ‘고마움’으로 바뀌게 된 것은 시간이 흘러 자신이 부모의 위
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드러내는 자전적 
이야기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양상이 보이며 비교의 방식과 전환점
의 부각을 통해 ‘나’를 형상화하게 된다.
 한편 변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과거의 나’ 또는 변화하는 자기 자
신에 대해 스스로 논평을 제시한다. 논평은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어
지며 인물의 행동 동기를 설명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선명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103) 자전적 서사에 등장
하는 논평과 해석은 ‘서술하는 나’와 ‘서술되는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확
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시간적 차이를 지니

102) 김주영, 「어머니 어머니」, 앞의 책, pp.82-83.

103) Gerald Prince, 앞의 책,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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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아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재의 나’
는 ‘과거의 나’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이거나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가 자기를 성찰해나가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기 삶의 무규정적인 의미에서 의미충만한 경험의 집적을 결합
하기 위해 ‘성찰이라는 의미수립의 활동’에 의존한다. 자기성찰은 “의식 사
실의 전체 존립과 연관”을 “분석하고 의식하는 것”으로서, 기술적(記述的)인 
방식으로 경험적 의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자기와 세계에 대한 ‘깨
달음(Innewerden, 내면화)’을 얻을 수 있다. 자기성찰을 통해 “인간 위상
(status humanitatis)의 심오한 요점들과 입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
보는 인간의 방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104)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한 사고는 가드너(H. Gardner)가 말하는 ‘자기성찰지
능(intrapersonal intelligent)’과도 연결된다.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감정에 
접근하고 그것들을 구별해내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안내하는 내적 지식
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자세하고 주의 깊은 관찰을 요구105)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지능이 자기중심적인 경향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자전적 서사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자책에 빠지거나 과
도한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
을 놓지 말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가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의

1) 서사 표현의 구체성 획득

 서사는 표현 주체가 구체적으로 인물, 사건, 시공간, 플롯 등의 요소를 조

104) 최성환, 「딜타이의 자기(selbst)의 해석학」, 『해석학연구』27권, 한국해석학회, 2011, 

pp.178-190.

105) Howard Gardner, Multiple intelligences(1993), 문용린·유경재 옮김, 『다중지능』, 웅진지

식하우스, 200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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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때 실현된다. 서사 표현 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서사 표현 
능력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 인식한 대상에 대한 형상화 능력, 형상화한 
결과물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 능력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106) 자전
적 인물의 형상화는 자기와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서사 진행 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학습
자의 서사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자전적 서사는 여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터하는 서사세계를 구축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만듦으로써 존재한다. 자기 경험의 주체이
자 자전적 이야기가 그려내고자 하는 삶의 핵심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자전
적 인물은 서사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원
리를 익히는 것은 자전적 서사를 표현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텍스트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전적 서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인칭 서술자인 ‘나’를 주어로 하
여 쓰여진다. ‘나’의 사용은 서사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지각하고 생
각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자아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주관성을 성립시키는 준
거가 된다.107) 학습자가 자전적 서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시되
는 인물 ‘나’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은 곧 자기를 인식하고 주체로서 구성
하는 과정이다. 언어만이, 사실상 존재의 현실인 ‘언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아 개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108)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저자는 
문장의 주어에 ‘나’를 놓고 다른 대상들과 맺는 관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
시킬 때 의식 활동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자전적 서사 표현의 일환으로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인물에 역할
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의 행동과 사고 양식, 생활양식을 묘사하는 일이다. 
인물은 그가 하는 말(대화)과 생각,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도덕적인 기질과 
동기, 성격 등 여러 요소들로 형성되며 특히 성격은 인물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109)이다. 학습자가 자전적 인물이 지닌 특질의 총체를 실
106)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pp.272-275.

107) 김혜영, 앞의 논문, p.201.

108) Emil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Ⅰ(1966), 황경자 옮김, 『일반 언

어학의 제문제Ⅰ』, 민음사, 1992,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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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서사는 구체성과 생동감을 얻는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인물을 서사 내에 구축해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
은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전적 서사를 쓴 후 작성한 
소감문에서 학습자들은 자전적 서사를 쓸 때 부딪히는 문제점으로 자전적 
서사의 특징을 알지 못해 글의 전체적인 얼개를 잡기 힘들고, 과거의 경험
이 잘 기억나지 않아 내용을 구상하기 어려우며, 떠올린 경험들을 주제화시
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을 들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전적 서사가 인물 중심의 이야기이며, 자기(인물)의 삶
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해결할 수 있
다. 예컨대 학습자가 논설문 쓰기를 할 줄 아는 것은 논설문이 주장을 담는 
글이라는 점을 알고,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 
안에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든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적 서사가 일기인지, 생활문인지, 수필인지 혼란스러워하는 학습자에게 
자전적 서사가 글쓴이를 반영하는 인물에 대해 쓰는 글임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글에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인물 형상화의 원리를 제시한다면 자전적 
서사의 상(像)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을 쓰기 위해 소재를 구상한다는 
도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거의 경험을 겪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
게 관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학습자들은 지
나간 일을 기억해내지 못해 쓸거리가 없어서 글을 못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유의미하게 실천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전
적 서사를 쓰는 일을 어려워한다. 설령 과거의 기억이 부정확할지라도 지금
의 자기와 분리시킬 수 없는 ‘과거에 존재한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글쓰
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험의 주제화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물이 사건들을 응집해주는 결절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물 형상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자전적 
서사는 흔히 자기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 속에 빠짐없이 늘어놓기만 하면 된
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어떤 삶의 모습이든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자전
109)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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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서사에서 특별한 플롯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주제의식 
없이 사건을 열거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기록에 불과할 뿐이다. 인
물을 중심에 두는 것은 자전적 서사의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유기
적인 사건을 조직하여 전체 서사가 한 편의 글로서 완결성을 지니게 해준
다.  

2) 자기 인식의 확장 및 삶의 방향성 모색

 자전적 서사를 쓰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지가 아닌, ‘누구’인지를 알기 위
한 과정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투사하는 의미 만들기의 경험110)인 것이다.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라는 매체를 통해야 한
다. 서사는 경험을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변형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
신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 타자와 의미를 공유하는 매개가 된다.111) 나아
가 이야기 안의 인물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 이해라는 서사 행위의 목적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서는 것을 뜻한다.

이야기가 드러내는 유일한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다. 유일하고 일회적인 ‘인
격’은 원래 비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표출되지만, 이야기는 그 인격이 행위와 
언어를 통해 사후에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어떤 사람
이 누구였고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알 
때에만 가능하다.112)

 위 인용문은 인간사의 그물망과 그 안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에 대한 한나 
아렌트(H. Arendt)의 논의이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란 궁극적으로 행위를 
모방하여 엮어낸 줄거리를 통한 저자의 표출을 의미하며, 리쾨르 역시 줄거
리 구성을 통해 이야기하는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았다. 

110) 최인자, 「서사 표현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41권, 국어교육학회, 2007, p.150.

111)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p.91.

112)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1958), 이진우·태종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

사, 2005,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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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 구성의 맥락에서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가 인물을 그려내는 행위
는 자기 읽기와 자기 쓰기(표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적 인물의 
형상화는 자기를 인식하고 읽어낸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자 자기 쓰기를 통
해 순환적으로 자기를 재구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와 표현 개
념의 확장을 의미하며 서사 표현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또한 자전적 서사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끊임없이 인물의 행위
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하게 된다. 이는 “고발, 사과 또는 빚 갚음, 비난 또
는 찬사, 간단히 말해서 ‘좋음’ 또는 ‘정당함, 옮음’에 따라 판단하는 것”113)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더불어 타자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는 자전적 서사를 써 나가면서 자기 삶의 유한성과 고유성을 
인식하게 된다. 글을 쓰기로 하면 가장 먼저 “자전적 서사를 어느 시점의 이
야기부터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자기 삶의 시작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과도 같다. 인생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
나 알고 있지만 일상 가운데에서 이를 의미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기 이
야기를 쓰는 것은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하고 나아가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
간의 특징적 구조를 알게 해주며 그 구조는 내러티브 시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삶의 행로를 정의한다.114) 
 고유성은 남과는 다른 자기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같
은 인식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물음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할 
113) Paul Ricoeur, “L’identité narrative”, L’Esprit(1988), 김동윤 옮김, ‘서술적 정체성’, 석경

징 외 엮음, 『현대 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p.55.

114) Paul Ricoeur, “Narrative Time”, Critical Inquiry, vol.7, No.1, On Narrative(Autumn, 

1980),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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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전적 서사를 쓰는 과정은 곧 이와 같은 물음에 응답을 하는 과
정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자전적 서사의 결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거나 자기 태도에 대한 성찰, 윤리적인 성격을 띠는 다짐 등을 표현
하였다.

앞으로의 미래가 나 또한 궁금하며 지금은 현실을 직시한 채 앞만 보고 달리
고 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 인간다운 사람인가? 부자? 선생
님? 사업가?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저 쓰러지면 일어나고 도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도전할 뿐이다.(B-2406)

나 또한 내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그렇다. (…) 나는 지금까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
면 그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꿈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
문에 나의 꿈 또한 언젠가 꼭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B-2425)

 이와 같이 자전적 서사를 쓰는 행위는 미완성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며, 
출발점으로서의 이야기를 쓰는 것과 같다. 학습자는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
함으로써 자전적 서사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받
아들이며 자기 존재를 탐구할 수 있다.

3) 자기경험의 능동적 서사화

 자전적 서사 쓰기가 자기 이해와 진실된 삶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실행하여 그 의의를 체
험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인물의 구축은 서사 표현의 시작 단
계에서 학습자가 친숙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
서 학습자의 표현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서사표현의 자율성과 능
동성 신장을 통해 일상에서의 글쓰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적 서사 표현의 어려움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왜 써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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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학습자에게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고뇌가 담겨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타의 행위와 같
이 글을 쓸 때에도 쓰고 싶은 마음, 표현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것이 중요
하다. 
 동기(Motiv)는 “추구와 행동의 근거”115)가 되는 심적 현상으로 의욕
(Wollen)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현상학자 팬더(A. Pfänder)는 의욕을 두 가
지 의미로 구분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소망이나 희망, 갈망, 요구와 같이 
표상된 체험을 추구(Streben)하는 심적 현상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표
상된 체험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필요한 행동과 관련된 심적 현상이다. 
자전적 서사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후자인 행동으로서의 의욕이다. 이
것은 하고자 했던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한다. 의욕은 표상된 
체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행동의 목
표를 지향한다. 이때 표상된 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으로서
의 추구를 넘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 
 동기는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충동(Trieb)이나 욕구(Begierde)
와는 다르다. 반사적인 추구로써 구동되는 충동과 욕구는 수동적이며 자기 
아닌 것에 의해 구속되기 쉽다. 반면 동기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추구이
므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기는 자율성을 지향하는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며, 자전
적 서사 표현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동기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구체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자전적 서사를 구성하는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물 형상화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전적 서사에서의 인물 형상화
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친숙하게 느끼는 본성
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자기에
게로 이끌리고 향하는 것’은 우주적 자연에 의해 규정된 임무이자 본성이라
고 할 수 있다.116) 따라서 학습자가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며 인
115) Alexander Pfänder, Phänomenologie des Wollens, München, 1963, p.91, 홍성하, 「팬

더 현상학에서 나타난 의욕과 동기에 대한 연구」,『철학과 현상학 연구』48권, 한국현상학회, 

2011, p.137에서 재인용. 이하 동기에 대한 내용은 홍성하(2011)를 참고함.

116) 이창우,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자기애」, 『철학사상』17권, 서울대학교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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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형상화하는 활동에 주목하여 서사 표현에 접근한다면 보다 자율적이고 
실천력이 높은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서사를 표현하는 과정은 익숙한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고 창조하는 일이다. 
니체(F. W. Nietzsche)는 이에 대해 “‘인격’에 양식을 부여”117)함으로써 본
래의 자신이 된다고 말한다. 저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예술적 구상에 맞추어 넣음으로써 자기를 창조하는 것이다.118) 서사를 통한 
자기 형성은 참된 일관성과 형체를 가진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 자전적 서사 표현의 수행이 일상 속
에서의 이야기 생산 실천으로 이어져 서사 문화로 확장되는 것을 지향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체험하는 일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이다. “표현하는 것은 단적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것, 다시 경험하는 것, 그것도 깊이 경험하는 것”119)이라고 
말한 작가도 있다. 자전적 서사 표현은 교육의 장에서 혹은 인위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일과 호흡을 같이 하며 
능동적으로 행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서사를 자발적으로 
실천120)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상연구소, 2003, p.222.

117) F. W. Nietzsche, The Gay Science, W. Kaufmann(trans.), NY: Vintage Books, 1974, 

p.290. 

118) Charles B. Guignon, On Being Authentic(2004), 강혜원 옮김, 『진정성에 대하여』, 동문

선, 2005, p.170.

119) 大江健三郞, 私と いぅ 小說家の 作り方, 김유곤 옮김,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문학사상

사, 2000, pp.123-124.

120) 자전적 서사 표현 후 작성한 다음의 소감문에서 이와 같은 요구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들을 글로 써보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일을 추억하는 것이기 때
문에 자전적 서사를 혼자 여러 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B-1411)

이 글을 쓰면서 나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가족
들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좀 더 길게 나의 이야기
를 써보고 싶다.(B-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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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양상

1. 자기 인식의 방향 설정

1) 자기 인식과 성격 제시

 자기 인식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이며 내성(內省)과 숙고를 
통해 성찰에 이르는 과정이다. ‘나’는 과거로 회귀하여 자신의 삶을 되새기
고 그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새로운 자기를 형성하는데, 이때 과거를 바라보
는 주체와 새로 구성된 주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며 서로에게 속해 있
고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자기 인식은 지나간 시간 속에 고정된 
모습을 자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단한 변화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자전적 서사 표현을 자기 인식의 과정으로 보고 표현 주체의 
자기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로 자기 성격 제시를 들고자 한다. 
서사물에서 인물을 형상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격의 형상화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인물은 텍스트 내에서는 언어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지만 
수용자에게는 인격체로 느껴지는 대상이기 때문이다.121) 학습자는 자전적 
서사의 주요 인물인 ‘나’를 형상화하기 위해 우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나타낸다. 인간의 자기 인식은 자기 밖에 
있는,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가능해진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취한 행
동, 나의 습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등에서 자기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성격이나 특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하겠다. 
 학습자들이 쓴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121)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1983),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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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학습자

현실적 자기 인식이 

잘 나타남

현실적 자기 인식이 

잘 나타나지 않음

인물 특성과 

무관한 부연설명

인물 특성의 

지엽적 서술

A고 

1학년(43편)
21 7 15

A고 

2학년(60편)
35 18 7

B고 

1학년(29편)
9 9 11

B고 

2학년(28편)
19 6 3

C고 

1학년(56편)
40 14 2

합계

(총 216편) 
124편(57%)

54편(25%) 38편(18%)

92편(43%)

[표 2] 자기 인식 양상에 따른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류

학습자들은 에피소드를 비롯한 부연 설명과 함께 성격과 특징을 말함으로써 
‘현실적 자기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때 에피소드와 같은 경험은 주체의 외
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체가 지닌 ‘가능지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한 
지성)’이 감각적 표상(phantasma)으로부터의 추상을 통해 자기 인식상을 획
득하도록 하는 매개가 된다.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지성이 ‘가능지성’에서 
‘현실태에 있는 지성’으로 변화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일부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해 극히 지엽적인 특징만을 서술하거나 
자신이 내세운 성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험 내용을 상술하는 한계를 보
였다. 전자는 학습자가 인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전적 서사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글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엽적인 부분을 서술한 것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성격을 통해 어
떤 인물을 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화 능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된
다. 그리고 후자는 자기 인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험과 성격 
및 특징의 내적 연관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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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성격 제시 방식에서 드러난 자기 인식 양상에 따라 자전적 서사 
텍스트를 분류한 결과 57%의 학습자는 성격과 연관된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현실적 자기 인식을 보여주었지만 그 밖의 글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인식 표
현이 미흡했다. 즉 인물의 특성과 무관한 경험이나 사건을 부연하는 경우가 
25%, 인물이 지닌 단편적인 특징이 전체 서사와 관련 없이 나열된 경우가 
18%를 차지했다. 아래의 학습자 텍스트는 인물 특성의 지엽적 서술을 보여
준다. 

“첫째니까 양보해야지” 이 말이 제일 싫었다. 당한 건 나인데 왜 항상 나만 
사과하고 동생이 원하는 걸 줘야하는지, 두 분 다 둘째인 부모님은 첫째를 이
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
 비슷한 점과 공유하는 것이 많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던 우리는 한편으론 
너무도 달랐다. 쌍꺼풀이 진 똥그란 눈에 이목구비 뚜렷한 동생에 비해 속 쌍
꺼풀만 있는 작은 눈의 나는 생김새부터 너무 달랐다. (…) 내가 짬뽕을 좋아
하면 짜장면 좋아한다고 짜장면 시키고, 회를 잘 먹지 않는 나에 비해 동생은 
모든 종류의 회를 사랑했다.(B-1422)

 위의 글은 동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쓴 자전적 서사로 어린 시절 다투면
서도 가깝게 지냈던 동생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
끼는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글쓴이는 두 살 터울의 여동생을 두고 있는 맏
딸로 늘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을 배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
는 인물이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동생이기에 옷을 입거나 방을 
쓰는 데 있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싸움이 잦았다고 쓰고 있다. 글쓴이가 
‘나’의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은 주로 동생과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나’는 항
상 ‘동생이 어지른 것을 치우고’, ‘내가 입으려고 개어논 옷을 동생이 쏙 빼
가’도 늘 ‘동생이 원하는 걸 줘야하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행동에서 속으로
는 불평을 갖고 있지만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유추
할 수 있지만 이 글에는 ‘나’의 내면적 기질에 대한 서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동생과의 차이점을 통해 특징을 서술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형
적인 모습이나 취향에 편중되어 있다. ‘속 쌍꺼풀만 있는 작은 눈의 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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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짬뽕을 좋아하면’, ‘회를 잘 먹지 않는 나’ 등으로 ‘나’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외형과 특징들이 해당 문단에서의 묘사에만 그치고 글 전체를 관
통하는 ‘나’라는 인물의 의미로 확장되지 못한다. 이는 ‘나’를 형상화하기에
는 부족한 서술이며, 글쓴이는 동생과의 차이점으로부터 자신의 성격을 부
각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자전적 서사에서 ‘나’에 관하여 쓸 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나’의 특징을 나열하기만 한다는 점이다. 키나 체형에 대해 묘사하고, 좋아
하는 음식이나 노래,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성향(‘활발하다’, ‘말이 많다’, 
‘조용하다’,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
기 인식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학습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녔다고) 인식된 나’가 
서사를 진행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야기 안에 
자연스럽게 융화된 인물을 형상화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특징으로 지목한 
요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의 인물을 표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욕심이나 소유욕, 꿈  
같은 것도 없었다. 막연하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나는 방송합창단에 들어
가게 되었고, (…)
나는 언니랑 재진이랑 나은이랑 그때 나를 보던 눈빛이 너무 수치스러웠다. 
나를 향한 동정의 마음이거나 위로의 뜻이었겠지만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손 흔드는 선생님을 보며 마음
속에선 이미 복수심이 가득했다.(C-1605)

 위 글은 첫 문장에서부터 ‘나’의 성격을 서술한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욕심이나 소유욕, 꿈 같은 것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
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에도 그런 성격이 얼마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글의 맨 앞에서 표명한 성격과는 무관하게 그 뒤에 이어지
는 글의 내용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내가 팝페라를 배우게 됨’, ‘노래 
선생님과의 마찰로 복수심이 생김’이 주를 이룬다. 즉 어렸을 때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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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노래를 배우면서 점점 꿈을 키우게 되었다든지 평소에는 의사 표현
에 서툴지만 노래를 할 때만큼은 표현욕구가 강해진다든지 등의 내용이 아
니라 첫 문장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노래 부르기에 얽힌 경험을 표현하였다.
 또한 위 글의 글쓴이는 자신이 의사 표현에 서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나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글 전체에서 
‘욕심(꿈) 없는 나’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도 서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학습자가 자신의 성격을 인식했으나 서사화하는 과정에
서 글의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
한 표면적인 대답을 하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위 자전적 서사에는 
자기 인식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험 서술에
서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의미화되지 않고 있다. 

(가)
 책을 무척 좋아했다. 방에 박혀 밥먹는 시간에까지 책을 들고 와 볼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 엄마는 다른 집 엄마들은 책보라고 성화인데 우리는 책 좀 그
만보라고 성화라고 자랑 섞인 말들을 가끔 하셨다. 나도 기뻤다. (…)
 조용한 성격은 아니었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것 좋아하고 엄청나게 당돌하
고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이었다.(B-1428)

(나)
 나는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내주신 ‘장래
희망 적기’ 숙제에서, 꿈을 쓸 수 있는 칸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그 고사리같
은 손과 손톱같은 크기로 꿈을 모두 적었지만 결국 해보고 싶은 그것들을 다 
못 적어 울고 말았다. 뭐가 그리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걸까? 지금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잘 모르겠다.(B-1412)

 위의 두 편의 글에서 학습자들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것 좋아하고 엄청
나게 당돌하고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성격’, ‘나는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다.’와 같이 자신이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가에 대해 선언적으로 표
현하였다. 이는 자전적 서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 양식이며 자신 인
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보통 ‘성격 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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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설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성격을 제시한 후 그것
을 뒷받침하는 일화나 자신의 성격을 부연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위 글에서는 선언적 표현을 구체화하는 행동이나 사건의 묘사가 부
족하다. (가)의 글쓴이는 책을 좋아하는 자신의 특징을 밝힌 후 밥 먹는 시
간까지 책을 보던 습관, 엄마의 책 좀 그만 보라는 자랑 섞인 말씀을 덧붙
여 책을 좋아한다는 특성을 강조한다. 책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
의 행동(밥 먹는 시간에도 책을 봄)을 통해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엄마
의 태도(자랑 섞인 말)를 매개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자신의 특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한다. 타인의 평가가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조용하지 않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돌하고,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는, 날카로운)을 제시할 뿐 그러한 성격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드러나지 않아 개인적인 자기 표현에 함몰된 모습을 보인다. 보
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단서로써 보완해야 한다.
 (나)에서는 자신을 ‘욕심이 많았던 아이’로 규정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을 적다가 다 못 적어 울어버린 일화를 덧붙이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는 
생략된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학습자는 자신을 인식하는 내면의 의식 상태
를 서술자아의 목소리로 드러낸다. 글쓴이는 ‘정확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의 모습에 혼란을 느끼
지만 과거의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다. 위 학습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을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일
화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적으려고 했던 꿈들이 무엇이었는지, 당
시의 감정이 어땠는지, 울음을 터뜨린 것에 대한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반응 
등을 서술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한 현재의 시각 역시 미미하
게 나타난다. 물론 당시의 경험에 대해 ‘뭐가 그리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걸
까?’라고 말하며 과거의 자신이 갖고 있던 순수함과 꿈 많은 시절에 대해 
그립다고 표현함으로써 욕심이 많은 성향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는 
있지만 과거의 자신에 대한 인상을 서술한 것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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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보다 구체화된 서술과 의미화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매개로 자신을 바
라보며 현재의 ‘나’와 비교함으로써 총체적인 자기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인물 특성의 반복

 자전적 서사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글로 인물의 특징은 일회적으로 제시되
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그것의 누적을 통해 형
상화에 기여한다. 반복되는 요소는 인물의 성격이나 주된 내면 심리, 또는 
인물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인물과 관계된 특정 상황이나 사
건을 진술하는 문장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전적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인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함으로써 인물을 효과적으
로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이 자전적 서사에서 ‘나’를 표현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반복이라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자전적 서사를 ‘내가 
살아온 이야기’로 단순화하여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연대기적인 나열로 
서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 이때 반복하려는 특징을 선정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응집되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노력이 부족해
지기 쉽다. 
 한편 반복 현상이 나타난 글을 살펴보았을 때 반복되는 요소로 인해 자전
적 서사가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
었다. 또한 변주의 형식으로 반복함으로써 글의 전개와 서사의 진행에 밀도
를 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동일한 내용을 
단순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글의 내용이 단조로워지기도 하였으며, 반복적으
로 제시된 부분이 인물 형상화와 거리가 멀어 자전적 서사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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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학습자

반복 표현

반복 

표현 

없음

반복을 통한 

인물 형상화가 

잘 나타남

반복을 통한 인물 형상화가 

잘 나타나지 않음

인물 특성의 

단순 반복

인물 형상화와 

거리가 먼 반복

A고 

1학년(43편)
3 4 1 35

A고 

2학년(60편)
9 2 4 45

B고 

1학년(29편)
2 6 3 18

B고 

2학년(28편)
0 3 8 17

C고 

1학년(56편)
8 10 6 32

합계

(총 216편) 

22편(10%)
25(12%) 22(10%)

147편

(68%)
47편(22%)

69편(32%)

[표 3] 인물 특성의 반복 양상에 따른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류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전적 서사에서 ‘나’를 형상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반복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는 69명(32%)이었다. 이들 중 인물 특성
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반복의 형식을 활용한 경우는 22명(10%)이었으며 
그 밖의 학습자들은 동일한 표현을 여러 문단에 걸쳐 기계적으로 반복하거
나(12%) 반복되는 요소를 인물 형상화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
다.(10%)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 잘난 점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신념이 하나있다. ‘하다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이다. 누가 들으면 ‘저게 뭐야’하며 비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이
런 생각은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매우 큰 도움이 됐다.
(…) 하지만 금세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하자, 아무런 생각하지 말
고. 그럼 어떻게든 되겠지.’ 걱정, 불안함, 초조함, 이런 건 모두 잊었
다.(B-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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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시문의 인물은 자신만의 신념이 지금까지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고백하면서 자전적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인물이 가진 신념은 ‘하다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하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든 되
겠지.’, ‘쟤들은 다 하는데 왜 내가 못해’와 같은 속마음으로 표현되는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말을 되뇌며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위
의 인물은 자신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긍정적? 아니 낙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고방식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다.’라고 평가한다. 이 글
에서는 인물의 신념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낙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념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싱가포르에서의 영어 공부 경
험을 서술하여 전체 서사에 일관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복은 자칫 형식적인 강조와 기계적인 나열에 그칠 수 
있다. 위 글에서 ‘나’의 긍정적인 생각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로 드러나
며, 서사의 구성은 ‘나는 그 생각 하나로 견뎠고 결국 모든 일은 잘 해결되
었다.’라는 서술처럼 ‘힘든 상황에 직면 → 포기하지 않고 다짐함 → 고난의 
극복’이라는 단순한 플롯으로 진행된다. 이는 결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결
론을 이루는 세 문장(‘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나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준 
것이다.’, ‘이토록 나는 현재 나의 힘들고 어려운 고교시절도 결국 끝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길 고대한다.’, ‘쟤들은 다 하는데 왜 내가 못해’)은 동어반복
을 하는 느낌을 준다. 즉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반복함으로써 오히
려 이야기가 지나치게 단순해졌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복하려는 인물의 특징에 대한 입
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작가가 쓴 자전소설의 경우 인물의 발화나 인
물을 설명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사용할 때마다 전후 맥락과 함
께 의미가 점층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반복되는 표현을 종합해
보면 완성되는 인물의 상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인물을 형
상화하기 위해 반복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특성이 생긴 계기, 특성
이 지닌 장점과 단점, 그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자기 특징과 관련된 사건의 
풍부하고 구체적인 제시 등을 고려하여 반복할 요소를 선정하고 서사 내에
서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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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인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탔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하게 되었다.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똑같았다. 아니 조금 더 심해졌다. 
(…) 특히 관객들의 박수는 외로웠던 나를 다독여주는 손길 같아서 눈물이 났
다. 그렇게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정신 차리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 
 돌이켜보면 어릴 때 외로움은 그냥 한때였던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C-1203)

 위의 글에서 글쓴이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자신을 형상화한다. 여기에서 
‘외로움’이라는 표현은 서사가 진행되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외로움’은 
‘나’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수용된다. 어린 시절 ‘나’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부족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취미로 시작한 
연기를 통해 경험한 관객들의 박수가 ‘외로웠던 나를 다독여주는 손길’처럼 
느껴져서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 자신의 외로운 성향을 보완해주는 방향으
로 진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로부터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아 과거의 외로웠던 시간을 치유하게 되었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외로움을 경
험하게 되지만, 자신이 연기를 시작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즐겁고 하면 행복해서 연극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아가 글의 결말에서는 어릴 때의 외로움을 ‘그냥 
한때였던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외로움’은 위 자전
적 서사의 인물이 살아온 삶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물의 
성격이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꿈을 정하게 한 요인이 되며, 삶
의 자세를 정립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복적인 표현은 자전적 서사의 인물을 형상화하
는 데 있어 주요한 원리로 작용하며, 표현 주체는 자신의 특성 중에서 반복
하고자 하는 요소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장면에 배치할 것인
지 조정함으로써 인물 형상화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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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학습자
경험 사이의 일관성 부족 일관성 있는 경험들의 연결

A고 

1학년(43편)
17 26

A고 

2학년(60편)
39 21

2. 경험의 서사화를 통한 인물 특징 형성

1) 연관성 있는 경험의 선택과 조직

 서사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기성 형식의(set-piece) 방법’과 ‘전
개에 의한(unrolling) 방법’이 있다.122) 기성 형식의 방법은 이야기의 앞부
분에서 인물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전개에 의한 방법은 이야기의 
흐름에 맞추어 경험을 통해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항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인물은 언제나 사건과 결합되어 있으며 자전적 서사를 이끌어가는 ‘나’는 
그의 경험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형상화된다. 즉 인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서술했을 때 실제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인물을 표현할 수 있다. 
자전적 서사에서 사건은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조직하는 경
우가 많지만 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플롯화하기도 한다.
 학습자의 자전적 인물 형상화에서 경험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인물과 관련성이 적은 경험들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다.(46%) 즉 
자신이 겪은 일이지만 ‘나’보다는 다른 인물들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을 
서술하거나 한 편의 글에서 제시된 사건들이 ‘나’를 중심으로 응집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분산된 경우가 그것이다. 

122) Robie Macauley·George Lanning, “Characterization”, Technique in Fiction, NY: 

Harper&Row, 1964,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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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고 

1학년(29편)
12 17

B고 

2학년(28편)
8 20

C고 

1학년(56편)
23 33

합계

(총 216편) 
99편(46%) 117편(54%)

[표 4] 경험의 조직 양상에 따른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류

   분류기준

학습자
순차적 시간 배열 입체적 시간 배열

A고 

1학년(43편)
31 12

A고 

2학년(60편)
44 16

B고 

1학년(29편)
14 15

B고 

2학년(28편)
18 10

C고 

1학년(56편)
42 14

합계

(총 216편) 
149편(69%) 67편(31%)

[표 5] 시간 배열에 따른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류

 또한 자전적 서사에서 서술하는 사건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것일 수밖에 없
는데 이와 같은 경험시와 서술시의 간격으로 인해 경험한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사건을 겪은 당시의 감정과 글을 쓰는 현재의 감정 사이에 차이가 
생겨 서술 주체를 설정할 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시간 배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순차적으로 배
열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큰 무리 없이 사건을 연결했지만 시간 순
서를 역전시키거나 입체적인 구성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운 전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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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이 ‘나’를 형상화하기 위한 사건들을 배열할 때 시간 순서를 고려
한 양상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순차적인 시간 배열의 연대기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9%) 이는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여러 개의 사건
을 선택하여 조직하는 자전적 서사의 특성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반면 현재와 과거를 교차적으로 제시하거나 현재에서 과거로의 역순으
로 배열하는 시간 구성을 활용한 학습자들도 있었다.(31%) 이들 중에는 시
간의 넘나듦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시점(時點)에서 다
른 시점으로 이동할 때 연결이 어색하거나 전체의 이야기가 통합되지 않고 
분절되는 문제점이 보이기도 했다. 학습자들은 ‘나’라는 인물을 형상화할 때 
자신 안에 축적된 시간의 층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했을 때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
은 경우가 문제로 나타났다. 즉 ‘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전적 서사에서 
경험이나 사건을 서술할 때 마치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전달하듯 거리
를 두고 서술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삶을 서사화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 자체를 단순히 열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와 같
은 경향을 보인 학습자들은 사실 위주로 글을 쓰면서도 감상을 부연해야 한
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느낀 점을 서술하되 경험과 분리된 감상을 덧붙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경험 속에서 ‘나’의 내면적 기질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버드 대학 앞에 있는 동상의 발을 만져 보고 유명한 샌
디에고의 야구경기장에서 식사를 하며 창 밖 경기를 보기도 하고, (…)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뭔가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이
었다. 그리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마터면 정말로 큰 일이 날뻔한 놀이를 했
던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걸스카웃을 따라하는 것이었다. (…)
 언니와 나는 각각 탭댄스와 발레를 배웠다. 그리고 탭댄스, 발레 학원이 있
던 똑같은 건물 안에서 둘이 같이 미술학원도 다녔다.(B-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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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전적 서사는 글쓴이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
다.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을 살펴보면 ‘친척들과 미국 관광을 함’, ‘학교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날 친구의 놀림으로 울음을 터뜨림’, ‘친구들과 걸스카웃 
흉내를 내느라 맨홀에 들어갔다가 갇힘’, ‘스쿨버스에서 잠이 듦’, ‘무용과 미
술을 배움’, ‘동물원 체험학습’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서의 경
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서로 간에 유기성이 떨어진 채 흩어져서 존재
한다. 한 편의 글 안에서 다뤄지는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산발적
이다. 물론 ‘그밖에 (…) 종종 말썽을 더 부리기도 했다.’라는 서술에서 이 
자전적 서사가 ‘말썽을 부리던 어린 시절의 나’를 형상화하고자 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말썽 부린 것과 관련된 경험은 6개의 에피소드 중
에서 걸스카웃 흉내와 스쿨버스에서 잠들었던 일, 이 두 가지뿐이다. 다른 
경험들 사이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된 자전적 서사에서는 
‘나’가 어떤 인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표현 주체가 회상한 기억을 일정한 주제에 따라 선별
하지 않고 한 편의 글에서 모두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때 학
습자는 자전적 서사를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서술한 글’에 가깝게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으
며,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 간의 내적 연관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열거는 자전적 서사가 추구하
는 필자의 자기 이해와 삶에 대한 성찰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자전적 서사에서 경험들의 연결과 조직은 시간적 배열과 밀접한 관련
을 지닌다. 자전적 서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사
건들은 나름의 시간순서를 갖고 있고 현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글을 쓸 때 시간의 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
한 결과 순차적인 시간 배열에 따라 서술하거나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방
식으로 서술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래 글을 쓴 학습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회상을 통해 자전적 서사를 전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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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가 막힌 건 나의 꿈은 가수다. 작사, 작곡도 할 줄 알고, 안무를 짤 
정도로 춤에도 소질이 있는, 예술 쪽에서 다중재능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되
고 싶다. (…)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해도 노래나 가수엔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냥 언니
들이 듣는, 실력이 있다는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노래를 따라 듣곤 했었다. 전
환 시점은 내가 4학년을 마치고 사정이 있어 호주에 가게 되었을 때다. 
(…) 그렇게 나의 욕망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간 지 2년, 기회가 찾아왔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반끼리 뮤지컬 공연을 해야만 했
다. (…) 중3이 되었다. (…) 한동안 춤이나 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
저 공부만 했을 뿐이다. 그리곤 겨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B-1416)

 위 글은 현재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꿈이 가수라고 
밝히면서 그 꿈을 꾸게 된 계기에 대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할 것임
을 표명하고 있다. 과거 경험은 시간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지를 통해 순
서대로 배열된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해도’, ‘4학년을 마치고’, ‘중3이 되
었다.’, ‘현재’ 등으로 해당 경험의 시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
며 이는 학습자들의 자전적 서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으로부
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지,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몇 살 혹은 몇 
학년 때 겪은 일인지 등 구체적인 시간을 재현해내려는 모습을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차적 서술은 도식적이며 형식에 끼워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 시간 순서에 따른 성장과정을 나열함으로써 시간의 흐름 자체가 글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위 글의 글쓴이는 자기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
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나이나 학년 등을 중심으로 경험을 떠
올리는 것은 청소년 학습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므로 그것
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글의 구성과 흐름에 대한 고민 없이 
사건 사이의 연결 및 조직을 시간적 표지에 맡겨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갔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이 성장한 계기에 초점
을 맞추도록 안내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학습자는 인물 형상화의 과정에서 인물이 처했던 구체적인 경험들을 
떠올리고 서사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때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는 과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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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진(dismembered) 어떤 것을 ‘다시 맞추는 것(re-membering)’, 즉 완
전한 총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주체에 항상 앞서는 객체에 
대한 경건한 ‘회상(Gedächtnis)’123)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다시 초심이 돌아올까 싶은 생각에 빠져들다가 내가 처음 연기
를 시작할 때가 생각났다.
(…) 그렇게 무용에 빠져살다 갑자기 연기에 빠져든 건 중학교 1학년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이천춘사영화제를 열었다. (…) 나는 무언가가 가슴을 
쿵 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순간 정말 큰 충격이 왔다. 그리고 설레어왔다. 
그리고 느꼈다. 배우의 연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끌어당기고 감
정을 흔드는 힘이 있구나.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연기라는 것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았다.(C-1227)

 위 자전적 서사의 인물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고민
을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글을 시작한다. ‘나’는 초심을 되찾기 위해 지금의 
꿈을 갖게 된 계기를 순차적으로 회상하게 된다. 이 글에서 선택한 경험은 
‘예술을 좋아하고 특히 무용을 즐거워했던 어린시절’, ‘춘사영화제를 통해 배
우를 꿈꾸게 된 순간’, ‘학원에서 연기를 배우던 시간들’ 등이다. 이 기억들
은 주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를 형성하는 ‘자전적 기억’124)이다. ‘나’
는 이러한 경험을 되짚어봄으로써 그 당시의 감정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
는 점을 느끼며 표현 주체는 꿈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의미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서술하는 과정에서 ‘서술하는 
(현재의) 나’와 ‘경험했던 (과거의) 나’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전적 
서사의 특성상 ‘나’에 내재된 이중성은 본래적인 것이지만 내용이 전개되면
서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 글의 글쓴이는 발레 학원을 
다니던 6살 무렵을 이야기하면서 ‘6살부터 약 1년간 배웠던 발레는 정말 재
밌었다. 엄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보다 발레학원 가기를 좋아했다고 
한다.’와 같이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나’의 시점에서 

123) M. Jay, Adorno(1984), 최승일 옮김, 『아도르노』, 지성의 샘, 1995, pp.96-97. 

124) U. Neisser, "Self-narrative: True and False", U. Neisser·R. Fivush(Eds.), The 
Remembering self, NY Univ. Press, 199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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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거나 당시의 느낌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기를 
시작하고 반복 훈련하는 것에 지쳐갔던 일을 서술할 때에는 연기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고 말하는데, ‘그때에는 후회스러웠다.’와 같은 과거
형이 아닌 ‘연기를 해서 뭘 하나 싶다.’라는 현재형을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서술자의 시간 이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글의 후반부에 나오는 현재 시점의 서술인 ‘배우는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의 꿈이다.’와 같은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며 ‘나’의 심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회상형의 자전적 서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구술성이
다. 마치 청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서술하
는 양상을 보인다. 문장이 ‘-다.’의 형태로 끝나지 않거나(‘배우의 연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끌어당기고 감정을 흔드는 힘이 있구나.’) 
내면의 감정을 쏟아내듯 짧게 끝나는 문장이 연달아 나오기도 한다.(‘그리고 
설레어왔다. 그리고 느꼈다.’)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에서 나타나는 구술적인 
특징은 고백을 진솔하게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면심리가 정리되지 
않고 표현되며 이야기로서의 구성을 지니기보다 조직화되지 않은 회고담 수
준에 머문다는 단점을 지닌다.

2) 사건 내 인물 행위의 의미화

 경험한 사건의 조직과 더불어 자전적 서사를 이루는 사건에는 인물이 어떻
게 행동하는지가 포함되며, 그것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 인
간은 행위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며, 행위에는 주체의 개성이 담겨 있다. 서
사의 인물은 구체적 삶 속에 자신을 구속(engagement)시켜 행위할 때 하나
의 본질(신분)을 갖는다.125) 행위는 인물 앞에 ‘세계’를 열어주는 매개라고
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곧 그 인물이 어떤 사람
인지를 말하는 것이 된다.
 학습자들은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서 ‘나’의 행
125) 이성환, 「사르트르의 <행위>의 존재론」, 『철학연구』115권, 대한철학회, 2010,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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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험 당시의 발화를 살려 
기술하거나 행위의 과정을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물의 행위가 성격으
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행동에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
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행위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행위를 촉발시키는 것, 즉 동기나 이유
를 파악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행위의 
기저에 놓여있는 동기는 특정 상황의 ‘나’에게 일어나는 욕구들을 모두 가리
키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는 여러 이유들이 병존하지만 행위로 직접 옮겨지
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126) 자전적 인물 형상화를 수행하는 학습자는 ‘나’의 내면에 공존하는 욕
구들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행위와 연결된 심리적 요인127)을 파악하여 ‘나’
라는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전적 서사 
표현이 지향하는 자기 이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자전적 서사 텍스트에서 행위가 서술된 양상을 살펴보겠다.

 “한국에서는 예의가 매우 중요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 그때부터 언니와 나는 눈치를 보며 긴장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잘 먹
겠습니다’라고 말할 타이밍을 찾으면서 식탁 아래에서 서로의 발을 툭 치면 
우리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수저를 드시
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먹지 않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늦게 오실 때
에는 언니와 나는 계속 무안하게 앉아있었다. (…)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대답을 먼저 생각해서 말하고 어떤 때에는 언니의 발을 툭 쳐서 대신 답하게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나는 
항상 밥도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했다. 
(…) 아직도 죄송스럽고 후회된다.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
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B-1419)

126) 김혜경, 「행위의 존재론-행위자로서의 자기 이해」, 『시대와 철학』 16(2),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2005, pp.116-117.

127) 데이비슨(D. Davidson)은 이를 행위에 대한 ‘일차적 이유(primary reasons)’라고 했다. D. 

Davidson, “Actions, Reasons, and Causes”, 앞의 책,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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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에는 외국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웃어른에 대한 예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 등장한다. ‘나’와 언니는 미국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
누는 일이 어색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된다. 그것은 밥을 빨리 먹거나, 식탁 아래 언니의 발을 
툭 쳐서 대답할 상황을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나’의 이런 행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우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한국에서
는 예의가 매우 중요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해
야 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도 전에 예의바
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우 긴장’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할머
니댁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편하지 않은 분위기로 인식된다. ‘눈치를 보며 
긴장된 생활’, ‘무안하게 앉아있었다.’,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 불편해서’, ‘쥐죽은 듯이’, ‘너
무 어렵고 무서웠다.’ 등의 표현을 통해 ‘나’의 내면심리를 알 수 있다. 불편
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
다.(㉠~㉣) 
 그러나 위의 글은 행위를 묘사하는 것에 집중하여 정작 그와 같은 행동의 
주체인 ‘나’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글쓴이는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을 그리고 있는데, ‘나’의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정도이다. ‘나’를 보다 확실히 드러내는 인물 형상화 전략이 필요하
다. 이 경우 ‘행위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며 당시의 경험
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수용되었는지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행동을 통한 인물의 형상화는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기도 한다. 

내 성적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 하지만 이런 상황은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주위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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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라고 해봐야 학교 욕 아니면 남중 아이들의 실없는 소리였다. 그러다보
니 좀 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무기는 ‘오기’였다. 
㉡그 뒤로 2년은 나의 대폭발이었다. 군 단위 대회 상들을 휩쓸어오고, 겨울방
학동안 짧게 다닌 수학학원에서는 비록 1등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도서관 
자습실에서도 S중 아이들이 보이면 유난히 더 집중했다. 경시대회 점수는 웬만
한 S중 최상위권 학생들 수준으로까지 올렸다.(B-2403)

 위 글은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시련을 겪은 글쓴이의 심리상태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입학을 계획했던 중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면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는 오기를 갖게 된다. ‘입학 
거부 사건’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에서 인상깊은 사건으로 꼽는 경험이며 사
건 당시의 심리 상태와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표출된 ‘나’의 
행동은 ㉡에 서술된 것과 같다. 자신의 입학을 거부한 학교에 반감을 갖고,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이다. 이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나’의 오기와 다짐이 담겨있다. ‘마음의 상
처’, ‘충격’, ‘오기’, ‘야망’, ‘대폭발’, ‘열등감인지 자존심인지’ 등의 표현에서 
‘나’의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자존심이 강하고, 어려
운 상황을 이겨내는 의지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 
같은 표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밀고나가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중심 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지
향성만을 띠고 있어 ‘나’를 지나치게 단일한 캐릭터로 만든다는 문제가 있
다. 즉 ‘입학 거부 사건’이 일어난 후 그것에 반감을 갖고 복수하는 심정으
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 주된 흐름을 이루며 인물의 행위는 철저히 
‘오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위를 일으킨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사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전적 서사를 이루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물이 지닌 복합성을 표
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거기에 결합된 인물의 특
성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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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학습자

타자의 도입이 적극적임 타자의 

도입이 

두드러

지지 

않음

타자에 대한 ‘나’의 관여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

분리된 서술130) 통합적 서술

A고 

1학년(43편)
19 7 4 13

A고 

2학년(60편)
5 0 31 24

3. 의미 있는 타자와 관계적 인물 구성

1) 타자에 대한 나의 관여

 주체와 다른(autre) 자(타자)는 오로지 주체의 표상 활동의 매개를 거쳐 
주체의 지평 위에 종속되는 한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대적 
주체성의 본성이다. 반면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주체는 표상 활동을 통해 타
자를 자기의 지평 위에 종속시키는 제국주의적인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타
자의 ‘이타성’과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탄생하는 주체이다.128)
 자전적 서사의 인물은 그가 관계 맺고 있는 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삶을 구성해나간다.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인물인지 드러낼 수 있다. 이 항에서 살펴볼 것은 자전적 
서사에서 타자에게 관여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형상화하는 양상이다. 이때
의 ‘나’는 타자에게 소외되거나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에게 응답하는 
자아(se réspondre)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 이해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
며, 박해받는 고통 속에서 타자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의 고통에 대해 책임
을 감수하는 윤리적 자아129)이다.

128) 서동욱, 『차이와 타자: 현대 철학과 비표상적 사유의 모험』, 문학과지성사, 2000, 

pp.19-25.

129)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1, pp.197-198.

130) 이 표에서 ‘분리된 서술’이란 타자와 ‘나’ 사이에 연관관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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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고 

1학년(29편)
1 9 11 8

B고 

2학년(28편)
3 2 13 10

C고 

1학년(56편)
10 7 25 14

합계

(총 216편) 

38편(18%) 25편(11%) 84편

(39%)

69편

(32%)63편(29%)

[표 6] 타자의 서술 양상에 따른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류(1)

 학습자들은 타자와의 연관 속에서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자신의 주
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타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은 어떠했는지 고찰하는 모습을 보였다.(11%) 그러나 
타자를 상대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인 서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
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 ‘나’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밝히지 
못하는 텍스트도 볼 수 있었다.(18%) 이는 타자와 ‘나’의 교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타자를 향한 자신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학습자들은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나’를 형상화
할 때 타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나 연관된 서술이 글쓴이의 자기 인식, 즉 
글쓴이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문작가가 쓴 자전소설의 경우 ‘나’가 타자에게 보이는 태도가 분명히 드
러나며 인물의 말과 행동, 분위기나 관련 사건을 통해 정교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나’와 타자의 관계가 일시적인 측면에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의미를 갖는 형성 지점에서부터 관계의 변화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비해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는 ‘나’와 타자의 관
계를 미시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하거나 타자를 인식하고 서사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래의 자전적 서사에서 표현 주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나’를 어떻

대한 서술이 ‘나’를 형상화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통합적 서술’이란 

글쓴이가 타자와 ‘나’의 공존 관계를 인식하여 타자에 대한 ‘나’의 관여가 효과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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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으며 목 놓아 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었으며 아버지의 행동은 나의 자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 그 순간 나도 훌륭한 아버지를 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
오랫동안 가족과 떠나 혼자 지내며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꼈던 아버지에게 따
뜻한 말 한마디라도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 그런 아버지처럼 묵묵
하게 이 사회의 번영을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고 싶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
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희망이 생겼다.(B-1425)

위 글은 ‘내’가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에게 호의적인 사이가 아
님을 고백하며 시작된다. 오랜 시간 떨어져있던 아버지와 만나기 전까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서 자신을 보고 손을 잡고 목놓아 우
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나’는 자신의 곁을 떠나있던 아
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이는 ‘내
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닌 자기의 모습이다. 타자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며 자기에게로 흡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보고 우는 
아버지를 본 순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남으로써 ‘환대로서의 주
체성’을 갖게 된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열망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자신이 어린 시절 어버이날에 선물한 
손수건을 아직도 갖고 있고, 자기를 위해 고른 옷을 건네는 아버지의 모습
에서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타자에 대한 태도 변화는 주체로 하여금 반성과 성찰을 불러일

으킨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한심하다고 
느끼며, 아버지가 겪는 고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자에 대한 수용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그런 아버지처럼 묵묵하게 이 사회의 번영을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고 싶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희망이 생겼다.’와 같이 자신이 포용하고자 하는 
타자의 범위를 넓혀 보다 확장된 윤리적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글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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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성향이 다르다는 언급과 오랫동안 가족과 떠나
서 지냈다는 표현이 있을 뿐 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어
떤 이유로 아버지를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자기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기에 불충분하며 자신
의 미성숙함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과 훗날 
반성하게 된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다음의 글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변인물이 아닌 낯선 사람들을 타자

로 발견하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무더위에 짜증과 피곤으로 무장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3
살 정도의 남자아이였다. (…) “배고파요. 원 달러 주세요.” 배고프다는 그 아
이의 한마디가 순식간에 내 시야를 내 옷 끝자락에서부터 그 아이의 발끝으
로 넓혀주었다. (…)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들은 나
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나의 꿈마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틀림없이 이번 필리핀행 봉사는 나를 더욱 내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를 성장시켜줄 게 분명하다.(B-2430)

글쓴이는 자전적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사건으로 필리핀 여행과 그곳에서 
구걸하는 어린아이를 만난 경험을 든다. ‘나’의 인식은 서사의 전반부와 후
반부에서 달라지는데 여행을 시작할 때 세부의 낯선 풍경은 ‘텔레비전 해외
봉사 단체 모금 같은 동영상’처럼 다가올 뿐 ‘나’에게 특별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아직 타자의 얼굴과 마주서지 못한 단계이다. 그러다
가 ‘나’는 광장에서 느낀 3살짜리 남자아이의 손길로 인해 시야가 바뀌고 생
각이 달라짐을 경험한다. 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배고프다고 말하는 아
이, 과자와 사탕 몇 개에 행복한 웃음을 짓던 아이에 대한 인상은 ‘나’의 가
슴과 머리에 ‘대못처럼’ 박히게 된다. 위 글의 ‘나’는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
며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느끼고, 당장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과
자와 사탕을 쥐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사고방식
과 꿈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여행에서 돌아
온 후 학교에서 필리핀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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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대한 자신의 관여는 곧 자신의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 글에
서 ‘나’는 원 달러를 구걸하는 아이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동안 알지 못한 세
계에 눈을 뜨고 그것이 자신의 꿈을 바꾸어놓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예전에
는 몰랐던 타자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자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은 타자에 대한 서술이 글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나’에 대한 서술은 필리핀 어린아이를 보고 느낀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현하
는 것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전적 인물의 형상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다. 글의 대부분을 여행에서 아이를 만났던 상황과 아이의 행색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글쓴이는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장래희망까지 바꾸게 되
지만 정작 그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필리핀 봉사활동 
신청’에 대한 언급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서사에서 인물에 대한 서술은 ‘인물-공간(character-space)’131)이라는 용

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서사 중에서 등장인물에게 제공되는 텍스
트 공간의 양을 뜻한다. 이 개념은 서사에서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처리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자전적 서사에서는 보통 ‘나’의 
인물-공간이 큰 경우가 많은데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그 비중이 역전될 
경우 ‘나’의 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

 융(C. G. Jung)에 따르면 자기 탐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다.132) 주위 사
람들과 밀접하고 민감하게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개성
(individuality)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 공간에서 벗어나 타인과 공존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과 구별 
짓기가 가능한 사람들과 비정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자기를 발

131) Alex Woloch, Characterization and Distribution, The One vs. the Many: minor 
characters and the space of the protagonist in the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12-14. 

132) M. Serrano, C. G. Jung and Hermann Hesse: a record of two friendships, New York: 

Schocken Books, 1966,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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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학습자

타자의 도입이 적극적임 타자의 

도입이 

두드러

지지 

않음

타자에 

대한 

‘나’의 

관여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

분리된 서술133) 통합적 서술

A고 

1학년(43편)
26 3 1 13

A고 

2학년(60편)
5 16 15 24

B고 

1학년(29편)
10 8 3 8

B고 

2학년(28편)
5 7 6 10

C고 

1학년(56편)
17 19 6 14

합계

(총 216편) 

63편

(29%)

53편(25%) 31편(14%) 69편

(32%)84편(39%)

[표 7] 타자의 서술 양상에 따른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류(2)

견할 수 있다.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자전적 텍스트에 형상화된 
인물을 살펴보았을 때 타자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자기 이해에 도
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타자의 제시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한 소개
에 그치는 유형도 발견되었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거
나 자신과의 의미 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을 서사에 등장시킬 때 그들이 지닌 특징이나 기억나는 경험 등을 
서술할 뿐 정작 ‘나’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학습자 텍스트 중 39%에 해당하는 84편에서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를 서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타자에 
대한 ‘나’의 관여(63편)보다 많은 수치로 학습자들이 자전적 서사에 타자를 
133) 이 표에서 ‘분리된 서술’이란 타자와 ‘나’ 사이에 연관관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타자에 

대한 서술이 ‘나’를 형상화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통합적 서술’이란 

글쓴이가 타자와 ‘나’의 공존 관계를 인식하여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가 효과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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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 위주로 서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자의 맥락과 자신의 맥락을 분리시켜 서술한 학습자가 절반 이
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자전적 서사에서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나’와
의 접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임강온 음악선생님. 그 분을 본다면 누구나 ‘열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강온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나는 선생님의 뮤지컬 동아리에 들었다. 
(…) 그때 내가 받은 역이 강온 선생님 역이었다. 원하던 주인공은 이미지가 
맞지 않아 못하게 되었지만 강온 선생님 역을 받고 나서는 심장이 간질간질
했다. 부담도 됐지만 너무나도 뜻 깊은 배역이라 너무 좋았다.(C-1207)

 위 글에서 글쓴이는 ‘강온 선생님’ 덕분에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 뮤지컬에 빠지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강온 선생님’이 ‘나’에
게 진로를 설정하고 꿈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성향이나 ‘나’를 이루는 경험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인물의 삶의 면면은 ‘강온 선생님 덕분에 뮤지컬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단순하게 환원될 뿐이며 글쓴이는 ‘강온 선생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
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또한 강온 선생님 배역을 맡
게 되어서 좋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가 강온 선생님
을 존경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강온 선생님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평
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자를 제시함으로써 ‘나’를 형상화하되 타자를 
서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형태가 단편적인 소개에 한정되는 경우 다른 사람
을 제시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 자전적 서사에는 뮤지컬을 시작하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워가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주요 소재로 제시
한 강온 선생님이라는 타자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의미화가 잘 이루어지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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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글에서 표현 주체는 할아버지를 등장시키며 자전적 이야기를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나’의 특성을 나타
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할아버지께선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나를 쫓아다니시며 비디오를 찍어주
시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지를 나와 함께 다니시며 나에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고 가셨는데, 그때부터도 하셨던 말이 항상 ‘겸
손’이었다.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나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는데 항상 무엇이든 
어떤 일이 있든 ‘알차고 보람차게’ 하루를 보내자는 점이었다.(…) 매일 이런 
저런 생각에 잠 못 들지만 항상 결론은 ‘현재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
다.(C-1212)

 위 자전적 서사의 글쓴이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 ‘3년 전에 돌아가
신 외할아버지’를 들고 있다.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는 까닭은 갓난 아기였
을 때부터 함께였고,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느낀 점, 쌓인 정이 많기 때문
이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서술해나간다. 그런데 ‘겸손해야 한다.’라는 할아
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하나하나 다 진주같이 귀한 말씀들’이라고 하면서 구
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일
화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존중했던 경험, 지금의 ‘나’는 주
로 어떤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 및 느낌과 
관련된 표현(‘나에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선물’,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하나 다 진주같이 귀한 말씀들’, ‘소중한 나의 길잡이’ 등)이 계속해서 등장
하지만 관련된 경험을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고 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의미
를 추상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을 뿐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나 상세한 경
험을 말하지 않아 막연하게 느껴진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라면
서 생기는 문제들’, ‘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현재’와 같이 불확
실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친다.
 글쓴이는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돌이켜보며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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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험을 떠올려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아버지로부
터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자기 이해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위의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때 할아버지의 죽음과 글쓴이의 깨달음 사이의 연결 관계가 약하
게 드러나는데, 할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도
록 생각하게 한 계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자전적 서사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인물을 형상화할 때에는 타자를 제시하는 것
에서 그치면 안 되며, 내 삶에 끼친 영향과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면
밀히 고찰해야 한다. 

3) 절대적 타자의 시선 인식

 학습자가 표현한 자전적 서사에는 인물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
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제도와 환경 등을 타자로 인식하는 양상이 나타난
다. 이는 절대적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뜻한다. 사르트르(J. P. 
Sartre)는 “나의 내면의 발견은 곧 나와 마주 놓인 그 어떤 자유로서의 타
인 또한 발견”134)하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그에게 주체는 두 가지 층위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반성적 의식을 기반으로 한 주체이며, 다른 하나
는 타자의 시선에 사로잡혀 대상화되어 출현하는 주체이다. 이 항에서 다루
는, 학습자와 공존하는 학교, 부모, 선생님, 또래 집단 등은 후자의 주체를 
탄생시키는 ‘시선’을 지닌 타자이다.
 자전적 인물 구성은 절대적 타자에 의해 제한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
자들은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식하는 시선을 표면에 
드러내고, 타자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된 상태에서 표출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서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절대적 타자를 인식하여 주
체적인 비판의 자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타자에게 ‘바라보인-존재’

134) Jean Paul Sartre, (L') 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1958), 방곤 옮김, 『실존주의

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201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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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나’를 형상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아이들은 나를 떠나
가거나 왕따를 시켰다. (…) 그날부터 약 3년간 초등학교에서 왕따가 계속되
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왕따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커졌다. 
우울한 기분은 더 심해졌다. 초등학교 시절 때보다 더... 나는 정신에, 몸에,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때 나는 치료를 위해 또는 마음 정화를 위해 음악을 듣다가 ‘정가(正歌)’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전공으로 하기 위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
는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을 견뎌내야 했지만 해내고 성공했다. 한마디로 첫 
아픔은 사라지고 둘째 아픔은 커진 것이다.(C-1623)

 위 글의 인물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왕따의 경험
은 ‘나’로 하여금 ‘집에 와서 엄마 몰래 울’게 만들고, ‘우울한 기분’을 심화
시킴으로써 ‘나’의 정신과 몸은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집단으로부터
의 따돌림은 주체를 소외시키며 따돌리는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 위의 인
물은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아이들은 나를 떠나
가거나 왕따를 시켰다.’라고 말함으로써 왕따가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
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 인물을 괴롭게 하는 절대적 타자는 
그가 속한 또래 집단에서의 왕따 문화이다. 
 위의 인물이 왕따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음악을 통한 마음 정화라는 
개인적인 방법이다. ‘나’는 정가를 통해 왕따로 인한 ‘아픔’이 거의 사라짐을 
느끼며 이는 진로에도 영향을 미쳐 음악을 전공으로 삼고 ‘나’는 이를 위한 
입시전쟁을 치르게 된다. 위에서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이라는 표현은 왕따
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접하게 된 음악을 가리키는데 왕따의 상처보
다 더 큰 입시에 대한 중압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마디로 첫 아픔
은 사라지고 둘째 아픔은 커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의 왕따와 관련
된 아픔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에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은 많이 사귈 수 있을지, 아픔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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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을지 깊이 걱정’하게 된다. 입학식 후 새로운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게 된 것에 대해 ‘일단 하나의 불은 밝혔다.’라고 말함으로써 ‘나’가 왕
따를 당하는 것을 ‘어둠’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고등학생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에서는 이처럼 또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괴로움의 토로, 자기비판 혹은 자기연민 
등이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이 생산한 자전적 서사를 살펴볼 때에는 
표현 주체가 살아가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인물에 작용하는 타자의 양
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엄마의 <딸 성공시키기 프로젝트>는 내가 여섯 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했
다. (…) 영어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어쩌면 그때부터 나의 꿈을 미
리 정해두었을지도 모른다. 
(…) 그때의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지금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안쓰
러움에 꼬옥 안아줄 것 같다. 어린 나이에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해보고 정해
진 길을 걷고 있는지도 자각 못한 채 이미 몇 년을 걸어온 아이가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할 것 같아서.
(…) 그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넌 꼭 커서 훌륭한 외교
관이 될거야.”라는 말이었다. 혹시 내가 이 한마디 때문에 어린 나이에 덜컥 
꿈을 가진 것은 아닐까?(B-2432)

 위 글에서 ‘나’는 ‘꿈이 넘쳐나는 아이’로 서술되는데, 그런 내가 다양한 꿈
을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엄마의 양육방침 때문이다. 위 자전적 서사에 등
장하는 인물은 엄마에게 ‘보이지 않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내가 태
어날 때부터 ‘공부의 길’을 가도록 목표를 설정해놓은 듯한 엄마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비롯된다. ‘엄마’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로 ‘나’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를 장악하며 내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대상
으로 작동한다. 수동적인 주체를 출현시키는 근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엄마의 지배에 대해 위 글쓴이는 ‘딸 성공시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는 인물의 성장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체구가 작은 
여섯 살의 ‘나’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모르는 엄마로 인해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영어캠프에 참가했으며, 열다섯 살이 되기까지 3개 국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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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외교관을 꿈꾸게 된다. 엄마가 조종하는 대로 살
아온 인물은 이 글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한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때의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지금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안쓰러움
에 꼬옥 안아줄 것 같다. 어린 나이에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해보고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지도 자각 못한 채 이미 몇 년을 걸어온 아이가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표현에서 인물이 지닌 자기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나’는 ‘비로소 내가 그동안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한 번도 자주적으로 생
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에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엄마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절대적인 타자의 
시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자전적 서사에는 엄마의 양육에 압도되어 
대상화된 인물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엄마의 존재는 내가 ‘의미 없는 꿈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된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전적 서사에 형상화된 인물에는 표현 주체를 둘러싼 암묵적인 
타자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작
용하는 관점과 판단기준, 기대 등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채택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성찰해보아야 한다. 물론 ‘나’를 구성하는 요인은 복
합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
에게 영향을 주는, 또는 이미 ‘나’의 것이 되어버린 타자의 담론을 자각하는 
일은 중요하다.135)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일은 ‘나’의 안에 들어있는 타
자의 담론을 분별해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
다.

4. 인물 특성의 변형과 자기 논평

1) 변화하는 특성 자각
135) 양정실, 「해석텍스트 쓰기의 서사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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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삶은 분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연장선에 놓여있다. 따라서 자기를 인식할 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전체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그 과정
에서 인간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 기억된 과거, 체험된 
현재 그리고 기대되는 미래 안에서 “삶의 의미(Sinn)는 형성과 발전”136)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자전적 서사는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
므로 인물은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인물이 내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발전적(developing) 인물’이라고 칭
할 수 있다. 발전적 인물은 서사문학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인물 구성방식
으로, 윤리적인 면에 바탕을 둔 플롯 라인 속에서 인물의 내적 발전이 명확
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137) 이는 유년에서 성년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서 일어나는 자기 갱신과 변형, 성장과 발전의 욕구를 다루는 교양소설
(Bildungsroman)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자전적인 인물을 형상화할 때 특
정 시간 범위에서 인물이 변화하는 양상을 다루는 것은 변화를 인식하고 그 
변화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을 동반한다. 
 학습자가 형상화한 자전적 인물을 살펴보았을 때 어린 시절의 자신과 현재
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거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인
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삶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성장
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의 자신을 재인하는 데 그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더라도 인물의 변화에 관여하는 요인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현상 정도로 단순하게 받아들여 개인적인 의미를 도
출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학습자
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이며 자신에게 발생한 각각의 사건을 한 개인의 삶의 흐름 안에 위치시키

136) W.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Leipzig u.a. 1914ff, p.198, 최성환, 앞의 논문, p.186

에서 재인용.

137) Robert E. Scholes·James Phelan·Robert L. Kellogg, 앞의 책,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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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작가의 자전소설에서는 과거의 인물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인물이 되었는지 정교하게 형상화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변형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통해 분절된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속에
서 인물의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학습자의 자전적 인물 형상화는 인물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의 내적 발전
을 적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자전적 서사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영어실력의 변화에 대해 쓰고 있
다.   

심지어 말하는 언어도 내가 쓰는 언어랑 다르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바로 알 
수 있었다. 적응은 해야겠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벅찬 생활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지내던 사이에 귀가 트이고 말문이 열린 것이었다. (…)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돌아와 보니 내가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다. 나
는 뿌듯한 마음에 ‘장래희망’ 칸에 매번 ‘영어 선생님’을 적어서 냈
다.(B-1414)

 위 글을 쓴 학습자는 해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낯설게 생긴 사
람들과 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
국인들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사이에 귀가 트이고 말문이 열린’ 글쓴이는 영
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한국으
로 돌아왔을 때에는 ‘‘장래희망’ 칸에 매번 ‘영어 선생님’을 적어서’ 내게 되
었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아이’에서 ‘영어선생님을 꿈꾸는 아
이’로 변화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이 글은 시간이 흐르
면서 나타난 특성을 서술한 글에 머물고 말았다. 변화의 요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단지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보니 ‘영어
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인물이 변화한 계기라고 하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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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때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나’
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국어가 쓰이지 않는 곳에서 유년을 
보냈던 경험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
을 기울일 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자전적 서사는 1년 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자기를 비교하며 이야
기를 전개해나간다. 

1년 전에는 모든 것이 우습고 가벼운 장난 같았기에 일을 하기에 앞서 대담
했고 진취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겁고 진지하고 현실적으로만 
받아들여져 일을 하기에 앞서 너무 두렵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지만 난 할 수만 있다면 일년 전 용기와 자신감이 다시 내게 왔으면 좋겠다
고 생각한다. (…) 
 1년 전에 나는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정말 
그냥 딱 관심이 없었달까. 
(…)나는 엄마를 이겼다는 기분에 취해 신나게 연기를 배웠다. (…)그렇게 열
정이 끓어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번도 지루한 적도 없었다.
(…)나는 학원 다닐 땐 없었던 간절함을 가지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실력보다
는 운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C-1230)

 위의 글쓴이는 글의 서두에서 ‘사람이 변하는 시간’을 언급하며 자신이 최
근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현재 연기를 전공하
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글쓴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후의 자신을 비
교한다. ‘1년 전에는 모든 것이 우습고 가벼운 장난 같았기에 일을 하기에 
앞서 대담했고 진취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겁고 진지하고 현
실적으로만 받아들여져 일을 하기에 앞서 너무 두렵다.’라는 서술을 통해 
‘대담하고 진취적인’ 1년 전의 ‘나’와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지금의 
‘나’를 성찰하고 있다. 또한 비교에 이어서 ‘난 할 수만 있다면 일 년 전 용
기와 자신감이 다시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용기
와 자신감을 갖고 있던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다.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본론의 전개를 살펴보면 글쓴이가 말하는 ‘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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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취적인’ 모습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성적도 보통인 평범한 아이’가 우연한 계기로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기를 반대하는 엄마에 대한 막연한 반항심에 고집을 부려 연기학원에 다
니게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연기 전공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다. ‘누
구의 잘못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유혹을 달콤하게 느낀 내 어리석음을 
탓해야겠지만.’이라는 서술에서는 연기를 시작한 일을 ‘잘못’, ‘유혹’, ‘어리석
음’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기의 시작이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
라 우발적이었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학원
에 다닌 일은 연기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엄마에 대한 반항
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기를 배워서 엄마를 약올리고 싶’은 마음에
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엄마를 이겼다는 기분에 취해 신나게 연기를 배웠
다.’라는 문장에서도 드러난다. 이상의 내용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제시한 ‘대담하고 진취적인’ 1년 전의 ‘나’가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신기하고 좋았다.’, ‘단 한번도 지루한 적도 없었다.’, ‘막 예고에 가고
싶단 생각이 자리잡혔을 때’ 등의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연기에 흥미를 갖
고 있으며 더 배우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기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그냥 인문계 가기엔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기 때문이며, 글쓴이 스스로도 ‘학원 다닐 땐 없었던 간절함’이라고 표
현하여 서두에서 말한 ‘용기와 자신감’이 단지 고등학교 입시가 급박한 상황
에서 평소에 그리 몰두하지 않았던 연기를 전공으로 밀고 나간 추진력에 지
나지 않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의미화하는 과정이 부
족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이자 이 글을 쓰게 된 추
동력인 ‘연기를 앞으로 계속 배워야 하는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
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전공까지 하게 된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우습고 가벼운 장난 같았’던 자신에 대해 반성
적으로 사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의 학습자는 과거의 자신의 모
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자신이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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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적인 변화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편 다음의 글에서는 과거에 비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상화하면서 불확실
한 문체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다. 

나의 어릴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 성격은 소심하
고 고집도 세고 울음도 많았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내가 
있는데 동생이 아기일 때는 질투도 많이 했다. 뭔가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아서 그랬을 것이다. (…)
 나는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조금 어리숙하고 말도 잘 못하는 편이었
다. 중학교 때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와 다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성
격이 된 것 같다. 그중에는 친구들과 싸운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냥 나
를 빼고 놀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지금처럼 말도 잘하는 게 아니라서 맨
날 속으로 속상해했다. 나중엔 화해를 했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더 이
상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점점 지금의 성격으로 변했다. 그리
고 선생님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칭찬도 받으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붙임
성도 좋아지게 되었다.(C-1606)

 위 글에서 ‘나’는 과거에는 소심하고 고집도 세고 울음도 많고 말도 잘 못
하는 아이였지만 ‘지금의 성격’은 말도 잘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해서 붙임성
도 좋아지게 된 인물이다. 글쓴이는 글 전반에 걸쳐 어릴 때의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소심
하게 울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창피하기도 하다.’, ‘그 당시 나는 지
금처럼 말도 잘하는 게 아니라서’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
식은 변화에 대한 의지로 이어져 ‘나’는 ‘꼭 선생님께 칭찬을 받겠다는 목표’
를 갖고 가야금을 더 열심히 하는 적극성을 띠게 되며, 선생님들께 혼도 많
이 나지만 칭찬도 받음으로써 붙임성이 좋아지는 인물로 바뀐다. 이 자전적 
서사는 인물의 변화 과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위의 학습자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것 같다’라는 예측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억의 불확실함을 나타냄과 동
시에 과거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의 자신
이 동생에 대해 질투를 했던 이유에 대해 ‘뭔가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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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은 과거의 느
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현재의 심리, 그리고 아기인 동생을 질투했다
는 것에 대한 변명하는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엄마, 아빠를 빼
앗긴 듯한 심리’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억된 사물들에는 공포와 희망이 융합되어 있어 여러 가지 소망과 환상은 
사실로서 생각날 뿐만 아니라 생각난 사실은 현재의 급박한 사정, 과거의 
공포, 미래의 희망에 의해 항상 수정되고 재해석되고 재생된다.138) 이와 같
은 회상의 속성은 자전적 서사에서 과거시점을 예상의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의 입장을 선
택하지 못하고 추측에 머무르는 표현 주체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글쓴이
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하고 싶은 과거를 
마주하고 확인했지만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였을 것이다’의 예
상 형으로 나타낸다. 학습자의 글에서 보이는 확신이 떨어지는 표현은 일반
적인 현상이지만 과거의 일에 대해 습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교
사가 조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위 학습자는 동생을 질투하던 자신을 솔
직하게 드러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감정(엄
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을 ‘그랬을 것이다’를 사용하여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2) 성찰적 논평을 통한 자기 해석

 자전적 서사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는 자기 재현(self-representation)으로 
보는 시각과 자기 해석(self-interpretation)의 관점이 있다. 루소(J. J. 
Rousseau)의 『고백록(les confessions)』이 전자라면 존 버넌(J. Bunyan)
의 『넘치는 은총(Grace Abounding)』은 후자의 전형이다.139) 학습자들의 

138) 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1955), 김준오 옮김,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98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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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적 서사를 살펴보면 둘 중 한 쪽 관점에 치우친 글이 있는 반면 둘이 
충돌하거나 혹은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자기 재현과 자기 해석은 우
열을 가리거나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
니며 다만 이 항에서 살펴보려는 성찰적 논평의 경우 자기 해석의 관점에 
보다 기울어있다고 하겠다. 
 자전적 서사에서 표현 주체는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리거나 논평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앞에 제시된 것처
럼 인물 특성의 변형이 두드러지는 자전적 서사에서 나타나며, 이는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 과거의 자신에 대한 판단,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
는 과정에서의 논평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대체로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분석적인 접근에 더 익숙
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논평은 어렵지 않게 수
행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미를 종합화하여 논평하는 것에는 미숙했다. 
또한 논평이라기보다는 수사적인 인상 제시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자신과 삶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나’에 대한 관찰과 판단을 통어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적 서사의 특성상 자신의 이야기이므로 ‘나’에 대한 논평이 개
인적인 차원에 함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우세하여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신에 대한 협소한 이
해를 드러내게 될 뿐이다. 학습자가 개인적인 반성과 다짐을 넘어서 ‘나’와 
세계의 관계를 고찰하여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사회적 차원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중1때 나는 다혈질이 매우 심했고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꼭 그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이었다. (…)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미안하고 내가 성격파탄자였던 것 같다. 
 중2때는 우리 반에 들어와서 한 시간을 완벽하게 수업을 끝내고 가시는 분
이 없으셨다. (…)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한심하고 개념 없어 보인다. 

139) Linda H. Peterson, Victorian Autobiography: The Tradition of Self-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86, p.3. 



- 85 -

(…) 그땐 그냥 머리 뜯긴 게 억울해서 교육청에 신고했다. 결국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과하셔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아직도 
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어이없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A-2721)

 위 자전적 서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핵심 사건은 ‘중
1때 다혈질이었던 성격 탓에 친구들과 기싸움을 벌였던 일’, ‘중2때 말썽을 
부리며 면학 분위기를 흐렸던 일’, ‘중2때 선생님과의 불미스러운 마찰’이다. 
글쓴이는 중학생 시절의 자기 모습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서술하며 서사
를 구성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이 잘못한 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런데 이 글은 각 문단의 끝부분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 선생
님을 생각하면’으로 시작하는 자기반성의 문장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경험 서술+자기반성’이라는 다소 도식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는
데, 기계적인 형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찰이 부족한 논평이라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즉 과거의 자신을 ‘성격파탄자’라고 지칭하거나 당시의 
행동을 ‘한심하고 개념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현재의 나’의 
목소리가 드러나는데, 한 줄의 문장 서술에서 그칠 뿐 더 나아간 자기 이해
가 보이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 대해 분석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위의 학습자는 “과거의 행동을 종합해보았을 때 ‘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격파탄자’나 ‘엄청나게 한심하고 개념 없는 인물’ 정도
의 대답이 아닌, 보다 다면적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당시에 지녔던 생각이나 가치관을 고찰해보아야 하며 각각의 사건에 
대한 영향관계를 드러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현재의 윤리적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와 같은 과오의 고백이 자신에
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보다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다음의 글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는 학습자 텍스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지배층에 속해 있었고, 그 순간부터 나의 양심
과 도덕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그리도 소중했기에 지배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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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지금이 돼서야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그 당시의 나는 
매우 미성숙했으며, 약했다.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나약한 
것이었다.(B-1403)

 위 자전적 서사는 중학교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글쓴이는 당시의 생활에 
대해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 피폐한 곳이며 타인존중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야생’,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두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세시대의 
사회’라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글쓴이의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을 
거친 것으로 경험자아가 겪은 삶의 시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술자아는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나는 지배층
에 속해 있었고, 그 순간부터 나의 양심과 도덕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
고 말한다. 이 글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선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다. 과거의 자신을 ‘타인의 시선과 말이라는 손에 지배되는 애
완견’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강렬한 모멸감을 나타낸다. 
 한편 위 글에서는 글쓴이의 비유와 추상화 능력이 돋보인다. 자신의 모습
이나 당시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를 다채롭게 사용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사회’, ‘지배층과 피지배층’, ‘애완견’, ‘(타인의) 손’ 등) 그러나 
이것은 이 글이 지니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과거의 사건을 경험에 대한 인
상 위주로 표현함으로써 정작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서술하기 힘든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수행하는 자기성찰의 근거를 발견하
기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일방적인 반성이나 자아비판은 자기중심성에
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위 글에서 자기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일부 드러나기도 
한다. 글쓴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그리
도 소중했기에 지배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
러나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구체적이지 않으며(‘매우 미성숙했으며, 약했
다.’) ‘나’의 행동을 촉발시킨 맥락과 자기반성의 과정이 서술되지 않아 고백
의 나열에 머문 글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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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의 설계 

1.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의 목표

1) ‘나’의 인식에서 구성으로의 연계 

 자전적 서사에서 인물은 글쓴이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상이자 서사를 이
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이는 단순히 서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을 넘어서 서사
의 성격이 인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전적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자전적 인물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인물의 성격
을 잘 구축하지 못하거나 표면에 내세운 특징과 부연하는 경험 간의 연관성
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우선 반성적인 자기 인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원인은 자기를 인식했더라도 인식한 성격과 관
련되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은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통해 인물을 구
상하고 내면에서 일어난 인식을 종합하여 서사화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인식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140)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인간의 지성
은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전제로 한다. 머물
러 있기 때문에 되돌아감이 성립하는 것이다. 머무름은 곧 인간 지성의 근
원적인 ‘자기-현전’을 뜻하며 이 경험적·의식적 차원의 인식은 자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원환운동을 수행할 때 충분한 의미의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141) 자전적 인물을 설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140)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의 본질을 인식하는 자는 모두 완전한 복귀에 의해서 자기의 본질

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이상섭, 앞의 논문, 2009,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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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안에 머물러 있음’과 ‘(자기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옴’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식한 ‘나’를 서사 내에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경험을 
통해 뒷받침해야 하는데 학습자들이 경험을 서술한 형태를 보면 ‘나’와 관련
성이 적은 경험들을 늘어놓거나 제시한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자전적 서사에서 경험들을 나열하기에 급
급하고 떠올린 기억을 서술할 때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 중 어느 입장
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전적 서사 텍
스트를 쓰고 난 후 작성한 소감문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
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 과거의 기억과 지금
의 생각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어려웠다.(A-21119)

처음 부분이 되었던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릴 사건을 선택하고 이야기를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부분에 주의했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병렬적인 이야
기모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A-21117)

지금의 나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기 때
문이다.(A-21113)

 따라서 자전적 인물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시간 배열
과 서술시점을 고려하며 사건을 플롯화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때 중요
한 것은 자전적 서사에서 이야기의 조직이 ‘나’라는 인물을 효과적으로 드러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정 경험을 부각시켜 그
것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한다면 경험자아의 시점에서 서
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시간의 배치도 현재를 먼저 제시한 
후 과거의 장면에 집중하여 서술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141) 이상섭, 앞의 논문, 2009,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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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시간을 거쳐 변화하는 과정과 성장의 모습을 강조하는 자전적 서사
를 쓴다면 순차적인 시간 구성을 활용하고 과거의 경험에 대해 현재의 시점
에서 논평을 덧붙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은 
학습자가 사건의 조직을 통해 인물을 그려나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2) 타자 존재의 수용과 의미 발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아간다. 자전적 서사의 인물 역시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
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와 영향을 주고받는 타자를 서사 내에 끌어들여
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전적 서사를 쓸 때 높은 확률로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삶에서 가정 및 학교생활의 
비중이 크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발달단계에 속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타자를 ‘나’ 이외의 주요 인물로 내세운 학습자 중에는 
자신과 타자의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타자의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타자를 인식함으로써 ‘나’의 형상화가 어떤 특징을 
지닐 수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 
타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숙고함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의미화하여 자기와의 관련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타자 존
재의 수용은 자신을 세계와 분리된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에 대해 
의존적인 존재로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주체성은 자신의 동일
성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자기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상처 입을 수 
있는 존재, 상처에 노출되는 존재, 타자에게 보여지는 존재, 타자의 고통을 
대리하고 타자를 위해 볼모로 잡힌 존재”, 즉 타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구
성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주체성의 근거는 감성에서 찾을 수 있는
데 주체는 타자와 “가까움(proximité)”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통 받는 타
자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유대를 갖는다.142) 자전적 인물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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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학습자는 자기 가까이 있는, 그래서 무심할 수 없는 감각적 경험을 
인식하여 타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은 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타자와 글쓴이가 
맺는 관계를 의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표현 주체는 자신이 타자에 
대해 ‘이기적 자아(ego)’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윤리적 자아(self)’로까지 나
아갔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자를 도입하여 자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갖는 책임을 느끼고, 타자에게 불리는 목적격 형태의 자기
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자기 이해의 순환성 인식

 자기 이해는 인물 형상화에 주목하여 자전적 서사를 쓰는 과정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자 그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선이해에 기반하여 인물을 형상화하되 서사 
표현의 과정에서, 그리고 글쓰기를 완결지은 시점에서 새로운 자기 이해를 
경험하게 된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이해와 해석의 순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했다.  

현존재는 이해로서 자기의 존재를 모든 가능성을 향해 기투한다. ‘가능성에 
관련하는’ 이 이해적 ‘존재’는 그러한 모든 가능성이 개시된(열어보여진) 것으
로서, 현존재 속으로 반격함으로써 그 자체가 존재 가능하게 된다. 이해의 기
투작용은 자기를 완성하려는 독자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해의 형성을 우
리는 ‘해석’이라고 일컫는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해란 스스로가 이해한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143) 

 이해란 현존재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이 실존론적으로 존재해 있는 상
태인데, 이 존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근거지(자신이 무엇과 관련되어 존
재하게 되었는가)를 열어보이게 된다. 이해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열어 
142) 김연숙, 앞의 책, pp.180-188.

143) M. Heidegger, Sein und Zeit(1927),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2008,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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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의미이며, 항상 세계-내-존재의 근본구조 전체와 관계한다. 이는 
이해가 ‘기투(企投)’라는 실존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는 현
존재의 존재를 현존재의 ‘그것 때문에’에 대응하여, 또한 똑같이 근원적으로 
그때그때의 세계성으로서의 유의의성(有意義性)에 대응하여 기투한다. 하이
데거는 현존재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이해가 기투를 통해 이해의 가능성들을 
열어 펼치는 과정을 ‘해석’이라 부르면서, 모든 해석은 이해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이때 해석은 자전적 서사의 표현 주체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인
물을 형상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도 같다. 인물 표현은 곧 자기 
해석의 과정인 것이다.
 해석은 이해에 의해 기투된 모든 가능성을 계발하는 일이며, 세계-내-존
재로서의 현존재는 선경험과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해는 ‘어떤 것으로
서의 어떤 것’이라는 구조로 수행된다. 여기에서 ‘…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어떤 것’을 바로 그 자신으로 명백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므로 그것이 해석
을 구성한다고 하겠다.144)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으로서’의 해
석구조를 갖고 있다. 자전적 서사에서의 인물 형상화는 그것을 통해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서사화 수행 
이전의)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이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 수행하는 자기 이해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서술하거나 자신에 대한 논평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포착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라는 인물에 대한 거리두기가 미숙하여 종합
적인 논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편적인 인상의 제시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은 학습자가 ‘나’
를 구성하는 과정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로 서사 표현
에 임할 수 있도록 정향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전적 서사를 쓰고 난 후 학습자들이 작성한 소감문의 일부이다.

144) M. Heidegger, 앞의 책,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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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면서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서사를 쓰면서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지금에 와서는 중요했던 것이었다는 것
을 알게 된 것이 의미 있는 것 같다.(A-21119)

글을 쓰면서 중간 중간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엄마께 죄송했다. (…)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주위 사람들에 대
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느낌이 들어 좋았던 것 같다.(B-2432)

내가 쓴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가려고 노력했다. 자전
적 서사를 쓰면서 당시 상황들을 다시 평가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쓴 3개의 
이야기들은 모두 나에게 충격이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인데 당시에는 힘들었다
는 감정이 커서 더 큰 그림은 보지 못했다. 이 힘들었던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며 괴로웠던 경험들이 아닌 소중했던 경험들로 다시 나
의 삶 속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되었다.(B-2416)

 위 소감문에서 학습자들은 자전적 서사를 씀으로써 자신이 자기 과거를 어
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거나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
기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같은 경험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서사 표현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글을 쓰면서 중간 중간 엄
마 이야기만 나오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엄마께 죄송했다.’
라는 진술에서는 자신이 엄마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자기 앞에 세워두고 
봄으로써 서술자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모습이 보인다. 세 번째 소감문의 
경우 ‘나에게 충격이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을 서술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힘들었다는 감정이 커서 더 큰 그림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글쓴
이가 ‘큰 그림’이라고 한 것은 힘든 경험들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경험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가리킬 것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괴로웠던 
경험들이 아닌 소중했던 경험들로 다시 나의 삶 속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되
었다.’라고 하면서 경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을 밝힌다. 
 이와 같이 이미 지니고 있던 자기 이해와 이야기 쓰기를 통한 자기 이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습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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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가능성을 지닌 잠재
태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인물 형상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인식
하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새로 발견하거나 기존의 자기 인식을 변화시킴으
로써 자기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 학습자는 자전적 인물 형상화를 수행함
으로써 이와 같은 자기 이해의 순환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인식이라는 현상을 메타적으로 수용하여 내가 ‘나’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의 내용

1) 관습적 자기 인식의 탈피를 통한 인물 구상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 놓
여있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외부 세계에 의해 지배될 수 있으며 
주체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수동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참모습이 가려지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서사 내에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관습적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자전적 서사를 쓰는 것은 ‘나’와 세계를 시간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145)으
로 서사를 활용함을 뜻한다. 헤이든 화이트(H. White)는 『형식의 내용
(The Content of the Form)』에서 ‘서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고대 산스크
리트어인 ‘gnâ(알다)’로 보았는데 이것은 라틴어에 와서 ‘알다(gnārus)’와 
‘말하다(narrō)’로 파생되었다.146)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서사가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과도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서사는 대상을 나
타냄과 동시에 그것을 알게 해준다. 자전적 서사 표현을 통해 학습자는 ‘나’

145) H. Porter Abbott, 앞의 책, p.27.

146) Hayden White, The Content of the For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7,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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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게 되는데, 보다 핍진한 앎을 위해서는 ‘나’라는 인물을 구상하는 단계
에서 자기 인식의 관례를 빠져나오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의 본질을 탐구하
고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거나 자신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자전적 인물 형상화를 수행한 후에 쓴 소감
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인생을 되살펴보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는 잊고 있던 내 모
습을 생각할 수 있어 뜻 깊었다.(B-1401)

어떤 글이나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서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태의 글보다 작
성하기 어려웠다. 나는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내 자신에 대해 막상 글로 쓰려니 힘들었다.(B-1403)

자전적 서사를 쓰기 전에는 솔직히 한 번도 내 어렸을 때 모습이랑 지금의 
나를 시간적으로 파악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현재만을 살았던 
것 같다.(B-1430)

 이처럼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자
전적 인물 형상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관습적 자기 인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자신을 낯설게 느끼
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디에 위
치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는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금
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익숙한 자신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실행을 안내하는 구체적
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라는 사람에 대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생각을 써보자.
·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
· 내가 나에 대해 의외의 모습이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면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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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
을지 생각해보자. 

 위의 활동 중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것은 현재 자신
이 지닌 성향이나 특성의 원인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
다. 관습적 자기 인식으로부터 탈피한 모습은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 텍스트
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아빠가 진해로 발령을 받아 우리가족은 진해로 이사를 갔다. 엄마는 학교일을 
그만두고 학원과 레슨을 하셨다. 그래서 9시-10시쯤에 들어오셨고 엄마 학원 
때문에 아빠 혼자 발령 받아서 옮겨 다니셨다. 그때부터 내가 언니로서 동생
을 더 챙겼던 것 같다. 초등학교 2-3학년 때부터 상 차려서 동생이랑 밥해먹
고.... 아마 이때부터 첫째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긴 것 같다. 어딜 가더
라도 항상 동생들을 돌보았고 그것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나
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무의식중에 이 부분이 크게 차지한
다. 요즘 들어 더 크게 느끼고 있다.(C-1202)

 위 글의 학습자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
고 있다. ‘초등학교 2-3학년 때부터 상 차려서 동생이랑 밥’을 해먹었던 
‘나’는 그 나이에 이미 ‘첫째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다. 글쓴이는 언
니이기 때문에 항상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졌다고 말하는
데 이 익숙함은 곧 언니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힌 자신에 대한 관
습적인 인식을 말해준다. ‘나 = 집안의 첫째 =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라
는 공식이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
지는 문장은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나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이다. ‘나’는 항상 동생들이 기댈 수 있는 언니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사실 ‘무의식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는 ‘나’에게도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아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첫째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아차린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
재의 이와 같은 심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측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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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는 감정적 무감각에서 탈피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나’의 참된 모
습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2) 경험의 회상과 조직화

 자전적 서사에서 인물은 사건 속에 존재하며 각각의 사건이 연결되어 전체 
서사를 이루는 가운데 인물의 특성이 드러난다. 자전적 인물을 중심으로 사
건을 조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시간적 질서와 서술자의 설정이다.
 시간은 인물이 겪은 경험에 형식을 부여하며 결속력을 높여준다. 인물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과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립된다. 자전적 서사
에서 시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과거에서 현재의 순서로 배치하는 
연대기적 구성, 과거 회상이 중심을 이루는 방법, 현재의 시간 흐름에 과거
의 경험을 삽입하는 교차 형식 등이 있다. 자전적 서사의 시간 배열을 위해 
학습자가 실행할 수 있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떠올리고 선택해보자.
· 선택한 경험(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써본 후 자전적 서사에서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생각해보자.
·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쓴다면 ‘나’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 시간의 순서를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조직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

해보자.
· 계획한 시간 순서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구성해보자.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순차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연대기적 구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이 방식은 지나온 삶의 편린들을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고 전체적인 연
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간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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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는 형식에 기대어 내용이 일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
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여행 갔던 경험,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 싸운 일, 현
재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등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자전적 서사에서 나타내
고자 하는 인물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야기의 통일성도 떨어지
게 된다. 학습자는 자전적 서사가 일기를 시간 순서대로 모은 글이 아니며, 
‘나’의 진실된 모습이 삶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글이라는 점을 주지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거 회상 위주로 자전적 서사를 쓰는 경우는 과거의 특정 경험
이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때이다. 표현 주체는 과
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여 서술하며 서사 내에서 시간은 과거에 고정되
어 있되 ‘현재의 나’가 당시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개입될 수 있다.

내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슬픈 분위기였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울기만 하
시고, 아버지는 운전하시랴 같이 슬퍼해주시랴 정신이 없으셨다. 내가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이었다. 6살인 나에게 장례식장은 생소하기만 했다. (…)  어릴 
적에 장례식장에 많이 다녀온 것은 나에게 매번 다녀오고 난 뒤 더 슬퍼지고 
무기력해지는 아픈 기억들만 남겼다. (…) 장례식장에 많이 다녀와서인지 나
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었
다.(B-1420)

 위의 자전적 서사는 6살의 시점에서 경험한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있다. 유치원에서 돌아와 큰이모의 전화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
는 글은 당시 외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기까지의 상
황을 ‘어린 나’의 시점에서 서술한다. ‘나는 의아한 채로’, ‘내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슬픈 분위기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경험자아의 시각이 드러나며, 
이후 장례식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 이상하네. 왜 나는 눈물이 안
나?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야? 정말 속상했다. 마치 외할아버지를 배신하는 느낌도 들었다. 사실 돌아
가셨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기도 했다.’, ‘이제 외할아버지랑 같이 낚시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TV도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와 같이 어린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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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는 글쓴이가 당시의 경험을 자기 삶에서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위 글의 글쓴이는 과거 시점의 서술 이후 자전적 서사의 후반부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비롯하여 친지들의 죽음을 경험한 
것에 대해 자신의 회고를 덧붙인다.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서술하는 나’가 
‘경험하는 나’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면 결말에 와서는 거리를 두고 
‘경험하는 나’를 관찰하며 현재의 생각을 말한다. 장례식장에 많이 다녀온 
일은 ‘더 슬퍼지고 무기력해지는 아픈 기억들’로 남아있지만, ‘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
다고 쓰고 있다.
 학습자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켜 서술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회상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에 주로 이 방식을 선택한다. 
다음 글을 보자. 

날씨도 좋고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아빠와 우
리 집 강아지 ‘호야’와 함께 산책을 위해 탄천으로 나섰다. (…) 내가 예전에 
항상 탄천으로 갈 때 가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
났다. 
 나는 5살 때 분당에 처음 이사 와서 ‘까치마을’에서 6년 동안 살았다. (…) 
이웃들도 항상 친절하시고 매우 정이 가는 그런 마을이었다. (…)
내가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보며 어릴 적 큰 꿈을 안고 있던 나의 모습
을 떠올릴 수 있었다. 유년기, 내가 거닐던 길 위를 다시 걸으며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어린 나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을 다
시 느낄 수 있었다.(B-1401)

 위 글쓴이는 현재 시점에서 글을 시작하고 있으며, 시험이 끝나고 탄천으
로 산책나간 경험으로부터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게 된다. 탄천이라는 공간
이 회상의 매개가 된 것이다. 이는 마르셀 프루스트(M. Proust)의 『잃어버
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기억에 관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소설 속 
주인공은 우연히 다시 맛본 차를 적신 마들렌 과자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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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행복감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 고향 마을인 콩브레 전체를 불
러내는데, 그것은 의식적인 떠올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태이자 인과적
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갑작스럽게 일으켜진 기억이다. 우연적이고 무의식적
으로 출현한 순간, 즉 ‘비자발적인 기억(la mémoire invonlontaire)’이라고 
하겠다.147) 과거와 현재에 같은 과자를 맛보는 행위는 “잃어버린 시간,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 존재했던 것들의 소멸, 존재들의 변화에 대해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기호들”이 된다. 여기에서 기호는 “우리와 친숙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 뜻밖의 계시(啓示, révélation)”148)이다. 
 위의 자전적 서사에서 인물이 탄천을 산책한 것은 ‘날씨도 좋고 답답한 집
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즉 특별한 의도 없이 행한 일이
었다. 그런데 탄천을 거쳐 예전에 살던 동네에 도착하자 그 동네에 처음 이
사 왔을 때와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고 당시 드나들었던 가게들을 
보자 과거의 추억이 고스란히 떠오르게 된다. 이는 비자발적인 기억에 속하
며, ‘나’가 마주한 풍경들(탄천과 옛 동네)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 있는 
자신을 반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기호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경험의 서사화를 통해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에는 자신의 기억
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나는 어떻게 기억하며, 무엇을 기억하는가?”, “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가?”)을 던짐으로써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글쓴이는 ‘어릴 적 큰 꿈을 안고 있던 나의 모습’,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어린 나’를 떠올리며 현재의 ‘바쁘
게 흘러가는 인생’과 비교하고 있다. ‘현재-과거-현재’의 순서로 구성된 이 
자전적 서사는 ‘내가 살았던 동네’와 그 공간에 존재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인물을 형상화한다.
 시간 질서의 고려와 더불어 학습자가 경험을 서사화할 때에는 서술자와 인
물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전적 서사는 발화 주체가 서
147) 김명주, 「질 들뢰즈의 ‘반복’ 개념에 관한 연구」, 『대동철학』 제29집, 대동철학회, 2006, 

pp.79-80.

148) G. Deleuze, Proust et les signes(1964), 서동욱·이충민 옮김, 제2장 기호와 진실,『프루스

트와 기호들』, 민음사, 200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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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물이 되는 동종서사이다. 여기에서 ‘나’는 서술하는 자아와 서술되는 
자아로 분리되는데149) 둘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학습자는 자전적 서사를 쓸 때 ‘서술하는 나’와 ‘서술되는 나’ 사이의 거리 
를 고려해야 한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즉 ‘서술되는 나’의 입장
에서 경험을 직접 서술하게 되면 경험 당시의 내면 심리와 사건에 대한 태
도 등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서술하는 나’가 서사 전면에 나올 경우 경험 
발생시와의 시간적 거리를 표면화하며 인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드러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기 이야기를 쓰는 학습자들은 주어로 ‘나’를 쓰는 것에는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하지만 본격적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생각을 표현하거
나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의 종결어미를 처리할 때, 그리고 경험이나 다른 
인물에 대한 해석을 표명할 때 서술자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대해 스스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전적 서사 표현시 동일한 
표현의 ‘나’이지만 ‘서술하는 나’와 ‘서술되는 나’가 분리되고 양자 간의 거리
를 조정함으로써 인물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의도에 맞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해야 한다. 서술 주체의 설정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실
행할 수 있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와 ‘과거에 존재했던 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 하나의 경험에 대해 그 일을 겪은 당시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과 시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를지 생각해보자.

· 자전적 서사로 구성할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입장과 관련하
여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나’를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위의 활동을 고려하여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를 중심으로 다음의 학습자 텍
스트를 살펴보겠다.   
149) Franz Karl Stanzel, 앞의 책,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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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람 맞으며 의자에 아빠와 앉아있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른다.(서술) 행복했다. 짧게 진행되는 이벤트를 바로 코앞
에서 그것도 물 위에서 아빠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경험) 그 순간만
큼은 카메라에 담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혼합)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집에 있던 동생과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다. 여행은 어느 곳을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 불빛이 반짝거리
던 에펠탑의 감동에 더해진 아빠의 존재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감동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서술) 야경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
가는 버스 안에서도 아빠는 찍어둔 사진을 다시 보며 운이 좋아서 경험
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말했다.(경험)150)(B-1415)

 위 자전적 서사에는 표기한 것과 같이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시점이 혼용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의 나’의 입장에서 쓰인 가운데 현재의 시점이 
중간에 부분적으로 개입되었으며 확실하게 구분이 어려운 혼합시점의 서술
도 보인다. 그러나 표현들 사이의 연결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각각의 주체가 
느낀 감정이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서술되어 인물의 경험이 효과적
으로 플롯화되었다. 앞서 제시한 활동 중 ‘하나의 경험에 대해 그 일을 겪은 
당시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과 시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
은 어떤 점에서 다를지 생각해보자.’라는 학습내용을 고려한다면 위의 글쓴
이는 경험 당시의 감정은 경험자아의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장면은 마치 박물관에 걸려있는 한 작품과 다를 바 없
었다.’, ‘행복했다. 짧게 진행되는 이벤트를 바로 코앞에서 그것도 물 위에서 
아빠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다짐했다. 아빠
를 사진 속에 더 많이 등장시킬 것을.’), 과거의 사건에 대한 논평은 현재의 
시점에서 거리를 두고 서술함으로써(‘밤바람 맞으며 의자에 아빠와 앉아있
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집에 있던 동생과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다. 여행은 어느 곳을 가느
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효과적인 서술시점
150) (경험), (혼합), (서술)은 인용자의 표기이며, 각각 ‘경험자아’, ‘경험자아와 서술자아가 혼합

된 경우’, ‘서술자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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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3) 관조를 통한 ‘나’와 타자의 관계 분석

 여기에서는 타자에 대한 관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
전적인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조’라는 용어는 그 
단어의 희랍어 어원인 ‘테오리아(theoria)’가 나타내는 의미 그대로 ‘(멀리 
떨어져서) 본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학습자가 관조하는 대상은 자신을 둘러
싼 맥락,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타자이다. 본래 관조적 활동은 진리에 이르
는 인식 과정의 수단이자 목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
학』에서 관조적 삶을 행복과 연결시키며 인간은 관조를 통해 앎의 획득과 
더불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타자에 대한 관조
가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끌
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관조는 “사건과 사건의 인과적 연쇄를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
성적인 패턴과 질서를 읽어내며, 이 질서 안에 자신의 삶이 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을 인식”151)하게 함으로써 인식적 통찰력과 실천적 지혜를 마련하
게 해준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지속되는 삶의 
흐름 속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자에 대한 관조를 일상적으로 실천
한다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반복되는 특징이나 일정한 질서를 발견
할 수 있고 자기 삶에서 타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관조는 가시적 세계로의 응시이자 그 이면에 있는 비가시
적 세계에 대한 응시로서 타자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만 타자에 대한 관조는 자신과 분리된 세계의 응시나 수동적인 체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관찰과 통찰을 통하여 관계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조형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152)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151) 이창우, ｢관조(觀照)와 복된 삶: 고대 스토아 윤리학의 신학적 기초｣, 『서양고전학연구』26

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6, p.210.

152) 김선희, 「철학, 상담, 치료, 정관」,『동서사상』제9집, 동서사상연구소, 2010,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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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자를 향한 관조의 자세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타자에의 관조 후에 일어
나는 자신에 대한 관조는 ‘윤리적인 자아’를 깨우는 과정153)으로서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자와 공존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관조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발문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표시해보자.

·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 위에서 떠올린 사람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말해보자.
· 위에서 떠올린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추측해보자.
· 자신과 ○○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를 떠올리고 이유를 말해보자. 
· 세상에 혼자 남아 살아간다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지 비교하여 생각해보

자.

 인물과 타자의 공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관조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외부를 관조함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외부는 
삶을 영위하는 맥락으로서의 생활 환경과 사회를 비롯하여 자기 주변에 있
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를 발견하여 타자로 인식하는 것은 표면적인 관찰
이 아닌 내면으로부터의 관조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는 타자의 존재를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예컨대 부모님과 형제를 가족이라는 태생적
인 관계로 인해 자동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거나 친구들, 
선생님에 대해 학교라는 제도에서 자연히 파생된 관계로 인식하는 수동적인 
상태이다. 반면 내면에서 시작되는 관조는 자신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
여 능동적으로 타자를 인식하는 것이다. 

153) 박영옥, 「에마뉘엘 레비나스-분리와 회귀로서의 현상학적 방법에 대하여」, 『철학과 현상

학 연구』39권, 한국현상학회, 2008,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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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타자와 자신이 연결된 지점을 확인하고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단계
이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관조의 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
는154) 그것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표현은 스토아 
윤리학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덕의 실천으로서의 관조와 관련된다. 
이것을 ‘나’와 타자의 관계 고찰에 적용해본다면, 학습자는 관계에 대한 가
치 판단을 통해 타자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나 태도, 혹은 ‘나’에 대한 
타자의 관여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부
모님과 갈등을 빚고 있다면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갈등상황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푼 경험이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추동시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자, 공동체, 개인과 사회에 대
한 나름의 입장을 개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타자와 맺고 있는 
현재 관계와 상반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타자의 의미를 발견한다. 즉 자신
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내가 책
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지 등을 가정해보는 것이다. 또는 
지금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과 만일 관계가 친밀해진다
면 어떻게 될지 등의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추측의 
과정은 외적 관찰로서의 관조가 외부적인 사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신과의 내적 연관 안에서 적극적인 탐구활동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
법이다. 이를 통해 ‘타자와 공존하는 나’에 대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4) 자전적 인물의 점검과 자기 성찰

 지금까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자전적 서사를 표현
한 후에는 자신이 쓴 자전적 서사를 읽어보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자전적 인물의 점검은 최종적으로 글이 완결된 후에 수행하는 것이라기
154) 이창우, 앞의 논문, 2006,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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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서사 표현을 완성해나가면서 인물에 대한 판단과 피드백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나’에 대한 논평을 첨가하고 정치한 자기 해석에 도달하기 위
한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학습자는 인물 형상화를 되돌아보면서 평소에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자신
의 모습과 글 쓰는 과정에서 활성화된 자기를 비교한다. 학습자는 글을 쓰
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자기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리며, 본문
을 쓰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해석을 거친다. 이후 서사화된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읽음으로써 어떤 부분의 기억을 더 보충해야 하는
지155), 인물 형상화의 어떤 부분이 너무 과장되거나 은폐된 것은 아닌지, 
고정된 자의식에 함몰되어서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이야기 중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 반추해야 한다. 자전적 인물의 점검과 자기 성
찰을 안내하는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적 서사에 ‘나’의 특징이 잘 드러났는가?
· 내가 겪은 경험이 ‘나’라는 사람을 잘 설명해주는가?
·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가?
·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진실되게 그려졌는가?
· 글을 쓰기 전과 글을 쓴 후에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 새롭게 발견하게 된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말해보자.
·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부분과 유지하고 싶은 부분을 말해보자.
· 시간이 흘러 10년 뒤에 자전적 서사를 쓴다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또한 글을 쓰는 동안에는 주로 ‘나 → 이야기’의 방향으로 사고가 전개되었

155)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소감문에서 기억 보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나의 이야기이다 보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중간

에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떠오르다보니 쓰고는 싶지만 이미 지나갔던 

부분이라 아깝지만 그냥 넘어간 기억들이 있다.(A-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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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거꾸로 ‘이야기 → 나(인물)’로 인물을 유추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자신이 쓴 글이기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사고의 개입을 받을 수 있지
만, 완성된 글을 읽을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역으로 
형상화된 인물의 상을 추리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나타난 인물과 자신을 비
교한 후 진실성에 비추어 성찰하며 부족한 부분은 다시 표현해야 할 것이
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주어진 정체성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
을 던진 후 ‘나는 산만하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한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기억이 있다’ 등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이를 서사로 구성했을 
때 ‘공부 잘하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겠다’라는 식의 자기다짐으로 마무리된
다면 이는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구성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외
부의 시선과 사회·문화적 규율에 의해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자아에 가깝다. 
이는 앞서 논의한 ‘절대적 타자를 의식하는 인물’과 관련된다. 자전적 서사
의 표현 주체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살피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전적 인물 형상화 교육의 방법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교육방법은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자전적 서사 표
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여 글을 쓰는가?”라는 기능을 묻
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 학습자가 “왜 자전적 서사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습자는 인물 형
상화의 목적이 서사 구성 요소의 창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순환적인 관련성을 띠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상적인 자신의 삶이 이야기
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인물로서의 ‘나’는 어떻게 의미화되며 자기
를 반영하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을 알고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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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글쓰기의 형태가 자기소개서나 자서전이 아닌 
자전적 서사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학습자는 정형화된 규칙에 따라 ‘나’를 
그럴 듯하게 가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재해석하여 ‘나’라는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자기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다
음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는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하는 활동의 
의미를 알고, 궁극적으로 “좋은 자전적 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1) 자신과의 대화와 인물 형성

 자전적 서사에서 표현하는 인물은 필자가 지닌 여러 모습 중의 하나로 ‘어
떤 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서사의 구성이 달라지며 그것을 통해 글쓴이의 
자기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이해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아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자기 이해는 
완전한 자기 통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언제나 명백한 불가능성을 
완성해가는 도중에(unterwegs) 존재하므로156) 살아가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해석함으로써 도달된다. 이와 같은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은 언어를 통한 사
유인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157)를 제안하고자 한다. 묻고 대답하
는 활동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언어는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
로서 ‘나’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며, ‘묻는 나’와 ‘대답하는 나’ 사이의 분리와 
차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로 수행되는 자신과의 대화는 자기를 새
롭게 이해하고 미지의 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물음을 던지고 
응답을 하는 것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 아닌 대화 행위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자전적 서사를 쓰는 학습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의 속성은 사실문제보
다는 가치문제에 더 가깝다. 자서전적인 글쓰기는 ‘나’의 존재 여부를 파악
156) Hans-Georg Gadamer, Vernunft im Zeitalter der Wissenschaft(1973), 박남희 옮김, 

『과학 시대의 이성』, 책세상, 2009, p.112.

157) 박남희, 「공감과 차이의 변증법적 대화로서의 가다머의 “놀이”」,『해석학연구』29권, 한국

해석학회, 2012,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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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존재의 질적이고 가능한 
의미를 깨닫는”158)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는 ‘나’에 대한 고정불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지평을 탐색하고 현재에도 끊임
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한
다. 이와 같은 과정적 탐구에 적합한 방법이 대화이며 자신에 대한 물음과 
응답은 자기를 반영하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또한 대화는 양방향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전체성을 깨뜨리는 
방법이 된다. 자신과의 대화는 ‘묻는 나’와 ‘대답하는 나’가 동일한 자기 안
에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호관계성
을 지향한다. 대화는 참여자 간의 분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신과의 대화에
서 ‘나’는 언제나 나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또 다른 나’의 인식과 이해의 지
평 너머에 존재하므로 미지의 존재이면서 매번 새롭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존재159)이다. 
 이는 다음 항에서 논의하는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와도 관련된다. 자신
과의 대화는 동일한 시점에서 진행(현재의 나 ↔ 현재의 나)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시점의 자아가 소통하는 과정(현재의 나 ↔ 과거의 나)이 되기도 
한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시점이 다른 두 자아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감과 수용의 자세로 발전되어 조화로운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정해진 질문 목록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질문이 고정되어 있으면 대답의 범위가 한정되어 형식
적인 정보 수집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핵심적
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에서 또 다른 
질문이 파생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롭게 기술한 응답
들은 대화가 종료된 후 관련되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는 대화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물
158) James Olney, A Theory of Autobiography, Metaphors of Self: the meaning of 

autobiography, Princeton Univ. Press, 1981, p.44.

159) 손영창, 「타자성과 외재성에 대해: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대동철학』53권, 대동철학회, 

2010,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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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답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
[표 8] 1차 질문-응답 기록지

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의 대화는 인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뿐만 아
니라 자전적 서사 쓰기의 전(全)과정에 걸쳐 수행하는 실천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신과의 대화는 주로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증적인 자료를 개
입시킬 수도 있다. 일기나 그 밖의 글(독후감, 설명문, 기행문, 논설문 등), 
사진, 편지, 생활기록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억을 떠올
리는 데 도움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대화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
게 만들 것이다. 이들은 과거 경험의 맥락이나 특정 시기의 생활 및 문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참고할 때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미리 설정하여 기억 재생 및 사실 확인용으로
만 쓸 것인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사를 구성할 것인지 등 목적
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전적 인물을 구상하기 위한 자신과의 대화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수행할 
수 있다. 우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본질적인 질문
이란 자전적 서사에서 주체로 활동하는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묻는 것이
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다른 사람
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의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답을 할 때에는 자신이 인식하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은 나’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적 인식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두기 및 거리의 조정이 필
요하다. 또한 대화의 전체 과정은 질문과 응답을 나누어 기록해가면서 진행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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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답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나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
나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 나의 성격 때문에 이로웠던 경험이 있는가?

→ 나의 성격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

→ 나의 성격에서 만족하는 부분과 고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 내가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성격 측면에서 닮

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 나의 개성이라고 부를 만한 특징을 뒷받침하는 

경험이 있는가?

→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 두드러지는가?

⋮
[표 9] 상세화된 질문-응답 기록지 

 이후에는 질문과 응답의 교차적인 반복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구체화시킨
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후속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추상
적이고 단편적으로 표현한 자신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
거나 관련되는 사건 등을 묻는다. 질문과 응답을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학습
자는 자신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엇갈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머릿속에 자기 인식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나’라는 인물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학습자는 자
기 인식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보다 폭넓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고 
자신에 대한 의미를 초점화할 수 있다. 대화의 역동성과 과정적 성격이 이
를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은 상세화된 질문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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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방식의 대화를 통해 자전적 서사에서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물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질문-응답의 기록을 
검토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며 자기 인식을 심화시키도록 지도한다. 학습자
는 자신의 기록지를 보며 관련 있는 요소들끼리 연결 지어 의미를 형성하
고, 글을 쓰는 도중에도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 세분화된 쓰기 연습을 활용한 사건 구성

 자신과의 대화를 수행하며 ‘나’라는 인물의 개요를 설정한 후에는 자전적 
인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경험들을 떠올려 사건의 조직으로 나아가
야 한다. 구체적인 서사화를 통해 인물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교사는 우선 
학습자가 자전적 서사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건을 10개 이내로 나열하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는 기억의 회상을 돕기 위해 일기와 같은 과거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각각의 사건을 서술할 때에는 관여한 인물, 사건의 정황, 
시·공간적 배경,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행위, 결말과 논평160)을 포함
하여 2-3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기억 속의 사건들을 떠올려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나’를 가장 잘 나
타낼 수 있는 경험 위주로 세 개 이상의 사건을 선택한다. 이때 교사는 자
전적 서사를 쓸 때 글쓴이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을 모두 담아내는 것보다 
자전서사의 핵심인 ‘나’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
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은 선택한 사건들을 연결하는 단계이다. ‘나’의 인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적 서사는 각각의 사건이 지니는 시간적 배경이 다양한 경우가 많
으므로 우선 시간 요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선정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는 활동과 나름의 기준으로 시간 배열을 입체적으로 

160) Nancy L. Stein·Christine G. Glenn,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Roy O. Freedle(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Norwood: Ablex, 1979, pp.53-119.



- 112 -

 
경험하는 나  서술하는 나

1.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쓴 글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경험하는 나’를 주어로 썼을 때 ‘나’의 표현에 있어서 효과와 한계점은 

무엇인가?
 ‘서술하는 나’를 주어로 썼을 때 ‘나’의 표현에 있어서 효과와 한계점은 

무엇인가?
 ‘경험하는 나’의 시각에서 쓰는 것이 적합한 사건은 무엇인가?
 ‘서술하는 나’의 시각에서 쓰는 것이 적합한 사건은 무엇인가?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를 혼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쓴 글을 읽었을 때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

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자.

2. 위 1.에서 제시한 마지막 물음에서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의 구분
이 불분명한 ‘나’의 위치를 다음의 수직선161)에 표시해봅시다.

조정하여 연결하는 활동을 함께 제시한다. 여기에서 연결한다는 것은 앞서 
서술한 2-3문장으로 이루어진 사건 각각을 통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루
도록 쓰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두 활동을 통해 완성한 줄거리를 비교
해봄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나’의 특징을 명확하고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활동으로 자전적 서사의 밑그림을 그린 후에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나’의 위치를 설정한다. 교사는 시간 순서를 고려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활동을 제시하는데, 첫째, 전체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나’의 입
장에서 서술함, 둘째, 전체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하는 나’의 입장에
서 서술함, 셋째,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시점을 혼용해서 서술함이다. 서술 
형태는 완성된 글 이전의 줄거리 수준으로 하며 서술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
지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살펴볼 
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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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라는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 서술하는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각각의 사건 및 사건 내의 장면에 대해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전적 서사에 쓰고 싶은 사건 10개 나열하기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건 3개 이상 선택하기

시간을 고려하여 연결하기

①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 쓰기

② 입체적인 시간 배열에 따라 줄거리 쓰기

두 개의 줄거리를 비교해보기

‘나’의 형상화에 적합한 줄거리 선택하기

‘나’의 위치를 고려하여 줄거리 다시 쓰기

① ‘경험하는 나’의 입장에서 줄거리 쓰기

② ‘서술하는 나’의 입장에서 줄거리 쓰기

③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를 혼용하여 줄거리 쓰기

세 개의 줄거리를 비교하며 물음에 답하기

‘나’를 형상화하는 사건에 적합한 서술자 계획하기

[표 10] 사건 구성을 위한 세분화된 쓰기 과정 

 학습자는 서술하는 입장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써봄으로써 ‘나’라
는 주어의 사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자전적 인물에 내재된 여러 측면의 
자기를 인식하고 ‘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각하며 인물을 형상
화하게 된다. 본격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쓰기
와 읽기의 반복을 통해 인물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자전적 서사의 사건 구성을 위한 이상의 쓰기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161) 이 수직선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임의의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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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이입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 표현

 관조를 통한 타자와의 관계 분석이 실제 서사 쓰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타자에 보다 깊숙하게 관여하여 이해하는 감정이입(Einfühlung)의 방법이 
필요하다. 립스(T. Lipps)는 『심리학 입문(Leitfaden der Psychologie)』에
서 사물이나 자기 자신, 그리고 타자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 거치는 세 단
계의 인식영역에 대해 첫째, 감각적 지각, 둘째, 내적 지각,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감정이입을 말한다.162) 감정이입은 “타인의 의식을 경험”하는 대표
적인 방법으로 ‘내가 만약 ○○라면’, ‘내가 만약 그곳에 있다면’과 같이 나
를 타자의 위치로 전리시켜 그의 내면을 추체험하는 일종의 상상작용이다.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근거는 타자가 지닌 나와의 유사성이며 감정이입은 
일종의 수동적 연상작용인 ‘유비(Analogie)’와 ‘짝지움(Paarung)’으로 실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자에 접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
의 ‘지향적 변양(Modifikation)’163)을 이끌어낸다. 학습자는 자신과 타자와
의 이질성을 인식하여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과의 동질성을 근거로 양
자 간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타자와 관계 맺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이해하여 자전적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교사는 다음의 내용을 제시한다. 

· 자신이 ○○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있었는지 말해보자.
· ○○가 당시에 느꼈던 기분이 어땠을지 글로 표현해보자.
· 내가 만일 ○○라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을지 써보자.
·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에 공감해준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162) Theodor Lipps, Leitfaden der Psychologie, Elibron Classics Series, 2005, p.193, 이은

영, 「립스 감정이입론에 대한 에디트 슈타인의 논쟁」, 『철학과 현상학 연구』36권, 한국현

상학회, 2008, p.107에서 재인용.

163) 박인철, 「타자성과 친숙성-레비나스와 후설의 타자이론 비교」, 『철학과 현상학 연구』24

권, 한국현상학회, 200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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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감정이입은 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을 가정해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결국 도달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는 것, 즉 자기 이해라는 점이다. 감정이입은 감정이입
하는 주체의 확실성을 감정이입의 대상에게 전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타
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때에는 자신의 고유한 체험을 재현하는 것에 주목해
야 한다. 예컨대 주체는 타자에게서 고통이 관찰될 때 타자의 몸짓에 자기 
고통의 표상을 부가하여 자신의 감정을 발견한다. 타자는 주체가 자신을 확
인할 수 있는 거울로 기능하는 것이다.
 다음의 학습자 텍스트는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과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얼마 전 수원역에서 어떤 할머님이 우시면서 나에게 문자를 보내 달라고 하
셨다.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키우시던 아이가 엄마 품으로 가면서 
할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나의 할머니도 저런 기
분이실까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는 할머니께 
“그 아이도 분명 할머니께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나왔다. 꼭 나의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 슬픈 마음을 감
추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은혜를 다 갚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분들이 나를 키우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므로.(B-1409)

 위 글쓴이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전적 서사를 전개한다. ‘나’는 다섯 살 때까지 충남 보
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온갖 정성으로 철없는 아
이 둘을 키우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인생의 영웅이시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키워주신 조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인
물이다. 
 위의 인용 부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어린 시절
의 기억을 잊어가는 것에 대한 반성을 서술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나’는 수원역에서 만난 낯선 할머니가 그동안 키워온 손주에게 연락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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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간 나의 할머니도 저런 기분이실까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된다. 이것은 ‘내가 저 할머니라면’이라는 가정을 뛰어 넘어 
‘나의 할머니가 저 할머니라면’으로 나아간 상태인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할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나’는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의 손주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모습을 보
인다. ‘내’가 “그 아이도 분명 할머니께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한 것
은 자신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은혜를 다 갚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정이입은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
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이입을 통해 발견하고 이해한 타자에 대해 실제로 표현할 때 교사는 
학습자가 자전적 인물과 타자의 서술 비중을 설정하고, 타자와 관련된 사건
을 선택하며, 타자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로 표출할 것인지 그리고 ‘나’에 
대한 타자의 평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타자와 ‘나’가 맺는 관계의 성격
을 질문하여 응답을 이끌어낸다. 학습자는 갈등, 화해, 수용, 인정, 연민 등 
자신과 타자가 함께 놓인 사태의 속성을 파악하여 자전적 서사의 주제를 설
정하고 그로부터 형상화하려는 자전적 인물의 특징을 구체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가 표현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거리와 ‘나’에 대한 거리
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는 글쓴이가 타자와 공유하는 접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맥락을 상호 조회하
여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4) 텍스트 공유와 대화를 통한 자전적 인물의 보완

 자전적 서사를 쓰는 과정이나 쓰기를 완료한 후에 자전적 인물을 점검하고 
자기 성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읽어보는 
것과 더불어 동료 학습자 및 교사와 텍스트를 공유하며 상호 검토해볼 수 
있다. 서사의 소통은 자전적 인물에 대한 메타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 해석을 확장시킨다. 또한 글을 쓰고,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의 순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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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또는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서로가 쓴 자전적 서사를 읽은 후 
다음의 활동을 해봅시다.

1. 동료 학습자가 쓴 자전적 서사를 읽으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자전적 서사에 ‘나’라는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났는가?
 자전적 서사에 서술된 사건들이 ‘나’라는 인물을 잘 설명해주는가?
 이 글에 나오는 인물들을 나열해보자. 그리고 ‘나’와 다른 인물들의 관

계를 파악하여 그것이 ‘나’를 표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보자.
 자신이 생각하는 글쓴이와 이 글에서 형상화된 ‘나’는 어느 정도 일치하

는가? 혹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글을 읽고 새롭게 발견한 글쓴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나’라는 인물을 잘 드러내기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2. 동료 학습자가 쓴 자전적 서사의 인물 ‘나’에 대해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
누어 봅시다. 위 1.의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되 형식에 얽매이지 

경험하면서 글쓰기가 소통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자전적 서사 
표현은 독자에 대한 고려의 정도가 높지 않은 활동이지만 작문과정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에 수용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
의 글을 되돌아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동료 학습자, 교사와 자전적 서사를 함께 읽고 대화하는 환경은 
라포(Rapport)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전적 서사는 개인적인 성
격이 강하므로 자신이 쓴 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부담감에 더
해, 사적인 내용으로 인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는 글을 쓰기 전에 필자에게 예상독자를 공지하도록 한다. 만일 공개에 거
부감을 느끼는 학습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결과물 공유를 강요하기보다는 다
른 사람이 쓴 자전적 서사를 함께 읽는 경험을 통해 소통을 점진적으로 수
행해나가는 것이 좋다. 
 자전적 인물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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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합니다. 또한 동료의 의견을 경
청하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필자로서 성실하게 답변
하도록 합니다. 

3. 동료 학습자의 검토지(위 1.의 질문에 대한 답)와 대화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자전적 인물을 수정해봅시다.

 텍스트 공유와 대화의 과정(위 1.과 2.)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자전적 서사
에서 인물 ‘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의 역
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소통을 활용한 인물 
‘나’의 수정 및 보완이 자기 정체성 형성의 역동성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서도 교육한다. 언제나 진행 중에 있는 정체성 형성은 자기 인식과 함께 타
인의 관점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자전적 인물의 형상화 과정과 불
가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한편 자전적 인물을 수정(위 3.)하면서 학습자는 기존의 논평을 조정하거
나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요약하기’나 ‘신념 갖기’ 등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데, 요약하기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서술을 간추려서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을 통해 표현 주체가 ‘나’라는 인물 구성에서 어
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낼 수 있다. 신념 갖기는 학습자가 행
동이나 심리 상태 등을 포괄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
으로 기존에 서술한 논평이 지닌 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한
다. 교사는 학습자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논평을 보완할 때 부차
적인 부분에 집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내세우지 않도록 총체적인 
시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동료 협력 활동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
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개인적인 감상이나 편협한 시각에 머무르는 글쓰
기가 아닌 보편성을 획득하는 자전적 서사 표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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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자전적 서사의 인물 표현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 텍
스트에 나타나는 인물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고, 자전적 인물 형상화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전적 인물은 서사 표현 주체를 모방한 것이자 
자기 해석의 창조물로서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이
해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의 회상과 선택 및 조직을 요구하는 자전적 
서사 표현에서 인물은 이야기 구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의를 바탕으로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가 지니는 특징과 
진정성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 지속되는 삶,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괄하는 자전적 서사에서 ‘나’의 존재는 사실과 허구 사이에 놓여있으며 연
구자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는’ 성실성과 함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나’를 형상화하는 것은 일인칭 담론의 특수한 형태로 자신에 대
한 내적 성찰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진실된 ‘나’의 표현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물의 이미지 형
성 원리인 ‘반복, 특징의 축적, 다른 인물과의 관계, 인물의 변화’를 참고하
여 자기 이해 논의와 타자 이론의 토대 위에서 전문작가의 자전소설과 학습
자가 생산한 자전적 서사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전적 인물 형
상화의 수행 양상을 확인하고, 서사 표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에 대
한 인식과 해석의 실천 및 타자 이해의 확장에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자전적 서사 텍스트 분석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현실적 자기 인식
을 통한 성격 제시와 인물 특성의 반복을 활용해 ‘나’를 드러내고, 연관성 
있는 경험의 선택과 조직 및 사건 내 행위의 의미화에 주목하여 인물의 특
징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는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
를 통해 서로에 대한 관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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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성장하는 인물을 자각하고 성찰적 논평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해석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자전적 인물의 형상화에 대해 서사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로 엮
어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물로서의 ‘나’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받
아들이고 능동적인 자기 이해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제시하
는 교육 방법인 ‘자신과의 대화와 인물 형성’, ‘세분화된 쓰기 연습을 활용한 
사건 구성’, ‘감정이입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 표현’, ‘텍스트 공유와 대화를 
통한 자전적 인물의 보완’은 학습자의 서사 표현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형상화를 중심으로 자전적 서사의 표현원리를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려는 이 논문은 학습자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문학교육의 장
에 실제 참여하는 학습 주체의 자기 인식과 표현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나’
로 표명되는 서사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경험 및 타자와 관련지어 조망하
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물 형상화 중심의 자기 이
야기 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서사 표현의 구체성을 획득하여 능동적으로 
자전적 서사를 쓸 수 있게 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성
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를 구성하는 내용 및 형상화한 인
물을 텍스트 측면에서만 분석하였으며 서사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맥락과 학습자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속한 집단이나 그가 놓인 상황에 따라 특정 경험을 강조하거나 이
데올로기의 지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삶과 서사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
구의 논의는 이와 같은 후속연구의 토대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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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Character Figuration in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Hong, In-You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autobiographical character figuration an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methods of the education of autobiographical narrative articulation.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is a reflection of the self-understanding of the 
narrator himself, and is projected by self-awareness, systemization of 
experience, intervention of the other characters, and introspective 
commentary. In this study, the principles of character figuration in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were derived from autobiographical narratives in 
high school study materials and autobiographical novels from professional 
writers. 
 In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the author and the writer are the same 
person, and therefore the character ‘I’ is an imitation and a creation of the 
writer’s self-interpretation. Therefore, the student constructs a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self through a figuration of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Moreover, as an active character in the 
narrative,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is a key component in the whole 
process of the writing of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The creation of the 
story around this autobiographical character therefore contributes to 
heightening the ability of the students to articulate a narrative.
 The principle of how the figuration of the character in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is executed is as follows: the student sets the direction of 
self-awareness, constructs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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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and systemization of experiences through retrospection, constructs 
a relational character through presentation of a other meaningful characters, 
and recognizes and comments on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the 
character. 
 The analysis of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texts of real students 
showed that some students presented the personalities of the character 
through realistic self-interpretation and revealed the ‘I’ through repeating 
and varying linguistic factors and scenes that show the character’s features. 
However, other students merely listed the secondary features of the 
character or discussed experiences irrelevant to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With the progression of the plot, the students were able to 
effectively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by organically 
narrating a series of incidents, but also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a correct temporal order and dealing with the gap between the 
experiencer and the narrator. On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haracters, some students were able to discover other meaningful 
characters and achieve self-understanding through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some students 
failed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the other characters and the self. 
Moreover, on awaren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and 
self-criticism, some students were able to find continuity in 
self-development and introspectively understand the character. Meanwhile, 
other students were unable to recognize the internal changes or were 
unable to go beyond the partial criticism of mere impress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education has been set on the basis of the 
texts by real students, and these are: ‘character visualization through 
breaking conventional self-awareness’, ‘systemization of retrospection of 
experienc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and the other through contemplation’, ‘examination of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and introspection’. The methods of narrative 
articulation education that can thus be employed are: ‘conversation between 
me and myself and character articulation’, ‘structure of the event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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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ded writing process’, ‘articul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through empathy’, ‘modification of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 through 
sharing texts and talking’.
 In this study, the principles of expressing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with a focus on character figuration were set up and presented methods for 
education of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Through an analysis of the 
texts written by real students, this study discussed the ways in which the 
student perceives and expresses the self, and viewed th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identity of the self in relation to experiences and other 
characters. This study submits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gain greater 
articulation of the narrative method and find direction in their lives based 
on introspection by writing autobiographical narratives based on character 
figuration. 

Keywords: self, character, character figuration, autobiographical narrative, 
narrative articulation education, self-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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