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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습자가 이미 지닌 해석의 자원이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어떻게 활용

되는지에 주목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구성적 읽기로서의 소설 읽기는 ‘텍스트의 언어 기호 지각을 통한 메시지 인지’, 

‘커뮤니카트 형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 구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읽

기 과정에서 ‘커뮤니카트 형성’ 단계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 텍스트

의 언어 기호에 독자가 문학 소통에 필요한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소통소, 즉 커뮤니카트로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구성적 읽기의 핵심적인 단계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설의 구성적 읽기를 읽기 과정에 작용하는 맥락을 중심으로 

그 원리와 양상을 탐구한다.

학습 독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은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포착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맥락은 그 광범위한 개념사로 인해 문학교육에서 정치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을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떠

올린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재조직한, 문학 소통을 둘러싼 상황적,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밝힌 텍스트 의미 구

성의 과정을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을 ‘텍스트 표지 

초점화를 통한 메시지 인지’,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 ‘맥락 재구성을 통한 

의미 구성’이라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읽기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설 텍스트 전문을 읽고 작성한 

학습자 감상문을 수집하고, 학습 독자가 맥락을 구성하며 소설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설을 읽고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였을 때 학습자는 텍스트의 

문제제기가 드러난 부분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지평 내에서 관련있

는 맥락을 환기하였다.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질문들을 

떠올렸을 때, 각각 다른 유형의 맥락을 환기하여 답하는 양상들은 맥락이 독자가 물

음을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재조직하는, 문학 소통을 둘러싼 지식과 경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한계점은 텍스트의 메시지를 

잘못 인지하여 문제제기와 무관한 질문을 떠올리는 경우와 질문 해결에 적절한 맥락

을 환기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스스로 떠올린 질문에 의해 맥락을 환기한 후, 학습자는 문학 소통을 둘러

싸고 있는 작가의 개인적 삶,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다중텍스트 읽기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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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식과 경험 중에서 소통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맥락으로 

만드는 맥락화 작업과 이를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행위를 통해 독자적인 커

뮤니카트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한계점은 맥락화에 실패한 경우, 텍스

트와의 연결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무관한 지식과 경험을 텍스

트와 연결한 경우에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형성한 커뮤니카트를 성찰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이 관찰되었는

데, 이들은 기존의 맥락화를 보완하여 의미를 수정하기도, 새로운 맥락을 도입하고 이

를 흡수하여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였으며, 복수의 맥락들을 교섭시켜 텍스트의 의미

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재구성은 학습자들이 맥락화를 통해 

의미를 형성한 지점에서 그 의미를 확정짓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 구성의 가능

성을 탐색할 때 구성적 읽기가 완성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파악된 학습자의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의 가능성을 극

대화하고 학습자가 보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설계하고 그 실제를 검증하

였다.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단계는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의 주체적 질

문 생성’, ‘텍스트 내외 요소들의 연결을 통한 질문 해결’, ‘맥락들의 대화로서의 교실 

내 문학토의’, ‘해석텍스트 쓰기를 통한 맥락 구성 과정 성찰’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독자의 소설 텍스트 의미 구성에 있어 맥락의 활용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맥락 구성을 통하여 소설을 읽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

구는 실제 학습자가 소설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독자가 능

동적인 질문을 통해 맥락을 환기하는 행위, 환기된 맥락을 문학 소통의 도구로 재조

직하는 행위, 선택적으로 재조직된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는 행위, 텍

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며 재구성하는 행위들의 연쇄로써 그 실체를 확인하였으

며, 이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구안하여 소설 읽기 교육에 있어 학습 독자의 주체

적 의미 구성을 강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맥락, 맥락 구성, 문학 소통, 구성적 읽기, 소설 읽기 과정, 소설 텍스트 의

미 구성,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 맥락 재구성

학  번 : 2016-2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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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가 소설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

발하여, 학습자가 문학 소통의 도구로서 맥락을 선택하고, 작용시키고, 성찰하며 

소설 텍스트를 읽는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의 텍스트 의

미 구성에 맥락이 작용하는 원리를 탐색하며, 문학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수 ‧ 학습을 설계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교육관이 문학교육의 장에 도입된 이래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독자가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에 뜻을 부여할 때 비로

소 하나의 커뮤니카트가 형성되고, 커뮤니카트 간의 대화를 통해 정합성이 부여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1)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참여하는 독자의 문학 행위는 독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포착될 수 없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맥락은 그 광범위한 개념사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정치

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맥락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연구자마다 맥락 개

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범주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국어

과 교육과정에서 맥락이 내용 요소 범주로 전면에 내세워졌다가 이후의 개정 교

육과정에서 다시 ‘지식’ 범주의 하위 요소로 소략된 배경에도 맥락 개념의 위상과 

의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2)

그러나 맥락 개념이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잠깐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 연구에서 끊임없이 학습자의 문학 행위를 맥락을 통해 설명하고

자 시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문학 읽기에서의 맥락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

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교수 ‧ 학습 연구가 필요함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 H. Hauptmeier & S. J. Schmidt, Einführung in die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차봉희 역,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pp.126-139.

2) 민현식 외,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2011 교육과학

기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결과보고서』, 2011,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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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동안 문학교육 연구에서의 맥락 개념 의미사를 살피고, 소설 읽기 행위로

서의 맥락 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간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가 본질적으로 탈맥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

제를 공유하며, 의미 구성 과정에 작용하는 맥락의 특성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맥락 중심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보 전달 목적의 텍스

트와 비교할 때, 소설 텍스트는 작가가 당대의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독자가 이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구성한 맥락에 비추어 읽어낸

다는 점에서 소설 텍스트의 소통에서 맥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소설교육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작용을 일견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에 

주목하지 않아왔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실제 학습자의 읽기 과정 전반에서 일어나는 의미 구성 과

정을 맥락화라는 독자의 주체적 행위를 통해 포착하여, 문학 소통에서의 맥락의 

작용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문학 교실에서 지식으로

서 제공되는 맥락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아니라, 학습자가 소설을 해석하는 과

정에서 주체적으로 맥락을 구성해 가는 양상을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포착하

여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문학 소통에 주체적 독자로 참여할 때 실제로 텍스트 해석에 

동원하는 맥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는 기존의 문학교육 이론에서 설명되어 

온 맥락과 그 범주와 비중에 있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가.

둘째, 맥락 구성의 구체적 과정은 무엇인가. 학습자가 동원하는 맥락은 어떤 지

점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시발되어 텍스트 해석 자원으로 사용되며, 독자 지평의 

어떤 요소들이 텍스트의 구체적 정보와 맞닿아 독자의 현재적 위치에서 유의미한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셋째, 이렇게 구체화된 맥락들은 소설의 총체적 의미 구성으로 나아갈 때 학습

자의 내적 대화 안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이러한 성찰과 조정이 나타나지 않

는 학습자들은 어떠한 교육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들을 규명함으로써 소설 읽기 과정에 작용하는 맥락화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의미 구성의 원리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주체

적으로 맥락을 떠올리고, 구체화하며, 조정의 과정을 거쳐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 3 -

소설 읽기를 경험할 수 있는 소설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문학 소통에 작용하는 맥락의 

개념과 학습자의 소설 텍스트 의미 구성에 있어 맥락 구성의 역할을 밝히고 둘째, 

핵심 단계인 커뮤니카트 형성을 중심으로 한,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원리

를 밝히며, 셋째, 학습자의 감상문과 면담을 통해 소설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맥락 구성의 실제를 확인하며, 넷째, 학습자 자료에서 발견된 교육적 가능성과 한

계를 바탕으로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검증하였

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읽기교육의 분야와 문학교육의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읽기교육 분야에서 전개된, 맥락을 중심으로 한 의미 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독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맥락의 개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교육의 방법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김혜정(2004)3)은 읽기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 과정’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 적극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개

인의 선지식, 경험, 텍스트, 그리고 읽기 상황과 맥락을 들었다. 이 연구는 읽기를 

의미 구성과 동격으로 본 점, 그리고 이 의미 구성의 중요한 변인으로 맥락을 살

핀 점에서 본 연구와 전제를 같이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읽기의 구체적인 맥

락으로 읽기 목적 및 과제라는 상황 맥락 요소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에서 살피고자 하는 맥락의 개념과 범주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 한편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나아가 김혜정(2009)4)은 맥락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등장한 맥락 개념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 맥

락 개념이 정치하게 쓰이고 있지 못한 이유를 찾는 데 시사점을 주었으며, 읽기 

교육에서 사용되어 온 맥락의 개념과 범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3) 김혜정,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

구』11, 한국독서학회, 2004.

4) 김혜정,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21, 한국독서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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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2006)5) 또한 그동안 광범위하게 쓰여 오던 맥락 개념의 요소와 범주화 

방식을 검토하고, 맥락 개념을 재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맥락의 작용, 교섭, 성

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모델을 구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맥락을 ‘텍스트 생산 ‧ 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로 맥락을 

정의하였는데,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맥락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맥락을 텍스트 해석에 관계되는 것을 넘어 텍스

트를 통해서 재해석되는 독자의 삶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맥락의 범위와는 차이를 갖는다. 

맥락을 고려한 읽기교육의 방법을 고려한 연구들 중에서 이경화(2008)6)는 읽

기를 텍스트가 생성된 사회적 맥락을 예측하고, 또한 현재의 읽기 행위가 일어나

고 있는 현재 상황 맥락 속에서 텍스트와 맥락을 관련지으며 그 의미를 조정해 

나가는 역동적 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읽기에 대한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맥락 중심 읽기 교수 학습 역시 본 연구의 교육적 설계

에 시사점을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학 소통의 구도 안에서 맥락을 살피며,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소설 읽기를 위한 맥락 재구성의 단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

서 차이를 갖는다.

또한 한민경(2008)7)은 초등학교 학습 독자의 읽기에 작용하는 맥락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필자-텍스트-독자’의 상

호 작용의 양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읽기란 ‘얼마나 적절한 맥락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끊임없는 선택과 구성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맥락 개념과 그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의 읽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맥락 중심 읽기교육의 

교수 ‧ 학습의 구안이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기사 읽기에 적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맥락 구성으로서의 읽기 능력은 고등학생 수준의 학습 독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실제 학습 독자의 문학 텍스트 읽기 장면

에서의 맥락의 선택과 구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읽기교육 분야에서 전개된, 맥락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읽기’

5)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34, 2006.

6) 이경화, 「텍스트 이해 과정과 맥락의 소통」, 노명완 편, 『문식성 교육 연구』, 한

국문화사, 2008, pp.332-354.

7) 한민경, 「맥락 중심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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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고, ‘맥락’을 학습 독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활용하는 기제로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가 맥락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읽기 교육을 지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맥락을 

보는 관점을 공유하며, ‘작가-텍스트-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두드러지

는 문학 텍스트 읽기와 관련한 맥락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는 문학교육 분야에서 전개된, 맥락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읽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분야의 맥락과 관련한 연구들은 첫째, 교육

과정에서 정의한 맥락 개념을 문학교육에 적용한 연구들, 둘째, 맥락의 범주 중 

문학 텍스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읽기에 주

목한 연구들, 셋째, 문학 소통의 관점에서 맥락을 통한 문학 텍스트 읽기의 중요

성에 주목한 연구들로 대별되었다. 이처럼 문학교육에서도 맥락은 그 개념의 외연

이 넓은데, 본 연구에서는 문학 소통의 구도를 전제로 맥락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므로, 교육과정에서의 맥락 개념과 관련한 연구사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한 

연구사는 간략하게 살피고, 문학 소통에서의 맥락과 관련한 연구사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첫째,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맥락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포함되

면서 문학교육의 분야에서도 맥락의 개념과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양정실 외(2013)8)는 교육과정에 도입된 맥락을 그 실현

태인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양상을 통해 분석하며 그간의 교육과정에 따른 맥락

을 통한 문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성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학 교과서들은 

맥락의 중요성과 세부 유형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결국 그 유형 중 하나인 사회문

화적 맥락의 적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맥락을 고려한 읽기 방법이 고

정된 지식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이러한 고찰은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맥락 구성 교육의 설계가 맥락이 텍스트나 교수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구성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맥락을 적용한 문학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많으나, 여기

서는 그 중에서도 독자의 주체적 맥락 형성에 주목한 최인자(2008)의 논의만을 

살핀다. 최인자(2008)9)는 맥락과 관련한 기존의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의 수용 

8) 양정실 외, 「맥락을 고려한 작품 읽기의 문학 교과서 구현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

학』4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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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음을 지적하고, 사회문화적 독서 모델에 기반하여 독자

의 수용 맥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위치 

속에 놓인 독자가 자신의 문학 작품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

기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재설정하며,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에서 맥락화와 맥락 간 대화와 변형

의 원리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의 교육 설계에 시사점을 주었으나, 문학 독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가 성취해야 하는 능력을 사회문화적 실천 능력으로 보았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교육 목표와는 차이를 갖는다. 

셋째, 문학 소통의 관점에서 맥락을 살핀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와 같이 텍스

트 해석에 독자가 주체적으로 도입하는 요소를 ‘맥락’으로 보았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태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미혜(2010)10)는 텍스트 이해와 비평을 매개하는 과정으로 ‘맥락화’를 상정하

고, 이를 텍스트가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 텍스트를 위치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그리고 맥락화의 유형을 분류할 때 텍스트를 지향하는 유형으로 텍스트 

중심 맥락화, 작가 중심 맥락화를 두고, 독자 자신을 지향하는 유형으로 상호텍스

트적 맥락화와 독자 중심 맥락화를 두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맥락화를 시 텍스

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가치에 대한 선택

과 배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맥락을 구

성하고, 구성된 맥락에 텍스트를 위치시키며 소설 텍스트의 해석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본 연구의 관점과 맥락화 개념의 성격을 공유한다. 

우신영(2015)11)은 현대소설 해석의 양상을 의미론적 해석 양상, 수사학적 해석 

양상, 맥락적 해석 양상으로 나눌 때 ‘맥락적 해석’을 ‘소설 텍스트의 해석을 발산

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다층적 맥락들을 상호작용시켜 타당한 의미를 잠정적으로 

확정짓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틀로 학습자의 해석텍스트를 분석

할 때 텍스트의 생산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 해석자의 수용 맥

락, 소통 맥락을 활용하였다. 이는 소설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 맥락의 중요성에 

9) 최인자,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

학』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10) 김미혜, 「시 해석 전략으로서의 맥락화」, 『비평을 통한 시 읽기 교육』, 태학사, 

2009, pp.59-88.

11) 우신영, 「현대소설 해석교육 연구 – 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1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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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와 궤를 같이 하나, 이 연구에서 독자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맥락을 구성하여 

소설 텍스트 해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김정우(1998)12)는 시 교육의 과정을 상호텍스트적으로 구안하였는데, 상호텍스

트적 읽기, 즉 독자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을 

맺으며 읽는 것이 텍스트의 맥락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 하나의 텍스

트가 다른 텍스트들과 관련지어 새로운 맥락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텍스트 의미 

실현에 독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호텍스트적 맥락 확대’의 단계

는 본고의 ‘맥락 재구성’ 단계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논문과 김정우(200

4)13)에서는 텍스트 해석으로서의 맥락 형성에 있어 작가의 텍스트 생산의 측면에

서의 맥락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문학 읽기에서의 소통은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본고는 작가의 텍스트 생산과 관련

한 맥락 역시 독자가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맥락화이며 이로써 독자가 재구한 작

가와 독자 자신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읽기교육 분야와 문학교육 분야에서 맥락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독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에서 맥락의 중요성은 충분히 부각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의 문학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맥락을 지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맥락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의 논의는 거대 담론에 그치고 있다는 한

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의 소설 텍스트 읽기 과정의 분

석을 통해 학습자가 맥락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원리를 실증하고, 

문학 소통에 주체적인 의미 구성자로서 참여하는 학습자를 길러 내는 소설 읽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12) 김정우, 「상호텍스트적 시교육에 관한 연구 – 정지용의 시텍스트를 중심으로」, 

199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2004,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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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의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실

제 학습자가 소설 읽기 과정에서 어떻게 맥락을 구성하는가에 주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실제 학습자의 경향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문학 교

실에 적용할 수 있는 소설 읽기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주의적 읽기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기

에 Ⅱ장에서는 텍스트 의미 구성에 관한 문학 이론, 읽기 과정에 관한 독서 이론

을 기반으로, 맥락 구성으로서의 소설 읽기의 원리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

다. 또한 Ⅲ장에서는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을 때, ‘커뮤니카트 재질’로서의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커뮤니카트’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이를 재구

성하여 소설의 총체적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문학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설 읽기 교육 방법론

을 구상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구성주의 문학교육론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설 텍스트는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197

5)」와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2004)」 두 편이다. 하이디와 앤더슨

(Hidi & Anderson, 1992)의 논의에 의하면 선명한 이미지, 개인의 경험과 관련

되는 스토리 전개나 극적 반전,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물, 독자의 삶과 연관되는 

특정 주제와 같은 텍스트 특성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또한 니스트랜

(Nystrand, 1982)은 텍스트 이해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흥미있지 않으면 독자가 

텍스트의 세계에 들어가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14) 본 연구에서 보고

자 하는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텍스트 의미 구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독자가 텍

스트의 세계에 빠져들어 다양한 의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처럼 

고등학생 학습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해석에 있어 여러 맥락을 환기할 

가능성을 가진 텍스트로 이 두 편을 선정하였다.

14) 이상의 논의는 이순영(2006c)에서 재인용하였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몰입하기 어려

운 텍스트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맥락 구성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독서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이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독자를 

텍스트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흡입 인자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선정하였

다.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

연구』16, pp.361-3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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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는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를 배

경으로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조카를 양육하고자 하는 

‘나’와 조카 사이의 갈등에 고등학생 학습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어긋나고 만 조카의 삶에 대해 ‘나’가 ‘그것은 후회라

기보다 혼란이었다’라고 회상하며 끝맺는 결말을 통해 전후의 혼란한 한국 사회를 

살았던 작가의 문제의식을 재구하고 이를 독자의 현재적 삶에서 다시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독자가 주체적으로 도입하는 맥락을 중

심으로 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2000년대 초반 자본주의 경

제시스템에 매몰된 현대인의 모습을 ‘기린’과 같은 환상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

함으로써 독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하는 빈자리들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다. 이 소설은 텍스트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

술되어 있으면서도 작가가 담고자 한 세계의 문제성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주관

적 의미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읽기 과정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이 현대의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서

술하고 있기에 고등학생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텍스트에 형상화된 세계에 몰입하

여 의미를 탐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본실험의 대상 텍스트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가 학습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관찰하고자 한 것이 텍스트에 대한 단편

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와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맥락 중에서 

독자가 적절하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가져와 텍스트와 연결시키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며, 이를 텍스트의 총체적 의미 구성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므로 이 

실험은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본실험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는 모두 자율형 사립 고등학

교인 K도 M고의 재학생이다. 이 학교의 학습자들은 모두 국어 면접을 포함한 별

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하였기에 평균적인 고등학생 학습자들보다 우수한 국

어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이 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8주 동

안 교사와 학생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고,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의 수업에서 문학 작품 읽기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기에 대상 학습자들은 평균적인 고등학생 학습자들보다 풍부한 문

학 경험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국어 교실은 16명 내외의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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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차수

조사 

시기

조사 

대상

기

호

조사

인원
대상 소설 텍스트 활동 내용

예비 

실험
2017.

4

S시 

S고

1학년

A

28명
전광용,

「꺼삐딴 리」

• 소설 텍스트를 읽고 

활동지 작성하기 
28명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28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본실험

1차

2017.

10

K도 

M고

1학년

B 71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소설 텍스트를 읽고 

감상문 작성하기 

본실험

2차

2018.

2

K도 

M고

3학년

C

42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위와 동일

41명
박민규, 

「그렇습니까? 
• 위와 동일

로 구성되어 발표와 토론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기에 대상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

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대상 학습자의 특수성은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한계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현대소설 교수 

‧ 학습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여 이의 일반화를 꾀하는 것에 있지 않기에 그 제한

점은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상 학습자를 선정한 것에는 그간의 소설 

교육 연구들에서 전문 비평가의 해석텍스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도출하였던 것에 

대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범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또래의 우수한 학습자로부

터 도출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실제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 분석을 통해 이론을 검

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설 읽기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 있어, 소설 읽기 

경험이 풍부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작용을 자세하게 보고하

는 학습자 자료는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의 다양한 면면을 관찰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험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1 -

기린입니다」

본실험

3차

2017. 

11

K도 

M고

1학년

D 25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1차 실험 참가자 대

상, 250분의 심층면담

본실험

4차

2018.

3

K도 

M고

3학년

E 20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2차 실험 참가자 대

상, 200분의 심층면담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검증

실험

2018.

5

K도

M고

1학년

F 15명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 소설 전문의 읽기를 

완료한 후, 2차시에 걸

쳐 질문 생성 활동, 질

문 응답 활동, 교실 내 

문학토의, 해석텍스트 

쓰기의 읽기 후 활동과 

피드백 수업을 진행.  

<표 1. 실험 조사 개요>

첫 번째 예비조사는 학습 독자의 읽기 과정을 관찰하는 데 있어 적절한 텍스트

와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먼저 대상 텍스트에 있어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 텍스트로서, 전문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적어도 이 텍스트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들

이 많다는 점에서 독자의 자연스러운 읽기 과정을 관찰하기 적합하지 않은 텍스

트임이 드러났다.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군인들의 이야기에 학습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워하고, 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

는 데 적절한 맥락을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비실험에서는 

활동지에 텍스트 의미 구성에 동원할 수 있는 맥락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 학습자

로 하여금 이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구조화된 방식의 감상이 오히려 

학습 독자의 읽기 과정을 관찰하는 데 제한점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하여금 경험한 대로 기술하게 하는 

‘프로토콜 글쓰기’를 조사 방법으로 채택하고,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경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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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글쓰기 결과물을 수집하였다.15) 1차 본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프로토

콜 글쓰기에 대해 설명한 후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를 텍스트로 제시하고, 

A4 2-3장 분량의, 자신의 읽기 과정이 드러나도록 쓴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카메라와 워커」는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전문을 읽는 데 보통 20-25분 정도가 

소요되는 텍스트로, 수업 1차시에서는 소설 전문을 읽은 후 자신의 읽기 과정을 

돌아보며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보게 하였고, 수업 2차시에서는 감상문

을 작성하게 하였다. 

2차 본실험에서는 1차 본실험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되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추가 텍스트로 활용하여, 텍스트 변인에 따라 학습 

독자의 맥락 구성의 원리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 학습

자의 절반에게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카메라와 

워커」를 제시하였다. 이후 학습자의 감상문을 받아본 결과 텍스트가 달라짐에 따

라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의 원리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학습자가 맥락을 형성하고 개별 텍스트와 연결하여 구체화한 의미에는 차이

가 있었으나, 맥락화의 과정에서 독자가 주목하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와 커뮤니카

트 형성의 원리, 재구성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카메라와 워커」에 비해 텍스트가 갖고 

있는 빈자리가 크기에, 소설 해석의 경험이 더 풍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차와 같이 교실에서 소설 전문을 읽고 감상

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1차 본실험의 결과

물과 비교하였을 때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본실험의 결과물에서도 학

습 독자의 맥락 구성의 원리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

상이 된 고등학생 학습자의 학년 요인 역시 제한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본실험과 2차 본실험에서 학습자가 제출한 감상문을 주

15) 프로토콜 글쓰기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 경험한 대로 기술하게 하는 것으로 ‘체험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학습자 감상문은 연구자가 학습자들에게 

프로토콜 글쓰기 방법을 설명하고, 소설 텍스트의 전문을 읽은 후 자신의 읽기 과정이 

드러나는, 비교적 긴 분량의 감상문을 쓸 것을 요구하였기에 이렇게 수집된 감상문은 

프로토콜 글쓰기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다만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글쓰기 결

과물을 편의상 ‘학습자 감상문’으로 통칭한다. 프로토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을 참조. (M. van Mena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역, 『체험 연구』, 

도서출판 동녘, 1994,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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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감상문에 드러난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서 일어난 인지 작

용을 각각의 본실험 이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확보한 학습자의 발화로서 보

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본고에서는 반 매넌(van Menen)의 현상

학적 해석학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해석학은 어떤 상황에 처

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며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 문헌 고찰을 한 후, 참여자로부터 나온 자료에 집중하여 연구 현상의 

현상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다.16)

이때 연구 현상의 현상학적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한다는 것이다.17)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학습 독자의 소설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 역시 경험

적 지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체험의 본질을 포착해 텍스트로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해석학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Ⅱ장에서 구성주의 문예이론과 읽기과정에 관한 독서이론, 텍스트 의미 구

성에 관한 문학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맥락 구성의 원리를 경험적 구조

로 두고, Ⅲ장에서는 학습 독자의 프로토콜 글쓰기를 집중 조명법과 세분법으로 

분석하여18), 경험적 지식의 실제를 밝히는 한편 학습 독자가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에서 부딪히는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포착된 한계점에 대하여 Ⅳ장에

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안을 설계하고 실제 문학 교실에서 이

루어지는 소설 읽기 수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보완책을 살폈다.

16) 신경림 외,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p.234-238.

17) M. van Menan, 앞의 책, 1994, p.48.

18) 연구자는 피험자들이 프로토콜 글쓰기에서 체험에 관해 기술하면서 설명과 해석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눈에 띄는 어구를 ‘집중 조명법’으로 문

장, 문장 다발을 선택하고, ‘세분법’으로 각 문장이나 문장 다발을 주의깊게 읽으며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서의 체험과 체험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텍스트 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 (앞의 책, pp.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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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설 읽기에서 맥락 구성의 이론적 탐구

1. 소설 읽기에서 맥락과 맥락 구성의 개념과 역할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소설 읽기 행위를 맥락 구성 행위로서 살피기 위해 그간 

문학교육에서 사용되어 온 맥락의 개념을 문학 소통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소설 

읽기에 사용되는 맥락과 맥락 구성의 개념을 정의하며, 소설 읽기에서 맥락 구성

이 수행하는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맥락 구성’을 핵심 개념으로 삼

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소설 읽기 교육의 틀 안에서 ‘맥락’

의 개념을 재정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정의된 ‘맥락’ 개념과 구성주의 문예

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설 읽기에서 맥락 구성의 개념과 역할을 밝힌다.  

⑴ 소설 읽기에서 맥락의 개념

실제적으로 국어 능력은 맥락의 작용 속에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맥락이 국어

교육의 장 안에서 교육 내용의 일부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은 맥락이라

는 개념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절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맥락 개념의 의미사를 간략하게 살피

고, 문학교육에서의 맥락 개념은 문학 소통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소설 읽기에 사용되는 맥락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맥락 개념의 의미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맥락에 대한 초

기의 많은 정의들은 언어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할리데이(Haliday, 1994)가 맥

락을 ‘사람이 말하고 쓸 때 관여하는 주변 사건들’로 정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야

콥슨(Jakobson, 1960) 역시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접촉, 코드, 맥락을 의사소통

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았으며, 여기서 맥락은 메시지가 언급되는 상황으로 수

신자가 포착할 수 있고, 언어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이는 김혜정(2009)에서 맥락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고 맥락의 분류를 정리한 것을 

참고하였다. (김혜정,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21, 한국독서학회, 

2009, pp.34-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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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락의 근원지를 언어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클라크와 칼슨(Clark & Carlson, 1981)은 맥락을 ‘텍스트와 개인이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구성주의 논의가 본격화

된 후 화용론에서도 맥락을 참여자의 머릿속에 재구성된 ‘지식’으로 재조명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사회구성주의적으로 맥락을 바라보는 입장에 연결되는데, 이러

한 입장에서는 맥락을 사회문화적 지식으로 간주하고, 경험을 지각할 수 있게 하

는 일종의 여과 장치로 본다.

이처럼 학문 영역 별로 맥락 개념의 근원지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국어교육

의 장 안에 들어온 맥락 개념이 세부 영역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에서의 맥락의 개념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데, 문학교육에서는 앞서 설명한 맥락 개념의 의미사 중에서 후기의 연구, 즉 맥

락의 근원지를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까지로 확대한 연구들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맥락’의 문제는 신비평과 구조주의, 텍스트 중심주의로 이어

진 탈맥락적 문학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3) 신비평, 구조주의에 대

한 비판으로 구조는 전체의 형식적 골격일 뿐, 작품이 구축한 전체적인 의미구성

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4) 즉, 텍스트가 그 자체로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맥락을 통한 문학 텍스트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10년 만에 개정된 2007 개

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를 재구조화하면서 기존의 ‘태도’ 범주를 삭

2) 처음으로 맥락의 개념이 등장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맥락을 영역

별로 살펴볼 때, 국어사용 영역에서는 ‘상황 대 사회문화’의 2층위를, 문법 영역에

서는 ‘의식 대 생활문화’의 2층위를, 문학 영역에서는 ‘주체-사회문화-문학사’의 

3층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각 영역에서 사용되는 맥락이 같은 개념으로 환원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김혜정, 앞의 글, 65쪽 참조)

3) 최인자,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

학』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p.428.

4) 김상욱(1992)은 ‘작품 전체적으로 구성된 의미’에는 형식적 구조, 수용자의 능동적 

의미 재구성,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루는 역사 사회적 상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

는데, 비록 맥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이후 문학 텍스

트 읽기 맥락의 주요 구성요소로 꼽히게 된다. (김상욱, 「신비평과 소설교육 방법의 

재검토」, 『국어교육』79, 한국어교육학회, 1992, pp.311-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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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맥락’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여 맥락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에 지식, 기능 외에 맥락

을 새롭게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맥락 설정을 통해 언어 활동에 시간성,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맥락은 언어 행위 주체,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는 ‘상황 맥락’과 역사적 ‧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 신념을 포함

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담화나 글의 수용과 생산이 이들

과 상호작용하는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이 판단되어야 함을 견지하고 

있다.5)

구체적으로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에는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

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가 설정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해설에

서는 이에 대하여 ‘작품의 이해 ‧ 감상 ‧ 평가는 수용자가 작품의 문면에 유의하면

서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맥락을 통한 문학 텍스트 읽기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맥락의 하위 범주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들고, 맥락의 조건으로는 

작품의 섬세한 읽기 과정에서 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함을 들고 있다.6) 비록 이후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맥락은 내용 체계에서 삭제되고 대신 ‘지식’ 범

주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나7), 가장 최근인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도 여전히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핵심 개념 아래 ‘문학은 다양한 맥락을 바

탕으로 하여 작가와 독자가 창의적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이다.’라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2015 개정 국어

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서 맥락이 다루어질 때는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

경, 상호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라는 성취기준을 통해 

5)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8, pp.20-21.

6) 앞의 책, 교육과학기술부, 2008, p.401.

7)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태도’범주가 다시 설정된 것은 학교 현장을 중심

으로 태도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개발진은 

맥락이 상황이나 사회 문화에 대한 판단의 결과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지식’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맥락을 지식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민현식 외,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2011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과보고서』, 2011, p.77 : 양정실 외, 「맥락을 고려한 작품 읽기의 문학 교과

서 구현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4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p.3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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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가 ⟶

<서사 텍스트>
⟶ 실제 독자

내포 작가 ⟶ (서술자) ⟶ (수화자) ⟶ 내포 독자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로부터 문학 교육과정에서의 맥락은 텍스트를 매

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소통론의 

관점에서 작가의 문학 작품 생산 행위와 독자의 텍스트 수용 행위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통이 위치한 맥락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9) 이에 따라 문학의 소통 구도 중에서도 채트먼(Chatman, 1978)이 

정리한, ‘서사적 진술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서사적 의사소통의 구조10)

음성 언어 소통 상황과 달리 문자로 이루어진 소설 텍스트의 소통에서 작가와 

독자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마련이다. 위와 같이 작가는 실제 작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직 ‧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소설 텍스트를 생산하며, 

독자는 독자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에 

비추어 서사 텍스트를 읽어낸다.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현재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활동11)이라는 점에서, 독자가 소설을 읽어내는 

8)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pp.124-125.

9) 정진석(2014)은 소설 교육에서 문학 소통론의 실천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는데, 

문학을 의사소통의 일종으로 보는, 문학 이론으로서의 소통론은 4차 교육과정기부터 교

육 내용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소설 교육

과정에서의 소통론은 ‘작가-작품-독자’의 관계에 있어 작가의 수사적 행위를 중요시하

는 관점에서 독자의 능동적 이해를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해 왔다. 이와 같은 소통론

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 논문에서는 소통의 맥락

화와 반성적 탐구를 제시하였다.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49, 국어교육학회, 2014, pp.587-607 참조.)  

10)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

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p.151.

11) 리쾨르는 해석학의 문제가 ‘주석’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근거로 해석 작업의 

의도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 낯선 본문과 친해지려는 의도, 본문의 의

미를 지금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는 의도임을 이야기한다. (P. Ricoeur,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아카넷, 2001,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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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텍스트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텍스트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맥락들

에 비추어 종합하는 해석 과정이다.  

이처럼 학습 독자의 소설 읽기를 소석 해석 과정으로 보았을 때, 해석학의 담

론으로부터 소설 해석과 맥락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해석학을 체계화시켜 

모든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이해를 위한 조건들을 기술하고자 했던 인식론적 해석

학과 달리, 존재론적 해석학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인식에 대해 회의하고, 존재자

의 존재론적 이해에 기반한 해석을 중시한다. 하이데거(Heidegger)는 모든 해석

의 기초가 되는 ‘이해’란, 자신이 실존하고 있는 생활 세계의 맥락 내에서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보았으며12), 가다머 역시 해석에 있어 독

자의 주체적인 맥락을 강조하였다. 가다머(Gadamer)에 따르면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나 텍스트 생산 당대의 맥락에 제한받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는 

주체의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독자는 미래와 과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님

으로써 텍스트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의 지평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지평 융합을 통해 독자 자신의 지평을 확장하게 된

다.13) 이때 해석이 독자의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이것이 저자의 맥락과 

무관한, 오로지 독자의 현재적 관점에서만의 의미로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이 아니

라,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맥락들이 개별적 해석 주체인 독자에 의해 새롭

게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박상진(1999)은 에코의 전기호학적 시기와 기호학적 시기에 다

르게 구성한 ‘컨텍스트’의 개념을 문제삼는 글에서 텍스트 의미의 결정은 발신자, 

텍스트, 수신자를 모두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컨텍스트에 의해 한

계지어진다고 보았다.14) 나아가 박상진(2003)에서는 컨텍스트를 ‘해석이 열리는 

자리’로 보고, 이를 ‘윤리 ‧ 정치적 의식으로 무장한 경험적 개인 주체가 주체와 

12) R. Palmer, Hermeneutics :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p.70-88.

13) 가다머는 원래의 독자를 상정한다거나 저자의 원래 의도를 상정하는 것은 아주 거친 

역사적인 해석학적 원칙만 제시할 뿐이며, 그런 것으로 텍스트의 의미지평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힌다. 다만 글로 기록된 것은 그 출처와 원저자가 처해 있던 우발적 제

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맥락을 적극적으로 열어놓는다. (H.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2, 문학동네, 2012, p.240, p.318 참조)

14) 박상진, 「열림, 컨텍스트, 해석의 한계 : 움베르토 에코의 기호학적 해석 전략 비

판」, 『기호학연구』 6, 한국기호학회, 1999,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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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종합 원리 위에서 텍스트와 실제 세계를 해석하는 시공이며, 그 해석하는 

주체와 텍스트,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정의했다.15) 여기서는 독자를 

주체적인 정치적, 이념적 개체로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관계

를 형성하고 사회역사적 현실에 스스로를 던져 넣는 존재로 보았는데, 맥락에 입

각한 해석에 있어 역시 ‘독자가 형성하는 맥락’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한편 이처럼 맥락에 작용하는 독자의 능동성은 메이에르(Meyer)의 ‘문제제기’ 

개념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된다. 진정한 해석은 텍스트에 의해 해석자에게 던져

진 질문과 본질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가다머의 견해16)와 마찬가지로 메이에르는 

‘문제제기’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의미가 문제제기적 대답과 문제해결적 대답 사이

에 있다고 주장했다.17) 또한 무엇이 물음의 대상인지를 적시하는 ‘맥락’에 의해 

이러한 물음과 대답은 지시되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메이에르의 견해

를 받아들였을 때, 소설 텍스트의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물음과 대답의 순환

에서 발견된다. 즉, 텍스트는 독자의 마음에 텍스트가 다루는 물음을 불러일으키

는데, 독자가 텍스트에 도입하는 맥락이 이 물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문제제기적 대답을 하게 한다. 또한 독자는 이러한 물음을 던

진 주체를 상상적으로 복원하며, 독자가 구성한 문학소통의 맥락 하에서는 이 물

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색하며 문제해결적 대답을 완성하게 된다.

이처럼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맥락의 작용에 의해 밝혀진다면, 이러한 맥락의 

작용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사용되는 맥락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와 맥락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기(2006)

는 문학 교실에서 작품을 토의한다는 것은 해석과 반응을 낳은 맥락들을 끄집어

내어 다투게 하고 뒤섞어 하나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문식성 교육의 모델

15) 박상진, 「컨텍스트의 이론 – 데리다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0,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p.197.

16) H. Gadamer, 앞의 책, 2012, p.285.

17) 메이에르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물음이 텍스트의 내재적 비결정성(볼프

강 이저)에 기인하지 않고 담론 전반의 문제해결적이고 문제제기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대답으로서의 발화와 텍스트는 그 자체로 물음의 징후이므로 

모든 대답은 문제제기적이고 문제해결적이다. (Michel Meyer, Language et 

littérature, 이영훈 외 역, 『언어와 문학 – 의미에 관한 시론』, 고려대학교 출판

부, 2004, pp.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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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맥락의 작용, 교섭, 성찰을 상정했다.18) 진선희(2008)는 문학 소통 맥락이 다

층적이며, 고정적이지 않고 의미 구성에 개방적이며, 다면적으로 확장 가능함을 

그 특성으로 꼽고, 학습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체험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했다.19) 김미혜(2009)는 해석에서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들이 의미 구성에 개입하며, 해석 행위에서 독자는 맥락을 선

택하고, 텍스트를 선택된 특정 맥락 속에 위치짓는다고 보았다.20) 이러한 논의들

을 종합할 때, 맥락은 고정되어 있는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

트를 수용하는 특정한 시점에서 독자에 의해 선택되고 확장되며, 성찰되기도 한다

는 점에서 구성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을 ‘소설 텍스트 해

석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린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재조직한, 문학 소

통을 둘러싼 상황적 ‧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⑵ 소설 읽기에서 맥락 구성의 개념과 역할

이와 같이 정의된 맥락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자가 문학 소통의 

도구로서 텍스트와 관계되어 있는 맥락을 선택하고, 작용시키고, 성찰하며 텍스트

의 의미를 구성하는 소설 읽기 행위를 곧 ‘맥락 구성 행위’로 정의하고,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밝히는 과정을 차용하여 그 개념을 구체

화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문학 작품의 인지 및 해석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수단’

과 ‘인지적 구성체’로 나누어 설명한다. 문학 텍스트는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스스로는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해당하며, 독

자의 인지체계가 이 텍스트에 할당하는 것이 곧 ‘인지적 구성체’이다. 이러한 인

지적 구성체의 총체는 또한 ‘커뮤니카트’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커뮤니카트의 형

성은 소통 참여자들이 이전에 이루어진 그들의 경험들을 근거로 하여 텍스트의 

18)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34, 청람어문교

육학회, 2006.

19) 진선희, 「문학 소통 ‘맥락’의 교육적 탐색」,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

학회, 2008.

20) 김미혜, 「시 해석 전략으로서의 맥락화」, 『비평을 통한 시 읽기 교육』, 태학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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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의미에 비로소 뜻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1) 이를 차용할 때, 텍스트 

해석의 도구인 맥락과 텍스트 그 자체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지만, 해석 주체

인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재조직한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에 뜻을 부여할 때 비로소 해석 주체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구성

체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맥락 구성에서의 ‘커뮤니카트 형성’은 곧 맥락을 통한 의

미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텍스트 의미의 산출 과정을 ‘텍스트 언어 기호 

지각을 통한 메시지 인지’ - ‘커뮤니카트 형성’ -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 구

성’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지각하고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인지한 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카트를 형성해 내고, 형성된 커

뮤니카트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타당한 의미를 산출해 낸다

는 것이다.22) 여기서 텍스트의 언어 기호 지각을 통해 메시지를 인지하는 것은 

곧 맥락을 환기시키기 앞서 먼저 텍스트 내적 정보들만으로 텍스트의 일차적 의

미를 추론하는 것에 해당하고, 커뮤니카트를 형성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독자가 텍스트의 일차적 발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학 소통의 도구로서 

주체적으로 텍스트 해석에 맥락을 도입하여 이를 하나의 커뮤니카트, 즉 소통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독자가 

구성한 맥락이 독자 내적 대화 혹은 독자 간 상호의 대화를 통해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유비될 수 있다. 이로부터 맥락 구성은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 추

론과 메시지 인지’ - ‘맥락화를 통한 독자의 주체적 맥락 도입과 커뮤니카트 형

성’ - ‘맥락화에 대한 성찰과 교섭을 통한 소설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라는 단계

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설 읽기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각 단계는 다음 절

의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의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구하기로 한다.

한편 비고츠키(Vygotskii)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과 본고에서 논구하고자 하는 맥락 구성의 개념이 그 범주와 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고츠키는 지식의 근원을 환경에 대한 생물적 

적응에서 찾으려 한 피아제(Piaget)와 달리 지식이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관

점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사고 발달은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반영하게 되며, 그가 

21) H. Hauptmeier & S. J. Schmidt, Einführung in die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차봉희 역,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pp.126-134.

22)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0,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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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23) 지식이 우리의 삶

의 맥락을 초월한 실재를 객관적으로 표상해 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공적 맥락

에 비추어 구성해내는 것24)이라는 관점은 본 연구와 맥락에 대한 전제를 공유하

고 있으나,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광범위한 학습 독자의 삶의 맥락을 상

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맥락은 소설 텍스트의 해석에 관계하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문학 독서를 특정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놓인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형성한 사회문화적 지식을 토대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본다.25) 그러나 이렇듯 문학 읽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맥락 구성 교육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와 합치하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소설 읽기가 본질적으로 허구적 세계에 형상화된 타자의 삶을 

경험하는 일이며 작가가 만들고자 한 세계, 텍스트에 실현된 세계, 독자가 읽어내

는 세계가 맥락 구성을 통해 종합될 때 독자는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맥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 지평의 맥락에 한정된 소설 경험이 아니라, 맥락 구성 행위로서의 소설 

읽기를 통해 텍스트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융합되어, 궁극적으로 독자의 지평이 

확대되는 경험이다. 

2.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의 원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맥락 구성으로서의 소설 읽기에서 

각 단계의 과정적 구분은 큰 틀에서 구성주의 문예학이 텍스트의 의미 산출 과정

에 대해 밝힌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 원리 도출은 본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맥락의 성격을 반영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의 각 단계에서 그 구체적 원리를, 읽기 과

정에 관한 독서이론과 텍스트 의미 구성에 관한 문학이론의 논의를 조회하여 설

23) 앞의 책, p.46.

24) 이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p.4.

25) 최인자, 앞의 글, 2008, p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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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한다. 

⑴ 텍스트 표지 초점화를 통한 메시지 인지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커뮤니카트 형성의 전(前) 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텍

스트의 언어기호 지각을 통한 메시지 인지’이다. 여기서는 질료적 소여로서의 텍

스트와 의식적으로 지각된 텍스트를 구분하여, 용어상으로 전자를 ‘텍스트’로, 후

자를 ‘커뮤니카트 재질’로 불러 구분하고 있는데26), 이는 결국 독자가 주체적으로 

커뮤니카트 재질에 의미를 할당하여 커뮤니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대

상으로서의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이는 독자가 텍스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되는 의미에 관

심을 가진 하트만(Hartman, 1991)이 텍스트 이해 절차를 ‘텍스트 안에서 내용 파

악하기’,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에서 의미 찾기’, ‘텍스트를 벗어나서 의미 재구성

하기’로 나눈 것27) 중에서 ‘텍스트 안에서 내용 파악하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독서 이론에서 읽기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참고하여 그 내

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어윈(Irwin, 1986)은 언어적 텍스트는 미시적 과정, 통

합적 과정, 거시적 과정, 정교화 과정, 상위인지적 과정을 거쳐 이해된다고 정리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텍스트의 개념적 단위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고 이 중 어

느 것을 기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시적 과정, 텍스트상에 나타난 절이나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리하는 통합적 과정, 이러한 개념적 단위들을 요약적으로 

종합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인 거시적 과정이 선결된 후, 저자의 의도를 추리함으로

써 이해를 정교화하고,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의식적인 자각을 하는 과정이 후

행된다.28)

그렇다면 위의 미시적 과정, 통합적 과정, 거시적 과정에 해당하는 소설 읽기의 

과정은 무엇인가.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먼저 텍스트 내부에 존

26) 이상구, 앞의 책, 2006, pp.85-86.

27) 하트만(Hartman, 1991)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14)에서 재인

용.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14, p.130)

28) 어윈(Irwin, 1986)의 읽기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은희(2000)에서 재인용. (이은희,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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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특정 요소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초점화’로 명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사 이론

에서는 ‘초점화’라는 용어를 시점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렌즈로 바라보는 것29)으로 정의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서사의 특정 요소에 주

목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는 김혜정(2002)에서 텍스트 주제에 

대한 독자의 가설을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해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구체적 언어 

표현의 단서를 찾는 과정으로 ‘과제 초점화’를 설정한 것30)과 유사하며, 독자가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를 구성하기 위해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요소들을 

선택, 배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읽기 이론에서는 이러한 단서를 ‘텍스트 표지(text marker)’로 개념화한다. 텍

스트 표지는 표면에 제시되는 것과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텍스트 

제목, 접속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과 같은 표현들이 표면에 제시된 

텍스트 표지에 속한다. 한편 생략되어 있는 텍스트 표지는 ‘왜 그러한가(이유)’, 

‘어떻게 하는가(방법)’, ‘어떻게 아는가(증거)’와 관련된 진술문으로, 독자가 질문을 

던짐으로써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다.31) 이때의 텍스트는 비문학 텍스트에 해당하

지만, 독자의 질문에 의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물음의 대상

을 지시하여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 개념과 맞닿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텍스트 표지에 대한 초점화’를 소설 읽기의 장면에 적용할 때

는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김상욱(1996)은 문학교육이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독서

를 전제한 다음, 비로소 탐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기본적인 발견의 과제

를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등을 불투명하게나마 정리하는 것으로 보았다.32) 이처

29) H. Abbo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

의』, 문학과지성사, 2010, p.146.

30) 김혜정,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28.

31) 김재봉(2008)에서는 비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적 맥락을 활용하여, ‘생

략되어 있는 텍스트 표지’를 재구성하는 읽기 교수학습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표지와 맥락의 관계를 소설 읽기의 과정에 적용하고자 하였

다. (김재봉, 「텍스트 구조와 읽기 학습」, 노명완 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

문화사, 2008, pp.442-469 참조)

32)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독서 이후에 의미 탐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당연하

게 보일 수 있으나,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기호가 기호 특유의 객관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작품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된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에, 소설교육은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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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객체

창작 작자 인간, 사회

서술 (말하기) 서술자, 인물 사건, 인물, 공간, 시간

허구 세계인식 (보기)
서술자, 

인물(초점자)
사건, 인물, 공간, 시간

행위 인물 인물, 공간, 시간

읽기 독자 작품

                       <표 3.> 소설 의사소통의 층위33)

럼 소설의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인물, 사건, 배경을 소설의 주체와 객체가 여러 겹

으로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의 소설 읽기는 서술자가 사건, 인물, 공간, 시간에 대하여 말하거나 보는 

것, 인물이 다른 인물과 관계하고, 소설 속 시공간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것을 통

해서 포착된다. 채트먼(Chatman)이 서사물의 구조를 이야기(story)와 담론

(discourse)으로 양분한 것에 따라 소설 읽기에서 독자가 주목하게 되는 텍스트 

표지 또한 이야기 차원에 존재하는 인물, 사건, 공간의 내용적 요소와 담론 차원

에 존재하는 플롯, 초점화, 서술 양태의 형식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34)

이렇듯 표층적 차원에 존재하는 무수한 텍스트 요소들 중 독자는 소설의 주제

를 구성하는 데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특별히 주목하여 ‘왜 그러한가’, ‘어

떻게 그러한가’, ‘어떻게 아는가’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구

체화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따라 ‘표면 읽기(reading 

by line)’, ‘행간 읽기(reading between line)’, ‘이면 읽기(reading beyond the 

line)’으로 나눌 때35), 텍스트 표지 초점화를 통한 소설 텍스트의 의미 추론 과정

의미의 기호에 새롭게 덧붙여진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은 시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상욱, 「탐구로서의 소설교육」,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p.83-85 참조)

33)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p.152. 

34) 최시한(2005)은 소설의 기본 요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란히 놓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본질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덧붙여 주제

는 내용적 요소이되 형상이 없는 것으로, 모든 요소들의 총체적 작용태 혹은 그 결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점화의 대상이 소설의 기본 요소들이 되고, 이들을 맥락으로 

구성한 결과로 주제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최시한, 앞의 책, 2005, pp.155-158 참조)

35) 이성영(2008)은 의미의 재구성 정도에 따라 읽기를 구분하였는데, 표면 읽기는 글에 쓰

인 그대로만 이해하는 축자적인 읽기이며, 행간 읽기는 글에 직접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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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면 읽기와 행간 읽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독자가 표면 읽기와 행간 읽기를 

통해 메시지를 인지하고 나면, 이를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왜’나 ‘어떻게’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의하여 환기된 맥락의 작용은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⑵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

① 맥락화의 개념과 역할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에 있어 ‘커뮤니카트 형성’ 단계는 문학 소통의 구조 

안에서 소설의 실질적인 해석이 일어나는, 가장 중핵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커뮤

니카트 형성에 관한 맥락의 작용을 논구하기 앞서 먼저 문학 읽기에서의 맥락은 

기본적으로 문학 소통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

통 구조로 문학 읽기를 조망할 때, ‘텍스트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미의 기원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작가의 의식/사고 체계, 텍스트, 그리고 

독자의 의식/사고 체계이다. 생산 이론은 작가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수

용 이론은 그 몫을 독자에게 돌리지만, 어느 한 요소에 독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

는 것은 늘 한계에 부딪혀 왔고, 결국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이 소통론의 입장이다. 소통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텍스트를 통해 작가에게서 

독자에게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며, 이때 텍스트는 작가 수준의 의

미 또는 생산 의도를 반영하면서 독자 수준의 의미 또는 수용 의도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미론적 단서로 간주된다.36)

이처럼 기존의 소통론의 기본 모델이 ‘발신자-정보-수신자’의 모델이었다면, 구

성주의는 어떠한 정보도 그 자체로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문학 소통은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자체에 

실려 인식 주체에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경험과 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학

적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정보 이송(Signalübertragung)’ 모델

이 아니라 ‘정보 구성(Informationskonstruktion)’ 모델인 것이다.37)

에 주어진 정보들을 결합하면 추론 가능한 의미를 읽어내는 것, 이면 읽기는 제삼의 정보

를 투입해야만 추론이 가능한 의미를 읽어내는 것에 해당한다. (이성영, 「읽기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양상」, 노명완 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08, p.309 참조)

36)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p.31-32.

37) 이광복,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독어교육』17, 한국독어독문

학교육학회, 1999,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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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학 소통의 구성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자가 정보를 ‘어떻게’ 구

성하는가인데,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특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의 수용 과정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구성주의 문예학에

서 도입한 개념이 ‘커뮤니카트’이다. 앞서 맥락 구성의 개념을 밝힐 때 살펴본 바

와 같이 커뮤니카트는 삶의 상황이 각각 다른 독자들이 텍스트, 즉 커뮤니카트 재

질에 대해 각각 다른 커뮤니카트를 부여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구성주의 문학 소

통은 문학 텍스트의 지시에만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독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커뮤니카트 형성물의 상호 작용이 된다.38)

그렇다면 ‘독자는 어떻게 커뮤니카트를 형성하는가’가 다시 문제시되는데, 슈미

트(Schmidt, 1984)는 예술 작품을 정합적인 의의 산출로 만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술작품’이란 커뮤니카트 재질들로, 더 자세히 말해, 수용자가 자신의 커뮤니카트 

재질로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그가 구조화할 수 있는 능

력이나 경험, 정서감, 관심사 등에 상응하여 그 자신의 입장에서 응집력 있게 얽어짜

는 정합적인 구조에 있어 가장 적절한 정도라고 느낀 최상의 가능성에 커뮤니카트 재

질을 할당 ‧ 부여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의의연관성들을 만들어 내고, 최상의 가능

성으로서 정서적으로 장악된 상태, 그리고 커뮤니카트와 더불어 벌어지는 행위과정 

전체를 주관적으로 적절하고 심지어 잠재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카트 재질로서의 ‘예술작품’이다.39)   (밑줄은 인용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상응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느낀 가능성에 텍스트를 연결하여 의의연관성을 만들어내는 ‘커뮤니카트 형성’을 

‘맥락화’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로 ‘맥락’이 도입된 이후 읽기 교육과 문학 

교육에서는 꾸준히 맥락의 개념, 유형, 작용 원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들 중 맥락의 작용을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이 ‘맥락화’의 개념을 도입한 연

구들에서 맥락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재봉(2007)은 맥락이 효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맥락화’를 통해서 이

38) 류덕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18, 한국초등국어교

육학회, 2001, p.152.

39) H. Hauptmeier & S. J. Schmidt, 앞의 책, 1995,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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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의미의 불명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맥락을 

활용하는(제공하는) 언어행위’로 정의했다.40) 그리고 김미혜(2009)는 맥락화를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텍스트의 소통 맥락을 구성하

는 다양한 요소들 중 일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41), 이병규 외

(2017)는 맥락을 ‘개별 텍스트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의미 구성 주체가 의미를 만들어 내고,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성화시킨 요

소’로, 맥락 요소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키는 인지작용을 ‘맥락화’로 정의하였다.42)

이러한 맥락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정의로부터 공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맥락화가 ‘독자의 주체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가능한 여러 가지 의미 해

결 가능성 중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그 행위의 동기는 ‘텍스트의 의

미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맥락의 개

념을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린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으

로 재조직한, 문학 소통을 둘러싼 상황적,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

으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문학 소통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사회문화적 요

소에 대한 독자의 지식과 경험 중에서 독자가 떠올린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을 선택하고 재조직하는 독자의 능동적 행위가 ‘맥락화’이며, 이러한 맥락화

를 통해 독자가 만들어낸 맥락에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치시킬 때 비로소 

맥락적 의미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맥락과 텍스트의 상호작용의 귀결로서 독자에 의

해 텍스트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을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린 물음에 대하여,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

의 선택과 조직 또는 텍스트 내용과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의 연결을 통하여 구

체적인 답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② 커뮤니카트 형성에 활용되는 맥락화의 유형 

맥락화의 유형은 맥락의 유형과 연관되는데, 앞서 맥락 개념의 의미사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맥락의 범주는 할리데이와 하산(Haliday & Hasan, 

40) 김재봉,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맥락의 수용 문제」,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74.

41) 김미혜, 앞의 글, 2009, p.60.

42) 이병규 외, 「국어과 내용으로서의 맥락에 대한 재고」, 『새국어교육』 111, 한국

국어교육학회, 2017,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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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이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으로 나

눈 것을 기반으로 ‘언어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으로 주로 구분되어 왔

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자의 수용 맥락을 중요시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최인자

(2008)에서는 독자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위치지어진 자인가, 그리고 학습 

독자가 문학 읽기를 수행하는 교실의 상황 맥락은 어떠한가 등을 맥락의 중요한 

범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43) 또한 김정우(2006)에서도 텍스트의 의미 실현은 텍

스트의 언어 구조에 주목하는 것, 그 텍스트의 이전 텍스트나 자신의 독서 경험에 

따른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텍스트적 관련성에 주목하는 것, 독자 자신의 상황이

나 정체성에 비추어 가며 읽는 것, 작가의 의도에 대해 추론하며 읽는 것, 이렇게 

네 방향의 행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44)

이처럼 맥락의 유형과 범주에 대하여 좁게는 텍스트 안에 내재해 있는 맥락부

터 넓게는 독자의 삶 그 자체를 맥락으로 보는 관점까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수용 맥락은 맥락화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문학 소

통의 특성과 소통에 작용하는 맥락의 성격으로부터 비롯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텍

스트의 의미를 실현하는 해석의 과정에 대한 김정우(2006)의 고찰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발화자를 둘러싼 상황 맥락과 발하자의 의도가 약호화되어 있

는 발화의 의미를 청자의 입장에서 풀어 이해하는 행위가 ‘해석’의 일차적 성격인

데, 말해진 담화와 달리 글로 쓰인 텍스트에 의해 매개되는 담화에서는 독자가 처

한 다양한 입장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끊임없이 새로운 ‘맥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45)

즉,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화가 일어나는 배경에 독자의 

상황적, 사회문화적 삶의 다양성이 놓여있는 것으로, 이들 자체가 문학 소통의 도

구로서의 맥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독자가 자신의 지평 내에

서 문학 소통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맥락화의 유형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상황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하여 각각 다르게 

맥락으로 구성되는, 작가 ‧ 텍스트 ‧ 상호텍스트성의 맥락을 바탕으로 맥락화의 유

43) 기(Gee)를 중심으로 한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독서를 독자의 사회문화

적 지식 혹은 실천 능력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맥

락 교육은 독자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최인자, 앞의 글, 

2008, pp.427-446 참조.)

44)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pp.46-48.

45) 앞의 책,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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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작가의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한 맥락화를 살펴볼 때, 테리 이글턴(T. 

Eagleton, 1983)에 따르면, 현대 문학 이론의 역사는 대략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작가를 더 중요시하는 단계인 낭만주의와 19세기, 작품에 전적으로 집중하

는 단게인 신비평, 그리고 최근의 독자로의 뚜렷한 방향 전환이 그것이다.46) 이처

럼 텍스트 의미 생산의 무게중심이 독자로 옮겨온 상황에서 작가의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독자가 텍스트 의미를 맥락화한다는 것은 인식론적 해석학에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저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를 더 잘 이해하기’47)를 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학 소통을 둘러싼 맥락들에서 작가의 

존재를 배제해 버릴 수 없음은 죠르즈 풀레(G. Poulet, 1969)의 읽기 행위에 대

한 표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읽기 행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의 부분인 생각들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의 사고들인 생각들을 내 자신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지만, 그것들의 주체는 나이다. (…) 타인의 생각에 의한 

이런 이상한 나의 존재 속으로의 침투 때문에 나는 나에게 낯선 생각들을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48)

이처럼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읽기에 참여하지 않

더라도, 그리고 읽기 행위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지배자 역할을 저자에게 넘겨주지 

않더라도, 독자는 읽기 행위 중에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느끼게 

된다. 이때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는 ‘정보 구성 모델’로서의 문학 소통

46) T. Eagleton, Literary Theory : An Introduction, 김현수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86, pp.27-71 참조. 

47) 슐라이어마허와 딜타이에서 유래한 해석학은 해석을 이해의 범주와 동일시하고, 또

한 담화의 본래적인 상황 속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수신인들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저

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P.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김윤성 외 역, 『해석 이론』, 서광

사, 1994, pp.55-56 참조.)

48) 풀레는 여기서 독자의 의식을 대체시킨 생각하는 주체가 반드시 저자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부연하지만, 독자의 의식에 침투하는 생각의 주체가 저자의 존재 없이 생

각될 수 없는 주체라는 것은 여전하다. (E. Freund, The Return of the Reader : 

Reader-response criticism, 신명아 역, 『독자로 돌아가기』,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5, pp.230-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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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도를 고려할 때, 독자가 구성해낸 작가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 밝

히고자 한 커뮤니카트 형성의 핵심이 ‘어떻게’에 있었듯이, 작가의 상황 맥락 중

심의 맥락화 또한 ‘어떻게’가 문제되는데, 김현(1988)은 독자가 문학 소통에서 자

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 즉 작가를 재구성하게 되는 방식을 소설 속에 드러난 

작가의 욕망을 통해 설명한다.

현실 원칙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된 작가의 욕망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

다가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슬그머니 작용하여 객관적 사실을 자기 욕망에 맞게 변

형시킨다. 객관적 사실이 자기의 욕망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때 그 변형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 다시 말해 자아 밖에 있는 사실이 자아 속에 있는 욕망을 

크게 자극할 때에 그 변형은 갑작스럽고 전체적인 것이 된다. 그 세계는 세계를 욕망

하는 자의 변형된 세계이다. 그 세계는 작가가 해석하고 바꿔 놓은 세계이다. (…) 소

설은 그 욕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시처럼 감정의 세계만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철학처럼 세계관만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욕망

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49)             (밑줄은 인용자)

이처럼 독자는 현실 세계와 다른, 변형된 텍스트 속 세계를 통해 작가의 세계

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되는데, 이 점에서 작가의 상황 맥락과 텍스트의 사회문화

적 배경의 맥락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에스카르피(Escarpit, 1961)가 작가가 

생산한 텍스트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밝힌 것에서도 이들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작가는 주로 심리학적 ‧ 도덕적 ‧ 철학적인 측면에

서 문제의식을 지닌다. 둘째, 작가의 문제의식은 실제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과정

에서 미적 ‧ 문체적 ‧ 언어적 ‧ 기술적인 형태로 재구성된다. 셋째, 이러한 형태의 

작품은 정작 독자의 눈앞에서는 역사적 ‧ 정치적 ‧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의

식을 담은 공간으로 나타난다.50)

이로부터 독자가 작가와 텍스트의 맥락을 조회하는 것은 자신이 추론한 텍스트

의 표면적 의미에서 출발하여 텍스트를 거슬러 올라가 작가의 문제의식을 발견하

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며 역사적 ‧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문제의식을 담은 공간을 구성했을 때 독자는 자신이 발견한 문제의식이 작가가 

49) 김현,「소설은 왜 읽는가」,『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88, pp.221-222.

50) Jürgen Scharfschwerdt, Grundprobleme der Litteratursoziologie, W. Kolhammer, 

1977, p.120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4, p.3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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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자 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편, 작가는 왜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자 하였는가를 궁금해 한다. 따라서 작가의 상황 맥락화와 텍스트

의 사회문화적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은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과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라거나 작

가의 문학세계에 대한 지식, 또는 작가가 형상화하고 있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등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적 대답을 하는 독자의 의미 구성 행위

를 의미한다.

한편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는 문학 소통의 구도 속에서 작가보다는 독자에 가까

워, 독자의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유형의 맥락화이다. 상호텍스트성은 텍

스트가 자족적이거나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텍스트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51) 바흐친(Bakhtin)의 대화성 개념으로부터 비롯하여 크리스테

바(Kristeva)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들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다.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이다.”라고 주장하며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확장시

켰다. 크리스테바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르트(Barthes)와 데리다(Derrida) 등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하나의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다른 텍스

트들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52)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은 상호텍스트성이 저자와 독자로부

터 독립된 상태에서 더욱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 구성 

행위자로서 독자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와 달리 

독자들이 저자가 인용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다른 텍스트들과 연계

시키면서 어떤 텍스트적 단서들에 반응하는 것에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발견한

다.53) 독자는 커뮤니카트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전에 읽었던 텍스트들의 일반적인 형식, 문체, 주제와 관련해서 연계가 이루어

질 때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독자의 의미 구성에 활용되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좁혔을 때,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는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알고 있는 

5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상호텍스트성」,『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2009, p.193.

52) 소설 읽기에서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고

은정,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201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13-24.)

53) N. Spivey, Constructivist Metaphor, 신헌재 외 역, 『구성주의 은유』, 박이정, 

2001,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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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텍스트와의 연결을 통해 물음과 대답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는 김정우(1998)에서 상호텍스트적 맥락 형성의 개념을 ‘기존의 독서 경험

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텍스트에 다른 여러 텍스트들을 연관시키면서 자신

의 해석을 강화하거나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한 것54)과 궤를 같이 한다. 여

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해석의 강화와 수정’으로서 상호텍스트적 맥락화가 기

능한다는 점이다. 즉, 독자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소설 텍스트 해

석은 오직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다중 텍

스트를 끌어오는 것은 원 텍스트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의미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카트를 제공한다는 점55)에서 상호텍스트적 맥락화의 가장 

큰 특징은 ‘보충성’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유형의 맥락화가 독자의 인지체계 내에서 어떠한 과정

을 거쳐 선택적으로 맥락으로 도입되고, 텍스트와 연결되어 독자의 주체적이고 개

성적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지는 Ⅲ장에서 실제 학습자의 커뮤니카트 형성의 

양상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것이다. 

⑶ 맥락 재구성을 통한 의미 구성

수용미학에서는 텍스트 구조가 가지는 ‘의미의 다양성’을 문제 삼는 반면56), 구

54) 독자가 텍스트를 대하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동원하

여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시킬 때, 텍스트에는 텍스트 생산자와 관련된 맥락에 독자가 

형성하는 새로운 맥락이 더해진다. 이 연관의 양상은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 문화적 

연관, 매체적 연관, 사회 역사적 연관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른 텍

스트와의 연관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해석을 강화하거나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김정우, 「상호텍스트적 시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53 참조) 

55) 이경화(2008)는 읽기 맥락의 범주 및 구성 요소를 나눌 때 ‘텍스트 간 맥락’이 독

자의 의미 구성에 필요한 관념적 지식을 보충하고 확장해 주는 역할이 강하다는 점에

서 이를 읽기 맥락의 범주로 설정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경화, 「텍스트 이해 과

정과 맥락의 소통」, 노명완 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08, 

pp.342-343 참조)

56) 수용미학에서의 ‘문학적 소통’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원칙적으로 빈 자리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구조로부터 의미의 다양성이 생겨난다는 입

장이다.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pp.160-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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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문예학에서는 심미적 소통의 본질을 수용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미의 다

가성(Polyvalenz)’에서 찾는다. 이는 텍스트 의미에 다양성이 부여되는 기제가 커

뮤니카트 재질인 텍스트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통 참여자들의 행

동에 의해 도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들의 협응을 통해 그 의미가 구성된다는 관점을 견지

하고 있으나, 이 입장의 전제에는 먼저 개인의 인지적 과정 내에서 정합성 있는 

의미가 산출된다는 것이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자가 텍스트 의

미 구성 과정에서 의미의 다가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식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학습자는 의미 구성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받는 동

시에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다. 슈미트(Schmidt)가 “작품 해석의 

평가 규준은 ‘올바른(wahr)’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verantwortungsbewusst)’ 그

리고 ‘설득력 있는(überzeugend)’이다.”57)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텍스트 

의미 구성은 산발적인 커뮤니카트 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카트들 

간의 대화를 통해 정합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의미 산출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대화주의 이론과 해석학에 토대를 둔 문학교육에서는 텍스트와 학습

자 간의 대화나 학습자들 간의 대화, 또는 학습자와 교사 간의 대화를 다루어왔

다. 그런데 맥락은,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잠재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요소들 중 

의미 구성 주체가 텍스트 해석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의미 구성 주체는 복수의 커뮤니카트 형성의 결과물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의

미들 간의 대화는 기존의 대화주의 이론이나 해석학의 이론으로 살피기에 어려움

이 있다.

여기서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인지체계 내에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주목한 하트만(Hartman, 199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하트만은 

기본적으로 독자의 텍스트 이해가 이미 읽은 텍스트의 내용 조각들과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 조각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읽기 

과정을 텍스트 내용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관계짓기(associating)’,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의 배경지식이 연결되어 결합하는 ‘연합하기(assembling)’, 독자가 텍

스트를 읽으며 새롭게 구성한 텍스트와 독자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텍스트가 결

합하는 ‘내적 재구성(looping)’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중에서 이 절에서 살피고자 

하는 재맥락화의 단계와 상응하는 것이 바로 ‘내적 재구성’ 단계이다. 하트만에 

57) 이광복, 앞의 글, 1999, pp.246-2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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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이 단계는 독자가 마음속에 있던 텍스트를 계속하여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58)

이 단계에서 ‘독자가 새롭게 구성한 텍스트’, ‘독자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텍스

트’라는 표현으로부터 이러한 읽기의 재구성이 광의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에 기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독자가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대체하고, 흡수시키며, 그 교차로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은 또

한 데리다(Derrida)의 ‘대리보충(supplement)’ 개념과도 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보충’ 개념을 텍스트 상호 간의 관련성에 의한 의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 그 자체로 환원하려는 경향, 작가의 의도로 환원시키

려는 경향에 대해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는 관점을 같

이 한다. 그러나 구성주의 문예학자들은 텍스트의 의미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화 과정을 거친 실제의 독자들에 의해 그때그때 구성된다고 보는 반면, 

데리다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독서를 통해 텍스트 내에서 의미의 해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독자의 의미구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인 

의미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본 후기 구조주의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의미 구성과 재구성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서 ‘대리보충’의 

가능성을 살핀다.

데리다는 텍스트의 중심이 텍스트 구조의 내부에도 외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에 주목하여, 중심이나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중심의 부재

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중심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기호는 중심의 부

재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들의 무한한 유희로서의 텍스트

의 의미는 대리보충 운동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59) 해석 과정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종결점이 끊임없이 지연된다는 점은 텍스트와 현실이 해석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해체론의 목적은 그와 같은 인식론적 허무주의를 지향

하는 데 있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구성하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

며, 복합적인 차이작용과 상호텍스트성의 결과로서 생산된다는 것이다.60)

58) Hartman, 8 Readers reading: the intertextual links of able readers using 

multiple passage, University of Illinois Ph.D, 1991 (김도남, 앞의 책, 2014, p.130

에서 재인용)

59) Achim Geisenhanslücke, Einführung in die Literaturtheoire, 박배형 외 역, 『문

학이론입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210-211.



- 36 -

즉, 텍스트로부터 객관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고, 독자가 자

신의 주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커뮤니카트를 형성하는 작업이 곧 문학 행위로서 

새로운 기의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 기의들이 대리보충 운동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 곧 해석이자 독자가 구성한 의미가 된다. 이로써 결론적으로 독자는 작가의 

의도, 진리, 텍스트에 일치되는 적합성이 아니라 독자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해

석을 구성하게 되고, 이는 비로소 사회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문

화적 맥락 속에서의 타당한 의미 산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된다.

3.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의의 

⑴ 문학 소통에의 적극적 참여 태도 함양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에서는 독자의 소설 읽기 행위에 있어 문학 소

통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텍스트의 의미가 작가에게만 있는 

것도, 독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들 사이의 맥락적 상호작용에 있기에, 독자

가 이 소통 안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성해 내는 것이 소설 읽기의 핵심적인 

능력이 된다. 이처럼 독자에게 정보의 일방적 수신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정보의 

구성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요소 중에서도 태도 교육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태도 범주에서는 줄곧 문학의 생활화가 제기된다. 그러

나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구체화가 없다면 

이러한 문학교육의 태도 범주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문학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태도는 학습자 스스로가 이 소통에서의 능동적 의미 구성자라는 것을 알고 이를 

경험할 때 길러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육 설계를 통해 소설 읽기에서

의 맥락 구성이라는 경험적 지식을 습득한 학습자는 문학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독자, 궁극적으로는 문학을 생활화하는 독자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

60) M. Ryan, Marxism and Deconsturction, 나병철 외 역,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

사, 199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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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 교육의 가능성은 읽기 태도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

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태도나 몰입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 관한 연구는 문학 

교육 분야보다 읽기 교육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텍스트를 의미 구성 과정

으로 본다는 공통점으로부터 위의 연구들을 문학 교육에 전용할 수 있다. 대표적

으로 이성영(2009)에서는 읽기 태도가 인지적 이해와 읽기 경험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교수자는 학습자가 읽기가 어떤 가

치를 지니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독자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 책을 많이 읽게 하되 그 경험이 인지적

이고 정의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61)

소설 읽기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결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 따르면, 공통 과목 ‘국어’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문학이 언어 예술이자 사회문화적 소통 활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교양인으로서의 문학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취 기준의 중점이 된

다.62) 소설 읽기의 장면에서 문학이 소통 활동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 

텍스트가 작가가 자신이 살았던 세계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허구적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 텍스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는 이 텍스트

를 매개로 작가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소설 읽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로, 독자는 자신이 어떤 독자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독자로서의 학습자는 자신이 이 소통에서 발신자로서의 작가의 말을 일방

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소설에 형상

화된 세계와 그 세계를 창조한 작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능동적 의미 구성자라

는 정체성을 갖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인지적 이해는 본 연구의 교

육 내용 중 ‘문학 소통 참여로서의 텍스트 의미 구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교

육적 의의이다.

마지막으로 소설 읽기 경험이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만족감을 주는 경험이 된다

면 학습자는 소설 읽기 태도의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안하는 소

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이를 해결하

61) 이성영, 「읽기교육에서 태도의 문제 : 읽기 태도의 교육 가능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21, 한국독서학회, 2009, p.312.

62) 교육과학기술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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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맥락을 모색하고 도입하여 이에 답해 가는 과정이 중

점이 되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한 읽기 경험은 충분히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만족

감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은 문학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 독자, 나아가 문학을 생활

화하는 태도를 가진 독자를 길러낼 수 있다.

⑵ 텍스트 해석 자원의 주체적 활용 능력 신장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 단계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고 떠올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가를 모색한다. 그리고 이렇듯 학습자가 답을 찾는 과정에는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해

석의 자원과 텍스트 내부의 정보만이 소용된다.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 맥락 구성의 양상에서는 학습자들이 도입하는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텍스트 의미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학습

자가 도입하는 맥락이 다르다는 것은 비단 작가의 상황 맥락, 텍스트의 사회문화

적 배경 맥락,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 맥락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의 유형이 다르다

는 것이 아니다. 같은 유형의 맥락화를 시도하더라도 학습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해석 자원 중에서 어떤 것이 이 텍스트와의 소통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하는가, 이를 텍스트와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 학습자가 구성하는 텍스트의 의

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가의 상황 맥락 유형화와 관련하여 분석한 학습자

들 모두가 동일 작가의 다른 자전적 텍스트 학습을 통해 작가의 상황 맥락과 관

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고,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화에서 분석한 

학습자들도 모두 자신이 읽은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과 관련하여서도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실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문학 읽기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고 전제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 학습자들이 충분히 풍부한 텍스트 해석의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적인 문학 소통에서의 정보 구성에 활용하여 자신만의 주체적이고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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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 구성으로 만드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텍스

트의 표층적 내용 이해에 머물거나, 독자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대입하는 것에 그

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소설 읽기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해석의 자원을 지

식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소설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관점을 포함한 읽

기 방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즉, 학습자에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통해 그 지평을 넓혀주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구안한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은 커뮤니카트 형성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해석의 

자원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모색하고, 문학 소통의 도구로 만들어 주체적인 소설 

텍스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가를 밝힘으로써 텍스트 해석 자원의 주체적 활용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의의가 있다.

⑶ 텍스트 해석의 메타적 검토 능력 향상

독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으로서의 소설 읽기의 최종적 단계는 소설의 총체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문학은 타인의 삶에 대한 대리 경험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객

관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학 경험은 총체적 경험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삶

을 형상화한 소설 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구성할 수 있는 맥락은 다층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맥락만으로 소설을 읽거나 맥락들 간의 교섭 작용이 일어나지 않

는 읽기는 소설의 협소한 이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자신의 맥락적 의미 구성의 과정을 성찰하고, 

상위인지적 읽기에 기반하여 맥락들을 재구성하는 맥락 재구성 단계를 교육의 목

표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커뮤니카트의 질료 단계

로 남아있는 독자의 인지적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화와 커뮤니카트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맥락화로서 소설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하

는 한편, 독자가 완결시킨 커뮤니카트 형성에 대하여 이것이 독자 스스로를 설득

시킬 수 있고, 문학 교실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한

다. 뿐만 아니라 독자가 구성하는 소설의 의미는 독자가 형성한 커뮤니카트들의 

병렬적 총합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카트들을 독자가 스스로 관계지으

며, 계속해서 이들을 새로운 의미로 대리보충하는 과정에서 확장된다.

이 단계는 자신의 커뮤니카트 형성의 결과물을 문학 교실 내의 공적 발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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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다른 학습자들이 형성한 의미에 대해 반응하는 문학 토의의 방법을 통

해 성취된다는 점에서 해석 소통의 논의도 참조할 수 있다. 이인화(2014)에서는 

해석 경쟁의 우위가 결국 얼마나 다양한 맥락을 조회하고, 또 얼마나 적절한 맥락

을 개입시켰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내면의 소통이든 자아와 타자 간의 소통이든 

이질적인 것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

다.63) 본 연구에서 구안하고 있는 맥락 재구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메타적으로 

자신의 해석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나’, 

소설 읽기의 총체적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63) 이인화, 『해석소통, 문학토론의 내용과 방법』,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pp.2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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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소설 읽기에 나타난

맥락 구성의 양상

앞서 맥락 구성 행위로서의 소설 읽기를 텍스트 표지 초점화를 통해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를 추론하고, 이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맥락을 동원하여 주체적인 

물음과 대답의 순환으로 의미를 형성하며, 의미 형성의 결과물들을 상위인지적으

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학습자

가 실제 소설 텍스트를 읽을 때 일어나는 맥락 구성의 양상을 독자가 질문을 통

해 텍스트의 문제제기를 발견하는 ‘메시지 인지에 의한 맥락의 환기’, 독자가 환

기한 맥락을 텍스트와 연결하여 해석의 도구로 삼는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 형성된 의미들을 교섭시키는 ‘독자 내적 대화를 통한 맥락 재구성’으로 나

누어 살핀다.

이렇듯 독자가 맥락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소설의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 과정

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와 박민규의 「그렇

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고 쓴 학습자 감상문 154편에 나타난, 학습자의 텍스

트 의미 구성의 양상을 살폈다. 이에 따라 1절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문제제

기를 인지하고, 인지한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떠올린 질문을 통해 독자 

지평 내에 있는 다양한 맥락들이 환기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

절에서는 학습자가 문학 소통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맥락을 선택적으

로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과 연결하여 텍스트의 문제제기를 해석하는 양상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이러한 의미 형성의 결과물들이 상호교섭하여 독

자의 인지체계 내에서 정합적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각각

의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의미 구성 양상은 Ⅳ장의 맥락 구성을 통

한 소설 읽기 교육 설계 구체화로 이어지며, 각 절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한계점 

역시 교육 설계의 시사점 도출에 이용되었다.

1. 메시지 인지에 의한 맥락의 환기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고 난 후 감상문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줄거리를 요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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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문 독자의 해석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관

찰되는데, 해석 주체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텍스

트의 축자적 의미를 이해하는 해독 작업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론적 검

토에 있어 커뮤니카트 형성의 전(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읽기가 어윈(Irwin, 

1986)의 미시적, 통합적, 거시적, 정교화, 상위인지적 과정의 읽기 중 미시적, 통

합적, 거시적 과정의 읽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를 소설 읽기에 적

용할 때는 표층적 차원에 존재하는 인물, 사건, 배경을 불투명하게나마 정리하며, 

소설의 주제를 구성하는 데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특별히 주목하여 ‘왜 그

러한가’, ‘어떻게 그러한가’, ‘어떻게 아는가’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텍스트

의 언어 기호 지각을 통한 메시지 인지’ 단계의 소설 읽기임을 살핀 바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는 단계의 읽기가 독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하

는 맥락의 장 안에서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독자는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맥락을 선택적으로 환기시키는데,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주목하여 맥락을 

환기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처럼 독자가 제기하는 물음에 주목하는 것은, 읽는

다는 것은 무엇이 텍스트의 문제제기라고 스스로 이해하는지를 생각하며 이 비유

적 물음에 답하는 것이고, 맥락은 이 물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2)이라는 메이에르(Meyer)의 견해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 감상문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제기한 질문들을 뽑아 보았을 

때, 전체 154편의 감상문 중 약 86%인 132편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

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소설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나

머지 22편 중에서도 명시적 질문 없이 문제해결적 대답을 하며 맥락을 구성하는 

양상들이 있었으나, 이 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질문들에 한하여 이러한 질문

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동 부엘(Dong Buehl)은 ‘소설을 위한 자기-질문 분류법’에서 소설 텍스트를 읽

1) 읽기관은 해독 중심에서 ‘해독+독해(의미구성)’으로, 더 나아가 ‘해독+독해(의미

구성)+사회적 실천 행위’로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관점을 배제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관점이 보태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텍스트 읽기에서 해독 

작업은 전제로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영, 「읽기의 개념과 성격, 그리

고 양상」, 노명완 편, 『문식성 연구』, 한국문화사, 2008, p.300 참조)

2) Michel Meyer, Language et littérature, 이영훈 외 역, 『언어와 문학 – 의미에 관

한 시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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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인지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질문들을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안하기의 여섯 단계로 나눈 바 있다. ‘기억하기’와 ‘이해하

기’는 텍스트의 표층적 이해와 관련한 질문이며, ‘적용하기’는 독자가 텍스트에서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문제로 환원하는 질문, ‘분석하기’는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 ‘평가하기’는 작가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질문, ‘창안하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관련한 질문

이다.3) 독자가 문학 소통의 구조 속에서 작가의 메시지를 인지하고 이를 자신이 

도입한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은 이 중에서 분석하기, 평가하

기, 창안하기의 읽기 과정에 해당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4)

즉, 이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텍스트의 문제제기인가와 관련하

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맥락을 환기시킨다는 

것인데, 대상 텍스트에 따라 질문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독자가 

작가의 메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데, 대개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학습자들은 작가의 메시지를 쉽게 파악하고, 

자신이 파악한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맥락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한편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학습자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작가가 사용한 수사학적 장치들의 의미를 

먼저 탐구하고자 하였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맥락들을 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작가의 문제의식이 집

약된 인물의 발화로부터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였다.

3) Dong Buehl, Self-Questioning Taxonomy, Classroom Strategies for Interactive 

Learn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2009, pp.157-161 : 원자

경, 「소설텍스트의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 이상 <날개>를 중심으

로」, 『독서연구』25, 한국독서학회, 2011, pp.242-246에서 재인용. 

4) 학습자 감상문에서 나타난, <이해하기> 단계와 관련한 질문의 예시로는 ‘이 소설에

서 서술자는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돈에 인색하게 된 것일까?’가 있었으며, <적용하

기> 단계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내가 훈이라면, 내가 서술자라면 그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가 있었다. 학습자 감상문에서 <이해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은 

7%, <적용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은 12%가 나타났으며, 소설의 표층적 내용을 이

해하는 것과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학습자의 의식적인 탐구 행위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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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는 자신이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고모와 할머니가 주입하던 일의 파국을 보기 위해

서라고 표현한다. 소설의 마지막이 되면 소설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디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B-카메라-16]

이와 같이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독자가 자신 역시 함께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독자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적 대답을 하기 위

해 다양한 맥락을 환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래는 같은 질문을 떠올렸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각각 다른 맥락을 가져오는 사례들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한탄하며 말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이 부분에서 

작품 내내 계속 ‘나’의 말과 입장을 빌려 전해지던 작가의 목소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전해진다

고 생각하였다. 독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니?’라고 물으며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이끌어

내고 있는 같이 느껴졌다. ⓐ작가 자신도 6.25 전쟁을 겪었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전쟁으로부터 얻은 상처를 문학을 통해서 후대의 독자들과 소통하며 치유 받고 싶어 했던 것

이 아닐까? 나는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조카와 고모의 이야기, 그리고 작가

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픔을 비로소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느껴볼 수 있었다. 눈에 보이

지 않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직접적이고 강렬한 경험이나 이미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본질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산재되어 있는 상처이

며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은 후대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점에서 단연 본질이다. 

작가는 아마도 이런 말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의 사

람들은 간과하거나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 전쟁의 보이지 않는 실상을 ‘나’와 조카인 훈이

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B-카메라-5]

위 학습자는 인물의 발화를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니?’라고 작가가 자신에게 던

지는 메시지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작가가 6.25 전쟁

으로 인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작가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환기시켜, ‘전

쟁의 실상을 드러내고(ⓒ), 이러한 문학 행위를 통해 작가 자신이 치유 받고자 하

였을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해석한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아마 훈이에게 이과로 반을 옮기게 했을 때부터 훈이가 원하지 

않을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훈이는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처럼 문과를 가려고 했다. 

ⓓ왜 ‘나’는 훈이에게 이과로 반을 옮기라고 했을까? 아마 훈이의 아버지, 즉 ‘나’의 오빠의 영

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와 ‘나’는 훈이의 아버지가 무참하게 죽은 이유는 문과로 진학해 

배운 사상 때문이라고 믿었다. 훈이의 아버지가 사회에 참여해 살아간 것이 결국 이념과 사상 

간의 충돌이었던 6.25전쟁으로 인해 화를 봤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훈이를 이과로 옮겨 

사회 변혁에 몸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기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 했다. ⓔ이 부분에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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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은 결국 할머니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상처의 영향으로 인해 할머니와 ‘나’는 훈이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버렸다. 더더욱이나 훈이는 안정적인 중산층으로서의 꿈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대와 대를 넘어서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의 폐해가 결국 개인에게는 상처를 주고 상처로 인한 피해 의식은 훈이가 자신만

의 삶을 살 수 없게 해버렸다. [B-카메라-68]

위 학습자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에 대해 고모인 ‘나’가 조카인 ‘훈이’를 

이과로 옮기게 했던 사건부터 잘못되었다는 답을 찾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건

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질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질문

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학습자가 떠올린 것은 6.25 전쟁이 사상과 이념

의 대립에 의해 야기된 충돌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

경을 ‘전쟁’으로 단순하게 대입하지 않고,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구체화하여 

환기한 것은, 위 학습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다시 

‘왜 문과를 지망하는 훈이를 구태여 이과에 가게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나’의 궁금증대로, 뭐가 잘못된 것일까? ⓕ자식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한 것의 문제이다.

훈이는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한 삶을 살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졌

고, ‘나’에 대한 반항심은 커졌다.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대들었지만 

결국 ‘나’가 하자는 대로 훈이는 해줬다. ‘카메라’에 대한 고모의 집착에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거야”라고 까지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치

맛바람이 센 엄마들을 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의존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많

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실제로 예전에 읽은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은 청소년기, 30대, 40대, 심지어 60대까지 행복과 전체적인 안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낫다고 나왔다. 훈이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통제하는 보호자로 인해 마음은 삐뚤

어지고 삶은 덜 행복해졌다. ‘나’의 허영이 훈이의 소풍날을 망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을 하면서도 다시 허영으로 인해 훈이를 힘들게 만들었다.  [B-카메라-69]

위 학습자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에 대한 답을 ‘자식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양육자의 문제’라고 내놓고 있다(ⓕ). 이러한 답의 근거로 이 학습자는 자신이 읽

은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 학습

자가 작가의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다른 텍스트

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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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설에 형상화된 문제적 세계를 체험하고 독자들이 작가의 문제의식을 

메시지로 인지했을 때, 이러한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독자들은 각각 작가의 개

인적 요소[B-카메라-5],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B-카메라-68], 다른 텍스트 

읽기 경험[B-카메라-69]이라는 맥락을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학습자들은 이 소설에서 작가의 

메시지가 쉽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사용한 수사학적 장치에 담긴 의미

를 탐구하며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 소설을 

읽은 학습자 감상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질문이며, 이와 관련한 소설의 한 부분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제목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까지는 절대 이해하

지 못할 문장이다. 작가가 소설을 이 의미심장한 말로 끝낸 만큼, 나는 이 ‘기린’이라는 동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 [C-기린-9]

다소 허무하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기린의 한마디로 소설이 끝이 난다. ‘과연 이는 열린 결말

로 소설을 끝맺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결말이 열려있는 결말

이라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C-기린-38]

봄이 얼마쯤 완연한 날이었을까. 일을 마친 나는 잠깐 역사의 벤치에서 졸다가- 깊고, 완연

한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목이 말랐다. 여느때처럼 미란다 한잔을 마시고 

나자, 탄산수처럼 쏘는 느낌의 봄볕 속에는, 그래서 그만큼의 온기가 더 스며 있었다. 아아, 마

치 기지개처럼 나는 다릴 뻗고 고갤 젖혔다. 여전히 구름은 흘러가고 지구는 돌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건너편 플랫폼의 지붕 부근에 떠 있는 이상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것은 설마 기린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한 마리의 기린이었다. 기린은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

을 입고, 플랫폼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오전의 역사는 한가했고, 아무리 한가해

도 그렇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의 표정으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거

야 원, 누군가 한 사람은 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으로 나는 기린을 예의, 주시했

다. 끄덕끄덕 머리를 흔들며 걷던 기린이 코너 근처의 벤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앉았다. 

그것은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분리되고,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기린이 아버지란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미 

통로를 뛰어가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중략) 

아버지, 그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버지 맞죠? 그것만 얘기해줘요.

무관심한, 그러나 잿빛의 눈동자가 이윽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기린은 자신의 앞발을 

내 손위에 포개더니, 천천히,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5)              (밑줄은 인용자)

5)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창작과 비평』32, 2004,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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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소설의 메시지를 인지하는 데 있어 독자들은 결말에서 기린을 보며 

사라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나’와 ‘나’의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까? 기린입니

다.”라고 기린이 답하며 끝나는 장면에 집중하여 여러 맥락을 동원하여 이를 설명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기린이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기린에게 말을 걸지

만 기린은 무관심하다가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기린인가? 사슴도, 토끼도, 돼지도 아니고 왜 하필? ⓐ작가가 기린을 택한 데에는 분명 이

유가 있을 것이기에, ⓑ기린의 특성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기린은 목이 긴 초식동물로,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다. 우선, 목이 길고 키가 큰 기린은 눈높이가 높다. 사람들

이 사는 세상은 기린에게는 조금은 작아 보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린은 자신의 삶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보다 눈높이가 높아서 ‘출근 시간에 늦지 않고 돈을 버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들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자, 매일매일 그저 돈 벌기에 급급하여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워 모두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회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

을 의미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모두를 내려다 볼 만큼 목이 긴 존재는 기린 밖에는 없다. 그래

서 기린은 외롭다.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사회상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에도 급

급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존재는 혼자라서 고독하며 사회가 안타까워서 

고독할 것이다. 기린은 그러한 존재이다. [C-기린-18]

위 학습자는 이 소설의 결말에 다른 동물이 아닌 ‘기린’이 등장하는 것에는 작

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기린에 대한 정

보를 떠올려(ⓑ) 소설의 내용과 연결지으며 ‘하필 기린을 내세워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말에서 갑작스레 ‘기린’이 등장하면서 소설이 끝났을 때 허무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궁금해졌다. 소설 전반적으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접할 수 있는

데, 반복해서 ⓒ화성과 금성에 가고 싶다는 등 어린 아이 같은, 동화적인 면모를 보인다.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더운 날씨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 화성에 가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

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다시 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 한국 현대 사회를 탈출하고 싶은 욕

망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가난, 개인주의로 물든 현실세계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어 현실의 암담함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결말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해석했다. ⓕ현실의 고난에 시달리다가 기린으로 변신함으로써 자

본주의 세상을 벗어난 아버지를 환상적으로, 동화적으로 표현하면서 현실의 비극을 강조한다고 

봤다. 나 또한 글을 쓰면서 신화적, 비현실적 요소를 차용하여 더 효과적인 비유를 하거나 특유

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한 경험이 있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C-기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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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는 이 소설의 결말에서 아버지가 기린이 되는 것, ‘나’가 화성과 금성

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을 현대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하

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가 사용한 수사학적 장치들을 ‘동화적 표현’으로 의미

화하고(ⓒ), 이와 대조되는 현실을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가난, 개인주의로 의미화하여(ⓔ), 작가의 메시지가 이러한 현실의 부정

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기린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많이 읽은 것 같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최대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우선 기린이 진짜 아버지일까가 

궁금했다. 주인공은 기린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린 옆에 가서 앉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소설 <장마>에 구렁이가 죽은 삼촌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글에서도 기린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매개물인 것 같다. [C-기린-12]

위 학습자는 이 소설에서 기린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탐색하며 ‘기린이 정말 

아버지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고, ‘기린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매개물’이라는 스스

로의 답을 마련하는 데 근거로서 <장마>라는 소설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

다(ⓖ). 기존의 소설 읽기 경험에서 사라진 사람의 매개체로 동물이 사용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기린’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들이 작가의 문제의식을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

단되는 결말이나 상징적 소재에 대한 주목을 통해 재구하고자 할 때, 독자들은 소

설에 사용된 소재에 관한 배경지식[C-기린-18],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C-카

메라-10], 다른 텍스트 읽기 경험[C-기린-12]이라는 맥락을 환기시켰다. 

이 절에서 분석하는 양상과 관련한 학습자의 한계는 메시지 인지와 관련한 질

문을 잘못 파악한 경우와 질문에 대해 적절한 맥락을 환기하지 못한 경우에서 나

타났다. 먼저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질문을 잘못 파악했을 때 맥락을 환기

하여 구성된 의미도 텍스트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느끼려고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전쟁의 비극과 국민의 참여 등에 대해 많은 고찰을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자기 자신에

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전쟁은 필연적인 것인가와 국민들이 참여를 해 무언가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필자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유치한 싸움과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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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가 초등학생 때 이러한 유치한 싸움을 원한다고 항상 안하는 것은 아니다. 반 어디서든 

아이들은 한 번씩은 싸울 것이다. 이렇듯 충동적으로 전쟁은 일어나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

각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만들어 이러한 일이 최소한

으로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느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필자가 항상 생각해봐

오던 바가 있었다.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한다면 퍼풀리즘에 빠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많은 현실이 바뀌고 개선될 수 있다고 느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

해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고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B-카메라-46]

위 학습자는 「카메라와 워커」를 읽고서 ‘전쟁은 필연적인가’와 ‘국민의 참여

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이 학습자는 이 소설을 통해 ‘전쟁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와 ‘우리 사회를 

위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텍스트

의 메시지와 무관한 질문을 자신이 소설 읽기 과정에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

제로 인식하였던 것에서 비롯한다.  

이 소설을 읽기 전 제목을 보았을 때, 소설의 진행방향이 동물들의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라

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마지막 서너 문단을 제외하고는 ‘기린’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설을 읽는 내내 기린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제목에 내 집중이 쏠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모든 내용에 기린과 연관지으려고 노력했기에 이야

기가 잘 읽히지 않아 두 세번씩 읽게 되었다. 끝까지 읽고 나니, 작가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데

에는 나와 같은 독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다. 작품을 읽어보면, ‘나’는 세상을 모두 

‘산수’로 계산하고 바라봐서 정작 인간적인 삶은 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목을 읽

고 소설을 읽은 나도 소설 내용의 모든 것을 기린과 연관지으려 했기에 소설의 ‘진짜 뜻’을 파

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나의 독서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작품 속의 

‘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본 것인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깨

닫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런 장치를 설정했다고 생각했다. [C-기린-32]

한편 위 학습자는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기린이 무엇일까’, ‘작가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질문을 구성하였으나, 이에 대해 ‘기린’에만 집중하느

라 소설의 ‘진짜 뜻’을 파악하지 못한 학습자 자신의 모습을 ‘세상을 모두 산수로 

계산하고 바라보느라 인간적인 삶을 보지 못하는 인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작가가 자신과 같은 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모호한 제목을 지은 것이라고 

그 의미를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작가가 작품에 자신의 ‘진짜 뜻’을 숨겨놓

고 이를 통해 독자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하였다고 말하

기 위해서는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위 학습자는 이를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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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절한 맥락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문제제기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스스로 그 메

시지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의 개인적 삶, 상징적 

소재 자체,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다중텍스트 읽기 경험을 맥락으로 환기하

여 텍스트를 자신이 가져온 맥락에 비추어 그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과정이 텍스트의 적절한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중심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질문을 만드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맥락을 도입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는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첫 번째 단계가 텍스트의 표층적 읽기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 인지,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적절한 질문 떠올리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가능한 맥락을 떠올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맥락을 

선택하기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2.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독자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행위는 곧 ‘독자가 텍스

트 수용에 기초하여 그의 인식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텍스트를 어떻게 설

명하고 평가하는가’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텍스트의 메시지 인지’, ‘커뮤니카트 

형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 구축’으로 분리하였음을 살핀 바 있다. 여기서 

‘독자가 커뮤니카트를 형성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조직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연결시킴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6) 즉, 

커뮤니카트는 텍스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커뮤니카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의미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온전

히 독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렇듯 커뮤니카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맥락을 조회함으

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의 단계를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린 물음에 대하여,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의 선택과 조

직 또는 텍스트 내용과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의 연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을 

6)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0,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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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떠올린 맥락을 

통해 그의 인식 범위 내에서 어떤 맥락을 동원하여 해석의 방향을 잡고, 이를 바

탕으로 텍스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하는가의 양상을 분석하여 커뮤니카트 형

성 행위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맥락은 문학 소통을 둘러싼 상황적, 사회문화적 실체 그 자체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에 관여하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정보이다. 즉, 

독자가 작가와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맥락으로 도입하는 것은 자

신의 지평, 즉 작가와 문학 작품, 텍스트에 형상화된 시대 현실에 대한 앎 중에서 

소통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7)

따라서 이 절의 각 항에서는 독자가 작가의 개인적 삶,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다중텍스트 읽기 경험을 맥락으로 도입할 때 자신의 지평 내에서 소통에 필

요하고 중요한 것을 모색하는 과정을 살피고, 이를 맥락으로 도입하고 텍스트와 

연결하였을 때 독자의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게 됨을 밝히며, 

적절한 의미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 학습자들의 한계점을 포착하여 교육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⑴ 작가의 상황 맥락화를 통한 의미 형성

소설 교육에서 작품을 둘러싼 작가의 문학적 삶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는 연

구들은 교과서에 인용되는 작가 소개의 무성격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8)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한 작가의 고백이나 작가의 삶 전반에 대한 개별 지식이 문학교육

의 장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함9)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작가

7) 이는 정진석(2014)에서 문학 소통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맥락을 보는 관점과 궤를 

같이 하며, 이 논문에서 작가의 삶, 사회문화적 상황 등 작품의 생산 조건이 그 자체

로 맥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판단되고 선택됨으로써 맥락화된다고 보는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정진석, 앞의 글, 2014, pp.610-614.)

8) 이 논문에서는 작가 소개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은 교과서 구성을 비판하고, 작

가의 문학적 영향 관계를 해당 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동환,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본 소설 읽기 방법의 재검토 – 교과

서 속의 메밀꽃 필 무렵」, 『문학교육학』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pp.35-36 참

조.)

9) 이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은 작가가 속한 사회의 언어로 조직된 것이라는 점에서, 작

가에 대한 교육이 작품으로만 제한될 수 없음을 논하였다. (김성진, 「현대소설 작가 



- 52 -

의 문학적 삶은 독자가 작가와 소통하고자 할 때 텍스트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끌

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지식으로서 주어지는 요소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이 

놓여있다. 따라서 특히 이 항의 양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실험의 조건을 달리

하여 작가의 상황에 대한 독자의 지식과 경험이 작가의 상황 중심의 맥락화에 작

용하는 영향을 살폈다.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본 

실험 

코드

인원 대상 텍스트
작가 이름 

제시 여부

학습자의 

작가에 대한 

선이해 여부

㉠ B 71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O O

㉡ C 42명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X O

㉢ C 41명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

입니다」
O X

<표 4. 작가의 상황 맥락화와 관련한 실험 조건의 개요>

㉠ 집단의 경우 텍스트를 제시할 때, 이 소설이 박완서 작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해당 학습자들은 이 텍스트를 읽기 전 국어 수업에서 동일 작가의 

다른 텍스트인『나목』을 배우며, 박완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문학 세계 등에 

대해 학습한 상태였다. 한편 ㉡ 집단의 경우 「카메라와 워커」 텍스트를 제시할 

때 작가의 이름을 가린 채 제시하였으며, 사후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박완서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작가의 중단편소

설을 한 편 이상 읽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민규 작가의 「그렇

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 집단은 작가의 이름을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였

고, 사후적으로 조사한 결과 박민규 작가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학습

자는 전체의 37%였으나, 작가의 생애나 문학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

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렇듯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작가의 개인적 요소를 주목

하여 작가 중심의 맥락화를 보인 학습자들은 모두 ㉠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이었

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 집단 학습자들의 양상만을 살피기로 한다. 

앞서 메시지 인지에 의한 맥락의 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무엇이 텍스트의 

문제제기인가와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맥락을 환

기시킨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

비평의 문학교육적 실천 모형」, 『국어교육』 132, 한국어교육학회, 2010, 

pp.165-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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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인가를 떠올렸을 때, 작가에 대해 독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텍스트 해석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는 이 중에서도 문학 소통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모

색하게 된다. 

ⓐ선생님에게 이 소설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제목과 작가의 이름을 먼저 보았다. 박완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라 생각을 해보니 ⓑ내가 초 중학교 때 읽었었던 『자전거 도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같은 책들을 쓴 작가였다. 작가 이름이 익숙해서 인지 이 소

설 『카메라와 워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다 읽고 나니 중학교 때 ‘박완서’라는 작

가에 대해 배웠던 것이 생각났다. 작가 박완서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태어났다. 그녀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 점이 『카메라와 워커』 소설에 영향을 준 

것 같다. [B-카메라-26]

위 학습자와 같이 소설을 읽기 전에 작가의 이름을 보고(ⓐ), 자신이 읽은 바 

있는 「자전거 도둑」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쓴 작가와 동일

하다는 것을 환기하였더라도(ⓑ), 소설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현대인들의 부도덕성

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전거 도둑」과 관련한 정보는 맥락으로 선

택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카메라와 워커」 읽기를 완료한 후에 이 학습자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박완서 작가에 대해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작가가 전쟁으로 인

해 오빠를 잃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자전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맥락으로 도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설 해석에 주요하게 사용될 정보로 학습자가 작가의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맥락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 각각이 소설의 다양한 의미 구성으로 나아

가게 됨은 다음의 학습자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 작가는 이미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으로 알고 있었을 뿐더러, 한국 전쟁을 거치

며 오빠를 잃는 등 전쟁의 참상을 몸소 느끼신 분이다.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 

6.25 전쟁과 분단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직접 겪은 경험을 그대로 드러낸 작

품이니 만큼, 「카메라와 워커」는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기에게 젖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절박한 모성애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외부적 제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이

라는 아이가 커가면서 죽은 아빠를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깝지만 훈이만은 아

빠와는 달리 속세에 굴복하며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할머니와 고모의 모습을 담담하면서

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나’와 어머니가 바라는 조카의 모습이 전쟁에 나서서 조

국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그 시대의 가장 무난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카메라가 

휴일에 야외에 나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조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조카를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시키고, 대학에서 조

카가 데모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등 ⓒ이념적인 면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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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작품 속에 박완서 작가가 느꼈던 전쟁과 이념의 상

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잘 녹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단발

성으로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지 않고, 몇 대에 걸쳐 이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전쟁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B-카메라-47]

[B-카메라-47]은 소설의 내용 중에서 ‘나’와 어머니가 조카가 그 시대의 가장 

무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점에 주목하는데(ⓑ), 이를 ‘이념적인 면에서 멀어지

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이 텍스트의 메시지를 ‘전쟁이 

몇 대에 걸쳐 나타나는 이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도

출한다. 이러한 의미 구성에 위 학습자가 도입한 맥락은 작가가 ‘전쟁의 참상을 

겪었으며, 전쟁과 이념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나는 박완서의 어린 시절부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훈이의 탄생 직전까지 다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보면 박완서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 시골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그녀의 어머님에 의해 서울로 끌려와 

일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처럼 훈이의 할머니이자 박완서의 어머니는 

옛날부터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일명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을 고집하셨고, 그 성

격의 일부분을 주인공이 물려받지 않았나 싶다. 그런 부분이 훈이의 할머니와 고모 모두가 ⓕ

무난한 소시민에 집착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도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카메라와 워커’ 본문에 나온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오빠와 

훈이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둘 다 말이 적은 것 외에도 할머니나 고모가 엄청 신경을 써서 무

난한 소시민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여 두 사람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B-카메라-51]

[B-카메라-51] 역시 이 소설에서 고모와 할머니가 ‘훈이’를 무난한 소시민으로 

키우고자 한 것에 주목하였는데(ⓕ), 그 원인을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은 경험을 토대로, 작가의 어머니가 보였던 자녀

에 대한 교육열에서 찾고 있다(ⓔ). 즉, 자신의 경험세계 안에 있는 작가에 대한 

지식 중에서 작가의 성장배경에 관한 앎을 맥락으로 선택하여 이를 텍스트의 내

용과 연결하여(ⓕ, ⓖ) ‘교육열을 물려받아 조카를 무난한 소시민으로 키우는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그렇듯 박완서의 삶과 비슷한 점이 눈에 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나’에게도 

오빠가 있고 그 오빠도 6.25 전쟁을 계기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 오빠와 외모를 

비롯하여 성향까지도 비슷한 아들 ⓗ‘훈이’는 박완서가 자신의 오빠를 기리며 만들어낸 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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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박완서의 오빠처럼 소설 속 ‘나’의 오빠는 ‘빨갱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상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그 사상을 추구하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는 

자신의 오빠가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보다는 자신과 함께 계속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기

에 소설 속 ‘훈이’는 ‘나’에 의해 적성이었던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사상

을 펼치기보다는 기술직을 얻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에서도 ‘훈이’는 결국 ‘나’의 

바람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며, ⓘ결국 ‘나’는 ‘무엇이 잘

못되었을까?’라고 묻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박완서가 자신의 오빠라는 존재를 ‘훈이’

라는 인물에 대입시켜 더 나은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해도 자신의 오빠는 사상을 떨치다 죽었

고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나타난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박완서는 자신의 오빠를 기리며 이 소설에서 ‘훈이’라는 인물을 등장

시켰고 소설 속의 ‘나’가 되어 ‘훈이’가 오빠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오빠가 가진 성격과 사상, 그리고 그의 죽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알고 소설

을 ‘훈이’의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제는 

‘어린 시절 잃은 오빠에의 그리움과 그에 대한 변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좌절’이라고 생각한

다. [B-카메라-33]

[B-카메라-33]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작가의 전기적 요소와 인물 ‘나’의 공통점

을 기반으로 하여 ‘훈이’라는 인물을 작가가 자신의 오빠를 기리며 만들어낸 인물

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소설의 결말 부분에 나오는 ‘무엇이 잘못된 것

일까’라는 ‘나’의 발화에 담긴 메시지를(ⓘ) 앞서 살펴본 학습자들과 달리, 작가의 

오빠처럼 ‘훈이’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작가가 인지하고 있었기

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여, ‘작가가 어린 시절 잃은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

지어 의미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1940년 전후로 태어난 작가들은 유독 이러한 경향이 짙다. 조정래, 이청준, 조세희 같은 

작가들에게 있어 한국 전쟁은 좌익과 우익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 적대를 인간 조건의 최저한

도 아래로 밀어붙인 최악의 이념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쟁은 냉전 속 패권 다툼으로 무고한 사

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의 교훈은 이념의 해체가 

되었다. 수필형 소설로 유명한 박완서는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전쟁을 읽었다. ⓝ그녀는 전쟁 

속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다. 전쟁 속 삶은 밥 한 덩이를 더 먹고자 하는 순수한 갈구였다. 그리

고 자신의 이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천천히 저물어 갔다. ⓞ박완서는 오빠가 

죽고 나서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군 피엑스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빈자

리를 메우고, 떠안으면서 남은 사람들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망령은 빈자리를 메운 사람들과 언

제나 함께했다. 전쟁을 눈앞에서 겪은 사람들이 ⓟ모두 전쟁의 망령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

었던 이유다. 그건 그들의 족쇄이자, 짐이었다. 그 후폭풍은 <카메라와 워커>에서 잘 드러난다. 

화자는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카를 희생시킨다. ⓠ책 속 화자의 마지막 독백에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훈이가 젖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

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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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사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

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부분이다. 여기

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조카를 무난하게 키우고, ‘평범’하게 살 수 있길 원했고 그것이 문제

를 일으켰다. 평범을 위해서 조카의 삶을 죽여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쟁 속에서 화자의 마음에 뿌리 깊게 각인된 두려움이자 과거의 망령이었다. [B-카메라-38]

[B-카메라-33]은 작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맥락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동시

대를 살았던 다른 작가들이 주로 ‘이념의 해체’와 관련한 전후소설을 썼던 반면

(ⓛ, ⓜ), 박완서는 전쟁 속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작품을 주로 썼다는(ⓝ), 작

가의 문학세계에 관한 맥락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작가가 전쟁당시 미군 

PX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전기적 사실에 관

한 맥락이 있다(ⓞ). 위 학습자는 이렇듯 자신이 도입한 맥락을 토대로 소설의 인

물들에 ‘전쟁의 망령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다(ⓟ). 그리하여,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문제제기가 드러

난 부분이라고 인식한 작가의 메시지에 대하여(ⓠ) 이는 전쟁을 겪으며 ‘나’의 마

음에 각인된 두려움과 과거의 망령 때문이라는 문제해결적 대답에 이르게 된다

(ⓡ).  

이처럼 위의 네 명의 학습자들은 모두 박완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알고 있고, 

작가의 다른 문학 작품을 읽은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

하여 전쟁과 이념의 상처를 가진 사람(47), 자식 교육에 열성을 가진 모친 밑에서 

길러진 사람(51), 전쟁 중 잃은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33), 전쟁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던 사람(38)이라는, 조금씩 다르게 구체화된 맥락을 

선택하여 도입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예각화한 맥락이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맞닿

을 때 학습자의 소설 해석이 주체적인 텍스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 

수 있게 하며,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작가와 관련한 사실들 중에서도 문학 소

통에 필요한 내용을 추려내고 이를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이 작가의 상

황 중심 맥락화를 통한 의미 형성이라는 경험적 지식의 실체임을 시사한다.   

⑵ 텍스트의 사회문화 맥락화를 통한 의미 형성

소설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르로서, 작가는 세계의 특정한 문

제성을 드러내기 위해 문제적 인물과 그의 체험을 통해 하나의 전체적 세계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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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낸다.10) 흄(K. Hume)은 문학은 근본적으로 미메시스 충동과 환상 충동이라

는 두 가지 문학적 충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미메시스 충동이란 핍진감

과 함께 사건, 사람, 상황, 대상을 모사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데11), 학습자들은 

소설에 형상화된 세계를 작가의 미메시스 충동에 의한 당대 세계에 대한 현실 모

사의 결과물로 파악하고, 세계의 문제성을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소설을 읽으며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재구해 내고, 이와 

관련한 앎 중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세계의 문제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맥락으로 도입하여, 독자의 주체적인 텍스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

는 양상을 살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앞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학습자들은 해당 텍스트가 언제 발표된 것이며, 발표 당시의 한국 사회는 어떤 사

회문화적 이슈를 갖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본고

의 실험은 어떠한 교육적 조작 없이 실제 학습자가 소설을 읽을 때 독자의 인지

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맥락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기 때문이다. 

이처럼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지식으로서 제공

되지 않았을 때 비록 소수이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작품의 연보를 확인하는 모

습도 나타났고,12)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형상화된 세계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재구하며 세계의 

문제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은 6.25 전쟁이 끝난, 경제적 안정이 중요시 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

공이 훈이를 키울 때 미국인들에게 우유를 얻어서 먹이기도 하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로 죽을 끓여서 먹이기도 했다. 이는 전쟁 중이었음을 추측해 낼 수 있는 단서이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독재 정권이 나타나면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

가 많았음을 소설의 대사 속에서 알 수 있었다. ⓑ고모인 ‘나’는 훈이에게 데모에 참여하지 말

10) G. Lukács, Die Theorie des Ronmans,『소설의 이론』, 김경식 역, 문예출판사, 

2015, p.95.

11) K. Hume, Fantasy & Mimesis,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p.55 ; 한태구, 「환상소설의 이해방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13, 재인용.

12)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학습자 113명 중 3명,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학습자 41명 중 1명의 학습자가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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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대적인 특징을 따져 보았을 때 이는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데모였

을 것 같다. 훈이는 고모의 말에 순종적으로 살아간다. 공부할 때도 문과에서 이공계 계열로 전

향하라고 할 때 순순히 그 말을 따랐고, 직업을 알아볼 때도 고모가 알려준 곳에 가서 시험을 

보곤 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훈이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

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

나는 이 부분에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

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훈이의 말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다. [B-카메라-12]  

ⓓ이 소설을 읽고 난 뒤 당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생각해 보고 싶었고,

이를 알기 위해서 승일이의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이유부터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우선,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책에서 나왔듯이 아버지는 평생동안 여유롭고 호

화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였다. 중학생이었던 승일이가 아버지의 사무실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

을 정도였으니, 가난과 궁핍함으로 인해 짊어졌을 삶의 무게는 상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이해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본인의 아들인 승일이는 그를 ‘산수’의 도구로만 사

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결국 그는 지하철에

서 아들에게 어딘가로 끌려가듯이 가서 일을 하는, 약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써의 책임감,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등을 모두 잃었을 것이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의 사회로부터, 특히 그의 아

들인 승일이로부터 버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C-기린-24]

[B-카메라-12]는 ‘나’가 미군에게 우유를 얻어서 ‘훈이’를 키웠다는 말로부터 

소설의 전반부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추측하고(ⓐ), ‘나’가 ‘훈이’에게 

데모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로부터 소설 후반부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였음을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다’와 ‘그걸 고모와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라는 인물의 발화를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세계의 문제

성이 드러나는 메시지로 인식하는 것에서(ⓒ) 위 학습자가 이러한 작가의 문제제

기적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기린-24] 역시 소설을 읽으며 ‘당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

는 질문을 떠올리며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 학습자는 아들이 아버지를 ‘산수’의 도구로 이해하는 등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맥락을 ‘물질주의’로 결론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다수의 학습자들은 해당 텍스트를 ‘한국전쟁’

과 ‘산업화’를 중심으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학습자들은 ‘물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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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재구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3) 그런데 이처럼 세계의 문제성에 관한 작가의 메시지를 해

석할 수 있는 정보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한 맥락을 환기하였을 때, 

이를 추상적 대상인 전쟁, 산업화, 물질주의, 자본주의로만 대입하는 학습자들과 

전쟁, 산업화, 물질주의, 자본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중에서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성과 맞닿은 지점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맥락으로 도입한 학습자들

은 소설의 의미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자의 집단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이 

절의 4항에서 따로 살펴보고, 여기서는 후자의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맥락화를 실현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다음의 두 학습자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으로 ‘전쟁 이후’를 재구해낸 다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정보를 선택적으로 맥락으

로 도입하여 다른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바로 이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이다. 객관적인 

시대 상황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당시 어땠는지는 정확히 표현이 되어있지 않았다. ⓑ

그러니까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뿌리내리기 어려웠을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

물론 6.25 전쟁 이후니까 직업도 부족하고 국토도 황폐화 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궁

핍했을 것이다.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라는 책의 구절을 읽으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

회 속에서 위치를 잡지 못한다는 것, 즉 사회의 일부분 또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시대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까?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을 종합해보면, 그 해답은 바로 ‘엄마’와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

는 것 같다. ⓔ첫 번째로 모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산주의적(빨갱이?) 사상이다. 실제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녀는 ‘오빠’라는 존재가 어머니께 밥 한번 사드리지 못하고 죽은 이유

가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믿어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와 ‘나’는 

조카가 그 쪽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자랄수록 죽은 오빠를 닮아간다는 것

을 두려워해서 문과를 지원한 ‘훈이’의 담임 선생님까지 설득해서 결국은 이과로 전이시키고,

그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데모에 휩쓸리는 것이 두려워서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한다. 공산주의

적인 사상을 가지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조카를 너무나

도 사랑해서 동시에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로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다. [C-카메라-21]

[C-카메라-21]은 ‘이 작품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13)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학습자의 중 약 82%,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학습자들의 약 95%에게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 60 -

(ⓐ) ‘그러니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뿌리 내리기 어려웠는가’라고 그 질문을 좁

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학습자가 ‘물론 전쟁 이후니까 당연히 궁핍

했을 것’(ⓒ)이라 추론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인물이 가장 염려하는 바인,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탐색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제기한 질문과 대답을 연결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 학습자는 전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공산주의적 사상에 대한 

두려움’을 맥락으로 도입하고(ⓔ), 이를 텍스트에 나타난 내용과 연결하여(ⓕ), ‘사

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에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쉬운 사람으로 조카를 기르

는 데 집착하였다’는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카메라, 그리고 워커는 어떤 관계일까? ⓗ작가는 분명 고모의 카메라로 나타나는 

고모의 그릇된 애정은 전쟁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나는 중반에 훈이

가 진로와 취직에 관하여 고모와 말다툼을 할 때 고모의 독백을 통해 추측해 보았다. 고모는 

훈이의 성공을 통하여, 자신에게 거대한 상실을 안긴 전쟁에 대해 복수하고 그 상실을 보상받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쟁 세대는 전쟁으로 인한 상실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자식은 어

떻게든 어려움 없이 잘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집착에 가깝도록 강

화되어 자식인 전후 세대가 어떻게든 무난하게, 남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직업

을 얻도록 만들려 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다만, 전쟁이 끝난 후에 혼란기에, 전쟁 세대가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며 제대로 된 정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전쟁 세대의 교육법은 워커에 다다른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없

는 시점에서 그저 열심히, 남들이 가는 길을 성실히 밟도록 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B-카메라-5]

[B-카메라-5] 역시 작가의 메시지에 담긴 세계의 문제성을 ‘전쟁’으로 읽고

(ⓗ), ‘왜 그럴까?’, ‘전쟁과 카메라, 워커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후속 질문(ⓖ, ⓘ)

을 통해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인 맥락으로 다듬는 과정을 보여

준다. 위 학습자는 먼저 텍스트 내용을 통해 전쟁 세대가 가졌던 상실과 어려움이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전후 세대에게 이관되었음을 읽어내는데(ⓙ), 이에 대해 ‘다

만, 전후 혼란기에 전쟁 세대가 성공의 방법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 학습자는 ‘전쟁’이라는 텍스트의 사회문

화적 배경을 토대로 ‘전쟁 세대가 전쟁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갖게 된 

전후 세대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지를 몰랐던 세태’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텍스트와 연결하여, 이 소설의 결말과 관

련한 궁금증 ⓖ를 ⓛ과 같이 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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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은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맥락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앞서 1절에서는 이 텍스트를 읽은 학습

자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가의 메시지를, 이 소설의 결말에서 아버지가 

‘기린’으로 등장한 것의 의미를 탐색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을 살펴본 

바 있다. 다음의 두 학습자의 사례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하여 각각 다

른 지식을 맥락으로 도입하여 ‘기린’의 의미를 구체화하며 텍스트의 문제제기를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기린은 무엇이고 작가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푸시맨의 등

장으로 소설이 쓰인 시기가 적어도 90년대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기린

과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보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프리카 기린 총 9종이 1990년대 후반

부터 지나친 밀렵과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40% 이상 감소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

다가 문득 기린이 ‘나’와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엔 왜 

푸시 밖에 없을까? 이런 곳에서 왜 고작 이따위로 사는 걸까? ‘나’가 소설 속 이야기한 내용이

지만 상황을 조금 바꿔 기린의 입장에 대입시켜도 충분히 말이 된다. ⓔ서식지 감소로 인한 압

박, 밀렵꾼들로 인한 스트레스, 거기에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맹수들의 위험까지, 기린은 

현재 ‘나’와 같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나’와 기린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한 마리의 기린인 셈이다. 작가는 사라진 아버지를 갑자기 등장시켜 소설의 개연성을 떨어뜨리

기보단 꿈속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존재인 기린을 등장시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여운을 

준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자본주의 세상 속 고통 받는 ‘나’와 가족을 통해서 

작가는 아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제로 던지고 있는 것 같다.

[C-기린-37]

[C-기린-37]은 ‘기린이 무엇이고 작가는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린 후(ⓐ), ‘푸시맨’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텍스트의 사회문

화적 배경을 9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 사회로 재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학습

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기린’을 해석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찾은 정보들 중 기린이 밀렵과 서식지 감소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맥락으로 도입한

다(ⓒ). 이러한 맥락을 도입한 이유는 기린의 상황에 대한 맥락이 텍스트에 나타

난 ‘나’와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학습자가 도입

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텍스트의 연결을 바탕으로(ⓔ) 위 학습자는 이 텍

스트의 문제제기를 ‘자본주의와 인간에 의해 초래된 생존의 위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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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내가 생각하기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현대인의 절망과 돈으로 계속 연명해야 하

는 물질주의적인 삶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린이라는 소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 소설의 제목부터 언급되어서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

후에 하나의 기린으로 표현한다. ⓘ이 기린은 목이 긴 동물로, 큰 키와 긴 다리로 인해 기린은 

일반 육상동물과는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높은 공기를 마시고 넓은 시야를 가진다. 이런 특징에 

근거해 작품 속에서의 아버지라는 존재를 기린에 대입해 보면, 아버지는 일반 사람이 아닌, 이

질적인 존재가 된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급성장의 경제 정책의 시대에서 자란 사람이다.

6,70년대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빠른 산업화 시대에 자라, 효율이 높고 성과가 최고인 시대를 

살았으며 정신적인 여유 또한 없이 살았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이후에도 어려운 회사 

상황과 가정 형편 때문에 돈에 계속 쫓기는 사람으로, 인생이 자본주의와 같은 현대적 상황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설의 배경도 고려해 보면, 2000

년대 초반 서울이기 때문에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거쳐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의 아버지도 

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아버지는 평생을 경제개

발, 돈, 가족부양을 위해 애써온 이런 사람이 모든 부담과 책임감을 떨쳐 버리고 온 시점에서 

아버지는 기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린은 다른 일반적인 육상 동물(일반적인 현대인)과는 달

리, 자신을 계속 짓누르고 있던 무게를 던져 버리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모습이 “기린”인 것처럼, 현실과는 다른 이질적인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는 현재, 물질, 성과지상주의적인 삶에서 낙오된 한 개인으로도 

보여진다. [C-기린-7]

[C-기린-7] 역시 ‘기린’이라는 소재(ⓗ)를 다양한 면에서 탐색하고 있다. 먼저, 

이 학습자는 기린이 일반 육상 동물과 갖는 차이점을 토대로 ‘기린’인 아버지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추론하는데, 먼저 급성장의 경제 정책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라는 맥락을 도입하며(ⓙ) ‘아버지’에게 ‘정신적 여유 없이 살

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1997년의 외환위기라는 맥락을 도입하여(ⓚ) 

‘실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종합하여 이 학습자는 

‘아버지’를 ‘현재, 물질, 성과지상주의적인 삶에서 낙오된 개인’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 결론적으로 이 텍스트에 담긴 작가의 문제의식을 ‘물질

주의적 삶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추론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네 명의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맥락화

를 실현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C-카메라-21]과 [B-카메라-5]는 전후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각각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 세대가 가진 후대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세태’를 텍스트와의 소통에 필요한 맥락으로 선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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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하여 단순한 ‘전쟁의 아픔을 형상화한 소설’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형상화

하고자 하였던 세계의 문제성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C-기린

-37]과 [C-기린-7] 역시 작가가 아버지를 기린으로 등장시킨 결말에 대해 의문

을 마주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90년대 후반의 기린’과 ‘산

업화를 지나왔으며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을 이 결말을 해석할 수 있는 맥락으로 

도입하여 이러한 결말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세계의 문제성과 관련한 질

문에 답하는 보여주었다.  

⑶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를 통한 의미 형성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결속성 있게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읽기 방식에 

대하여 어윈(Irwin, 199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텍스트 내적 요

소들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내적 관계 텍스트성(intratextuality), 둘째,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 관계 텍스트성

(intertextuality), 셋째, 텍스트 외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외적 

관계 텍스트성(extratextuality)이 그것이다.14) 앞서 살펴 본 작가의 상황 중심의 

맥락화와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심의 맥락화가 외적 관계 텍스트성에 해당

한다면, 이 항에서 살펴 볼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 중심의 맥락화는 상호 관계 텍

스트성의 읽기 방식에 해당하며, 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읽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보충성’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고의 실험에서는 다른 텍스트 읽기 경험과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라는 등의 

어떠한 구체적 조건 없이 다만 학습자 본인의 읽기 과정이 드러나도록 소설 감상

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수집한 154편의 학습자 감상문 중에서 

이러한 상호 관계 텍스트성이 나타난 감상문은 모두 47편으로, 이는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였다. 학습자들이 다른 텍스트 읽기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과정에는 

동일한 작가, 인물이 처한 상황의 동일성,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 동일한 주제

의식 등이 작용하였는데, 다음은 이러한 환기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박완서 작가의 다른 작품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떠올랐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작가가 직접 겪은 6.25 전쟁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었기 때문

14)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14,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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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상 깊게 읽었었던 책이다. ⓐ그 책에서도 이 단편소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대를 배경

으로 하여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과 고난 등이 잘 나타나있다. 작가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

로 다른 책들보다 훨씬 솔직히 쓴 글이었기 때문에 이 책처럼 그 당시의 어려움, 힘듦이 분단

의 상황과 함께 잘 드러나고 있다. [B-카메라-20]

<카메라와 워커>는 6.25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된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구도와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떠올랐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1970

년대와 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에 휩쓸려 사회적 약자가 된 ‘난장이’의 가족을 그리고 있기 때

문이다. [C-카메라-34]

[B-카메라-20]은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일 작

가의 다른 작품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떠올리고 있으며, [C-

카메라-34] 역시 시대적 배경과 줄거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조세희의 「난

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학습자는 이러한 유

사성에 근거하여 떠올린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을 맥락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못

하는데, 이는 본고에서 정의한 맥락이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떠올린 물음에 

대하여’ 떠올려지는 것이며, 명시적인 질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독자가 문학 소

통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떠올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학습자들이 위의 두 학습자와 같이 유사한 주제의식,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

유하는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을 떠올리고는, ‘이 두 텍스트가 얼마나 유사한가’

를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념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걸

까. 나는 그 해답은 황석영의 <바리데기>에서 찾았다. ⓓ황석영은 박완서처럼 1940년대를 살

아낸, 다른 말로는 견뎌낸 작가이다. 이 소설에서 바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건 전운이자 

갈등이다. 자신의 딸을 죽인 것도 이념의 갈등이다. ⓔ<카메라와 워커>속 자전적인 화자가 오

빠와 올케를 잃은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소설 속 바리는 바리데기 설화에서 자신의 가족을 희

생시킨 치명적인 전염병을 고칠 생명수를 찾는 것처럼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라

는 지옥 속에서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 [C-카메라-38]

한편 [C-카메라-38]은 「카메라와 워커」를 읽고 이 텍스트를 ‘이념의 갈등

에서 비롯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 노력과 좌절’로 그 메시지를 인지한 후, ‘그렇

다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졌

다(ⓒ). 그리고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읽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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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올리며 원텍스트와 다중 텍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색하며 답을 찾아가

고 있다(ⓓ, ⓔ). 이 항에서는 이와 같이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을 맥락으로 도입

하고 원텍스트와 연결하여 원텍스트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나아가

는 맥락화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은 동일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각각 다른 

맥락을 도입하여 개성적인 의미 형성이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작가는 전쟁의 쓰라림 이후, 가장 무난한 사람으로 조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나’의 의식을 비판하고자 한 것일까? ⓐ정말 고모의 양육방법만의 문제였을

까? 나는 박완서의 또 다른 소설 ‘나목’을 읽은 적이 있다. ⓑ나목에서의 주인공 옥희도 역시 6 

25 사변 직후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는 훈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다. ‘진정한 화가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이 그를 이끌었고, 덕분에 그는 비록 부를 쌓거나 풍

요로운 삶을 살진 못했어도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꿈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옥희도를 보며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B-카메라-58]

위 학습자는 ‘뭐가 문제였을까’, ‘고모의 양육방법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질문

에 답하기 위해(ⓐ) 동일 작가의 다른 텍스트인 『나목』을 읽은 경험을 환기한

다. 위 학습자는 원 텍스트의 인물 ‘훈이’와 다중 텍스트의 인물 ‘옥희도’를 비교

하고 있는데, 동일한 작가가 쓴 작품이며,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옥희도’는 전쟁 이후의 삶에 순응하지 않고 ‘진정한 화가’의 

꿈을 위해 살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듯 위 학습자는 유사한 시대 현

실 앞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 다중 텍스트의 인물을 맥락으로 도입하여, 원 

텍스트인 ‘훈이’의 삶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말에서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누구의 잘못일까를 생각하다 보니, ‘나’의 혼란은 ‘나’ 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6.25 전쟁 후의 혼란스러운 사

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오발탄>에서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전쟁 

직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추구하는 주인공,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강도의 길을 걷는 

남동생, 영양실조에 걸린 딸, 정신줄을 놓은 어머니 등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발탄”, 즉 

“잘못 발사된 총알”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생활상이 드러난다. ⓕ나는 이 소설에 비추

어 주인공의 마지막 말을 이해해 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

다는 혼란이었다.” 전후 꿈도 희망도 없는 비참한 한국 사회의 모습과 이로 인해 파멸해가는 

인간상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발탄>의 주인공인 철호가 본인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보며 방향 감각을 잃고 택시를 타고 피를 흘리는 장면의 본질은 훈이 고모가 자신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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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서 느꼈던 감정과 매우 

닮아 있다. ⓗ누구의 행동이 잘못됐는지 와는 무관하게 이 소설의 비극적 분위기의 단초는 사

회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B-카메라-8]

위 학습자 역시 ‘누구의 잘못일까’에 대해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

이었을 것’을 생각하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범선의 

「오발탄」을 환기하였다(ⓔ). 이 학습자는 두 소설의 결말에 나타난 인물의 혼란

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오발탄」의 ‘잘못 발사된 총알’에 드러나는 당대 세

계의 문제성에 비추어 원 텍스트의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라는 인물의 발화

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텍스트를 떠올

려 원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올린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의 내용 중에서도 원 텍스트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

며 적절한 내용을 추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원 텍스트의 문제에 대하여 ‘인물 개

인보다는 당시의 사회에 비극의 단초가 있었다’는 답을 하는(ⓗ) 과정이기에, 적절

한 의미 형성이 일어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을 느꼈

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니, 훈이, 그리고 할머니와 고모의 심정이 각각 이해가 가

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비난함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나였어도 한번뿐인 삶의 방향을 내가 

혼자 결정해야 했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가지 못했을 것 같

다. 오히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확고한 의지

를 갖고 선택을 내린 것을 나는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나는 이와 같은 논리를 소설 <위대

한 개츠비>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전쟁 이후 풍요와 허영심이 

가득했던 재즈시대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확고한 목표를 갖고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 

ⓚ비록 그의 목표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츠비의 노력을 위대하다고 평가한다.

나는 이것이 <카메라와 워커>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결과와 무관

하게 목표를 믿고 바쁘게 움직이던 두 사람(어머니, 고모), 특히 고모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

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B-카메라-12]

위 학습자에게서는 비록 명시적 질문에 의한 맥락의 환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습자가 서술한 내용을 보면 ‘소설에 나타난 훈이의 비참한 결말이 할머니와 고

모의 잘못 때문일까?’에 대해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삶을 헤쳐나가는 인물들의 유사성에 의해 『위대한 개

츠비』를 떠올린 위 학습자는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맥락으로 도입하

여(ⓚ) 원 텍스트의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학습자가 소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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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처음 떠올린 답답함, 원망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체적 의미 형성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메라와 워커」를 읽은 학습자들은 작가의 문제

의식이 집약된 인물의 발화로부터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의 세 학습자를 통해 소설에 형상화된 문제적 세계는 어디서 비롯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질문을 마주했을 때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를 통해 각자의 문제해

결적 대답을 찾아내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나목』의 ‘옥희도’의 삶을 맥락으로 

도입한 학습자는 ‘훈이’의 삶의 태도에서, 「오발탄」의 ‘잘못 발사된 총알’에 담

긴 당대 사람들의 삶을 맥락으로 도입한 학습자는 전후의 시대 상황에서 그 문제

를 찾아내고 있으며,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의 목표의식과 노력을 맥락으

로 도입한 학습자는 ‘나’의 노력에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앞서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을 떠올린 학습자들의 다수가 다중 텍스트를 떠올

렸을 때, 두 텍스트 간의 공통점에 대해 서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한계로 지

적한 바 있다. 위의 세 학습자들의 사례는 상호텍스트적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

트 형성에서는 두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다중 텍스트의 의미 중에서

도 원 텍스트와의 소통에 필요한 부분을 초점화하여 맥락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다시 원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연결하여 원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⑷ 학습자의 커뮤니카트 형성에서 나타나는 문제

지금까지 학습자가 텍스트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설명하고 평가하

기 위하여 소통에 필요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이를 텍스트의 내용과 연

결하여 커뮤니카트 형성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진석(2014)에서는 

문학 소통을 위한 맥락화를 학습자의 실천 양상에 따라 학습자가 그 지식과 경험

의 부족으로 인해 소통의 맥락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식과 경험이 있으나 소

통의 맥락으로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지식과 경험만을 

소통의 맥락으로 구성하는 경우로 나눈 바 있다.15) 이 중에서 학습자가 그 지식

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맥락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본고의 연구가 대상

15) 정진석, 앞의 글, 2014, 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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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고등학생 수준의 학습자에게서는 이러한 한계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

며, 둘째, 이는 문학교실에서 해결해주기 어려운 한계점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주목한다. 즉, 본고에서 살핀 커뮤니카트 형성의 과정에서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맞닿은 맥락을 환기시켰으

나, 환기된 맥락이 적절한 의미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와 텍스트의 문제제

기와 맞닿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적절한 의미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환기된 맥락이 적절한 의미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는 맥락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인 경우와 구체적으로 환기된 

맥락이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따라

서 이 항에서는 학습자의 커뮤니카트 형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환기된 맥락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텍스트와 연결되더라도 소

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학습자 맥락화의 양

상에서 학습자들이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알고 있고, 작가의 다른 문학 작품을 읽

은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자식 교육

에 열성을 가진 모친 밑에서 길러진 사람, 전쟁 중 잃은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간

직한 사람, 전쟁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던 사람과 같이 구체화된 맥락을 

선택하여 텍스트와 연결하였을 때 독자의 주체적인 의미 구성이 일어남을 살핀 

바 있다. 또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맥락화를 실현할 때도 전쟁, 

산업화, 자본주의, 물질주의라는 배경에 대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두려움, 전

후 세대의 성공에 대한 욕망, 인간의 탐욕이 다른 인간의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등으로 이를 구체적인 맥락으로 도입하였을 때 작가의 문제의식을 독자

가 구성하는 의미로 실현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의 학습자들

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완서 작가는 6·25 전쟁을 겪었던 분으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소설 속에서 일

어나고 있는 전쟁 또한 6·25 전쟁이며, 훈이는 전쟁 고아이다. 소설 내내 박완서 의 조카에 대

한 사랑, 조카를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므로 이 소설의 주제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B-카메라

-2]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이고 직

접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철을 타는 이들의 모습은, 기계의 부품처럼 반복적인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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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 또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

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었다. [C-기린-16]   

[B-카메라-2]는 작가에 대한 맥락으로 도입하는 것이 ‘6.25 전쟁을 겪은 사람’

이라는 것이며, 이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 속 전쟁이 6.25 전쟁이라는 것을 추론

하며,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메시지의 도출에 그치고 있다. 또한 [C-기린

-16]은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맥락으로 ‘물질주의 사회’를 도입하였

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텍스트의 

문제의식을 추론하고 있다. 이들을 볼 때, 앞서 살펴본 맥락화를 잘 실현시킨 학

습자들과 달리 ‘전쟁의 부정적인 면’,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같이 텍스트의 문제

제기를 추상적으로 의미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위 학습자들

이 도입한 맥락이 ‘전쟁을 겪은 사람’과 ‘물질만능주의 사회’와 같이 추상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며 맥락을 환기

하였을 때, 그 맥락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환기된 맥락이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여 소설의 의미 구성으

로 나아지 못한 경우가 있다. 앞서 정의한 커뮤니카트 형성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텍스트의 내용을 연결하여 구체

적인 답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의 선택과 조직을 하는 능력

이 필요한데, 다음의 학습자들은 이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와 워커>의 기본적인 배경과 작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카메라와 워커>는 박완서 소설가의 작품으로, 박완서 소설가는 1931년 생으로 한국이 선진국

의 반열에 오르기 훨씬 전에 태어나셔서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

신 분이다. 박완서 소설가는 남자 중심의 소설이 아닌 여성 특유의 감성을 잘 부각시킨 모계 

소설을 주로 쓰신 소설가이다. 특히나 그녀는 같은 한 민족끼리 싸워 엄청난 피해를 양측에 안

겨준 한국전쟁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느낌을 풀어내는 소설을 쓰시곤 하셨다. [B-카메라-68]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도스도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연상되었다. 죄와 벌에서 노

파를 살해한 죄를 지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고 심

한 방황을 하며 전전긍긍 시간을 보낸다.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 많은 것들을 하지만 별로 도움

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것이 언제 처벌

받을지에 대해 앓는 것으로 그 자체가 벌이라는 것이다. 카메라와 워커에서도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후대에 행동, 사고변화를 강요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6.25의 비극을 잊고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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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C-카메라-26]   

[B-카메라-68]은 인용된 대목에서 박완서 작가에 대해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한 사건들을 체험하였으며, 모계 소설을 주로 썼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전쟁과 관

련한 소설을 써왔다는 점을 환기하였으나, 이 학습자의 감상문에서는 이러한 점과 

관련한 어떠한 의미 구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 학습자는 관습처럼 작가가 어

떤 사람인지에 대해 아는 바를 나열하였을 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맥락으로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C-카메라-26]은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 중심 맥락화의 

실현 과정에서 「죄와 벌」을 떠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벌이라는 주제의

식을 맥락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원텍스트인 「카메라와 워커」에서는 ‘비극 

극복의 노력과 실패’라는 내용을 서술하여, 자신이 도입한 맥락과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에

서는 이처럼 학습자가 맥락을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텍스트의 내용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독자 자신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소설의 의미 구성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맥락을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린 물음과 대답을 연결하게 해주는 텍스

트 내‧외부의 언어적, 사회문화적 요소로 정의한 바 있기에, 이처럼 텍스트의 문제

의식과 관련 없이 독자가 도입하는 지식과 경험은 ‘맥락’이라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이들은 소설의 해석 과정에서 떠올린 물음에 대한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

올려진 것이 아니라, 독자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텍스트에 대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와, 이 학습자의 감상과 관련된 소설의 인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사장이 여자애 허벅지를 만진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고, 겨우 천원밖에 주지 않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을 읽자마자 승일에게 생활의 지루함보다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남녀평등에 대해서 배웠지만 막상 크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자기는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을 때 전혀 생

각해 본 적도 없고 문제의식을 느낀 적도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여자가 자기 쪽을 보

게 한 다음에 가슴 같은 곳을 막 누르고, 여자는 앞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해야 

잘 들어가는 일종의 팁을 전수해주는 장면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다. 여자 탑승객이 당연히 

불쾌하게 느끼고 하지 말아야할 행동인데 이번 열차를 타야한다는 여자의 간절함을 이용한 것

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인물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힌 변태는 상습범이라고 했다. 한 번 저지른 행동인 두 번이 되고, 자꾸 하다 보니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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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해지고 죄책감이 둔해져 상습범이 된 것이다. [C-기린-30]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

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었으므로, 좋다고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으며 말은 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이십오분이랍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나

는 생각했다. 지금 일하는 덴 사장이 꼴통이라서 말야… 오늘도 여자애 허벅질 만졌지 뭐냐… 

나 참… 그래도 되는 거냐? 되고 말고를 떠나 허벅지를 만지면 시간당 만원은 줘야 되는 게 아

닌가, 나는 생각했다.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고 고작, 천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 적

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16)        (밑줄은 인용자)

위 학습자는 이 대목을 읽자마자 인물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평소 학습자가 남녀평등에 대

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인데, 이는 학습자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남녀

평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승일에게 대입하고 있는 것(ⓑ)

과 학습자가 여성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하는 소설의 장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서술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된 텍스트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이 소설에 담긴 세계의 문제성은 인물이 가진 왜곡된 성 관념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게 되는, ‘산수’에 내몰린 삶에 있다. 이

는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어떠한 문제적

인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가’와 관련한 질문을 떠올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 맥락을 

도입하는 과정 없이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의식을 곧바로 맥락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그 해석이 한계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맥락 구성을 통

한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문제제기를 인지하는 것이 

학습자의 주체적 커뮤니카트 형성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3. 독자 내적 대화를 통한 맥락 재구성 

지금까지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물음을 떠올리고, 

떠올린 물음에 대하여 맥락을 동원하여 해석의 방향을 잡고, 텍스트에 의미를 부

16) 박민규, 앞의 글, 2004,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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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커뮤니카트로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 독자가 

하나의 커뮤니카트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구성주의 문예학에서는 수용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미의 다가성

(Polyvalenz)’을 심미적 소통의 본질로 삼고, 이를 집단 구성원들 간의 협응을 통

해 해결하고자 함을 이론적 논의에서 살핀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사

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의

미를 도출하는 과정에 앞서, 개별 독자가 의미의 다가성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 보아 이를 ‘독자 내적 대화를 통한 맥락 재구성’의 양상으로 살피고자 한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독자가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미의 다가

성에 대하여 이를 텍스트 그 자체나 작가의 의도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가를 통해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라는 경험적 지식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이 구성한 의미의 해체와 재구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맥락화를 

통해 형성한 맥락적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의 과

정은 자신이 맥락을 동원하여 구성한 의미에 대해 ‘정말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라는 의문을 다시 제기하는 것, 즉 그 의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다. 다음은 이러한 성찰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완서의 올케는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소설 역시 완전히 자전적인 소

설로 오해했을 것이다. 이처럼 서술자와 거의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박완서가 젊었을 때에는 

“한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 다 가는 길로 가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같은 생각을 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서술자와 같은 배경을 지닌 사람

이 왜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글을 읽는 내내 가장 뚜렷하

게 든 생각은 “납득할 수 없어,”였다.

어째서 서술자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작은 한국 땅에서의 

평범한 삶을 위해 재단된 성공을 조카에게 강요하는지, 훈이가 조금 더 일찍 고모에게 반항해

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이 짜증 서린 반응은 기본적인 공감대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다. 서술자에게는 전쟁을 겪고 난 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오

빠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중략) 나는 이들처럼 전쟁을 겪

은 적도, 특별히 무언가 결핍된 상황에 놓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나의 꿈을 쫓으

면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교과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본적이 없다. [B-카메라-6] 

[B-카메라-6]은 ⓐ에 앞서 작가의 상황 중심 맥락화를 통해 작가와 거의 유사

한 삶을 살아온 이 소설의 서술자가 ‘한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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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들 다 가는 길로 가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로 도출하였다. 그런데 ⓐ에서 이 학습자는 이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납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에서는 이와 같

은 자신의 생각을 ‘짜증 서린 반응’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작가의 상황 중심 맥락

화를 통해 구성한 의미에 대해 독자가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내가 왜 동의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한 끝에, ‘공감대의 부족’을 답으

로 찾고, 다시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텍스트 내외부의 요소들을 탐색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구성한 소설의 의미를 성찰한 학습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도입한 

맥락을 보완하여 의미를 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맥락을 도입하고 이를 흡수하여 

의미를 확장시키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구성한 복수의 맥락들을 교섭시켜 텍스트

를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학습자가 기존에 도입한 맥락을 보완하여 의미를 수정하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처음 이 소설의 마지

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는, 암울함과 가슴 먹먹한 느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책의 전반에 걸쳐 

묘사된 우울하고 어두운 자본주의 현실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의 대

물림, 인간성의 결여로 난무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도피할 구멍을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현실 

도피를 선택하는 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역

시, 본드를 한 코치 형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도피해버린 아버지의 현실에 대한 거부로 들렸

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설은 ‘자본주의로부터 도피할 수 없으니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

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소설을 두 번, 세 번 읽자 코치 형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드를 하거나 기린으로 변해버린 후 지붕 높이의 시야를 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행위들은 현실 도피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읽었는데, 이

를 상품화, 혹은 자기 대상화로부터의 도피로 해석하니 차이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코치 형

은 자기 상품화로부터 도피한 후 지붕에 올라간 뒤에 지붕 위에 떠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열

심히 사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어 스스로에 대한 상품화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떴다방의 직원이 되지만, ‘나’는 코치 

형이 무사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자기 상품화로부터 도피한 후 기린이 

되어 지붕 높이의 시야를 가지게 되지만 오히려 천천히 걸어 다니며, 나아진 집안 상황을 설명

하는 ‘나’의 말에도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책을 몇 번 더 읽은 후 저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구절을 상품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으로 해석했는데, 열차와 플랫

폼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상품화를 멈춘 아버지의 모습을 

기린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C-기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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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 역시 소설을 두 번, 세 번 읽으며 이 소설의 결말과 관련하여 자신

이 구성한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이 학습자는 ‘본

드를 한 코치 형’과 ‘기린이 된 아버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한 것’이라 해석하며(ⓐ), 이 소설의 메시지를 ‘자본주의를 피할 수 없으니 현

실 도피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인지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도입한 ‘현실’이라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심의 맥락을 ‘상

품화’, ‘자기 대상화’로 구체화하면서(ⓓ), 텍스트의 내용 중에서 ‘코치 형’이 본드

를 그만두고 떳다방의 직원이 되었으나 ‘나’가 이를 두고 코치 형이 무사하지 않

다고 표현한 대목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맥락을 구체화한 후 학습자는 

비로소 ‘코치 형’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코

치 형’은 스스로에 대한 상품화로 돌아갔지만, ‘아버지’가 기린이 된 것은 이에 대

한 거부와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는 맥락 재구

성을 통해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심의 맥락화를 강화하여, 이 소설의 결말

이 갖는 의미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자기 상품화에 대한 거부’로 그 의미가 수

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학습자는 새로운 맥락의 도입을 통한 의미의 확장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글의 주제는 단순하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지친 바쁘고 힘든 현대인의 삶이다. 상습적

으로 지하철을 타고, 좁은 지하철에서 밀리고 치이는 삶을 이 소설은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닌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소설의 주제에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를 무시해버

리면 소설의 느낌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그저 현대인의 고된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소설의 화자를 굳이 고등학생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작가가 고등학생을 

화자로 설정한 이유는 주인공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삶 속에 대입을 하고 싶

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옥의 지하철 속에 밀어널 수밖에 없었던 현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되는 현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주인공을 위해 집을 나가야

만 했던 그 현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관계를 빼놓고는 제대

로 관철하기 힘든 것이다. ⓔ문학 속의 부자관계는 모자 관계 또는 부녀 관계와는 또 다른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소설에서도 그렇듯, 보통의 소설 속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

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들 또한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돈

을 번다. 가족을 위해 노동을 한다는 공통점 덕에 아버지와 아들, 그 둘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일하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들에게도 노동의 고통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현실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C-

기린-1] 

위 학습자는 자신이 처음 구성한 소설의 의미에 대해 ‘이것이 끝이 아닌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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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며 성찰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

를 새로운 맥락으로 도입하는데(ⓑ), 학습자 감상문에서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위 

학습자가 ‘문학 속의 부자관계의 특성’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다중 텍

스트 읽기 경험과 연결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의 감상과 관련하여 학습

자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구자 : 감상문 내용에서 ‘문학 속의 부자 관계는 모자 관계 또는 부녀 관계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좀 부연해 줄 수 있나요? 

학습자 : 사실 부녀 관계는 지금 딱히 생각 안 나는데, 모자 관계 같은 거는 이청준 「눈

길」 같은 거 보면 엄마가 되게 희생적인 모습들이고,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채감? 같

은 거만 느끼고 말잖아요. 근데 부자 관계는 좀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들도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같았어요.

연구자 : 그런 생각을 갖게 한 다른 소설 읽기 경험이 있나요? 

학습자 : 네. 저는 이거 쓰면서 사실 「난쏘공」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난장이인 아버지가 막 

희생하고, 큰아들 누구지 영수인가 영호인가도 학교 다니는 거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E-기린-1]

즉, 이 학습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포함한 다른 문학 텍스트 

읽기 경험을 탐색하며,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아버지와 아들’을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들 역시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돈을 버는’ 모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원 텍스트와 연결하였을 때 텍스트의 

의미가 ‘현대인의 고된 삶’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삶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관계(ⓒ, ⓓ)’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복수의 커뮤니카트를 형성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 바 있다. 다음의 학습자는 자신이 형성한 복수의 커뮤니카트들을 

교섭시켜, 의미 확정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며 맥락을 재구성하고 있는 사례로, 

그 재구성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 감상문에서 비교적 긴 대목을 인용하

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감상문의 

문단 앞에 기호를 달았음을 밝힌다. 

[가] 난 ‘나’와 훈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 첫째는 단순히 뿌리깊은 부모-자식 

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로, 둘째는 사회에, 나아가 운명에 저항하는 개인으로이다.

[나] (중략)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혼란스럽고 밉고 답답하다. 하지만 

훈이는 고모를 파악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고모를 타자화하고, 단순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간

으로 끌어내림으로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고모로 전가한다. 이 추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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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훈이의 갈등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는 6.25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평화로운 시대에도 세대 간 오해와 소통 부족이 존재한다. ‘나’와 

‘훈이’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시대에 무관하게 부모-자식 간의 

어떤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것인가? 모든 아이의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고, 도전적인 걸 

하고 싶은 욕망과 편히 살고 싶은 욕망은 공존한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할 때엔 변명거리가 필

요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부모-자식 간

의 갈등이, 6.25라는 끔찍한 사건에 의해 극단적인 양상을 띠게 된 것 뿐이 아닐까, 라는 생각

을 하였다.

[다] 지금까지, 나의 첫 번째 관점은 ‘나’와 훈이의 갈등을 부모-자식 간의 관계로 해석하며, 

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하지만 난 그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나의 두 번째 해석에서는, 6.25

라는 전쟁이 있었다는 특별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나’와 훈이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항하며 삶의 목표를 찾아나선 강인한 사람들이다.

[라]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맨 마지막 문단이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로 작가는 글을 끝맺

는다. ‘나’는 훈이를 잘 키우기 위해, 자기 소신대로, 자신이 아는 방법대로 늘 최선을 다해 노

력했다. 훈이를 키우는 건 단순 육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훈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면, 

지금까지 줄곧 나를 괴롭히기만 한 전쟁과 그 이후의 사회에, 운명과도 같은 시련에 한 방 먹

이는 꼴이다. 소소하고 개인적인 승리일 테지만, 통쾌한 복수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기에 충분

히 값지다. 다만 그 방법이 빗나갔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노력이 무의

미해지지는 않는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 그 사건이 불러일으킨 몇 십 

년간의 최악의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거대한 일에 저항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갑갑하

고 억압적인 사회에 깔려 죽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는 ‘나’의 삶은 가치 있고 멋진 삶이 아닌가? 

[마] 훈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는 저항에 있어, 고모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한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에 반항한다. 작년 국어 수업 때 접했던 내

용이 떠올랐다. 카뮈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의 시지포스는, 자신의 바윗돌을 버리지 않기로 결

정한다. 영원한 형벌은 그가 직접 선택한 것이다. 오이디푸스 역시 ‘내가 판단하노니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며 자기 손으로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며 이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진다. 신화에선 신의 의사가 곧 인간의 운명이다. 어차피 이를 벗어날 수 없다면, 

무의미하게 발버둥치기보다는 그 운명을 자기 손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에서 인간의 삶을 찾는 

것이 역설적인 저항이라는 것이다. 작가가 그리려던 6.25와 그 이후의 몇 십 년의 사회는 극단

적인 혼란스러움과 부조리에 빠져있었다. 평범한 소시민에게, 이런 사회가 주는 불행과 고통은 

운명과 다름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훈이는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통

해 저항하지 않음으로서 저항하는, 그런 삶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래서 반대로 불

가능함에 도전하며, 발버둥 칠수록 운명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질 뿐인 고모가 그렇게 한심해보

였을 것이다. 

[바] 이 관점으로 보면, ‘나’와 훈이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나 다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갈등했다.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시킬 수조차 없는 그 방법 사이의 간극이 

직감적으로 느껴져서 애초에 의미 있는 소통을 시도조차 안 한 것 같다. 이제 다시 ‘카메라와 

워커’라는 제목으로 돌아와 본다. 카메라와 워커는 둘 다 사회에 저항하는 방법이다. 카메라는 

‘내’가 택한 방법, 워커는 ‘훈이’가 택한 방법이다. 나는 훈이에게 카메라를 들려주려고 노력함



- 77 -

으로써, 그 카메라에 찍힐 소소한 승리를 갈망함으로서 사회에 반항한다. 그리고 훈이는 묵묵히 

워커를 신어 사회의 운명적인 길을 본인의 의지로 걸어 나감으로써 저항한다. 

[사] ‘나’와 훈이의 갈등을 개인 간의 다툼으로 보는 것, 사회에 저항하려는 방법의 괴리로 

보는 것 중 무엇이 더 의미 있는 해석일지, 작가가 의도한 바와 더 가까운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6.25 전쟁이 불러일으킨 상처는 한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양상을 띠며 

그 다음 세대의 삶에도 스며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책이 전하고 있는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싶다. [C-카메라-4] 

위 학습자는 감상문의 서두에서 인물 간의 갈등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서술한 다음, 결론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나] 문단에서 ‘나’와 ‘훈이’ 사이의 갈등

을 위 학습자는 시대와 무관하게 부모 자식 간에 존재하는 필연적 갈등으로 해석

해 보고 있다. 여기서 이 학습자가 ‘시대 상황 때문이었을까, 시대와 무관하게 있

는 갈등이었을까?’라고 스스로 묻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첫 번째 해석이 비

록 감상문에서 먼저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구성한 텍스트의 사회문

화적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에 대한 성찰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인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 과정이 감상문 쓰기 과정에서 

재조직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사고의 순차적 흐름이 그대로 감상문의 흐름으로 나

타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이 학습자는 비록 감상문에는 상술되지 않았으나, 인물 간의 갈등을 텍스트

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심의 맥락화를 통해 시대 상황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의미

화하였다가, 이에 대해 ‘이러한 갈등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인 지금까지도 이어

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떠올리고, ‘근본적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전쟁에 의해 극단적인 양상을 띠게 된 것 뿐이 아닐까’라고 성

찰하고 있다. [다] 문단에서 학습자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이 구성한 의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해석을 마주하고, ‘그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싶지 않다’

는 정서적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인물 간의 갈등을 조망하게 되었

음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이를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고 밝힌 것은, 기존의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심의 맥락화로 회귀하지 않고, ‘시대 상황’을 ‘운명’으로 그 의

미를 바꾸고 ‘운명에 저항하는 개인’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

다. [라] 문단에서는 ‘나’에 초점을 맞추어, [마] 문단에서는 ‘훈이’에 초점을 맞추

어 이를 부연하고 있는데, [마] 문단에서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을 떠올려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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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항하는 개인’을 구체화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이 학습자는 그리

스 신화의 시지포스와 오이디푸스를 환기하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

간의 삶을 찾는 것이 역설적인 저항’이라는 점을 도출하여, 이를 ‘훈이’의 선택과 

연결한다. 

[마]의 후반부에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화를 통해 형성한 의미와 상호텍

스트적 맥락화를 통해 형성한 의미가 교섭하여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환기하여 6.25 전쟁 이후 극단적인 혼란과 부조리에 

빠져있던 ‘사회’를 재구하고,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훈이’에게 이러한 ‘사회’가 운

명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훈이’의 저항이 시지포스, 오이디푸스와 같은 ‘역설적 

저항’이었다고 그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대목이다.

또 한 가지 인상깊은 점은 이후 [바]에서 이 학습자가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 

자신이 구성한 맥락을 토대로 ‘카메라와 워커’라는 이 소설의 상징적 요소들을 설

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는 ‘나’가 택한, ‘워커’는 ‘훈이’가 택한 사회에 대

한 저항의 방법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위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교섭적 맥락화가 

텍스트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자신의 의미 구성과 재구성 과정에 대해 결론에 해당하는 [사] 문단에

서는 ‘무엇이 더 의미있는 해석일지, 작가의 의도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고 표

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재구성 과정의 원동력이었던 ‘의미 확정 종결점을 지

연하는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다만 이 학습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구성한 여

러 의미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점, 즉 ‘전쟁의 상처가 다른 양상을 띠며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찾아 확실한 의미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감상

문을 마치고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자신이 구성한 소설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 상위인지적으

로 접근하며, 기존의 커뮤니카트 형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맥락을 도입하기

도 하며, 복수의 맥락적 의미들을 교섭시키기도 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맥락화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구성한 의미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상위인

지적 접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로 바꿔나가는 과정

에서는 하나의 커뮤니카트를 형성하였을 때 이를 쉽게 텍스트의 고정적 의미로 

확정짓지 않고 의미의 종결점을 지연하는 태도 역시 발견되었다. 이는 맥락 구성

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맥락 재구성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형성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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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카트를 성찰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 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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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설계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메시지를 인지하고, 이로

부터 환기된 맥락을 독자의 능동적인 맥락화 작업을 통해 문학 소통에서 유효한 

의미로 형성해 내며, 재구성 작업을 통해 앞서 형성한 맥락적 의미들을 교섭시키

는 등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Ⅳ장에서

는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보여준 한계적인 맥락 구성을 보

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먼저 본 연

구에서 구안한 교육의 목표를 밝히고, 문학 교실에서 이러한 목표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

1.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목표

‘무엇을 아는가’에서 ‘어떻게 아는가’로의 대체가 구성주의의 근본적 발상의 전

환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소설 읽기 교육에서는 

소설 텍스트의 처리 과정과 의미 구성 과정 그 자체를 경험적 지식으로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안한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은 소설 읽기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용하

는 한편 이들을 조절해가며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를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읽기는 학습자 개인의 인지 과정 내에서 자연스럽

게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학습자가 놓치고 있는 과정이나 미진한 부분을 보충

하여 이를 다른 소설 읽기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동료 학습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주의 문학교육은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의 이동을 표

방하는데, 이때 학습자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문학 지식의 전수

자에서 학습자의 지식 구성의 촉진자의 위치로 옮겨감을 뜻한다. 따라서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를 길러내고자 하는 소설 교육에서 교사는 수업의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의미 구성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며, 

구체적 활동 수행에서 학습자와 함께 촉진자로 참여해야 한다.



- 81 -

본 연구는 앞선 장들에서 이론적 검토와 실제 학습자의 읽기 과정 분석을 통해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이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안하는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목표를 각 단계에서 학습

자가 성취해야 하는 세부 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는 소설 읽기의 첫 번째 단계로서 텍스트를 문학 소통에서 작가가 

자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로 받아들이며, 이 메시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성취해야 한다. 즉, 학습자는 소설을 읽으며 단순히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자신에

게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체험한 이 허구적 세계가 작가가 세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

해 형상화한 세계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는 이러한 작가의 문제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텍스트 내부의 정

보들을 취합할 뿐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맥락을 환기하고 이를 텍스트 

요소와 연결하여 독자에게 의미 있는 ‘구성된 정보’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스스

로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맥락을 문학 소통의 도구로 만들 줄 아는 경험

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적 목표이다.

셋째, 학습자는 앞의 과정들을 통해 자신이 구성한 의미에 대하여 이것이 텍스

트의 문제제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적절한 맥락화가 이루어

졌는가, 그리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맥락은 없는가 등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이 텍스트를 왜 그렇게 읽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하는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를 쉽게 고정하려 하지 않고 다양한 맥락과의 연결 안

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변형될 수 있음을 알고, 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함을 의미

한다. 

2.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 소통의 구도 안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제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맥락의 문학 소통 도구화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

며, 이를 성찰하고 재구성하여 학습자 개인의 인지 체계 내에서 정합성 있는 의미 

산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문학 소통 참여로서의 의미 구성’, ‘물

음과 대답의 순환으로서의 커뮤니카트 형성’, ‘상위인지적 읽기로서의 맥락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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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설계하였다.

⑴ 문학 소통 참여로서의 텍스트 의미 구성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구성주의적 동향을 바탕으로 한 문학교육의 관점은 ‘무

엇을’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방법

론’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탄생하였으므로 문학 작품 이해 과정에서도 

경험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구분을 명료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절에서 다루는 ‘문학 소통 참여로서의 텍스트 의미 구

성’은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해석 및 감상 행위가 일차적으로 언어로 된 문학 텍

스트를 감지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커뮤니카트를 구축하는 행위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문학 소통에서 학습자가 커뮤니카트를 형성하여 경험적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활동을 하기 앞서 문학 작품이 소통 구조 속에서 생산되고 수용됨을 아는 

것과 이러한 소통 구조 안에서 학습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학습

자가 알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문학 교실에서 교사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

달될 수 있는 성질의 교육 내용이다. 

먼저 글로 쓰인 텍스트의 ‘의미’가 말해진 담화의 ‘의미’와 동일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학을 소통 구조로서 파악하는 것의 단초이다. 작가가 독자

를 의식하고, 상황을 고려하며 글에 자신의 의도를 담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의 의미이다. 그런데 말해진 담화의 대화 상황은 발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읽기에서의 작가와 독자는 

상호 간의 부재를 전제로 한다. 즉, 독자는 작가의 작품 생산 행위에 부재하고, 

작가는 독자의 작품 수용 행위에 부재한 상황에서 오직 텍스트만이 이들의 매개

가 된다.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는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의 의미에 비해 파악하기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학습자들은 오히려 이 점을 주목하여 텍스트와 소통

해야 한다. 즉,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문학 소통에 참여

할 때 독자는 텍스트를 향한 질문과 독자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1)

Ⅲ장에서 살펴 본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에서 학습자들은 “작가는 ~한 의도

1)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pp.44-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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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소설을 썼을 것이다.”와 같이 추측하고, 텍스트 전략 구사의 주체인 내포 

작가를 가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때 작가의 의도가 작품 속에 객관적인 실

체로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본다면 학습자들은 저자성

에 압도당하고 만다. 따라서 무엇보다 학습자들은 맥락 구성 중심의 소설 읽기 과

정에서 만나는 작가는 독자 자신이 구성해 나가는 내포 작가라는 점을 알고, 그를 

대화의 상대자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즉, 학습자는 소설 읽기가 곧 문학 소통에 참여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며, 이 

소통에 참여할 때 학습자가 스스로 내포 작가의 메시지를 자신의 지평에 있는 경

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재구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독자 정체성

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⑵ 물음과 대답의 순환으로서의 커뮤니카트 형성

문학 소통의 구도 안에서 학습자가 구성한 의미는 탈맥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해석 과정에서 마주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한 맥락을 소통 도구로 사용하였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됨을 학습자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본고의 교육 내용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학

습자들이 맥락을 동원하는 시발점에 학습자 스스로가 제기한, 텍스트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물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해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맥락을 도입하는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며 떠올린 질문으로부터 이에 대한 스

스로의 답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텍스트 내부의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 이를 설명

하고 평가하기 위해 맥락을 도입하여 의미를 구성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학습자가 제기하는 물음과 텍스트에 근거를 둔 대답의 순환으로서의 커뮤니카트 

형성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구안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카트 형성의 개념을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

자가 떠올린 물음에 대하여,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의 선택과 조직 또는 텍스트 내

용과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의 연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

의한 바 있다. 또한 맥락화의 특성으로 ‘독자의 주체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 ‘가능한 여러 의미 해결 가능성 중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 것’이라는 점, 그리

고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든 바 

있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작가의 상황 중심의 맥락화, 텍스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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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 중심의 맥락화, 다중 텍스트 읽기 경험 중심의 맥락화를 실현할 때 

관련한 맥락을 환기하고, 소통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모색하여 선별적으로 도입

하고 이를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살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똑

같이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고, 텍스트에 형상화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앎을 갖고 있으며, 유사한 주제나 배경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독자가 맥락의 선별 과정에서 어떤 앎을 소통에 필요한 것이라 판

단하는지에 따라 각자가 구성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상에서 발견된 학습자 커뮤니카트 형성의 한계점은 환기된 맥락이 추상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텍스트와 연결되더라도 소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성

되지 못하는 경우, 환기된 맥락이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여 소설의 의

미 구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그리고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독자 자

신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소설의 의미 구성과 멀어지는 

경우로 나누어졌다.

이로부터 커뮤니카트 형성 전략의 지도 내용으로는 첫째로 학습자가 소설 텍스

트 해석 과정에서 떠올린 질문들 중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맞닿은 질문에 주목하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물음 없이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중 텍스트 해석과 맞닿은 점을 모색할 때

는 평소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앎이 임의적으로 텍스트 해석의 도구로 도

입되기 때문이다. 맥락은 독자의 지평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문학 소통의 도구

로 독자가 활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 것인데, 이러한 의도성 없이 선

택된 앎은 맥락이 아닐뿐더러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의미 역시 ‘소통의 구성’이 아

닌, 일방향적 발화가 되고 만다.

둘째로, 환기된 맥락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 텍

스트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데 이러한 맥락의 도입이 어떤 새로운 의미

를 가져다주는지를 탐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후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었을 때, ‘전쟁의 참혹성’ 정도로 맥락을 도입할 때와 ‘전후 사회를 

지배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후대의 성공에 

대해 갖는 욕망과, 그럼에도 그 실제적 방법을 알지 못했던 상황’과 같이 구체적

으로 맥락을 도입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의미 역시 질적 차이를 갖는다

는 것을 앞선 양상에서 살핀 바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문제제기에 답하

기 위해 맥락을 환기하였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중에서 그 문제성과 맞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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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대해 숙고하여 자신이 도입하고자 하는 맥락을 좁힐 수 있도록 교사나 동

료 학습자의 조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커뮤니카트 형성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

지는 독자의 의식적인 활동인 만큼, 독자가 떠올리고 구체화한 맥락이 텍스트의 

구체적인 지점과 맞닿도록 지도해야 한다.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텍스트를 보는 관

점은 텍스트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나, 독자가 의미 구성 행위

를 통해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의미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카트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와 관련한 

맥락을 열심히 탐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 ‘커뮤니카트 

재질’로서의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 자체로는 ‘읽기 행위’라

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텍스트와 맥락 간의 상호작용은 커뮤니카트 형성 단계

의 핵심이 될뿐 아니라, 이후에도 학습자가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성찰하고 또 이

를 재구성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⑶ 상위인지적 읽기로서의 맥락 재구성

학습자 개인의 인지과정 내에서 앞서 형성한 커뮤니카트들을 성찰하며, 재구성

과 해체적 읽기를 하는 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도입한 

맥락에 대한 메타적 검토와 이에 대한 강화, 조정, 대안 모색이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맥락 재구성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

신의 인지 행위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텍스트

의 일차적 의미 파악과 문학 소통에서의 의미 탐구 이후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커

뮤니카트를 검토하는 상위인지적 읽기를 교육 내용으로 구안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학 능력에서 요구되는 상위인지는 ‘문학 텍스트와 자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혹은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2) 이때 

상위인지적 이해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자 자신의 해석

에 거리를 두고 재검토하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다른 의견을 수용 또는 반

박함으로써 공적 장에서 소통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다.3)

2) 김정우, 「문학능력 평가의 방향 – 학습과 평가의 연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

학』2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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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분석한 학습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상위인지적 읽기가 감상문 쓰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촉발되어 맥락의 재구성으로까지 나아가는 사례들이 있었지

만 대다수의 학습자들에게서는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성찰하는 읽기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이 단계의 교육적 처치에서는 학습자가 원래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 미처 이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자신이 구성

한 의미에 해체와 재구성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하며, 이를 실천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앞서 

형성한 맥락화가 어느 지점에서 촉발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한 시발점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맥락을 동원

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는 없는지, 자신의 의미 구성이 문학 소통의 상황을 

고려하였는지 등에 대해 재인지하도록 안내하고, 문학교실이라는 공적 소통의 장

에서 소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

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를 경험

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의 방법 설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독자의 읽기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환기되는 맥락들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독자가 생각하지 못

했던 맥락을 교육적 처치를 통해 환기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교실 상황이라는 독자의 소설 텍스트 의미 소통의 상황을 고려

하여 개인의 인지적 작용 속에서만 이루어지던 의미 구성이 발화를 통해 표현되

고 문학 교실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

영하여 교육 설계를 구안한 다음, 구안한 교육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

하여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고은정, 앞의 논문, 2012,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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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후, 2차시에 걸

쳐 질문 생성 활동, 질

문 응답 활동, 교실 내 

문학토의, 해석텍스트 

쓰기의 읽기 후 활동과 

피드백 수업을 진행. 

<표 5. 교수 ‧ 학습 검증 실험의 개요>

⑴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의 주체적 질문 생성

앞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카트 형성의 개념을 ‘소설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

자가 떠올린 물음에 대하여,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의 선택과 조직 또는 텍스트 내

용과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의 연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

의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소설 텍스트의 의미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물음과 대답

의 순환에서 발견되며, 맥락이 물음과 대답을 연결하게 해주는 텍스트 내‧외부의 

요소라는 점에서 파생된 의미임을 전술한 바 있다. 이처럼 문학 소통에 참여한 학

습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물음을 발견하는 일’은 그 단초가 

된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교사나 교과서가 제시하는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스스로 생성하는 질문들을 모아가며 소설을 읽는 것에는 익숙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의 문학 교실에서 질문은 교과서의 날개나 학습 

활동, 교사의 학습지를 통해 제공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자들이 떠올리는 모든 질문이 스스로의 소설 읽기를 안

내하는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자기 검열도 없이 소설을 읽으며 떠오

르는 질문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지도하였다. 이 차시의 활동지는 5개 이상의 

질문들을 작성하고, 이 질문들 중 3개를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답해보는 것

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렇듯 질문을 떠올리고 나서 답해볼 질문을 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질문을 메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이 필요성은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질문에 위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 88 -

순위

생성한 

질문에

서의 

빈도

답한 

질문에

서의 

빈도

질문 내용

1 14/15 11/15
마지막 장면에서 기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아버지를 기린으로 표현했을까? 등)

2 10/15 9/15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린은 왜 승일의 말에 이렇게 답했을까? 등)

3 9/15 7/15
나의 산수, 아버지의 산수에서 ‘산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소설에서 ‘나의 산수’는 무슨 뜻일까? 등)

4 7/15 3/15

이 소설의 배경이 된 당대의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

(푸시맨이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소설 속 시대 상황은 무엇

일까? 등)

5 3/15 2/15

화성, 금성, 지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화성인, 금성인은 누구이고 서술자는 왜 그들을 동경하는 

것일까? 등)

하고 있다. 앞서 Ⅲ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부엘(Dong Buehl)이 제시한 

‘소설을 위한 자기-질문 분류법’에 따르면, 소설 텍스트를 읽을 때 인지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질문들은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

안하기의 6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친다.4)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질문

들에 있어 소설의 핵심적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기준으

로 위계가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15명이 제출한 처음 생성한 질문은 총 90개였으며 

이들 중 답해보고자 고른 질문들은 총 45개였다. 유사한 질문들을 하나로 묶고 

자주 등장한 순서로 이들을 정렬했을 때, 상위 5가지의 질문들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한번씩 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 질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질문 다섯 개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 6. 활동지에 나타난 학습자 질문 목록 중 상위 5개>

학습자들은 ‘기억하기’ 단계나 ‘이해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표층적 의

미와 관련한 질문들은 처음 생성했더라도, 답하기 위한 질문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한 메타 인지를 확

인할 수 있다. 

4) 각주 66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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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질문을 다섯 개 생성했는데, ①‘왜 이 소설의 서술자는 화성인들이 부럽다고 

생각했을까?’, ②‘작가는 왜 나의 산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일까?’, ③‘아버지와 나의 잿빛 눈동자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일

까?’, ④‘주유소에서 시간당 1500원, 편의점에서 1000원을 받는데 이게 최저시급이었을

까?’ ⑤‘서술자는 왜 인간을 상습범이라고 하는가?’ ‘작품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린은 무

슨 의미일까?’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①, ②, ⑤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습자 : 나머지는 좀 너무 금방 답이 나오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④번 같은 거

는 아마도 이 소설이 쓰일 때는 최저시급이었을 것 같았고, 사실 최저인지 아닌지는 별

로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③번은 처음엔 궁금했는데 소설 마지

막까지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기린이 잿빛 눈동자를 갖고 있는데, 앞에서 아버지와 내가 

잿빛 눈동자였다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기린인 걸 암시한다고 느꼈어요.   

연구자 : 그러니까 이 질문 같은 경우 읽으면서 해결이 된 거군요? 

학습자 : 네. 그래서 어차피 쓸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서 다른 거 골랐어요. [F-기린-11]

이처럼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거나, 읽으면서 궁금함을 느

꼈지만, 이러한 질문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소설 해석에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학습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는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

들에 집중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렇듯 학습자들이 자기 

조정을 거친 후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질문들에 텍스트의 오독이 있거나, 사실적 

정보를 잘못 이해한 경우 교사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생성한 질문을 수합한 후 수업에서 교사는 질문에 대한 피

드백을 진행하여야 한다.5) 피드백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 공동체가 제출한 질문들

을 빈도별로 정리한 것을 보여주며,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가 생성한 질문에 대

해 생각해보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피드백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 여러분이 작성한 활동지에 나온 질문들 중에 “진짜 문제점에는 불만을 갖지 않

고 돈에만 집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일

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생성한 친구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이 

5) 질문 생성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제출한 감상 질문의 특성과 수준을 진단하고,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며, 학습자가 혼자서 질문을 만들어내며 경험했던 연쇄적 과정을 

문학 교실 전체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질문과 질문 사이의 

의미 관계를 발견하여 학습자들의 질문을 선행 질문과 후행 질문으로 연계시키는 것에 

조력해야 한다. (조희정, 「고전문학 교육에서 학습자의 감상 질문 생성 경험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pp.67-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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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해 볼 사람이 있나요?

학습자 13: 그런데, 주인공 승일이는 진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안’갖는다기 보다는 

‘못’ 갖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도 사라지고 엄마랑 할머니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고 관심

을 갖고 여기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처할 생각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사: 그럼, 이 질문을 생성한 친구는 ㅇㅇ이(학습자13)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나요? 

학습자 14: 아, 그거 제가 쓴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너무 막 주인공이 여

성을 좀 낮춰서 보는 장면들이 불쾌해서 이런 문제점에도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문제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얘가 얼마나 내몰려있는지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

아요.

교사: 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무슨 말

을 하려고 이 소설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의 왜곡된 성

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만

큼 경제적으로 내몰린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을까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 피드백 수업의 장면은 “진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고 돈에만 

집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에 대해 동료 조정과 교사 조정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이 질문은 앞서 Ⅲ장 양상

에서 동일 텍스트를 읽은 다른 실험군에서 커뮤니카트 형성의 한계로 이어진, 텍

스트의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자신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경험을 도입하여 소설 텍

스트의 의미 구성과 멀어진 내용과 연관이 있었다. 즉, 이 학습자 역시 인물의 왜

곡된 성 관념이 드러나는 대목에 집중하여, 텍스트의 문제제기를 오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드백 수업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동료 학습자들은 ‘이 소설의 주인

공이 진짜 문제점에는 불만을 갖지 않고 돈에만 집착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적 

의견들을 개진하였으며, 교사 역시 문학 소통의 구도 안에서 텍스트의 문제제기와 

맞닿은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의 수업 후 소감 중 질문 만들기와 학습자 간 횡적 대화에 대한 

의견이다. 

모니터를 채우는 우리 반의 질문 모음집을 눈으로 훑으며 느낀 첫 감상은 왜 나도 

세밀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떠올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었다. 조금만 더 깊이 단어 

하나하나를 더 뜯어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통감하며 함께 같은 본문에서 출발해도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학의 즐거움을 실감한 것 같았다. [F-기린-2]



- 91 -

세부 학습 목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자신이 떠올린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생각해 보기 

소설은 작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허구

적 세계이며, 독자인 우리는 이 허구적 세계에 참여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논제 및 토의점을 던져주었다. 

선생님이 처음 소설을 주시고 질문을 만들어보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소설이 잘 이해

가 가지 않다가, 점점 읽을수록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점점 작가가 주인공의 모습

과 ‘기린’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 질문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답을 하다 보니, 소설을 그냥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작가가 하나하나 심어 놓았던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다양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 소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답함으로

써 채워지게 되었고, 단순하게 넘겼던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들도 알게 되었

다. [F-기린-8]

이렇듯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며 소설을 읽게 하고, 그 질문들 

중에서도 답할 질문을 다시 선택하게 하며, 문학 교실 전체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질문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독자 내적 대화와 학습자 간 횡적 대화에 의

한 물음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문제제

기와 관련한 질문 자체를 잘못 생성하여 질문에 답하며 소설의 의미를 구체화하

는 읽기가 맥락 구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적 읽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⑵ 텍스트 내외 요소들의 연결을 통한 질문 해결

소설 전문 읽기를 완료한 후 학습자들이 5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들 

중 3개를 선택하여 답해보는 활동에 있어, 자신이 만든 질문들 중 몇 개를 다시 

선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 해석에 중점이 되는 질문들을 선택하는 모습

을 보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음 단계의 활동은 자신이 선택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을 환기하고, 이를 텍스트와 연결하여 구체적인 답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 차시의 활동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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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때, 작가가 처한 상황,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 내

가 읽은 다른 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이 메시지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앞서 자신이 선택한 질문 3가지를 적고 다음의 항목

들에 생각해 봅시다.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중 무엇에 주목

해야 할까?

- 내가 선택한 요소와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 있는가? 더 알

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찾아보아야 할까?

- 이 요소는 소설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과 관련이 되는가?

이 항목들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질문들을 재배열하고, 각각

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의 순서에 있어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이 소설의 핵심

적인 문제제기가 담겨있는 부분인 ‘아버지’가 기린이 되어 나타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고 답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장 마지막 질문 해결로 등장

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재배열한 질문의 연쇄적 해결을 

통해 텍스트 내적 정보를 취합하고, 맥락을 도입하며, 맥락과 텍스트의 연결을 통

해 텍스트의 문제 제기를 이해하는 맥락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질문 해결에 답할 때 그 배열의 예시들이다.

[F-기린-7]

1) 아버지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

2) “야, 인생은 한 방이야”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3) 마지막 문장,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무슨 의미일까? 

[F-기린-3]

1) 화성, 금성, 지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2) 푸시맨인 주인공이 열차를 ‘공포스러울 정도의 거대한 동물이-’라는 식으로 부정적

으로 묘사한 이유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3) 왜 아버지를 굳이 ‘기린’으로 표현하였을까? 그리고 기린이 ‘그렇습니까? 기린입니

다’라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F-기린-14]

1) 소설 속 ‘나’의 ‘산수’의 의미와 ‘산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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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설 속 아버지의 실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3) 작가는 어떠한 의도로 아버지를 기린으로 등장시킨 것일까? 

[F-기린-13]

1) 아버지는 왜 사라지기 직전에 열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을까?

2) 사람들이 기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승일이 ‘토해낸다’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3)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위 학습자들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텍스트 해석에 필요한 맥락을 환

기하며,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다음 세 번째 질문에서 텍스트의 문제제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F-기린-13] 학습자의 예시를 살펴보면, 

먼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두 번째 질문에서는 텍스트 표지 초점화에 의해 텍스트의 사

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맥락을 환기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아버지는 왜 사라지기 직전에 바로 열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을까?

승일이 보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아침에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주어진 첫 

기차를 타지 않고, 그 다음 기차를 탄 것을 제외하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출근 

풍경이었다. 그러나 승일이 사소하게 넘겼던 그 사건은 아버지의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

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열악한 직장 환경에서 자신의 ‘연산’에만 집중하

며 단조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

난의 굴레 속에 더 이상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을 선택한 것이

다. 도망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괴로운 현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장이었음을 

다시 깨달았을 것이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어,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부터 아

르바이트를 해 스스로 돈을 버는 모습을 지켜본 것부터, 아내가 아플 때 비용이 모자라 

허덕여야 한 상황까지 현실에서 아버지에게 일자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붙잡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는 일자리로 가는 행위, 즉 

자신에게 오는 첫 번째 기차를 타고 일터로 떠나는 행동을 부정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것으로 보아 나는 아버지가 첫 기차를 타지 않은 행위는 진절머리 나는 현실 상황에서

의 도피를 결심하고, 이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세계의 현실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임을 암

시한 행동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이 행동을 기점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돌아올 현실은 

없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도피를 결심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F-기린-13]

첫 번째 질문은 인물 행동의 이면적 이유를 탐색하는 질문으로, 위 학습자는 

텍스트에 드러난 인물에 관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그 이유를 추론하며, 인물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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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사건의 의미 등 텍스트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사람들이 기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승일이 ‘토해낸다’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237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주인공인 승일이는 코치 형의 제안으로 푸시맨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기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맨 처음 보고 승일이가 느낀 

감정은 부정적이었다. 괴물 같은 기차가 사람들을 삼키고, 토해 내는 것 같아, 자신마저

도 함께 삼켜질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승일이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며 느낄 감정보다는 상당히 격렬했다. 그 이유를 떠올리기 위해서 나는 푸

시맨이 무엇을 하던 직업이었는지를 찾아보았다. ⓑ푸시맨은 대중교통에 최대한 많은 사

람이 탑승하게 하기 위해 정류장에서 출입문 안으로 승객들을 밀어 넣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으며, 대중교통의 수와 환경이 열악했던 2000년대 전후반에 많았다고 한다. 안

전한 정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차 안에 태우는 것이 암묵적으로 승객들의 동의를 얻

은 이유는, 열차 회사나 승객들이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했기 때문이다. 열차 회

사들은 돈을 더 벌어야 했고, 승객들은 제때 자신의 일자리에 도착해야 했다. ⓒ효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비인간적이라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존재한 것

이다. 작가는 소시민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

다. 따라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승일이 그때 당시에는 뻔했을 아침 풍경을 유독 부정

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작가는 주인공인 승일의 눈

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빽빽한 대중교통에 몸

을 매일 쑤셔 넣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생활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F-기린-13]

두 번째 질문에서 위 학습자는 텍스트의 내용 중 ‘나’가 기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토해낸다’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보통 사

람들이 그 풍경을 보며 느낄 감정보다 상당히 격렬했다’는 점에서(ⓐ) 인물이 왜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리그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푸시

맨’이라는 직업이 존재했던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

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자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효율성이라

는 명목으로 비인간적인 것을 어느 정도 눈 감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으

로 의미화하며(ⓒ), ‘나’의 부정적 반응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생계

를 위해 비인간적인 일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생활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의 발현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발화라는 텍스트 표지에 의해 

초점화된 질문에 의해,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탐색하고 이를 

문학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작가의 메시지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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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화의 양상은 다음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통의 도

구로 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해가는 양

상을 살펴볼 수 있다. 

3)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대목은 이 소설의 제목인 만큼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마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렇습니까?”와 “기린입니다.”라는 두 부분이 담

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두 마디를 따로 해석하고 싶다. 

우선 나는 “기린입니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승일이 환상 속에서 기린과 만났을 때, 정장을 입은 기린은 

승일의 이야기를 듣는 건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이 모습이 현

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러 승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라고 느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겨우 도망쳐 기린이라는 전혀 다른 존

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의 상황을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며, 돌아와 달라는 

승일의 말은 더더욱 듣기 싫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기린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는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결코 각박

한 현실로 돌아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느꼈다.

한편 기린이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본 이유는 동시에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

을 반영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 고통 받는 소시민들이었고, 그 세계에서 도망치기를 택한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

지 인물들은 분명히 냉정하고, 자신만의 ‘산수’를 강요하는 현실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

다. 그러나 햇살 좋은 날에 승일의 꿈속에서 나타난 기린은 이런 현실에서 이미 벗어난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가와 

달리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시대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주인공인 승일이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고 고작, 천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할 정

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제 앞가림을 하기 바빠, 남의 삶에 연민

을 가질 여유조차 없으나, 기린은 현실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의 어려움을 깨

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린은 그 누구보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자본

주의 사회의 소시민들을 향한 연민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것이다. 이런 기린의 입장을 

통해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과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뜻으로, 기린이 “그렇습니까?”라는 인간성과 다정함이 남은 말을 했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기린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피폐해지는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출구를 찾기 바란다는 암시까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린에게서 받은 위안을 통해, 이 소설에서는 승일 개인만 변

화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당시 이 소설을 읽던 독자들이 다시 현실의 비인간성과 

괴로움에 대해 떠올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F-기린-13]

이 답변의 첫 번째 문단에서 위 학습자는 ‘그렇습니까’와 ‘기린입니다’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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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 설명해보고자 함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기린입니다’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 활용되며, 두 번째로 ‘그렇습니까’를 설명하는 대

목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 활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위 학습자는 아버지가 실종되기 직전 열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

던 사건에 대해 아버지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는데, 이렇

듯 앞서 자신이 추론한 내용을 의미 해석의 기저로 삼아, ‘기린입니다’라는 말로

부터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것’을 읽어내고 있다(ⓔ). 

앞서 두 번째 질문에서 위 학습자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생계를 위해 비인간적인 일을 해야 하는 절

망적인 상황’이라는 맥락을 만들어낸 바 있다(ⓒ). ‘그렇습니까?’라는 말의 해석에

는 이러한 앞서 만들어낸 맥락이 도입되고 있는데, 주인공과 주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소시민이며(ⓕ), ‘기린’이 된 아버지는 이들을 제3자적인 시각

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작가가 ‘기린’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네는 연민

의 메시지로 이 말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생성한 질문들 중에서 복수의 질문을 골라 자유롭게 답하도록 

한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재배열하고, 텍스트 내적 정보만으로도 답해

보고, 맥락을 환기하고 도입하여 답해보기도 하며, 텍스트의 문제제기에 핵심적이

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교육

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읽기 활동의 설계만으로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었다. 따라서 이 단계의 교육 방법에서는 스스

로 질문을 선별하고 재배열하여 답하게 하는 읽기 활동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질

문들의 연쇄적 작용을 염두에 두며 재배열하도록 지도하며, 마지막 질문에서는 종

합적인 답변을 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맥락들의 대화로서의 교실 내 문학토의

스스로 생성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카트 형성을 실현한 학습자들

에게 자신의 맥락화를 돌아보고, 이를 정교화하거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문학토의를 그 다음 단계의 교육 방안으로 

구안하였다. 문학토의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잠정적으로 확정한 텍스트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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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게 되는데, 문학토의에서의 상호작용이란,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확

인하거나 주관적인 감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화제를 수립하고 그러한 

화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화되는 것’을 의미한

다.6) 이때 화제의 수립은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들 스스로 도출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앞서 학습자가 스스로 생성한 질문들을 문학 교실 안에서 발표하고, 

몇몇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이 학

습자들이 생성한 질문들에 대해 모든 토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

진하는 가운데 특정 양상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질 때, 이를 토의의 중심 화제로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토의 중심 화제 도출까지의 교사의 역할은 첫째, 학습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공적 발화로서 모든 문학교실 구성원에게 재구성된 질문의 형태로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다. 다음으로, 후행 질문을 통해 불명료한 학습자의 의견을 명료화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며, 흩어지는 생각들을 쟁점을 중심

으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7) 마지막으로 토의의 중심 화제를 확정하며, 

이후 학습자들 간의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은 실제 문학토의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생성한 질문에서 시작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중심 화제의 도출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교사: (TV 화면에 학습자들이 생성한 질문을 정리한 것을 보여주며) 조금 전에는 ‘진

짜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돈에만 집착하는 이유’라는 질문에 대해

서 ㅇㅇ이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또 다른 친구들이 만든 질문들 

중에서 얘기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학습자 6: 저는 저기 47번에 ‘아버지가 기린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아버

지의 자살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아버지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교사: 혹시 이 질문을 만든 친구가 답변해줄 수 있을까? 

6) 남지현, 「심층적 의미 형성을 위한 문학토의의 비계 연구」,『한어문교육』35, 한국

언어문학교육학회, 2016, p.127.

7) 문학토론의 전(全)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결정적이나, 본격적인 학습자와 학습자의 

토론에서만큼은 교사의 역할이 제한된다. (김상욱,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토론

의 방법」,『한국초등국어교육』4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9, pp.1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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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8: 아, 그거 전데요.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탈피했다. 약

간 초월적 세계에 들어섰음을 알린다. 그래서 이 세계에 속박되지 않고 다

른 세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의 연을 끊은 거니까 자살했다

고 생각했거든요.

학습자 9: 저는 아예 다르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기린이 있어요. 기린은 허상적인 존재. 아버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허상의 입장에서 그 때 상황의 아버지. 그래서 

어느 부근의 지붕이라는 그 전에도 나온 허상적인 공간에서 만난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서술자의 꿈 같은 생

각인데. 아버지라는 대상은 원래 서술자에게 약간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기

린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다시 지지한다?

학습자 1: 저는 이 기린이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예처럼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아들한테 계속 미안해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람 자체가 바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사: 지금 어떤 한 친구가 아버지가 자살한 결말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몇몇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한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줬는데요. 여기서 보

면 이제 ‘기린’에 대한 각자의 해석, 그리고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고 기린

이 답하면서 끝나는 결말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든 질문들에서도 이것들에 관한 게 가장 많았는데요. 그럼 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처럼 학습자가 생성한 질문에 대하여 다른 학습자들이 각자의 대답을 하고, 

학습자의 발화가 구체화되고 다른 학습자에 의해 부연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학습자들이 동시에 반응을 보이는 지점을 맞닥뜨리게 된다. 많은 학습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보고, 교

사는 화제의 초점을 주제를 중심으로 모아 본격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토의의 중심 화제가 확정되고 나면, 교사는 논의의 중심에서 한발짝 떨어져 학

습자들이 화제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지도한다. 다음은 

앞서 정리된 화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의견을 나누며 맥락적 의미 간 교섭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학습자 3: 마지막에 보면 아들이 계속 설득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그걸 다 

듣고 “그렇습니까?”라고 답하는데 우리가 보통 관심없는 얘기를 들을 때 

실컷 들은 다음에 아 그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인 것 같고. “기린입니다”에서는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너네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돌아갈 의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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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또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학습자 7: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 말이 아버지냐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잖

아요.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걸 봐서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교사: 두 명 다 아버지가 현실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

군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본 친구들 있나요? 

학습자 13: 저도 ‘그렇습니까’랑 ‘기린입니다’를 나눠서 생각해보긴 했는데, 저는 ‘그

렇습니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감정을 반

영한 대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인공이랑 주인공 주변 인물들은 자본주

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냉정

한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제3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본 기린인 

아버지는 이 세상의 문제점,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

서 ‘그렇습니까?’라는 말이 어떤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줄 때 쓰는 느낌의 

말이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다정함, 희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걸 바탕으로 좀 뭔가 출구를 찾길 바란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교사: 이 소설의 결말이 조금 더 희망을 담고있다는 의견이군요. 

학습자 5: 저도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작가가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린을 떠올리면 긴 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긴 목으로 닫혀있는 사회에서 띠용 하고 좀 벗어나가

지고 좀 넒은 안목을 가지고 좀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고 떠올리길 바라는 

작가의 희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 2: 아, 띠용이 뭐야. 저도 왜 굳이 기린이라는 동물을 썼을까 생각해봤는데. 

기린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목이 되게 길잖아요,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게 

본다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것 때문에도 아버지가 

기린이 돼서 나타난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봤구요. 그리고 코치 

형이 본드를 하다가 친구가 지붕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본드를 끊

었잖아요. 근데 소설 마지막에 기린 얼굴이 지붕 위에 떠 있었잖아요. 그

걸 보고 승일이 상황도 좀 더 희망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처럼 앞선 단계들을 통해 스스로 생성한 질문에 대하여 텍스트 내외 요소들

의 연결을 통해 나름대로의 응답을 마련한 학습자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확정지은 

셈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은 해석에 대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수렴해 들어간 형국이므로, 이미 다른 선택의 가능역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편으로, 토론 및 토의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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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단계는 자신의 견해와 취미를 타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형성한 맥락적 의미들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설득당함으로써 자신의 맥락화를 성찰, 재인하거나 새로운 맥락화

의 가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고 열린 자세로 토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⑷ 해석텍스트 쓰기를 통한 맥락 구성 과정 성찰

읽기 활동을 ‘읽기를 하며 텍스트에 내재된 필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서 나아

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텍스트 자체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고, 텍스트의 의

미를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일련의 읽기 활동으로써 결과되는 인

지적 의미구조는 오히려 ‘쓰기’에 가깝다. 즉, 읽기로부터 연유되는 의미구성은 작

문으로서의 ‘생성’과 같은 은유로서, 이제 쓰기는 읽기 행동의 하위 행위 중 하나

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8) 따라서 커뮤니카트 형성 중심의 소설 ‘읽기’의 마지

막 단계인 맥락 구성 과정의 성찰은 해석텍스트 ‘쓰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비로소 단순한 독자 이상의 것, 즉 생산적 독자로 성장

하게 된다. 이때의 생산적 독자 개념은 비평문을 생산하는 전문 독자의 수준에 이

르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구

성한 의미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책임

감 있는 학습 독자상에 가깝다. 따라서 교실 내 문학토의를 통한 협응적 의미 구

성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학습자는 반드시 자신의 최종적 견해를 진술하는 일을 해

야 한다. 이 단계에서 생산하는 텍스트가 감상문보다 해석텍스트여야 하는 이유는 

일차적 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설득하는 맥락화의 작업과 동료 학습자를 설득하

는 협응적 의미 구성의 과정을 거친 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9) 기존에 학습자가 

작성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이 읽기 과정에서 일어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쓰기의 성격이었다면, 해석텍스트 쓰기는 문학 토의를 통해 수집하게 

8) 김혜정,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

구』11, 한국독서학회, 2004, pp.166-167.

9) 이때 해석텍스트는 양정실(2006)의 정의를 따라 ‘독자가 문학 텍스트에 대하여 해석

의 관점과 논리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개념화한다.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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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능성 중에서 학습 독자가 자신의 맥

락 구성에 따른 의미를 선택하여 공표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때 교사는 학생 개

개인의 맥락화 작업과 문학토의 과정까지를 지켜 본 입장이므로 해석텍스트의 설

득력이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대한 상위인지적 읽기의 결

과로서 구성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적 대화와 횡적 대화의 결과물로서 학습자가 생산하는 해석텍스트

는 자신의 기존의 맥락적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아래의 학습자는 문학토의 경험이 기존의 텍스트 의

미 구성에 작용한 양상을 보여준다. 

  [가] 그리고 두번째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었다. 나는 토론하기 앞서서는 먼저 글쓴이가 ‘건너편 플랫

폼의 지붕 부근’에 떠 있는 기린을 봤고, 그것이 아버지였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

포한다고 생각했다. ‘건너편 플랫폼의 지붕 부근’은 코치형이 유체이탈을 했던 공간이 어

느 지붕 부근이듯이, 허상의 공간을 나타내기에 기린, 즉 아버지를 본 것은 꿈 같은 허

상이었고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지붕’이라는 공간에 그 장소와 더욱더 동떨어진 ‘기린’이 존재했고, 그것을 아버지라 느

끼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서술자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한 알 수 있다. (중략) 이 

모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허상의 공간에

서 아버지를 느낄 때, 기린을 보며 울고 있는 서술자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그가 아버지

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담담

하게 곁에 앉아준 기린에게 힘을 얻어가는 서술자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서술자는 아버

지를 존경하고 그를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삶에 인류는 타락하고 현실에 찌든 삶을 살게 되지만, 결국 그 누군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돕는다는 인류애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린이 어쩌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아버지

를 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버지’라는 자아와 ‘기린’이라는 자아는 아버지라

는 존재의 두 자아로써, ‘아버지’는 현실에 순응하며 산수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기

린’은 그와 달리 산수를 버리고 자유롭게 살기로 택한 자아인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란 존재가 자기는 ‘그렇습니까? 아버지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고 함으로써 마침내 자본주의 세상을 완벽하게 벗어났고, 물론 그것이 가장

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 산수를 안해도 되는 이상적인 삶을 찾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술자가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마침내 작가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산수

에 찌들려 살아가는 존재에서 ‘기린’이라는 이상적인 존재로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

들에게 사회에서 벗어나거나 사회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자본주의를 벗어난 이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았다.

[다] 하지만 물론 이 소설은 인류애를 담고 있지만,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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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모습은 매우 적절한 비유로 현실적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단순 도피로 자본주의 

세상으로 탈피한 아버지, 즉 ‘기린’의 모습은 무책임하며 오히려 자식에게 더 큰 짐을 지

운 셈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시했을 때, 아버지라는 개인은 이상을 찾았다 할지라도 

과연 ‘기린’이 산수를 안하고도 끼니를 이으며 살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며 아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린’이 되었다는 것을 자살했다로 보는 의견도 있

었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희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대책을 알려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정말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든 좋은 단편 소설이었다. [F-기린-1]

위 학습자는 [가]에서 문학토의에 앞서 자신이 처음 갖고 있었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이 텍스트의 결말에 대한 해석을 서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텍스트 내적 정보의 조합만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문학토의에서는 이 결말을 두고 아버지의 도피로 끝나는 다소 비관적인 관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관점이 대립하였는데, 이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에 드러난 아버지와 ‘나’의 재회의 상황을 토대로 ‘인류애의 표현’이라

는 희망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나]에서 위 학습자는 문학토의에서 동료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사회문

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맥락화하여 제기한 의견을 고찰하며 ‘자본주의로부터 탈피

한 이상적인 존재로의 변모’라는 새로운 의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동료 학습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성한 새로운 의미를 온전히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위 학습자는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는 결말 부분이 처음의 

생각처럼 ‘인류애의 표현’도 아니고, ‘온전한 도피’도 아니며, ‘어느 정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알려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를 통해 해석텍스트 쓰기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의 커뮤니카트 형성의 결과

물을 조정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텍스트 쓰기 활동이 위의 학습자와 같이 의미 있는 재구조화 활동으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학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료 학습자의 견해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태도가 요청된다. 

따라서 교사가 해석텍스트 쓰기 과제를 제시하기 전 문학토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들에게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설 읽기를 상위인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안내한다면 이러한 재구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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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 의미 구성에 있어 독자가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맥락의 

작용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맥락 구성을 통해 소설을 읽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구성적 읽기의 실제를 학습 독자가 문학 소통을 둘러싼 요소들 

중 텍스트 해석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문학 소통의 도구로 만드는 ‘맥락화’와 

이렇게 구성된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에 뜻을 부여하여 의미를 생

성하는 행위인 ‘커뮤니카트 형성’을 통해 밝혔으며, 이를 소설 읽기 교육의 핵심

적인 내용으로 삼음으로써 소설 읽기 교육에 있어 학습 독자의 주체적 의미 구성

을 강조하였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맥락’은 구성적 읽기의 핵심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범위한 개념사 

때문에 정치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Ⅱ장에서 소설 읽기

에서의 맥락을 문학 소통의 구조 아래에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구성주의 문예학

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소설 읽기에서 맥락 구성의 개념과 역할을 밝혔다. 이

에 따라 맥락의 작용을 중심으로 한 구성적 읽기의 원리는 ‘텍스트 표지 초점화를 

통한 메시지 인지’, ‘맥락화를 통한 커뮤니카트 형성’, ‘맥락 재구성을 통한 의미 

구성’의 단계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학습자의 소설 읽기에서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소설을 읽고 텍스트의 문제제기를 인식한 학습자들은 이를 설

명하기 위해 자신의 지평 내의 맥락을 환기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주체적인 질문

에 의해 맥락을 환기한 후, 학습자는 문학 소통을 둘러싸고 있는 작가의 개인적 

삶,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 다중텍스트 읽기와 관련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중

에서 소통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맥락으로 만드는 맥락화 작업

과 이를 텍스트와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행위를 통해 독자적인 커뮤니카트를 형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맥락화를 보완하여 의미를 수정하기도, 새로운 맥락을 

도입하고 이를 흡수하여 의미를 확장시키기도 하였으며, 복수의 맥락들을 교섭시

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Ⅱ장과 Ⅲ장의 연구에 따라 Ⅳ장에서는 맥락 구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

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으로 ‘문학 소통 참여로서의 의미 구성’, ‘물음과 

대답의 순환으로서의 커뮤니카트 형성’, 그리고 ‘상위인지적 읽기로서의 맥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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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물음과 대답의 순환으로서의 

커뮤니카트 형성’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에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질문을 생성

하고, 생성한 질문들 중 답할 질문들을 다시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질문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지하며 텍스트의 문제제기에 중핵적인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선별한 질문들에 답하는 읽기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들을 

재배열하고, 각 질문들의 연쇄적 해결이 커뮤니카트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인지적 읽기로서의 맥락 재구성’에서는 교실 내 문학토의에서 학습

자들이 자신이 맥락화를 통해 형성한 의미를 공적 발언으로 표현하고, 동료 학습

자가 구성한 의미를 수용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 구성을 상위인지

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해석텍스트 쓰기를 통해 상위인지를 거친 맥락

적 의미들을 자기완결적 의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였다.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의미 구성의 태도를 함

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학습자가 소설을 읽을 때 해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맥락이 학습자에게 없는 것을 새롭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해석의 자원들로부터 구성되는 맥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 그리하여 별도의 실험적 조치 없이 학습자들의 날것 그대로의 소설 읽기 양상

을 수집하여 실제 학습자는 소설을 읽을 때 독자 지평 내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맥락으로 활성화시키는지,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를 밝히고 이로써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 내용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넓은 폭의 학습자 자료의 축적을 통해 양상이 보다 정

교하게 파악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더욱 구체

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읽기 과정 전반을 연구

의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부적 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인지 과정을 밝

히는 것에 미진한 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주목하였던 독자의 주

체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소설 읽기 교육 연구의 가능성이 구현되고, 부족한 

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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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tructing Context 

in Novel Reading Education

Park, Yuhyu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novel reading education which helps 

students construct the meaning of text autonomously, using their own 

resources of interpretation as context. Constructive novel reading is 

organized by three steps, which are ‘Recognizing the message of text 

by perceiving the language symbol’, ‘Forming Kommunikat’, and 

‘Constructing meaning by communication’. In this reading process, the 

stage of forming Kommunikat becomes the key step as this stage gives 

meaning to the language symbol of text, which cannot involve meaning 

by itself. 

It is well known that readers’ construction of meaning cannot 

be explained without mentioning context. However, the word ‘Context’ 

has not been used precisely in literary education due to its widespread 

history on the meaning of concept. Therefore, this study has defined 

the concept of ‘Context’ in novel reading as ‘Reader’s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situational, socio-cultural factors surrounding literary 

communication, which was reorganized to answer reader’s questions 

related to novel text interpretation’. Furthermore, this study has 

reconstituted ‘Constructing Context on novel reading’ as followed steps 

: recognizing the message of text by focusing on text markers, forming 

Kommunikat by contextualization, and constructing meaning by 

reorganizing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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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collected 

readers’ protocol writing on novel text reading and analyzed the 

process of reading. Firstly, when readers recognized message of the 

text, they focused on the problem-posing of the text and awoke 

context. Secondly, readers contextualized by judging which one of their 

background knowledge about literary communication is useful to 

interpret this text. It was related to knowledge about the writer 

himself’s individual lif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text, and 

inter-text reading experiences. Lastly, some readers reflected their 

process of meaning constructing and reconstructed the meaning. They 

modified the earlier interpretation or added some new aspect of 

intepretation.

During this process of meaning constructing, readers revealed 

some weaknesses. Some readers failed to catch the main message of 

the text, and this misunderstanding of the message led them to raise 

construct which is not related to the text. Also some readers failed to 

organiz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some had organized 

context but failed to connect it to the content of the text. Lastly, some 

readers were buried to the problem-posing of their own and failed to 

connect it to the meaning of the text. These weaknesses of readers 

revealed that it is important to let readers know that reading a novel 

is to participate the literary communication and their role is to 

construct meaning autonomously. 

Therefore, this study has designed and validated education t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the meaning of novel text and 

to overcome the problems shown by the readers. Thus, the process of 

education was specified within 4 steps : Generating the subject 

questions during the text interpretation process, Solving the problems 

by connecting factors inside and outside the text, Communicating in the 

classroom literature discussion, Reconsidering oneself’s process of 

constructing contexts by writing the interpretation text. 

In sum,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teaching students to 

read novels based on the contextualization of literary communic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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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ing attention to the use of contextualization in constructing the 

meaning of the text.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process of students’ 

constructing the meaning of text by ‘Contextualization’ which is an act 

of giving the deprived meaning to the linguistic meaning. The model of 

novel reading education focusing on contextualization under the 

literature communication is meaningful that it can raise students to 

independent readers. 

Key Words : constructing context, contextualization, recontextualization, novel 

reading education, literature communication, constructive novel 

reading, constructivism perspectives, literatur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6-2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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