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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교육적 방안을 구안하

여 소설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에게 

디지털 매체 환경은 자연스러운 읽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독서 현황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사고의 발달에 있어 인쇄 매체 환

경에서의 읽기를 통해 신장한 읽기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소설 읽기는 고등 인지 작

용으로서 읽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습자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했을 때, 인쇄 

매체를 이용하여 아무리 많은 시간의 소설 읽기를 경험해도, 이를 통해 습득한 읽기 능력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후

자의 읽기 효과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활용하되,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 효과를 연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실제 학습자들의 매체 변인에 따른 소설 

읽기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실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독자들이 읽기를 진행하는 텍스트 공간, 읽기라는 

활동 자체, 읽기 주체로서 디지털 독자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는 현대 매체 

이론과 매체 미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이퍼텍스트성, 감성적 지각, 상호작용성·네트워크

성으로 규정된다. 하이퍼텍스트성은 일련의 노드(node)를 통한 텍스트 간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읽기 공간으로서의 텍스트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감성적 지각은 예술

의 수용에 있어 해석과 관조보다는 체험에서의 감각과 이미지의 스펙터클, 몰입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성 및 네트워크성은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에서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수용과 생산의 역할을 

동시에 맡는 생비자로서의 독자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고려한 소설의 읽기는, 하이퍼텍스트에 파편적으로 

나열된 정보에 대해 상상적 추론과 구성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구성의 장으로서의 

텍스트 인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소설 읽기는 가상현실에 대한 체

험이자, 그 안에 심화된 타자성에 대한 성찰적 판단으로서의 텍스트 조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독서 행위를 개개인의 사유보다는 텍스트 자체와 텍스트 외적인 무

한한 정보망과의 대조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소설 읽기는 대화의 장으로서의 텍스

트의 구축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은 학

습자들이 실제 매체 변인에 따라 소설을 읽고 생산한 서술형 프로토콜을 해석학적 현상학

의 방식으로 코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 ii -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양상의 분석을 소설의 기본적인 속성인 서사성, 허구

성, 플롯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소설의 서사성 인식의 경우 인

쇄 매체에서는 상상을 통한 추상화가, 디지털 매체에서는 정보 추출적인 읽기를 통한 객관

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양상에서의 장점들을 구성적 읽기의 실현으로 연합할 수 있다. 소설

의 허구성 인식에서는 인쇄 매체의 경우 맥락의 연합을 통한 확장적 의미화가, 디지털 매

체의 경우 표상의 선별을 통한 사실적 대상화가 일어나며, 이를 성찰적 읽기의 방법으로 

연합할 수 있다. 소설의 플롯 인식은 인쇄 매체의 경우 선조적 배열을 통한 텍스트 구조화

가,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관심 국면 중심의 모자이크적 배열이 주로 일어나며, 이는 협력적 

읽기의 실현을 통해 연합할 수 있다.

이처럼 도출된 양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구성력, 

성찰력, 파급력이라는 세 가지 능력의 신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취 기준 

및 평가 준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교수·학습 절차를 설계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였다.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에 존재하는 여러 표지와의 접점을 형성하며, 하이퍼텍스

트를 통한 표상의 인지를 행한다. 동시에 텍스트 내외에 존재하는 노드와 링크를 통해 정

보의 탐색을 진행하여 텍스트 속 표상들의 답을 찾는다. 이렇게 선별되고 초점화한 텍스트

의 여러 국면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조망을 통한 맥락의 연합이 발생하며, 학습자

들은 텍스트 내외의 맥락들을 검토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하이퍼텍스트상에 존재하는 여러 

노드와 링크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와중에 몰입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표상을 인

지한다.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여러 맥락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이해를 이루어낸 

결과 디지털 전유를 통한 자기화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화한 해석에 대해 실

시간 교섭을 통한 의미 재생산 과정을 통해 동료와의 상호 교섭을 시도한다. 이러한 새로

운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라는 확장된 읽기의 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현재의 디지털 매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읽기 교육의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읽기 양상을 

현상으로 규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실 환경을 

벗어난 실생활에서의 능동적인 소설 읽기 가능성을 높이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

반으로 한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디지털 매체, 인쇄 매체, 소설 읽기 양상, 구성적 읽기, 성찰적 읽기, 협력적 읽기, 

디지털 전유, 매체 미학, 구성주의, 문학교육, 국어교육

학  번 : 2015-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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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인쇄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는 양상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는 양상이 서로 다름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교육적 가능

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교육적 처치와 방법을 구안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그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 중심주의 혹은 구성주의를 표방하는 현재의 

문학교육의 흐름에서 학습 독자의 위상 변화에 발맞추는 것으로, 학습자의 소설 

읽기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소설을 읽는 매개로서 그 매체 변인에 따라 읽기 전략 및 방

법이 변화하고, 읽기의 효과 등이 달라진다는 인지심리학의 연구들, 디지털 리터러

시(Digital Literacy) 차원의 읽기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에 관

한 연구 등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1)’라고 불리는 

현 학습자들의 문학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최근의 교육과정과 문학교

육 연구들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소통 능력을 중시하여 수용자로서의 독자를 

넘어 적극적인 감상 표현의 생산자로서 학습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소

설의 수용이라 할 수 있는 ‘읽기’ 과정은 독자의 문학 체험 및 의미 재구성의 장2)

으로 작용할 것인데, 고전적인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 프로토콜이 디지털에 익숙한 

현 학습자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발현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읽기’는, 글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수동적 행위로서의 

고전적 읽기의 개념을 넘어, “독자가 자신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는 ‘구성 행위로서의 읽기’로 정의된다. 무엇보다 디지

털 환경에서의 읽기는 ‘읽기(reading)’ 행위보다는 ‘보기(seeing)’ 행위에 가까우며, 

한편으로는 화면상의 문자를 읽으면서, 사진·동영상을 보고, 필요하다면 음향을 듣

는 것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읽기 텍스트의 장르를 ‘소설’로 한정

1)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디지털과 웹 기반의 매체를 통해 행한다. 

(김양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2-3 참조)

2) P. Brooks, Reading for the Plot,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도서출판 강, 2011, p.23. 



- 2 -

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라 하더라도 시각적 자극에 의한 정보의 습득이 주

로 다루어진다. 그럼에도 디지털 매체 환경의 복합 양식(multi-modal)적 특성을 내

면화한 현대 독자들이 새롭게 펼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는 텍스트 공간

의 한계를 넘어서고, 다양한 맥락과 특성들을 포함하는 등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와

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문식성(New Literacy)’으로서의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염두에 둔 채, 인쇄에서 디지털로 매체 변인이 

바뀌었을 경우 소설 읽기의 과정과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읽기 텍스트를 ‘소설’ 장르로 한정한 것은,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진행해온 연구들에 전제된 소설의 위상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한다. 대부분의 소설 

읽기 교육 연구들에서는 ‘소설 읽기’라는 현상 자체보다는 읽기 과정이나 읽기 후 

감상 및 해석에서 작용하는 비평적 능력이나 전유의 과정으로서 학습자의 수용에 

대한 인식을 주로 다룬다. 즉 ‘소설 읽기’라는 현상에는 일반적인 텍스트 읽기와

는 다른 고등 인지와 사고가 작용함을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처럼 실제로 소설 읽기의 성격이 일반적인 읽기 메커니즘과는 다르게 구성된다면,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둘러싼 매체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또 어떤 작

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

설 읽기에 나타나는 고등 인지 작용이 어떤 성격인지를 고찰하며, 그 매체 변인에 

따라서 어떤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해볼 것이다.

인쇄 텍스트로 수용되던 문자문화에서 소설이 지니던 위상에 대한 고려와 더불

어, 고등 인지 능력을 활용한 읽기에 최적화된 장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설은 개

인의 체험을 넘어 인물과 인물이 어울려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가는 것을 본질로 하며,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3) 따라서 소설은 

예술적 체험, 문학적 향유능력,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

해, 그리고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등을 필요로 하는 장르이다. 특히 

언어 변화에 따른 문화 형태와 의사소통 양상의 변화 측면에서도 소설은 문자문화

의 정점이자 인쇄 매체 환경의 대표적 장르로 자리매김해왔음은 분명하다.4)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웹3.0시대5)로의 전환 속에서 소설 읽기 현상에서 매체 

3) P. Hernadi, Beyond Genre,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 1983, p.182.

4) 다음의 내용은 M. McLuhan, W. J. Ong, F. Kittler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Ⅱ장

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5) 웹 3.0의 개념은 참여와 개방, 공유로 대변되는 웹 2.0시대에서 ‘인공지능’과 더불어 디지털 

감성의 영역인 디지털 리더십, 실천, 실용, 실감 등의 특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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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의 가능성이 도출되었으며, 일상에서의 실제적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아마존의 킨들(Kindle)과 같은 전자책(e-book)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학습서적들의 전자출판 등 디지털 텍스트를 통한 읽기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학

교의 교실 현장 역시 전자칠판, 전자교과서,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 교수법의 

개발, 스마트 교과서 개발연구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변화가 진행 중이다.6)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소설 읽기 교육은 여전히 인쇄 매체에 한정

된 교수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읽기 매

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습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인쇄 텍스

트 기반의 읽기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들이 디지털 텍스트 환경에서의 읽기

를 통해 길러지는 능력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두 능력이 서로 다르다면 전

자의 읽기 능력을 어떻게 후자의 읽기 능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가? 이미 대다

수 학습자의 일상적인 읽기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소설 읽기 교

육을 통해 얻은 효과가 학습자들의 읽기 활동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는 일련의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의 제안이다.7) 

이상의 입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물음에 답을 규명하는 

것을 세부 과제로 한다. 첫째, 기존의 문자문화 환경에서 인쇄 텍스트를 통해 신

장한 읽기 능력이 인간의 사고발달에 유효한가에 관한 물음이다. 지금까지의 인지

심리학 연구들의 실험결과와 독서교육의 이론들에 따르면, 인쇄 텍스트를 읽는 방

식, 특히 소설 읽기 방식은 텍스트의 추상적 표상들에 대하여 상상력을 통한 추론

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논리적인 의미구성 과정에서 여러 맥락과의 

상호 교섭을 통한 복합적 이해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소설 교육에서의 읽기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디지

털 환경에서의 특성과의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당면한 읽기 환경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는 어떤 전략과 특징들로 이루어

6)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는 초등 1~2, 2018년에는 초등 3~4 및 

중1, 고1, 2019년 초등 5~6 및 중2, 고2, 2020년 중3, 고3으로 순차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되며 사회, 과학, 

영어를 시작으로 전 과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

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6-98호, 교육부, 2016)

7) 이 연구에서는 연구사와 일련의 예비 실험을 통해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양상과 

그 효과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전제를 마련하였고, 수차례

에 걸친 현장 실험 조사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설계

된 교육 방법을 현장에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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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어떤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가에 관한 것이다. 최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

구에서 읽기 행위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결과들을 요약한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는 정보와 사실의 인식에 주목한 읽기이자,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이해가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 현상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보기(seeing)’에 가까운 읽기로 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학습자들의 실제 소설 읽기 양상에서도 발견된다

면,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매체 환경(인쇄와 디지털)에 따른 읽기 양상들을 검토함으

로써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인쇄 텍스트 읽기를 통해 습득한 읽기 능력이 별도의 조치 없이도, 경험

이 누적된다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관

한 물음이다. 디지털 매체 환경과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과정 사이의 심리

적·발생적 차이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두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는 서로 

다른 인지능력과 심리작용(뇌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

를 고려했을 때, 인쇄 매체를 이용하여 아무리 많은 시간의 소설 읽기를 경험해

도, 이를 통해 얻은 읽기의 효과들이 디지털 읽기에서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후자의 읽기 효과로 전환될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는 인쇄 텍스트를 통

한 읽기의 장점을 연합시킬 수 있는 별도의 새로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며, 본고

에서 이를 설계하고 교실 현장에 적용한 후, 검증을 시도해볼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인지심리학적 차원, 매체이론 및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 읽기 전략 및 

읽기 양상에 관한 실험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인쇄 매체 환경과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수용 양상을 비교하는 내용의 실험연구들이 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코프먼과 플래너건(G. Kaufman and M. Flanagan, 2016)8)에서는 읽기와 이해 

8) G. Kaufman & M. Flanagan, “High-Low Split: Divergent Cognitive Construal Levels 

Triggered by Digital and Non-digital Platforms”, CHI '16 Proceedings of the 2016 



- 5 -

과정에서 매체 차이에 따라 정보 처리의 단계 및 인지 처리의 단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주목한다. 태블릿이나 PC를 이용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는 

낮은 차원의 인지 구성 등급을 보이며,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immediate 

and concrete details)을 우선으로 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짐을 실증적으로 밝힌

다. 반면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에서는 추상적이고 탈맥락적 해석(abstract 

and decontextualized interpretations)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관념적 사고방식(abstract mindset)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만젠(A. Mangen) 외(2013)9)에서도 읽기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 효과가 텍스트

가 놓여 있는 매체 환경에 따라 달라짐에 주목하며, 특히 교재에 있어 그 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간섭 효과를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2,0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종이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읽고 난 후, 학습자들은 내용 이해 측정, 

단어 및 어휘에 대한 기억력, 주장 찾기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통계적으

로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규명한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실험 연구인 배런(N. Baron, 2015)10), 독서와 뇌 작용에 

관한 울프(M. Wolf, 2007)11), 애커맨과 골드스미스(R. Ackerman and M. 

Goldsmith, 2011)12) 등에서도 독서라는 현상에 집중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스크린

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를 사색(contemplation)이 사라진 독서 행위

로 규정한다. 이를 독서하는 뇌에서 디지털 뇌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2016, pp.2773-2777. 

이 연구는 미국컴퓨터협회(ACM) ‘CHI 2016(Computer Human Interaction 2016)’ 학회에

서 발표된 다트머스 대학 틸트팩터 연구소(Tiltfactor lab)와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의 공

동 연구이며, 디지털 매체 환경과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산적 인

지 구성 단계로서 ‘고·저차(High-Low Split)’의 문제를 다룬다.

9) A. Mangen & B. Walgermo & K. Brønnick, “Reading linear texts on paper versus 

computer screen: Effects on read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8, 2013, pp.61-68. 이 연구는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대학과 프랑

스 엑스마르세유대학의 공동 연구팀의 연구로 진행된 실험을 내용으로 하며, 선조적 텍스트

에 대한 읽기에 있어, 인쇄 매체 환경과 디지털 매체 환경(컴퓨터 스크린)에서의 읽기 효과

에 대한 양상 분석을 다룬다.

10) N. Baron, Words Onscreen: The Fate of Reading in a Digit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이 연구는 아메리칸 대학의 실험 연구팀에서 진행한 디지털 매체 

환경의 읽기의 효과 및 작용 양상을 종합한 것이다.

11) M. Wolf, Proust and The Squid: The story and science of the Reading Brain, 이희

수 역, 『책 읽는 뇌』, 살림, 2009.

12) R. Ackerman & M. Goldsmith, “Meta-cognitive regulation of text learning: On 

screen versus on pap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7(1), 2011,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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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감성과 추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자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작동하게 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의 읽기는 멀티태스

킹(multi-tasking)이나 막대한 양의 정보를 통합시켜 우선순위를 매기는 능력과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의 축

소로 인해 문서화, 체계화, 분류, 조직화, 내면화, 타자에 대한 인식, 의식 자체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인지적 발판이 줄어들게 되었고,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감각

의 자극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 위 연구들의 골자이다. 

국내의 연구로 옥현진(2013)13)은 디지털 텍스트 환경에서 읽기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읽기 능력을 디지털 읽기 능력으로 규정하고, 특히 평가에 있어 그 차

이를 우선 과제로 한다. 특히 디지털 텍스트 읽기에 필요한 능력과 인쇄 매체 텍

스트 읽기에 필요한 능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독자들이 직면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과 정보 처리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 사고의 창조성과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다. 기

존의 인쇄 매체에서 작동되는 인지 체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14)’의 새로운 읽기 과정을 규명하는 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점과 궤를 같이한다. 

두 번째 연구사 검토의 방향은 디지털 매체 환경 자체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현

대 매체 이론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들이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교육

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Ⅱ장에서 제시될 매클루언(M. McLuhan)과 옹(W. Ong)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다룬 것이다. 

먼저, 김양은(2009)은 본인의 앞선 매체 교육 관련 연구들15)을 바탕으로 디지

털 시대의 새로운 리터러시에 관한 이론을 밝힌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성격을 ‘주

체성’, ‘생산성’, ‘창의성’에 두고 학습자들 스스로가 미디어를 구축하고, 정보를 생

산하는 등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시대

13) 옥현진,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과 디지털 텍스트 읽기 평가에 대한 일고찰」, 『새국

어교육』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14)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Collins English Dictionary 30th Anniversary 

Edition에서 규정한 21세기 신조어로, 컴퓨터, 스마트 폰 등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

한 세대를 말한다.

15) 김양은,『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의 미디어 교육 실행 

모색』,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양은, 「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중등교육연구』52(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2004; 김양은, 「미디

어 교육 교과 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37, 한국언론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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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자체에 대한 교육을 넘어 미디어를 통한 사회의 변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측면, 인간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체계로서 인식하

자는 것이다. 서유경(2013), 정현선(2014)16)은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의 성격보다

는 디지털 매체 환경이 지니는 여러 속성에 주목하여 물리적인 도구와 기호 체계

를 이용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실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의미하는 모드(mode)의 

복잡화된 양식을 활용한다. 다중모드로서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실체를 

연구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문자화된 텍스트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해 온 기존의 

문학 교실을 탈피하고 현재의 교실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내용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현대 매체 이론으로서 볼츠(N. Bolz)와 키틀러(F. Kittler)의 논의17)를 심

화시키는 측면에서 카(N. Carr, 2010)18)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대표

적인 읽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인지 작용이 새로운 읽기 방식을 불러왔으며, 지적 

사고의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음을 지적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사고방식은 지식의 깊이보다는 효율성, 빠름과 쉬움에 치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무엇보다 정보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억의 휘발성’에 집중한다. 국

내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내용으로 최효선(2016)19), 구모니

카(2014)20), 최혜선(2016)21)과 김소라(2014)22) 등에서 읽기 및 텍스트 차원을 

다루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가 보편화된 현재의 학습

자들에게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소설 읽기의 

성격을 연합할 방안을 모색하는 본고의 방향에 여러 시사점을 부여한다. 

16) 서유경, 「융복합 시대의 매체언어 교육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95, 한국국어교육학

회, 2013; 정현선,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의와 방법」, 『우리말교육현장연구』8(2), 

우리말교육현장연구학회, 2014.

17) 볼츠와 키틀러는 매클루언 이후의 뉴미디어 시대의 현실, 예술, 문학의 매체적 특질에 대

한 새로운 체질을 요구하는 사상가이다. 문학의 매체성에 대한 성찰로서 기록 시스템으로서

의 문학을 제시하는 키틀러와 새로운 매체 상황에서의 인간을 더는 도구의 사용자가 아니

라, 매체들의 결합 안에 존재하는 접속의 계기로 보는 볼츠의 논의들은 커뮤니케이션과 담

론에서의 새로운 매체이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Ⅱ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18) N. Carr, The Shallows, 최지향 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 2011.

19) 최효선,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의 읽기 과정 메커니즘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0) 구모니카,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문화 연구: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2014.

21) 최혜선,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인터넷 텍스트 읽기 양상 연구」, 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22) 김소라, 「디지털교과서의 비선형성이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에 미치는 영

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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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사 검토의 세 번째 측면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내용의 모색을 위해 살펴본 읽기 교육 이론, 읽기 전략, 디지털 텍스트 읽기 교육

에 관한 연구들이다.

더드니(G. Dudeney) 외(2014)23)에서는 언어교육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적 실천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교수요목과 다양한 교수 자료들을 

통합시키는 여러 방안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 미국의 교실 환경에 적용

하는 실증성을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Ⅳ장의 교육내용 도

출에 있어 교육공학적 관점 및 구체적인 수행 절차를 구성할 때에도 참고할 여지

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순영(2010)24), 정옥년(2013)25)을 비롯한 독서 교육의 내

용으로서 디지털 읽기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26)은 각기 청소년 독자인 학습자와 

이러한 학습자를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교사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

상의 차이는 있으나, 문식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텍스트, 매체, 수행의 관점에

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디지털 매체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두뇌 활동 자체에 주목하는 실험 연구라든지, 디지털 텍스트 자체를 읽기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디지털 매체를 통

해서 읽을 때 발생하는 양상이나 그 작용, 효과 등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몇몇 기초적인 인지 실험 관련 연구에서 시를 포함한 문학 텍스트로 통칭하여 다

뤄진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사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양상들과 

디지털 매체의 속성들, 읽기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지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교육의 본질 및 실제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실제 인쇄 매체에서의 소설 읽기 양상이 어떤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

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연합 가능성

을 모색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내용의 설계를 실현하고자 한다.

23) G. Dudeney & N. Holcky & M. Pegrum, Digital literacies: Research and resources 

in language teaching, Routledge, 2014.

24) 이순영,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와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24, 한국독서학회, 2010.

25) 정옥년, 「디지털 시대의 독서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독서연구』30, 한국독서학회, 2013.

26) 김창원, 「문학 능력과 교육과정, 그리고 매체: 교육과정 목표를 통해 본 문학 능력관과 

매체의 수용」, 『문학교육학』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이은주, 「매체 언어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 교육」, 『독서연구』23, 한국독서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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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인쇄 텍스트를 통한 읽기 양상과의 차이에 주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얻은 각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효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

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무엇보

다 디지털 매체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매클루언과 월

터 옹의 논의를 기반으로, 볼츠와 키틀러 등이 발전시킨 현대 매체 이론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의 반응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의 ‘반응’을 읽기 프로토콜의 양상으로 삼기 위

해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명하려는 시도인 

독자반응비평 역시 이론적 참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설 교육적 방법론을 

구상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국어교육 내 독서교육이론 및 문식성 이론에 두고

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27) 

이어서 디지털을 통한 소설 읽기가 소설 교실에서 교수·학습의 형태로 실현되

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석과 비평을 중심으

로 한 소설 읽기 활동과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을 활용하였을 때의 활동 지향 및 

체계를 명료화하고 그 본질에 관해 탐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밝혀내게 되며, 이는 Ⅲ장에서 실제 학습자의 읽

기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의 근거가 된다.

이후 소설 읽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쇄 매체에서와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 

양상을 분절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조사 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는 본격적인 

연구 실행에 앞서 실험의 가설 확인과 본 실험에서의 양상 판단 기준 등을 세우

기 위한 사전조사를 2차례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보완된 실험 절차에 따라 예비

27)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은 소설 읽기 교육의 전반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방법이 어

떤 가능성을 내포하며, 어떤 지향과 체계를 구도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논쟁적으로 밝

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실증적인 양상 분석을 통한 새로

운 교수·학습의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함에도, 디지털 이론이라든지 매체 이론, 새로운 교수·학

습에 이론 수준의 명제를 제출할 수 있을 때 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의 소설 읽기의 양상 분석은 학습자들이 매체 변인에 따라 소설을 읽을 때 작용하

는 인지작용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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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2차례 진행하였다. 사전·예비 실험을 통해 구현된 양상 실험 조사를 바탕

으로 두 번째 시기에는 완성된 실험 절차로 4차례의 본 실험(1차~4차 조사)을 진

행하였고, 이를 통해 Ⅳ장의 교육 설계 구상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사전·예비 실험 및 본 실험에서 사용된 소설 작품은 최일남의 단편 소설(「쑥 이

야기(1953)」, 「서울 사람들(1975)」, 「흐르는 북(1986)」)들이다. 이 작품들은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디지털 읽기 텍스트인 정보 전달 텍스트(뉴스나 칼

럼 등)나 수필 등과 비슷한 길이의 단편이면서도, 사실적 표상의 인식과 추론적 이

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알레고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단편임

에도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시점이 전환되는 플롯을 지니거나, 시공간적 배경

의 변화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갈등을 통해 함축적인 주제의 파

악이 쉽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중등과정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어휘가 쓰였으

며, 텍스트 이해에 도움이 될 다양한 맥락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서도 기존 문학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학습자들이 이미 읽어보지 

못한 생소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본 실험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28)

마지막 시기에는 Ⅳ장에서 설계한 교수·학습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효과

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때에는 본 실험에 참

여했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박완서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을 실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29) 

28) 최일남의 단편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학습자들이 

주로 접하는, 단문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 형태의 디지털 텍스트들과 유사한 길이의 단편으

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중학교 학습자 수준에서도 충분히 문맥을 통해 그 뜻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어휘들이 쓰인다는 점,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접해본 

경험이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170여 명의 학습자 중 최일남의 단편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고의 양상 조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서사성, 허구성, 플롯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편임에도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인물들의 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성 추출에 용이하였으며, 70년대 현실을 

재현하여 소시민의 삶과 중산층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허구성을 통한 주제의

식의 상세화가 가능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시공간적 배경의 변화와 뚜렷한 플롯을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플롯 양상을 분석하기에도 적합한 제재라고 판단하였다.

29) Ⅳ장의 교육내용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은 이미 Ⅲ장의 양상 실험에서 최일남의 소

설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어 본 학습자들이었다. 따라서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상호 조

회가 가능한 주제의식을 지닌 박완서의 단편을 상호텍스트적 맥락의 활용 가능성을 도출하

기 위해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이미 박완서의 다른 작품(「자전거 도

둑」)을 국어 수업을 통해 접한 경험이 있었기에,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고려

가 용이하였으며, 텍스트 자체의 알레고리나 주제의식, 어휘 등에 있어 최일남의 작품보다 

어려운 편이지만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노드의 탐색과 정보의 조회, 상호 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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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차수

실험
시기

실험
대상

실험 
인원 대상 텍스트 실험 내용31) 기

호

사전 

1차

16년 

2월

서울S중

2학년

12명

(남8,

여4)

최일남, 

「쑥 이야기」

-6명(남4/여2)은 인쇄 매체로, 6명(남4/여2)은 디지털 

매체(스마트 폰)로 읽기 활동 진행

-읽기 전 설문조사와 읽기 후 활동지 작성

㉠

사전

2차

16년

3월

서울S중

3학년

24명

(남12,

여12)

최일남, 

「쑥 이야기」

-12명(남6/여6)은 인쇄 매체로, 12명(남6/여6)은 

디지털 매체(스마트 폰·태블릿)로 읽기 활동 진행

-읽기 전 설문조사와 읽기 후 활동지 작성

㉡

예비

1차

16년 

4월

부천B고

1학년

14명

(남8,

여6)

최일남, 

「서울사람들」,

「흐르는북」

-7명(남4,여3)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서울 사람

들」과 「흐르는 북」을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스마트 폰)로 나누어 읽고, 매체를 바꾸어 같은 방

법으로 다시 진행 (한 명의 학습자가 한 번은 인쇄 

매체로, 다른 한 번은 디지털 매체로 읽게 됨)

-읽기 전 설문조사와 읽기 후 활동지 작성

㉢

예비

2차

16년 

5월

서울S중 

1학년

28명

(남16,

여12)

최일남,

「서울사람들」,

「쑥 이야기」

-14명(남8, 여6)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예비1차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읽기 활동 진행

-읽기 전 설문조사와 읽기 후 활동지 작성

㉣

1차
16년

6월

서울S중

1학년

24명

(남14,

여10)
최일남,

「서울사람들」,

「쑥 이야기」

-학급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매체를 달리 한 

후 동일한 텍스트(「서울 사람들」)에 대한 읽기 

활동 진행. 이후 매체를 바꾸어 다른 텍스트(「쑥 

이야기」)에 대한 읽기 활동 진행

-읽기 활동 전 설문조사, 읽기 후 각각의 작품에 

대한 활동지 작성.

-실험 후 활동에 대한 학습자 반응·평가지 작성 

㉤

26명

(남14,

여12)
24명

(남12,

여12)

2차
16년

6월

서울S중

2학년

16명

(남8,

여8)

최일남,

「흐르는 북」,

「서울 사람들」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여, 1차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
㉥

3차
16년

7월

서울S중 

1학년

12명

(남6,

여6)

최일남,

「서울사람들」,

「쑥 이야기」

-1차 조사(㉤)에서 연구 목적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

여 활동지에서의 반응을 구체화

㉦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험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30) 

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30) 실험 참여자 중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활동지의 반 이상을 채우지 않고 제출하거나, 이 

소설을 이미 읽어본 학습자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각 집단에 비율에 맞게 인원을 

선별해 비교하기 쉽게 짝수를 유지하였다.

31) 실험에서 진행된 스마트 폰 혹은 태블릿PC를 이용한 학습자들의 소설 텍스트 읽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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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16년

7월

서울S중

2학년

16명

(남8,

여8)

최일남,

「흐르는 북」,

「서울 사람들」

-2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대 면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활동지에서의 반

응을 구체화

-실험 참여 후 자기 평가에 대한 면담을 진행

㉧

5차
16년

9월

서울S중 

1학년

24명

(남14,

여10)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1차 조사(㉤)를 진행한 학급 중 1개의 동일한 

학급을 대상으로, 2차시의 내용으로 Ⅳ장의 수업 

설계 검증

㉨

6차
16년

10월

서울S중

2학년

16명

(남8,

여8)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2차 조사(㉥) 및 4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전

원을 대상으로 Ⅳ장의 수업 설계 검증

-교수·학습 효과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을 위

한 심층 인터뷰 시행

㉩

7차
16년

10월

서울S중

1학년

26명

(남14,

여12)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과 ㉩에서 실시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교육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적 처

치를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설정(본 대조군

은 1차 조사(㉤)를 진행한 학급 중 1개의 학급임)

-13명은 디지털 매체로, 13명은 인쇄 매체로 소

설 읽기를 진행한 후 동일한 학습활동을 진행한 

후 ㉨, ㉩과 반응 비교 분석

㉪

<표 1. 실험 조사 개요>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실험(㉠,㉡)에서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 가설로 세운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기억

력, 인지 과정, 이해의 폭, 해석의 방향성, 읽기 집중도, 읽기 속도, 텍스트 속 관심

국면 등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32)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는 

실험의 감상 작품으로 쓰인 최일남의 단편을 읽어보지 않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한 학습자들을 성비에 맞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를, 다른 한 집단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

설 읽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밝혀낸 매체 변인에 따른 읽기 양상

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학습자를 

단순히 다른 매체로 소설을 읽게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학습자에 대해서 각 매체 

과 같은 환경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텍스트가 매체의 화면(screen)상에 놓여있으며, 인쇄 매

체와는 달리 페이지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학습자들의 편의에 따라 화면의 크기를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햅틱(haptic) 기능을 통해 텍스트 간의 이동 역시 자유롭게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텍스트 읽기 와중에 다른 텍스트 혹은 다른 자료를 검색하고 대조할 

수 있으며, 각주, 댓글 혹은 답글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2) 다음의 전제에 관한 결과는 Ⅲ장에서 진행된 매체 변인에 따른 읽기 양상의 분석에서 ‘읽

기 중 양상’으로서 텍스트 읽기 양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소설 읽기 양상 분석의 개요’

를 통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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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학습자에 대해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는 경우를 나누어 교차 

실험을 진행한다면, 한 개인의 읽기 양상이 매체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일으키

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실험의 조건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추가된 실험이 예비 실험이며, 예비 실험은 두 차례 진행하였다. 한 번

은 사전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대조군으로서 소설 교육 경험이 더욱 풍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교 급과 고등학교 급 학습자

들 사이의 반응을 비교해볼 수 있었으며, Ⅳ장의 수업 설계에 적합한 학습자 군을 

선정하는 데 바탕으로 삼고자 하였다.33)

1~4차의 본 실험에서는 일련의 사전·예비 조사를 통해 구조화된 실험의 틀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1차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 3개 학급의 학습자들(74

명)을 대상으로 2차시(90분) 분량의 블록 타임을 이용하여 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

였다. 먼저 디지털 매체 활용 여부를 묻는 동일한 사전 설문조사34)를 진행한 후, 

각기 남녀 성비를 맞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매체를 바꾸어가며 최일남의 단편을 

읽도록 하였다. 소설 읽기 후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

를 통한 소설 읽기에 대한 학습자의 소감35)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2차 

33) 예비 실험 결과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두 매체 변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읽기 

중 읽기 속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과 인쇄 매체에서의 경우 밑줄 긋기 및 인물 

이름에 표시하기 등 메모가 적절히 활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읽기 후 활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는 주로 주제 찾기, 작가의 의도 찾기 등 복합적 인

지 작용의 결과에 강점을 보이며, 이는 플롯이나 함축적 의미 찾기 등 기존의 소설 읽기 교육

에서의 익숙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는 이와는 달리 미시적인 부

분에 집중하고, 마치 인터넷 기사를 읽듯 소설도 하나의 예술 작품보다는 사실적 정보 전달의 

텍스트로 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소설 텍스트를 가지고서 디지털 매체 환

경에서 읽게 되는 순간 인쇄 매체에서와는 전혀 다른 인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

쇄 매체 환경에서는 주로 맥락을 통해 ‘나’에게 대입시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는 SNS나 기자의 관점을 보던 것처럼 소설마저도 피상적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큼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세한 반응의 양상은 Ⅲ장에서 다룬다.

*평소에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이용하나요?(리커트 평정)/*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읽기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나요?(인터넷 뉴스, 소설, 서핑, 검색, 팬픽, 인터넷 소설, 웹툰, 칼럼, 까페글, SNS 

등 모두 포함)/*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읽기 활동’을 하나요?/*디지털 기

기를 활용하여 주로 어떤 것을 읽나요?/*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소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나요? 

34) 소설을 읽기 전 디지털 활용 여부에 관한 설문에 제시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기로 소설을 읽을 경우, 종이로 읽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디지털 

35) 실험 참여 후 소감을 묻는 설문에 제시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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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습자들(16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간(120분)을 주고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36) 3, 4차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에서 분석한 반응 텍스트 중에서 연구 목적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활동지에서의 반응을 구체화하도록 하

였다. 또한, 디지털 매체와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차이와 학습자의 체험 

감상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녹음하고 사고·구술 프로토콜로 작성하

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실험 참여에 대한 소감 및 디지털 텍스트

를 통한 소설 읽기의 효과 등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Ⅳ장의 교육 설계 및 효과 검증의 자료로 삼았다.

5차 조사의 경우 Ⅳ장에서 설계한 교수·학습 내용을 수업의 형식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을 실행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박완서의 「도둑

맞은 가난」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학급들

은 이미 본 실험 1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었기에, 이들의 반응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양상들의 변이를 추적하여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6차 조사는 5차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교육 설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

행한 것이다.37) 또한, 5, 6차 조사를 통해 얻은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평가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본 교육 내용의 

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7차 조사는 5, 6차 조사에서 적용한 교수·학습 내용

이 하나의 처치라고 했을 때, 그 결과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설정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Ⅳ장에서 설계한 교수·학습을 진행하지 않고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수집하였고, 이를 5~6차 조사에서 수집한 교수·학습 적용 후

의 반응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다음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기기로 소설을 읽었을 때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소설을 종이로 읽을 때와 디

지털 기기로 읽었을 때, 어떤 경우를 더 선호하나요?, 그 이유는요?/*국어 수업 시간에 소설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등

36)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차이를 주기 위해 활동지 문항에 대한 반응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주었고, 정규 수업의 평가에 부담에서 벗어난 방과 후 수업 신청 희

망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일부 학습자들은 정규 수업에 진행하

는 실험이기에 모든 활동지의 반응을 평가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반응보다

는 답에 가까운 반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양상 분석에 있어 학습

자의 자유롭고 실제의 반응을 활용하기 위해 2차 조사에서는 실험의 환경을 바꾸어 보았다.

37) 5,6차 조사의 교육 설계의 적용 및 효과 검증은 Ⅳ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38) 읽기 중 태도를 확인하는 시선 추적이라든지, 읽기 집중도 등과 관련해서는 측정 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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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조사범주 조사양상

㈀  읽기

 전 양상

디지털 매체 활용에 관한 

설문 (리커트 척도 평정)

디지털 활용 정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경험 및 

빈도

디지털 매체에서의 소설 읽기 경험 여부 및 빈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주요 읽기 장르 등

㈁  읽기

 중 양상

텍스트 읽기 양상38)

(연구자의 관찰 및 기록)

읽기에 걸리는 시간(읽기 속도)

읽기 중 메모 여부

㈂  읽기

 후 양상

기억력 정도의 파악

(리커트 척도 평정)

오독에 대한 자율적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OX 단답

형 문항

내용의 진위 평정

(리커트 척도 평정)

내용의 빈칸 채우기, 진위를 묻는 선다형 객관식 문

항

텍스트 이해 및 반응 파악

(해석학적 현상학과 3단계

의 코딩을 통한 반응 분석)

①소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회상)

②소설의 주제 및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 추론하기 

(연상)

③소설의 줄거리를 서술하기 (요약)

학습자 자기 평가 

(수업 감상문 분석)

교수·학습 후 인쇄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 대

한 자기 평가문, 수업 후 수업비평문 작성

학습자 심층 면담

(사고 구술 프로토콜)

교수·학습 후 학습자의 소감 및 반응 텍스트39)에 대

한 이유를 사고 구술하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사고 구술하기

<표 2. 실험 조사 자료의 내용>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의 분석 방식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따른

다. 반 매넌(van Manen)은 글쓰기라는 텍스트적 실천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체험

의 경험적 영역을 교육학에 바탕을 둔 연구 개념으로서 제시한다. “현상학적 연구

는 반성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반성 이전에 직접 겪는 세계, 즉 생활세계를 

연구한다.”40)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이자 이차 반응인 해석이 아니

같은 현실적 여건의 미비로 분석의 내용으로 삼지 못하였다.

3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반응 텍스트’라는 용어는 강민규(2016)의 논의를 따른다. 학습자들

이 소설을 읽고 만들어내는 반응은 문학 읽기의 과정에서 텍스트 상관물 형성으로서의 작용

으로서,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자신만의 상상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때 

반응은 문학 텍스트를 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신만의 상관물로서 지각·식별 가능한 상징이

기도 하고, 텍스트의 의미, 텍스트에 대해 가지는 느낌, 판단의 복합체이기도 하며, 독자 자

신의 지식, 경험 등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중 또는 읽

은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곧 ‘반응’이다. 또한, 독자는 자신의 반응을 다시 수정하거

나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기갱신적인 문학 읽기의 과정 전반이 ‘해석’이라면, 반응

은 자기갱신적인 해석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이 언어화된 상태를 ‘반응 

텍스트’라고 정의한다.(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16, pp.20-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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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차적인 원시적 반응 텍스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대상이 현실적인 것이든 상상적인 것이든, 경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든 주관적으

로 느껴진 것이든 간에 모두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41) 따라서 의식에 나타나

는 대로의 모든 것을 해명하려는 방법이 된다. 학습자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

설을 읽고 생산해낸 반응들 역시 일종의 체험이라 할 때, 연구자의 양상 분석 과

정에서 기술한 여러 텍스트에 대한 분석들은 학습자들이 겪은 체험의 본질과 이

면을 드러내 보이게 해준다는 점에서 본 방법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적인 도구로서 집중조명법·선택법과 세분

법·추행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수집된 반응텍스트 자료들을 바탕

으로 내재해 있는 반응 양상들을 집중조명법·선택법42)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편집

되고 집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 반응의 문장 

하나하나 혹은 문장 다발을 하나하나의 연계이자 묶음으로 판단하고, 이 문장이나 

문장 다발이 기술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의미화하고 알려 주는

가에 집중하는 세분법·추행법43)을 적용한다. 

특히 반 매넌은 후설의 현상학적 개념에 충실하여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

해 사건의 주제를 도출하고 반성하는 절차를 강조한다. 따라서 텍스트에 기술된 

의미를 추론해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터, 학습자들이 생성해낸 반

응 텍스트에서 의미를 도출해내고 해석하는 것 역시 일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40) M. van Manen, Researchign lived experience, 신경림 외 역,『체험연구』, 동녘, 

1994, pp.24-25.

41) 문학에서의 경험적 기술은 현상학자가 실천적인 통찰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경험들의 샘이다. 소설 속에서 독자는 기본적인 생활 경험을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듯이 

경험한다. 우리 자신을 소설의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 느낌과 행동을 체험한다. 소설을 통해 독자는 인간 조건의 특정한 측면들에 대한 통찰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험을 겪을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문학은 경험 자료의 원

천으로서의 가치가 있다.(위의 책, pp.98-99 참조)

42) 집중조명법 혹은 선택법은 선택적 글 읽기의 방법으로 한 텍스트를 여러 번 경청하거나, 읽고 

어떤 진술이나 어구가 기술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과 관련해 특히 본질적인지를 따진 후 이 진

술들에 강조점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말한다. (위의 책, pp.128)

43) 세분법·추행법은 사건들의 다발을 연계시켜 판단하는 것으로, 분리되어있는 텍스트들을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진술을 분리하고, 체험이 어떤 의미를 함축

하는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은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쳐 보다 추상성

이 증가한 본질적 주제로 분류된다. (신경림 외,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2004, pp.249-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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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 구조화된 절차는 무스타커스(C. Moustakas)에 의해 발전된 방법에 따르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44)(괄호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반 매넌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무스타커스의 절차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1)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을 만든다. (개방적 코딩-선택법)

2) ‘의미 단위’ 등의 더 큰 단위로 묶는다. (선택적 코딩-집중조명법)

3) 학습자들의 체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기술한다. (세분법·추행법)

4) 현상에 대한 조직적, 구조적 기술을 통합한 기술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추적

한다. (이론적 코딩)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학습자의 반응 의미를 추론하고 변형하여 재기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방법 틀인 ‘개방적 코딩-선택적 코딩-이론적 코딩’의 순으

로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양상 

분석의 경우 코딩된 범주에 따라 인쇄 매체에서와 디지털 매체, 양자의 차이에 주

목한다. 뿐만 아니라, Ⅳ장의 교육 설계의 적용을 통해 변화된 양상의 파악도 해

석학적 현상학을 사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평가 준거를 루브릭을 통해 제시하여 

그 평가의 가능성을 도출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Ⅱ장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텍스트 읽기와, 소설 읽기의 특

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과는 다른 디지털 매

체의 특성과 이를 이용한 소설 읽기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규명한다. Ⅲ장에서는 

인쇄 텍스트를 통한 소설 읽기와의 비교를 진행한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얻은 학

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텍스트를 통한 소설 읽기의 양상을 분

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Ⅳ장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고 그 실제를 관찰한 후 교육 내용의 결과와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44)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5, pp.229-2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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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이론적 탐구

이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고가 규명하고자 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 논의할 중요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 읽기 교육에서 매체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이다. 

이는 곧 새로운 소설 읽기의 장으로 보이는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고려한 물음일 

것인데, 현대 매체 이론에서 드러나는 디지털 매체의 성격을 논구함으로써 규명할 

것이다. 특히 고전적인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와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매체에서

는 다른 읽기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라는 것을 어떻

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래의 1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매체 환

경에서의 읽기는 어떤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가, 다

시 말해 왜 기존의 인쇄 매체가 아닌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소설을 읽어야 하는

가이다. 이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본질적인 논의를 통해 어떤 효용성

이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자, 이러한 논의가 소설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2절을 통해 그 특성을 정의한 후, 3절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범주와 의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특성

인간은 매체(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하게 

된다. 즉 “매체가 곧 메시지1)”라는 말처럼, 매체는 일종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형

식적 매개체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

엇이 객관적이고 무엇이 타당한지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규정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행동을 암묵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디지털2) 

1) 매클루언(M. McLuhan)의 유명한 경구. 그는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미디어의 이해』

를 통해 구텐베르크로 대표되는 인쇄문화에 대한 논쟁과 새로운 매체 시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선형성, 균질성, 획일성으로 대표되는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를 문자 문화의 특

성으로 보고, 비선조적, 구성적, 개방적인 ‘모자이크적 글쓰기’ 방식을 제안하여, 이러한 글

쓰기를 통해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종말이라 명명하였다. 

2) 디지털의 개념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즉 아톰과 비트의 차이로 말

해진다. 디지트(digit), 즉 숫자라는 말의 형용사인 디지털은 물리적 양을 극히 짧은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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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한 읽기 역시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라고 한다면, 그 형식적인 면모는 무

엇이며,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는 어떤 자격을 부여받는지, 또한 어떤 성격으로 

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대 매체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디지털 매체의 속성

지금의 매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를 이론적, 철학적 탐구의 방

법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콘텐츠라 할 수 있는 문화의 변화 양상, 혹은 매

체 형식에 내재한 인류의 사유 양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3) 인류

의 문화는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다시 인쇄문화로, 영상 매체로, 디지털 문화

로까지 이행되어왔다. 특히 현대의 매체 환경은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이 결합한 복합 매체 환경4)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

면서 미디어는 다양한 정보 양식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처리하면서 의사소

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양한 언어 양식의 복합적인 결합은 의미를 더욱 풍성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점점 더 

지배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 언어 개념 

자체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각언어·영상언어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을 뜻한다. 디지털 방식에는 소리와 점, 선, 

색 등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숫자라는 단일한 기호로 환원되며 여기서 편집과 보관 

전송의 무한한 자유가 나타난다.(M. Poster,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alism 

and Social Context, 김성기 역, 『뉴 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p.137)

3) 이는 한편으로, 로티(R. Rorty)가 제시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로티의 전회 개념 제시 이후 매체적 전회(medial turn), 이미지적 

전회(iconic turn),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의 개념을 통해 사유 내용의 전회에 곁들인 사유방

식의 전회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언어, 매체, 이미지, 공간을 새롭게 중요한 철학적 분석 대상으

로 삼게 되는 것뿐 아니라, 사유 그 자체를 언어적, 매체적, 이미지적, 공간적으로 할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그린비, 2012, pp.14-15 참조)

4) 복합 양식(multi-modal)이란 문자언어 중심의 리터러시 개념으로는 그림·소리·음악·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되는 복합 양식적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능력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

양한 기호 자원을 창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호 능력으로 리터러시를 이해해야 한다는 복

합 양식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정혜승, 「문식성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26(4), 한국교육과정학회, 2008, pp.149-172 참조) 

5) 이러한 맥락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 즉 다양한 양식(mode)의 통합을 통해 

의미가 소통된다는 텍스트 개념과 이러한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을 리터러시 차원에서 개념화

하는 복합 양식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가 출발한다. 즉, 복합 양식 리터러시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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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는 양방향 소통, 이용자들 사이의 상호 연결(link)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구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동시적·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 한다.6) 즉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고 쓰는 방식(리터러시)과는 다른 

읽기와 쓰기 방식과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때의 변화는 수용하고, 

사고하고, 기록하고 이 기록을 저장하고 유통(소통)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

난다. 맥클루언은 이를 두고 단순히 도구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확장7)’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체-콘텐츠-메시지’의 상관관계에서 비롯하여 내

용보다는 ‘형식’의 변화에 집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매체와 콘텐츠를 하나의 혼합물로서, 그 형식의 변화에 따른 인

간 감각의 변화인 것으로 본다면,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의 텍스트 역시 가

족 유사성8)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는 인쇄 매체의 속성, 더 나아가 인

쇄 매체 이전의 구술성이 모두 담보된 혼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단지 테

크놀로지 형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 테크놀로지 속의 편향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는데, 이전의 매체 시대들에서 하나의 감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들을 억압했던 현상들에 발생하는 변화 양상에 주목해보는 것이

다.9) 쉽게 말해, 시각이라는 감각에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던 인쇄문화가 곧 시각 

중심 문화였다면,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균질성, 획일성, 반복

성’으로 규정될 수 있고, 이를 탈피하여 테크놀로지의 편향이 변화하여 감각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디지털의 성격에서는 ‘개방성, 균열성, 다양성’ 등이 그 특징으로 

규정된다. 또한, 편향되어 있던 감각의 확장은 지각에 따른 지식의 습득과 전달에서 

다른 정보 양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서로 결합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C. Jewitt & G. Kress. Multimodal literacy, Peter Lang, 2006, p.179와 p.208)

6) 윤여탁 외,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92.

7) 매체를 내용이 아닌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단순히 도구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

식의 차원, 인간 존재 자체와 행위 그리고 사유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8)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이 『철학적 탐구』에서 사

용한 용어로, 어떤 현상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은유로 사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가족

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기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면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속성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A, B, C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B, C, D, 아들은 C, D, E, 딸은 A, B, E 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모

든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된 속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가족의 구

성원들은 서로 간에 교차하고 중첩되는 속성들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서울

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해제』, 2004, p.29)

9) M. McLuhan, Gutenberg Galaxy,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

스, 200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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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포함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포함하며, 이는 곧 총체적인 경험의 

확장을 일으킨다. 

① 하이퍼텍스트성10)

디지털 매체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는 인쇄 매체에서의 텍스트와 달리 순차적이

고 선형적인 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쇄 매체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정해진 

구조로 선형적이고 일방향적인 읽기를 지향했다면, 디지털 매체의 텍스트는 그 내

용 전개에 있어 비순차적인 특수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사고에서는 텍스트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순

차적으로 구조화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디지털의 모자이크적(mosaic)이고 비선조

적인 특성을 통한 하이퍼텍스트성은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조합과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비선형적이고 복합적인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는 전통적인 책 텍스트 개

념의 근본적인 해체와 기존의 읽기 방식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11)

하이퍼텍스트는 비연속적인 글쓰기(non-sequential writing)를 통해 독자들에게 

선택을 허용하고 양방향적인 화면상에서 가장 잘 읽히는 텍스트로서, 상이한 경로

를 제공하는 일련의 텍스트 덩어리를 의미한다.12) 본래의 기술적인 의미에서 하이

퍼텍스트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의미했으나, ‘하이퍼텍스트

성’이라는 재개념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 이전부터 여러 형태로 존재해온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인간의 두뇌 작용 역시 위계적으로 조직된 형상이 아니라 자유로

운 연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 의해 인간의 사고처럼 작동하고 

종합적인 연상의 구성체로 작동하는 텍스트로서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정의13)하

는 경우이며, 이때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적인 읽기와 쓰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일대 일, 일대 다, 다대 다 구조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텍스트 내에서의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집중이 가

10) 하이퍼텍스트 개념은 넬슨(T. Nelson)이 명명한 것으로, 상호참조 혹은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모음을 의미한다. 상호참조나 링크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문서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11)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0, pp.32-35 참조.

12) G. P. Landow, Hypertext 2.0: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여국현 외 옮김,『하이퍼텍스트 2.0 : 현대 비평이론과 테크놀로지의 수

렴』, 문화과학사, 2001, p.14.

13) 유현주,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미학의 키워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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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지면서도, 즉각적이고 실시간적인 반응이 가능하여 독자의 반응이 개방적으로 

형성되는 특성도 지닌다. 무엇보다 텍스트 중간마다 지정된 연결고리를 통한 다양

한 통로로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노드(node)14)’를 함유하는 등 링크를 통한 비

선형적인 읽기가 가능하다15)는 점이 인쇄 매체에서의 선형적인 읽기가 주는 일방

향적이고 선형적인 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지점이 된다. 

하지만 링크를 통한 자유 연상 과정은 독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

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휘발성16)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독자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른 이야기가 구축될 뿐이라는 한계와 개체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비물질화 작용이 강화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하이퍼텍스트는 능동적 독

자의 가능성을 높이며, 텍스트의 공간적 한계를 넓힘으로써 구성적인 읽기의 가능

성을 신장하는 디지털 매체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② 감성적 지각 

디지털 매체 예술에서 매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 행위이자 미적 관념들 자

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7) 이는 일종의 매체 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실

제적인 미학(Āsthetik)의 내용보다는 감성적 지각(aisthesis) 활동을 중심 문제로 

한다. 매체 미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매체 예술의 상황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려는 시

도로 볼츠(N. Bolz)의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감성학을 들 수 있다. 볼츠

는 지금까지의 예술을 둘러싼 미학의 담론들은 몇 개의 지배적인 개념들18)하에 이

루어졌다고 보고, 이러한 기본적 범주만으로 지금의 매체예술을 분석할 수 없다고 

14) 노드(node)는 본래, 결절(結節), 정점(頂點), 점(點)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통신망

을 연결하는 단말 장치나 통신 처리 장치 등의 개념으로 쓰였다. 또한 IT용어로서, 정보 통

신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거나, 중계 지점에 두는 장치를 포

함한 접속이 가능한 지점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리스트(list) 등과 같은 자료구조에서는 

정보의 기본 단위로서 ‘마디’, ‘절’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이때에는 인지에 대한 신경회로

망 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인지적 단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노드는 하나의 장치나 회

로, 연결망 등에서 중간 회로의 역할을 하는 분기점 혹은 한 지점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노드의 다의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텍스트 내에서 형성되는 링크의 지점, 링크를 통한 

각주, 댓글과 이에 대한 답글(댓글에 대한 답)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해둔 의미화의 지점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노드’라고 정의한다.

15) V. Flusser, Die Schrift - Hat Schreiben Zukunft?, 윤종석 역, 『디지털 시대의 글쓰

기』, 문예출판사, 1998, pp.15-16 참조.

16) 우선아, 「하이퍼텍스트의 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7-19 참조.

17) 심혜련, 앞의 책, p.275.

18) 예술, 존재, 진리, 정신, 아름다움 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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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미학은 더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이 아니며 오

히려 각각의 수용자의 체험과 지각방식에 방점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체 

미학에서는 해석과 관조를 기반으로 한 예술 이해 또는 미적 체험이 아니라, 감각

과 이미지의 스펙터클, 몰입이 핵심에 놓여야 한다.19)

산업혁명 이후 예술 분야에서 기술과의 결합 문제를 놓고 벤야민(W. Benjamin)

이 지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미지의 무한 복제이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

서는 더 이상 ‘이미지의 복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한발 더 나아가 ‘이미지의 변

형’이 더 중요한 문제20)로 작용하게 된다. 디지털 매체 상황에서 산출된 매체예술

은 손이나 기계가 수단으로 쓰인 작품의 도구를 통해 활용된 예술작품과는 다르

게, ‘일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예술가의 의도와 상상이 물질

적 대상인 예술작품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 사라지고, 빛과 형상으로 이루어진 무

정형적이고 무대상적인 이미지의 다발들이 예술의 대상으로 놓이게 되며, 이미지

적 재현이나 전달과는 달리 이미지 그 자체에 주안점이 놓이게 된다.21) 그렇다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문학·예술은 수용자에게 어떻게 지각되는가?

디지털 매체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각방식은 지속적인 지각과는 다르게 일시

적이고 순간적이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22) 이때의 예술을 수

용하는 주된 지각방식은 촉각성과 공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물들과의 

피부적 접촉을 넘어 인간 정신 속에서의 사물들의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 촉각은 

관계를 심화시키는 실재로서 존재하며, 디지털은 시각적인 도서 문화와 촉각적인 

뉴미디어 세계의 중재자로 특징지어진다.23) 다시 말해 수용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총체적인 주의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문학교육의 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점이 될 것인바, 본고에서는 

19) A. Darley, Visual Digital Culture: Surface Play and Spectacle in New Media 

Genres, 김주환 역, 『디지털 시대의 영상 문화』, 현실문화연구, 2003, p.15.

20) 심혜련, 앞의 책, p.287.

21) 이를 지시대상의 해체라 하며, 볼츠 또한 감성학의 핵심으로 놓고 있다. (N. Bolz, Ende der 

Gutenberg-Galaxis, 윤종석 역, 『구텐베르크-은하계의 끝에서』, 문학과지성사, 2000, p.207)

22) 이를 두고 벤야민(W. Benjamin)은 시각적 촉각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벤야민은 사물

들이 생생하게 현전시키는 진정한 방법은 우리를 사물들의 공간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들을 우리의 공간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 속으로 침투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다.(S. Buck-Morss, The 

Dialectics of Seeing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김정아 역, 『발터 벤야

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문학동네, 2004, pp.168-174 참조)

23) N. Bolz, Das Kontrollierte Chaos, 윤종석 역, 『컨트롤된 카오스: 휴머니즘에서 뉴미디

어의 세계로』, 문학과 지성사, 2000,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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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츠의 감성적 지각을 문학 텍스트의 감성적 수용의 기틀로 삼아 위 물음에 답을 

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소통적, 협력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성적인 판단 및 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저에는 감성적인 지각이 놓이게 되며, 그

들의 관계 속에서 예술로서의 소설이 형성하는 실천적 지향이 디지털 매체 환경

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체 미학적인 관점에서

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상호작용성·네트워크성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텍스트들은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

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 매체는 이와 달리 기술적인 발달에 힘입

은 접근 가능성의 증대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소통이 이전과 비교하여 수

월해졌고 이에 따라 수용자가 곧 생산자가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또한, 비동시적 

소통에서 동시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으로 변화하면서, 일대 일, 일대 다, 다대 다 

등의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경로에서

의 소통 가능성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역전하는 등의 현상과 함

께 디지털 매체는 개인과 사회의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식은 엘리트 계급의 유산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생산, 유통, 분배하

는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24)

이러한 활발한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독자의 선택이 부각되는데, 독자는 자신

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어진 텍스트들을 구성하고 덧붙이는 등 독서 과정에서 

스스로 역할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창출되며, 새로운 소통의 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매체가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성과 링크에 

의해 더욱 극대화된다. 문서와 문서의 연결, 공간과 공간의 연결이라는 링크는 단

순히 두 영역의 연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관심과 자극을 부여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들과 이미지들

을 상기시키며 독자는 새로운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양상과 기대

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네트워크성이란 디지털 매체가 유·무선망을 통해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는 이용자들을 상호 연결한다. 이러한 컴

퓨터와 컴퓨터(개인과 개인)의 상호 연결은 생산된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큰 힘을 

발휘하며25), 그곳에서 펼쳐진 텍스트의 의미망과 개념도 확장하게 된다. 

24) 박동숙·전경란, 『디지털/미디어/문화』, 한나래, 2005, pp.272-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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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디지털 매체에서의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수용자의 

협력과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다양

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대한 접근(access), 이해(understand), 창조(create) 

능력26)”이 중시되는바, 소통 과정의 정의적 측면이 더욱 주목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텍스트의 구성적 형상화의 성격은 ‘컨버전스

(convergence)’라는 개념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젠킨스(H. Jenkins)는 디지털 미

디어의 특성을 정의하며,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변형하고, 공유하며, 정보를 추구

하는 현상을 가리켜 컨버전스27)라고 명명하였는데, 미디어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상호작용적인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로 특징지었던 개념화와 일맥상통하

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성격

전통적으로 기존의 소설 읽기 연구들은 인쇄 매체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그 대

상으로 하여, 문자를 해독하고 그 안의 의미를 해석하여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 즉 읽기 교육에 있어 글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추

론하거나,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독자가 추론하는 것 등에 초점을 둔 것이

다. 그러나 인지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최근의 독자를 문학 감상의 핵심으로 두는 

연구들에서는 읽기를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동적 행위로 보지는 않는

다. 대신 독자가 자신의 기존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내는 적

극적인 행위로서의 읽기를 상정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역시 후자와 같

은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읽기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는 읽

기가 곧 쓰기를 위한 행위, 더 나아가 읽는 즉시 쓴다는 동시적 활동이 가능하기

에 읽기 활동은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독자 자신의 지식 재구성

이자 인지의 연합 및 종합적 추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5) 윤여탁 외, 앞의 책, p.95.

26) 영국의 오프컴(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은 2003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03

년 12월 29일에 신설된 방송 통신 및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매체 문식성 증진을 

위한 전략 및 우선순위를 접근(access), 이해(understand), 창조(create)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Ofcom's Strategy and Priorities for Promoting Media Literacy, 2006에서 

공표된 내용이며, http://www.ofcom.org.uk 를 통해 참조하였다.

27) 권성호·김성미, 「소셜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 - Jenkins의 ‘컨버전스’와 

‘참여문화’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1(1),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pp.68-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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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디지털 매체에서의 텍스트 역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속에서 

변화된 미디어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앞서 맥클루언이나 볼츠의 논의처럼 단순

히 커뮤니케이션 구조만의 변화가 아니라 넓게는 인간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인식 체계, 사유 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디지털 매체에서

의 읽기의 개념을 매체의 발달과 리터러시의 개념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

론해보고자 한다. 우선 ‘언어’를 기반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세계와 언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등을 반영하는 것이 리터러시이

자 ‘한 개인이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한 인간은 자신

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유리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적응과 대처 능력’

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리터러시는 곧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고 말할 수 있으며, 문화 형태에 따른 미디어의 양상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대중에 의해 선택받은 보편적 언어 담지체라고 할 수 있다.28) 언어

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전과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터러시는 독자와 저자의 관계를 구조화하며 인

간 간의 상호관계를 창조한다. 리터러시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보고 그 변화와 

특성을 논의한 맥클루언과 옹(W. Ong), 플루서(V. Fleusser)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언어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종

합할 수 있다.29)

28) 리터러시를 대중의 언어 선택에 따른 상징으로서의 기호체계 그 자체로 본다면, 이에 대

한 논의는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거론하는 ‘언어’와 ‘개념’의 형성과 해석학적 존재

론의 지평으로서의 ‘언어’의 개념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가다머는 언표행위를 통해 사물의 

객관적 질서가 드러나는 방식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나 개념을 담보하는 언어는 자연 발

생적인 것이 아니라, ‘합의(kata syntheken)’를 전제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가에 관해 의견 일치에 도달한 것으로서 ‘규범’이라고 논의한다.(H. 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u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임홍배 역, 『진

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 pp501-503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의사소통 능력인 리

터러시는 곧 대중 혹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합의와 그 언어에 대한 해석이 전제된 것으로 

텍스트 속에서의 힘 혹은 비중립성 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접근

하자면 문자 그 자체에 대한 인식론 이상의 지각적 감성의 측면으로까지 접근할 여지가 있

게 된다. 이는 더 나아가 다양한 목소리라는 차원에서 바흐친의 논의와도 접목할 수 있다.

29) 다음의 내용은 김양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119를 바탕으로 정교화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맥클루언의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월

터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플루서의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에 나오는 커뮤니케

이션 형식에 따른 문화 양상의 변이를 ‘구술문화(음성문화)-문자문화-영상문화-디지털문화

(전기전자미디어 문화)’의 4단계로 종합하여 그 특징들을 일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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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미디어 특징 문화 

구두 
언어

현시 매체
(상징체계)

-인간의 생활 세계와 밀착
-지배적 감각 기관은 귀(청각)
-말(speech)로 소통하며 논쟁적
-대등한 관계 구조
-집합적이며 상황 의존적
-감정이입적·참여적
-항상 현재만 존재(항상성)

구술 
문화

문자 
언어

인쇄 매체
(책, 신문, 잡지 
등)

-인간의 생활 경험으로부터의 거리 두기
-종속적(중심과 주변의 관계)
-인과적, 분석적
-고정된 시점(지식에 대한 객관적 태도)
-과거와 현재의 분리(역사성)
-추상적(언어와 기호)

문자 
문화

영상 
언어

영상 매체 
(텔레비전, 비디
오, 동영상 등)

-인간의 경험을 새로운 경험으로 대체
-비분석적(비인과 구조 내의 사고)
-지식의 대중화
-물리적 시공간을 분리(비역사성)
-감각적
-비언어적 이미지

영상 
문화

디지털 
언어

디지털 매체 
(네트워크 미디
어로서 컴퓨터
와 인터넷)

-새로운 현실(가상현실)의 창조
-비종속적(중심과 주변의 관계 상실)
-순간적(비인과성)
-지식의 개인화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개인의 역사성)
-복합 감각적, 즉각적

디지털 
문화

<표 3. 언어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특성 변이>

이처럼 디지털 매체의 영역은 기존의 위계적이며, 선형적이었던 커뮤니케이션

의 구조를 민주적이고, 비선형적인 구조로 다변화시키며 수용자를 창조자이자 생

산자의 위치로 역전시켜 놓는다. 즉 생산과 수용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던 문자문

화의 양식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동시적이고 양방향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채널이라는 창구를 통해 1인 출판의 시대가 

열렸으며,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진정한 기회가 열려 있는 곳도 디지털 매체에서

의 읽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소통 방식의 변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디지털 매체와 

디지털 언어의 발달에 따라 문자언어와 인쇄 매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장에서 누리던 

독점적 지위는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와 정보 기술을 논의한 키틀러(F. 

Kittler) 역시, 이를 지적하며 인쇄된 책은 실재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자언어의 제한된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30) 책이

라는 인쇄 매체가 지니는 저장의 한계, 영상 문화와 디지털 문화로 이어지는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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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의 변화 속에서 독자가 일으키는 상상력의 작용이 읽기의 방식과 매체의 

형식을 어떻게 변이시켰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위의 논의들

을 견지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특성을 읽기 공간으로서의 텍스트의 변화, 

읽기의 방식의 변화, 읽기의 주체인 독자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읽기 공간으로서의 텍스트의 확장

전통적인 인쇄 매체 텍스트인 책(冊)은 제한된 조망을 요구하며, 연속적인 지면

의 일정한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 방향의 흐름으로 읽기가 진행되었고, 

분절된 페이지 속에 일정한 양의 정보가 담기게 되었다. 한 문장 역시 일정한 글

자 수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결합체이자 선조적인 방향으로 읽히는 약속된 기호와 

같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읽기 공간은 화면이라는 영역 위에서 어떤 매체 기기

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 글의 가시적인 구조 및 형태가 달라지는 

가변적인 공간이 되었다. 화면의 구성에 따라 정보가 여러 차원으로 분절적으로 

나뉘기도 하며, 다양한 형식과 모드들의 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링크와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다른 화면과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즉각적이며, 페이지 개

념이 없이 텍스트의 분절 또한 독자의 자율에 맡겨지는 등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읽기 공간에서는 일정한 방향성과 흐름이 존재하지 

않은 채, 독자의 제한적인 조망으로 이루어진 관심에 의해 비선형적인 읽기가 가

능해진다. 즉 인쇄 매체에서와 달리 텍스트의 읽기 공간 자체가 구성적인 가능성

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읽기 공간으로서 텍스트의 확장 가능성은 문학 텍스트의 이미지를 형상

화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작용한다. 흔히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가상현

실·사이버스페이스31)라는 말로 정의하며, 이 공간은 사회적, 현실적 공간 관념에

서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생겨난 또 다른 사회적 공간이자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로스클라우스(G. Grosklaus)는 가상현실·사이버스페이스를 

매체가 매개되어 열린 공간으로 정의한다. 물론 이전의 매체 환경에서도 또 다른 

30) F. Kittler, Optische Medien-berliner Vorlesung, 윤원화 역, 『광학적 미디어: 1999년 

베를린 강의』, 현실문화, 2011, pp.37-40 참조.

31) 사이버스페이스는 일종의 존재하는 공간으로, 물질적이기보다는 비트와 바이트의 디지털 

속성으로 구성된다. 이 가상공간에 대해서 이(異)공간과 현실을 실제 공간과 구별하며, 가상

적인 것을 실재적인 것보다 낮게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상과 실재의 구분이 허물어져 

가는 오늘날에는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 사이에서 두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해석하

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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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졌지만, 가상현실·사이버스페이스가 실제 공간 경험

에 제기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이전의 존재 방식인 ‘지금’과 ‘여기’는 해체되고, 

‘동시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공간적 제약에서의 해방이 핵심에 놓이게 된다.32) 즉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공간 코드는 소멸하고, 하이브리드 공간이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공간은 밖을 안으로, 안을 밖으로,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

로,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만든다.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분할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는 관계의 동시성

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는 공간이다.33) 

이렇듯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사이버스페이스의 성격은 더 이상 

대안이자 대체물로서 존재하는 현실과는 유리된 어떤 것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디

지털 매체 시대의 공간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공간을 넘어 일종의 지도 위에 존

재하는 추상적인 기호 공간이 된 만큼, 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입체 또한 하나

의 기호화된 물질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텍스트를 읽

으면서 독자들이 상상을 통해 만들어내는 공간은 마치 문학 작품을 읽으며 또 하

나의 현실을 구성하고, 실재하는 공간으로써 판단하고 이해하던 작용과 유사한 구

조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인쇄 매체에서 주던 시각으로 제한된 공

간에서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다른 세계와 공간이 

서로 링크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② 비선조적·다선형적 읽기

디지털 시대의 읽기 방식은 비선조적인 읽기(non-linear reading) 혹은 다선형

적인 읽기(multi-form reading)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주어진 공간에서 정

해진 경로를 따라 의미를 추적해가며 읽어 나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가며 읽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디지털 텍스트는 다

중적이며 다층적인 창조성의 발현을 가능성으로 하며, 하나의 장르에서 벗어난 혼

32) 심혜련, 앞의 책, p.303.

33) 한편 이러한 공간은 근본적으로 이미지 공간이기도 하며, 미메시스로부터 극복된 새로운 

이미지이기도 하다. 플루서는 ‘디지털 가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지 공간은 디지털 가상

으로 이루어진 표면과 피상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원본이나 대안세계, 대체로서 이미지를 

이용한 가상으로 폄하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재인가 가상인가라는 

이분법에서 극복하여 우리가 지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에는 “현실과 허구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다.(V. Flusser, 

Lob der Oberfachichkeit,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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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장르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비선조적인 읽기 방식이 독자의 읽기 과정

에서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게 하고 주제에 대한 집중적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의 작용에 의해 몰입하는 독

서라는 행위에 대해 매체 환경 속에서 언어적 사유 과정이나 마음의 움직임으로

부터 멀어지고 감각적 현혹에 몰입하고 있다는 반론으로 잘 나타난다.34) 

더 나아가 정독을 바탕으로 한 독서는 근대문화의 산물로서 인쇄문화의 발달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디지털 매체 환경의 문화는 문자 문화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다. 문자 문화가 어려움, 고독함, 느린 자아 형성 등과 관련이 있다면, 디지털 

문화는 쉬움, 즉각성, 상호성, 감각적 자극 등과 연관이 있으며, 온라인에서 존재

한다는 것과 실존적 깊이에 대한 주관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

는 상황이다.35) 그만큼 독서 환경이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읽기 전략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디지털 매체의 비선조적이고 다선형적인 읽기의 방식은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비선조적이고 다선형적이라는 것은 단지 

주관적일 뿐이고 목적성과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종결 불가능성에 놓여있

는 텍스트를 대하는 가장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읽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읽기는 더욱 구성적이고 텍스트 형성적인 역동적인 읽기로서, 구술 시

대의 경험, 문자와 인쇄 시대의 경험, 영상 시대를 넘어 디지털 기술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읽기의 특성 외에도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는 햅틱(haptic) 읽기라고도 

할 수 있다. 햅틱 읽기는 손의 촉각을 동반하는 읽기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읽기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각과 촉각이 결합한 스크린 상호작

용 양식으로서, ‘촉각적 시각’ 혹은 ‘시각과 촉각의 원초적인 결합을 이용해 기술적

으로 구현한 것’이다.36) 햅틱 읽기는 음독과 묵독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양식으로 

나타났지만, 우발성으로 인한 주의 집중 저하, 주의력 분산에 의한 표면적 읽기, 여

러 텍스트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의 피상적 읽기라는 단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매

클루언의 매체 변화와 인간의 확장이라는 경험 측면에서 보자면, ‘음독’으로 대표되

는 시각적 읽기 관습에서 벗어나 ‘청각적 읽기’이자 이차구술적인 성격인 햅틱 읽기

로의 전환은 ‘감각 균형의 회복’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37) 다음과 같은 읽기 방

34) 이남호, 「우리 시대의 독자는 누구인가-전자문화시대의 독자의 성격-」,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2006, pp.14-15 참조.

35) 위의 글, p.16.

36) 이재현,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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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은 텍스트의 구조, 내용, 주체와 객체, 매체 특성 등 모든 측면에 종결 없이 열

려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읽기의 양상 속에는 구술성, 문자성 등

을 포괄한 채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는 디지털의 속성들이 두루 내포되어 있다.

③ 생비자로서의 독자

쓰기를 포함하는 읽기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독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감상이나 

수동적 수용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텍스트 자체에 부딪혀 변화시키는 주체적·능

동적 독자로 기능하게 되었다. 디지털 매체 환경의 역동성이 독자의 성격을 수용

자에서 생산자까지 더하는 생비자(prosumer)의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

데, 이는 텍스트의 링크 구조를 통한 텍스트 사이의 넘나들기라는 ‘도약의 독서’

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텍스트 구조에서 독자는 시각적 읽기의 독자를 

넘어 디지털 도구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자 혹은 작가와 같은 글쓰기에 참

여하는 작·독자, 나아가 텍스트를 선택 조합하는 조절자의 개념으로 확대 이해된

다.38) 이러한 글 읽기는 또한 메타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텍스트와 여러 정보 간

의 연결 조합은 텍스트의 구성적 측면을 포함하며, 매체 공간을 탐색하도록 유도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생산성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커

뮤니케이션이 기존 인쇄 매체에서와는 달리 과거의 ‘구술성’의 부활, ‘입말 중심의 

글쓰기로의 전환’ 등과 같은 성격에서 기인한다.

월터 옹은 전화, 라디오, TV, 컴퓨터에 이르는 전자적 장치들의 변화 과정에서 

전기(前記)시대 구술성과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특히 말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을 통해 청자를 하나의 현실적인 청중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성향을 강조하는 것

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이전의 구술성만으로는 설명해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에 그 네트워크성과 대화적 성격에 기인하여 ‘산문성’이라는 세 번

째 용어로 명명하여 3차 구술성의 시대라 정의할 수도 있다.39) 하지만 그것이 2

차라는 용어든, 3차라는 용어든, 구술적인 성격의 부활이라는 점은 읽기라는 인식

행위의 생산적인 측면들을 부각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글쓰기 자체를 내

포하고 있는 읽기로서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는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비종

결적이고 상호텍스트적인 텍스트를 ‘산문적인 사고40)’를 바탕으로 재형성해내고 

37) 구모니카, 「디지털 시대의 읽기, 쓰기 문화 연구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90.

38) 윤여탁 외, 앞의 책, pp.98-100 참조.

39) 구모니카, 앞의 글, p.97.



- 32 -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바흐친이 강조한 인간 본능의 자유와 창조성에 토

대가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산문’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디지털 매체 환경이 기능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대화의 장으로서의 

텍스트를 수용함과 동시에 재생산해내는 독자의 역할은 능동적인 작·독자로의 변

화를 바탕으로 하며,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에도 관

여하고, 전체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이를 고려한 읽기의 성격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제

기되는 물음은 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어야만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밝힌 디지털 매체의 속성과 읽기의 성격을 연관 지어 그 특성을 

정의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⑴ 의미 구성의 장으로서의 텍스트 인지

먼저 하이퍼텍스트로서 디지털 매체 속의 텍스트들은 그 속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인식된다. 이는 마치 매클루언이 말하는 모자이크적 접

근41)의 형식과도 유사한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링크와 텍스트 언술을 둘러싼 

40) ‘산문성’의 개념은 바흐친의 산문학 개념에서 기인한다. 모슨과 에머슨에 따르면 산문적인 

것의 개념은 고정적이고 단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평범한 발화이자 구성

된 발화로서 비종결적이고 대화로 이루어져있는 장을 말한다. 가령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예로 들어 가장 산문적인 소설로 설명한다. 이러한 표현은 텍스트 그 자체로 형식 창조적인 

장르이자 내재적인 것으로서의 종결 불가능성을 토대로 하는 것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G. S. Morson & C. Emerson, Mikhal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 

외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pp.47-56 참조) 즉 여기서 산문적이라는 것은 

선조적이고 종결적인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와 비교했을 때, 개방적이고 플롯 파괴적인 디지

털 매체에서의 읽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1) 매클루언은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폰 베케시(G. von Bekesy)의 말을 인용해 모자이

크적 접근법을 현상에 대한 분석적 접근의 이상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가 인용한 베케시

의 진술은 “과학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관련된 변인이 알려졌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보통 기존의 틀 속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틀이 불확실하고, 변인의 수가 많게 되면 모자이크 접근을 통해서 할 때 훨씬 쉽다.”이다. 

이를 두고 매클루언은 인간의 모든 감각, 즉 5개의 감각이 최대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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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는 텍스트의 현사건(現事件)을 즉각적인 지식과 정보의 장으로 연계시

키며, 상상적 추론의 구성적인 연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

으로 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장은 객관적 지식의 산출을 넘어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가며, 맥락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고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는 의미 구성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장으로서의 텍스트는 비고츠키(L. Vygotsky)가 말하는 고

등정신기능의 총체성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비고츠키는 기호를 통해 통합된 고차

적 체계로서, 지성, 정서, 의지의 총체를 ‘고등정신기능’이라 정의한다.42) 이는 학

습자의 발달 과정에서 ‘반응적인 지각과 주의’, ‘자연적인 기억’과 ‘실행적 사고’가 

점차 맥락의 조우를 통해 각각 ‘범주적인 지각’, ‘자발적인 주의’, ‘논리적인 기억’, 

그리고 ‘개념적인 사고의 형성’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디지털 매체에서 독자들

은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표지들을 인지하게 된다. 이때 독자는 자기생산의 여러 

상이한 종류의 실현을 구축하는 다양한 인지 영역을 작동시킨다. 더구나 모든 인

지 영역은 자신을 확정하는 구조적인 접속 안에서 구체화하는 내적인 일관성의 

특징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관계 또는 상호 작용의 폐쇄된 영역을 구축하게 된

다.43) 이렇게 작동된 인지체계는 폐쇄적이고 재귀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지체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현될 뿐 아니라 사회성을 갖는다. 이는 인지라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고유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학적인 측면과도 연결됨

을 보여주는 것이다.44) 이러한 과정에서 인지는 곧 ‘맥락’을 고려한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관점과 맞닿게 된다. 

비고츠키는 사회구성주의를 내세워, ‘급진적 구성주의45)’에서 말하는 구성의 측

면과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강조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다. 이는 사회성이 강조

기 위한 양식으로, 시각 중심의 인쇄 문화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청각을 비롯한 오감의 상호

작용적인 양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역설한다.(M. McLuhan, 임상원 역, 앞의 책, p.89)

42) 고등정신기능은 기초정신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비고츠키가 정의하는 기초정신기

능에는 수동적, 반응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응적 지각, 반응적 주의, 자연적 기억, 실행

적 사고가 해당한다. 반면 고등정신기능은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범주적 지각, 자발

적 주의, 논리적 기억, 개념적 사고의 작용을 포함한다.(진보교육연구소 비고츠키교육학실천

연구모임,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살림터, 2015, pp.45-76 참조)

43) J. Schmidt,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박여성 역, 구성주의｣, 까치, 1995, p.115

44) 임경순, 「구성주의와 독서 ;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학텍스트 읽기」, 『독서연구』18, 

한국독서학회, 2007, p.5.

45) 폰 글라저스펠트(E. von Glasersfelt)의 급진적 구성주의는 이전의 객관주의 혹은 표상주

의와는 달리 인간의 지식은 맥락에 따라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급진적인 주장

을 담고 있다.(조연주 외,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1998,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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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맥락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지식은 독자의 생애 맥락을 초월한 실

재로서 객관적인 표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공간적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구성해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때의 맥락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둘

러싼 일체의 작용46)이라 할 수 있는데,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곧 이 

맥락들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표지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

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규정해나가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에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심상을 머릿속으

로 그려내는 ‘상상’의 작업과 이렇게 만들어진 상상을 현실 속에서 다시 구체화해

내는 ‘창조’의 작업이 포함되는데, 확장된 공간으로서의 텍스트가 하이퍼텍스트성

을 띠게 되었을 때, 이 상상과 창조를 바탕으로 한 의미화 작업은 텍스트를 통해, 

혹은 텍스트 이면에 놓여 있는 링크와 노드를 통해 산출된 지식과 정보를 여러 

맥락과의 구성적 연합을 통해 확장시켜가는 작업이 된다.

⑵ 반성적 판단의 장으로서의 텍스트 조망

앞서 디지털 매체의 특성 중 하나로 매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에 

따라 감성적 지각체로서 매체 감성학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통

한 소설 읽기의 장은 기존 문학 체험이 가져다주는 성찰적 판단으로서의 가치화 

기제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가 하나의 

감성적인 지각이 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만들어낸 감성적 지각의 세계가 완

전한 타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는 디지털 매

체에서 만들어낸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체험하는 것은 현재로써 자기 신체

의 타자성을 경험하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라 말한다. 그러면서도 독자가 ‘실제 

현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 가상적인 우주에 신체를 위치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체는 나에게 타자(나인 듯한 타자)가 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결

국 디지털 매체를 통해 “타자를 잉태할 수 있는 신체”는 자신의 내부에 고립된 

두 가지 끈(실재로서의 나와 타자로서의 나)을 가질 수 있는 신체의 기묘한 분열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며, 디지털 매체는 이러한 분열을 더욱 가속하는 것47)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매체는 타자화하는 경험을 다변화시키며, 자기 자신이 

46) 임경순, 앞의 글, p.9.

47) 大澤真幸, 『電子メディア論─身體のメディア的變容』, 오석철 역, 『전자 미디어: 신체·타

자·권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p.18-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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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타자화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타자가 그려낸 세계에 대한 조망을 추체험의 방법으로 사용

되어 온 소설 읽기가, 그 자체로 타자화 경험을 확장하는 디지털 매체와 결합한다

면, 어떤 작용이 나타날 것인가? 이는 달리 말해, 정보 원천의 신뢰성에서부터 문

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까지 소설이라는 예술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판단 기

회가 무한정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는 텍스트가 그려 놓은 특수하고 

한정된 세계를 통해 도출해낸 가치들을 자기화하거나 보편화하는 것, 또 특수한 

상태로 유보하여 거부하는 것 등의 선택과 판단의 장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주

체적인 행위는 독자의 ‘반성적 판단48)’을 통해 실현되는데, 반성적 판단은 상상력

을 지성에 순응시킴으로써 자연의 궁극 목적인 ‘선’을 완성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러한 작용으로 일어나는 판단은 곧 텍스트를 통해 규정된 선이라는 이미지를 추

출하는 독자의 능동적인 선택의 과정일 수 있다. 이때 선택이라는 의미에서의 자

기 주체성은 다른 말로 자기 원인적이 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주체성이 타자에 의

해 인지되고 있다고 여길 때, 주체적이라고 여기게 된다.49) 그렇다면 이러한 주체

성의 이상은 실제로는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독자의 

상상을 통해서만 추론할 수 있는 기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 환

경에서는 그러한 주체성 판단의 장면을 목도하고 실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체성의 이상이 현실화되는 기회를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의 소설 텍스트는 산재하는 하이퍼링크와 노드들을 바탕으로 대량의 

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지각 및 표상의 영역이 주제

화될 가능성에 놓인다.50) 또한, 즉각적이고 양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가속화

의 논리에 따라 표상과 정보 사이의 통일성을 규정할 수 있는 판단의 지연이 극복

되고, 정보가 인식됨과 동시에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에 다가서게 된다. 이

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통각(Apperzeption)’의 개념을 통해 감성적 여건에 

순수 오성 개념을 적용한 종합화 작용의 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51) 하이퍼텍스트를 

48) 특수한 현상을 보편적 원리에 포섭한다는 의미의 ‘판단’에서 보편적 원리가 미리 주어져 

있다면, 이는 다시 ‘규정적 판단력’이 되며, 이때에는 규정된 보편적 원리에 특수한 현상들

을 포섭시킴으로써 현상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행위가 된다. 반면 특수한 현상 그 자체만 놓

이게 된다면, 그 판단은 반성적이 되는데, 반성적 판단은 인간을 특수한 현상 속에서 유기적

인 목적론적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p.599)

49) 大澤真幸, 오석철 역, 앞의 책, p.20.

50) 위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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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디지털 매체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각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복합작

용을 목표로 하며, 이는 궁극적인 초월론적 통각52)에 도달할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대량의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회와 무수한 타자와의 관

계 형성 가능성, 담론 간의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의 현실화 등의 조건을 지닌 것이 

디지털 환경의 소설 텍스트이다. 이때 독자들이 소설 텍스트 자체를 목적론적이고 

반성적인 판단의 장으로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디지

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두 번째 특성이 된다. 

⑶ 대화의 장으로서의 텍스트 구축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텍스트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성을 바탕으

로 확장된 텍스트로서의 공간을 확보한다. 독자들은 더 이상 독서 행위를 개인의 

사유로만 인식할 수 없으며, 텍스트 자체, 텍스트 외적인 무한한 정보망,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는 수많은 다른 독자들과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서 인식하게 된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텍스트 공간에서 소설 텍스트 그 자체는 새로운 형

식의 창조성을 부여받게 되고, 독자의 독서 행위는 하나의 ‘형식 창조적 행위’가 

된다. 독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읽으며, 무수한 맥락을 즉각적으로 연합시킬 수 있

으며, 타자와의 대화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설이 지닌 장르의 성

격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바흐친이 말하는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53)’

51) 칸트는 통각을 “경험 대상의 가능성과 언제나 동시에 경험의 보편적인 가능성 자체를 구

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는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상상에 의해 

추론할 수 있는 정의이다.(坂部 惠 외, 『カント事典』, 이신철 역, 『칸트 사전』, 도서출판

b, 2009, 표제어 ‘통각’ 참조)

52) 초월론적 통각은 “모든 인식 내용으로서의 지각을 통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일한다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개념 판단을 통

해 추론할 수 있다. 고진은 칸트의 초월론적 통각에 대해 논의하며, 칸트의 윤리를 ‘타자’의 

문제로 종합한다. 그는 칸트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초월론적 통각’을 통해 넘어서고자 

했고, ‘초월론적 통각’은 타자의 타자성에서 주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타자의 타자성은 마

치 죽은 자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듯이, 미래의 타자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이질적인 ‘객관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타자를 넘어설 수 없고 타자는 내게 언제나 

‘초월론적인 주관’으로만 존재한다. 이러한 ‘타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로의 전회가 칸트가 

제시하는 ‘전회’의 개념이며, 고진은 ‘초월론적’이란 없음(無)에서 존재와 구조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적이거나 구조적일 뿐이라고 말한다.(柄谷行人, 『トランスクリティ-ク』, 

이신철 역, 『트랜스크리틱』, 도서출판b, 2013, pp.21-51 참조) 

53) 바흐친은 장르의 개념을 명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전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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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소설의 성격을 매체 형식 자체로서 이루어낼 가능성을 내포한다. 

디지털의 하이퍼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시공간 한계의 극복, 무수한 링크화현상

은, 소설의 비종결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비종결성의 심화는 독자와 텍스

트, 독자와 독자 사이의 무수한 상호작용 즉, ‘대화’라고 불리는 소설적 성격의 소

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진 장르라 할 수 있는바, 이때의 대화는 문장상에 표현된 대화나 언어

적 상호작용 일반의 대화를 넘어,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참여자들 사이의, 참여자

들 내에서, 참여자들 제각각의 상호 간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즉 타

자가 전제된 대화는 기본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상호 작용이라는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 있는 존재(vzhivaius)로서 한 개인 안에 능동적으로 들어가며, 한

순간도 나 자신을 상실하거나 바깥에 놓여 있는 나의 독자적인 자리를 상실하지 

않는 능동적인 작업이 된다.54) 

즉 소설 속의 대화는 외재성(outsideness)이 유지된 개인이 심리적·육체적·사회

적·공간적·시간적·이데올로기적 경계와 접촉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일으키는 일종의 시선 교환이라 할 수 있다. 타자는 나라는 정체를 종결짓기 위해 

나의 시선의 한계를 그리지만, 그때마다 그 시선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미처 볼 

수 없던 개방된 시야가 확보된다. 새로운 주체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미 그 안에 타자를 향한 개방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흐친은 이러한 대화의 잠재

력을 실제 소설에서 찾아내고자 했지만55), 모든 소설이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

다. 이는 소설이 지닌 장르적 한계, 형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다성적인 소설이라 할지라도 작가라는 단독자의 개입에서 벗어날 수 없으

며, 독자 역시 완전히 외재성을 확보한 채 소설 텍스트의 전유를 완성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는 글의 독점이 해체되면서, 저자의 

즉 세계에 대한 시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장르 형성에 기여하는 저자는 장르를 통해 세계

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며, 작품이 의미심장하고 독창적일 경우엔 미래를 가시화하는 장르의 능

력을 풍부하게 하는 법을 배운다. 즉 ‘보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장르는 ‘형식’이나 ‘이데올로기’

가 아닌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라는 경험에 대한 특정한 감각을 구체화하는 특정한 창조적 

행위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화적 성격, 전통과 권위에 대한 파괴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대화를 통한 타자의 확인과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형성이라는 ‘산문학’으로서 소설이 

지니는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으로서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G. S. Morson & C. Emerson, 오문석 외 역, 앞의 책, pp.528-530, 790-794 참조)

54) 위의 책, pp.107-118 참조.

55)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와 라블레를 다성적인 소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지만, 그 외

에 다른 소설에서 다성성을 명시한 작품은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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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가 벗겨지며 독자는 더 이상 글 읽기라는 장치에 한정되지 않고, 오감을 동

원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읽기로서, 생비자로의 역

할 전환을 겪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 전환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대화의 장으로서 무수히 변화하고, 실시간으로 창조되고 있는 독자들 사이

의 상호작용 속에서 규정될 수 없는 무언가, 오로지 전유(자기화)를 통해서만 추

론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어 간다. 이는 소설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넘

어, 실재하고 있는 텍스트 위에서 체현하는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실재하는 텍스트의 공간에서 독자들은 즉각적이고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한다. 이는 대화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논쟁적인 담론의 장으로서 기능한

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장은 독자와 독자 사이에

서 형성되는 대화가 공론의 장을 형성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디지털 공

간이 만들어내는 공론장은 다수의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즉각적으로, 아

무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이는 ‘탈중심적이고 다각적이며 다

주체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동등한 지위의 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전유의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태라고 할 수 있다.56) 

한편 공론의 장으로서의 소설 읽기에서 형성된 의미화는 새로운 집단 지성57)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58) 보편적이고 균질화된 공간을 지향하던 문자 매체 환경, 즉 

56) 토크빌(A. Tocquville)은 미국의 공론장의 원형을 결사체에서 찾으며, “향연을 베풀거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를 짓거나 책을 유포하고 선교사를 파견하는 등의 모든 행위에서 결

사체를 조직한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려 하거나 어떤 모범이 되는 일을 사회적으로 권장하

고자 할 때 결사체를 조직한다.”라고 말한다.(A. Tocqueville, (De) la democratie en 

Amerique, 임효선 역, 『미국의 민주주의 1』, 한길사, 2002, pp.262-269 참조) 이는 공론장

의 가장 큰 요건이 개방성, 조직성, 상호작용성에 있음을 추론하게 해주는 주장이다. 본고에

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그 자체로 조직적이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디지

털 공간을 공론장의 가능성으로 보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실현된 소설 텍스트 공간 역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한 공론장의 단면으로 보고자 한다.

57) 레비(P. Levi)는 인터넷을 초현실주의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파악한다. 그는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사상과 정보·서비스가 교환되며, 인간은 끊임없이 가상세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 보고, 머지않아 인류는 누구나 자신의 사이트를 갖고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

라 진단한다. 이를 두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지성이라 명명한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초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배제와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 Levi, Pour une anthropologie de cyberspace, 권

수경 역, 『집단지성』, 문학과 지성사, 2002, pp.275-285 참조)

58) 이러한 소설 텍스트의 새로운 국면은 ‘근대문학의 종언’, ‘문학의 죽음’이라는 현상 속에서 소

설 교육이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문자라는 매

체의 존립이 특수한 형태의 존속 형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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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로 대표되는 인쇄 매체에서는 소설 내부에 위치하지 않는 외적이고 초월적인 

시점이 존재했었다.59) 하지만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는 이러한 초월적인 시점에 

종속되는 현상에서 탈피하게 되었는데, 텍스트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의 능

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집단적인 소비로서 수용양상이 발현된다. 소설 텍스트 공

간은 마치 웹 브라우저에서 협업을 통해 직접 내용과 구조를 수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웹사이트 양식인 ‘위키(wiki)’의 형태를 띠게 될 수 있다. 독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소설 텍스트 공간에서 소설을 읽어가며, 의문을 제기하고, 의미를 산출하

고, 각주나 링크를 통한 노드를 형성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독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3.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범주와 의의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본질을 바탕으로 소설 교육의 장에서 주목할 범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디

지털 매체를 이용한 읽기가 의미 구성으로서의 인지, 반성적 판단으로서의 조망, 

협력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텍스트 구축이라는 특성을 지녔다면, 이 특성들을 

통한 일련의 교육적 처치가 가능할 것이기에,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다루어온 교

육적 방법들을 변용하여 디지털 텍스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구체적 방안을 모

색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중에서도 가장 문학적이고 인간 사고

의 고등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소설’을 읽는 것에는 다른 인지 작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학습자들이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의 텍스트로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중심을 두고 읽어나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작용구조에 따라 디

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구도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

로 교육의 범주와 그 의의를 도출할 것이다. 

문자를 가능케 한 초월적 심급이라는 사회구조와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네이션=국민’을 강조하

는 근대에는 통일적이고 균질적인 전체를 표방했다고 보고,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은 그야말로 

네이션이 등장한 시대와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라 진단한다. 이러한 소설은 일반적으로 공유하

는 하나의 어법에서 이루어지며, 보편 공간이라는 전제 속에서 소설이 위치 지어진다.(柄谷行

人, 『近代文學の終り』,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pp.43-58 참조)

59) 가령 작가, 독자가 위치하는 곳일 수도 있으며, 윤리, 법, 문화와 같이 소설의 의미를 규

정짓는 상위 가치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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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범주

‘소설60)’은 인물과 인물이 어울려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

술해 나가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장르이다.61) 이는 시나 수필이 개인의 체험을 바

탕으로 독백의 형태를 취함에 비해 소설은 인간의 삶, 특히 사회 내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을 뜻한다.62) 따라서 소설 교육은 예술적 체험의 

확대, 문학적 향유능력의 배양이라는 목표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

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또한 교육의 목

표로 수반한다. 문학교육의 목표로서 삶의 총체적 체험을 제시한 것은 문학 각 장

르의 속성으로 보아 특히 소설교육의 경우에 깊이 관련된다.63) 

이러한 소설 장르는 인쇄 매체의 산물로서 여겨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책(冊)’

이라는 형태로 꾸준히 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인쇄 매체에서

의 선조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텍스트를 인식하던 편향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

하여 읽기를 행하는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전이될 것으로 판단되어왔지만, 인쇄 매

체에서와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는 인지적 작용부터 이해와 해석의 과정까지 상

당히 다른 작용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소설을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을 고려한다면, 특히 소설 장르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 양상과 관련한다면 다음의 특성들을 기점으로 학습

자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고 일으키는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양상 분석의 기준을 소설 이론에 기초하여, 

서사성, 허구성, 플롯에 주목하였다. 소설은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

습을 담은 사건이나 그 연쇄를 이야기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①서사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②허구성을 

성격으로 하며, 진리와 진실의 전달을 위한 의도적 행위인 이 허구를 통해 리얼리

티를 확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설은 ③플롯이라는 소설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이는 우연에 지배되고 시간의 순서로 나열된 사건을 인과성에 의해 재배

열하여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소설 읽기는 정보 전

60) 서사 양식의 하위 장르인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은 상당히 이질적인 장르로 규명되기도 하

지만, 여기서는 장르 구분 없이 서사 장르로서 소설을 묶어 사용한다. 

61) P. Hernadi,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 1983, pp.85-86 참조.

62) 위의 책, p.182.

6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pp.261-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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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목적으로 한 글이나, 신변잡기의 수필 등과 다른 읽기 전략 및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이 서사성, 허구성, 플롯에 대한 학습자의 읽기 중 인식64) 작용에 주목

한다면 디지털 매체와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양상의 차이가 

발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읽기의 방법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① 소설의 서사성 인식 과정

소설은 서사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서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이야기를 표현

하는 수단으로서 소설이 지니는 장르적 특성이다. 서사란 사건이나 연쇄를 이야기

하는 것65)으로서, 인간과 인간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서술하는 것

을 본질로 한다. 소설은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순수 예술적 미의 추구를 벗어나 역사, 현실 맥락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소설이 시대와의 관련 아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점에

서 역사와 비슷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에 수렴한다.66) 이러한 서사성의 개념은 쥬네트(G. Genette)의 정의를 따른다. 

쥬네트는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되, 글로 쓰였거나 말로 된 

담론, 즉 서술적인 진술을 지칭하는 것”을 서사라 정의한다. 또한 “진짜든 허구든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 담론의 주제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연결되고 대립하고 

반복되는 여러 관계”라고 하여 서사의 분석은 인물의 행위와 상황들 사이에 얽혀

있는 총체적인 삶의 형상임을 추론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된 사건이 아

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사건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이라는 정의

를 통해 인물의 행위 그 자체, 혹은 사건이 서술되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한다.67) 

따라서 소설의 서사성에 주목한 소설 읽기의 작용 구조를 모색하자면, 인물에 나

타난 사건들의 관계와 서술행위, 인물의 행위와 상황과의 관계, 작품의 의미와의 

64)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는 와중에 일으키는 서사성, 허구성, 플롯에 대한 인지 

과정을 현상학에 입각한 ‘인식’ 작용으로 명명하였다. 현상학 사전에 따르면 ‘인식(認識, 

Erkenntnis)’은 대상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 의식의 활동 혹은 그와 같

은 활동에 의해 파악된 내용을 말한다.(木田 元 외, 『現象學事典』, 이신철 역, 『현상학사

전』, 도서출판b, 2011, 표제어 ‘인식’ 참조)

65) M.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 1999, p.15.

66)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p.113.

67) 세 가지의 정의는 G. Genette, Narrative Discourse, 권택영 역, 『서사 담론』, 교보문

고, 1992, pp.15-1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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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성 등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서사성을 띠는 소설 

텍스트의 내용을 하나의 틀 안에서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물의 눈에서 보는 

관점이든, 학습자의 눈으로 본 관점이든, 텍스트 속 상황이 그려낸 관점이든 간에 

일정한 인식의 궤도를 그리게 된다. 그것은 보통 어떤 종류의 내용적 전개와 마련

된 해결책, 예측되는 결말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구도를 통해 

서사를 분석해내게 된다. 이 서사성을 인식하고 추론하는 구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매체에 따른 소설 읽기의 범주로 판단한다면, 학습자들의 서사 인식과 텍스

트의 얼개를 구성해내는 의미 구성 과정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소설의 허구성 인식 과정

다음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작용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하는 

소설의 두 번째 속성은 바로 ‘허구성’이다. 소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같이 만들

어 낸 이야기, 즉 ‘허구(虛構)’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의 허구는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구성되어 형성된 이야기이다. 허구의 양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된 소설적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일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 그려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허구는 상상력68)에 의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예술적 장치이기

도 하다. 소설에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중요한 국면은 실제 우연성에 의해 지배

되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속성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독자는 허구를 통해 만들어

진 이 가상의 ‘리얼리티’를 목도해야 현실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소설의 독자

는 허구적인 혹은 소설적인 약속을 소설을 읽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69) 

인간이 허구를 만들어내고, 또 허구를 읽어내는 힘을 허구적 상상력이라 한다

면, 작가가 이 허구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담고자 하는 의미는 소설의 주

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자의 독서과정에 개입하는 허구적 상상력을 

68) 소설 교육에서 말하는 상상력은 이성과 정서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정신 능력으로서 구

성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 구성적 능력으로서 상상력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행위

규명의 표준을 정하는 능력인 과학적 인식의 능력과 대립적인 뜻을 갖는 ‘의미의 구성적 능

력’이다. 이 상상력은 다시 ‘인식적 상상력’, ‘조응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으로 나뉘며,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에 대한 형식화, 문학을 통한 세계 개시의 능력을 보여주고, 조응

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문학을 통한 세계와의 상호조정 작용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담

보한다.(우한용, 「상상력(想像力)의 작동구조(作動構造)와 상상력(相象力)의 교육(敎育)」, 

『국어교육』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pp.71-76 참조)

69) 구인환 외, 앞의 책, p.263.



- 43 -

텍스트를 이해하는 메타적 장치로 활용하여, 소설을 인식하고, 인물을 해석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 역시 소설을 재생산하고 의미화하는 주요한 

작용구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

설을 읽으며 활용하는 허구적 상상력이 매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

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70) 이처럼 작가, 텍스트, 주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서 만들

어지는 소설현상에서 독자의 의미생산과 잠재적 생산자로서의 텍스트 생산 국면

에 대해 주목한다면, 학습자가 독자로서 어떤 주체성을 지닌 채 텍스트의 의미를 

메타적으로 도출해내는지를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③ 소설의 플롯 인식 과정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소설 읽기 국면의 세 번째 속성은 소설 장르만의 

특성인 ‘플롯’에 주목하는 것이다. 플롯은 지극히 소설적인 장치로서 앞서 제시한 

서사성과 허구성이라는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한다. 우연에 지배되고 시간의 순서

로 나열된 사건을 인과성에 의해 재배열하여 필연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플롯

의 기능이다. 서사로서 소설은 허구의 장치들을 통해 인간의 삶의 단면 중 한 부

분을 강조해 그것을 의미 있는 예술적 지향의 형태로 바꾸어 주는데, 이때 그 삶

의 단면들의 처음과 중간, 끝을 형성해주는 것이 플롯이다. 즉 플롯은 통일감을 부

여하는 ‘인과관계의 완결’이며, 그것은 세계의 무한한 우연성으로부터 아로새겨지

는 종합적 전일체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모든 부분이 공헌하는 최종 목적이며 작

품의 정수이다.71) 다음과 같은 정의들에 따라 본고에서는 소설의 서사성으로 이야

기되는 스토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 플롯의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플롯과 스토리는 동일한 사건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플롯에서는 사건들이 작품 

속에 제시된 그 엄격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결합한다. 요컨대 스토리는 ‘이야기 

70) 우한용은 소설 현상에서 허구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계기를 작가의 관점과 독자의 관점으

로 나누어 분석하며, 작가는 글쓰기 방식을 노출함으로써 허구에 대한 허구를 만들어 텍스

트의 존재 층위를 하나 더 설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말한다. 또한, 서술자가 취하는 관점

에 의하여 타자적 시각, 일반인의 시각을 형성하기도 한다. 독자 역시 독서 과정에 개입하는 

허구적 상상력에 의해 주체성을 생산하며 소설의 의미를 파악하는 메타적이고 복합적인 작

용을 형성한다.(우한용, 『소설 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pp.175-212 참

조) 본고에서 소설의 허구성을 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 도출을 위한 기준으로 정하는 이유

도, 학습자가 능동적인 독자로서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하고 주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매체 변인에 따라 차이를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소설의 허구성을 분석

하는 계기는 소설의 주제 도출이라는 과제에 대한 매체별 차이에서 기인한다.

71)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 2007, pp.302-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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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고, 플롯은 ‘독자가 이야기 줄거리를 알게 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스

토리가 서사 논리의 기본 법칙에 따라 나열된 이야깃거리라면, 플롯은 이 이야깃

거리들이 최대한의 효과와 주제적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직화하는, 

일보 전진한 정교화 작업이다. 다음과 같은 재정의에 의한 플롯의 구체적 실현 역

시 문학이론에 있어, 그 용법과 적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72)되고 있지만, 본고

에서는 사건의 순서를 배열하는 인과관계이자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선정하는 기

준으로서 플롯을 보고자 한다. 

하나의 이야기에서 순서를 결정하여 사건들을 배열하는 일의 중요한 기능은 인

과관계의 의식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야기 속의 인과관계란 아무리 거리가 멀

다 하더라도 실세계의 인과법칙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현실과 구별하게 하

는 주요한 특징은 결말을 단정한다는 것이다. 이 인과관계는 플롯에서 연유하는 

의미와 어떤 식으로든 결합하여 있는데, 독자들은 일관성 혹은 일치성, 시공간적 

흐름 등을 통해 인과적 관계를 추측한다. 이에 따라 텍스트에서 특정한 정서적 반

응을 성취하기도 하고, 특정한 인과율의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을 선택하고 

배열하기도 한다.73) 이러한 인과관계의 형성은 감정적 연속일 수도 있고, 논리적 

연속일 수도 있는데,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일정한 연속선상에서 읽어나가며 나름

의 감정적이고 논리적인 인과율을 형성하여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플롯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즉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하나의 결정적

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사건들을 한정하고 연속화하는 법칙에 직면하

게 되며, 이것이 플롯의 인식 과정이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플롯의 개념은 바흐친(M. Bakhtin)이 제시하는 ‘크로노토프

(Chronotope)’와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 플롯에 대한 학습자의 인

식 여부를 소설의 시공간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형식을 읽어내는 과정으로 판단

하기에, 크로노토프 개념을 함께 적용할 여지가 있다. 크로노토프는 시공성(時空

性)이라 번역되어 현대 소설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단순히 소설의 플롯을 구성하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72) 이건(K. Eagan)은 부스(W. C. Booth), 숄즈와 캘러그(R. Scholes and R. Kellogg), 토도

로프(T. Todorov) 등 문학이론가들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플롯의 개념들을 공시/통시, 특정/

추상, 내용/정서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각 초점에 따라 총 18여 개의 다양하게 분화된 개념

으로 분석하고 있다.(K. Eagan, “What is a Plot?”, New Literary History, 10(3), 1978, 

pp.455-473 참조) 본고에서는 그 중 사건의 순서로서 인과관계를 성격으로 플롯을 규정하

고자 한다. 

73) 김병욱, 앞의 책, p.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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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소설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역할 속에서 담론 주체의 행위 혹은 의식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74)

바흐친은 문학 장르를 특정한 사유 형식으로 본다. 그는 서사 문학 장르란 사

람·사건과 시간·공간의 관계를 가장 풍요롭게 발견해온 것이라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장르의 ‘생생한 충동’과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크로노토프’라 정의한다.75) 또한, 크로노토프가 경험

을 이해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행위로서의 크로노토프는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행위와 사건이 맥락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하위 크

로노토프로 구별된다. 다시 이 맥락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형

성되는 순환구조를 지니게 되며,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때의 시간과 공간이란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하다는 데 있다. 상이한 사회적 행위들과 행

위들의 재현(곧 소설의 인물, 사건, 갈등 등 모든 구성물)은 상이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게 된다.

문학 텍스트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형상

화되는 경우는 없으며, 인물의 행동에 필연성을 부여해주고, 독자가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뿐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화를 가능하게 한다.76) 

이것이 바로 크로노토프의 개념 정의로, 소설 속에서 시공간은 경험의 본질 탐색

과 사건 재현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텍스트의 구성 요소

로서 작중 인물과 작가 인식 및 현실 반영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더 나아

가 학습자가 자신의 실제 크로노토프를 인식할 수 있는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크로노토프는 소설 텍스트에서 ‘장면(혹은 사건)’이 펼쳐지는 주요한 지점으로서 

기능하고, 크로노토프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다른 

사건들은 무미건조한 정보와 전달된 사실로서 등장한다. 따라서 크로노토프는 공

간 안에서 시간을 객관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구체적인 재현의 중심

이자 동시에 소설 전체에 실체를 부여하는 힘으로 나타난다.77) 학습자의 플롯에 

대한 인식을 크로노토프에 대한 인식에서 생각되는 시공간에 대한 인식, 소설의 

틀을 이루는 형식으로 이해한다면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의 양상에서 서사성, 허구

74) 여홍상,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p.152.

75) G. S. Morson & C. Emerson, 오문석 외 역, 앞의 책, pp.621-622 참조.

76) 선주원, 「크로노토프를 활용한 타자 인식과 소설교육」, 『국어교육』116, 한국어교육학

회, 2005, p.465.

77) M. Bakhtin,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98,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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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묶어주는 총체적인 이해의 망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플롯

에 대한 이해 양상이 매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이면을 추적한다

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범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⑵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교육적 의의

앞서 살펴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범주에 따라 소설을 읽게 

되었을 때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양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교육적 절차를 모색하고 적용한다면, 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이때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 보여주는 여러 속성 중 디지털 매

체를 통한 읽기에서도 적용 가능한 유익한 지점들을 선별하여 교육적 지향으로 

삼는다면,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지닌 장점들과 더불어 인쇄 매체에서 얻을 수 있

는 읽기의 여러 효과까지 보완해낸 실천적인 지향이 완성될 수 있다. 

결국, 학습자들이 서사성을 판단하면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탐색과 더불어 사건들의 연계 속에서 상상력을 덧붙인 논리적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적인 읽기의 가능성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허구성에 관한 판단에서

도 텍스트 속의 여러 맥락을 연합한 추론적인 이해에서부터 사실적 인식에 바탕

을 둔 비판을 통해 성찰적 읽기라는 복합적인 텍스트 판단도 가능해질 것이다. 마

지막으로 텍스트 자체를 개방적으로 열어둠으로써 선조적 구조화를 확장해 소설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통

해 얻어질 것으로 보이는 효과들에 주목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가 소

설 교육의 장에서 지니게 될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78) 먼저 텍스트의 서사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읽기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지식과 정보

를 조합하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재확장시키는 구성력의 신장이 기대

된다. 구성력이란 창의적 생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표출하고 지식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재조합하는 창의력을 

78)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디지털 매체 특성의 읽기 능력을 ‘구성력’, ‘성찰

력’, ‘파급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젠킨스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성을 ‘컨버전

스’로 재정의하면서 제시한 핵심 개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각각 창의적 생산, 비판적 이해, 

협력적 의사소통을 그 성격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개념 정의는 본고 Ⅲ장의 교육적 가능성

과 Ⅳ장의 교육 목표에서 심화하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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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79) 이는 소설 텍스트에서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소설의 내용

을 추론하면서 새롭게 전유하며,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실

천적인 능력이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의 하이퍼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텍스트 

안팎에서의 소통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읽기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게 된

다. 이러한 읽기 능력은 텍스트에 내포하는 수많은 기제를 고려한 것으로 분산적 

인지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바, 텍스트에 형상화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여러 정보를 연합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정보 원천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

인 대안을 제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성찰력을 신장할 수 있다. 젠킨스는 성찰력을 

종합적인 판단력의 일환으로 파악하며, 공동체적인 비판적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소통적, 협력적으로 수용하는 과

정에서 반성적인 판단과 목적론적인 판단을 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그 

기저에는 감성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소설 읽기의 실천

적 지향이 형성된다. 학습자의 소설 텍스트에 대한 ‘지각’의 문제에 있어 성찰력

을 바탕으로 읽기의 과정에서 재현되는 모든 형상이 타자화된 경험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전유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가 지니는 네트워크성과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학습자

들의 생산적 읽기의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텍스트를 새로운 창조의 장

으로 삼아 확산시키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협력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파급력이다. 텍스트 자체를 확장하고 협력적인 읽기를 실현해나가며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자신이 소설 텍스트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소통하고 그 이해와 해석의 결과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독서 행위를 독자 개인이 내적인 수용을 통

해 사유하는 과정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대화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디지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상호작용성과 네트워크성

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해독하고, 해석하는 과정

에서 벗어나 동시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 파편적으로 연

결된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의 탐색을 동시에 진행하며, 여러 가

지 관계망들의 연결을 통해 읽기를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

79) 권성호·김성미, 앞의 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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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양상

이 장에서는 앞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범

주와 의의가 실제 소설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

기에서 보이는 반응의 양상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비교 범주의 

틀은 Ⅱ장에서 밝혔듯 소설 장르의 대표적인 속성들에 주안점을 두어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양상의 결과들은 Ⅳ장에서 교육 목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이 되었다. 또한, Ⅰ장 3절에서 밝혔듯이, 이 장

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이론적으로 종합한 

과정이 Ⅱ장의 이론화 작업이며, Ⅱ장과 Ⅲ장은 유기적으로 관계한다.

1. 매체 변인에 따른 소설 읽기 양상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양상은 엄밀히 분리되어 

작용하는 독립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는 분석의 틀로 활용한 소설의 제 속성들이 

사실 엄연히 구분되는 각기의 것들이 아니라, 읽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인지 심리학에서도 텍스트가 지각된 후 인지 체계에서 일어

나는 정보 처리에 있어 그 방식의 표상을 두 가지 상이한 성격으로 분류는 하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단순한 이원론의 함의를 넘은 표상의 차이

로만 분석한다.1) 이에 따라 지각에 기초한 지식 표상과 의미에 기초한 지식의 표

상이라는 분절된 성격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분류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식 및 

정보의 표상과 의미화 작용은 분절적으로 나눌 수는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읽기 양상에서 나타나는 표상의 차이들을 중점으로 하여 집중조명법·선택법

을 통해 추출하고, 그 내용을 세분화하고 추행하여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독립적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미 있는 분석

의 대상으로는 읽기 후 반응을 정교화한 활동지의 결과 및 반응 텍스트들로 삼았

1) J. R.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이영애 역,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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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기 전 양상으로는 디지털 매체 활용 정도에 관한 설문을 통해 디지털 매체

를 통한 소설 읽기의 빈도 혹은 관심도 등을 측정하였고, 읽기 중의 양상은 읽기

에 걸리는 시간(읽기 속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매체 변인에 따른 읽기 속도

의 차이가 기억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168명)2)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

해 밝혀진 학습자들의 디지털 매체 활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50%(85명)의 학습

자가 디지털 기기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밝혔고, 99%(166명)의 학

습자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의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를 보였다. 그중에서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한 ‘읽기 활동3)’ 여부에 관해 묻기 위해 디지털 기기 활용 목적에 

대한 물음에서도 90%(161명)의 학습자가 읽기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로 행하는 읽기 활동의 양태는 SNS 단문 읽기(49%), 인터

넷 기사 읽기(25%), 소설 읽기(팬픽 등의 인터넷 소설 포함)(17%)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67%(113명)의 학습자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

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금의 중등학습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매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쇄 매체보다 편리한 일상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는 것 자

체가 낯선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소설 읽기의 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읽기 후 반응에 대한 분석 및 실험 참여 소감 등을 묻는 물

음에서 디지털 매체와 인쇄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었을 때의 학습자들이 느끼는 

차이와 한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를 Ⅳ

장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교육의 설계를 제시하고, 방법을 도출하는 

데 전제로 삼고자 한다.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양상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읽기에 걸리는 시간 즉, 읽기 속도에 관한 부분이다. 실험에서 텍스

2) 읽기 전 양상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에 응답한 1

차 사전조사부터 2차 본 조사까지의 참여자 전원인 168명에 해당한다. 이 중 남학생은 92

명이며, 여학생은 76명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14명, 중학교 3학년 24명, 중학교 28명, 

중학교 1학년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참고로 본고에서 비율로 제시한 모든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다.

3) 다음의 읽기 활동에는 인터넷 기사, SNS 단문, 소설, 팬픽, 칼럼, 검색 등의 모든 읽기 활

동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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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삼은 최일남의 소설들(「쑥 이야기」, 「서울 사람들」, 「흐르는 북」)은 각

각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5,811자(띄어쓰기 포함 7,625자), 10,397자(띄어쓰기 포

함 13,945자), 17,564자(띄어쓰기 포함 23,157자)로 이루어진 단편들이다.4) 학습

자들이 이 소설들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여, 각 소설에 대한 기억력을 

묻는 문항들과 진위 판단 여부, 텍스트 속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도 등을 묻는 문

항들을 설정하여 두 매체 변인에 따라 기억과 인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5) 

먼저, 「쑥 이야기」의 경우6)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기를 진행할 경우, 평균 

12분의 독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쇄 매체를 통해 읽기를 진행할 경우, 평균 17

분의 독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는 경우 인쇄 매체에서보다 

70% 정도의 시간만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이때 학습자들이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

고, 그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쑥 이야기」에 대한 기억 및 사실관

계 물음에서 인쇄 매체를 통해 읽은 학습자들은 87.5%의 정답률을 보여주었는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은 학습자들의 경우 76%의 정답률로 같은 문항에 대해서

도 10% 이상의 정답률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사람들」의 경우7)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기를 진행한 경우, 평균 19분

의 독서 시간이, 인쇄 매체를 통해 읽기를 진행한 경우, 평균 26분의 독서 시간이 

소요되었다. 「쑥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쇄 매체에서 걸리는 시간의 약 

73% 정도만이 소요되었다. 그 기억의 정확도에서도, 인쇄 매체를 통해 읽은 경우 

약 81%의 정답률을 보여주었지만, 디지털 매체의 경우 약 72%의 정답률을 보여 

4) 소설의 분량을 나누는 명확한 원칙은 없으나, 통상 단편소설의 기준을 분량으로 나누었을 

때, 200자 기준의 원고지 50~80매 내외, 많게는 100매 내외까지를 단편으로 분류한다. 따

라서 띄어쓰기를 포함한 10,000자~20,000자 내외의 텍스트를 단편소설로 본다.

5)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물음은 각 소설의 진위를 묻는 OX 문항 10개, 사실관계의 정확도를 

묻는 빈칸 채우기 문항 5개, 기억의 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약술형 사실 판단 문항 5개

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소설을 읽은 즉시 활동지를 배부하여 답을 판단하게 하

였고, 정답 수에 따라 정확도를 산정하였다. 

6) 「쑥 이야기」를 실험 텍스트로 진행한 학습자 수는 4개 학급 102명의 학습자이다. 이들은 

「서울 사람들」과 교차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두 텍스트 중 하나는 인쇄 매체로, 다른 

하나는 디지털 매체로 읽기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102명 중 51명은 인쇄 매체로 「쑥 이야

기」를 읽은 후, 디지털 매체로 「서울 사람들」을 읽었으며, 반대로 51명은 역으로 읽기를 

진행하였다.

7) 「서울 사람들」을 실험 텍스트로 진행한 학습자 수는 「쑥 이야기」와 교차로 읽은 학습

자 102명과 「흐르는 북」과 교차로 읽은 14명을 포함한 1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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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 정확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정확도 정확도 감소 폭

집단1(51명) ① 쑥 이야기 88% ① 서울 사람들 72% -16%
집단2(51명) ② 서울 사람들 81% ② 쑥 이야기 76% -5%
집단3(7명) ③ 흐르는 북 88% ③ 서울 사람들 70% -18%
집단4(7명) ④ 서울 사람들 82% ④ 흐르는 북 73% -15%

<표 4. 동일 학습자의 매체 변인에 따른 기억 인출 차이>

9% 정도의 차이를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흐르는 북」을 대상으로 한 경우8)에

도 각각 28분과 38분이라는 독서 시간의 차이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기억력의 

정도의 차이도 발생했다. 인쇄 매체에서와 디지털 매체에서 각각 약 88%의 정답

률과 약 73%의 정답률로, 15%의 정답률 차이를 보여주었다. 

매체별로 학습자들이 사실 판단과 기억의 인출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점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뿐 아니라, 각각의 학습자 한 명을 대상으로 매체를 

바꾸어 읽기 활동을 진행했을 때도 같은 결과 양상을 보여주었다.9) 다음은 동일

한 학습자가 매체를 바꾸어 읽기 활동을 진행했을 때, 기억과 사실 판단 정확도에

서 나타내는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의 사실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매체에 따라 다른 읽기 양상, 즉 다

른 인지작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반응하고, 이해·해석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설

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경우 인쇄 매체를 통해 읽을 경우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을 경우 학습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차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석

학적 현상학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혀질 여러 양상에 대한 

분석은, 디지털을 통해 소설을 읽을 경우에도 학습자들의 기억 인출 정도를 인쇄 

매체 수준에서만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읽기 방법을 구현할 가능성을 도출하

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8) 「흐르는 북」은 「서울 사람들」과 교차로 읽은 3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에도 마찬가지로 절반은 인쇄 매체로 「흐르는 북」을 읽은 후, 디지털 매체로 「서울 사람

들」을 읽게 되었고, 절반은 인쇄 매체로 「서울 사람들」을 읽고 난 후, 디지털 매체로 

「흐르는 북」을 읽게 되었다.

9) 학습자 개개인은 매체 변인에 따라 5~20%의 정답률 감소를 보여주었는데, 읽기 시간의 감

소량, 텍스트 글자 수 증가량에 따라 정답률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또한, 일부 학습자의 경

우에는 오히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었을 경우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별도

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해보았을 때, 평균적인 디지털 매체 이용 시간이 평균의 5

배에 해당하는 일일 5시간 이상의 사용빈도를 보여주거나, 평소 인쇄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학습자들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험 결과에 일반적인 양상과 너무나도 다른 수치를 보

여주는 학습자들의 경우 인쇄 매체로 읽거나 디지털 매체로 읽는 중간에 실험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읽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실험결과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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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 변인에 따른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각 매체 

차이에 따라 소설 텍스트를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또한, 소설의 주요 속성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각 매체로 소설 텍스트를 읽은 학습자들에게 회상, 연상, 요약의 세 키

워드를 내용으로 한 반응을 요청하였다.10)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인쇄 매체와 디

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읽게 되는지, 또 어

떻게 읽기 때문에 독서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

가 어떤 인지작용을 통해 읽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기억되는 정도, 표상되는 정도, 

맥락과의 연합을 통해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주어진 소설 텍스트를 읽고 일으키는 반응은 서술형 프로토콜의 방

식을 이용하였다. 학습자들은 정해진 형식이나 구조화된 물음 대신 열린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반응을 기술하였고, 소설을 읽고 난 직후 자신의 기억과 생

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였다. 소설 전반의 이야기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는 ‘회상’ 

프로토콜을 통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인물의 행위와 상황과의 관

계 등 소설 전반에 서술된 것들에 대해 떠올렸다. 이를 통해 소설의 서사성을 판

단하고자 하였고, 각 매체 변인에 따라 드러나는 양상의 차이를 상상력을 통한 의

미의 재구성으로서의 읽기, 정보 추출적인 읽기를 통한 객관화라는 성격을 부여하

였다. 다음으로 ‘연상’ 프로토콜을 통해 소설의 허구성을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소설의 허구성이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기제라고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떠오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제의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드

러내는 반응들 각각의 성격을 맥락의 연합을 통한 추론적인 이해의 방식과 표상

의 선별을 통한 사실적인 인식이라는 성격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플

10)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반응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 소설을 읽고 기억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소설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소설의 주제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여러분이 읽은 소설의 줄거리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 중 기억나는 대로 소설의 이야기를 적는 것을 ‘회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바탕으로 

소설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적는 것을 ‘연상’으로, 플롯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구

성하는 것을 ‘요약’이라는 키워드로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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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설을 읽고 난 후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

약해 제시하도록 하고, 요약하는 글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조적인 배

열을 통한 텍스트 구조화 시도, 제한적인 조망을 통한 관심 국면에의 천착이라는 

성격을 규명해낼 수 있었다. 

본고에서 학습자들의 반응텍스트인 서술형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은 Ⅰ장의 연

구 방법에서 논의한 해석학적 현상학에 입각한다. 먼저 선택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드러난 원자료의 반응들을 의미 있는 진술 목록으로 추출한 후 그 성격을 부여하

였다. 이때의 추출 작업은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경향에 의해 성격을 규정하

는 개방적 코딩의 방식이며 하위 범주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후 집중조명

법에 따라 이러한 하위 범주로서의 성격들을 하나의 메타적 의미 단위로 묶어 개

념화하여 규정하고자 하였고, 이렇게 규정된 것들이 상위범주화 작업에 해당한다. 

이는 선택적 코딩의 절차로 이렇게 선별된 상위범주는 각 항의 제목으로 제시되

었다. 또한, 실험 조사 이후 진행된 3차, 4차 조사에서는 이전의 실험에서 유의미

한 반응들을 보여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반응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산출 동기와 그 의미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추행의 단계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응을 세분화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상 분석의 기준인 서사성, 허구성, 플롯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학습자들이 드러낸 소설 읽기의 

성격들을 Ⅱ장에서 제시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하나의 ‘본질’로 포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이론적 코딩의 단계이자 핵심범주화 작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각 항에서 자세하게 다루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해당 성격의 반응 진술들을 제시한 후, 추행을 통해 그 반응들의 의미를 추론해볼 

것이다. 끝으로는 이를 통해 각 매체별 양상에서 드러나는 성격들을 이상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읽기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를 실현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⑴ 소설의 서사성 인식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

이 항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 읽기 과정에서 서사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매체 

변인에 따라 보이는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반응 

형성의 물음은 소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회상’ 프로

토콜 분석을 활용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다시 찾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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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나 주어진 지식 없이 소설을 읽고 형성한 자신의 인지와 기억에 의존하여 소

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형성해나갔다. 

학습자들은 소설의 서사성 인식에 있어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령,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 드러나는 성격으로 ‘상상을 통한 추상화’는 학습자의 반응 중 빈번

하게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으로 선택된 ‘텍스트에 이입하여 서사를 풀어내기’와 

‘소설 속 인물의 행위를 분석하고 이유 추론하기’ 등의 반응들을 범주화하여 의미 

단위로서 결합한 것이다. 한편 디지털 매체에서 드러나는 성격으로 기술된 ‘정보 

추출적 읽기를 통한 객관화’는 ‘소설 속 인물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내

기’와 ‘소설 속에 형상화된 제재들을 단어로 나열하기’라는 항목의 진술들을 의미 

단위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렇게 조명했을 때,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는 소

설 텍스트를 사실관계와 타자의 이야기로 읽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삶의 

또 다른 단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지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는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객관적 표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

대적으로 높다고 분석된다. 

① 상상을 통한 추상화

학습자들이 인쇄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는 양상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되

어온 소설 읽기의 양상과 유사하다.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를 접하면서 텍스트의 

잠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지각한 후 자신의 반응을 형성한

다. 특히 형상화된 개인들의 실현 가능한 세계의 현시11)라는 소설의 형식을 고려

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소설을 단지 타인의 삶을 재현해놓은 사실관계의 표상으로

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입을 통한 내적 전유12)의 가능성으로서 목도한

다. 따라서 독자가 소설을 읽으며 텍스트 속에 서사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인식

하고, 이해하고, 떠올리는 과정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인물에 

대한 이입 등의 추상화 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또한, 소설 텍스트의 제 요소

11) G. Lukacs, Die Theorie des Romans,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 2007, p.90.

12) 본고에서 사용한 ‘전유’의 개념은 리쾨르가 제시하는 해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전유’의 

의미를 따른다. 즉 ‘무언가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두는 것’,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

로 만드는 것’을 전유의 정의로 보고, 텍스트의 것을 자기화하는 행위로 이해하여,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 자기 성찰로 만드는 전략 혹은 태도라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고정희, 『고전시

가 교육의 탐구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p.138을 바

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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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착하고 사건들을 연합하며 이해와 해석으로 나아가는 작용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의미의 재구성 작용이 발생한다. 이때 상상한다는 것은 시

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이다.13) 즉 직관의 실

제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텍스트 밖의 어떤 대상이나 독자

의 경험세계를 넘어선 텍스트 세계의 상상적 대상들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상상의식(독자의식)과의 관련성을 통해 대상을 그려내게 되고, 이는 현

재성과도 대응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포착했던 사건들과 관련한 자신

의 선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 속의 상황과 인물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자

신의 말로서 재서사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소설 속의 사건들은 텍스트 속의 

문맥 그대로 와는 조금 다른, 독자의 입말로 바뀐 채 재구성되기도 한다. 채트먼

(S. B. Chatman) 역시 이러한 서사의 독서 과정을 ‘서사적 추론’으로 명명한다. 

그는 텍스트란 표면화된 서사의 질서와 선별된 사건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잠

재적인 사건들을 감지하고 있으며, 이때 추론 작용을 통해 세부적 사실관계들의 

구체화를 이르는 읽기 행위로 파악한다.14) 이를 바탕으로 독서 행위를 ‘서사 양식

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독자가 텍스트의 전체상을 구성하고, 메우는 능동적인 이

해 행위’로 보는 이저(W. Iser)의 논의15)에서처럼, 독서과정이 하나의 개성적인 

실현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상상을 통한 추상화는 결국 소설 텍

스트를 비계로 학습자가 자신의 견해와 선이해를 통해 재구성하여 만들어낸 구체

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텍스트를 새롭게 서사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상상을 통해 추상적으로 소설 텍스트를 인식한 사례 중 가장 일반적

인 것은 텍스트에 자신을 이입하여 정서적 감응을 일으킨 사례들이다. 

「쑥 이야기」는 ⓐ불쌍한 인순이의 이야기다. 아버지를 몇 번 보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죽은 동생까지 있고... 쑥만 먹고 살다 쑥 귀신까지 보니까 ⓑ얼마나 

슬픈지... [㉤-쑥-15-인쇄]

(「쑥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떠올려보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는 불우한 환

경에서 성장한 인순이가 떠오른다.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쑥으로 끓인 죽만 먹었

다는 게 ⓒ안쓰럽고, 쑥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태어날 애기가 쑥 빛 일거라고 생각을 

13) W. Iser, 차봉희,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22.

14) S. B.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

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p.30-33 참조.

15) 차봉희, 앞의 책,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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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뭐 어린아이다운 상상이 귀엽기도 하고...[㉤-쑥-40-인쇄]

(「흐르는 북」은) 민노인과 아들, 손자 이렇게 한 가족이 북치는 거를 놓고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싸우다가 화해하는 내용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민노인이 더 이해가 

안 된다. 아들도 내팽겨 치고 북만 치고 돌아다녔는데, ⓕ북 치는 걸 아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 민노인 아들 부부가 되게 나쁘게 그려지는데, 오히려 대책 없는 ⓖ민노인이 불편했

던 소설로 기억된다. [㉥-북-5-인쇄]

위와 같은 반응들에서 학습자들은 소설 속 이야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설 텍스트를 떠올리고 있다. 즉 텍스트의 서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도, 자신의 정서적 감응이 일어났던 인물의 

행위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의 이

야기를 인물의 정서로부터 추론해 단언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소설의 화제들

을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느꼈던 정서적 공명을 드러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이야깃거리들을 두고 가치판단을 곁들이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소설 속 서사의 추론을 사실관계에 대한 반추로 여기는 것

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전유된 경험의 형상화 작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상황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정서까

지 상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설 속 인물의 행위를 분석하고, 상상을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하는 모습 역시 소설의 서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현되

는 양상 중 하나였다. 

이 소설(서울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소설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척 하지만, 된

장국을 보고 바로 이 맛이라고 하던지, 막걸리보고 옛날 생각난다고 하던지, ⓐ다 허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다른 친구들이 시골, 시골 타령하니까 자기도 시골에 많이 ⓑ살아본 

척 하는 거다. [㉤-서울-53-인쇄] 

인순이가 기다리는 아버지는 ⓒ사실 끌려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데, 인순

이의 엄마가 인순이가 더 불쌍해질까봐 말하지 않은 거 같다. [㉤-쑥-21-인쇄]

위와 같은 반응에서 드러나듯 학습자들은 소설 속 인물들의 행위에 대하여 나

름의 판단을 가하며, 그 행위의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 나름대로 추론한다. 특히 

소설의 화제에 중심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상을 통한 추리와 이에 대한 비판(ⓐ,

ⓑ)을 통해 소설 텍스트를 초점화하고 쟁점화해내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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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서 발견한 흔적들을 바탕으로 인과를 추론하는 경향도 인물의 행위를 

분석하면서 종종 발견되었다.(ⓒ) 이처럼 인물의 행위 중심으로 서사성을 판단하

되, 그 행위의 의미나 원인, 이유 등을 상상을 통해 추론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은 

인쇄 텍스트를 통한 읽기반응 132편 중 1/3이 넘는 50편(약 40%)에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소설 속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사실,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소설 텍스트를 통해 자의적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디지털 매체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기억의 오류라기보다 디지털 매체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긴 읽기 시간 

동안 상상을 통한 의미의 재구성이 일어났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러한 추론은 위의 반응을 보인 학습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시골출신인데 이미 서울 사람이 다 돼버렸는데 아직도 시골이 좋은 줄 알고 그러잖아

요. 거기 주인공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아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겉으로는 시

골(을 동경하고),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면 평생 살 것 같아도, 사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도 시골에 가서 행복한 척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보이거든요? 「서울 사람들」도 똑같아

요. 막상 현실은 서울에서 완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시골, 시골” 기믹(gimmick, 

‘~인 척 허세를 부린다.’는 뜻의 인터넷 은어)하는 거죠. [㉤-서울-53-인터뷰]

위의 반응을 나타낸 학습자는 소설 속 화제에 중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 상상을 

통한 추리와 이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었다. 반응에 대해 되물은 인터뷰에서도 소

설 속에 나타나지 않은 인물들의 심리나,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설 속 이야기를 현재화하는 시도지

만, 서사의 전반을 통한 의미의 도출보다는 인물이 보이는 하나의 행위나, 초점화

된 사건 하나에 집중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추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설 

전반에 비치는 서사적 장치나 알레고리 등을 고려한 발상이라기보다는, 순전히 학

습자 자신의 인상을 통해 형성된 상상을 바탕으로 소설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

성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쑥 이야기」에서 자신의 상상을 덧붙

여 인물의 행위를 추론한 학습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자: 왜 인순이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가 인순이에게 그 사실을 숨긴다

고 생각했나요?)「쑥 이야기」에서 인순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맞고 쓰러져있을 

때, 엄마가 달래려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옷 사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애가 자꾸 

헛소리하고 곧 죽을 거처럼 쓰러져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도 아버지 소식 없기 시작하면서 엄마랑 쑥 뜯으러 다니기도 하고, 

엄마는 아버지 얘기 한 번도 안하다가 인순이가 쓰러져서 헤매니까 처음으로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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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확하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계속 이미 인순이 아버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쑥-21-인터뷰]

이 반응에서 학습자는 소설의 이야기를 떠오르는 대로 작성하는 자유 회상 반

응에서 소설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억으로 약호화되어 저장된 인상(인순의 

아버지-죽음)16)을 지니고 소설의 내용을 반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심리학

에서 사람의 기억을 정의할 때, 사람이 언어 메시지를 처리한 후, 보통 그 의미로

서 기억하고, 정확한 어순과 어형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17) 이에 따라 학습

자들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보다는 상상을 통한 추론으로서 형상화된 

표상으로 텍스트를 기억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소설의 서사성에 대한 반응이 상상을 통한 추상적인 인식이

라고 본다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과정에서 상상을 ‘현재 지각에 주어져 있

지 않은 사상을 마음속으로 그려 내는 일’로 보아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과정

을 수용의 과정이 아닌, 여러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행위

로 볼 수 있게 된다.18) 상상을 통한 추상화 작업이 바로 이해 및 표현의 통합행

위이자 의미화의 작업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② 정보 추출적 읽기를 통한 객관화

이와는 달리 학습자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을 때의 양상에 주목한

다면,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를 하나의 구체적인 정보나 사실 인식을 필요로 하는 

표상19)으로서 인식한다. 특히 소설을 공감과 이입을 통한 내적 전유로 인식하던 

인쇄 매체에서의 반응의 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실제적 정

보이자 구체적인 해독을 필요로 하는 사건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인

물이라든지, 장소, 구체적인 지명 등 미시적인 정보들의 나열을 통해 소설을 기억

16)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고 난 후 서사를 기억해내는 행위는 인지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지

각에 의한 감각의 저장이 일시적인 감각 기억에 머물렀다가 단기 기억화된 중간 상태의 이

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과 지식 표상에 과정에서 언어 정보는 표상으로서 약호화

된 상태로 저장된다.(J. R. Anderson, 이영애 역, 앞의 책, pp.206-210 참조) 

17) 위의 책, pp.145-147 참조.

18)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문학교육학』3,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pp.251-253 참조.

19) ‘표상’은 보통 감각적으로 외적 대상을 의식상에 나타내는 심상(心象)을 말한다. 이 점에서 

사고에 의한 논리적, 추상적인 개념과 구별된다.(木田 元 외, 『現象學事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 도서출판b, 2011, 표제어 ‘표상’ 참조)



- 59 -

하는 피상적인 인식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

에서의 독자는 소설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상황, 체험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

다는 객관화된 타자의 이야기로서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읽기를 구체적인 해독을 통한 정보의 추출이라는 사실적 읽기의 양상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독서 능력에서 ‘해독(decoding)’이란, 로벡과 윌리스(M. Robeck & R. Wallace)가 

정의한 “독자가 독서를 하기 위해 일련의 표지나 상징들로부터 구성된 정보를 실

제적 의미로 전환하고, 이를 독자의 기존 인지 및 정의 구조에 통합하는 능력”20)

이라는 정의에 따른다. 이러한 해독을 통한 읽기는 문자 기호로 되어있는 텍스트

를 단어 재인으로서 기호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보 추출적 읽기는 텍스트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재인하고 회상하는 ‘축어적 이해21)’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단어로 나열한다든지, 인과 관계 혹은 비교의 양상으

로 추인한다든지, 인물이나 배경에 집중하여 재인과 회상을 하는 과정이 바로 해

독의 성격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읽기’로서의 독서 행위를 ‘정보 추출적 읽기를 

통한 객관화’라고 명명하였다.22) 독자의 주의가 독서 활동에서 얻어지는 논리적인 

해결책, 수행되어야 할 행동들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읽기의 방향은 

독서 이후의 사실에 관한 판단 및 기호에 대한 반응, 개념에 대한 고찰 등으로 향

하게 된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의 서사성을 파악하면서 인물이나 소재

에 집중하여 서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23.

21) 바렛(T. C. Barrett)은 독해 기능을 분류하며 ‘축어적 이해(literal comrehension)’의 개념

을 세부 내용의 재인 및 회상, 중심 생각의 재인 및 회상, 비교의 재인 및 회상, 인과 관계

의 재인 및 회상, 인물 특성에 따른 재인 및 회상의 하위 기능으로 이루어진 독해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성영,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어교

육』127, 한국어교육학회, 2008, pp.51-80 참조)

22)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보 추출적 읽기’는 로젠블랫(Rosenblatt)이 ‘심미적 독서’의 반

대 개념으로 제시하는 ‘정보 추출적 독서’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로젠블랫은 텍스트 내

면의 반향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개념으로서의 감정이 아닌 텍스트가 신호로 알리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경험적인 읽기이자 정보 추출적인 읽기라고 설명

한다. (L.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김혜리 역,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2008,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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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북」은 ⓐ민노인이 젊을 때부터 북에 빠져 살고, 지금도 북을 치고 싶어하

지만 아들 몰래 숨기다가, 손자 덕에 북을 치고 예술가로서 흥을 찾는 이야기이다. 

[㉢-북-4-디지털]

「쑥 이야기」를 떠올리면 기억나는 건, ⓑ인순이의 이야기가 지루함 없이 잘 이어

진다는 것. 인순이가 아빠도 없고 엄마랑 쑥을 캐서 쑥만 먹는 형편이었고, 배고픔에 

쌀을 훔치다 잡히는 것도 기억에 난다. [㉣-쑥-3-디지털]

위의 학습자들은 각각 자신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펼쳐나간다.(ⓐ,ⓑ) 특히 「쑥 이야기」에 대한 서사는 거의 모든 학생이 

시대적 배경, 공간, 기타 인물보다는 주인공 인순이의 삶에 집중하여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인순이의 삶에 대한 공감이나 정서적 감응을 드러내

기보다는, 인순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겪는 기구한 사연 정도로 진술하였는데, 이

는 마치 신문 기사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내용을 회상하는 것에 가까웠

다. 이렇듯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학습자의 회상 반응에 감정적 조응이 나타나지 않

는 경우가 짙다는 점23)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객관적 표상으로 인식하고, 정보 추

출적인 읽기를 행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인물뿐 아니라 소설의 제목이나 소재

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간 경우도 빈번하다.

「쑥 이야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곰(웅녀)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지만, 읽어보니 가난

과 고달픔에 대한 얘기였다. 돈이 없어 ⓐ쑥만 먹어 제목이 쑥 이야기라는 것을 보고 인

상적이었다. [㉤-쑥-59-디지털]

「쑥 이야기」에서 ⓑ제목부터 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순이가 쑥만 캐고, 쑥만 먹고, 

시장에서 쑥 팔다가 쌀이 너무 먹고 싶어서 훔칠 때 너무 불쌍했고, 쑥을 또 캐러가니까 

힘들었을 것 같다. 또 인순이 동생도 쑥빛일거라고 해서 무서웠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어

서 쑥의 저주인가 싶었다. [㉤-쑥-36-디지털]

「서울 사람들」 내용은 ⓒ제목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 서울에 살면서 시

골로 가지만, 결국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서울화? 되어버린? 스스로 속물이라고 

말하는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서울-45-디지털]

위의 반응들은 모두 소설의 제목을 통해 서사의 이야기를 추론해내는 경우들이

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들은 소설의 전반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보다는 제목

23) 전체의 30% 반응에서만 텍스트에 이입한 감정적 표현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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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소재와 관련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기억해냈으며(ⓐ,ⓑ,ⓒ), 상당히 제

한적인 조망에 머무르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한편, 인쇄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었을 경우 상상을 통한 추상적인 인식의 양상

을 보여주었음에도, 디지털을 매체로 소설을 읽자 그 양상이 바뀐 학습자들의 반

응을 통해 매체 변인에 따른 소설 읽기에서 서사성을 판단하는 기제가 다르게 작

동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보여주었던 반응들

은 주인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자신의 추론을 덧붙인 상상적 재구조화의 결과들

이었음에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경우 단편적인 사건의 나열에 머무르게 

된 원인을 인터뷰를 통해 물었고, 그 결과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

격을 규명하는 데 시사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자: 「서울 사람들」을 읽고서는 주인공들이 시골을 동경하는 것이 다 허세이고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 같다고 했는데,  「쑥 이야기」에 대해서는 OO이의 

다른 생각이 없었나요?) ⓐ「서울 사람들」을 읽을 때는 막 그 사람들이 바로 TV에서 

보던 그런 막 허세부리는 그런 사람들 같게 느껴져서 바로 거부감이 들었는데, 인순이는 

그냥 불쌍한 인생이다? ⓑ‘인간 극장’보는 기분? 처음부터 끝까지 쑥만 먹고 불쌍하게 살

았다는 거 말고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53-인터뷰]

(연구자: 책으로 「흐르는 북」을 읽을 때는 민노인이 불편하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민

노인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사람들」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네

요?) 「흐르는 북」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노인 아들 있잖아요. 그 대학생으로 

나오는 손자의 아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더 공감이 갔다고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노인이 더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었나, 그래서 뭐 어

쨌다는 건지 그냥 시골로 갔다가 서울 생각나서 돌아왔다는 거 말고 ‘어 그래~’ 말고는 

ⓓ생각나는 게 딱히 없었어요. [㉥-5-인터뷰]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 인쇄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적극적으

로 상상을 통한 추상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던 학습자(ⓐ,ⓒ)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사실적이자 정보 추출적인 읽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었을 경우에는 마치 타자의 삶을 객관적인 제삼자의 시각에서 조

명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 듯(ⓑ)했다고 반응했는데, 이를 통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는 텍스트의 서사 자체를 하나의 사실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삼

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 까닭을 학습자들의 평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양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장의 서두에서 읽기 전 양상으로 분석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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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았듯,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90%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특히 

SNS를 통한 단문 읽기나 신문기사 읽기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으로부터 학

습자들의 읽기 양상이 비롯되는 것이라 추론하였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로 무언가를 읽을 때, 그것을 이 세계의 재현이자 삶의 

총체적 인식인 소설의 단면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는 단문의 연속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신변잡기를 다룬 기사 정도의 글로 인식

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다. 따라서 상상을 통한 추론, 연합적인 사고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상적인 사실적 읽기에 머무르게 되는 현

상에 봉착하고 만다. 이는 소설 텍스트 속 이야기에 몰입을 덜 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단순하게 접하는 타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약호화를 통한 기억 

재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24) 

그럼에도 학습자 대부분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읽을 때, 단시간에 텍스트를 서

사화해내고, 사실관계로서 분석적으로 읽어내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강점

을 보였다. 또한, 텍스트의 서사를 타자의 상황이자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객관화 시도로서의 장점이 있기도 하다. 텍스트의 객관화라는 것은 텍스트

의 모든 구조적, 의미적 표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서, 주관

성에 바탕을 둔 ‘이해’와 결합할 수 있는 객관성의 영역으로 작용한다.25) 

이처럼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매체 변인에 따른 서사성 인식의 반응들은 다음의 

세부 양상으로 정리되었다.26) 반응들의 경향에 따라 코딩과정을 거쳐 상위 범주

24) 이러한 반응의 양상은 주로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진 반응들이 주를 이뤘으며, 예를 들어 

「쑥 이야기」를 놓고, ‘쑥만 먹고 산 인순이의 이야기’, ‘인순이의 불쌍한 삶’, ‘가난한 인순

이 모녀의 이야기’ 등으로만 서술한다든지, 「서울 사람들」을 놓고 ‘서울에 사는 친구들의 

시골 여행기’, ‘완전히 속물이 되어버린 서울 사람들’, ‘고향을 잃어버린 서울 사람들’과 같은 

반응들로 나타난다.

25) 다음의 논의는 리쾨르(P. Ricoeur)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그는 해석 개념을 설명하기 위

해 ‘이해’와 ‘해석’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이해’와 ‘설명’의 개념을 통해 논의한다. 즉 해석

은 설명과 이해를 포괄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며, 이는 텍스트 읽기에서 설명

과 이해 작용의 상호복합적 양상에 주목하는 개념정의이다.(P. Ricoeur, Du Texte a 

l'Action, 박병수 외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p.132) 본고에서는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과정을 ‘이해’에 접목하고,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에

서 작용하는 정보 추출적 읽기 및 객관화를 ‘설명’에 접합시켜 ‘구성적 읽기’라는 통합된 개

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6) 다음의 빈도는 반응들의 성격들에서 추론되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바탕으로 그 발현 정도

를 계산한 것으로, 하나의 반응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속성들이 추론될 수 있기에 중복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한 가지 의미 진술에 있어 두 매체 변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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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범주
텍스트에 이입하여 

서사를 풀어내기

소설 속 인물의 행

위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추론하기

소설 속 인물이나 

배경 중심으로 서

사를 풀어내기

소설 속에 형상화

된 제재들을 단어

로 나열하기

반응빈도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40% 30% 42% 28% 32% 54% 20% 48%

⇓ ⇘ ⇓ ⇓ ⇙
상위범주 상상을 통한 추상화 정보 추출적 읽기를 통한 객관화

⇓ ⇘               ⇙
핵심범주 구성적 읽기의 실현 가능성

<표 5. 소설의 서사성 인식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

화하였고, 각각의 특징들을 연합하여 새로운 읽기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을 핵심

범주로 나타내었다. 상상을 통한 추상화와 디지털 매체 특성을 활용한 정보 추출

적 읽기를 통한 객관화를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읽기를 구성적 읽기의 가능성으

로 보았고, 이를 본 장의 3절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⑵ 소설의 허구성 인식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

이 항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 읽기 과정에서 허구성을 판단하는 양상이 매체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반응 형

성의 물음은 ‘연상’을 키워드로 한 것으로,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혹은 소설

을 읽고 깨닫게 된 바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흔히 소설의 ‘주제27)’

라고 불리는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추론해보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소

설의 허구성을 의미의 해석과 주제의 도출에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소설은 허

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허구 서사(fictional narrative)28)라는 개념 때

문이다. 인간은 현실에 대한 초극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현실적 성찰 등을 이 허

는 것을 그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27) 주제론적 구성체제로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통한 텍스트의 해석을 중시한다. 이때의 텍스트 해석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강조 및 

수용자의 현실과 문화가 개입하는 양상을 띤다.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p.22-29 참조)

28) 서사는 ‘경험 서사(empirical narrative)’와 ‘허구 서사(fictional narrative)’로 나뉘는데, 

허구 서사는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장르

이다. (R. Scholes & R. Kellog, The Nature of Narrative,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

질』, 예림기획, 200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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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사의 장에서 이루어낸다. 따라서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은 독자

의 삶에 대한 의미화 및 작가나 인물의 경험이 언어로 형상화된 미적 체험을 경

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설의 여러 표상에 대한 관계 맺기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에 따른 거리감을 바탕으로 서사에 실

현된 가치를 경험(Erfahrung)하는 ‘내적 활동으로서의 사고’를 의미한다.29) 

이처럼 소설의 허구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서사에 실현된 세계에 대한 경험 및 

의미화라고 한다면, 텍스트의 주제에 대한 추론은 문학 텍스트와 문화, 사회, 정

치, 역사 등 현실의 제반 영역과의 상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과 현재에 그 가치를 전이하여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그 속

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미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텍스트 속에 투영된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들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와 연합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며, 소

설 속 인물의 체험을 작가의 삶이 투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작가의 맥락에서 텍스

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반면, 텍스트 중심의 가치 지향적 판단의 

일환으로서 텍스트 자체의 사실적 표상들을 연합하여 의미를 도출해내기도 하며, 

이때 텍스트에 실현된 인물이나, 소재 등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 텍스트 해석의 도

구로 삼기도 한다. 

허구성 인식에 있어 인쇄 매체에서 드러나는 성격은 ‘맥락의 연합을 통한 확장

적 의미화’로 정의된다. 이는 학습자들의 반응에서 특징적으로 구성된 ‘시공간적 

맥락과의 연합을 통한 의미화’, ‘작가의 생애 맥락을 고려한 의미화 시도’ 등의 주

를 이루는 반응들을 의미 단위로 결합한 것이다. 반대로 디지털 매체에서 의미 단

위로 결합한 반응의 성격들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표상들 사이의 관계망 형성’의 

반응들이나,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텍스트를 근거로 한 사실적 대상화’의 반

응 양상들로 구성되었다. 시공간적 맥락의 연합을 통한 의미화라든지 텍스트에 등

장하는 사실들을 추론하여 사실적인 대상화를 이루어내는 반응들은 각기 디지털 

매체에서도,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도 발견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디지털 매체에서의 성격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일으

29) 듀이(J. Dewey)는 경험론을 제시하며, 경험의 본질로 성찰성을 강조한다. 그는 ‘외적 활동

으로서의 행위’와 ‘내적 활동으로서의 사고’로서 경험을 제시하며, 이때 경험은 주체를 재구

성하고,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다. (J.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엄태동 역,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pp.60-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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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학습자들의 실제 반응들을 제시한 후, 서사성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응들의 

추행을 통해 의미 도출 과정을 추론해볼 것이다. 또한, 매체 변인에 따라 나타나

는 소설 읽기의 허구성 인식의 성격들을 종합하여 이상적인 독서의 실현을 끌어

낼 수 있는 디지털 독서의 발전적 가능성을 모색해볼 것이다.

① 맥락의 연합을 통한 확장적 의미화

학습자들은 소설 속의 허구적 세상과 허구적 인물, 허구적 사건들을 곧이곧대

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 자신이 체험한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소설 속 허구 세

계에 대해 탐색하며, 기본적으로 허구세계는 경험세계의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만

큼 경험세계 속의 시간과 공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 속의 시공간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 속의 시간과 공간은 당연히 학습자들이 속해있는 경험세계의 

자연 시간을 바탕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소설 속 시간에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 

작품의 창작 시기, 텍스트에 표상된 시간적 배경 등이 반영되어있어, 작가의 시간

이 허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작가의 시간은 소설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 역시 소설의 시간을 파악하면서 작

가의 시간을 고려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소설의 공간 역시 텍스트를 현재화하는 

기제로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담론들을 담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도 작가

의 공간에 대한 지형이 담겨있게 된다. 학습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경험세

계에 대한 지평을 바탕으로, 소설 속 텍스트에 묘사된 시공간적 배경에 주목하여 

소설을 이해한다. 

학습자들이 주목하는 시공간은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의 형식이자 인식

의 틀30)로서 기능한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 역사, 문화적 위치

에 따라 주체화에 영향을 받으며, 소설 텍스트 속에서 형성하는 또 다른 시간, 공

간, 문화적 맥락이 만들어내는 거리감의 극복에 직면하게 된다.31) 이렇게 학습자

들이 소설의 의미화 과정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은 소설이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창조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소설 속에는 ‘합의된 리얼리티’

30) 고정희, 앞의 책, p.61.

31) 고정희는 위의 책에서 시공간적 거리감과 전유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

트에서 직면하는 시공간적 맥락에 대해 현재적 관점에서 그 차이를 해명하고, 주체화할 수 

있는 전유를 이상적인 문학 체험 현상으로 파악한다. 본고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학 

향유자로서 학습자들이 소설 속에 투영된 시공간에 대한 맥락 연합적 인식을 통해 표상을 

구체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을 허구성 인식의 결과로 도출될 성찰적 읽기의 한 단면으로 설

정하고자 한다. 이때 ‘전유’는 성찰의 완성 개념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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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재현의 단면들이 존재하고, 이는 주체가 속한 문화권 안에서 현실이라

고 구성원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현실 개념에 기인한다.32)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구성원 간에 묵시적인 ‘합의’의 부분인데, 소설 속의 인물이 겪는 상황

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학습자의 의미화 작용 역시 이

러한 리얼리티를 형성하는 ‘합의’의 지점들을 포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

설 인물의 성격과 행동, 세계관에는 현실의 여러 맥락에 의해 연합되어 있는 ‘합

의’가 형성해낸 가치와 이념, 질서 등이 담겨 있으며, 독자는 현재 세계에 비추어 

그 거리감을 극복하고 전유에 이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속 시공간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서울 사람들」은 추측컨대 ⓐ도시화가 진행된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시골을 떠나 

서울에 살게 되면서 인간미를 상실하고 점차 속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

고자 하는 것 같다. [㉤-서울-28-인쇄] 

「쑥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쌀이 그만큼 귀했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까

지 힘들었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도 이런 저소득층이 많은

데,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북돋아준다. [㉤-쑥-39-인쇄]

「흐르는 북」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던 시대(70년?, 80년?) 그 당시에 민노

인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쓴 작품이

다. ⓔ지금도 민노인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

북-8-인쇄]

 

위의 반응들은 소설 속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경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에서 추론하여 확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세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설 속 시공간적 배경을 추측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공

간적 맥락의 연합을 통해 소설의 의미를 도출하는 경향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또한 소설 속의 시공간적 거리감에 대해서 현재적 맥락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소설 속의 인물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자 하며,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 텍스트에 대한 확

32) 흄(K. Hume)은 문학을 근본적으로 미메시스 충동과 환상 충동이라는 두 가지 문학적 충

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미메시스 충동을 핍진감과 함께 사건, 사람, 상황, 대상을 모사

하려는 욕구로, 환상 충동은 권태로부터의 탈출, 놀이, 환영,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라고 설명한다. (K. Hume, Fantasy 

& Mimesis,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p.55; 한태구, 「환상소설의 

이해방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p.13-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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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인 이해와 사고를 획득하게 된다. 기본적인 상황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

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새로운 의미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

적인 사고 형성의 과정인 것이다. 이때 학습자들이 어떤 기저에서 시공간적 맥락

을 연합하여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위의 

반응을 보여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이 소설을 읽고 어떻게 산업화 시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서울 사람들」을 

읽으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자전거 도둑」이 떠올랐거든요? 자전거 도둑에서도 수남

이가 시골에서 서울로 돈 벌겠다고 왔는데, 주인 영감도 그렇고 그 신사도 그렇고 다 속

물이었거든요. 서울 사람들에 나오는 그 친구들도 다 수남이가 나이 들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 소설도 7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들은 거랑 똑같았어요. 

「국제시장」(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그렇고 저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28-인터뷰] 

시공간적 배경에 주목하여 소설의 내용을 이해한 학습자는 그러한 시공간적 배

경에 대한 선지식을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맥락의 연합

을 시도하였다. 이는 상호텍스트적인 소설 읽기로, 다른 작품에서의 맥락을 고려

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연합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얻은 

1970년대라는 시대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텍스트 속 시공간에 대입하여 소설을 

읽어내는 능동적인 읽기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명확하지

는 않더라도 경험세계에서 이미 겪어본 시공간적인 이미지들을 형성해놓고 있으

며, 이를 언제라도 다른 텍스트에 접목해 연합된 사고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간적 배경에 주목한 맥락의 연합만큼이나 학습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한 

맥락의 연합은 바로 작가를 고려한 읽기였다.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음에도, 소설 속 인물을 작가로 투영하여 읽거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곁들여 소설의 의미를 추론하

고, 작가의 의도를 도출하여 주제를 찾아내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작가의 맥

락 역시, 시공간적인 맥락만큼이나 주요한 의미화 작용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들」은 친구들과 시골 여행을 계획했다가 후회만 잔뜩하고 돌아온 ⓐ작가

의 반성문이라고 생각한다. (후략) [㉤-서울-51-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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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북」은 한 가족을 통해 세대차이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작가는 민성규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편이다. 돈이나 직업 같은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민노인

처럼 북 치는 거, 민성규처럼 학생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북

-3-인쇄]

학습자 반응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응지에서 짧게는 한 줄이라도, 작가의 맥락

을 고려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소설을 읽기 전 작가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지 않았음에도, 소설 속 인물을 작가에 대입하여 읽거나(ⓐ), 작가의 처지에서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습자들에게는 은연중에 소설 감상

의 과정에서 작가의 위치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것은 대화주의

에서 말하는 작가와 독자의 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소설 교육에서 진행된 학습활

동이 천편일률적으로 작가의 생애사적인 검토를 동반한 결과로 보인다.33) 한편 

학습자들에게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작가의 자전적 서사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발

견할 수 있었는데, 텍스트 속의 ‘나’를 관습적으로 저자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소설의 허구성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화를 통해 해석하

는 과정이 여러 맥락을 고려한 확장적인 사고 과정이라면,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는 텍스트 사이의 지점들을 포착하여 자신의 담론을 상세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② 표상의 선별을 통한 사실적 대상화

이와는 달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 읽기를 진행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의미화 작업과 주제 도출에 있어,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구체적 사

실 판단의 장으로 대상화하였다. 이는 서사성을 파악하면서 구체적 해독을 통해 소

설 속에 형상화된 제재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나가던 양상과 유사한데, 규정적

인 진술을 통해 텍스트의 중심인물을 바탕으로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종의 귀납적인 추리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한 인물을 기저에 놓

고 그 인물이 보여준 행위, 사건, 둘러싼 배경 등을 하위 관계로 형성한 후, 결과적

인 의미를 도출해내는 범주화 작용으로서의 이해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특성은 텍스트의 논리를 중심으로 서사를 이해하는 것34)이라고

33) 실제로 본 조사 3차와 4차의 인터뷰 과정에 참여한 28명의 학습자 중 20명이 작가의 맥

락을 고려한 반응에 대한 질문에서 소설의 감상에 작가를 고려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교과서 구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7,11,25-인터뷰] 등의 학습자들

은 인터뷰를 통해 “소설에서 ‘나’는 당연히 작가 아니에요?”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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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한 텍스트에 대하여 인지적인 

의미화를 시도하며, 이때 텍스트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결하고 결합

하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이렇게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텍스트의 정보들

은 하나의 ‘텍스트 논리’에 의해 결합할 수 있으며, 학습자 대부분은 소설의 주요

인물 혹은 텍스트에 진술된 화자의 언술을 그 결합 기제로 작용시킨다. 

이처럼 스스로 설정해둔 하나의 논리적 작용점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를 전개

해 나감에 있어, 학습자들이 주목하는 지점들을 포착하여 텍스트의 의미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된다면, 소설 읽기 자체에 대한 분석 및 읽기의 촉진 활동으

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왜 학습자들이 인쇄 매체에서보다 디지

털 매체에서 이러한 의미 해석의 기점으로 작용하는 텍스트 논리의 기제들을 많

이 확보해두는지를 분석하여, 디지털 매체에서의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텍스트가 인쇄 매체에서의 텍스트보다 좀 더 비

결정적이고, 다선형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확정적인 흐름

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즉 디지털 매체에서의 텍스트는 서사성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약호화되어 작업기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적으며, 한편으

로는 고정된 이해의 망이 아닌 여러 가능성을 내포한 가능태로서 인식될 수 있기

도 하다. 학습자들이 소설의 제 요소들을 의미 해석의 기점으로 삼아 해석한 반응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흐르는 북」은 민노인-민대찬-민성규 이렇게 3대로 이루어진 가족들 사이에서 북을 

둘러싸고 발생한 세대갈등이야기. ⓐ민노인은 여전히 북을 치고 싶어하지만 / 민대찬은 

완전히 반대 / 민성규는 적극 찬성. ⓑ민노인-성규 vs 민대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

야 행복하다는 것이 주제. [㉥-북-12-디지털]

「쑥 이야기」에서 ⓓ‘쑥’의 의미는? 인순이가 겪고 있는 가난함. 슬픔. 안타까움. ⓔ쑥

은 쓰니까, 쑥 이야기는 쓰디 쓴 인생의 고달픔을 주제로 함 [㉤-쑥-28-디지털]

34) 박은진은 ‘텍스트 논리’라는 개념을 텍스트 전체의 의미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언어의 의미들이 인지적으로 결합하는 주요 경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박은진, 「텍스트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서사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p.22-24 참조) 본고에서 밝힌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의 허

구성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 역시 텍스트의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의미체로 결합하는 인지 작용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논리’라는 용어의 개

념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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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반응들처럼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에서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주제를 도

출하고자 해석을 진행할 때, 소설 속의 사실관계에 대한 포착에서부터 하나의 논

리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주로 인물이 논리 구조의 핵심으로 작용(ⓐ)하

고, 소설의 주요 소재 또한 텍스트의 의미망을 구조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학습자들은 이렇게 선택한 인물이나 소재를 중심으로 관계를 짓기 시작하며, 인물

이 겪은 체험을 명사화하여 나열한다. 이렇게 도식화된 범주를 통해 최종적으로 

텍스트의 주제를 결정지어 표현한다.(ⓒ,ⓔ) 이상의 반응들만큼 텍스트 논리를 통

한 해석의 도출 과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인물이나 소재에 집중하

여 사건을 명사화하여 나열하고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시키는 경향이 절반에 가

까운 74편(44%)에서 발견되었다. 

이 반응 중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 과정에서는 맥락과 연합한 추론적인 인식의 

경향을 보여주었던 학습자들이 매체를 바꾸어 진행할 경우 텍스트의 표상에 집착

해 텍스트를 구체화하고, 사실적인 인식으로 대상화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이

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서울 사람들」을 책으로 읽고 나서는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도시화에 의해 

속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쑥 이야기」를 스마트 폰으로 

읽고 나서는 ‘쑥’에 대한 의미만 생각했네요?) 「쑥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인순이라

는 애가 쑥만 먹고 사는 불쌍한 삶을 사는 이야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인순이

가 살던 시대는... 음 지금 생각해도 딱히 생각나는 이미지가 없는 거 같아요. 아마 작가

가 같으니까 서울 사람들하고 비슷하겠죠? 그냥 가장 기억에 확 남는 게 쑥이니까 쑥은 

쓰니까, 씁쓸하다, 힘들다, 인순이는 힘들다, 그러니까 인순이의 가난한 생활 이렇게 생각

하게 된 거 같은데요? [㉤-28-인터뷰]

이 학습자는 같은 활동지의 내용을 놓고, 인쇄 매체를 활용했을 때는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했을 때는 

작품의 소재에 집중하여 그 뜻을 유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일한 학습

자에게서도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독서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인데, 채트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전자는 텍스트 속의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침투 

단계(interlevel)’에 까지 나아간 것이고, 후자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단계에 머무

르는 ‘진입 단계(intalevel)’에서의 독서라고 할 수 있다.35) 

35) S. B. Chatman, 한용환 역, 앞의 책, pp.47-48 참조. 채트먼은 ‘진입 단계’에서의 독서를 

표층 독서로, ‘침투 단계’까지 나아간 독서를 심층 독서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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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텍스트 속에 제시된 표현

「서울 사람들」

⇓
“우린 이제 별 수 없이 서울 사람 다 됐는갑다.” (중략)

서로 잘 가라고,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 때 나는 이놈들아, 우리들이야말로 촌

놈이라고, 형편없는 촌놈이라고 속으로 몇 번씩이나 되뇌었다. 동시에 우리들의 

등골뼈 밑으로 칠팔 센티미터쯤 자란 속물의 꼬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학습자 반응
-서울 촌놈이 되어버린 속물들을 비판. [㉤-서울-74-디지털]

-서울 사람이 다 되어 속물이 된 사람들을 비판. [㉤-서울-48-디지털]

「쑥 이야기」

⇓
“어머니, 난 죽으면 어디로 가우?”

“아무래도 지옥으로 갈 것만 같애!” (중략)

“어머니, 지옥에도 쑥이 있수? 꼭 있을 거야, 그치?”

“얘가 왜 이렇게…… 더 아프냐?”

학습자 반응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인순이(에 관한 이야기) [㉤-쑥-52-디지털]

이렇게 심층 독서에서는 서사의 구조에 대한 포착 자체가 달라지면서 의미화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서사의 표면에서부터 심층 구조까지 규명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의 경험세계의 맥락을 텍스트 내에서 형성하는 시공간적 맥락과 결합

하여 점층적으로 구성해내는 효과를 보여준다. 반면, 서사의 표면에 놓여있는 사

실관계에 대한 포착에 머무르는 표층 독서는 텍스트를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학습자의 전유에 필요한 여러 맥락과의 연합에서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 지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독서 양상을 심층 독서로까지 확장할 수 있

는 별도의 교육적 처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소설의 

허구성 인식의 이상적 읽기 가능성인 ‘성찰적 읽기’의 실현으로 보완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국면은 

바로 소설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언술, 혹은 문장을 통해 주제를 직접 도출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절반이 넘는 81편(51%)의 반응에서 드

러난 것인데, 소설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깊이 있는 

읽기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로운 주제 연상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

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점을 소설 텍스트에 실제로 서술되어 있는 것에 의존한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음의 반응은 각각의 소설 텍스트에 다음과 같이 제시

된 장면들을 초점화하여 주제로 도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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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북」

⇓
“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와 저와는 네 살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빠

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

이는 무엇일까요.”

학습자 반응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는 성규랑 잡음으로 들리는 수경이의 세대 차

이를 보여준다. [㉢-북-2-디지털]

<표 6. 소설의 허구성 인식 과정에서 초점화한 소설의 장면 및 반응 양상>

하위범주
시공간적 맥락과의 

연합을 통한 의미화

작가 맥락과의 연합

을 고려한 의미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표상의 관계망 형성

텍스트를 근거로 한 

사실적 대상화

반응빈도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48% 32% 43% 27% 25% 44% 38% 51%

⇓ ⇘ ⇓ ⇓ ⇙
상위범주 맥락의 연합을 통한 확장적 의미화 표상의 선별을 통한 사실적 대상화

⇓ ⇘               ⇙
핵심범주 성찰적 읽기의 실현 가능성

<표 7. 소설의 허구성 인식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

학습자들은 위와 같이 텍스트에 서술된 장면들이 주는 인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형성한다. 구체적인 언술을 반응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만큼 텍스트를 

자신의 전유 대상이나 자기화할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설 텍스트를 집중과 해독을 통해 인지하고 분석해야 할 하나의 사

실 그 자체, 표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혔듯,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가 사실적인 읽기라든지 표층적인 읽기의 성격이 짙어 텍스트 이면에 

놓여있는 심층 국면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하였을 때,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

트의 허구성을 판단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소설 텍스

트를 사실적 표상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맥락이 연합된 총체적 삶의 전형으로 파

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디지털 매체로 소설을 읽게 되었을 경우 

소설 텍스트를 현사실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여,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

건, 소재 등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실의 얼개를 풀어나감을 통해 텍스

트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매체 변인에 따른 허구성 인식의 반응들에서 

보이는 세부 양상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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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소설의 플롯 인식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

마지막 3항에서는 소설의 세 속성 중 ‘플롯’에 집중하여,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

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텍스트를 어떻게 배열하여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에게 제시한 반응 형성의 물음은 각 매체로 소설을 읽고 난 후, 소설의 이

야기를 줄거리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이를 ‘요약’ 프로토콜이라 명명하였

고,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한 번만 읽은 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

억 속에 형성된 구조를 바탕으로 소설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소설의 전개 과정

이라든지, 흐름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제공해주지 않은 채, 학습자들이 떠올리는 

줄거리의 양상을 분석하여, 매체 변인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

다. 실험에 앞서 가정적으로 작업 기억화된 정보의 양과 시선의 분산 정도에 따라 

인쇄 매체에서의 요약 프로토콜이 더욱 면밀하거나 구조화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디지털 매체에서 이야기가 구조화되는 양상이 어떠할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

한, 그 줄거리 추인의 정확도 측정도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소설의 플롯을 판단하는 것은 구조주의 문학비평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나 소설의 필연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이때의 

플롯은 “작자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변화 과정을 통해 개연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는 모든 단계를 거쳐, 주인공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갖추어진 완전하고 질서 있는 전일체로서, 그 줄거리의 요소들이나 성격이나 사상

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필수 조건”36)으로서 기

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문학교육에서 주목하는 독자 반응 비평이나 수용 미

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플롯 중심의 텍스트 구조화는 독자의 반응을 작가의 반

응과 일치시키는 형식적인 제약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

자의 반응 역시 텍스트 내적인 인지와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플롯

을 통해 서사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인물과 사건 사이의 결합 양

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문

학 감상에서는 플롯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텍스트를 나름의 인

지적 형식에 따라 구조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소설의 플롯에 대한 학습자

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고전적 의미에서의 플롯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그 

자체로 도식화해주는 기제37)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6) R. S. Crane, Critics and Criticism: Ancient and Moder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pp.620-623;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p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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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야기의 줄거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종의 재현 행위(mimesis)라는 개

념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리쾨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재현 행위를 줄거리 구성

(muthos)과 구분하며, 행동의 모방이나 재현과 사상들의 배열이라는 두 가지 표

현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줄거리가 곧 행동의 재현”이라 정

의한다.38) 이렇게 본다면, 줄거리는 곧 텍스트의 화소를 주관하는 인물의 관점에

서 텍스트에 실현된 여러 행위 양상들에 대한 재현 행위로서, 화자의 입을 통해 

말해진 행위 양상들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이 초점화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텍스트의 여러 지점에서 포착된 행

위들을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양상의 분석에서 학습자들이 소설이 원래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 텍스트를 재구성해내는지, 혹은 소설에서의 전개 방향과는 다른 구조

를 보이는지에 주목하였다. 학습자들은 큰 얼개의 형성에서는 다소 간의 차이만 

보여주었지만, 이야기를 배열하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격으로 드러나는 것을 ‘선조적 배열을 통한 텍스

트의 구조화’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반응들은 주로 ‘텍스트 서술 순서에 따른 텍

스트 구조화’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읽었던 사건의 나열 순서 그대로를 반추하

는 양상이 대표적이었고, ‘시간·공간의 변화에 따른 텍스트 구조화’와 같이 텍스트

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이나 인물의 행위에 대해 시간순, 공간의 이동 순으로 나열

하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국면은 텍스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선

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보았고, 인쇄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은 학습자 중 104

편(62%)의 반응이 이러한 선조적 배열을 취했다.

37) 잉가르덴(R. Ingarden)은 문학작품의 다층구조를 밝히면서 텍스트에 대해 구체화의 방식

을 내세운다. 그는 텍스트란 상이한 ‘도식화된 견해들’을 갖추고, 이 견해들을 통해 비로소 

작품(werk)을 형성시킨다고 본다.(W. Iser, 차봉희 역, 앞의 책, p.54) 이렇게 본다면, 텍스

트 내부의 도식화된 견해들을 이루는 기제가 곧 플롯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텍스트의 

생산이 곧 구체화의 행위가 되고, 작품이란 이렇게 독자의 의식 속에서 텍스트가 재구성되

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즉 독자의 텍스트 재구성 행위에는 알게 모르게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플롯에 관한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다.

38) 리쾨르는 미메시스의 개념에서 시적 성격(poiesis)을 부여하는 활동적 특성에 주목하여, 

미메시스와 뮈토스 사이의 엄격한 관계를 구분한다. 즉 행동은 재현 행위를 이루는 구성 행

위의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는 개념인데, 모방하는 자인 재현 행위의 주체는 화자로서 행동

하는 것과,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현의 주체로 만

드는 행위를 하게 된다.(P. Ricoeur, Temps et Recit,T.1:L'Intrigue et le Recit 

Historique, 김한식 외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1999, pp.8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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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고 난 후 텍스트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경

우에도 선조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1/3가량은 되었지만, 인쇄 매체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학습자 본인의 관심 국면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사건들을 나열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 

국면에서 퍼즐처럼 맞추는 형태를 띠고 있어, 매클루언의 용어를 빌려 모자이크적 

배열이라고 명명하였다.39) 이러한 학습자들의 반응에는 ‘관심 국면에의 천착으로

만 이루어진 줄거리’, 즉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지 않고, 인물이나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줄거리가 해당한다. 또한, 선별적 조망을 통해 명사화된 사

건들의 파편들을 배열하여 이루어낸 줄거리를 ‘선별적 조망의 나열로 이루어진 줄

거리’라 하여 하위 범주로 제시하였다. 다음의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플롯 인식에

서 보여준 반응들을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① 선조적 배열을 통한 텍스트의 구조화

학습자들이 주목하고 배열하는 서사적 사건들의 흐름은 관계의 논리뿐만 아니라 

서열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선조적인 배열을 취함에 있어 시간·

공간의 변이나 사건의 진행 순서에 따라 나누는 사건의 구조화는 채트먼의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채트먼은 사건의 우열을 바르트(R. Barthes)의 개념을 빌려 

‘핵사건(kernels)’과 ‘주변 사건(satellites)’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핵 사건은 해석

학적 약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충족시키며 플롯을 발전시켜 

나간다. 핵 사건은 사건들에 의해 취해진 방향으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서사적 

계기들이다.40) 핵 사건은 이처럼 서사적 논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

는 형식적 기제로 볼 수 있다. 한편 주변 사건은 제거될 때도 서사에서 플롯의 논

리적 혼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들을 말한다.41) 

39) Ⅱ장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에서, 하이퍼텍스트성과 링크의 성격을 고려

하여 텍스트의 모자이크적 구조화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매클루언이 제시한 모자이크적 

발상은 인간세계를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도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미 특정 관점에 의해 왜

곡된 인식의 소산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는 각 문제를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장

(field)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주어진 영역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관계와 원리를 발견하는 것

을 의미한다. (M. McLuhan,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89)

40) S. B. Chatman, 한용환 역, 앞의 책, pp.63-64. 핵 사건은 한두 가지 가능한 길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서사적 진전을 이끌어 나가는 분기점이나 구조 안의 마디와도 같은 것이다.

41) 주변 사건은 선택을 수반하지 않으며, 단지 핵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을 완결시킴으

로써 미학적인 풍부함만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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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 역시 소설 텍스트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들을 가늠하여 의미화 작용에 

필요한 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표상들로 구분하여 그 대중을 가린다. 이

를 통해 서사 플롯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주요 핵 사건들로 규정하고, 이들을 선조

적인 구조화를 통해 배열해냄으로써 서사를 완성한다. 줄거리가 곧 행동의 재현이

라면, ‘무엇에 의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된다.42) 이는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우위에 두는 과정이 된다.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핵 사건으로서 플롯

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선택의 기로로서 작용할 것이며,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

수적인 대상들이 바로 주변 사건이 되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핵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서사를 재배열한 것은 다음과 같다.

「쑥 이야기」에서 인순이는 쑥을 캐고 그것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생계를 지켜나갔다. 

아버지는 노무자로 뽑혀갔고 인순이의 동생은 쑥만 먹어 허약해진 어머니에게 깔려서 태어

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또, 쑥을 팔러 나간 인순이는 사람이 없어 나물을 팔지 못하고, 

주인이 빈 쌀가게에서 쌀을 훔치다 잡혔다. 그 때문에 쌀 주인아저씨에게 혼이 나서 며칠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치마를 꼭 사준다고 하였다. [㉤-쑥-20-인쇄]

위의 반응은 「쑥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건을 서술되는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배열한 것이다. 「쑥 이야기」는 크게 6가지 정도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⑴소설의 주인공은 인순이다. ⑵인순이의 아버지는 노무자로 끌려가서 

인순이는 쑥을 캐며 어머니와 연명한다. ⑶인순이의 어머니는 임신한 상태이다. 

⑷어머니는 출산하다 배고픔에 쓰러져 아이를 죽이게 된다. ⑸인순이는 시장에서 

쌀을 훔치다 주인에게 잡혀 고초를 겪는다. ⑹인순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

면 치마를 사주리라 약속하며 인순이를 달랜다.’의 구조이다. 위의 반응과 같이 

학습자들은 이 소설의 주요 화소를 핵 사건으로 설정하여 텍스트의 전반을 반추

해내고, 그 줄거리 역시 서술되는 순서 그대로 나열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소설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정확도에서는 완벽함에 가까운 줄거리 서술이지만, 기존의 

소설 인식에서 보이던 상상의 연합이라든지, 맥락을 고려한 추론적인 작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텍스트의 화소들을 화소 그 자체로만 인식하는 경향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시간적 흐름의 변동이 많은 「흐르는 북」의 경우에서도 주요 화소

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43)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서술된 순서에 따라 소설의 줄거

42) 앞서 살펴본 리쾨르의 재현(mimesis)을 줄거리 구성으로 본다면, 모방 즉 재현행위는 능

동적인 과정으로서 구상적(具象的) 작품 속에 옮겨 놓는다는 역동적 의미가 된다. (P. 

Ricoeur, 김한식 외 역, 앞의 책,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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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서술하는 반응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역시 주변 사건으로 치부된, 예를 들면 

소설의 말미에 등장하는 손녀와 노인의 대화, 민노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민대찬의 

모습, 경수와 친구들 앞에서 공연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 경수가 잡혀갔다는 소식

에 혼비백산이 된 민대찬 부부의 모습 등이 빠져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사건들

이 플롯의 구성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편, 학습자들은 소설의 핵 사건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행위 

중심으로 구조화하기도 한다. 이 역시 선조적인 배열을 통한 텍스트의 구조화 양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스트에 서술된 순서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사건의 흐

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배열한 것이다. 이는 여로(旅路)형 소설의 형식을 취

하고 있어, 공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 「서울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서 높

은 빈도를 보였다.

「서울 사람들」에서 건축설계사인 나와 친구들 3명은 서울을 떠나 여행을 가기로 한

다. 처음에는 터미널에서 모여서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강원도의 시골로 떠난다. 

강원도에 도착해서 이장집에서 처음에 그들은 김치나 나물밖에 없는 밥도 맛있게 먹고, 

한적한 시골도 고향의 모습이라고 좋아한다. 그러다 3일 정도 지나서 커피도 먹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막걸리 대신 맥주도 먹고 싶어 한다. 결국 서울로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돌아와서 맥주를 마신 뒤 헤어진다. [㉤-서울-35-인쇄]

이와 같은 반응에서 학습자는 ‘서울-터미널-강원도-이장집-터미널-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해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의 기

저에는 공간이 서사의 배열에 기본 축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주요 사건들이 부

수적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공간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한 경우에는 공간이 고

정되어 있던 ‘강원도에서 인물들이 벌이는 3일간의 행적’이 축소되는 경향도 보인

다. 반면, 관심 국면에의 천착을 통한 일부 사건의 배열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진 반응 중에는 오히려 이 기간에 인물들이 보고, 겪는 일을 줄거리로 적는 경우

43) 「흐르는 북」은 9가지 정도의 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⑴민노인은 선천적인 

역마살과 예술적 기질로 처자와 가정을 외면한 채 북을 치며 유랑했다. ⑵현재 민노인은 아

들의 집에서 유배자처럼 생활한다. ⑶아들 부부는 민노인의 북을 치는 과거를 체면상 숨기

고 싶어 한다. ⑷민노인의 예술 혼을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손자 경수이다. ⑸경수는 대학 

축제에서 민노인이 북을 치고 공연을 하기를 원한다. ⑹민노인은 젊은 시절의 예술적 혼을 

불살라 축제에서 공연한다. ⑺아들 부부는 민노인이 북을 친 사실을 알게 되고, 과거의 방랑

벽을 떠올리며 노인을 추궁한다. ⑻경수는 데모 현장에서 붙잡히게 된다. ⑼민노인은 손자 

경수가 자신의 역마살을 닮은 것이라 한탄하며, 북을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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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들을 비교해본다면, 공간이라는 기준점이 핵 사건을 

선정하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② 관심 국면 중심의 모자이크적 배열

한편,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소설을 읽은 학습자들에게 소설의 줄거리를 서

술하는 요약 프로토콜을 제시하였을 때는, 선조적인 구조화의 양상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관심국면에 천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학습자들은 정

확한 기억의 나열보다는 순간적인 인상으로 소설의 이야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데,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단면들을 중심으로 소설의 서사 과정을 키워드화

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적 조망으로서의 플롯 인식의 양상은, 스크린 

위에 나타난 정보에 즉각적으로 접근하는 데 익숙해진 현재의 학습자들이 통찰과 

사고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기보다는 즉자적이고 현재적인 자극으로서 텍스트를 

접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추론하게 해준다. 다음은 학습자가 「쑥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를 서술한 것으로, 기존의 텍스트 서술 순서에 따른 줄거리 배열과 상

당히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쑥 이야기」는 인순이가 쑥을 캐고, 쑥만 먹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시장에 쑥을 팔

러 가는 이야기다. 인순이는 시장에서 주인 몰래 쌀을 만지고, 몰래 먹고, 몰래 훔치다가 

걸려서 주인아저씨한테 매를 맞고 쓰러져버렸다. 인순이는 동네 아저씨 등에 엎혀서 집

에 돌아와서도 쑥 꿈을 꾸고 아파한다. [㉤-쑥-30-디지털]

위의 학습자는 「쑥 이야기」에서 대부분 학습자에게 주변 사건으로 인정되어 

줄거리에서 누락되던 ‘시장에서의 쌀 훔치기’ 사건에 주목하여 소설의 내용을 전

개해나간다. 또한, 인쇄 매체를 통해 「쑥 이야기」를 읽은 학습자들은 소설의 결

말부에 나오는 어머니와 인순이의 대화를 제시하여, 아버지가 돌아오면 치마를 사

준다고 위안하는 장면이라든지, 아파 누운 인순이를 달랜다는 식으로 소설의 이야

기를 구성하지만, 위 반응에서 인순의 어머니나 죽은 동생의 이야기는 전혀 등장

하지 않는다. 이 학습자에게 「쑥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인순이 개인에게 집중

된, 인순이라는 타자의 이야기 그 자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이 

학습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발견된다.

(연구자: 「쑥 이야기」 줄거리를 인순이가 시장에서 겪는 이야기만 주로 작성한 이유

가 있어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게 제목이 쑥이라서, 쑥만 먹는 거랑 인순이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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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쌀 훔치다가 아저씨한테 목덜미 잡혀서 막 매 맞는 거 그 장면이에요. (연구자: 인순

이 어머니의 이야기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동생의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학습지 

쓸 때는 인순이가 시장에서 쌀 훔치는 거 그거만 생각하다보니까 인순이 엄마 얘기를 쓴

다는 걸 깜빡했어요. 인순이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더 했었어요? [㉤-쑥-30-디지털]

이처럼 학습자는 자신이 포착한 사건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조망하며, 소설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부수적인 사건으로 전락시킨다. 이 학습자에게 이 소

설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인순의 도둑질과 붙잡힘으로 인한 시련으로 자리 잡

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설의 결말부의 인순의 엄마

와 인순과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에피소드는 생생하게 기억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작업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한 양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조

명한 사건 중심으로만 기억을 연합시킨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인쇄 매체를 통해 

읽었을 경우, 서사의 서술 순서에 따라 선조적으로 반응을 산출했던 학습자 중에

서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쑥 이야기」는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엄마랑 둘이서 쑥을 캐고 가까스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순이의 이야기다. 인순이의 엄마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게 

되고, 인순이는 시장에서 쌀을 훔치다 잡혀서 혼난 이후로 병에 걸린다. 인순이는 지옥에 

갈 거 같다고 무서워하고, 꿈에서도 쑥 지옥을 본다. [㉤-쑥-35-디지털]

이 학습자는 인쇄 매체를 통해 「서울 사람들」을 읽고, 공간적 이동에 따라 

매우 상세히 주요 화소들을 중심으로 소설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서술했던 학습자

였다. 그럼에도 「쑥 이야기」의 경우에는 주요 화소 중에서도 일부만을 선별적으

로 서술하였고, 오히려 대부분의 줄거리를 ‘지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

하였다. 인순이가 어머니에게 도둑질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옥’에 갈 것이라는 대

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아 기억의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학습

자임에도 매체 변인에 따라 줄거리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스크린을 

통한 시각은 다른 메커니즘 즉, 시각의 한시적 포착을 통한 조망의 집중이라는 성

격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의 플롯 인식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양상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화제를 명사화하여 선별적으로 나열하는 

유형의 반응들이다. 보통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관련된 행위들을 명

사화하여 나열하고, 이를 기호화하여 시간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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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해당한다.

「흐르는 북」민노인-북 치는 걸 좋아함, 성규-데모하다 잡혀감, 민노인 아들-민노인

이 북치는 걸 싫어함 / 민노인-집에 갇혀 지냄 -> 성규-민노인에게 축제에서 공연하자

고 함 -> 부부-결사반대 -> 민노인-축제에서 신명나게 북을 침 -> 부부-화가 나서 민

노인을 혼냄 -> 성규-데모하다 잡혀감 [㉢-북-7-디지털]

이와 같은 줄거리 서술은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텍스

트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물로서 소설의 제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굉장히 단순한 파편들의 나열처럼 소설의 줄거리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른 사실을 알게 되

었다. 학습자가 작성한 반응지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소설의 줄거리를 다시 연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의 파편을 확장적으로 풀어내어, 완전한 형태로 소설을 

복원시켜내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제한적 조망을 통한 관심 국면에

의 천착은 각각의 이야기 속 화소들을 한 단위의 조각들로 구상하여 모자이크적

으로 배열하는 가능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본인이 적은 줄거리를 보고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소설에는 젊을 때부터 북치는 걸 좋아해서 가족도 다 내팽겨 치고 돌아다닌 민노인이 등

장하고, 아들 부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당연하잖아요. 다 내팽겨 치고 돌아만 다녔

는데, 그리고 손자로 성규가 있는데 얘가 민노인 편이에요. (연구자: 그렇게 단어로만 적

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떠올라요?) 당연하죠, ‘집에 갇혀 지냄’이라고 적은 건 왜 

그랬겠어요. 민노인 아들이 자수성가했다고 했었는데, 민노인이 북만 치고 돌아다니까 쪽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성규가 대학생인데 축제에서 탈춤인가? 추잖아요. 그래

서 같이 공연하자고 했고, 아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하자고 했고, 그래서 저렇게

(축제에서 공연하자고 함) 적어놓은 거구요. 민노인이 엄청 신나서 축제에서 공연하고 나

서 누가 일러서 아들이 알게 되잖아요. 엄청 싸우고... 그러고는 갑자기 성규가 잡혀가요. 

민노인은 자기 닮아서 그런다고 그러고... [㉢-7-인터뷰]

언어학자 울프(M. Wolf)는 디지털에서의 읽기 현상들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디지털 네이티브적’인 텍스트 추론이라 명명하고, 이

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문자의 진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주요한 능력인 문서화, 

체계화, 분류, 조직화, 언어의 내면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 의식 자체에 대

한 의식 등이 발현될 수 있는 인지적 발판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비판한다.44) 하

44) M. Wolf, Proust and the Squid: The Story and Science of the Reading Brain,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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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범주
텍스트 서술 순서에 

따른 텍스트 구조화

시간·공간의 변화에 

따른 텍스트 구조화

관심 국면에의 천착으

로 이루어진 줄거리

선별적 조망의 나열

로 이루어진 줄거리

반응빈도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

52% 38% 43% 30% 36% 47% 22% 53%

⇓ ⇘ ⇓ ⇓ ⇙
상위범주 선조적 배열을 통한 텍스트의 구조화 관심 국면 중심의 모자이크적 배열

⇓ ⇘               ⇙
핵심범주 협력적 읽기의 실현 가능성

<표 8. 소설의 플롯 인식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

지만 오히려 이러한 관심 국면으로의 전환 및 모자이크적 발상으로의 전이는 선

형적이고 완결적인 기존의 선조적인 인식 구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

지가 있다. 디지털 매체가 지니는 하이퍼텍스트성과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텍스

트의 완결성, 정합성의 틀이 허물어지고 비선형적 사고구조를 통한 입체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와의 인터뷰에서 보았듯, 학습자들은 비선형적인 사고의 틀로서 소설 텍

스트를 인식하고 이를 구성적 인식의 도구로 사용한다. 소설의 줄거리를 서술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선형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글이 아닌 대화적 상황에서 서

술하게 하였을 때, 훨씬 복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을 추리해냄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디지털 매체 특성이 제공하는 

장점을 고려한 새로운 읽기의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설의 플롯 인

식 즉, 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재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 있어 소설 속 사건들의 

모자이크적인 배열과 선조적인 텍스트 구조화의 두 가지 양상을 결합하고자 하며, 

이를 ‘협력적 읽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적 읽기는 학습자들의 관심 국면에 따라 형성되는 모자이크적 사고

는 상호 간의 조정이 가능한 지점들을 무수히 지니고 있으며, 사고의 간극을 줄여

주기 위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플롯 

인식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준 양상들의 종합을 통해 핵심범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코딩 및 범주화 과정의 결과로 도출된다.

수 역, 『책 읽는 뇌』, 살림, 2009,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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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가능성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매체 변인에 따라 소설의 세 가지 주요 속성인 서사성, 허

구성, 플롯을 읽는 양상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였다. 그렇다

면 본고에서 지향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은 인쇄 매

체에서와 디지털 매체에서 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에서 발현하는 각각 읽기의 성격

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와중에 발현되는 새로운 읽기의 모습을 지향한다. 무

엇보다 디지털 매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을 때, 소설의 

제 요소들이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이상적인 읽기 방향을 유지한 채로, 디

지털 매체가 가져다주는 효용까지 확보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

는 소설 교육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는 일종의 ‘활동(activity)’의 성격

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활동 중심의 문학관45)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읽기의 원리

와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세 가

지 구현 양상을 절차적인 활동으로 제시하고, 이를 새로운 읽기의 가능성으로 제

시한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디

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교육적 당위성을 제시할 것이다.

⑴ 변증법적 이해로서의 구성적 읽기

소설의 서사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읽은 소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일으키는지, 어떤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등의 소설 이야기 자체에 대한 기억의 추인 및 의미화 작업에 대해 엿본 결과 학

습자들은 인쇄 매체를 통해 읽으면 상대적으로 소설 텍스트에 드러나는 인물이나 

상황에 이입하여 서사를 풀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인물의 행위를 자신

의 경험이나 선지식을 활용하여 추론하고자 하는 등 상상을 통한 추상적인 인식

45) 활동 중심 문학관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인간의 활동(活動, activity)이라는 특성에 두

는 관점이다. 문학은 어떻게 활동함으로써 성취되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를 살핌으로써 문학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며,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이는 행위’라는 뜻을 함축한다. 따라서 문학을 활동으로 보게 되면 그 의도와 

행위의 방법 또는 과정의 특성이 중시된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0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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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읽기를 진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반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을 경우, 하나의 소설 작품이라기보다 사실적 인식이 필요한 객관적 사실 판단

의 텍스트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는 주로 인물이나 배경 중심의 단편적인 사건

의 나열과 소설 속에 형상화된 단어들의 나열에 그치는 모습을 통해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객관적 표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파악하기도 하

였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하여 소설의 서사성을 파악하는 학습

자의 텍스트 수용에서의 이상적 읽기를 ‘구성적 읽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성적 읽기는 “제시된 정보의 표지를 정확히 의미와 대응시키고, 이를 통해 

구성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여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독자의 총체적 능력46)”이라는 상호작용적 읽기로서의 독서 능력을 의미

한다. 이는 해독(decoding)과 독해(comprehension)의 통합적 관계로 이루어진 독

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개인의 단기기억, 작업기억을 포함해 텍스트 산출

을 위해 필요한 경험적 지식(일종의 스키마), 절차적 지식의 활성화 여부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47)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적 읽기는 어떻

게 실현할 것인가? 소설 읽기에서는 문자의 인식을 통한 의미의 생산에서부터 시

작하여,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소설을 읽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소설을 단순

히 즐기며 문맥만을 읽어나가는 것은 일종의 작업 혹은 읽기 노동에 불과하다.48) 

하지만 소설 읽기의 목적이 형성된다면 이는 일종의 선이해(preunderstanding)를 

형성하고, 검증의 과정을 포함하여 이미지의 공통성을 대조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매체 변인에 따른 소설 읽기의 양상을 리쾨르의 ‘이해’와 ‘설

명’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 궁극적인 복합 작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리쾨르는 ‘이해’의 개념을 기호로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종의 추측으로

서의 이해(understanding)와 상상력을 통해 비결정된 텍스트의 세계를 의미화하는 

이해(comprehension)로 나눈다.49) 이러한 추측과 상상력의 작용으로서의 이해의 

46) 최숙기, 앞의 글, p.40.

47) 이렇게 형성된 읽기 과정은 읽기·독서 이론가인 럼멜하트(D. Rumelhart)의 상호작용식 모

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호작용식 모형에 따른 읽기란, 고프(P. Gough)의 상향식 모형에 

하향적 과정을 결합한 양방향에서의 독해를 말한다. 읽기가 문자 기호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지각에 입력되는 문자 기호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문자 기호를 지배하고 

있는 화제나 의미의 흐름 등 전후 맥락에서 발생하는 예측과 가정으로 문자나 의미를 추측

하면서 양방향의 분석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독이 확정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영 

외, 『독서교육론』, 사회평론, 2016, pp.135-154 참조)

48) 우한용,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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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앞에서 논의한 인쇄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인

식을 위해 보여주는 양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인물의 행위에 주목해 

그 원인과 동기를 추론하고 추측하는 양상과 텍스트의 상황에 이입하여 사건을 

풀어내는 것을 이해의 한 단면으로 보고자 한다. 리쾨르는 두 가지로 나뉘는 이해

의 사이를 매개해주는 것을 다시 ‘설명’의 역할로 보며, 이 설명을 통해 텍스트의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주관적이고 간주관적인 관계는 제거되고 자기화의 

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된다.50) 이와 같은 상호배타적인 작업을 통해 텍스

트는 세계의 미결정 상태로 현실화된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은 학습자

들이 인식한 텍스트의 서사성이 바로 이러한 배타성을 지닌 텍스트의 현실화 작

업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바로 설명의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리쾨르가 

이해에서 설명으로, 다시 설명에서 이해로의 변증법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듯51) 디

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텍스트에 대한 구성적인 읽기를 통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학습자가 구성적인 읽기를 실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먼저 자신

에게 주어진 눈앞의 텍스트에 대해 제목, 작가, 표상된 배경 등의 피상적인 표지 등

을 인지하고[㈀텍스트 표지의 인지], 이에 따른 자신의 선이해(preunderstanding)를 

포착한다.[㈁선이해의 포착]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추측과 상상을 통해 의미를 

추리하고, 선이해와의 연합적 조망을 통해 언어적 의미로서 그 개념을 만들어낸

다.[㈂추측을 통한 이해의 형성] 이렇게 구체화한 이해(understanding) 즉,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텍스트 위에 놓여있는 노드52)들을 통해, 자신의 관심 

국면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의미들을 자기화하여 객관화한다.[㈃노드를 통한 객관

화] 이 객관화는 단순히 텍스트 속 사건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적인 모방을 극복

49) P. Ricoeur, 박병수 외 역, 앞의 책, pp.195-198와 P. Ricouer, Interpretation Theory 

김윤성 외 역, 『해석 이론』, 서광사, 1998, p.127 참조.

50) P. Ricoeur, 박병수 외 역, 위의 책, p.199.

51) 리쾨르는 이해(understanding)에서 설명을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로서 추

론하는 행위로 보고, 설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또한, 

이렇게 객관화된 텍스트는 다시 설명에서 이해(comprehension)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지금 여기’로 의미화하는 작업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가 포착된다. (P. Ricoeur, 박병수 외 역, 

앞의 책, pp.200-205 참조)

52) 실제 학습자에게 제공될 노드의 사례는 터치와 함께 발생하는 각주와 단락별 의미화 자극으

로 주어지는 댓글 형식의 질문거리, 사고 작용을 도와줄 날개 형식의 도식화 등이 해당한다. 

실제 노드의 사례는 다음의 절차를 반영한 Ⅳ장의 교육의 실제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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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해방된 이미지를 말한다.53) 현실과 허구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

나 텍스트 위에 실체화된 형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의 

단계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과정에서는 추상적인 기호 공간으로서의 텍스트 위에서 동료들과

의 소통 작용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문학이 만들어내는 

소설 세계의 모습을 더욱 현실화하여 그려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소통을 통한 

의미화] 이렇듯 객관화된 텍스트는 복합적으로 연결된 관계망을 바탕으로 합쳐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산되었던 인지 작용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서의 텍스트 의미

로 조합되는 두 번째 이해(comprehension) 즉, 자기 이해로 전환하게 된다.[㈅구성

적 이해의 완성] 이렇게 완성된 이해는 또다시 동료들 사이의 피드백과 협력적 읽

기 과정에서 재순환을 겪게 되고, 의미화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창조적 이해를 향한 변증법적인 순환 구조로서 ‘변증법적 이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조적인 읽기인 소설 읽기가 비정형적이고 개방적인 텍스트로 구

성된다.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텍스트 표지의 인지

㈁ 선이해의 포착

㈂ 추측을 통한 이해의 형성: 텍스트 이해(understanding)

㈃ 노드를 통한 객관화시도: 설명

㈄ 소통을 통한 의미화

㈅ 구성적 이해의 완성: 자기 이해(comprehension)

<표 9.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의 구성적 읽기의 절차>

⑵ 주체적 전유로서의 성찰적 읽기

소설의 허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읽기 양상을 통해 분

석하였을 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여

러 맥락을 고려한 연합적인 읽기나 심층적인 읽기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도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에서 드러나는 

시공간적인 맥락, 작가의 맥락을 고려한 읽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으며, 그런 경우에도 텍스트에 등장하는 소재나 사실에 입각한 단편

53) Ⅱ장에서 제시한 플루서의 ‘디지털 가상’으로서의 이미지 공간에 대한 개념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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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추론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도 맥락을 고려한 연합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 읽기의 과정을 어떻게 구

성해야 하는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작가적 맥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읽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상적인 독서의 양상은 아닐 테지만,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자

신의 경험세계에 밑바탕을 둔 읽기의 과정을 본고에서는 성찰54)적 읽기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성찰적 읽기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러 재인을 바탕으로 비

판적이고 확장적인 사고를 끌어내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들과 연합하여 해석과 성찰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세계에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전유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마지막 

단계로 한다.55) 이는 Ⅱ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매체의 ‘감성적 지각’으로서의 특성

을 고려한 것으로, 반성적이고 목적론적인 판단의 장으로서 텍스트를 재개념화하

는 시도에 해당한다. Ⅳ장에서 실현할 디지털 매체 특성에서의 소설 텍스트의 확

장과정에서 텍스트는 디지털 매체예술에서 하나의 창조적 행위이자 미적 관념 그 

자체로 의미화될 것56)이며, 텍스트를 수용하고 감상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창

조적 행위로서 작용하며 감성적 지각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수용자

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체험과 지각방식이 소설 읽기의 핵심 기저에 놓이고, 특히 

감각과 이미지의 스펙터클, 그리고 몰입이 핵심에 놓이게 된다. 

감성적 지각으로서 소설 텍스트를 읽는 것의 핵심에는 텍스트 논리로 기준점이 

된 텍스트의 소재들 예를 들면, 시공간적 배경이나 인물 혹은 작가의 다양한 언술

들에 대한 초점화를 통해 비판적이고 확장적인 읽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놓인

다. 이를 통해 의미화와 해석이 시작되며, 맥락을 활용하여 그 의미화 작용의 타

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렇게 초점화된 읽기 대상으로서의 텍스트가 하나의 물자

체57)를 형성하며, 자신의 해석과 의미화의 지향성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54) 본고에서 사용하는 ‘성찰’의 개념은 최홍원(2008)에서 제시하는 ‘성찰적 사고’에서 그 논

의가 시작된다. 최홍원은 성찰적 사고를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이때 

대상은 물(物)자체이며, 성찰적 사고는 물(物)을 대상으로 ‘지향성’과 ‘반성’의 길항 작용에 

의해 ‘자기 이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제시한다.(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20) 본고에서도 ‘성찰’을 텍스트라는 하나의 물자체를 

대상으로 자기 이해에 이르는 점층적이고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용한다.

55) 다음의 절차는 Ⅳ장의 2절에서 자세하게 제시한다.

56) Ⅱ장에서 밝힌, 볼츠의 매체 감성학의 개념에 의거한다.

57) 물자체(物自體)란, 칸트철학의 근본 개념으로 인식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존재

하며 현상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본체, 또는 선험적 대상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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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를 여러 맥락 요인들과의 연합적인 사고 과정과 메타 인지적인 반성 과정

으로 점층적으로 전환하면,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전유를 완성하는 성찰

적인 읽기의 전(全)과정이 완성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성찰적 읽기는 ‘판단⇒수행⇒전유’라는 일련의 절

차를 지닌다. 판단(Judgement)은 텍스트 속의 서사를 판별하고, 소설 속의 다양

한 정보를 원천으로 하여, 자신의 경험세계가 만들어낸 가치부여의 기준들에 비추

어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표상들을 미감적으로, 또 목적

론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사유를 성찰한다. 이때 ‘생소한 것’과 ‘익숙한 것’에 대

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은 ‘생소한 것’에 대해 ‘익숙한 것’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노력한다. 수행(Performance)은 이렇게 선별된 생소한 것을 

여러 맥락을 통해 분석하고, 텍스트의 의미망을 확장해 해석하는 과정이다. 학습

자들은 소설 텍스트에 대해 사실적이고 심미적인 읽기를 병행하며, 의미화의 기제

를 발견한다. 텍스트에서 발견된 생소한 것을 메우는 텍스트 안에서의 근거들을 

관심 국면으로의 조망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

한 소설 읽기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동료와 타자의 가치 기제

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렇게 독자 각각이 만들어낸 맥락들의 교

섭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또 하나의 의미화를 이루게 되고, 자기화를 완성하게 되

고, 이것이 바로 전유(Appropriation)의 과정58)이다.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성찰적 읽기는 확산적 개방성을 지닌 주체적 전유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⑶ 상호작용적 대화로서의 협력적 읽기

본고에서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플롯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양상을 종합화하고자 하는 지점은,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구조적 사고를 하나의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서 비롯한다. 즉 선조적인 배열을 통한 텍

스트의 구조화와 관심 국면 중심의 모자이크적 배열의 기저에는 텍스트를 읽고 

기억을 구성하고 텍스트를 재현하는 사고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 둘이 과연 하

트의 판단력 비판에 입각하여 감성적 지각체로서 인식되는 소설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선험적 

대상이자, 인식론적 물자체로 본다. (坂部 惠 외, 『カント事典』, 이신철 역, 『칸트 사전』, 

도서출판b, 2009, 표제어 ‘물자체’ 참조)

58) 생소한 것과 익숙한 것의 구분, 능동적 주관화로서 텍스트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의미망으

로부터 주체적인 성찰적 사고를 전개하는 방식으로서의 전유 개념의 재정의는 고정희, 앞의 

책, pp.138-148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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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방식으로 합쳐질 수 있느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디지털을 통한 소설 읽기가 

사건들의 파편적 인식을 통해 텍스트를 분절적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국면으로 초

점화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대화적 상황에서 구술을 통한 텍스트의 재현에서는 글

이라는 선조적 구조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화 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협력적 읽기의 가능성은 바로 이 새로운 가능성에 지점

을 포착하여, 디지털 매체가 지닌 여러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상호작용적 대화의 

장을 구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해 앞 절들에서 소설의 서사성, 허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이상적

인 읽기의 방식을 제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되, 각

각의 매체가 지닌 장점들은 수용하고, 디지털 매체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플롯 인식 과정에서의 양상을 시사점으로 하여 얻어

진 새로운 읽기의 가능성은 단순히 소설의 플롯을 판단하는 지점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전반에 전제되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

적인 읽기의 성격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소설의 플롯이라는 성격 자체가 

이미 서사성, 허구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고의 틀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다. 또한, 디지털이 이루고 있는 매체 특성의 특이점이 협력적 읽기의 가능성을 

하나의 과정적 읽기로 한정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구성

적 읽기의 가능성이나 성찰적 읽기의 가능성이 하나의 읽기 절차로서 모색되었다

면, 협력적 읽기는 읽기 활동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의 소설 읽기의 방법을 

확장하는 총체적인 지향으로서 제안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협력적 읽기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하이퍼텍

스트성과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한다. Ⅳ장에서 제시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은 디지털 매체에서 구현되는 소설 텍스트 자체를 변화시켜 읽

기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소설 읽기 공간 자체를 하나의 실제적 

대화의 장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소설 텍스트 중간 중간 하이퍼텍스트를 활용

한 링크가 연결되고, 각각의 각주들이 즉각적으로 발현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또한, 단락마다 실시간 댓글의 형식으로 소설의 내용을 묻고, 의미를 되새기고, 

해석을 가하는 활동이 구현되며, 학습자들은 홀로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중에도 

댓글과 답글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학

습자들은 자신의 제한적인 조망에서 벗어나 동료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의미 구성 과정이나 이야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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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업에 기반으로 삼게 된다. 이는 담론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론장 속에서 학

습자 하나하나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주체 간의 역동적인 의사소통이자 대화의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 협력적인 읽기 방식은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서 말하는 ‘협력

(협동)’의 개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59) 학습자들은 이러한 읽기에서 두 가지 

성격의 협력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1차 모델로서 학습자 자체의 인지 영역’과 2

차 관찰자이자 촉진자인 교사에 의해 관찰되는 ‘2차 모델로서의 근접발달영역’이 

합쳐지는 협력이 있으며, 1차 모델로서의 학습자로 이루어진 ‘동료들 사이에서의 

근접발달영역의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는 과정에

서도 자신의 인지적 영역을 활용하여 읽을 수 있고, 또래 동료들과의 교섭적인 소

통을 통해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교사에 의한 인지

의 통섭을 통해 읽기의 사고가 더욱 확장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협력적 읽기의 방법론은 매체 비평가인 키틀러(F. Kittler)가 제시

하는 읽기 개념의 확장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 키틀러는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기관을 일종의 미디어 장치로 재독해하자고 주장하며, 읽기를 오로지 

시각적 미디어로 제한하는 것은 ‘내적 환각’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글의 독점’ 현

상으로 제한하고, 소리와 빛이라는 새로운 질료에 기반을 둔 글쓰기와 읽기가 실

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0) 이러한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디지털 매체에서 극단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며, 이미 Ⅱ장에서 제시했듯,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장이 협력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실현될 때 더

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읽기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할 수 있으며,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등 상호작

용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의미를 구성해가게 될 것이다.61) 이러한 협력적 읽기

의 제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독자의 자기 이해는 새로운 의미 실현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며, 의미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59) 샤터(J. Shotter)에 의하면 “모두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부는 이미 구성된 상

호작용의 산물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 내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다.”라고 하여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조절(accomodation)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 조절이 일

어나는 부분이 비고츠키가 말하는 협력적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조연주 외,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1998, pp.498-502 참조)

60) F. Kittler, 윤원화 역, 앞의 책, pp.31-32 참조.

61) 최선경, 「대화를 통한 협력적 읽기에서의 상호작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pp.560-5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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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양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

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설계하고, 실증적인 절차로 실제를 진행하여 그 교육

적 효과를 검증한다.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읽기에 있어 학습자들은 매체 

변인에 따라 상이한 읽기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읽기의 방법으로 구성적 읽기, 성찰적 읽기, 협력적 읽기라는 새로운 읽

기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소설 읽기의 장에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반영

하면서도, 텍스트 수용의 장에서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독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독자가 지닌 매체 

문식성, 읽기의 대상인 소설이 지니는 장르 문식성, 학습 독자들의 능동적인 읽기 

참여가 수용되는 교실의 분위기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

을 중심에 두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교

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바탕으로 그 교육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1.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전제

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앞서 디지털 매체의 특성들을 젠킨스(H. Jenkins)의 정의를 빌려 컨버전스

(convergence)라고 명명하였다.1) 컨버전스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모든 디지털 문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시대적 현상이다. 소설 교육이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지금의 학습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담론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타인의 담론장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성을 

핵심으로 하는 컨버전스 문화가 확산하는 것은 교육과 학습 역시 복합적이고 역

동적인 변모가 필요할 때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과정을 컨버전스의 개

1) Ⅱ장에서 컨버전스의 개념을 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변형하고 공유하며 

정보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력, 성찰력, 

파급력으로 이어지는 확장된 개념으로서 재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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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살펴보면, 단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기기 안에 여러 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고, 산재

한 미디어 콘텐츠를 연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적인 전환을 의미한다.2) 

이러한 관점으로 본고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소설 

텍스트 역시 단지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의 속성, 가령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링

크나 SNS 결합을 통한 소통방식과 같은 기술적인 과정의 융합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이는 학습자들 스스로 텍스트를 소통의 장이자 확장된 읽기 공간의 

장, 성찰적 수용의 장으로서 재인식하고,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소설 읽기 교육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전환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처

럼 소설 교육의 장 역시 컨버전스로서 기존의 관계를 바꾸는 시도라고 한다면, 학

습자들에게 다음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4)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구성력’, ‘성찰력’, ‘파급력’이 그것인데, 이들을 Ⅲ장에서 새로운 소설 읽

기의 가능성으로 모색한 ‘구성적 읽기’, ‘성찰적 읽기’, ‘협력적 읽기’를 통해 얻어

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컨버전스의 제 요소들이자, 일련의 교육내

용을 통해 도출되는 성취기준이 될 것이다.

먼저, 구성력은 텍스트에 놓여 있는 여러 요소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야기의 연

결 관계를 창의적으로 인식하여, 의미 도출의 근거로 삼는 상호작용적 문제 인식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구성력을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의 여러 표상을 다각

적으로 인식하고, 구성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성찰력은 텍스트 기저에 놓여있는 여러 맥락의 복합적인 작용을 이해

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

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학습자들은 성찰력을 바탕으로 타자의 이야기인 소설을 나

2) H. Jenkins, “The cultural logic of media conver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7(1), 2004, pp.33-43 참조.

3) 이를 통해 볼 때, 컨버전스는 테크놀로지, 콘텐츠, 장르 등의 특정한 미디어 하위 영역 간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융합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심미적 구조의 해체와 재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예란, 「‘참여’

의 디지털 문화산업적 형성에 대한 연구: UCC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5), 한국언론학회, 2008, p.412)

4) 젠킨스는 앞의 글에서 컨버전스 기반의 학교 수업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새로운 능력들을 다음

의 11가지 수행구조로 분류한다.(Play, Performance, Simulation, Appropriation, Multitasking, 

Distributed Cognition, Collective Intelligence, Judgement, Trans-media Navigation, Networking, 

Negotiation) 본고에서는 이 수행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목표를 구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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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수행구조 (핵심성취기준) 학습목표 (성취기준)

구성력

멀티태스킹
(Multitasking)

링크로 접목된 텍스트를 읽어가며, 서사에 접합된 
맥락들을 즉각적으로 고려하고, 사건의 관계도를 하
이퍼텍스트로 형성한다. 

분산적 인지
(Distributed Cognitive)

텍스트 읽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지 능력들과 텍
스트에 형상화된 도구들, 여러 지식과 정보 등을 의
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재현
(Representation)

텍스트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여러 사건의 관계망을 
조망하고, 자신의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
미를 현재화한다.

성찰력

판단
(Judgement)

텍스트의 서사를 판단하고, 소설 속의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미감적으로, 혹은 성찰적으로 판단한다.

수행
(Performance/Play)

텍스트의 서사 판단을 바탕으로, 그 의미와 개념을 
해석하고, 감성적 지각체로서 심층적으로 인식한다.

전유
(Appropriation)

텍스트에서 발견된 생소한 표지들을 극복하고, 형성
된 의미망을 바탕으로 자기화하여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파급력

네트워킹
(Networking)

텍스트 속의 여러 정보를 찾고, 종합하여 동료에게 
전달한다. 텍스트 속에 여러 장치가 연결될 수 있음
을 안다.

상호작용
(Coworking)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텍스트 내부에서 동료
들과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텍스트 의미를 
구축한다.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동료들과 소통하며 종합화하
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공동체적 의미화 작용
을 경험한다.

<표 10.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수행구조 및 성취기준>

의 것으로 전유하고 성찰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으며, 관계 중심의 사유를 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급력은 텍스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복합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텍스트를 의미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네트워크와 

상호소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학습자들은 파급력을 바탕으

로 자신이 형성한 텍스트 의미를 공유하고 집단 지성으로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능력들은 다음의 수행구조를 지니며, 다음의 내용이 본 교육의 목표로 작

용한다.

위와 같은 능력 및 수행구조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우열의 관계에 있는 것들

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는 과정 전반에 걸쳐 동시적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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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범주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발현되는 반응 양상 기호

명료화하기
다음은 어떤 의미인가. ⓐ

주제는 무엇인가. ⓑ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를 명확히 하는 활동

사전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

중심내용은 무엇인가. ⓓ

어떤 구성의 글인가. ⓔ

상세화하기
인물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가. ⓕ

더 이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게 확장하기 위한 활동

이 부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다른 뜻으로 읽을 수는 없는가. ⓘ

작품 속에 배경을 고려하는가. ⓙ

이전에 읽은 글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객관화하기
작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관련하는가. ⓜ

텍스트의 내용이나 이해과정

을 객관화하는 활동

텍스트의 의미가 현실적인가. ⓝ

나의 해석은 적합한가. ⓞ

주체화하기
내가 공감한 부분은 어디인가. ⓟ

텍스트에 비판할 것이 있는가. ⓠ

텍스트에 제시된 새로운 정

보, 경험, 신념 등을 재확인

하거나 내면화하는 활동

텍스트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가. ⓡ

텍스트를 통해 알게 된 바를 적용할 수 있는가. ⓢ

텍스트를 통해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었는가. ⓣ

<표 11.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발현하는 학습자 반응 범주 사례>

는 각기 다른 작용에서의 결과들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이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각각의 능력들은 핵심성취기준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위

의 세 가지 읽기 방식이 이상적으로 조화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완전한 생비자로

서의 독자로 거듭날 수 있으며, 세 능력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통해 총체적인 능력

을 지닌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⑵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평가 준거

이 항에서는 앞으로 제시할 교수·학습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

안으로, 교육 내용에 적용될 평가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제

시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학습 목표라 할 수 있는 성취기준들

을 중심으로, 그 원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읽기 능력에 대한 교육적 범주를 고려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 자체에 댓글이나 답

글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 

반응의 구성적 작용을 일으키는 양상은 다음의 범주에 따라 이루어진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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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반응들은 모두 국어적 사고 활동으로부터 기인한다. 국어적 사고 활

동이란 국어를 통한 의미의 형성과 산출 활동이라고 정의6)되는데, 텍스트의 이야

기 구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적인 작용은 국어를 통

한 의미의 생성과 조직, 실체화하는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즉 

텍스트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협력적인 작용을 위해 산출되는 학습자들의 물음은 

명료화, 상세화, 객관화, 주체화의 국면에서 작용하며, 이러한 사고 활동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위의 반응들을 평가 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능력이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어

과 교육과정에서 태도를 지식, 기능과 함께 내용 체계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역시 검색, 이해, 해석, 성찰과 평가, 소

통을 포함하는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지털 읽

기 능력이 함유한 정의적 속성은 단기간에 학습자의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는 평

가 준거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활동의 일차적 반응에 대한 평가보다는 절

차적인 교수·학습의 내용 끝에 얻어진 이차적 반응, 인터뷰를 통한 최종 질적 자

료 등이 그 평가 준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된다.

본고에서는 문학 능력의 발현은 읽기, 말하기, 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서만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잠재적 능력이나 숙달성(proficience)까지를 관찰하기

는 어렵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평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7)는 점을 염두에 둔

다. 따라서 학습자의 성취 결과를 집단 내의 다른 학습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방식인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보다는, 학습목표 

등의 절대적인 준거에 비추어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준거지향평가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방식8)을 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세부적 유목이 필요하며, 

이를 <표 10>의 수행구조·성취기준과 <표 11>의 반응 양상 틀을 바탕으로 루브릭

(rubric)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루브릭은 일종의 평가도구 설계안으로서, 하나의 

5) 다음의 반응 범주는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p.171과 p.250의 내

용을 바탕으로 반응의 범주를 구성하였고, 학습자들이 Ⅳ장 2절의 교육의 실제에서 보여준 

반응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코딩한 것이다.

6) 위의 책, p.170.

7) 김창원, 「문학교육 평가론의 자기 성찰」, 『국어교육학연구』 47(0), 국어교육학회, 2013, p107.

8) 홍은숙 외, 『교육학에의 초대』, 교육과학사, 2011,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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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등급 3 (충족) 2 (근접) 1 (미흡)

구

성

력

멀티

태스킹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접합

된 링크를 인식하고, 사

건의 관계도를 하이퍼텍

스트로 형성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접합

된 링크를 인식할 수 있

으나, 새로운 하이퍼텍

스트를 형성할 수 없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링크의 인식과 

새로운 하이퍼텍스트의 

형성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한다.

분산적

인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다양한 인지 능

력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형상화된 도구와 정보 등

을 인식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다양한 인지 능

력은 활용하되, 텍스트에 

형상화된 도구와 정보 추

출에 미흡하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다양한 인지 능

력을 활용하지 못하며, 

텍스트에 형상화된 정보 

등을 인식하지 못한다.

재현

소설 텍스트에 복합적

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관계망을 조망하고, 자

신의 경험세계를 바탕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화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에 복합적

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관계망을 한정적으로 

조망하고, 텍스트의 의

미를 어느 정도 현재화

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에 복합적

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관계망을 조망하지 못

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화하지 못한다.

성

찰

력

판단

소설 텍스트의 서사를 
판단하고, 소설 속의 다
양한 정보 원천들을 미
감적으로, 성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의 서사 요
소를 어느 정도 파악하
고, 소설 속 다양한 정
보 원천들에 대해 부분
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의 서사 요
소를 판단해내지 못하
며, 소설 속의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파악하
지 못한다.

과제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준거에 의해 목록화하고 등급을 결정

하고 점수화하기 위한 도구를 말한다.9) 이러한 틀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

어로 학습자 반응의 약점을 언급하고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며 자기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과 향상을 안내할 수 있다. 이는 준

거나 규준을 넘어 성장 참조 평가10)를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학교육 평가의 

관점도 포괄하는 것이다.

루브릭은 준거(criteria)와 등급(gradation)을 두 축으로 하며, 본고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원리에 작용하는 세 능력을 준거로, 학습자들의 반응 양태

에서 드러나는 진술의 정도를 ‘충족(satisfy)-근접(approach)-미흡(insufficiency)’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루브릭을 제작하였다.

9) H. Goodrich, "Understanding rubrics", Educational leadership 54(4), 1996, p.14.

10) 이와 같은 관점은 평가의 참조 항으로 목표(준거), 학습 집단(규준)뿐 아니라 학습자 개인

의 기존 역량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자아 지향’ 평가라 할 수 있으며, 실제

로 문학 교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가이다. (최인자, 「문학 영역의 교실 내 평가 정착을 

위한 ‘실제적 평가’의 방향성」,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009,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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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소설 텍스트의 서사 판
단을 바탕으로, 그 의미
와 개념을 해석할 수 있
으며, 텍스트를 하나의 
감성적 지각체로서 심층
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의 서사 판
단을 바탕으로, 그 의미
와 개념을 어느 정도 해
석할 수 있으나, 텍스트
를 하나의 감성적 지각
체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소설 텍스트의 서사 판
단을 바탕으로, 그 의미
와 개념을 해석해내지 
못한다.

전유

소설 텍스트에서 발견
된 생소한 표지가 만들
어낸 거리감을 극복하
고, 스스로 형성한 의미
망을 바탕으로 자기화
하여 비판적으로 성찰
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에서 발견
된 생소한 표지들이 만
들어낸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텍스트 의미
망을 통한 자기화에 도
달하지는 못한다.

소설 텍스트에서 생소
한 표지들로 인한 거리
감을 느끼지 못하며, 텍
스트의 의미망을 자기
화하지 못한다.

파

급

력

네트

워킹

소설 텍스트 속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동료에
게 전달할 수 있다. 텍
스트 속에 여러 장치가 
새로운 노드를 통해 연
결될 수 있음을 안다.

소설 텍스트 속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동료
에게 부분적으로 전달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노드의 가능성을 인지
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 속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동료
에게 전달하지 못한다.

상호

작용

소설 텍스트를 읽어가
는 과정에서, 텍스트 내
부에서부터 동료들과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텍스트 의미를 구
축해낼 수 있다.

소설 텍스트를 읽어가
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며, 
텍스트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를 읽어가
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의 양방향적인 의사소
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
게 형성하지 못한다.

집단

지성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해
석을 동료들과 소통하
며 종합할 수 있다. 텍
스트에 대한 공동체적
인 의미화 작용을 일으
킬 수 있다.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해
석을 동료들과 소통하
지만, 종합된 하나의 결
과로는 만들지 못하며, 
텍스트에 대한 공동체
적 의미화 작용이 일부
분 발생한다.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해
석을 동료들과 소통할 
수 없으며, 텍스트에 대
한 공동체적 의미화 작
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표 12.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평가의 준거-루브릭 제작의 예>

2.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실제

이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교육의 목표 및 원리를 

반영하여, 학습자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소설을 읽을 때, 구성적이고 성찰적

이며 협력적인 읽기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구안하고 검증

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제안하는 교육 방법의 구안 및 검증에는 몇 가지가 중요



- 97 -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학습자들이 속해 있는 교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기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소설 읽기 과정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텍스트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학습자들 

사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의 실시간 소통을 고려해야 함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본고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은 1~4차 실험조사에 참여했던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진행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

(스마트 폰)를 통한 디지털 읽기를 경험해본 독자들이기에, 협력적 의사소통의 장

으로 기능하기 위해 활용하는 특정한 스마트 폰 앱을 다루기에 거부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절차적으로 반복되는 실험의 과정에서 동일한 학습자

들의 질적인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 역시 의미 분석에 기본이 되리라 판단하여 

교육 처치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산출한 

반응들의 양상을 <표 11>에서 제시한 국어적 사고 활동의 범주를 활용하여 성격

을 규정하고, 분석하여 그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소설 텍스트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 

프로그램은 구글(Google)이 웹상에서 다수의 협력적 문서 작업을 가능하도록 제공

한 ‘구글 독스(Google Docs)’라는 프로그램의 스마트 폰 앱(app명은 구글문서)을 

활용하였다. 학습자들은 구글 독스 앱을 통해 연구자가 미리 게재해 놓은 소설 텍

스트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며, 각주와 링크를 통해 자신만의 노드를 형성할 수

도 있다. 또한, 원하는 항목에 댓글을 달아 자신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실시

간으로 다른 사람의 댓글에 답을 달아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 

한편, 연구자가 미리 제공해놓은 각주나 하이퍼링크를 통해 소설을 읽는 데 필

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소설을 읽는 가운데 궁금한 단어나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검색하여 찾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또 다른 링크

로 만들 수 있고, 댓글을 통해 다른 동료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교실 

환경이 일으키는 폐쇄적인 읽기 공간을 극복하여, 열린 텍스트로의 변이를 가능하

게 하였다.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소통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답을 내려주지 않고, 

때로는 동일한 자격의 동료로서 때로는 활동의 촉진자로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반응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과정을 같은 눈높

이에서 조망하게 되었다.11) 

11) 이러한 읽기의 현상에서 교사의 역할은 해석자, 구성자,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촉진자로

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큐레이터(curator)’여야 한다. 큐레이터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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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차수

실험
시기

실험
대상

실험 
인원 대상 텍스트 실험 내용 기

호

5차
16년

9월

서울S중 

1학년

24명

(남14,

여10)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1차 조사(㉤)를 진행한 학급 중 1개의 동일한 

학급을 대상으로, 2차시의 내용으로 Ⅳ장의 수업 

설계 검증

㉨

6차
16년

10월

서울S중

2학년

16명

(남8,

여8)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2차 조사(㉥) 및 4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전

원을 대상으로 Ⅳ장의 수업 설계 검증

-교수·학습 효과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을 위

한 심층 인터뷰 시행

㉩

7차
16년

10월

서울S중

1학년

26명

(남14,

여12)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과 ㉩에서 실시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교육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적 처

치를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설정(본 대조군

은 1차 조사(㉤)를 진행한 학급 중 1개의 학급임)

-13명은 디지털 매체로, 13명은 인쇄 매체로 소

설 읽기를 진행한 후 동일한 학습활동을 진행한 

후 ㉨, ㉩과 반응 비교 분석

㉪

<표 13. Ⅳ장 교수·학습 적용 실험의 개요>

Ⅲ장에서 살펴본 양상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는 와중에 소설

의 서사성을 인식하고, 텍스트 내부의 구조화된 틀에 따라 플롯을 탐색하고, 이 

안에서 복합적인 의미화 작용을 통해 해석하며 읽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들은 구성적이고, 성찰적이며, 협력적인 읽기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살

필 수 있었고 이 과정들이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설을 읽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구성력, 성찰력, 파급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련의 교

수·학습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의 검증 실험에서는 2차시의 블록 타임 수업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채로 진행하였고, 구글 독스를 활용한 상황에서 박완

서의 「도둑맞은 가난」을 텍스트로 하였다. 수업은 별도의 작품 설명이나, 작가

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는 시간 없이 바로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접하게 될 텍스트의 기본 얼개만을 제공하고, 학습자들 스스로 텍스트를 

감상,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만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 절대적인 해석의 권위는 부여

되지 않으며, 수업의 전반을 관리하고 수업 형태와 구성만을 관리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G. 

Stockwell, “Digital Media Literacy in Lagunage Teaching”,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5, pp.345-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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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놓여 있는 각주와 링크들을 통해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정

보들을 수집하였고, 연구자가 제공해놓은 노드들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기

도 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독려하기 위해 6인씩 네 모둠으로 나누어 한 텍스

트상에서 댓글을 통해 질문하고, 서로 답하며 읽어나가게 하였고, 자신들이 만든 

링크를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를 형성하게 하였다. 읽기가 끝난 후 모둠별로 형성

된 텍스트를 상호 조회하고, 개별로 작성한 댓글과 답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모든 읽기가 종료된 후, 예비1~2차, 본 실험

1~4차 조사 때와 같은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된 활동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질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회상, 연상, 줄거리를 묻고, 사실 및 진위

판단 문항들에 답을 하였다.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진행한 활동들에 대해 소감 및 비평을 묻

는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집단 역시 ㉨집단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의 분석을 위해 ㉪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같은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

의 반응을 수집하였다. ㉪집단은 본고에서 설계한 교수·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채, 

Ⅲ장의 양상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조로 나누어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통

한 소설 읽기만을 진행하였으며, ㉩집단이 작성한 읽기 후 활동을 동일하게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 절차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

고, 그 반응과 해석의 차이에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진행된 학습자들의 활동은 ‘⑴하이퍼텍스트를 통한 표상의 인지’-‘⑵

노드와 링크를 통한 정보의 탐색’-‘⑶확장적 조망을 통한 맥락의 연합’-‘⑷디지털 

전유를 통한 자기화’-‘⑸실시간 교섭을 통한 의미 재생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⑴과 ⑵는 구성적 읽기의 성격이 ⑶과 ⑷는 성찰적 읽기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⑸

단계를 비롯한 모든 단계에서 협력적 읽기의 파급력이 전제되어 있다.12) 이렇게 

형성되는 플롯에 대한 전체적 조망 위에서 구성력을 바탕으로 한 표상의 인지와 

정보의 탐색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소통 및 확장적인 조망을 통해 

다양한 맥락을 연합하고, 전유하는 성찰력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항에서 

학습자들이 드러낸 반응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할 것이다. 

12) 활동의 각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읽기의 성격이 존재함에도, 본고의 Ⅲ장에서 정의한 ‘구성

적 읽기’, ‘성찰적 읽기’, ‘협력적 읽기’의 세 가지 읽기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모든 현상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읽기의 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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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①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표상의 인지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어나가며 텍스트에 존재하는 표지들과의 접점을 형성한

다. 디지털 매체에서 활용 가능한 하이퍼링크13)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텍

스트에서 관심 국면으로 포착하는 지점들을 표시하게 하였다. 학습자들이 포착한 

관심 국면은 대개 낯선 어휘나, 배경 묘사에 대한 물음,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의 

언술에 대한 물음, 제목이나 소재 등과 같은 화소들의 의미에 대한 물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이 포착한 지점들을 

규명하고자 하거나, 자신이 조망한 다른 지점과의 링크를 형성해 해석의 근거들을 

찾는다. 이에 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가난-1]

[㉨-가난-5]

[㉨-가난-3]   

학습자들이 초점화하여 댓글이나 하이퍼링크를 연결한 지점은 위와 같이 텍스

트 위에 음영으로 표기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댓글 창이 하이퍼텍스트로 연결

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위에서 단어나 구절, 문장, 혹은 한 단락 전체에 자신의 

임의대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의 반응은 학습자들의 

포착 지점으로 소설의 제목이 선택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반응이

다. 학습자들은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말뜻에 대해 추리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

의 사고 반응 범주14) 중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15)에 해당

13) 하이퍼링크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내의 하나의 단어나 구(phrase), 기호, 화상과 같은 요소

와 그 문서 내외의 다른 요소 또는 다른 하이퍼텍스트 문서 요소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14) 본 절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함에 있어, 사고 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본고의 p.93에 

제시한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발현되는 사고 반응 범주에 입각한다.

15) 다음은 [명료화하기-ⓐ]에 해당하며,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활동으

로서 ‘명료화하기’ 중 “다음은 어떤 의미인가.”에 해당하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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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습자들은 제목과 같은 구절 대신 텍스트에 재현되는 하나의 사건에서도 

명료화 과정을 드러내며, 텍스트 의미 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는 다음의 

반응에서 드러난다.

[㉨-가난-16]

[㉨-가난-17]

이렇듯 학습자들의 댓글 달기를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에의 포착은 일종의 몰입

(immersion)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몰입은 현실과 다른 세계로 빠져들어 가는 경

험이며,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의 수용자가 경험

하는 미적 체험을 의미한다.16) 디지털 공간에서 학습자는 다른 세계, 즉 가상 세

계를 체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몰입을 통해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양상이 강조된다. 디지털 매체에서 몰입의 가능성은 주체와 대상 

간의 경계를 해체하며, 예술 자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자

신이 포착한 사건과 명료화의 물음을 통해 발생하는 의미화 사이의 미결정적 상

태가 만들어내는 빈틈에서 학습자의 상상과 추론, 상호 협력적 읽기를 통한 전유

의 가능성이 실현된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표상의 인지를 통해 발현되는 

몰입17)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화와 해석, 전유에 도달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

이 밖에도 학습자들은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국면에서 표상을 추출하고, 이를 소통의 장으로 링크화한다. 즉 이 과정은 소설 

텍스트를 분해하여 하이퍼텍스트로 만드는 작용에 해당하며, 사건 일부분을 포착

16) 최문규·유현주, 「매혹, 압도, 몰입의 미학 -매체의 폭력과 성찰의 가능성」, 『뷔히너와 

현대문학』33, 한국뷔히너학회, 2009, pp.361-362 참조. 

17) 이때의 몰입은 ‘조절(control)’, ‘집중(attention)’, ‘호기심(curiosity)’, ‘내재적 흥미(intrinsic 

interest)’로 몰입의 개념을 설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C. Mihaly)의 정의로도 이해할 수 

있다. 미하이는 몰입을 타자에 관한 관심이 내재적 쾌락에 의해 충족되는 국면으로 파악하여, 

타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파악하고, 환원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 (C. Mihaly,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 역, 『몰입』, 한울림, 2004, 

p.256-258 참조) 이렇게 파악했을 때도, 본고에서 학습자들이 텍스트상의 표상들에 관심을 

집중하여 의미화의 작용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을 몰입으로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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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반응 내용

명료화하기-ⓑ

“주제는 무엇인가”

㉨-가난-10 소설의 중심 내용에 대한 

물음을 통해 소설 전체 국

면에 관한 관심을 포착한다.

명료화하기-ⓒ

“사전적인 개념

은 무엇인가” ㉨-가난-1

텍스트에서 뜻을 모르는 단

어를 포착해, 사전적 개념을 

탐색하고자 한다.

명료화하기-ⓓ

“중심내용은 무

엇인가”

㉨-가난-10

텍스트 속의 하나의 사건이

나 상황 진술에 대해 중심 

내용을 포착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명료화하기-ⓔ

“어떤 구성의 글

인가”

㉨-가난-15 텍스트의 구조를 포착하여, 

텍스트 중간중간의 구성을 

탐색한다.

하여 중심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다든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에 대

해 사전적 정의를 탐색한다든지, 종합적인 조망에서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주제 자체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다음은 각각의 학습자 반응의 유형 사례이다.

이처럼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표상의 인지 과정에는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어나

가며 떠올리는 질문이나, 의문, 해석의 시초가 되는 몰입의 지점들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짧은 물음 제기를 통해 명료화 작업을 시도하고, 이 

물음들을 통해 텍스트의 상세화 작업과 객관화 작업이 시작된다. 이 과정까지는 

학습자들의 혼자 읽기 상황에서 놓이는 여러 의문이기에 특별한 형식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고,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연상과 댓글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개인이 의식할 수 있는 최초의 반응들을 타자의 관점이나, 교사의 존

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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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드와 링크를 통한 정보의 탐색

학습자들은 자신이 포착한 텍스트 속 표상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텍스트 내

에 존재하는 각주와 링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참고하는 각주

와 링크는 교사에 의해 주어진 것일 수도 있으며, 학습자 자신이 직접 구성한 것일 

수도 있다. 학습자는 텍스트 외적 영역으로부터의 탐색 작업을 통해 얻어낸 정보들

을 바탕으로 새로운 링크를 만들고, 새로운 각주를 형성하여 동료들에게 제공한다. 

동시에 다른 학습자들이 만든 링크와 각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정보의 

연합을 더 해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둘러싼 무수한 정보원들로부

터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탐색의 과정에서부터, 그 의미들을 묶

어내어 하나의 해석으로 만들기 위한 주체적인 의미화 과정까지 두루 이루어낸다. 

이러한 정보 탐색은 일종의 서사 추론의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는 추론(inference)18)을 통해 텍스트에서 포착한 표상들의 의미를 도출하고

자 하며, 일차적으로는 텍스트 내에서 그 정보를 탐색한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

서는 텍스트 내에서의 논리적 구조를 통한 서사적 논리의 내적 정보를 탐색하기

에 앞서 노드와 링크, 검색을 통한 즉각적인 탐색 작업이 선행된다. 앞서 [명료화

하기-ⓒ]의 반응을 보여준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 탐색 활동을 수행하였다.

⑴ [명료화하기-ⓒ]의 반응 ⑵ 검색을 통한 사전적 개념의 탐색

㉨-가난-1

⑶ 단어의 각주화를 통한 개념 정의

18) 추론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사고 활동이다. 최인자는 서사 추

론의 개념을 서사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작동하는 추론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

다.(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 추론 교육」, 『국어교육』122(0), 

한국어교육학회, 2007, p.442) 본고에서 활용하는 추론의 의미 역시 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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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명료화하기-ⓓ]의 반응 ⑵ 텍스트 내의 단서 포착#1

㉨-가난-10

㉨-가난-8

⑶ 텍스트 내의 단서 포착#2 ⑷ 텍스트 내의 단서 포착#3

㉨-가난-12
㉨-가난-10

이렇듯 학습자들은 스스로 텍스트를 읽는 동시에 단어의 뜻풀이를 찾고, 다른 

동료들을 위해 각주라는 노드를 새롭게 생성해낸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등장하

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각주를 생성하였고(총 48개의 단어), 링크를 생성하여 

해당 단어의 이미지를 제공(총 12건)하였다.19) 하지만 이와 같은 일차적 의미 차

원의 정보 탐색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학습자들의 서사 추론은 

텍스트 내에서의 사건들을 조망하여, 이를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 빈번했다. 이러

한 상호 연결은 텍스트의 단락과 단락을 링크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텍

스트 내에 제시된 인물의 언술이나, 행위, 배경 묘사 등에서 단서를 찾는다. 앞서 

텍스트의 표상을 포착하여 인지한 [명료화하기-ⓓ] 반응을 보여준 학습자의 경우 

노드와 링크를 통한 정보의 탐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9) 학습자들은 시대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 텍스트 속의 소재들인, ‘슬레이트 지붕, 루핑 조각, 

멕기공장’과 같은 단어들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여, 이를 묘사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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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텍스트 내에서의 단서 포착은 텍스트 이면에 대한 탐색이라 할 수 있

는데, 독자는 텍스트 내 서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작가가 표시해놓은 것, 혹

은 서술자의 언표에 주목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내에서 주인공 ‘나’의 “가난의 

냄새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언술에 대한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세 가지 서로 다

른 단서를 포착하였다.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서술자로서의 ‘나’의 목소리는 첫 번

째 진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드로서 기능하는 각각의 정보소가 된다. 이러한 

추론의 과정은 서사 전개에서의 의미 추론20)이라 할 수 있는데, 서사의 진행 과정

에서 행위 주체를 중심으로 서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논리적인 구조화 시도에 해

당한다. 다음의 [㉨-가난-10] 학습자는 세 가지 텍스트 내의 단서를 중심으로 다

음과 같은 해석에 도달한다. 다음의 반응은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

로 확장하고자, 텍스트 내의 다양한 부분을 단서로 추론해낸 결과이다.

이 밖에도 학습자들은 텍스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국면들을 단서로 포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나간다. 인물의 말에 주목하여, 앞에서 한 말과 대조하여 

상세화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며, 이때에는 동일한 인물의 과거 언술이 하나의 정

보소이자 단서로 기능하여 이어지는 언술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종

결된 텍스트의 다음 이야기를 추론하기 위해 텍스트 내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자 하거나 링크를 통해 텍스트 이후의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것 역시 여러 노드

와 링크를 통한 정보의 탐색 사례로서 분석된다. 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에서 나타

난 반응은 다음과 같다.

20) 워렌 등(W. H. Warren & D. W. Nicholas, T. Trabasso)은 줄거리 구성에 필요한 하위 

유형으로 ⑴논리적 추론, ⑵정보적 추론, ⑶가치 추론을 들며, 이는 사실과 가치, 정보와 논

리를 고루 갖추고 있어 서사 추론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이 중 논리

적 추론은 다시 ‘서사적 문제의 추론’과 ‘양상 범주에 의한 서사 전개의 의미 추론’, ‘주제 

추론’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최인자, 앞의 글, pp.449-454 참조)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보

여주는 정보의 탐색을 통한 의미의 추론이 ‘논리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서술자

의 언술에 주목하는 것을 양상 범주에 의한 서사 전개의 의미 추론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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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반응 내용

상세화하기-ⓕ

“인물은 왜 이

런 방식으로 말

하는가”
㉨-가난-22

인물의 말에 주목하여, 

왜 인물이 이렇게 말

하게 되었는지를 떠올

리는 과정에서 이전에 

인물이 했던 말을 근

거로 삼아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상세화하기-ⓖ

“더 이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나

오는가”

㉨-가난-19

㉨-가난-20

㉨-가난-22

소설 말미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지 추론하며, 이때는 

앞서 밝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소설 속 다양한 국면들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와 포착된 

단서들에 대한 상상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여러 표상을 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적인 읽기의 방식은 소설에 산재하는 개개의 서사들을 종합

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게 한다. 

③ 확장적 조망을 통한 맥락의 연합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선별하고 초점화한 텍스트의 여러 국면을 의미화하는 과정

에서 텍스트 안팎의 기저에 놓여있는 상이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의 연합을 통

해 해석을 시도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사를 파악

하지만,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실재적 근거들만을 포착해 소설을 읽지는 않는다. 

텍스트 이면에 놓여 있는 서사적 장치들을 추론하고, 텍스트가 사회, 문화, 역사적

인 시공간들과 맺는 여러 가지의 맥락들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

다. 이때 맥락이란 표현하고 이해하는 문학 활동이 형성하는 일종의 관계망이

다.21)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으며 텍스트 내적으로, 텍스트 외적으로, 자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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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검색을 통한 작가의 생애사 조회 ⑵ 작가의 생애 맥락이 반영된 의미화

㉨-가난-10 ㉨-가난-10

이나 경험에 따라서, 텍스트 본위의 상황에서, 작가의 상황에서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한다. 에코(U. Eco)는 기호학적 해석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맥락적 

해석 범주(Contextual Interpretation)’를 해석의 범주 중 하나로 제시한다. 이에 

따른 맥락적 해석은 소설 텍스트의 해석을 발산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다층적 맥락

들을 상호 작용시켜 타당한 의미를 잠정적으로 확정 짓는 활동이 된다.22)

본고에서는 다양한 맥락의 양상을 생산의 측면에서 작가 맥락, 텍스트 내적인 맥

락으로서 시대적·역사적 맥락, 텍스트 내의 논리적 흐름에 따른 상황적 맥락 등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또한, 수용 맥락과 텍스트 외적인 맥락으로는 학습자가 속해 있

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학습자가 지닌 경험의 맥락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읽기의 과정은 소설 텍스트를 상세화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이자 텍스

트의 내용을 확장하는 시도가 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구체적인 표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그 맥락을 탐색하였다.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작

가의 생애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이다. 학습자들은 링크를 활용하여, 작가의 생애를 

검색하고, 이를 노드로 구성하여 텍스트에 제시하였다.23)

또한,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어내는 학습자들도 있었는데, 이

들은 기존의 소설 교육 시간에 이미 배웠던, 작가의 다른 작품 「자전거 도둑」을 

의미화 과정의 노드로 끌어와 작품 이해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습자들

은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고려를 빈번

21) 맥락의 차원에서 작가, 작품, 독자 등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관계 속에서 활동한

다. 문학의 맥락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활, 문화, 역사, 사회적 양상에서 의미

와 생산관계를 맺는다.(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221)

22) 우신영, 「현대소설 해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p.21-23에서는 

맥락적 해석을 텍스트의 생산 맥락이나 문학사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 혹은 해석자의 

수용 맥락이나 소통 맥락 등을 적용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23) 다음의 반응은 [객관화하기-ⓛ]유형으로, 작가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작가의 의도는 무

엇이며 그 내용은 합당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고 활동의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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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7 다음의 반응은 [상세화하기-ⓚ]

의 사고 활동으로서, 이전에 읽

었던 작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

로 의미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하게 보여준다. 자신이 이미 읽거나 보았던 여러 서사의 장르 중 유사한 구조, 유

사한 소재, 유사한 주제 의식, 인물 등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떠올려 해석의 도구

로 삼는 것인데, 이는 해석의 메타적 조망 능력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반응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주목하는 맥락은 바로 텍스트 내적 요소로서,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고려이다. 학습자들은 작품이 그려지는 시공간적 배경을 시대적 맥락

을 바탕으로 역사·사회·문화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짙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서술된 표지들을 통해 텍스트의 시대적 맥락을 인식하고, 상호 조회를 통해 그 맥

락을 추론한다. 학습자들은 「도둑맞은 가난」에서 “슬레이트 지붕, 루핑 조각, 

재봉공장, 멕기공장, 5원짜리 풀빵, 연탄, 트랜지스터, 호마이카 상, 판잣집, 월급 

만원, 월세 4천 원 등”의 표지에 주목하여 시대적 배경을 추론하고, ‘1970년대 산

업화 시대의 도시’라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접목한다. 

㉨-가난-13 다음의 반응은 [상세화하기-

ⓙ]의 사고 활동으로서, 텍스

트 속에 등장하는 다층적인 맥

락들, 가령 역사, 사회, 문화

적인 맥락들을 조회하여 텍스

트를 해석하는 사고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이 해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맥락은 바로 수용

의 관점에서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현재 본인이 

속해있는 시공간의 맥락을 바탕으로 텍스트 속의 시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학

습자들은 텍스트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현재화하여 구체화하는 경향이 강한데, 

텍스트의 시간 속 인물의 말과 행위를 학습자의 현재 시간 속에서 재현하고자 한

다.24)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 맥락을 고려한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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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15
다음의 반응은 [상세화하기-

ⓜ]의 사고 활동으로서, 독자

가 살고 있는 현재적 맥락과 

독자의 체험에서 만들어진 경

험맥락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여, 해석하는 활

동이다.

이렇게 학습자는 텍스트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재적 맥락 

속에서 재현한다. 이렇게 재현된 세상은 리쾨르의 논의에 따라, 텍스트 바깥에서 

텍스트 내부의 실천적 행위에 대해 그 표상을 드러내면서도 변형된 양상, 즉 재형

상화된 세계로서 실재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이처럼 재형상화된 세계 속에서 자신

이 놓여 있는 지점을 조망하고,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텍

스트 속의 세계를 객관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기화를 이루

어내는 과정은 전유의 단계에서 발현되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디지털 전유를 통한 자기화

학습자들은 하이퍼텍스트상에 존재하는 여러 노드와 링크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와중에 몰입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표상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여러 지

점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이해를 이루어낸다. 또한, 텍스트 내외에 놓여

있는 여러 맥락을 상호 조망하여 해석의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텍스트의 의미

가 확정되고 자기의 해석이 완성된다. 앞서 전유의 개념을 리쾨르의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면, 학습자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전유의 과정 역시 

텍스트의 이해(understanding)에서 맥락과의 조우를 통한 객관화 작업에 의한 설명

24) 리쾨르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재현성(representance)과 대리성

(lieutenance)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재현성은 차례로 동일자로 환원하고, 타자성을 식별하

며,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독자는 재현성이나 대리성과 대별되는 것으로서, 실천적 

행위에 대해 드러내고 변형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재현과 대리는 돌이켜보았지만 

변화되고, 다른 삶을 의미하는바, 재현성이라는 개념도 형상화가 아닌 재형상화의 과제로 남

게 된다. 한편, 텍스트 세계라는 개념과 함께 문학 작품은 그 내재적 구조의 분석이 요구하는 

텍스트 ‘내적’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바깥’, ‘타자’를 향한 열림을 나타내게 되었다. 독서를 통

해 얻어지는 형상화에서 이러한 바깥을 향한 재형상화로 나아가는 지점에서 독자의 세계와의 

조우가 일어나며, 그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남는다. (P. Ricoeur, Temps et Recit 3 : Le 

Temps Raconte,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지성사, 2004, pp.303-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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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자기 이해(comprehension)로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

다.25) 이는 가다머(H. G. Gadamer)가 독자의 세계 지평이 텍스트를 통해 작가의 

세계 지평과 합일된다는 점에서 제시한 ‘지평 융합(fusion d'horizons)’의 개념으로

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독자가 텍스트를 매개로 자기 이해로 도달하게 된다

는 의미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적용(applica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

다.26)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자기화의 결과

로 맺는 ‘전유’의 개념을 “독자의 사고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화에 이르는 행위”로 정의한다.27)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통해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현

재적 관점에서 읽는다든지, 비판적인 관점에서 혹은 공감적인 관점에서 사유를 나

열한다든지, 내적 대화 혹은 텍스트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 등으로 전유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전유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실현될 가

능성이 더욱 커진다. 학습자 자신이 알 수 없는, 타자화된 대상으로의 텍스트 속

의 세계는 디지털 매체의 하이퍼텍스트적인 성격과 링크와 자유로운 상호 조망을 

통해 즉각적으로 현재화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소설을 감상하는 순간순간에

도 동료와 타자의 감상과 대조하며,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텍스트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유’의 기회가 보장된다. 무엇보다 반복적이고 양방향적인 

피드백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의 부족한 지점을 찾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의 재생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도둑맞은 가

난」을 본고의 교육적 절차에 따라 읽고 난 후, 최종적으로 내린 해석이다.28)

25) 리쾨르의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면, 이질적이고, 거리가 있었던 어떤 것을 자신의 것

으로 만드는 작업이자, 근대를 떠받들고 있던 코기토(cogito)적인 주체와 결별하고, ‘현현의 

주제’에 해당한다. 즉, ‘나는 생각한다.’ 중심의 해석에서 ‘나는 존재한다.’의 해석으로 바뀌

게 된 존재론적 해석학을 말한다.(P. Ricoeur, 김윤성·조현범 역, 앞의 책, pp.82-84 참조)

26) H. 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2』, 문학동네, 

2012, pp.192-194 참조. 

27) 정래필은 소설 읽기 교육에서 활용되는 ‘전유’의 다양한 의미 범주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⑴대화를 통한 독자의 존재 의식을 규명한다, ⑵독자의 사고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⑶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내면화를 완성한다, ⑷사회 구조와 현대 문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를 전유 개념의 범주로 정의한다.(정래필,「소설 읽기 교육의 

‘전유’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103, 한국어교육학회, 2015, p.119) 본고에서는 이 중 

⑴과 ⑵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새롭게 재정의하고자 한다.

28) 앞서 진행한 모든 반응과 마찬가지로, 전유를 확인하는 활동도 디지털 매체상에서 댓글 

형태의 글쓰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절차에서의 반응은 디지털 상태 원문을 제시하기에

는 가독성이 떨어져, 연구자가 전사한 반응을 나열한다. 이 활동과 함께 학습자 개개인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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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가난」에는 속물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소설은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자전거 도둑에서 이미 봤듯이 이때의 도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

진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모두 돈,돈,돈만 외친다. 주인공은 가난 때문에 죽어버린 가족들

처럼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상훈이같은 가난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

난을 도둑맞는다. Ⓑ마지막에 돈 던져줄때는 정말 욕이 다 나왔다. Ⓒ이 소설에 나오는 

상훈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보여주고 싶다. 주인공은 상훈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때리기까지 한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랬을까. 사실 (주인공 ‘나’랑) Ⓔ상훈이랑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성

공하는 그런 이야기일줄 알았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다. [㉨-가난-7]

위의 반응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맥락에서 텍스트를 조망한다. 우선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텍스트 외적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동원하여 텍스트의 시대적 배

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상호텍스트적인 맥락도 반영시킨다. 이렇게 도출된 맥락

을 배경지식으로 삼아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도출한다.(Ⓐ) 학습

자는 또한 등장인물의 행위나 성격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인물이 보

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다른 인물이 느끼는 바에 공감하여, 비판을 가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전유의 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

는 인물을 바탕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유사한 상황과 연결해 현재화하는 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전유의 기저에는 주인공 ‘나’가 겪는 여러 사건에 대한 몰입과 

감정 이입이 기반을 두는데, 학습자는 마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한 명의 타

자처럼 인물을 대하며, 그에게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학습자

는 소설의 감상에서 소설 결말에 대한 개연성을 마련하여,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

을 도출시키기도 한다.(Ⓔ) 이 역시 확장적인 텍스트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전유의 한 예이다. 다음의 반응 역시 학습자의 전유가 일어난 사례이다.

「도둑맞은 가난」의 Ⓐ주인공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무리 연탄값을 아

끼고, 방세를 아낀다고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남자랑 한집에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

는 것 같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

는데, 그 사람들도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아무리 한 눈에 반했다고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모은 돈까지 그냥 다 줘버리고, 물론 거짓말하고 가난한 

척 체험해보고 싶어서 몰래 숨기고 있는 상훈이는 더 나쁜놈이지만, 나는 주인공도 전혀 

이해가 안된다.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엄마 친구인 공장 사장한테 부탁해서 공장에 살

던지 하지 절대 저렇게 아무랑 막 살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다. [㉨-가난-4]

응에 대한 동료들의 답글 달기 활동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텍스트 의미의 

재생산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절차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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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도둑맞은 가난」의 상훈이가 굉장히 궁금하다. 솔직히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

서 나쁘게 보이는 거 같아도, 주인공한테 학교 교육까지 시켜주고 싶어서 돌아왔고, 

그 폐병환자한테 다 줘버린 돈도 갚으려고 돌아온 거 봐도 상훈이는 어떻게 보면 순수

한 사람인거 같다. 드라마에 나오는 백마 탄 왕자? 착한 재벌2세? 그런 거 같은데, 꼭 

주인공이 가난을 도둑맞았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다른 친구들은 어

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가난-15]

↳ 나는 완전 다르게 생각해ㅠㅠ. 상훈이가 마지막에 자기가 준 돈 던져버리고 화낸다고 

위의 반응을 보인 학습자는 텍스트의 주인공인 ‘나’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여 텍

스트를 전유하고 있다. 특히 이 학습자는 주인공에게 공감하여 읽기보다는 상황과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텍스트 속에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행하는 주인공에 대한 평가를 근

거로 하여, 주인공의 행위를 비판하며(Ⓑ), 이 역시 소설 세계 속 타자의 시선으로 

인물을 조망하는 확장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이 주인공의 

상황과 같다고 가정하는 현재화 및 자기화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때 주인공의 

선택과 자신의 선택을 대조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⑤ 실시간 교섭을 통한 의미 재생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은 앞서도 여러 

번 밝혔듯, 텍스트 자체를 하나의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공론화 가능성을 높여준

다는 점에 있다. 학습자들은 의도적으로 쟁점화될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중심으

로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 개개인이 전유를 통해 완

성한 해석 담론 간의 교섭이 일어나게 되고, 해석과 해석의 조우는 변증법적인 상

호작용을 일으킨다. 학습자들은 동시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점차 해석의 조정과 

연합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텍스트의 의미는 한 차원 더 높게 구성되며 재생산된

다. 학습자들이 각각의 반응에 대해 댓글과 답글 달기 형식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

어 적극적인 대화를 일으킨 반응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앞서 동료들의 반응을 요

청했던 [㉨-가난-15]의 반응에 대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하였다.29)

29) 학습자들 사이에 진행된 댓글·답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더욱 즉각적인 반응들이 발생

하였으며, 다른 반응에서보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의 오류가 빈번했다. 다음의 반응들은 연

구자가 전사하면서 과도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일부 수정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답글 

달기 활동에서 이모티콘 등의 기호를 자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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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하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뭐 최고라고 하잖아. 그건 순수한 게 아니

고 멍청한 거 같은데-_-? [㉨-가난-13]

↳ 맞아. 그리고 상훈이도 주인공을 좋아했으면, 진작 사실대로 말했을 텐데 전혀 안 그

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잖아!!!. [㉨-가난-18]

↳ ㅠㅠ드라마 같은 데 봐도 처음에는 다 숨기고 그러다가 점점 변해가지고 주인공 도와

서 같이 성공하고 그러잖아. 상훈이도 폐병환자도 도와주려고 하고 했고, 주인공이 시

키는 대로 다 하고...ㅎㅎ (중략) [㉨-가난-15]

↳ 그럼 너 같으면 상훈이 같은 애 만날래^^? [㉨-가난-13]

↳ 아 그건 전혀 아니ㅋㅋ, 네 말처럼 상훈이는 순수한 거 아니면 바보 같은 거 일수도 

있을 거 같다. [㉨-가난-15]

위와 같은 대화의 장30)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인물에 대한 비평을 나름대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이들이 인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은, 

텍스트를 읽어나가며 작중인물의 인식과 가치 판단을 초점화하는 부분이 서로 다

름에서 비롯한다.31) 때로는 작중인물의 눈으로 비친 대상에 초점화하여 인물을 

평가하고[㉨-가난-15],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놓인 심리적인 측면을 추론하여 초점

화하기도 한다.[㉨-가난-13] 또한 그런 판단이 놓인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인물

의 행위를 초점화하기도 하는 등[㉨-가난-18] 학습자들이 인물에 대해 초점화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다. [㉨-가난-15]는 자신의 의견과 서로 다른 관점을 피력하는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동료들의 반응 일부를 채택해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료들

과의 의사소통의 장에서 학습자는 반응을 구체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텍스트 의

미 재생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학습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의 교섭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의사소

통의 장은 자신들의 전유 결과를 평가하고, 만족하는 상찬의 장일 수 있다. 학습

자들은 동료들의 반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나,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

는 지점 등을 선별해내며, 자신의 해석에 도움이 될 지점으로 만든다. 또한, 자신

30)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디지털 매체 환경의 공론장은 문자로 이루어짐에도 다분히 구술성이 

담보된 문자성의 성격을 드러낸다. 학습자들의 교섭 과정은 마치 입말로 이루어지는 토론의 

장면처럼, 글 속에 이모티콘이나 줄임말, 시각화된 기호를 활용한 감정의 표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한 성격은 앞서 월터 옹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던 2차 구술성, 혹은 

3차 구술성으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1) 리먼-케넌(S. Rimmon-Kenan)에 의하면 소설 속 초점화의 국면은 시각의 문제로만 한정

할 수는 없고, 지각적인 국면, 심리적인 국면, 관념적인 국면으로 나뉘게 된다.(S.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시

학』, 예림기획, 1999, pp.138-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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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가난」에는 속물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소설은 70년대 산업화 시

대를 배경으로 한다. 자전거 도둑에서 이미 봤듯이 이 때의 도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

진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모두 돈,돈,돈만 외친다. 주인공은 가난 때문에 죽어버린 가

족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상훈이같은 가난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게 가난을 도둑맞는다. 마지막에 돈 던져줄때는 정말 욕이 다 나왔다. 이 소설에 나오

는 상훈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보여주고 싶다. 주인공은 상훈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때리기까지 한다. 얼

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랬을까. 사실 (주인공‘나’랑) 상훈이랑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일줄 알았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다. [㉨-가난-7]

↳ 완전 잘 썼는데ㅋㅋ? 자전거 도둑에서 수남이가 겪은 거랑 여기 주인공이랑 비교하니

까 진짜 인정!. [㉨-가난-5]

↳ 맞아.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음^^;; 나는 그래도 주인공이 전혀 이해 안 됨. 어떻게 돈 

없다고 아무하고나 같이 살아-_-;;; [㉨-가난-4]

↳ 역시 이거만 봐도 이해 다 될 듯~ [㉨-가난-1]

↳ ㅋㅋㅋㅋ 감사, 근데 주인공은 가족들도 다 죽어버리고, 외롭고 힘들고 뭔가 가족이 필

요했을 거 같아 [㉨-가난-7] (중략)

↳ 진짜 속물들 진짜 싫어. 나도 주인공이 상훈이 막 팰 때, 완전 속 시원했음!! [㉨-가난-2]

의 반응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주목하며 자신의 해석을 점검하기도 한다. 앞서 

[㉨-가난-7]의 반응에 대해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보여주었다.

위의 반응에서 학습자들은 공감을 중심으로 동료의 반응을 바라다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응에서 놓쳤던 맥락이나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동료의 반응을 또 하

나의 텍스트 이해를 위한 노드로 구성해 수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가난-5] 또

한, 동의하는 부분과 쟁점화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더 풍성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시도를 보여준다.[㉨-가난-4] 

학습자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반응을 점검하고,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온다.[㉨-가난-7] 

이처럼 학습자들의 전유는 텍스트 이해를 통한 자기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의미 재구성을 통해 완성된다. 디지털 

매체 환경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장에서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바탕으로 구성

적인 읽기의 가능성을 확보해준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여러 표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의미를 규정해낼 수 있으며, 이를 동료와

의 협력적인 읽기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심미

적 읽기로서의 독서와 정보 추출적 읽기로서의 독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며, 학습자

들은 객관화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여러 맥락과의 조우를 통해 의미를 더욱 확장



- 115 -

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의미화의 작업 역시 협력적이고 상호소통적인 대화의 성격

으로 진행되며, 허구적인 소설 세계의 현재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그러한 과

정에서 디지털 전유의 가능성이 확장되며, 성찰적 읽기가 실현된다. 학습자는 자

신의 완결된 반응을 동료들과 대조하며, 그 의미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등 파급

력을 신장시키게 된다. 

일련의 과정이 본고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으로 구안

한 교육 방법의 절차와 학습자들이 보여준 반응의 결과들이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낸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전유를 이끌어낸다. 이 디지털 전유는 디지털 매체만

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창조적 이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⑵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결과와 검증

본 항에서는 앞서 적용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결과로 학습자

들이 보여준 반응 및 읽기 양상을 바탕으로 본고의 효과를 검증한다. 먼저 교수·

학습의 대상이 된 학습자들은 1~2차 조사에서 Ⅲ장의 양상 도출을 위한 실험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이기에, 본 교육 내용 적용 후 그 양상의 변이를 추적해 질적인 

변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수·학습에 참여한 ㉨과 ㉩집단(40명)

의 학습자(대조군 ㉪집단 26명 제외)들은 이전에 최일남의 단편들을 읽고 보여주

었던 양상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읽기 속도에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결과가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보다 평균 70% 정도의 독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대조군으로 

설정된 학습자들의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은 12,128자(띄어쓰기 포함 

16,582자)로 평균 40분의 독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대조군에서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 걸린 평균 30분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평균 22분에 비해 상

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와중

에 여러 노드와 링크를 통해 멀티태스킹을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한 학습자 간의 상호 협력적 소통으로 인해 텍스트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학습자들 간의 대화를 통한 읽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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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텍스트 자체를 정독할 필요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작업 기억화 해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짙어졌다. 이는 소설을 읽고 텍스트의 진위와 사실관계 등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었다. 앞서 최일남 소설들을 읽고 진행

한 사실관계 및 진위를 묻는 물음에 대한 정답률이 인쇄 매체에서 평균 85.5%, 

디지털 매체에서 평균 74%였던 결과와 대조군으로 설정된 ㉪집단(26명)의 정답

률이 인쇄 매체에서 평균 84%, 디지털 매체에서 평균 68%였던 것에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과 ㉩집단(40명)의 정답률은 87%에 달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임에도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보다 더욱 높은 기억의 정도와 맥

락의 활용 정도, 진위 파악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 역시 학습자들 간의 협력

적인 읽기에 과정에서 구성적이고 성찰적인 읽기로 발전되면서, 학습자 개인이 텍

스트를 전유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한편, 1~4차 양상 실험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주었던 텍스트 파악의 양상에서도 

그 차이가 발생한다. 서사성, 허구성, 플롯 인식의 과정을 묻는 같은 질문을 줬을 

때, ㉨과 ㉩집단의 학습자들은 앞서 자신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본고에서 이상적인 읽기의 모습으로 상정한 각각의 읽기 

능력(구성력, 성찰력, 파급력)이 신장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령, 서사성 인

식의 장에서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 추출적인 읽

기의 경향이 두드러져, 상상을 통한 추상적인 인식의 가능성이 약했는데, 본 교

수·학습의 결과에서는 서사성 인식 양상의 제 범주들32)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짙었다. 학습자들은 소설에서 주어지는 여러 서사적 사건들로부터 정보들

을 추출하여 이를 자신의 말로 풀어내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화에 이르기

까지의 이해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둑맞은 가난」을 떠올리면 Ⓐ주인공이 가난의 냄새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떠오른다. 다른 가족들은 가난을 못 이기고 자살을 했는데, 자기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다.(중략) 주인공은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공장의 70년대 공장의 노동자들처

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상훈이같은 이상한 남자랑 엮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인 줄 몰랐던 거니까... 아무튼 이 장면을 떠올리면 소설에도 적혀있듯이 Ⓒ가난을 소명

32) 본고의 Ⅲ장에서 소설의 서사성 인식 과정에 대한 ‘회상’ 프로토콜에서 개방적 코딩 결과 

도출한 하위 범주들은 ‘텍스트에 이입하여 서사를 풀어내기’, ‘소설 속 인물의 행위를 분석

하고, 그 이유를 추론하기’, ‘소설 속 인물이나 배경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내기’, ‘소설 속에 

형상화된 제재들을 단어로 나열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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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는 성실한 주인공의 모습을 본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가난-5]

위의 반응은 Ⅲ장 양상 분석에서 서사성 인식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물어본 

‘회상’ 프로토콜과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학습자가 작성한 반응이다. [㉩-가난-5]의 

학습자는 앞서 「서울 사람들」의 서사성 인식 반응에 있어 단편적인 사건의 나

열에 머물러 정보 추출적 읽기의 사례로 제시되었던 학습자33)였다. 하지만 본 교

수·학습 이후에는 자신이 초점화한 사건을 제시한 후(Ⓐ), 동료들 간의 소통 과정

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하고자 하며(Ⓑ), 그 의미를 

재구성해 새로운 이해의 단계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허구성 인식 과정을 묻는 ‘연상’ 프로토콜에서도 학습자들의 반응에 

변화가 나타났다. 앞서 학습자들은 소설의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표

상을 선별하여 사실적 대상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짙어, 맥락의 연합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전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교육적 

처치를 받고 난 후,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 시공간적 맥락, 작가의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 독자 자신의 현재적 맥락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이는 성찰적 읽기가 실현된 것으로 추론되었다.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도둑맞은 가난」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작가는 Ⓐ‘자전거 도둑’에서도 수

남이라는 순수한 인물이 속물이 되어가는 것을 누런똥빛이라 표현한다. 도둑맞은 가난에

서도 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훈이같은 인물은 누런똥빛에 가까우며, 주인공은 끝까

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70년대 도시는 속물들밖에 없는 부정적인 곳이지만 

주인공은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고 가난을 지킨다. (중략) Ⓓ나도 이 소설에 주인공처럼 

속물이 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16]

위의 반응에서처럼 학습자는 소설 속에서 추론되는 주제 의식을 ‘인물’이라는 

표상을 중심으로 읽어나간다.(Ⓑ) 이는 앞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 보이는 

‘표상의 선별을 통한 사실적 대상화’의 양상 같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작

가의 다른 작품과의 대조(Ⓐ), 시대적 맥락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그 의미를 확

장해나간다. 이는 소설을 읽어나가며 여러 노드를 통해 다양한 맥락을 조회할 수 

33) 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었다. “「서울 사람들」은 시골 출신인데 이미 서울 

사람이 다 돼버려서 고향을 찾으러 떠났지만 오히려 시골이 너무 불편해져서 서울을 그리워

해서 반성하는 동창들의 이야기이다.”[㉥-서울-디지털-5] 위 학습자는 소설 읽기에서 초점

화한 사건들의 나열로 서사를 판단하며, 사건에 관한 자신의 설명이나 이해의 정도는 보여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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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읽기를 통한 줄거리 탐색 (4명의 학습자가 댓글을 통해 줄거리를 요약하는 과정)

㉩-가난-1 ㉩-가난-3

㉩-가난-2 ㉩-가난-3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학습자들이 제기한 물음 등을 통해 확장된 의미화의 기회를 

얻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러 재인을 놓치지 않고, 

해석의 도구로 삼으며 성찰의 기저 맥락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엇

보다 [㉩-가난-16] 학습자 역시 앞선 2차 조사에서 허구성 인식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반응34)을 상당히 수정하여, 맥락과의 조우라는 성찰적인 방향으로 변화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응의 변화 과정의 추인을 통해 본고의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소설 읽기 과정에 효과를 미쳤음을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롯 인식에서도 학습자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 학습자들은 대개 관심 국면이라든지 선별적인 조망을 

통한 단어의 나열과 같은 단편적인 서술을 통해 소설의 줄거리를 기억해내었다. 이

는 선조적인 배열에 집중하는 인쇄 매체의 성격과는 달랐지만, 디지털 매체의 특성

인 비선형적인 구조를 활용한 읽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본 교수·학

습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은 줄거리를 도출하면서 다른 동료 학습자와 자신의 기억

과 인상을 교류하는 경향을 자주 보여주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초점화한 사건들

을 모자이크적으로 제시하였고,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가듯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

를 완성해갔다. 이 과정이 협력적 읽기의 이상적인 작용을 보여준다.

34) “「서울 사람들」의 ‘나’는 건축설계사이며 서울 사람이다. 친구들하고 시골에 가기로 했

고, 여러 가지 기대를 했지만, 서울 생활이 더 그리워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했다. 주제: 순

수함을 잃어버린 현대인에 대한 비판” [㉥-서울-16-디지털]. 이 반응은 인물이라는 하나의 

표상에 집중하여 소설의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며, 다양한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

인 사실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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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4 ㉩-가난-1

㉩-가난-4
㉩-가난-3

위와 같이 동료 학습자와 소설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을 모자이크적으로 

배열해가며,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하나의 완성된 플

롯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다른 동료와 함께 소설의 줄거리 구성

을 조합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이나,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

서까지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협력적 읽기의 결과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파편적으

로 인식하지도, 단순히 선조적인 배열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든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려 있는 장으로서 대하게 된다. 

한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

를 통한 소설 읽기의 장점으로 휴대의 간편성, 신선함, 햅틱 읽기를 통한 편의성, 

링크를 통한 정보의 결합, 하이퍼텍스트성으로 인한 흥미의 신장 등이라 답하였

다. 또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보다 몰입도가 더 크다는 점,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소설 읽기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반응도 산출되었다. 이렇듯 학

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

으며35), 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소설 텍스트의 가능성을 지적하

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르를 디지털 매체로 읽고 본고의 소통과정처럼 토론 

활동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습자

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었다. 

35) 본 교수·학습에 참여한 학습자의 70%(40명 중 28명)가 소설을 종이로 읽을 때보다 디지

털 매체로 읽었을 때를 더 선호하였으며, 국어 수업 시간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가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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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의 소설 읽기에서 매체 변인이 달라졌을 때 발현되는 읽기 양

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기존의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교실 환경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그 실제를 제시하

였다.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에게 디지털 매체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학습 독자들의 독서 현황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가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여러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소설 읽기’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연적으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능력으로 전환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인간 사고발달에 유효한 소설 읽기를 통한 능력의 신

장을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에게도 발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수·학습 방안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매체의 속성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성격을 고려한 새로운 읽기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매체 환경의 시대에도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속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성격, 이를 통해 

규명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특성 등을 Ⅱ장에서 다루었다. 디지털 매

체의 속성을 현대 매체 이론과 매체 미학을 바탕으로, 하이퍼텍스트성, 감성적 지

각, 상호작용성 및 네트워크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세 가지 속성을 고려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성격은 ‘읽기 공간으로서의 텍스트의 확장’, ‘비선조적·다선형

적 읽기’, ‘생비자로서의 독자’의 문제로 다루었다. 이는 텍스트라는 공간, 텍스트

에서 이루어지는 읽기라는 활동, 텍스트를 읽는 주체로서 독자라는 세 가지 차원

을 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들을 고려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장르

의 읽기를 의미 구성의 장이자, 반성적 판단의 장이며, 대화의 장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매체 이론이 제시하는 

이론적 기초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인쇄 매체에서와 디지털 매체에서 소설을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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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분석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소설 읽기 교육 연구에서 디

지털 매체를 고려한 소설 읽기의 양상에 주목한 것이 전무하였기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독서 행위를 하나의 활동으로 판단하고, 그 실제 양상을 수집하여 분

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고의 Ⅲ장에서는 소설의 가장 기

초적 속성들인 ‘서사성’, ‘허구성’, ‘플롯’에 대해 매체가 바뀌었을 때 학습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였다. 서술형 프로토콜로 제시된, 가공되지 않

은 반응을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코딩과정을 거쳐 ‘의

미 단위’와 ‘핵심 본질’을 추출하였다. 소설의 서사성 인식의 경우 인쇄 매체에서

는 상상을 통한 추상화가, 디지털 매체에서는 정보 추출적 읽기를 통한 객관화의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양상의 연합 가능성을 통해 변증법적인 이해로서의 ‘구성

적 읽기’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소설의 허구성 인식의 과정에서는 인쇄 매

체의 경우 맥락의 연합을 통한 확장적 의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디

지털 매체의 경우 표상의 선별을 통한 사실적 대상화가 일어났다. 이를 연합한 새

로운 읽기 방법으로 주체적 전유로서의 ‘성찰적 읽기’라는 읽기 구조를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플롯 인식 과정에서는 인쇄 매체의 경우 선조적 배열을 통

한 텍스트의 구조화가,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관심 국면 중심의 모자이크적 배열이 

빈번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전반에 작용하는 상호작

용적 대화로서 ‘협력적 읽기’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른 두 가지의 읽기와

는 달리 플롯 인식 과정을 넘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수행에서 총체

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로 확장되었다. 

Ⅱ장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Ⅲ장에서의 실제 양상 분석을 고려하여, Ⅳ장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을 설계하였다. 텍스트 공간, 텍스트 

읽기 활동, 텍스트 읽기 주체라는 세 가지 분석의 틀이 유지된 채로 읽기 양상을 

통해 도출된 읽기 원리들을 기반으로, ‘구성력’, ‘성찰력’, ‘파급력’을 본 교육 방안

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읽기 능력들을 신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취기준

과 루브릭을 활용한 평가 준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절차를 설계하였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하이퍼

텍스트를 통한 표상의 인지’, ‘노드와 링크를 통한 정보의 탐색’, ‘확장적 조망을 

통한 맥락의 연합’, ‘디지털 전유를 통한 자기화’, ‘실시간 교섭을 통한 의미 재생

산’의 과정을 거쳐 소설 읽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에서도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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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현되었던 인지 작용들이 연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읽기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학습의 결과를 분

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절차적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그 변화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지금의 학습자에게는 그들이 가장 익숙한 디지털 환

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을 통해 심증적인 차이만 고려되던 

매체 변인에 따른 소설 읽기 반응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학습

자들의 일차 반응을 대상으로 삼아 소설 읽기 활동의 성격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의 생활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속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소설 읽기가 지니고 있던 미학적이며 감

성적인 가치들을 되살리고 유지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설 읽기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실 환경을 벗어난 실생활에서의 소설 

읽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부터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전제되기에, 최근의 문학교육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관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더욱 많은 학습자 자료를 축적하여, 양상을 더 정치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한 이론화 작업을 보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디지

털 매체 중에서도 스마트 폰을 활용한 양상 분석과 교육 방안에 집중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수한 매체 확장 가능성 역시 고려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학습자 군을 초등학교급, 고등학교급, 성인 독자군 등으로 확장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고, 교육 내용의 차별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이론과 양상, 교수·학습의 절차가 좀 더 명료하게 이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가능성이 구현되고, 과제로 남긴 지점들이 보완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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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Digital Media

Ho, Changsu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essence of the novel reading 

through digital media, and construct the novel reading education 

method that develops new possibilities of novel reading. Reading a 

novel through digital media has different strategies in comparison with 

the reading through printed media, so it brings changes in the aspects 

of literary recep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changes of 

middle school learners in aspects of reading depending on the media 

environments. Digital generation learners are more familiar with the 

new reading methods consisted in a digital media environment. And 

their current state of reading is also increasingly done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The difference of reading between digital media 

environment and printed media environment requires different cognitive 

function and psychological activity. S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heoretical and practical model of novel-reading 

method, on a new perspective.

An improvement of reading skills through reading in the printed 

media environment is still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thinking. Especially novel reading is recognized as the apex of 

cognitive functioning in reading comprehension.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age of learners, even though they spend a huge time 

reading in printed media environment, the abilities acquired from that 

process should not be regarded as identical abilities acquir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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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edia environment. Without any special treatment, these abilities 

can't be converted into the latter. Therefore, the way that combines 

the effects of reading in printed media environment and those of 

reading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the text space in which readers are reading, the 

reading activity itself, and digital readers who are the subject of 

reading activity. Based on the discussion of contemporary media theory 

and media aesthetics, thos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are defined 

as 'Hypertextuality', 'Aisthesis', 'Interactivity·Networkability'. Hypertextuality 

means connecting possibilities between the texts through a series of 

nodes. Thus, the text as a reading space can be expanded. Aisthesis(in 

other words emotional perception) means that a feeling of experience 

or a spectacle of image or an immersion in the text is more important 

than an interpretation or a contemplation in the reception of literature. 

An experience of aistehesis brings change to the reading mechanism of 

readers, and deepens the way of non-linear reading and multi-form 

reading. Interactivity and Networkability mean that exchange takes 

place in a variety of ways on the basis of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s. For this characteristic, the reader can be a prosumer, a new 

role which combines producing and consuming.

The novel reading using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can be 

a text recognition as a construction of meaning, which makes the 

imaginary inference and constitutive combination of information 

arranged in the fragments of the hypertext possible . Also, the novel 

reading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is an experience of virtual reality. 

And thus it is a text viewing as a self-introspective judgement about 

huge alterity inside. The readers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conduct 

a reading comprehension as a kind of contrasting work between text 

itself and the external information network, rather than a kind of 

personal speculation. This kind of novel reading can be referred to as 

an activity of building a text as a dialog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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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essences of the novel reading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defin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Hermeneutical 

Phenomenology'. According to that process, the practical responses of 

learners who conducted reading in different media environment and 

produced a narrative protocol, are coded openly. The central 

phenomenon is considered as meaningful phases. And then, these 

meaningful phases are categorized and established into core essence. 

This study focuses on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cognition about the 

fundamental components of the novel in the analysis of learners' novel 

reading aspects. These are 'Narrativity', 'Fictionality', and 'Plot'.

In a process of cognizing a narrativity, aspect of reading in 

printed media is like an abstract recognition, while aspect of reading in 

digital media is like a rapid decision-making that enables a text to be 

externalized. These aspects have a possibility for integration, so it 

raises a feasibility of constructive reading mechanism. In a process of 

cognizing a fictionality, aspect of reading in printed media makes 

expanded meaning of text by combining contextu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aspect of reading in digital media is like a factual 

objectification through selecting a point among representations in text. 

If these aspects can be combined, the self-introspective reading is 

enabled. Finally, in a process of cognizing a plot of a novel, aspect of 

reading in printed media makes a structuralization of text by arranging 

linear sequence. Whereas aspect of reading in digital media is likely to 

make a mosaic arrangement by focusing own's interest in text. These 

differences can be solved by collaborative reading in dialogic field.

This study establishes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digital media, based on derived aspects of 

the process in learners' reading. The specific plan is defined as 

improvements of three kinds of reading ability which are 'Story 

Construction Ability', 'Introspection Ability', and 'Influence Ability'. This 

study also provides specific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Besides, these abilities are applied on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and this process is verified by learners' respon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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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Learners form a contact point between many signs in text and 

their own perception, and they proceed a process of recognition about 

representations through hypertext. At the same time, they look up the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s in text by searching the information 

through the nodes and links inside the text or outside the text. In this 

process of creating new ideas which handle such a focused and 

selected phases of text, learners can combine many contexts through 

expanding viewpoint. Furthermore during their reading text process, 

they can recognize the symbols at the point where they are immersed 

by using many nodes and links in hypertext. As a result, they can 

obtain overall comprehension and can reach appropriation through a 

digital-appropriation process. Finally they attempt to interchange 

thoughts with fellow learners by their own appropriation or 

interpretation about text. And this interactive communication is 

progressed in real-time conversation. By these new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learners can generate the same effects of reading in 

printed media at reading in digital media. They can experience a new 

expanded text reading field.

The model of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digital media is 

meaningful that it considers current circumstances of digital world 

where the learners live. This education model is totally brand new 

method in novel reading education. Above all, this study desires to 

demonstrate the practical aspects of learner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promote the chances of active novel reading in the real world 

beyond the classroom environment. This study makes the literature 

education of constructivism perspectives realized in the way that it i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Key Words : digital media, printed media, novel reading education, aspects of 

novel reading, constructive novel reading, self-introspective 

novel reading, collaborative novel reading, digital-appropriation, 

media aesthetics, constructivism perspectives, literatur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5-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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