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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전산문교육의 관점에서 우리 전통의 한문문체 중 하나인 소거기

(所居記)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거소를 소재로 하는 소거기는 

문예미와 실용성을 두루 갖춘 장르로서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고전

산문교육의 좋은 제재가 된다. 

  장소 기반 성찰은 ‘장소 해석을 통한 가치 정련’으로 정의된다. 장소는 공간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성립하고, 성찰은 가치에 비춘 자기 이해를 목적으

로 한다는 점에서 장소에 한 사유는 곧 성찰을 담보한다. 소거기는 거주 공간

의 명명(命名)과 그 의미에 한 해설이 주를 이루는 양식으로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 욕구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소 기반 성찰을 핵심 특성으로 한다.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와 상 인식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는 소거기의 사경(寫

境)을 통해 구현되며, 주체가 어떻게 시각에의 함몰을 극복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 비교와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분위기의 투 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로 구분된다.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는 소거기에서 기사(記事)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체가 시간적 흐름을 내재

한 현실의 어느 요소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타자의 처지 이해를 통한 인물 중심

의 맥락화,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 장소의 내력 조회를 

통한 배경 중심의 맥락화로 나뉜다.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는 소거

기의 의론(議論)에서 두드러지는 기제로서, 거주하는 자아와 그를 둘러싼 세계가 

어떠한 관계 구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장소의 안식

적 가치화, 자아와 세계의 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 자아와 세계의 합

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로 범주화된다.

  소거기는 오늘날 통용되지 않는 고전 장르로서, 학습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최

소화하고 교육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문예와의 연계성을 밝힐 필

요가 있다. 집을 소재로 삼은 현  수필을 살핀 결과 소거기에 구현된 장소 기

반 성찰의 기제가 현  수필에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다. 이는 소거기를 위시한 

문(文)의 전통이 현  문예에 계승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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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기의 교육 방안은 장소 기반 성찰이 드러난 소거기와 현  수필을 감상하

고 수용하는 이해 교육의 차원과, 이를 통해 습득한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학습자가 직접 글쓰기에 적용하는 표현 교육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소거기의 교수ㆍ학습은 ‘소거기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이해’, 

‘현  수필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현 적 구현 이해’, ‘장소 기반 성찰

의 형상화 원리를 적용한 쓰기 수행’, ‘쓰기 결과의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해석의 

분화 경험’의 네 단계로 설계되었다.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마련하고 이를 고전산문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하려는 

이 연구는 무장소성이 팽배한 오늘날 참된 거주에 한 화두를 던지고 이를 국

어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 다는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기(記) 양식과 소거기의 장르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고전산문교육, 이해, 표현, 장소, 성찰, 장소 기반 성찰, 소거기(所居記), 

기(記), 사경, 기사, 의론, 즉물적 인식, 역사적 인식, 이념적 인식, 구

체화, 맥락화, 가치화

학  번 : 2017-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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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고전산문교육1)의 관점에서, 전

통 문예 양식 중 하나인 소거기(所居記)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둔

다. ‘기(記)’는 한문문체의 하나로, 사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기 위하

여 내력 및 경위 따위를 기록한 글을 일컫는다.2) 소거기3)는 집, 방 등 개인의 

거소를 제재로 하는 기의 하위 장르로서, 거소의 명명(命名)을 토 로 개인의 신

념이나 가치를 표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치를 정련하는 성찰의 과정이 드러난다.

  그간 문학 교과에서는 조선 후기 고전 수필의 제재로 정약용의 「수오재기(守

吾齋記)」, 이학규의 「포화옥기(匏花屋記)」, 허균의 「통곡헌기(慟哭軒記)」 등의 소거

기가 등장하 다. 상을 통한 자기 발견과 이해는 문학의 존재 가치이자 본질

이라는 김 행(1992ㄱ)의 논의4)를 참고할 때, 다양한 한문문체 중에서도 소거기

1) 본디 산문은 픽션에 해당하는 소설과 논픽션에 해당하는 비소설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고전산문교육’을 고전소설교육과 구분하여, 비소설류 고전산문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기(記)’는 잊어버림에 비한 기록이다. 비교적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소사를 기록하는 
잡기체 산문의 일종으로서 누정[樓亭記], 화원[園記], 산수의 유람[山水遊記], 서화[書畫記] 
등 온갖 것을 글의 제재로 삼을 수 있다. ‘기’라는 명칭은 중국 고 의 유가 경전인 『예기
(禮記)』에서부터 등장하 으나, 독립된 형식으로서 단독적인 편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당
나라 이후이다. 본래 사실을 기록하고 간략히 의론을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송나
라 이후 의론부의 비중이 높아진 변격의 산문이 다수 창작되었다. 이후 소거기는 불망(不
忘)이라는 실용적 역할은 물론 필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적ㆍ표현적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는 점차 사 부 계층의 일상 문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 학교출판부, 2013, 311-315면; 
김서윤,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활용 방안」, 『국어교육연구』 30, 2012, 75
면.)

3) 재기(齋記)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공간에는 재(齋)뿐만 아니라 당(堂), 실
(室), 헌(軒) 등 다양한 명칭이 붙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거기(所居記)라는 양식명이 거
주하는 공간에 관한 기록임을 보다 뚜렷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고는 재기가 아닌 소거기
를 쓰기로 한다.

4) 김 행,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92ㄱ,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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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 편이나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집, 방 등의 거소(居所)를 글감으로 

삼는 소거기가 학습자들의 성찰을 추동하기에 유효한 소재임을 방증한다. 이들 

소거기는 지금까지 감상의 제재로서 수록되었으나, 현행 교육과정이 ‘문학의 수

용과 생산’을 명시하며 학습자의 창의적 표현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표현 교육에로 그 쓰임을 넓히기 위해 소거기의 문학적 형상화 원리를 체계

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장소’5)인가?”이다. 본고가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

거기 교육을 연구의 주제로 삼은 까닭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기억의 속성 

때문이다. 기(記)는 불망(不忘)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 한문문체로서, 필자의 경험

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때 필자의 경험이란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형

성되고 있는 것 혹은 미래에 형성될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이전의 과거에 형

성된 것이다. 즉 글의 소재로서 필자의 경험이란 곧 기억으로 남은 과거의 경험

을 말한다. 그런데 경험은 언제나 특정한 시공간에서 생성되고 기억으로 남는다. 

이때 기억은 특정 시간보다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즉 인간의 경험

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축 위에서 생성되지만, 감각이 지배하는 기억의 장

면에서는 장소가 주축이 된다. 기억 속의 장면은 ‘언제’보다는 ‘어디서’를 두드러

지게 보여주기 때문이다.6) 때문에 인간의 모든 기억은 장소 지향적이자 장소 기

반적이다.7) 요컨  장소는 경험의 장이자 경험을 회상하는 기억의 단초로서, 인

간이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하나의 상징적 코드로 작용한다.

  둘째, 장소의 관계적 속성 때문이다. 장소는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과 사물

이 놓이는 곳으로서, 장소가 존재해야만 ‘나’와 외물(外物)의 관계 맺기가 가능해

진다. 즉 장소는 ‘나’와 관계 맺는 일차적 외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모든 관계를 성립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기반이다. 따라서 장소

5) 공간이 맥락이나 의미가 배제된 추상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
는 구체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의미와 무관한 맥락에서는 ‘공간’을, 의미와 관련된 맥락
에서는 ‘장소’를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6) 이에 바슐라르(Bachelard)는 인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장소라고 
말한 바 있다. (Bachelard, G., LA POÉTIQUE DE L’ESPACE,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84면.)

7) 전종한, 「도시 본정통의 장소기억 - 충무로·명동 일 의 사례 -」, 『 한지리학회지』 48(3), 
한지리학회, 2013,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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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유는 장소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한 사유를 파생시킬 수 있다. 그간 

소설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교육의 장에서는 이러한 장소에 주목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8) 이는 허구적 텍스트에서 장

소가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방증한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반 하는 문학의 본질을 헤아린다면, 장소는 현실의 세계에서도 허구의 세계에

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설교육에서 비소설교육으로 

논의의 장을 옮겨오더라도 장소의 교육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

교육에 비해 비소설교육은 그 논의가 덜한 만큼, 비소설교육의 관점에서 공간에 

주목한 연구 또한 빈약한 상황이다.

  셋째, 현 에 만연한 ‘무장소성(placelessness)’ 때문이다. 무장소성이란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 혹은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

인 태도 양자를 일컫는 말이다. 무장소성은 장소의 고유한 의미나 상징, 맥락성, 

토착성 등을 소멸시키고 장소를 표준화, 규격화, 획일화함으로써 장소가 오직 효

율적인 기능만을 수행토록 한다.9) 예컨  집이라면 오직 살아가기 위한 기능만

을 수행하게 되고, 학교의 의미는 오직 학습을 위한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장

소의 외형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마저도 획일화시키는 이러한 무장소성의 배경에

는 근 의 이성과 기술이 자리한다. 도시 문화에 익숙해진 부분의 인간은 바

다, 산과 같은 자연과 친 하게 교류하지 못하며, 집을 비롯한 인공적 공간의 조

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공간은 정부 기관과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배열되며, 여기에 중매체의 향이 더해지면서 어디를 가도 동

소이한 모습의 장소들이 만들어진다.10) 이와 같은 무장소성의 팽배를 지적한 하

8) 선주원, 「크로노토프를 활용한 타자 인식과 소설교육」,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2005;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한귀은, 
「장소 개념을 통한 소설교육 방안」,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2008; 문 진, 「지
역성과 문학 교육 – 공간 및 장소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
교육학회, 2014; 김종철, 「<춘향전>과 지리(地理) - 문학교육과 지리교육의 공동 역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화교육학회, 2017; 박다솜, 「학습자의 장소감을 
활용한 서사 공간 이해 교육 연구」, 서울  석사학위 논문, 2017; 이지원,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 연구」, 서울  석사학위 논문, 2017.

9) Relph, E.,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90-292면; 강학순, 『존재와 공간 -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2011, 65면.

10) 이와 관련해 하이데거는 ‘건축’의 어원을 천착함으로써 건축함과 거주함, 사유함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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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Heidegger)의 논의를 이어받아, 독일의 교육학자 볼노브(Bollnow)는 인

간이 교육을 통해 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본 연구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소거기(所居記)’

인가?”이다. 소거기는 다양한 한문문체 중에서도 필자의 내면과 주관이 매우 강

조되고, 일상에 기초한 사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성찰적 표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기틀로 활용될 수 있다. 집, 방 등 개인의 거주 공간을 상으로 삼는 

소거기는 관청이나 사찰 등 공공건물을 소재로 하는 일반적인 건물수조기(建物修

造記)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띤다. 소거기는 개인이 거처하는 사적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필자는 소거기를 통해 자

신의 신념이나 지향하는 가치를 내세우게 된다. 여타의 건물수조기는 체로 건

축의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사적인 장소를 글의 

제재로 삼는 소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강조되는 것이

다.12) 개인이 거처하는 공간을 소재로 삼음으로써 일상에 기초한 성찰을 담보한

다는 점, 그리고 필자의 내면과 주관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거기는 감

상의 상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교육의 재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장소 기반 성찰이 형상화된 텍스트로는 현  수필 중에서도 여럿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소거기’라는 전통 장르를 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유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거기는 거주 공간이라는 동질적인 장소를 소재

로 하여 독립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상관없이 ‘수필’로 통칭

한 의미를 지닌다고 논하 다. 건축함이란 어원상 본래 거주함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며, 
건축함과 거주함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만의 사유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 
개념은 의미상 동궤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건축과 거주가 별개의 것이 되면서 거주의 의
미는 이미 건축된 건물에 체류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이로 인해 현 의 인간은 거주함
을 사유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 사유의 부재를 문제시하지조차 않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
미의 장소를 상실한 이른바 ‘고향상실(Heimatlosigkeit; homelessness)’의 사태에 놓이
게 되었다. (Heidegger, M., Bauen Wohnen Denken, 이기상 외 역,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11) Bollnow, O. F., Anthropologische Pädagogik, 한상진 역, 『인간학적 교육학』, 양서
원, 2006, 156면.

12) 학자에 따라서는 소거기를 누정기(樓亭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엄 하게 누정기
는 경관의 감상 및 객(客)과 더불어 노는 흥취를 글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즉 누정기는 
유기(遊記)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누정기와 소거기를 구분하여 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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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오늘날의 텍스트보다는 장소 기반 성찰이라는 교육적 개념을 이론화하기에 

유리하다. 장르를 ‘반복되는 상황에 한 전형적인 수사적 반응’13)으로 본다면, 

소거기는 집이나 방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해설하는 담화 관습이 굳어진 것으로

서 고전 수필의 하위 장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소거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내용상 · 형식상의 특징으로부터 장소 기반 성찰 및 그 형상화의 일반적인 법

칙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전의 특성상 소거기는 정태성(靜態

性)14)을 띠기 때문에, 현  텍스트에 비해 일관적이고 타당한 원리를 도출하기

에 더욱 유리하다.

  또한 기 양식은 신변잡기적인 특성이 두드러져 여타 한문문체에 비해 현  수

필과의 친연성이 높다. 따라서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 또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15) 더군다나 성찰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적인 

심리 작용16)일진 , 과거의 텍스트 또한 당연히 성찰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고전산문교육으로서 소거기 교육

은 현 의 문예가 과거의 문예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역사적 연

원을 갖추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소거기를 오늘날 통용되는 수필의 전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과 생산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거리감을 최소화하

는 동시에 현재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가공과 처치를 행해야 것이

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 본 연구가 해결해야 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와 성찰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거기에 나타나는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 교육 방안을 구체화한다.

13) Miller, C. R., Genre as Social Action, edited by Freedman & Medway, Genre 
and the New Rhetoric, London: Routledge, 1994, 31면.

14) 김 행,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선청어문』 20(1), 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1992ㄴ, 25면.
15) 고전표현론 연구는 과거의 장르와 현재의 장르가 친연성이 높을수록 그 장르의 표현 지

식이 오늘날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재우, 「설(說)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
육 연구」, 서울  박사학위 논문, 2011, 10면.)

16) Clara, M., What Is Reflection? Looking for Clarity in an Ambiguous No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6(3), 2015,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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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1) 고전산문교육에 관한 국어교육의 연구

  본 연구는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소거기 교육을 연구 주제로 삼

는바, 이해와 표현의 차원에서 고전산문교육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문산문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산문은 실용적 글쓰기의 특성이 두드러지는바, 

이들은 감상을 위한 이해 교육의 제재로서보다는 현  글쓰기에의 적용을 위한 

‘활법(活法)’의 원천으로서 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먼저 고전표현론에 기반한 표

현 교육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고전표현론의 맥

을 잇는 연구들이다.

  먼저 고전표현론의 기초를 닦은 김 행(1992)17)은 고전의 근원성, 역사성, 정

태성으로 말미암아 과학적인 표현 교육의 설계가 가능함을 시사하 다. 같은 맥

락에서 김종철(2002)18)은 과거의 규범적 글쓰기가 현  글쓰기의 잠재적 원형으

로서 표현 교육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 다. 특히 글쓰기가 문화의 실천

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 차원에 놓여 있는 사물이 가치의 차원에서 질서와 의미

를 갖도록 하는 활동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 는데, 이는 ‘(일상적) 상의 해석

을 통한 가치 정련’으로서 성찰을 정의하는 데에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 다.

  19990년  고전표현론의 역이 성립된 이래, 동아시아의 고전 양식에 기반

한 작문교육 연구는 장르를 달리하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염은열(1996)19)과 

이 호(2016)20)는 상소문의 설득 전략을 분석하여 쓰기 교육적 가능성을 입증하

다. 엄훈(2002)21)의 경우 우리 전통의 논증에 한 문화적 문식성을 획득할 

17) 김 행(1992ㄴ), 앞의 글, 25면.
18) 김종철, 「글쓰기 교육의 문화적 척도」, 이상익 외,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2.
19)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간타위소(諫打圍疏)’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1),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20) 이 호, 「최명길의 상소문에 나타난 글쓰기 방법 연구 – 병자봉사(丙子封事)를 상으로

-」, 『작문연구』 29, 한국작문학회, 2016.
21) 엄훈, 「조선시  공론 역 논변에 한 장르론적 접근」, 『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

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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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르로서 고전 논변을 분석하 으며, 류수열(2002)22)은 향가에 나타나

는 과거와 현재의 조응, 세계와 자아의 조응이 설득을 위한 수사적 전략에 해당

된다고 보았다. 주재우(2007)23)는 유추를 설득의 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발전시

켜 주재우(2011)24)에서 설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고전표현론의 맥을 잇는 이상의 연구들은 체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전 

양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의 사고 방식 및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오

늘날의 쓰기 교육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고유의 설득 전략을 발굴하고자 했다

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전표현론 기반의 고전산문 연구가 설득

적 글쓰기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정서 표현의 목적

을 띠는 양식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문학성과 

문예미를 갖춘 글들이 연구 상으로 삼음으로써 본고가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혜선(2007)25)에서는 조선 후기 소품문(小品文) 중 신정하의 척독(尺牘)에 주

목하여 쓰기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 다. 개인의 내면과 일상적 소재를 자발적, 

개성적으로 그리면서 실용과 표현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특징에 근거하여, 조선 

후기 소품문이 쓰기 교육의 고정된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

혔다. 본 연구는 강혜선의 논의에 의거, 소품문적 특징이 강한 조선 중 · 후기의 

소거기 텍스트를 분석 상으로 삼게 되었다.

  박수 (2016)26)은 생태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물을 통해 인간의 반성과 성찰

을 이끌어내는 글쓰기를 ‘생태 글쓰기’라 명명하고, 박지원, 이덕무, 이옥, 이규

보의 글을 바탕으로 논의를 펼쳤다. 여기서 생태 글쓰기는 관습적 양식이 아닌 

관점에 불과하지만, 일상성과 관점의 전환이 좋은 글감과 새로운 표현의 원천이 

22) 류수열, 「향가 형식론의 행방과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
학회, 2002.

23) 주재우, 「유추(類推)를 통한 설득 표현 교육 연구: 『동문선』 소재 "설(說)" 양식을 중심으
로」,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24) 주재우(2011), 앞의 글.
25) 강혜선, 「조선후기 소품문(小品文)과 글쓰기 교육 - 신정하(申靖夏)의 척독(尺牘)과 편지쓰

기 -」, 『작문연구』 5, 한국작문학회, 2007.
26) 박수 , 「생태 글쓰기(Ecological Writing)의 가능성과 전망」, 『작문연구』 28, 한국작문

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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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찰이 일상적 소재를 상으로 삼아야 한다

는 본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김서윤(2012)27)의 경우 소거기에 주목하여 쓰기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 다. 

해당 연구는 소거기가 개인적 가치에 한 긍정적 인식, 시간에 한 반성적이

면서도 진취적인 인식, 타인에 한 공감과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밝히

면서 표현적 글쓰기와 소통적 글쓰기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소거기

가 개인의 성찰과 관련한 교육적 가치를 지녔음을 입증하 다는 의의를 지니지

만 교육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서윤의 문제

의식을 발전시켜,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토 로 소거기의 사고와 표현 방식

을 고찰함으로써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소거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전산문을 제재로 하는 이해 교육의 논의는 그 축적량이 많지는 않으나, 이

때의 고전산문 텍스트는 감상의 제재로 역할하는바 문예미가 두드러지는 장르들

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 표적인 장르는 기행문이다. 김종철

(2007)28)의 경우, 중세 여행 체험에 관한 고찰을 기초로 기행문학교육의 목표를 

‘수용 교육, 여행 체험의 재현 및 문화 콘텐츠로의 전환 교육, 기행문학의 생산 

능력 교육, 기행문학 향유자 및 창조자로서의 태도 형성’의 네 가지를 제시하

다. 기행문이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교육적 제재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

한 김종철의 논의는 본 연구가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소거기 교육을 연구 주

제로 삼는 분수령이 되었다.

  장진숙(2009)29)에서는 ‘권면하고 경계하여 바로잡으려는 글’로서 정약용의 증

언(贈言) 산문을 고찰하 다. 이를 위해 증언의 글쓰기 양상을 분석하 는데, 분

석이 내용 차원에 머물러 있어 교육적 의미가 표현 교육까지 아우르지는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고전산문교육의 새로운 제재를 

발굴하 다는 의의를 지닌다.

  조성윤(2013)30)은 과거 산문의 중심이 소설이 아닌 교술 산문에 있었음을 명

27) 김서윤,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활용 방안」, 『국어교육연구』 30,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28) 김종철,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
학회, 2007.

29) 장진숙, 「다산(茶山) 증언(贈言) 산문의 특징과 그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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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교술 산문의 이해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나아가 조선왕조실록의 

고전산문교육 기록에 근거하여, 인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고전산문교육의 가

능성을 시사하 다. 조성윤의 논의는 고소설 중심의 교육 현황을 비판하고 고전

산문의 교육적 필요성을 주장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실제 텍스트를 상으로 교육의 방안을 구체화하지는 않았기에 고전산문교

육의 원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 기(記) 양식과 소거기(所居記)에 관한 한문학의 연구

  소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거기에 관한 한문학

적 연구 성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거기만을 단독으로 논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소거기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는 기(記) 양식과 관련된 연구

를 검토하 다. 특히 표현 교육의 재료로서 소거기는 성찰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바, 성찰적 글쓰기가 교육과정상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소품문(小品文)이 발달하면서 필자의 정서 표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조선 중 ·

후기 작품 상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기문31) 관련 연구는 다수가 특정 작가의 기문을 상으로 한다. 이때 연구

의 초점은 기문 자체의 장르성보다도 기문을 통해 해당 작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놓여 있다. 이는 수필에 해당하는 기문의 특성상 다른 문체에 비해 양식적 

구속력이 낮고 작가의 개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특정 작가 중심의 논의들은 기문의 주제와 및 성격과 관련해 공통적인 속

성을 도출해내고 있다.

  최기숙(2008)32)에서는 조선후기의 사 부인 이계 홍양호(耳溪 洪良浩, 1724~ 

1802)의 기문을 상으로 글쓰기 방식을 분석하 다. 기문의 상 공간을 사용 

30) 조성윤, 「인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고전교술산문교육 연구 : 『조선왕조실록』 자료를 기
반으로」, 이화여  석사학위논문, 2013.

31) 특정 장소에 붙이는 기 작품을 체로 기문(記文)이라 칭하는바, 연구자도 해당 명칭을 
그 로 사용하 다.

32) 최기숙, 「조선후기 사 부의 생활공간과 글쓰기 문화 – 이계 홍양호의 ‘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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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주거 공간, 학문과 교육의 공간, 풍류와 휴식의 공간, 수련의 공간, 

치안과 방비를 위한 공간’으로 나누고 공간의 성격에 따라 기문의 주제가 달라

짐을 보 다. 그중 ‘주거 공간’ 및 ‘학문과 교육의 공간’을 상으로 하는 기문이 

본 연구에서 논하는 소거기에 해당하는데, 해당 기문은 소유주의 정체성에 한 

사유와 성찰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2017)33)의 경우 18세기의 문인인 홍애 이기원(洪厓 李箕元, 1745~ 

1807)의 기문을 상으로 삼았다. 기문의 하위 장르를 건물소거기(建物所居記)와 

서화기물기(書畫器物記)로 나누고, 건물소거기에서는 청탁자에 한 공감과 감정

이입을 통해 필자가 자신을 재확인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

러한 창작의 기저에는 필자의 자기성찰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귀납하 다.

  최기숙(2008)과 김경(2017)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필자의 성찰이 기문의 근간

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여타 작가 중심의 연구들 또한 기문의 주요 내용으로 인

격 수양, 내면의 갈등, 학문의 태도와 자세, 인생관 등을 제시한다.34) 모두 가치

의 정련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규정한 성찰의 개념에 부합한다. 특히 

개인의 사적 공간을 상으로 하는 글의 경우 즉 소거기의 경우, 필자의 내면과 

가치관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점검하고, 가치관

을 형성하며,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소거기

가 필자의 성찰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장르임을 입증한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소거기의 성찰적 성격을 확인하 다. 그러나 위의 논

의들은 특정 필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특성을 이끌어내고 있어, 소거기의 보편적 

장르성을 도출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표현 방식의 해명 또한 관념적·관습적 

서술, 전고(典故)의 인용, 화체와 문답체의 활용, 비유적 · 우의적 표현과 우언

의 활용 등35) 수사적 기법(skill)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의 한

33) 김경, 「홍애 이기원 기문 연구」, 『 동한문학』 53, 동한문학회, 2017.
34) 박철완, 「다산 기문학 연구」, 한국교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세진, 「허균의 기 작품 

연구」, 성신여  석사학위 논문, 2001; 박세진, 「교산의 ‘記’ 작품 연구」, 『한문고전연구』 
15,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안세현, 「채수 누정기 연구」,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
회, 2008ㄱ; 문범두, 「탁  김일손의 누정기 연구」, 『한민족어문학』 55, 한민족어문학회, 
2009; 김하윤, 「석정 이정직의 기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67, 한민족어문학회, 2014; 
이병주, 「성호 이익의 기문 연구」, 『동양문화연구』 17, 산 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명평자, 「금  이가환 기문의 주제 표출 양상」,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회, 2015.

35) 윤상림, 「목은 이색의 누정기 기사(紀事)의 기술 방식」, 『동양고전연구』 25, 동양고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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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문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으로서 소거기만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소 

기반 성찰을 중심으로 소거기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일반화

할 수 있는 장르성에 기반하면서도 다른 한문문체와의 구별점을 확보하여 장소 

기반 성찰과 그 형상화의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필자가 아닌 여러 

필자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의, 소거기의 독자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적 연구로 안세현의 논의가 있다.

  안세현(2008ㄴ)36)에서는 신식(조선 중기의 문신)의 용졸재(用拙齋)에 붙여진 

작품37)들을 바탕으로 17세기 전반 누정기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 다. 이때 잡

기류 산문의 장르적 규범성이 약함을 지적하며 기문의 분석 및 장르성 도출을 

위해서는 기문을 누정기, 산수유기 등의 하위 장르로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 다.

  안세현(2017)과 안세현(2018)38)의 경우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소거기만을 

단독으로 논하 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자신의 거소(居所)에 관해 쓴 글을 논의

의 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자기서사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조선 후기의 산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안세현(2017)에서는 거소의 명명(命名)을 통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 소거기의 자기서사적 성격을 확인하

다. 또한 자기서사 방식으로 자전문학에 나타나는 ‘자기성찰’과 ‘자기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자기현시(自己顯示)’의 특성이 나타남

구, 2006; 안득용, 「계곡 장유 누정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 형, 「성현 기문의 관료문인적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강혜
선, 「남학명 산문문학 연구」, 『한국문화연구』 26, 이화여  한국문화연구원, 2014; 김하
윤, 앞의 글; 안세현, 「조선전기 記文에 나타난 우언 글쓰기의 양상과 그 의미」, 『한문학논
집』, 근역한문학회, 2016; 허윤진, 「해석으로서의 혜환 이용휴 누정기(樓亭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3), 순천향 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권진옥, 「명곡 최석정의 기문 연
구」, 『동아시아고 학』 49, 동아시아고 학회, 2018.

36) 안세현, 「17세기 전반 누정기(樓亭記) 창작의 일양상 – 신식(申湜)의 “용졸재(用拙齋)”에 
붙인 기문(記文)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ㄴ.

37) 최립(崔岦)의 「용졸재기(用拙齋記)」, 홍가신(洪可臣)의 「서용졸재기후(書用拙齋記後)」와 「졸
재기(拙齋記)」, 정구(鄭逑)의 「졸재설(拙齋說)」, 유몽인(柳夢寅)의 「용졸헌기(用拙軒記)」, 이준
(李埈)의 「용졸재명(用拙齋銘)」, 이수광(李睟光)의 「용졸재기후서(用拙齋記後敍)」가 이에 속한
다.

38) 안세현, 「자신의 거소(居所)에 붙인 산문의 자기서사적 성격과 그 특징: 조선 후기 자신의 
당(堂)·헌(軒)·재(齋)에 붙인 산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
문학사연구소, 2017; 안세현, 「18~19세기 자신의 거소에 붙인 기문의 공간 표 방식과 공
간 의식의 양상」, 『동방한문학』 77, 동방한문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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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안세현(2018)의 경우 18~19세기의 소거기를 중심으로 공간 표현 방식과 공

간 의식을 분석하 다. 먼저 의론을 최소화하고 서사에 치중한 표현 방식에 주

목하며 생활공간을 여실히 보여주고 싶은 필자의 의식이 반 되어 있다고 이해

하 다. 더불어 공간 의식을 공간이 한적한 생활을 즐기는 공간, 아취를 즐기는 

공간, 자신의 생활을 반추하고 자아를 투 하는 공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 다. 

  안세현의 연구들은 분석 상을 자신의 거소에 붙인 소거기로 한정하 다는 

점에서 앞선 논의들에 비해 소거기의 장르적 특성을 일반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표면상의 수사적 기법보다는 필자의 표현 동기와 내면에 주목하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그러나 소거기를 이해 및 표현 교육

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소거기에 내재된 성찰의 사유 구조와 그 형상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전산문교육의 견지에서 그간 국어교육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기

(記) 양식, 그중에서도 소거기(所居記)에 주목한다. 그간 중등국어 교과서에는 정

약용의 「수오재기(守吾齋記)」, 이학규의 「포화옥기(匏花屋記)」, 허균의 「통곡헌기

(慟哭軒記)」 등의 소거기를 비롯해 다양한 기 작품39)이 수록되어왔다.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기 양식에 한 국어교육적 고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검토한 연구사에 미루어 볼 때, 그간 기 양식이 이해 교육에서나 표현 

교육에서 학술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해 교육의 경우, 연구의 초점이 전체적으로 허구성을 갖춘 소설류에 가 있다. 

39) 주세붕의 「의아기(義鵝記)」,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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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소설류의 교육적 논의를 위한 이론적ㆍ학술적 기반이 매우 두텁다는 

사실 또한 기여한다. 반면 기 양식은 현 의 갈래 구분상 ‘수필’이라 할 수 있는 

표적 문체로서, 생활 문학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논의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문산문의 경우 워낙 문체가 다양하고 갈래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 양식을 상으로 명징한 논의를 펼치기가 매우 어렵

다. 이른바 고전표현론의 역에서 설(說)이나 상소(上疏)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하

는 논변류(論辨類)를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온 것 또한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요컨  기 양식에 한 국어교육적 고찰이 미비한 것은 본질적으로 기 양식에 

한 천착이 부족하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상을 설

정하기에 앞서 과거 한문산문의 문체론을 토 로 기 양식의 정체를 밝히고, 나

아가 중세 문학에서의 기 양식의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문체론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 양식이 언제부터 독립된 양식으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체 연구서로는 육조시  양나라에서 쓰인 유협

(劉勰, 465~521)의 『문심조룡(文心雕龍)』40)과 소통(蕭統, 501~531)의 『문선(文

選)』이 있다. 유협과 소통은 한문문체를 각각 아래와 같이 분류하 다.

40) 『문심조룡(文心雕龍)』은 총 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5편~25편까지가 문체론
에 해당한다. 그 편목을 나열하면 변소(辨騷), 명시(明詩), 악부(樂府), 전부(詮賦), 송찬(頌
讚), 축맹(祝盟), 명잠(銘箴), 뇌비(誄碑), 애조(哀弔), 잡문(雜文), 해은(諧讔), 사전(史傳), 제
자(諸子), 논설(論說), 조책(詔策), 격이(檄移), 봉선(封禪), 장표(章表), 주계(奏啓), 의 (議對), 
서기(書記)이다. 부분의 편목은 관련 있는 두 가지 문체의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분리할 수 있는 편목을 정리하면 『문심조룡』의 문체는 표와 같이 확인된다. (황의열, 「漢
文 文體 分類의 재검토」, 『태동고전연구』 17, 태동고전연구소, 2000, 154-156면; 심경호, 
앞의 책, 197면.)

저자, 저서 문체 분류

유협(劉勰, 

465~521), 

『문심조룡

(文心雕龍)』

소(騷), 시(詩), 악부(樂府), 부(賦), 송(頌), 찬(讚), 축(祝), 맹(盟), 명(銘), 

잠箴), 뇌(誄), 비(碑), 애(哀), 조(弔), 잡문(雜文), 해(諧), 은(讔), 

사전(史傳), 제자(諸子), 논(論), 설(說), 조(詔), 책(策), 격(檄), 이(移), 

봉선(封禪), 장(章), 표(表), 주(奏), 계(啓), 의(議), 대(對), 서(書), 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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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분류에 따르면 유협의 『문심조룡』에서 기(記)가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에

서의 기는 보(諸), 적(籍), 부(簿), 녹(錄), 방(方), 술(術), 점(占), 식(式), 율(律), 

(令), 법(法), 제(制), 부(符), 계(契), 권(券), 소(疎), 관(關), 자(刺), 해(解), 첩(牌), 

장(狀), 열(列), 사(辭), 언(證) 등 24가지의 문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기에 

독립적인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41) 이에 더해 소통의 『문선』에서는 기(記)가 문

체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육조시 까지는 기가 독립된 편을 이루지 못했

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의 요현(姚鉉, 968~1020)은 소통의 『문선』을 이어 당나라 시기의 시문

선집 『당문수(唐文粹)』를 편찬하며 문체를 분류하 다. 이후 표적인 문체론으로

는 명나라 시기 오눌(吳訥, 1372~1457)의 『문장변체(文章辨體)』와 서사증(徐師

曾, 1517~1580)의 『문체명변(文體明辨)』이 있다. 각각에서 분류한 문체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41) 황의열, 위의 글, 155면.

소통(蕭統, 

501~531), 

『문선(文選)』

부(賦), 시(詩), 소(騷), 칠(七), 조(詔), 책(冊), 영(令), 교(敎), 문(文), 

표(表), 상서(上書), 계(啓), 탄사(彈事), 전(牋), 주기(奏記), 서(書), 이(移), 

격(檄), 대문(對問), 설론(設論), 사(辭), 序(서), 송(頌), 찬(贊), 符命(부명), 

사론(史論), 사술찬(史述贊), 논(論), 연주(連珠), 잠(箴), 명(銘), 뇌(誄), 

애문(哀文), 비문(碑文), 묘지(墓誌), 행장(行狀), 조문(弔文), 제문(祭文)

(밑줄 및 굵은 표시는 연구자, 이하 동일)

저자, 저서 문체 분류

요현(姚鉉, 

968~1020), 

『당문수

(唐文粹)』

고부(古賦), 고금악장(古今樂章), 악부사(樂府辭), 고조가편(古調歌篇), 

송(頌), 찬(贊), 표주서소(表奏書疏), 격(檄), 노포(露布), 제책(制策), 

문(文), 논(論), 의(議), 고문(古文), 비(碑), 명(銘), 기(記), 잠(箴), 계(誡), 

명(銘), 서(書), 서(序), 전록기사(傳錄記事)

오눌(吳訥, 

1372~1457), 

『문장변체

(文章辨體)』

고가요사(古歌謠辭), 고부(古賦), 악부(樂府), 고시(古詩), 유고(諭告), 

새서(璽書), 비답(批答), 조(詔), 책(冊), 제ㆍ고(制ㆍ誥), 제책(制策), 

표(表), 노포(露布), 논간(論諫), 주소(奏疏), 의(議), 탄문(彈文), 격(檄), 

서(書), 기(記), 서(序), 론(論), 설ㆍ해(說ㆍ解), 변(辨), 원(原), 계(戒), 

제발(題跋), 잡저(雜著), 지(誌), 명(銘), 송(頌), 찬(贊), 칠체(七體), 

문대(問對), 전(傳), 행장(行狀), 시법(諡法), 시의(諡議), 비(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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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기가 독립된 양식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이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라는 명칭은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나 『예기(禮

記)』의 「악기(樂記)」, 「학기(學記」에서부터 발견되지만, 당나라에 이르러서야 기는 

독립된 양식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사증은 『문체명변』에서 기의 

명칭이 『예기』의 편명에서부터 등장하 음을 밝히고, 기 작품이 전한 말 양웅(楊

雄)의 「촉기(蜀記)」로 출현해 당(唐) 이후에 성하 다고 논하며 기 문체의 정맥으

로 한유의 「화기(畵記)」와 유종원의 「유산기(遊山記)」를 꼽는다.42)

42) 김은미, 「‘기(記)’의 문체에 한 시고」, 『한국한문학연구』 13, 한국한문학회, 1990, 25

묘비ㆍ묘갈ㆍ묘표ㆍ묘지ㆍ묘기ㆍ매명(墓碑ㆍ墓碣ㆍ墓表ㆍ墓誌ㆍ墓記ㆍ

埋銘), 뇌사ㆍ애사(誄辭ㆍ哀辭), 제문(祭文), 연주(連珠), 판(判), 

율부(律賦), 율시(律詩), 배율(排律), 절구(絶句), 연구시(聯句詩), 

잡체시(雜體詩), 근대사곡(近代詞曲)

서사증(徐師曾, 

1517~1580), 

『문체명변

(文體明辨)』

고가요사(古歌謠辭), 사언고시(四言古詩), 초사(楚辭), 부(賦), 악부(樂府), 

오언고시(五言古詩), 칠언고시(七言古詩), 잡언고시(雜言古詩), 

근체가행(近體歌行), 근체율시(近體律詩), 배율시(排律詩), 

절구시(絶句詩), 육언시(六言詩), 화운시(和韻詩), 연구시(聯句詩), 

집구시(集句詩), 명(命), 유고(諭告), 조(詔), 칙(敕), 새서(璽書), 제(制), 

고(誥), 책(冊), 비답(批答), 어찰(御札), 사문(赦文), 철권문(鐵券文), 

유제문(諭祭文), 국서(國書), 서(誓), 영(令), 교(教), 상서(上書), 장(章), 

표(表; 홀기부(笏記附)), 전(箋), 주소(奏疏), 맹(盟), 부(符), 격(檄), 

노포(露布), 공이(公移), 판(判), 서기(書記), 약(約), 책문(策問), 책(策), 

논(論), 설(說), 원(原), 의(議), 변(辨), 해(解), 석(釋), 문대(問對), 서(序), 

소서(小序), 인(引), 제발(題跋), 문(文), 잡저(雜著), 칠(七), 서(書), 

연주(連珠), 의(義), 설서(說書), 잠(箴), 규(規), 계(戒), 명(銘), 송(頌), 

찬(贊), 평(評), 비문(碑文), 비음문(碑陰文), 기(記), 지(志), 기사(紀事), 

제명(題名), 자설(字說), 행장(行狀), 술(述), 묘지명(墓志銘), 

묘비문(墓碑文), 묘갈문(墓碣文), 묘표(墓表), 시의(諡議), 전(傳), 

애사(哀辭), 뇌(誄), 제문(祭文), 적문(吊文), 축문(祝文), 하사(嘏辭), 

잡구시(雜句詩), 잡언시(雜言詩), 잡체시(雜體詩), 잡운시(雜韻詩), 

잡수시(雜數詩), 잡명시(雜名詩), 이합시(離合詩), 회해시(詼諧詩), 

시여(詩餘), 옥첩문(玉牒文), 부명(符命), 표본(表本), 구선(口宣), 

선답(宣答), 치사(致辭), 축사(祝辭), 첩자사(貼子詞), 상량문(上梁文), 

악어(樂語), 우어(右語), 도장방(道場榜), 도장소(道場疏), 표(表), 

청사(青詞), 모연소(募緣疏), 법당소(法堂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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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 이후로 다양한 기들이 출현하고 융성하 음은 송나라의 시문선집인 『고

문진보(古文眞寶)』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문선집인 『고문진보』 후집에는 17

체43)의 산문 13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19편이 기에 해당한다.44) 수록된 

17체의 산문 중 기가 단독으로 선집의 15%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의 문선집인 『동문선(東文選)』 및 『속동문선(續東文

選)』 에서도 확인된다. 두 선집은 작품을 문체별로 찬집하 는데,45) 『동문선』은 

총 130권 중 21권(권 64~82)이 기 작품을 수록하고 있고, 『속동문선』은 총 21

권 중 두 권(권 13, 14)이 기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더하면 총 151권 중 

면; 심경호, 앞의 책, 312면.
43) 부(賦), 설(說), 해(解), 서(序), 기(記), 잠(箴), 명(銘), 문(文), 송(頌), 전(傳), 비(碑), 변(辯), 

표(表), 원(原), 논(論), 서(書) 등 17체.
44) 작가와 작품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왕희지 「난정기(蘭亭記)」, 한유 「남전현승청벽기(藍田縣丞廳壁記)」, 유종원 「연주군복유혈기

(連州郡復乳穴記)」, 백거이 「양죽기(養竹記)」, 왕우칭 「 루원기(待漏院記)」, 왕우칭 「황주죽
루기(黃州竹樓記)」, 범중엄 「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 범중엄 「악양루기(岳陽樓記)」, 사
마광 「간원제명기(諫院題名記)」, 사마광 「독락원기(獨樂園記)」, 구양수 「상주주금당기(相州晝
錦堂記)」, 구양수 「취옹정기(醉翁亭記)」, 소순 「목가산기(木假山記)」, 소식 「능허 기(凌虛臺
記)」, 소식 「이군산방기(李君山房記)」, 소식 「희우정기(喜雨亭記)」, 소식 「사보살각기(四菩薩
閣記)」, 이구 「원주학기(袁州學記)」, 진사도 「사정기(思亭記)」.

45) 『동문선』과 『속동문선』에 수록된 문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저서 문체 분류

서거정(徐居正) 외, 

『동문선(東文選)』, 

1478(성종 9)

사(辭), 부(賦), 오언고시(五言古詩), 칠언고시(七言古詩), 

오언율시(五言律詩), 오언배율(五言排律), 칠언율시(七言律詩), 

칠언배율(七言排律), 오언절구(五言絶句), 칠언절구(七言絶句), 

육언(六言), 조칙(詔勅), 교서(敎書), 제고(制誥), 책(冊), 비답(批答), 

표전(表箋), 계(啓), 장(狀), 노포(露布), 격서(檄書), 잠(箴), 명(銘), 

송(頌), 찬(贊), 주의(奏議), 차자(箚子), 문(文), 서(書), 기(記), 서(序), 

설(說), 논(論), 전(傳), 발(跋), 치어(致語), 변(辨), 대(對), 지(志), 

원(原), 첩(牒), 의(議), 잡저(雜著), 상량문(上樑文), 제문(祭文), 

축문(祝文), 소(疏), 도량문(道場文), 재사(齋詞), 청사(靑詞), 

애사(哀詞), 뇌(誄), 행장(行狀), 비명(碑銘), 묘지(墓誌), 묘지명(墓誌銘)

신용개(申用漑) 외,

『속동문선

(續東文選)』,

1518(중종 13)

사(辭), 부(賦), 오언고시(五言古詩), 칠언고시(七言古詩), 

오언율시(五言律詩), 오언배율(五言排律), 칠언율시(七言律詩), 

칠언배율(七言排律), 오언절구(五言絕句), 칠언절구(七言絕句), 

육언(六言), 잡체(雜體), 시책(諡冊), 애책(哀冊), 애사(哀辭), 명(銘), 

찬(贊), 전(箋), 표(表), 소(疏), 격(檄), 서(書), 기(記), 서(序), 설(說), 

논(論), 전(傳), 발(跋), 가요(歌謠), 잡서(雜書), 상량문(上樑文), 

제문(祭文), 청사(靑詞), 행장(行狀), 비명(碑銘), 묘지(墓誌), 녹(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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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이 기 작품을 수록한 것으로, 『고문진보』와 유사하게 기 작품이 선집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는 수많은 문체들 가운데서도 특히 기가 중세 산문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는 기 중에서도 집, 방 등의 거주 공간에 붙이는 소거기(所居記)에 주

목하여 교육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단, 소거기의 교육적 활용을 논하기 위해

서는 먼저 소거기의 한문학적 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세 문필 생활에서 

기 양식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한바, 소거기가 글의 소재에 따라 분류된 기의 하

위 양식임을 고려할 때, 기 양식에서 소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소거

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의 소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46)

　
물(物): 외부세계의 대상체

　

　 건물
(建物)

　
소거(所居) ~ 헌(軒), 당(堂), 재(齋), 원(院) 등

　 　 　
　 　 　 유관지소

(遊觀之所)
~ 누(樓), 대(臺), 정(亭), 사(射), 성문루(城門樓) 등

　 　 　
　 　 　

공청(公廳) ~ 성(城), 청(廳), 객사(客舍), 향교(鄕校), 각(閣), 원(院) 등
　 　 　
　 　 　

사찰(寺刹) ~ 사(寺), 암(庵), 정사(精舍) 등
　 　 　
　 　 　

사당(祠堂)
　 　

　 　
물(物) ~ 화(畫), 호(號), 제명(題名), 원림(園林), 재(財) 또는 의재(義財),

  종준(鍾樽), 탑(塔), 비(碑) 등　

　
사(事): 서술자 내지 서술 청탁자가 경험한 특별한 사건
       ~ 연회, 행장, 법회, 유람, 수론서(受論書) 등

  김은미(1990ㄱ)에 따르면 기의 소재 유형은 시 에 따라 변동이 없으나, 시

에 따라 소재에 한 선호도가 달라진다. 위의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의 

46) 김은미, 위의 논문, 35면; 김은미,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화여  박사학위논문, 
1990ㄴ,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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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는 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모든 시 의 기에서 건물

수조기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건물수조기 중에서도 소거기는 고려 중기의 

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이전까지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만 쓰 던 기가 사

적인 의도로도 쓰이기 시작하 음을 보여준다. 『동문선』은 통일신라 시 부터 조

선 전기(중종 초)까지의 글을 싣고 있는바, 여기에 수록된 기 중 소거기의 비중

을 확인함으로써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소거기를 시 별로 정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시대 작가명 소거기 작품명 편수

고려

중기

이후

임춘(林椿) 일재기(逸齋記) 1

이인로(李仁老) 와도헌기(臥陶軒記), 쌍명재기(雙明齋記) 2

이규보(李奎報)

지지헌기(止止軒記), 사가재기(四可齋記),

통재기(通齋記), 태재기(泰齋記),

최승제 십자각기(崔承制十字閣記), 

계양 자오당기(桂陽自娛堂記)

6

이색(李穡)

양헌기(陽軒記), 규헌기(葵軒記),

국간기(菊澗記), 양진재기(養眞齋記),

육우당기(六友堂記),

박자허 정재기(朴子虛貞齋記), 

저정기(樗亭記), 축은재기(築隱齋記), 

포은재기(圃隱齋記), 소재기(疎齋記)

10

이숭인(李崇仁) 복재기(復齋記) 1

여말

선초

이첨(李詹) 조신당기(潮信堂記), 홍인원기(弘仁院記) 2

권근(權近)
청심당기(淸心堂記), 독락당기(獨樂堂記),

신재기(信齋記), 임정기(林亭記)
4

조선

전기

신개(申槩) 양졸당기(養拙堂記) 1

유방선(柳方善) 김 장관댁 죽헌기(金場官宅竹軒記) 1

계 28

  『동문선』에서 소거기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확인되며, 조선 전기까지 수록된 

소거기는 총 28편으로 기 작품 269편47) 중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기에

47) 권64 12편, 권65 12편, 권66 10편, 권67 11편, 권68 15편, 권69 8편, 권70 17편, 권
71 14편, 권72 16편, 권73 15편, 권74 16편, 권75 19편, 권76 16편, 권77 20편, 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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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술 상이 되는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수치이다. 따라서 

소거기는 기 양식 중에서도 사 부 계층의 일상 문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 다고 볼 수 있다. 

  소거기는 조선 중기 이후로 일상 문필 생활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작가의 수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문집 수 또한 급격하

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시의 표적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소거기가 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의 표적인 작가로는 먼저 조선 중기 월상계택(月象谿澤)이라고도 불

렸던 한문사 가(漢文四大家) 이정구(李廷龜), 신흠(申欽), 장유(張維), 이식(李植)이 

있다. 그리고 이와 구별해 후사가(後四家) 내지 신사가(新四家)로 불린 조선 후기

의 이덕무(李德懋), 박제가(朴齊家), 유득공(柳得恭), 이서구(李書九)가 있다. 여기

에 고려 시 부터 구한말까지의 문장을 추려 엮은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

를 참조하여 조선 후기의 문장가로 김창협(金昌協), 박지원(朴趾源), 홍석주(洪奭

周), 김매순(金邁淳), 이건창(李建昌), 김택 (金澤榮)을 더할 수 있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는 정통 한문학이 융성한 동시에 다수의 문장가들이 문장

의 혁신을 꾀했던 시기이다. 사사로운 성격을 띠는 소거기가 변체의 발달과 함

께 성장하 다는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문필의 자기표현적 성격이 두드러졌음

을 방증한다. 허균(許筠), 정약용(丁若鏞), 이학규(李學逵)는 이 시기에 변혁의 문

학을 추구하 던 표적인 문장가로 꼽히는데,48) 이들은 현행 중등국어 교과서

에 소거기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이 수록된 작가들이라는 점에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상의 17인의 작가들을 시 순으로 나열, 문집에 수록된 소거기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49) 

14편, 권79 12편, 권80 11편, 권81 16편, 권82 15편 등 총 269편.
4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49) 소거기가 기 양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집에 수록된 기 작품의 수

를 표의 마지막 열에 표시하여 두었다. 기의 편수는 기본적으로 한국문집총간의 해제 및 
분류를 따라 파악하 다. 해당 기 작품이 거주 공간에 관한 글인지에 하여는 내용상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연구자가 직접 원문 및 번역문을 읽고 소거기를 분류하 다. 다만 연
구자는 한문 전공자가 아니기에, 번역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분석 상으로는 번역문이 존재하는 텍스트만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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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권37 12편, 권38 11편.
51) 권22 11편.
52) 권6 12편, 권7 12편.
53) 권9 5편, 별집 권5 6편, 별집 권11 4편.
54) 권8 19편.
55) 권23 6편, 권24 16편.
56) 권1 16편, 권3 8편, 권7 6편, 권10 5편. 
57) 권3 13편,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 권3 6편.
58) 권9 2편.

작가, 문집 번호 소거기 목록 편수 기 편수

이정구(李廷龜, 

1564~1635),

『월사집(月沙集)』

1 애한정기(愛閑亭記)

4 2350)
2 월선정기(月先亭記)
3 송월헌기(松月軒記)
4 최락당기(最樂堂記)

신흠(申欽,

1566~1628)

『상촌고(象村稿)』

1 기재기(寄齋記) 1 1151)

허균(許筠, 

1569~1618),

『성소부부고

(惺所覆瓿藁)』

1 임창헌기(臨滄軒記)

9 2452)

2 사우재기(四友齋記)
3 애일당기(愛日堂記)
4 반곡서원기(盤谷書院記)
5 탐원와기(探元窩記)
6 통곡헌기(慟哭軒記)
7 취학정기(醉鶴亭記)
8 산월헌기(山月軒記)
9 사계정사기(沙溪精舍記)

이식(李植,

1584~1647)

『택당집(澤堂集)』

1 두실기(斗室記)

5 1553)
2 연초재기(宴超齋記)
3 영언당기(永言堂記)
4 무정기(舞雩亭記)
5 택풍당기(澤風堂記)

장유(張維, 

1587~1638),

『계곡집(谿谷集)』

1 기암기(畸庵記)

8 1954)

2 회정당기(晦靜堂記)
3 여암기(旅庵記)
4 삼매당기(三梅堂記)
5 용졸당기(用拙堂記)
6 잠와기(潛窩記)
7 춘우당기(春雨堂記)
8 식영당기(息營堂記)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농암집(農巖集)』

1 은구암기(隱求菴記)

5 2255)
2 부지암기(不知菴記)
3 북계정사기(北溪精舍記)
4 인민당기(仁民堂記)
5 제월당기(霽月堂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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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권8 1편.
60) 문집(文集) 권1 9편.
61) 권13 29편, 권14 33편, 권21 1편.
62) 책3 3편, 책11 5편, 책12 8편, 책14 5편, 책15 4편, 책16 1편, 책17 1편.
63) 권19 29편.
64) 권7 11편.
65) 문집(文集) 권4 12편, 권5 22편, 권6 7편.
66) 권10 16편, 권11 7편.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연암집(燕巖集)』

1 이존당기(以存堂記)

12 3556)

2 하풍죽로당기(荷風竹露堂記)
3 독락재기(獨樂齋記)
4 불이당기(不移堂記)
5 소완정기(素玩亭記)
6 염재기(念齋記)
7 관재기(觀齋記)
8 선귤당기(蟬橘堂記)
9 애오려기(愛吾廬記)
10 환성당기(喚醒堂記)
11 주영렴수재기(晝永簾垂齋記)
12 죽오기(竹塢記)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1 야뇌당기(野餒堂記)

7 1957)

2 점재기(漸齋記)
3 수진헌기(守眞軒記)
4 팔분당기(八分堂記)
5 옥표재기(玉瓢齋記)
6 지비재기(知非齋記)
7 각비암기(覺非菴記)

유득공(柳得恭,

1748~1807),

『영재집(泠齋集)』

- - 0 258)

이서구(李書九, 

1754~1825),

『척재집(惕齋集)』

1 사영정기(思穎亭記) 1 159)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정유각집(貞㽔閣集)』

1 고중암기(古中菴記) 1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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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丁若鏞, 

1762~1836),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1 사촌서실기(沙村書室記)

19 6361)

2 부암기(浮菴記)
3 취몽재기(醉夢齋記)
4 소요원기(逍遙園記)
5 어사재기(於斯齋記)
6 반학정기(伴鶴亭記)
7 매선당기(每善堂記)
8 무호암기(無號菴記)
9 매심재기(每心齋記)
10 유지당기(有志堂記)
11 득월당기(得月堂記)
12 여유당기(與猶堂記)
13 수오재기(守吾齋記)
14 사의재기(四宜齋記)
15 기원기(寄園記)
16 오죽헌기(梧竹軒記)
17 청시야초당기(淸時野草堂記)
18 서향묵미각기(書香墨味閣記)

19
초상연파조수지가기
(苕上煙波釣叟之家記)

이학규(李學逵, 

1770~1835),

『낙하생집(洛下生集)』

1 시은료기(市隱寮記)

13 2762)

2 포화옥기(匏花屋記)
3 취오기(翠隖記)
4 가소암기(可笑菴記)
5 구우헌기(九友軒記)
6 지지헌기(知止軒記)
7 금계소기(錦鷄巢記)
8 연죽당기(然竹堂記)
9 기소포(記小圃)
10 기소지(記小池)
11 관묘당기(觀妙堂記)
12 사옹암기(社翁菴記)
13 서소기(舒嘯記)

홍석주(洪奭周, 

1774~1842)

『연천집(淵泉集)』

1 경재기(敬齋記)

4 2963)
2 귀락당중수기(歸樂堂重修記)
3 임한정후기(臨漢亭後記)
4 복재기(復齋記)

김매순(金邁淳, 

1776~1840)

『대산집(臺山集)』

1 뇌암기(雷庵記)

7 1164)

2 차군헌기(此君軒記)
3 풍서기(風棲記)
4 자유소기(自有所記)
5 여력재기(餘力齋記)
6 수악정사기(秀岳精舍記)
7 이안재기(易安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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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따르면 작가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기(記) 중 소거기가 무려 33%

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작가에 따라서는 그 수치가 절반에 이르기도 한다. 이

는 소거기가 기 양식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하위 장르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장소 기반 성찰을 중심으로 한 소거기 교육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

바, 현행 교육과정상 성찰적 글쓰기가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품문(小品文)체가 발달하기 시작하 던 조선 중기 이후의 소거

기 작품을 분석의 상으로 삼고자 한다. 소품문은 짧은 문장에 작자의 정서와 

사상, 견문을 기록한 정서적인 글로서 작가의 개성에 따라 문체의 격식이나 내

김택영(金澤榮, 

1850~1927),

『소호당집(韶濩堂集)』

1 견산당기(見山堂記)

19 4165)

2 남폭정기(攬瀑亭記)
3 방산서료기(方山書寮記)
4 유연정기(悠然亭記)
5 천풍해도정기(天風海濤亭記)
6 일송정기(一松亭記)
7 삼천육백조재기(三千六百釣齋記)
8 소산당기(巢山堂記)
9 추옥기(僦屋記)
10 시진창강실조기(是眞滄江室竈記)
11 시진창강실기(是眞滄江室記)
12 화음초당기(華陰草堂記)
13 차수정기(借樹亭記)
14 사양서실기(泗陽書室記)
15 가원기(可園記)
16 수윤당기(漱潤堂記)
17 임호정기(林湖亭記)
18 단산정사기(丹山精舍記)
19 평원당기(平遠堂記)

이건창(李建昌, 

1852~1898)

『명미당집(明美堂集)』

1 견산당기(見山堂記)

11 2366)

2 결곡기(潔谷記)
3 제칠난득실기(第七難得室記)
4 낙원기(樂園記)
5 이택당기(麗澤堂記)
6 춘경대기(春耕臺記)
7 수당기(修堂記)
8 망미헌기(望美軒記)
9 구안실기(苟安室記)
10 질재기(質齋記)
11 대원산방기(大圓山房記)

계 126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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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자유롭게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길이가 짧다고 무조건 소품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18세기 소품문의 핵심은 

‘파격’이다. 이 파격은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고, 고정되지 않으려는 ‘자유로움’이

다. 이 파격은 하나의 문장 스타일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고

정된 시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을 버리려는 시도 다. 궁극의 지점에서 문

장의 감각을 바꾸는 문제는 삶의 감각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들이 추구

한 바는 문체의 변화만이 아니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을 보는 시선, 세상에 한 

해석,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문장에서도 삶에서도 고정

된 틀을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것이었다.67) 

  명ㆍ청으로부터 유입된 소품문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파격’과 

‘자유로움’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조선 중기 이후의 소거기 텍스트들을 연구 

상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준다. 첫째, 당ㆍ송 시 의 정통 산문

[唐宋古文]이 개성적으로 계승되는 한편, 소품체의 산문이 함께 산출되어 형식상 

텍스트의 구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거기는 체로 사경(寫境), 기사(記

事), 의론(議論)으로 구성되는데, 조선 중기 이후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고

문을 계승한 소거기 및 소품체를 구사한 소거기에서는 각 요소가 축소, 확 되

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생략되기도 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 및 목적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다. 예컨  사경과 기사를 아울러 칭하는 서사부가 조선 전기까지는 

체로 기억을 위한 기록의 목적만을 띠고 있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장소

에 한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필자의 정서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역할까지

도 담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에 한 인식의 전환이 두드러진다. 소품문체의 소거기는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파격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에 한 기존의 해석이나 

관점을 뒤엎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장소 기반 성찰에서 장소는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경로로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과정적ㆍ잠재적 실체임에 

근거할 때, 조선 중기 이후의 소거기에 나타난 해석의 다기성(多岐性)은 장소 기

반 성찰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67) 길진숙 · 오창희 편, 『낭송 18세기 소품문』, 북드라망, 2015,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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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소거기는 집, 방 등 개인의 거소에 관한 글로서, 글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는 

기(記)의 분류 체계를 따른다. 고전산문교육의 관점에서, 거주 공간을 소재로 하

는 텍스트를 교육적 제재로 삼는 것은 학습자에게 친숙함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가 소재주의로 흐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거기가 일상적인 

거주 장소를 소재로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소거기

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68)

  이에 본 연구는 ‘장소 기반 성찰’이 소거기라는 전통 장르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감상과 표현을 아우르는 고전산문교육의 관점에

서 소거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소와 성찰에 한 이

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소거기의 이해와 감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장소 기반 성찰

의 기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후 이러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소거기에서 어

떻게 형상화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표현 교육까지 아우르는 소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 다.

  장르를 ‘반복되는 상황에 한 전형적인 수사적 반응’으로 이해한다면, 소거기

는 집이나 방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해설하는 담화 관습이 굳어진 것으로서 하

나의 장르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소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상 · 형

식상의 특징으로부터 장소 기반 성찰 및 그 형상화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고전산문교육을 

표방하고 있기에, 사고 차원에서의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와 텍스트 차원에서의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실현 원리가 길항하는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장소와 성찰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거기에서의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출하

68)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1989)의 다음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작가가 자기 주변에 널려 있는 생활 현실 중에서 어떤 소재를 선택하는가라는 점은 그렇

게 중요하지 않다. (…) 개의 경우 소재 자체보다는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작가의 계급적 입장, 세계관, 사상과 성격, 예술적 취미 등에 의해 동일한 소재
가 전혀 다른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진 작품으로 형상될 수 있다.” (이상경, 「소재주의의 
함정과 문학사적 안목의 부재」, 『문학과사회』 2(4), 문학과지성사, 1989, 1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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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렐프(Relph), 투안(Tuan) 등 인문지리학에서의 논의를 비롯하여 동

양의 공간 개념을 참고하여 장소의 개념을 마련하 으며, 성찰의 어원 및 이론

을 고찰하여 본고가 지향하는 성찰의 개념을 정립하 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서

양의 문학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 관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소 기

반 성찰의 본질을 파악하 다.

  한편 본 연구는 장소 기반 성찰의 원리를 ‘소거기’라는 쓰기 텍스트를 통해 

확인한다. 이때 쓰기가 완결된 사고의 외화(外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진 , 쓰

기에서 사고는 표현을, 또 표현은 사고를 추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

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국어교육의 견지에서 사고와 표현이 길항한다

고 전제하는바, 장소 기반 성찰이라는 ‘사유’와 장소 기반 성찰적 글쓰기라는 

‘쓰기’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상 인

식 방법과 언어 사용 방식의 관계를 설명한 김혜 (2001)의 연구는 본 연구가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에 기반하여 도출하는 근거가 되

었다.

  글쓰기에 있어서 관점을 전환하는 일과 관련하여, 관점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사

고 작용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인식틀의 전환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

된다. 관점의 기원을 찾아 들어갈 경우, 관점은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역이다. 그러나 관점이 주체와 상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곧 인식틀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의 표상 방식의 차

이를 인식틀의 선택과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 작용하는 인식틀은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쓰고자 하는가의 수사적인 범주 안에서 세계에 한 해

석과 의미 부여의 방향을 결정한다. 인식틀은 글쓰기에서 상에 한 경험을 조

직하는 조건이 글쓰기 주체의 세계관과 연관되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결합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 인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

사용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해 줄 수 있다.69)

  글쓰기에서의 언어 사용 방식이 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는 위

의 전제를 수용한다면,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議論)과 같은 소거기의 양식

69) 김혜 , 「묘사적 표현에 나타난 상 발견의 기제 연구」, 『국어교육연구』 8(1), 2001,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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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 또한 상을 인식하는 특정한 방식과 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70) 이에 따라 II장에서는 소거기의 각 양식적 요소에 나타나는 상 

인식 방법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출하 다. 이때, 상 인식 방

법과 관련하여 관물(觀物)에 관한 논의들을 참조하 다. 장소 기반 성찰은 일차

적으로 장소라는 외부 사물에 한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거기의 

생산 주체인 사 부 필자들이 사물의 궁구를 통해 이치를 깨닫는 방법으로서 관

물을 중시하 음을 고려하면, 관물에 한 이해는 곧 소거기의 이해와 감상에 

적용될 수 있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도출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바탕으로 소거기에 구

현되는 장소 기반 성찰 및 그 형상화를 분석하 다. 따라서 III장은 기본적으로 

사경, 기사, 의론이라는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텍스트를 양식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분절적으

로 보는 한계를 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

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살핀 까닭은 ‘장소 기반 성찰’을 표방하는 본 연구의 초점

이 ‘어떤’ 가치를 정련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가치를 정련하느냐에 놓여 있기 때

문이다.71) 본 연구가 논하는 성찰이란 상 인식의 구체적 수준에서 추상적 수

준의 해석에 이르는 사유의 질적인 진전 내지 도약을 내포한다. 이러한 성찰적 

사유가 ‘어떻게’ 추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인식하

는 사경부터 가장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의론에 이르기까지, 소거기의 각 요소에 

나타나는 장소 인식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다. 이에 따라 III장의 

분석은 소거기에 내재된 사고법으로서의 장소 기반 성찰과, 그 표현법으로서의 

형상화 방식을 관련지음으로써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소거기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소거기의 이해와 감상 및 표현에의 적용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 다. 다만 소거기는 오늘날에 통용되지 않는 고전 장르라는 점

70) 언어 사용 방식이 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소거기를 활용한 표
현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71) 앞서 연구사에서 살핀 일부 기문 연구와 같이 공간의 성격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텍스트
를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텍스트가 
‘어떤’ 가치를 논하는가로 논의를 귀결시킨다. 따라서 사유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살피
고자 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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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  학습자를 상으로 교육적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거기의 장소 

기반 성찰과 그 형상화 방식이 현  수필에서도 확인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 방법을 설계하기에 앞서 소거기에 나타나는 사고와 표현의 원리가 현

 수필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

  소거기의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설계되었다. 먼저 ‘기(記)’

는 기억을 위해 사물이나 사건에 하여 자유롭게 서술한 수필로서 현  수필과

의 친연성이 높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양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심리

적 거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소거기 작품들은 

사고와 표현에 능숙한 문필가들의 글로서, 미숙한 독자이자 필자로서의 학습자

들이 소거기를 감상하고 그 형상화 원리를 실제 표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ㆍ학습상의 비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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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所居記)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 정립

1) 장소의 개념

  인간은 공간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모든 행위가 공간 속에서 행해진다. 더불어 공간은 ‘나’를 비롯한 모

든 인간과 사물이 놓이는 곳으로서, 공간이 존재해야만 ‘나’와 외물(外物)과의 관

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즉 공간은 ‘나’와 관계 맺는 일차적 외물이자 인간과 인

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모든 관계를 성립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기반이

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때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기존의 공

간을 수정하면서 수많은 공간을 경유해간다.

  이처럼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공간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

간은 그저 ‘살아지는 삶’, ‘존재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철학하고 사

유하는 이유는 ‘살아나가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공

간의 진정한 의미란 공간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주체

가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공간을 침해당할 때 인간은 격렬하게 저항한다. 이때 

저항의 기저에는 공간에 내재한 추억, 경험, 사유, 의미 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자리한다. 공간의 의미는 단지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다. 공간은 단순히 인

간이 존재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존적 근원인 것이다. 즉 공간이란 인간의 사유를 거쳐야만 비

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주체에 의하여 주어지는 공간의 의미 혹은 공

간의 성질을 하이데거(Heidegger)는 ‘공간’과 구분하여 ‘공간성(Räumlichkeit; 

spatiality)’이라 칭하 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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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데거의 공간성에 응하는 개념이 바로 ‘장소(場所; place)’이다. 렐프

(Relph)는 장소를 “통합되어 있고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 위치를 점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 다.73) 따라서 장소에 한 사유는 그 장소와 관련된 ‘모

든 것’들에 한 사고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투안(Tuan)의 경우 ‘공간’을 움

직임, 개방, 자유와 위협의 특성을 지닌 미지의 공간으로, ‘장소’를 정지의 특성

을 지닌 개인적 가치의 안식처이자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으

로 정의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논하 다. 즉 

공간(空間; space)이 한자어 그 로 ‘텅 빈’ 추상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구체적 개념이다.74) 그래서 공간은 공간 과학의 추상

이나 경제적 합리성과 같이 양적인 개념을 논하기에 적합하고, 장소는 ‘가치’나 

‘소속’과 같이 질적인 개념을 논하기에 적합하다.75) 렐프와 투안에 따르면 추상

적인 미지의 ‘공간’은 인간의 특별한 경험과 사유에 의해 구체적이고 친 한 ‘장

소’로 전이된다. 비어 있는[公] 틈새[間]가 의미로 채워지면 비로소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한편, 동양적 자연관에서 공간은 만물의 근원이자 존재 조건이다.76) 동양의 

공간 철학에서 공간과 인간, 시간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용한다. 

이는 공간을 나타내는 ‘우(宇)’와 시간을 나타내는 ‘주(宙)’가 ‘집(宀)’으로 연결된 

동양의 ‘우주(宇宙)’ 개념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동중서는 『춘추번로(春秋繁露)』에

서 “자연, 지구, 인간은 만물의 근본이다. 자연은 만물을 생성하고 지구는 그것

을 길러주며 사람은 그것을 완성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77) 공간을 포함하는 만

물이 인간과 상호 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공간은 인간에게 필

요한 무언가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된다.

72) 성홍기, 「현존재의 존재세계: 공간성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17, 새한철학회, 1999.
73) Relph, E., 앞의 책, 29면.
74) Tuan, Y.,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윤, 2015.
75) Cresswell, T., PLACE: a short introduction,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17-18면.
76) 이명수, 「동아시아적 공간과 생성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78, 동양철학연구회, 2014, 

211면.
77) 이명수, 「공간에 관한 존재론적 역설과 전환 - 동아시아 사유를 통한 안적 공간 접근

-」,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2017,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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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  서양의 공간 철학이 ‘공간’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동양의 공간 철학은 

이미 ‘장소’(에 응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78) 동양의 공간 철학은 공간의 주

체성을 말살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또 다른 주체와의 공존을 추구한다. 소거기

(所居記)라는 글쓰기 장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까닭 또한 여기에 있다. 거주하는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풀이하 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글쓰

기가 하나의 양식으로 보편화된 양식으로 굳어졌다는 것은 소거기의 필자들이 

공간을 단순히 기능적인 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과 합일되어 미래를 가꾸

어나갈 또 하나의 주체로 보았음을 암시한다. 특히 소거기의 제재인 거주 공간

(집, 방)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에 의해 인공적, 인문

적으로 만들어진 장소라는 점에서 공간의 주체성이 다른 고전 장르에 비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의 쓰기 교육이 서양적 사고에 기반해 있

고 이로 인한 분절적 사고가 학습자의 소외를 낳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79),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 교육은 동양의 공간 철학을 실천하여 학습자의 인간다

운 삶을 꾀하는 의의를 지닌다.80)

  한편 렐프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의 세 가

지를 제시하 다.81) ‘물리적 환경’이란 장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 

78) 즉 동양의 공간 철학은 애초에 ‘장소’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논하는 
‘장소’는 서양의 개념이다. 서양 철학은 사유 주체와 상을 분리하는 분절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며, 또 분절적 사고로 인한 인식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니기도 한다. ‘공
간’과 ‘장소’라는 개념의 분화도 이와 같은 분절적 인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그러나 동
양 철학은 애초에 주체와 상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된 사유를 지향하므로 ‘공간’과 ‘장
소’의 개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서양 철학과의 비
교를 통하여 동양의 장소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 기에 ‘장소’(에 응하는) 개념에서 출발
한다고 표현하 다.

79) 오늘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의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논의를 배경에 
두고 있다. 쓰기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장르 중심 쓰기 교육, 과정 중심 쓰기 교육, 

화주의 쓰기 교육 등 쓰기 교육의 패러다임부터, 서론-본론-결론 구조의 텍스트 구조, 
쓰기의 장르 구분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다.

80) 본 연구가 동양의 공간 철학을 지향하며 소거기를 연구 상으로 삼은 바와 달리, 이론
적 기반으로서 서양의 장소 개념을 차용하는 이유는 앞서 문제 제기 단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무장소성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무장소성이란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 혹은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일컫는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장소에 한 깊이 있는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장소가 성찰을 
추동하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쓰기 교육에서 제 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도출되
었다. 이는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의 분절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해당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  또한 서양의 공간 철학에 기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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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지형, 지물, 풍경 등을 의미한다. 물

리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주체의 삶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

게 될 때 공간은 비로소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는 장소 경험 속에서 분

리될 수 없게 얽혀 있으며, 장소의 정체성은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상호 관련되느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렐프의 장소 개

념은 왼편의 도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렐프의 장소 개념을 따른다면, 장소 기반 글쓰기는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의 

세 가지를 언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2) 성찰의 개념

  성찰(省察)의 ‘성(省)’은 적을 소(少)에 눈 목(目)이 결합한 것으로 ‘작은 것까지 

자세히 보다’, 즉 ‘살피다’를 뜻한다. 여기서 ‘少’는 갑골문에서 초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본래 작물이 잘 자라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 으나, 후에 백

성들의 안위를 살핀다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집 면(宀)자와 제사 제(祭)가 결합한 

‘찰(察)’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빠진 것이 없는지 두루 살피다’라는 의

미를 지닌다. 즉 성찰의 ‘성(省)’과 마찬가지로 ‘찰(察)’ 또한 ‘자세히 살핀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성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살피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저 ‘살핀다’

라는 의미만으로는 교육적 의미에서 성찰을 논하기가 어렵다. 성찰을 교육한다

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교육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찰을 

교육적으로 포섭하려면 먼저 성찰이 무엇을, 어떻게 살피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

가 있다.

  사전적으로 성찰(省察)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뜻하며, 해당 

81) Relph, E., 앞의 책, 112-115면.

물리적 환경

장소

  활동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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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르면 성찰의 상은 ‘자기의 마음’이고, 자신의 언행에 하여 잘못이

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본다는 의미에서 ‘반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성찰의 

자원(字源)에서 확인한바 성찰은 본디 작물, 백성, 제사 등과 같이 주체의 외부

에 존재하는 것을 상으로 삼지, 사전적 정의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곧장 

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정확히 이르면 ‘내성’ 혹은 ‘내관(內觀)’이다. 이를 

일컫는 어 어휘인 ‘introspection’의 어원을 분석하면 ‘안쪽으로[intro] 본다

[spect]’는 뜻으로서 한자어의 의미를 그 로 지니고 있다. 한자와 어원에서 각

각 확인할 수 있듯 ‘내성’ 혹은 ‘내관’은 곧장 자신의 마음을 사유의 상으로 

삼는 내향적 사유이다.

  그러나 본디 존재(existence)란 밖으로 드러나게[ex] 서 있어야만[sist]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은 자신의 마음을 향하는 내향

성,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사물과의 관계를 향하는 외향성에 있

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전언은 이러한 

외향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함축한다. 즉 존재의 고유성은 자신의 내부로 

침잠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장

될 수 있는 것이다.82) 

  그렇다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성찰’의 의미란 ‘내성’보다는 ‘반성’에 가깝다. 

‘반성’을 의미하면서 ‘성찰’의 번역어로 주로 쓰이기도 하는 ‘reflection’은 다시

[re] 방향을 바꿔 구부러지는[flex] 것을 뜻한다.83) 마찬가지로 ‘반(反)’은 ‘되돌

아오다’ 혹은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 쪽으로 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 그렇다면 반성이란 본래 외부를 향하던 살핌[省]을 주체 자신에게 돌린다는 

뜻을 품고 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온전히 볼 수 없듯, 살핌은 일차적으로 

주체 자신이 아닌 외부의 것을 향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상물을 거울로 삼아, 

그것을 향하던 살핌이 반사되어 돌아와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홍원(2006; 2008)과 장지혜(2013)는 성찰을 주체의 사고

82)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 –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책세상, 2009, 21면.
83) 물리적으로는 ‘reflection’이 ‘반사(反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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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깥 세계를 향하는 ‘지향성’과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반성’이 결합

되어 ‘자기 이해’에 이르는 사고로 정의한 바 있다.84) 즉, 해당 논의에 의하면 

반성은 성찰의 부분적ㆍ과정적 단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주체의 외부에 존재

하는 장소를 사유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 상을 통한 자기 

이해’라는 최홍원과 장지혜의 정의를 차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찰과 반성

의 번역어가 ‘reflection’으로 동일한 점에 의해 개념상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이에 프랑스의 철학자 라투르(Latour)의 논의85)를 참조하여 반성과 성

찰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라투르는 성찰을 ‘메타성찰(meta-reflexivity)’과 ‘인프라성찰(infra-reflexivity)’

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자기 자신에 해 성찰하는 것을 메타성찰로, 자기 자신

이 아닌 외부의 상에 몰입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인프라성찰로 규정하

다. 라투르의 개념을 빌린다면, 외부의 상을 향하던 사고가 자기 자신으로 돌

아오는 성찰의 기제로서 ‘반성’이란 인프라성찰이 메타성찰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을 통한 자기 이해로서의 ‘성찰’이란 인프라성찰과 메타성

찰이 결합된 사고에 해당한다.

  한편 성찰의 결과로서 ‘자기 이해’를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아 정체성에 관한 다음의 이론적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에릭슨

(Erikson)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이란 개인의 내부에 어떤 지속

적 동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혹은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타인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86) 하지만 동시에 자아 정체성은 “어느 정

도 실제로 성취되지만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하는, 사회적 현실 안에 있는 자기

84) 최홍원, 「성찰적 사고의 문학교육적 구도: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를 상으로」, 
『문학교육학』 제21호, 2006;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  박사학위 
논문, 2008; 장지혜, 「성찰적 사고를 위한 비평적 에세이 쓰기 교육 연구」, 서울  석사학
위 논문, 2013.

85) 라투르(Latour)는 메타성찰(meta-reflexivity)과 인프라성찰(infra-reflexivity)을 구분하
다. 메타성찰성이란 스스로에 해 성찰하는 경우, 인프라성찰성은 스스로가 아닌 외부

의 상에 관하여 몰입하여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Latour, B. The politics of 
explanation: An alternative, edited by Steve Woolgar, Knowledge and 
reflexivity: New Frontiers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Sage, 1988, 
156-179면.)

86) Erikson, E. H.,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1956,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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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재에 한 느낌”이다.87) 즉 자아 정체성은 ‘지속적 동일성’ 내지 ‘안정성’

을 핵심 특성으로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형되고 조정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김선희(1994)는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욕구, 믿

음, 가치를 제시하고,88) 각 요소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욕구의 체계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표

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포함한다. 믿음의 체계는 사실과 세계

에 한 믿음과 판단으로부터 도덕적, 사상적,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가치체계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의 집합이다. 그 가치들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무엇이며 가치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렇게 욕구와 믿음과 가치들이 모여서 그 개인의 인격, 혹은 성품 체

계를 구성하며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89)

  소거기(所居記)는 거주 공간의 명명(命名)과 그 의미에 한 해설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 욕구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아 정체성에 관한 위의 논

의는 본 연구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한편 마르시아(Marcia)는 에릭슨의 논의를 바탕으로 ‘탐색(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의 개념을 정립하 다.90) ‘탐색’이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위기(crisis)를 겪었는지의 여부, 즉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회를 제공 받았

는지의 여부를 뜻한다. ‘몰입’이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개인이 실제로 노

력을 기울 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이때 두 요소가 모두 있는 경우 자아 정체

성이 가장 발전하게 된다. 이를 소거기(所居記)를 쓰는 필자의 맥락에 입할 경

우, 쓰기를 위한 장소의 사유 그 자체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위기(crisis)

로 작용한다. 공간에의 명명과 그 해설을 위해서는 ‘욕구, 믿음, 가치로 이루어

진 성품 체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소거기

87) 위의 글, 105면.
88) 김선희, 「내재적 자아론과 자유의지 - 내재적 자유와 인과의 양립론 -」, 『철학』 42, 한국

철학회, 1994, 168면.
89) 김선희,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철학상담 방법론」, 『철학연구』 85, 철학연구회, 2009, 

231면.
90) Marcia, J. 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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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居記)라는 글쓰기 그 자체가 자아 정체성의 ‘탐색’ 기회가 되며, 과제를 해결

하는 과정은 곧 필자의 ‘몰입’을 의미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성찰을 ‘ 상 해석을 통한 가치 정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철학적으로 가치란 ‘ 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

게 되는 중요성’, 혹은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임을 고려할 때, 자아 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욕구, 

믿음, 가치는 넓은 의미에서 ‘가치’로 포섭될 수 있다. 이는 공간에 가치를 부여

하면 ‘장소’가 된다는 투안의 논의91)를 명시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성찰을 ‘가치 탐색’이나 ‘가치 형성’이 아닌 ‘가치 정련’으로 정의한 이유는 

‘정련’이 성찰의 과정적 의미와 결과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기 때문이다. ‘탐색(探

索)’이란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

어 찾음’을 뜻하는 말로 ‘찾음’으로서의 과정적 의미만을 표상하고, ‘형성(形成)’

은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말로 ‘이룸’으로서의 결과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정련(精鍊)’이란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성찰의 은유적 구도로 전환하면 ‘원료’는 성찰을 위한 

상에, ‘금속’은 상에 잠재된 가치에, ‘뽑아내는’ 것은 잠재된 가치의 발견에, 

‘정제’는 발견한 가치의 언어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찰이란 삶을 살

아가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이 품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해석하여 언어

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상 해석을 통한 가치 정련’이라는 성찰의 정의에서 나아가, 성찰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성찰을 고찰한 일련의 논의들을 살필 필요

가 있다. 먼저 성찰을 교육의 차원에서 최초로 논의한 듀이(Dewey)의 경우, 성

찰을 ‘어떤 믿음이나 소위 지식의 형태에 해 지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춰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오직 성찰만

이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간주하 다.92) 듀이에 따르면 성찰은 당혹감을 일으

키고 기존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problem)’ 상황에서 시작되며, 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믿음을 공고히 할 혹은 깨뜨릴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발현된다.93) 

91) Tuan, Y., 앞의 책, 19면.
92) Dewey, J., How We Think, Boston, MA: D.C. Heath & Co. Publishers, 1910,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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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듀이가 말하는 성찰이란 믿음의 검증 과정이다. 이와 같은 듀이의 

논의는 성찰을 추동하는 문제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일 수 있다는 점, 성찰이 

경험의 재구성 과정에서 작용한다는 점, 성찰이 믿음 혹은 신념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바우드 외(Boud et al.)의 경우 듀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경험의 재구성 과

정이라고 보고, 아래 그림과 같이 학습 과정에서의 성찰 모델을 제시하 다.94) 

성찰의 모델은 경험과 성찰적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구성된다. 경험은 행동,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찰적 과정은 경험으로 돌아가기, 감정에 주

목하기, 경험 재평가하기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긍정적 감정은 활성화하고 

방해되는 감정은 제거하는 ‘감정에 주목하기’ 단계를 둠으로써,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인 또한 성찰에 관여함을 명시하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찰의 결과물로는 경험에 한 새로운 관점, 행동의 변화, 활동에 한 다짐 등

을 들 수 있다.

· 행동

· 생각

· 감정

    · 경험으로 돌아가기

    · 감정에 주목하기

      - 긍정적 감정 활성화하기

      - 방해되는 감정 제거하기

    · 경험 재평가하기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 

행동의 변화, 

응용할 준비,

행동에 대한 다짐

경험 성찰적 과정 결과

93) 위의 책, 9-10면.
94) Boud, D., Keogh, R., Walker, D., Promoting Reflection in Learning: a Model, 

Reflection: Turning Experience into Learning, New York: RoutledgeFalmer, 
1985, 18-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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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지로(Mezirow)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성찰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한다.95) 하나는 ‘내용 성찰(content reflection)’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과정 성찰(process 

reflection)’로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 관한 성찰로서 경험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지금껏 밝혀지지 않

은 다른 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이라고도 하는 ‘전제 성찰(premise reflection)’로 문제의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체의 가

정, 신념, 가치 등을 점검하는 성찰을 의미한다. 전제 성찰은 다른 성찰과 달리 

관점(perspectives)의 전환을 이끎으로서 근본적 · 내적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메지로는 성찰이 올바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전제들부터 

돌아보는 전제 성찰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성찰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통

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찰은 문제 제기적 사고이자 문제 해결적 사고로

서 기존의 믿음, 신념 등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성찰은 기존의 지식을 포함하

여 당연하게 생각하던 믿음, 신념 등의 ‘가치’에 하여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촉

발된다. 따라서 성찰은 당연하던 것 혹은 일상적인 것이 낯선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때 성찰을 추동하는 문제는 인지적인 요인과 정

의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둘째, 성찰은 관점의 전환을 유도한다. 일상적인 것이 낯선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곧 문제를 야기한 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성찰은 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수준에서부터 가치에 비추어 

상을 해석하는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질적 도약을 요한다. 설령 

성찰의 결과 기존의 믿음 혹은 신념이 공고해지게 되더라도, 그 믿음은 입증된 

것 내지는 검증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믿음과는 성질을 달리하게 된다. 한

편 성찰을 유발하는 문제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함에 따라, 관점

의 변화 또한 인지적인 변화와 정의적인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95)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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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기반 성찰의 본질

  그렇다면 장소 기반 성찰에서 장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에 한 답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소는 물리적 상인

가?’이다. 성찰이 장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장소는 그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넘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96) 

다음은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중 한 장면이다. 

  내가 소행성 B612에 해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말해두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에 관해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본질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지

요.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던?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냐? 그 애도 나비를 채

집하니?”

  절 로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어요.

  “그 앤 나이가 몇이냐? 형제들은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 애 아버진 

돈을 얼마나 버니?”

  어른들은 기껏 이런 식의 질문만으로 그 친구에 해 죄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

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들에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

이 나아요.

  “나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탄성을 내지르지요.

  “얼마나 멋진 집일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 애가 멋있었고, 그 애가 웃었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96) Cresswell, T., 앞의 책,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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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

린아이 취급을 할 텐데요. 하지만 “그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들을 거예요. 질문 따위를 늘어놓으며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어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어

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해야만 해요.97)

  위의 인용문에서 ‘어른들’과 ‘나’가 상을 파악하는 방식은 조적이다. ‘어른

들’은 ‘숫자’로써 상을 파악하지만(인용문 중 이탤릭체), ‘나’는 ‘본질적인 것’

으로써 상을 파악한다(인용문 중 밑줄). 어른들은 ‘소행성 B612’가 있다고 해

야 비로소 어린 왕자의 존재를 믿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도 어린 왕자의 존재

를 믿을 수 있다. 요컨  ‘어른들’은 양적인 방식으로 상에 접근하지만, ‘나’는 

질적인 방식으로 상에 접근한다. 이태준의 「돌다리」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 다. (…) 시골에 땅을 둔 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

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년에 만 원 하나씩

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

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 “천금이 쏟아진 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허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허신 논

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 논

둑에 선 느티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마당엣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

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헌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

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으며 나라가 어딨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

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

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97) 밑줄 및 이탤릭체는 연구자. 이하에 제시된 인용문의 밑줄은 모두 연구자가 강조를 위해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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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창섭이 병원의 확장을 위해 부모님이 시골의 땅을 팔고 서울로 오기를 

희망하자, 창섭의 아버지가 시골 땅의 내력을 줄줄이 설명하며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목이다. 창섭과 아버지의 화로 미루어보건 , 창섭은 「어린 왕자」

의 ‘어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어린 왕자」의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땅을 한다.

  「어린 왕자」의 ‘어른들’과 「돌다리」의 창섭이 보여주는 양적인 사고방식은 오

늘날의 공간 인식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집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뿐만 

아니라 ○번지, ○동, ○호와 같은 기호로 체되고, 교실 또한 ○학년 ○반으로 

체된다. 양적인 공간 인식은 그 안에 있는 존재마저 양적으로 변환시킨다. 태

어난 아기는 주민등록번호로 존재를 확인받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고유한 이름

이 학번으로 체된다. 이와 같은 양적 인식은 공간의 장소화를 봉쇄하고 이른

바 무장소성을 낳게 된다.

  소행성 B612, 값비싼 집, 그리고 아들 창섭이 보는 시골 땅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존재했던 그곳,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 그리고 창섭의 아버지가 보는 시골 땅

은 의미로 가득한 ‘장소’이다. 무엇이 이곳을 고유하고 특별하게 만드는가, 즉 

「어린 왕자」의 ‘나’가 이르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하여 질문해야만 비

로소 공간이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양적 인식 상으로서의 공간은 물리적

으로 존재하는 사물에 그치지만, 질적 인식 상으로서의 장소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이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존재하

는 객관적 사물임을 넘어, 우리가 삶과 세계를 사유하는 ‘방식’임을 의미한다. 

  장소 기반 성찰에서 장소가 하는 기능에 답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장소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결과물인가?’이다. 소행성 B612와 십만 프랑의 집, 창섭의 

시골 땅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같은 의미, 양적인 의미만을 지님으로써 질적

인 의미를 상실한 ‘공간’으로 남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존재했던 그곳, 창문

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 아버지의 

시골 땅은 주체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장소’가 되었다. 그렇

다면 어린 왕자와 여우의 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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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어요.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내겐 넌 아직 수십 만의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수십 만의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

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의미 없는 소행성 B612가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왕자가 있어야 하고, 

의미 없는 십만 프랑짜리 집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빨

간 벽돌과 제라늄과 비둘기가 있어야 한다. 장소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의미 있다는 것은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간을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를 이른바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소를 ‘길들이는’ 데에는 장소와 관련된 인물, 장소에서의 경험, 장소에 관한 

글쓰기 등 장소와 관련된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다. 에스코바(Escobar)에 따르

면 “장소는 특정한 형태로 사물, 사고, 기억을 조합한다”.98) 같은 맥락에서 립퍼

드(Lippard)는 장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간의 역사와 기억으로 가득 찬 누층적 위치인 장소는 깊이와 넓이를 갖는다. 

장소는 관계에 한 것이고,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 장소를 형성한 것, 거기에

서 발생한 것, 거기서 발생할 것이다.99)

  에스코바와 립퍼드에 따르면 장소는 무엇이 조합되느냐, 무엇과 관계맺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장소란 고정적인 불변의 결과물이 

아닌, 무수한 경로로 그 의미가 분기될 수 있는 잠재태로서의 ‘과정’에 해당한

98) Escobar, A., Cultures sits in places: Reflections on globalism and subaltern 
strategies of localization, Political Geography 20(2), 2001, 143면.

99) Lippard, L., The Lure of the Local: Senses of Pla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ew Press, New York, 1997, 7면.



- 43 -

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소거기로 표되는 장소 기반 성찰의 텍스트

는 독자로 하여금 장소를 중심으로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측면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는, 이른바 통합적 사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소 기반 성찰

의 원리를 활용해 직접 텍스트를 생산해보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당연시하며 지

나쳤던 일상의 장소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지향적 삶을 확인하게끔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소설 「어린 왕자」와 「돌다리」에 나타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장소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기능함을 확인

하 다.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 이처럼 문학 텍스트를 활용

하는 것은 다분히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장소 기반 성찰은 

본 연구가 교육적 목적 아래 새롭게 이론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은

유적 기술은 막연하고 낯선 개념을 구체적이고 친숙한 보조 장치로써 명료화하

는 장점을 지닌다.100) 장소의 기능을 ‘ 상을 통한 가치 정련’이라는 성찰의 정

의로 미루어 볼 때, 장소 기반 성찰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소 기반 성찰을 통해 장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재인식된다.

둘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장소는 삶을 정향하는 가치와 관련해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소는 무수히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해나가는 가치 정련 ‘과정’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 같은 장소 기반 성찰의 본질은 장소―하이데거에 따르면 ‘공간성’―가 사

유 주체의 ‘거리없앰(Entfernung)’과 ‘방향잡음(Ausrichtung)’에 의해 만들어진

다는 하이데거의 논지를 뒷받침한다.101) 먼저 장소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

로 기능하려면 사유 주체가 장소를 주체가 속한 삶의 지평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이로써 장소에 한 양적ㆍ객관적 인식이 질적ㆍ주관적 인식으로 전환, 장

100) 정혜승, 「은유의 기능과 국어교육적 함의」,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2005, 
203면.

101) 성홍기, 앞의 글,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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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주체 사이의 거리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장소가 의미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때, 장소 기반 성찰의 주체는 장

소를 삶의 국면에서 마주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과 연결지으며 적극적으로 해석

해야 한다. 이때 장소의 해석은 삶을 정향하는 가치에 비추어 조정된다는 점에

서, 장소 기반 성찰은 곧 방향잡음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소 기반 성

찰이 소거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주 공간을 상으로 할 경우, ‘거주’라는 

공간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지향적 삶을 표방하는 방향잡음이 더욱 현저히 드러

나게 된다.

2. 소거기(所居記)에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1) 성찰의 기반으로서 거주하는 장소의 의미

  소거기(所居記)를 한자어 그 로 번역하면 거주하는[居] 장소[所]에 관한 기록

[記]이다. 즉 소거기란 개인이 거주하는 집 혹은 방을 주요 소재로 하는 글을 일

컫는다. 장르가 반복되는 상황에 한 전형적인 수사적 반응이라 할 때, 집이나 

방과 같은 일상 공간이 기(記)의 주요 소재가 됨으로써 소거기라는 하위 양식이 

성립된 데에는 집에 한 사 부들의 공통된 인식이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집이나 방과 같은 개인의 거주 장소가 어떤 장소로 여겨졌는지

에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거주 공간 명칭으로는 당(堂), 실(室), 헌

(軒), 암(菴), 원(院)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빈번하게 나타나는 명칭 중 

하나가 재(齋)이다.102) 집 혹은 방을 칭하는 표적인 어휘로서 ‘재계(齋戒)하다’, 

즉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의 뜻을 지니는데,103) 이는 개인의 거주 공간이 몸

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장소로 여겨졌음을 드러낸다.

102) 이러한 이유로 소거기는 재기(齋記)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재(齋)는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齋室]을 칭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소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 다.

103) ‘재(齋)’는 가지런할 제(齊)와 신(神)을 모시는 일을 뜻하는 示(시)가 합쳐진 글자로, 신에
게 제사 지낼 때 몸을 정하게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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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한 이러한 인식은 주자학의 내적 수양 방법인 ‘거경(居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경(居敬)은 ‘삼감[敬]에 머무른다[居]’는 뜻으로, 항상 몸과 마음을 삼

가 바르게 가져 덕성을 닦는 일을 가리킨다. 몸과 마음을 삼가는 것이 다른 것

으로 옮김 없이 머무르는 것, 즉 거주하는 것과 연관된다.

  몸과 마음을 삼가는 덕성 함양 방법은 다시 유학의 ‘존양성찰(存養省察)’로 연

결된다. ‘존양성찰’이란 본디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본성을 잘 기르면서 나쁜 마

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주하는 것은 곧 살피

는 것[省察]과 직결된다. 이때 ‘존양성찰’은 자기 수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 한정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접하는 사물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실질

적 노력과 역할”104)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 상을 통한 가치 정련’이

라는 본 연구의 성찰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존양성찰은 내적 수양으로서 몸과 마음을 삼가는 ‘거경’뿐만 아니라, 

외적 수양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窮理)’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궁리는 관물(觀物) 혹은 격물(格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소거기에 구

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관물의 세 가지 인식 방법에 기초하여 도출한바, 

장소 기반 성찰이란 존양성찰의 태도를 내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요컨  거경궁리와 존양성찰, 그리고 관물(격물)이란 모두 사물과의 관계 속에

서 가치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 상을 통한 가치 정련’이라는 본고의 성찰의 개

념과 동궤를 이룬다. 또한 집이나 방과 같은 거소는 거경궁리와 존양성찰, 격물

을 아우르는 성찰의 기능을 전제한다. 거소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미

래에도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에 한 사유는 필연적으로 주

체가 추구하는 삶에 한 지향성, 계획성 등과 연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거주

하는 일상 공간을 소재로 삼는 글쓰기로서 소거기는 장소 기반 성찰이 가장 잘 

발현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소거기가 필자의 욕구, 신

념, 목표 등의 가치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거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서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개

인적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과 같이 ‘살아지는’ 집이란 참된 의미의 

104) 김동민, 「왕선산(王船山) <중용(中庸)>의 실천적 존양성찰(存養省察) 방법론」, 『한국 철학
논집』 3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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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적 의미가 고찰되

지 못한 거주 기계로서의 집, 무장소성의 집이 만연하다. 거주 공간을 사유하는 

전통 장르로서의 소거기가 그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한 현재의 사태 또한 거주의 

상실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소 기반 성찰의 교육 내용

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거주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는

다. 따라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볼노브

(Bollnow)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볼노브는 인간존재와 공간의 근원적인 관계를 ‘거주’로써 파악하고, 진정한 거

주가 상실된 오늘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거

주에 한 인간의 책임과 과제를 제시한다. 볼노브에게 거주함은 인간의 자기 

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거주한다는 말은 사람

이 집 속에 어떤 물건처럼 그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가면서 삶을 근원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05)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의 집과의 이러한 관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을 매개로 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간과의 관계를 거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거주라는 개념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던져져 있음에 해당하는 적절한 개념이요, 

인간의 공간에 한 적절한 관계를 말한다. 거주란 더 이상 자신에게 낯선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자리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

히려 거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친숙해지는 것, 곧 그 공간 

안에서 인간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련 속에서 구축

할 수 있는 하나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106)

  볼노브의 거주란 자기 집 같음, 마음 편함, 안주성, 아늑한 기분이 들게 함, 

그 속에서 자신을 은닉하고 보호할 수 있음 등으로 표현된다.107) 이를 위해 볼

노브는 거주에 한 인간의 책임과 과제를 제시한다. 집은 세계의 중심이고, 뿌

리이며, 모든 것과 관련된 중심점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안주할 때만이 인간은 

105) 강학순, 앞의 책, 392면.
106) Bollnow, O. F., Pädagogik in anthropologisher Sicht, 오인탁ㆍ정혜  역, 『교육

의 인간학』, 문음사, 1988, 148면.
107) 강학순, 앞의 책,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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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과 평화를 지니게 되고 인간다운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할 때, 

거주의 위기는 곧 인간이 세계와 올바르게 관계 맺는 것까지도 차단할 수 있

다.108)

2) 장소의 명명(命名)과 장소 기반 성찰의 관계

  소거기는 거주 공간, 즉 집이나 방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해설하는 내용이 주

를 이룬다. 따라서 소거기의 장소 기반 성찰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

소의 명명(命名)이 장소 기반 성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름[名]이란 본디 어두운 저녁[夕]에 멀리서 오는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 부

르는[口] 것이다. 즉 이름이란 존재함의 원초적 표현이고, 어떤 존재를 다른 존

재와 구별하는 것이며, 그 존재에게 그만의 고유한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이다. 

흔히 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이름 없는[無名]’ 배우라 한다. 이는 

이름을 모르는 것은 곧 그 존재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암시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은 이름으로써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그려내고 있다. “하나

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꽃”이 된다. 요컨  이름

을 붙이고 또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고, 나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며, 나에게(혹은 서로에게)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의미

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명의 상은 꼭 볼 수 있고 말이 통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다. 아

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태명(胎名)을 지어주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108) 위의 책,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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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주는 행위 등이 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그 존재를 “꽃”으로서 받아

들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존재가 이미 나에게 “꽃”이 되었다는 사

실을 표명한다.

  현 에는 거의 사라진 전통이지만, 과거에는 개인의 이름에 다양한 종류가 있

었다. 아명(兒名)은 관례를 치르기 전까지 사용하는 아이 때의 이름으로 질병 등

의 재액이 피해가길 기원하며 천하게 짓는 경향이 있었다. 관명(冠名)은 관례를 

치르며 받게 되는 본명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

다. 자(字)는 본이름 외에 불리던 이름으로 해당 인물의 덕을 고려하여 지어졌

다. 호(號)는 다른 이름과는 달리 본인이 스스로 지어 붙일 수 있었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109) 쓰임은 각기 다르지만, 이상의 

이름들은 모두 특정한 방향으로 삶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이름이란 그

저 지칭이나 호칭이 아닌, 삶을 정향하는 가치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호(號)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소거기와 관련이 깊다. 여유당(與猶

堂), 난설헌(蘭雪軒), 사임당(師任堂) 등과 같이 집이나 방에 붙이는 이름110)을 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폈듯, 거소는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기에 그 이름 또한 주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담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호 또한 주체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어졌으므로 집의 이

름과 개인의 이름이 공통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111) 

  이처럼 집이 곧 주인이고, 집의 이름이 곧 주인의 이름이며, 집의 품격이 곧 

주인의 품격인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는 인간과 공간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동양의 공간관에서 비롯된다. 같은 맥락에서 소거기는 선인들이 

공간을 단순히 기능적인 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과 합일되어 미래를 가꾸

어나갈 또 하나의 주체로 보았기에 성립될 수 있었던 장르 다. 

  이상으로 명명이란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며, 과거의 

109) 이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를 갖기도 했다. 호를 짓는 데에는 고사를 인용하거나 좋
아하는 물건을 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스스로 지어 부르는 호를 자호(自號)
라 한다.

110) 이를 당호(堂號) 혹은 옥호(屋號)라 한다.
111) 이와 관련하여 심경호(2018)는 이름과 호의 한자 문화를 논하며 서재나 거택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성찰로 이어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 (심경호,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어
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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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 문화에서 거소의 이름은 곧 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자 정체성의 표현이었음

을 확인하 다.112) “공간은 명확한 뜻과 의미를 획득함에 따라 장소로 전환된

다”는 투안(Tuan)의 논의113)를 참조할 때, 소거기에서 거소의 명명은 장소 기반 

성찰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은 곧 의미이며, 거소의 이름은 삶

의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거기는 공간의 장소화를 명명이라는 

원초적 의미 부여로부터 실현해나가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단, 소거기에서의 명명이란 사전적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다. 소거기의 필자는 자신의 공간에 직접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해설하기도 하지

만, 이미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에 머물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

고, 타인이 소유하는 공간에 붙은 이름을 해설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름

을 새롭게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왕의 이름을 인지하는 것 또한 장소의 의

미를 가치와 관련해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소에 직접 

이름을 붙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히 타인의 거소에) 이미 붙어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는 것까지도 명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거기(所居記)의 양식적 요소별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앞서 장소를 이루는 요소로 물리적 환경, 활동, 그리고 의미의 세 가지가 있

음을 확인하 다. 장소성을 구성하는 세 요소는 각각 소거기(所居記)를 구성하는 

양식적 요소와 긴 하게 연결된다. 첫째는 사경(寫境)으로, 장소의 지형이나 경

관, 주변의 산수 경물 등에 한 서술을 일컫는다. 장소의 물리적인 생김새에 관

한 내용으로서 장소의 구성요소 중 ‘물리적 환경’에 응한다. 둘째는 기사(記事)

로, 장소의 조성 과정이나 내력, 장소와 관련된 경험, 장소과 관련된 인물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장소의 구성요소 중 ‘활동’과 연관된다. 셋째는 의론

112) 이와 관련해 김주성(2013)은 장소의 명명에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 상을 정신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즉 이름을 붙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상은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되
므로 이름을 붙이는 언어는 정체성을 변하는 수단인 것이다.” (김주성, 「프리엘의 『번
역』에 나타난 이름붙이기」, 『한국예이츠저널』 41, 한국예이츠학회, 2013, 295면.)

113) Tuan, Y., 앞의 책,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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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論)으로, 공간의 명칭과 관련된 논설을 뜻한다.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해설하

는 부분으로서 장소의 구성요소 중 ‘의미’에 해당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물리적 환경

장소

  활동            의미

사경
(寫境)

所居記

  기사
 (記事)

           의론
          (議論)

  그런데 ‘기(記)’는 현 의 갈래 개념에 따르면 수필에 속하는 글로서, 수필의 

특성상 장르적 규범성이 강하지 않다. 때문에 기(記)의 하위 양식에 속하는 소거

기(所居記) 텍스트를 살펴보면 세 요소가 자유롭게 생략, 축소, 또는 확장되는 양

상을 보인다. 조선 중기 이후로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두드러지는 의론부114)가 

확장된 텍스트가 많이 생산되었듯, 모든 소거기가 사경, 기사, 의론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복수의 요소가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  장소를 묘사하는 사경

과 장소와 관련된 활동을 서술하는 기사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의론에 기사가 더해지기도 한다. 위의 그림에서 사경, 기사, 의

론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은 장소의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소거기의 양식요소 또

한 각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사경, 기사, 의론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소거기만이 장소 기반 성찰을 구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요소만이 구현된 소거기에서도 장소 기반 성찰을 확인

114) 본 연구에서는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를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議論)의 세 가지로 
구분하 으나, 한문학에서 사경과 기사를 묶어 서사(敍事)라 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뒤에
서 논의할 서술 방식으로서의 서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서사부’로 칭하고, 이에 상응하여 
의론 또한 ‘의론부’로 칭하기로 한다.



- 51 -

할 수 있다.115) 다만 사경, 기사, 의론의 세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소거기일수록 

상에 한 인식의 질적 향상에 따른 성찰의 과정을 뚜렷이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이 절에서는 소거기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텍스트로서 장유

의 「삼매당기(三梅堂記)」를 예시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 상을 통한 가치 정련’이라는 성찰의 정의에 기반할 때, 장소 기반 성

찰에서 ‘ 상’은 장소가 된다. 따라서 장소 기반 성찰이란 ‘장소를 통한 가치 정

련’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 장소는 일차적으로 사물로서 인식된다. 그렇다

면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된 사물 인식의 방법

으로부터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소거기를 바탕으로 장소 기반 성

찰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려는바, 과거 사 부 필자들이 장소라는 외부

의 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와 관련해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

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인들의 사물 인식을 일컫는 ‘관물(觀物)’에 관한 논

의를 바탕으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관물(觀物)은 한자어 그 로 사물을 본다, 즉 사물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정우

락(2003)116)에 따르면 관물의 방법은 즉물적(卽物的) 인식, 역사적(歷史的) 인식, 

이념적(理念的) 인식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즉물적 인식은 인식의 

상이 되는 사물을 객관적 존재물로 보고 있는 그 로 포착하려는 방식이다. 

관물의 세 방법 중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물을 

있는 그 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번째 방법은 역사적 인식으로,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인식 상이 되는 사

물의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을 현실적 맥

락에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주체가 처한 상황이나 시각에 따라 상에 한 해

석은 달라질 수 있다. 

  관물의 마지막 방법은 이념적 인식으로서, 사물을 ‘이치’가 드러나서 유행하는 

115) 예컨  정약용의 「수오재기(守吾齋記)」는 사경이 생략되어 있지만, 기사와 의론을 통해 
역사적 인식에서 이념적 인식으로 넘어가는 인식의 질적 도약을 보여줌으로써 장소 기반 
성찰을 실현한다. 소거기 중에는 이처럼 사경이나 기사가 축소 혹은 생략되고 의론이 도
드라지는 텍스트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사 부들이 상을 즉물이 아닌 이치로 이해하려
는 관물의 태도를 내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6) 정우락, 「퇴계 이황의 사물인식방법과 그 시적 형상」, 『동방한문학』 24, 2003, 
195-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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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상 사물을 주체화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념은 모든 경

험에 통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순수 이성에서 얻어진 최고의 개념을 말한다. 

이념적 인식은 사물과 자아가 ‘이(理)’로 통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수양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사물로 물건을 보지 않고 상으로 사물을 보며, 상

으로 상을 보지 않고 이치로 상을 본다. 상으로 사물을 보면 지극한 상 아닌 사

물이 없고, 이치로 상을 보면 지극한 이치 아닌 상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포정(庖
丁)의 눈에는 더 이상 온전한 소가 없는 것과 같다.117)

  위의 인용문은 김창협이 그의 소거기 「삼일정기(三一亭記)」에서 관물(觀物)에 

관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관물이란 그저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어떤 이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목적적 사물 인식 행위이다. 그

렇다면 관물은 곧 어떤 앎에 도달하는 것[致知]을 목적으로 하는 격물(格物)의 다

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에는 종시가 있다(物有本末 事有終始)”라는 『

학(大學)』의 구절에 의하면, 격물(格物)의 ‘물(物)’은 다시 본말을 따지는 ‘물(物)’

과 종시를 따지는 ‘사(事)’로 세분된다. 여기서 본말을 따진다는 것은 곧 인식의 

상 혹은 논의의 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18) 그렇다면 사물을 객관적 존

재물로 보는 즉물적 인식은 장소를 ‘물(物)’로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

물의 두 번째 유형인 역사적 인식의 경우, 상을 시간적 흐름을 갖춘 현실과 

결합하여 이해한다는 점에서 종시를 따지는 ‘사(事)’로서 장소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주희가 이해한 격물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즉물(卽物) 

즉, 사물에 접촉함, 둘째 궁리(窮理), 즉 사물의 이치의 탐구, 셋째 지극(至極), 즉 

117) 蓋善觀物者。 不以物觀物而以象觀物。 不以象觀象而以理觀象。 以象觀物。 則無物而非至象也。 以
理觀象。 則無象而非至理也。 譬之。 庖丁眼中。 無復有全牛焉。 (김창협, 「삼일정기(三一亭記)」, 『농
암집(農巖集)』 권24, 송기채 역, 한국고전번역원.)

118) 박성규,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
구 - < 학>』, 『철학사상』 별책 3(1),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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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의미로서 지(至)는 극한까지 이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격물의 기본 

의미는 궁리이나, 그 궁리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점에까지 궁구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119)

  위에서 사물에 접촉하는 단계로서의 ‘즉물(卽物)’은 관물의 세 가지 유형 중 

사물을 인식의 상으로 삼는 즉물적 인식에 해당한다.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

(窮理)’는 의미 해석을 위해 현실의 맥락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는 역사적 

인식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지극(至極)’은 격물의 목표인 치지(致知)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이치에 도달한 경지를 드러내는 이념적 인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 중 장소의 모습을 묘사하는 사경(寫境)은 장소를 

객관적 존재물로서 파악하는 즉물적 인식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소

의 조성 과정이나 내력, 장소와 관련된 경험, 장소과 관련된 인물 등을 서술하는 

기사(記事)는 장소를 현실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역사적 인식을 구현한다. 마지막

으로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해설하는 의론(議論)은 가치에 의거하여 장소를 주체

화함으로써 이념적 인식을 구현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도표

화할 수 있다.

장소 구성요소 ……
소거기(所居記)의

양식적 요소
…… 관물(觀物)의 방법

물리적 환경 …… 사경(寫境) …… 즉물적(卽物的) 인식

활동 …… 기사(記事) …… 역사적(歷史的) 인식

의미 …… 의론(議論) …… 이념적(理念的) 인식

(1) 사경(寫境) : 즉물적(卽物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장소 기반 성찰이란 곧 장소의 해석을 통한 가치 정련이다. ‘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일’로서 ‘정련(精鍊)’의 정의를 다시 

119) 위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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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살펴보면, 장소 기반 성찰에서 ‘원료’는 성찰의 상으로서 장소를 의미하

고, ‘금속’은 장소에 잠재된 가치를 의미하며, ‘뽑아내’고 ‘정제’하는 것은 장소에 

잠재된 가치를 발견하여 언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찰이 사고를 세련하

는 과정으로서 인식의 질적 상승을 거치게 됨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성찰은 

상의 인식과 관련하여 구체적 수준에서 추상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도약적 사고

라 할 수 있다.

  관물(觀物)의 방법을 토 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출한다고 할 때, 가장 

구체적인 단계의 관물은 즉물적(卽物的) 인식이다. 이는 체로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 중 사경(寫境)을 통해 구현된다. 사경이란 일정한 곳[境]을 묘사함[寫]을 뜻

하는 말로, 장소의 지형이나 경관, 주변의 산수 경물 등 장소의 외형 등에 한 

서술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사경은 물리적 장소의 관찰 행위에 한 언어적 형상화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시각을 중심으로 장소에 한 주체의 감각적ㆍ구체적 인식을 드러내

게 된다. 단, 이때 관찰은 단순히 보이는 로 장소를 서술하는 맹목적인 관찰이 

아니라 일관된 의미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성 있는 관찰이어야 한다. 앞서 

즉물적 인식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 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 는데, 객관적 존재물로서의 장소를 상화하는 것이 곧 장소

의 객관적인 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찰이 가치의 정련을 목적으로 하

는 도약적 사고 과정이라면, 그저 기존의 인식을 재인(再認)하는 수준에서는 성

찰이 일어날 수 없다.120) 따라서 성찰에서 주체는 기존의 인식을 메타적으로 인

지하고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요컨  성찰의 핵심이 의미의 생성에 있음을 유념할 때, 성찰이 발생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도식121)을 벗어나 새로운 도식으로써 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20) 이와 관련해 들뢰즈(Deleuze) 기존의 것을 재인(再認) 혹은 재현(再現)하는 학습을 ‘앎
(savoir)’으로, 새로운 것을 생성해 내는 학습을 ‘배움(apprentissage)’으로 규정한다. ‘앎’
이 결과적 차원에 해당한다면 ‘배움’은 과정적 차원에 해당한다. 들뢰즈의 논의에 따르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성찰은 재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과정으로서
의 ‘배움’에 해당한다. (Deleuze, G.,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 『차이와 반
복』, 민음사, 2004.)

121) 도식(schema)이란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념 또는 틀로서, 생각이나 행
동의 조직된 패턴을 일컫는다. 평소에 보던 로 상을 보는 것, 평소에 느끼던 로 
상을 느끼는 것은 기존의 도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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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소 기반 성찰에서 사유 주체는 장소를 낯설게 보고, 낯설게 느낄 수 있어

야 한다. 아래의 글을 살펴보자.

  정모씨(丁某氏)는 유자(儒者)의 조행(操行)을 로 지녀 온 집안의 후예로서 평

소부터 향리(鄕里)의 추중(推重)을 받아 왔다. 바로 그가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곳

에다 몇 칸짜리 초옥(草屋)을 마련하고서 방 안에 도서(圖書)를 빙 둘러 놓은 다음 

나무와 작약 등을 섞어서 심어 앞뒤로 그 집을 감싸게 하 다. 그런데 그의 화

원(花園)에 오래된 매화나무 세 그루가 처마 위로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가지가 

기이하게 뻗어 내려 창문을 가리며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마침내 이를 취하여 그

의 집 이름을 삼매당(三梅堂)이라고 내걸었다. 그러자 어떤 이가 이 말을 언뜻 듣

고는 의아해하며 말하기를,

  “모씨의 화원에는 온갖 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붉은색 자주색에 짙은 빛 옅

은 빛의 꽃들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피는데, 그 선명함이나 화려함의 정도

를 따져 본다면 세 그루 매화보다 필시 몇 배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집의 

편액(扁額)을 내걸면서 그런 꽃들은 그만두고 매화를 취하다니, 생각건  모씨는 

이 점과 관련하여 호오(好惡)의 감정면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

.”122)

  화원의 전체적인 화려함에 초점을 두는 객(客)의 관찰 방식이 장소를 인식하는 

기존의 도식이라면, 매화 세 그루에 초점을 둔 주인 정모씨(丁某氏)의 관찰 방식

은 장소를 인식하는 새로운 도식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식은 객에게 당혹감

을 일으키고, 이로써 해독 및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를 생산하고 있다. 인식의 방

법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장소에 한 의미 부여의 틈새가 마련된 것이다. 객의 

반응에 미루어볼 때, 장소 기반 성찰에서 장소를 관찰하여 언어로써 구체화한다

는 것은 여태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빈 ‘공간(空間)’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

리고 사유 주체는 상의 관찰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와 같은 빈 역을 확보할 

수 있다. 요컨  ‘낯설게 보기’란 곧 ‘다르게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사경은 장소에 한 관찰의 결과물이기에 기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할 수밖에 

122) 有丁某甫家世儒素。 雅爲鄕里所重。 乃卽其屛居之所。 爲草屋數楹。 環以圖書。 雜植竹樹花藥。 擁
繞前後。 有古梅三本。 高出簷楣。 幹條奇蔚。 掩映戶牖。 遂標堂名曰三梅。 人有驟聞而疑者曰。 某甫之
園。 百卉萃焉。 紅紫濃淡。 四時不絶。 計其鮮盛繁麗。 必有倍蓰於三梅者。 而堂扁之揭。 取舍乃爾。 意
某甫於此。 亦有所作好惡者歟。 (장유, 「삼매당기(三梅堂記)」, 『계곡집(谿谷集)』 권8, 이상현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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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이처럼 낯설게 보기를 통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

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에 지배되지 않음으로써 장소의 본질을 찾아내려

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즉물적 인식에 의한 장소의 구체화 

단계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이목관물(以目觀物)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전제한다.

  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

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理로 보는 것이다. 천하의 물은 

理를 담지 않은 것이 없고, 性命이 없는 것이 없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궁구한 

뒤에야 알 수 있고 성은 그것을 다한 뒤에야 알 수 있으며 명은 거기에 이른 뒤

에야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앎은 천하의 참된 앎이다. 비록 성인이라도 이것

을 지나쳐버릴 수 없으니, 이것을 지나쳐서 잃어버리면 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 

(밑줄은 인용자)123)

  소옹(邵雍)은 관물을 눈으로 보는 이목관물(以目觀物), 마음으로 보는 이심관물

(以心觀物), 이치로 보는 이리관물(以理觀物)로 분류한다. 즉물적 인식은 기본적으

로 시각에 의존하여 사물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감관을 통해 상의 형상을 보

는 이목관물에 응된다. 그러나 소옹의 분류는 ‘눈[目] ⟶ 마음[心] ⟶ 이치[理]’

의 질적 도약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124) 이때의 이목관물이란 이심관물로

의 도약을 전제하는 기초 단계로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장소 기반 성찰에서 즉

물적 인식을 통한 장소의 구체화 단계는 이목관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

도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은 자신의 거소에 관물당(觀物堂)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옹의 관물론을 인용하여 그 이름을 풀이한 바 있는데125), 이처럼 관물

123) 所以謂之觀物者, 非以目觀之也. 非觀之以目而觀之以心也. 非觀之以心而觀之以理也. 天下之
物, 莫不有理焉, 莫不有性焉, 莫不有命焉, 所以謂之理者, 窮之而後, 可知也, 所以謂之性,者, 盡
之而後可知也, 所以謂命者, 至之而後可知也, 此三知者, 天下之眞知也, 雖聖人, 無以過之也, 而
過之者, 非所以謂之聖人也. (소옹(邵雍),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노 균 옮김, 원출판
사, 2002, 185-186면.) 

124) 엄진성,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나타난 ‘이물관물(以物觀物)’」, 남  석사학위논
문, 2008, 88면; 신경훈, 「김창흡 시의 사상적 특성과 시적 형상화 연구」, 창원  박사학
위논문, 2018, 247면.

125) “사물을 보는 자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이치로 보는 것만 못하다. 만약 이치로써 관찰할 수 있으면 만물을 훤히 통찰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질 것이다.” (“觀物者觀之以目。 不若觀之以心。 觀之以心。 不若觀之以理。 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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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소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은 사물을 통한 이치 탐구, 즉 상을 

통한 성찰의 태도가 당시 지식인들에게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2) 기사(記事) : 역사적(歷史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기사(記事)란 일[事]을 기록한다[記]는 뜻이다. “사에는 종시가 있다(事有終始)”

가 있다는 『 학(大學)』의 구절을 상기할 때, ‘사(事)’란 인식의 상이 처음[始]

과 끝[終]이 있는 시간적 흐름에 귀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거기의 양

식적 요소 중 기사는 시간의 흐름을 갖춘 현실의 맥락에서 장소를 해석함으로써 

관물의 방법 중 역사적(歷史的) 인식을 구현한다. 요컨  즉물적 인식은 공간 차

원의 인식이라면, 역사적 인식은 공간의 차원에 시간의 차원이 더해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 된서리가 내리고 눈발이 흩날려 모든 꽃들이 시들어 버리는 그때, 비록 

절조(節操)를 보여 주는 소나무나 나무라 할지라도 내 동산으로 하여금 향기를 

내뿜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매화나무 세 그루가 그야말로 비로소 

준수한 자태를 선보이며 화원에 우뚝 서서 그 정채(精彩)를 발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남다른 향기와 차고도 고운 상이 내 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와 

나의 금서(琴書)에 반사(反射)되어 비치면서 곧장 사람의 마음을 한 점의 티도 없

이 맑고도 시원스럽게 해 주곤 한다. 그러고 보면 이 매화야말로 나에게 세 가지 

유익함을 제공해 주는 친구가 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126)

  즉물적 인식에서는 장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로서 사유의 

상이 되었다면, 역사적 인식에서는 장소의 관찰을 통해 생산된 ‘문제’ 내지는 의

미 부여의 ‘틈새’가 사유의 상이 된다. 예컨  「삼매당기(三梅堂記)」의 경우, 

즉물적 인식 단계에서는 삼매당의 외관이 사유의 상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能觀之以理。 則洞然萬物。” (권호문, 「관물당기(觀物堂記)」, 『송암집(松巖集)』 권5, 안정 역, 한
국고전번역원.))

126) 霜雪貿貿。 衆芳凋殞。 雖以松筠之節。 猶不能使吾園吐氣。 而三梅者乃始蜚英揚翹。 發舒精彩。 其
奇芬冷艶。 襲吾之宎𡪿而映吾之琴書。 直使人肝膽瑩澈。 一塵不染。 則茲梅者庸非吾三益友哉。 (장
유, 「삼매당기(三梅堂記)」, 『계곡집(谿谷集)』 권8, 이상현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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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로 인해 생성된 ‘매화가 이 장소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문제가 사유의 상이 된다. 이처럼 즉물적 인식에서 역사적 인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성찰이 당혹감을 일으키고 기존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problem)’ 상황

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듀이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정모씨의 집에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은 화원의 화려한 꽃들이지만, 그 ‘화려함’

으로써 집의 의미를 규정해버릴 경우 집에 하여 객이 부여하는 의미와 소유주

가 부여하는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장소를 소유한 자

에게는 장소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삼매당의 

독특성과 고유성은 바로 집에 한 주인만의 특유한 시선, 집과 관련된 주인만

의 고유한 경험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여기서 주인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 속

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서사(敍事)로서, 제기된 문제에 한 해답으로서 장소가 

해석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  장소의 의미는 장소가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무수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장소의 의미는 장소와 연결된 수많은 것들과의 관계를 토 로 

부여된다. 이에 장소 기반 성찰은 이른바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될 수 있

다. 우리는 장소를 보고 있지만, 결국 장소의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다. 장님이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에 따라 코끼리를 다르게 인식하듯, 장소의 무엇

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무수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주체

가 삶의 국면 속에서 장소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취사선택해야 함을 뜻한다.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단계는 주체가 자신의 관점에서 장소의 의

미 단서를 찾아내고자 하는 단계이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소옹의 

관물론 중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이심관물(以心觀物)에 응한다. 단, 장소 기반 

성찰이 장소에 한 사유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정련하는 행위라 할진 , 그저 연

상되는 기억이나 경험 등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성찰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

다. 장소가 삶을 정향하는 가치를 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식을 통해 장소

에 부여된 서사가 왜 장소의 본질인지에 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소

의 맥락화를 가능케 하는 이심관물은 이리관물(以理觀物)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디딤돌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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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론(議論) : 이념적(理念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장소의 관찰을 통해 발견한 의미 부여의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현실의 맥락에

서 장소의 서사를 구성하 다면, 성찰의 주체는 마지막으로 장소 해석의 단서들

을 종합하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이는 성찰의 세 기제 중 가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체로 장소의 명칭과 관련된 논설을 뜻하는 의론(議

論)을 통해 드러난다. 

  군자가 외물(外物)을 취함에 있어 눈요기만으로 만족하려 한다면야 어느 것인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진  어찌 

아무것이나 구차하게 택해서야 되겠는가.

  내 화원에 있는 꽃들로 말하면 상당히 많다고 할 만하다. 따스한 봄철에서부터 

낙엽지는 가을까지 꽃들이 연이어 피고, 요위(姚魏)와 같은 진품(珍品)으로부터 요

염한 자태를 보이다가 말 없이 스러지는 이름없는 꽃들에 이르기까지 하고많은데,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완상용(玩賞用)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

나 이들은 모두 남보다 뒤질세라 아리따운 색깔을 다투어 내면서 우로(雨露)의 자

양분을 자기 위주로만 받아먹는 꽃들에 불과한데, 체로 볼 때 색깔을 좋아하는 

것은 덕을 애호하는 이가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령 뭇 화초류와 선두를 다투지 않고 기후의 변동에 자기 지조를 바꾸

지 않은 채 맑은 향기를 내뿜어 높은 품격(品格)을 보여 주면서 곧장 고인(高人) 

운사(韻士)와 서로 어울릴 그런 꽃을 찾는다면, 우리 매형(梅兄)을 놔두고 어디에

서 따로 구하겠는가.127)

  위의 인용문에서 삼매당(三梅堂)의 주인은 세 그루의 매화[三梅]가 장소의 이름

으로 붙여진 궁극적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인식을 통해 장소에 

부여된 서사가 왜 장소의 본질인가에 관하여 해명하는 단계로서 장소 기반 성찰

의 결과적 단계에 해당한다. 객관적 존재물로서의 장소가 이치를 품고 있는 장

소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사물 인식의 세 가지 방법 중 이념적(理念的) 인식이 

127) 君子之於物也。 爲足以寓目乎則無所不可。 爲足以寓意乎則焉可苟也。 吾園之蓄富矣。 自靑陽以至
黃落。 自姚魏珍品以至妖英浪蕊。 無非可以供吾之玩賞者。 然皆止於鬪華色之艶。 私雨露之滋而已。
蓋好色非好德也。 若其不與衆卉爭先。 不以舒慘易操。 馨香標格。 直與高人韻士相稱者。 捨吾梅兄何
適哉。 (장유, 「삼매당기(三梅堂記)」, 『계곡집(谿谷集)』 권8, 이상현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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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삼매당기(三梅堂記)」에서 역사적 인식 단계와 이념적 인식 단계는 모두 장소

의 본질이 삼매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역사적 인식 단계

에서의 매화가 소유주의 고유한 경험으로서 개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념

적 인식 단계에서의 매화는 인간의 일반 삶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거기의 장소 기반 성찰은 가치의 개인적 삶의 차원에

서 특수성을, 일반적 삶의 차원에서 보편성을 두루 갖추는 의의를 지닌다. 

  소거기에서 거소는 장소 기반 성찰을 통해 삶의 정향(定向)과 관련한 가치를 

변하는 장소 내지는 그 가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거듭나게 된다. 즉 소거기의 

거소는 단순히 장소 기반 성찰의 매개 혹은 출발점으로서 객체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 자체로 가치를 품고 있는 주체로 인식된다. 때문

에 장소로부터 가치를 추출해낸다기보다는 장소 자체가 가치화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때 소거기의 장소란 거주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장소의 

가치화는 거주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단계는 소옹이 말한 관물의 마지막 단계인 

이리관물(以理觀物)을 실천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리관물은 이치로써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격물 혹은 관물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한다. 이로써 소

거기의 장소 기반 성찰은 ‘눈[目] ⟶ 마음[心] ⟶ 이치[理]’로의 질적 도약 과정을 

완수하게 된다. 

  이상으로 소거기에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제는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로서 사경(寫境)을 통해 구현

된다. 장소는 객관적 존재물로서 주체에 의해 감각적으로 관찰되며, 이때 장소의 

관찰은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기제는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로서 기사(記事)를 통해 구

현된다. 장소의 관찰을 통해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발견하 다면, 장소와 현실의 

결합을 통해 의미의 단서를 발견해야 한다. 의미의 단서는 시간의 흐름을 갖춘 

개인의 현실적 국면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서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세 번째 기제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로서 의론(議論)을 통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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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주체는 장소에 부여된 서사를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장소의 본질

을 보여주는지 해명해야 한다. 여기서 성찰의 주체는 삶을 정향하는 가치를 인

간 삶의 보편적 차원에서 밝히게 되며, 장소의 가치화는 참된 거주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議論)]

주체 ‣‣‣‣‣ 장소 ‣‣‣‣‣ 현실 ‣‣‣‣‣ 가치

즉물적 인식 역사적 인식 이념적 인식

장소의 구체화 장소의 맥락화 장소의 가치화

  이상으로 II장에서는 장소의 구성요소가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에 응됨을 확

인하 고, 각각의 양식적 요소에서 두드러지는 상 인식 방법을 관물론에 기초

하여 논함으로써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출하 다. 또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내재하고 있는 성찰의 태도를 마찬가지로 관물론에 기초하여 파악하

다. II장의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장소의
구성요소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 ⋮ ⋮
소거기의
양식요소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義論)

⋮ ⋮ ⋮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즉물적(卽物的) 
인식과

장소의 구체화

역사적(歷史的) 
인식과

장소의 맥락화

이념적(理念的) 
인식과

장소의 가치화

⋮ ⋮ ⋮
성찰의
태도

 이목관물
(以目觀物)의 극복

 이심관물
(以心觀物)의 극복

 이리관물
(以理觀物)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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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所居記) 교육의 의의

1) 문(文)의 전통 계승 및 현대 문예와의 연계성 발견

  문(文)이라고도 불리는 한문산문은 현 인의 관점에서 국문산문에 비해 접근성

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한문산문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문으로의 번

역을 요할 뿐만 아니라, 한문의 특성상 간결함의 미학을 추구하여128) 분량에 비

해 품고 있는 뜻은 심오하고 주제의 전달 또한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

자가 글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여러 번 음미하며 그 뜻을 헤아리려 노력해

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거기는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한문산문에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집 혹은 방이라는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삼기에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에 용이하다. 또한 자기표현적 성

격이 강한 글로서 필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붓 가는 로 표현하는 작품이 많아, 

여타의 한문문체에 비해 무게감이 가볍다. 따라서 소거기는 다양한 한문문체 중

에서도 ‘붓 가는 로 쓰는 글’이라는 오늘날 수필의 개념에 매우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때문에 소거기는 오늘날 학습자와 한문산문 사이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文의 전통을 계승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또한 소거기는 고전 수필의 일종으로서 일상 문예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소거기는 한문문체 중 기(記)의 하위 양식으로서, 글의 소재에 의한 

분류를 따른다. 이는 현  수필의 분류와는 사뭇 다른 체제이다. 현  수필은 글

의 무게감에 따라 경수필(미셀러니)과 중수필(에세이)로 나뉘거나, 진술 방식에 

따라 서정적 수필, 서사적 수필, 교훈적 수필, 희곡적 수필 등으로 나뉜다. 이러

한 기준은 추상적, 형식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쓸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하여 교육적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독자이자 필자로서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문학 생활을 향유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128) 심경호, 앞의 책,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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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기 양식의 분류 체제는 화원, 서화, 누정 등 구체적인 소재에서 출발한

다. 그 중에서도 소거기는 집이나 방과 같은 일상적인 장소를 소재로 한다. 이처

럼 구체적인 소재에서 출발하는 분류는 텍스트의 사고 및 표현 방식과 관련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  소거기는 

본 연구가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과 관련해 현  수필보다 유의

미한 재료가 되었다.

  이처럼 기(記)가 소재에 따라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은, 텍스트의 소재가 되는 

사물의 성격 혹은 속성이 필자들이 의미를 이끌어내는 방식에 향을 주었기 때

문이다. 예컨  사찰, 관청 등 공적인 건물에 붙이는 기문에서는 애민(愛民), 선

정(善政)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정련되기 마련이다. 반면 개인의 공간에 붙이

는 기문은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치가 정련된다. 특히 소거기의 소재가 되

는 집이나 방은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어떻게 거주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

가’의 문제와 관련된 가치를 정련하게 된다. 따라서 소거기는 여타의 기문에 비

해 성찰적 성격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요컨  현  수필의 관점에서 文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文의 관점에서 

현  수필을 보는 것은 일상 문예에 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가 고전산문교육의 관점에서 소거기를 교육의 제재로 삼는 것은 文

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  문예와 文의 연계성을 발견 및 복원하는 의의

를 지닌다.

2) 이해와 표현의 교량 확보 및 문학의 생활화

  소거기는 한문산문으로서 오늘날의 갈래 구분에 따르면 교술 문학에 해당한

다. 교술(敎述)을 한자어 그 로 풀이하면 ‘알려 주어서 주장하고[敎] 어떤 사실

이나 경험을 서술한다[述]’는 뜻이다.129) 더불어 사전적으로 교술을 ‘ 상이나 세

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장르’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면, 교

술이라는 장르는 교훈성과 객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용적 텍스트라는 뉘앙스를 

129)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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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풍긴다.

  앞서 연구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간의 고전산문교육 연구는 체로 고전

산문 텍스트를 활법(活法)의 원천으로 삼아 표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비

중을 둔다. 고전표현론의 맥을 잇는 이러한 연구들은 한문산문의 문학성, 문예성

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학적 접근이 아닌 기능적 접

근을 취한다. 이는 고전표현론의 연구가 다름 아닌 설득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역을 확보해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는 이해와 감상을 위한 교육의 제재로 문학성과 문예미를 갖춘 

텍스트가 적합하다는 교육적 입장이 투사되어 있다. 만일 교술로 포섭되는 한문

산문의 본질이 문예성보다는 실용성에 있다는 게 맞다면, 고전산문교육의 연구

는 이처럼 기능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 교육에 그 근간을 두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해와 표현을 아우르는 고전산문교육을 표방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재로 소거기를 제시한다. 이에 설(說) 양식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해와 표현 양 측면에서 소거기에 접근할 필요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소거기는 집, 방과 같이 거주하는 장소를 소재로 하는 글이다. 그리고 거주하

는 장소에 한 사유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성에 관한 가치를 정련하는 글이다. 

따라서 소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치에 하여 탐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처럼 사물의 이치에 한 탐구를 보여주는 표적인 한문문체로는 설(說)이 있

다.

  설이 상 방을 설득하여 기쁘게[열(悅)] 하는 데서 유래했음에 근거할 때, 설 

양식의 본령은 문학보다는 설득적인 성격을 지닌 산문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

다.130) 이는 설이 요내(姚鼐)의 산문문체 분류상 논변(論辯)에 속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131)

  반면 소거기가 터하고 있는 기(記) 양식은 잡기(雜記)로 분류된다. 기는 말 그

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記] 글 양식으로서, 요내는 벽에 거는 

130) 주재우(2011), 앞의 글, 13-14면.
131) 청나라의 문장가 요내(姚鼐)는 『고문사류찬(古文辭類纂』에서 산문을 논변(論辯), 서발(序

跋), 주의(奏議), 서설(書說), 증서(贈序), 조령(詔令), 전장(傳狀), 비지(碑誌), 잡기(雜記), 잠
명(箴銘), 송찬(頌讚), 사부(辭賦), 애제(哀祭)의 13류로 나누었다. (심경호, 앞의 책, 
198-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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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나 기행문 등 비교적 개인적인 문장을 잡기로 분류하 다.132) 요컨  설 

양식이든 기 양식이든 사물에 한 탐구를 보여주는 산문의 일종이라 할 때, 설 

양식이 상  혹은 독자의 깨달음을 목표로 전략적인 서술을 펼치는 글쓰기라면, 

기 양식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연스레 필자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글쓰기이다. 

이를 교술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면 설은 교(敎)에 따라 술(述)이 오는 글이고, 

기는 술(述)에 따라 교(敎)가 오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 양식은 오늘

날의 문예적 수필과 훨씬 접한 관련을 지니며, 따라서 기의 하위 장르인 소거

기 또한 문예미를 갖춘 감상의 제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소거기는 표현 교육의 차원에서도 성찰적 글쓰기와 관련한 지침을 제

공할 수 있다. 비록 장르적 규범성이 낮기는 하지만 소거기는 기사(記事), 사경

(寫境), 의론(議論) 등의 양식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뚜렷하다. 따라서 성찰적 내용 생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성찰적 글

쓰기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소거기는 집이나 

방에 걸어두고 그 의미를 곱씹는 글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가치에 

한 깊이 있는 탐구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소거기는 일상 공간이라는 익숙한 소재에 관한 글이기에, 학습자가 문학

과 생활의 긴 성을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학습자가 몸소 느끼도록 함으로써 문학의 생활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소거기는 자신의 공간에 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간에 

한 글쓰기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료 학습자들이 서로의 공간에 해 써보는 것

도 유효하다. 예컨  자신의 공간에 이름을 붙인 뒤 그 이름을 동료 학습자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수용과 생

산이 상호작용하는 문학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132) 위의 책,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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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거기(所居記)에서의

장소 기반 성찰과 그 형상화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인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議論)은 각각 장소에 

한 즉물적 인식, 역사적 인식, 이념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방법은 각각 장소의 구체화, 장소의 맥락화, 장소의 가치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

인하 다. 이에 III장에서는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역사적 인식

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를 분석의 기틀로 

삼아, 소거기에서 장소 기반 성찰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133)

1. 즉물적(卽物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양상

  먼저 즉물적 인식과 관련해 감각, 인지, 정서의 차원에서 장소의 구체화 양상

을 살펴볼 수 있다. 즉물적 인식의 기본은 주체가 감관을 통해 상의 형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 기반 성찰에서 즉물적 인식의 핵심은 시각적 차

원의 이목관물(以目觀物)을 극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즉물적 인식이란 

그저 시각 차원의 인식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을 판에 박힌 방식으로 재인(再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감각들

을 생성하면서 상에 감응(感應)해야 한다는 들뢰즈(Deleuze)의 논의를 받아들

인다면,134) 명확히 말해 주체는 즉물적 인식을 통해 상을 ‘본다’기보다는 ‘느

133) III장은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로 그 형상화 양상을 논한바, 부득이하게 하나의 소거
기 텍스트에서 하나의 형상화 양상만을 살폈다. 그러나 이는 장소 기반 성찰의 양상을 범
주화할 필요에 따라 분석 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초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일 
뿐,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예컨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의 경우, 하나의 소거기 텍스트에서 감각적 구
체화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인지적 구체화와 정서적 구체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
다. 이는 감각과 인지, 정서가 한 번에 하나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
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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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느낀다’고 할 때, 그 차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sense’ 차원의 감각적 느낌이다. 이는 시각을 비롯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五感)을 의미한다. 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시각에 지배되지 않는 가장 기

본적인 방법은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find’ 차원의 

인지적 느낌이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주체 스스로 확인

하는 상위인지와 관련된다. 예컨  장소와 장소를 비교함으로써, 또는 타인의 인

식과 나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셋째는 ‘feel’ 차원의 정서적 느낌이다. 주체가 상을 통해 느끼는 기

쁨, 슬픔 등의 주관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텍스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양상은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 ‘비교와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분위

기의 투 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

  즉물적 인식에서 장소는 자아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존재물로서 파악된다. 

장소의 물리적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시각을 활용하

는 것이다. 시각적 수용의 결과는 텍스트에서 묘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는 사경(寫境)이다. 묘사란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장소를 묘사한다는 의미의 사경 또한 기본적으로 시

각에 의존하는 사물 인식을 보여준다. 

  소옹이 눈을 통한 관물, 즉 이목관물(以目觀物)을 관물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언급한 것은 시각적 인식이 복잡한 사고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은 인간

이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직관적인 통로이다. 때문에 시각에 의한 인식은 어떤 

인지적인 조율을 거치지 않고서야 새로운 의미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존의 

인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134) 김재춘 · 배지현, 『들뢰즈와 교육: 차이생성의 배움론』, 학이시습, 2016,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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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의 형상 파악을 기본적 목적으로 삼는 즉물적 인식에

서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이목관물이 주된 인식의 경로가 될 수밖에 없다. 동시

에 즉물적 인식이 장소 기반 성찰에서 의미 생성의 발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목관물의 극복을 지향해야 한다. 시각은 감각(sense)의 하나임을 유념할 때, 

시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사

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글을 살펴보자.

  석릉자(石陵子)가 미수(渼水) 가의 파손된 집을 구해 수리하고서 거기에 거처하

다. 집은 본디 사랑방이 없었는데 중문(中門) 오른쪽에 기둥 셋을 세우고 그 반

을 벽을 치고 방을 만들었다. 흙을 발라 놓긴 했지만 잘 고를 틈이 없고 나무는 

톱질은 했어도 패로 다듬을 겨를이 없었다. 기와, 벽돌, 섬돌, 주춧돌, 금속, 철

재 등 집에 부속되는 것은 일체의 비용을 덜고 일을 빨리 하여 화려하고 견고한 

것은 꾀할 겨를이 없었다. 터는 우뚝하고 처마는 나지막하게 위로 들려 있고 창

문 하나에는 종이를 발라 울타리를 겸해 놓아, 바라보면 마치 높은 나무에 지어 

놓은 새집처럼 간들간들 떨어질 것만 같다.

  일하는 자가,

  “바깥 문을 만들지 않으면 바람 때문에 고생할 것입니다.”

하여, 석릉자가 그러겠다고 하 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미처 하지 못하 다. 매번 

바람이 서남쪽에서 불어와서 언덕과 골짜기를 진동시키고 숲의 나무를 흔들며 모

래와 먼지를 날리고, 파도를 일으켜 강으로 곤두박질쳐 동쪽으로 나갈 때는, 창을 

치고 문설주를 스쳐 책상을 흔들고 자리에까지 불어와서 방구석까지 언제나 소

슬하게 소리가 난다. 이것은 마치 손백부(孫伯符), 이아자(李亞子)가 백만의 군사를 

이끌고 광 한 벌판에서 전쟁을 벌여 성 하나와 보루 하나로 그 공격을 막은 것

과 같으니, (…) 이름하기를 풍서(風棲)라 하 다.135)

  위의 글은 김매순(석릉자)이 자신의 집에 붙인 글이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 재

료조차 제 로 다듬지 못하고 집을 얼기설기 급하게 지은 정황이 나타난다. 이

135) 石陵子旣廢。 得破屋於渼水之上。 葺而居焉。 屋故無外寢。 卽中門之右。 起堂三楹。 壁其半爲室。 土
脫於鏝而不暇勻也。 木脫於鋸而不暇澤也。 瓦甓磉礎金鐵之攻。 凡附於堂者。 一切取費省功。 遄華與
牢。 皆不暇謀也。 址突而嶤。 簷矮而攐。 紙一牕以攝垣籬。 望之若鳥棲于高樹之上。 裊裊然欲墮也。
役者曰。 不設外閤。 將困於風。 石陵子善其計。 亦以時詘不暇焉。 每風從西南來。 振動崖谷。 掀簸林
樾。 揚沙塵激波浪。 倒江而東也。 排櫎掠棖。 撼几殷席。 窔奧之間。 常瑟然有聲。 如孫伯符。 李亞子
擁百萬之衆。 有事于漭蕩之野。 孤城單堡。 (…) 命之曰風棲。 (김매순, 「풍서기(風棲記)」, 『여한십
가문초(麗韓十家文鈔)』 권9, 이한조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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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람이 마치 전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집에 세게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필

자는 시각, 촉각, 청각 등의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집의 허름한 모양새이나, 

다양한 심상을 활용함으로써 집의 모양새보다는 견고하지 못한 구조로 인하여 

바람이 드나드는 집의 속성을 두드러지게 하 다. 이처럼 다양한 심상을 활용할 

경우, 가시적 요소와 비가시적 요소를 모두 표현함으로써 장소를 더욱 입체적으

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사용된 다양한 심상들은 모두 필자가 집의 주

요 특성으로 선택한 ‘바람’을 구심점으로 하여 종합되고 있다. 즉 텍스트의 의미

를 구성하는 데 있어 복합적 심상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

각이나 장소의 다양한 특성을 그저 산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되

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관된 질서를 갖추어야 한

다.

  한편 소거기에서 거소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해 

지어진다. 그런데 다양한 심상으로써 구체화된 김매순의 집은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 집의 구실조차 제 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이처럼 바람이 집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매순은 아이러니하

게도 자신의 집에 바람이 드는 집[風棲]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를 읽는 

독자들로서는 왜 바람으로 집에 이름을 붙 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부

정적으로 생각될 만한 요소를 자세히 묘사해 놓고 이를 집의 이름으로 사용함으

로써 의미를 생성할 역이 확보된 것이다.136) 이는 ‘집’이라는 장소가 삶에 있

어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곳임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장소를 구체화한 또 하나의 예로는 정약용의 「서향묵

미각기(書香墨味閣記)」가 있다.

  누각이 이루어지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못난 자제들이 부형(父兄)의 관직을 따라오게 되면 오로지 색(色)과 음식에 빠

져서 화장한 여자를 가까이하여 그 향내를 맡으며,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 그 

맛을 즐기는데, 이와 같은 자는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연못과 누각이 이루어졌으

136) 이에 후략된 부분에서는 김매순이 여기저기 깃드는 바람의 속성에 기반하여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정련하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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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거처하여라. 내가 올 때에 두 수레에 책을 싣고 왔으니, 

너희들이 시 에 올려 놓아라. 안미(顔米)의 여러 서첩(書帖)을 가지고 왔으니, 너

희들은 임서(臨書)를 해보아라. 책에는 향기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 향기를 맡고, 

먹에는 맛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맛보아라.”

하고는 그 누각에 이름짓기를 ‘서향묵미(書香墨味)’라 하 다. 연못 주변에는 꽃나

무를 많이 심어서 서향(書香)을 돕도록 하 으며, 벽에는 행서(行書)와 담묵화(淡墨

畫)를 걸어 묵미(墨味)를 돕도록 하 다.137)

  위의 글은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 부사 시절 관아를 짓고 남은 재료로 두 아들

이 거처할 누각을 만든 후 쓴 글이다. ‘서향묵미각(書香墨味閣)’이라는 집의 이름

에서도 확인되다시피, 정약용은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香], 미각 등[味]의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누각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비록 묘사가 상세하지는 않으나, 

서향과 묵미를 비롯한 연못, 꽃나무, 행서, 담묵화 등의 다양한 요소가 일관된 

의미로 수렴됨으로써 누각이 학문에 매진하는 장소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일관된 의미를 구성할 경우, 시각적으로 장소를 세세하게 묘사

한 것보다도 오히려 입체적으로 장소를 구체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풍서기」와 「서향묵미각기」는 즉물적 인식에 따라 장소를 구체화할 때, 얼마

나 상세하게 관찰하느냐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중요함

을 보여준다. 즉 즉물적 인식 수준에서 장소는 얼마나 많은 것을 표현할 것인가

의 양적 차원보다도, 관찰한 요소들을 어떤 방향으로 수렴시킬 것인가의 질적 

차원에서 구체화되어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137) 閣旣成。 召二子而告之曰。 不肖子弟。 隨父兄之官者。 唯色與食。 是溺是嗿。 親近脂粉而嗅其香澤。
飫厭膏粱而玩其旨味。 如是者豕而已矣。 池閣旣成。 汝其居之。 我之來也。 載書二車。 汝其庋之。 携有
顏米諸帖。 汝其臨之。 書之有香。 汝其嗅之。 墨之有味。 汝其玩之。 於是名其閣曰書香墨味。 池邊多植
花木。 以助書香。 壁上徧題行書澹畫。 以助墨味。 (정약용, 「서향묵미각기(書香墨味閣記)」, 『여유
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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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와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1) 비교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시각 외의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시각에의 함몰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비단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또한 물리적으로 감

각(sense)되는 차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목관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

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로부터는 시각을 포함한 감각에의 함몰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소거기에서 장소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감각 차원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떻게 상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find] 한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주체 스스로 확인하는 상위인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지적 차원의 즉물적 인

식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비교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  상이 되는 장소에 한 인식 방법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상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

다. 장유의 「삼매당기(三梅堂記)」에서 객이 던진 질문을 다시 살펴보자.

  “모씨의 화원에는 온갖 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붉은색 자주색에 짙은 빛 옅

은 빛의 꽃들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피는데, 그 선명함이나 화려함의 정도

를 따져 본다면 세 그루 매화보다 필시 몇 배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집의 

편액(扁額)을 내걸면서 그런 꽃들은 그만두고 매화를 취하다니, 생각건  모씨는 

이 점과 관련하여 호오(好惡)의 감정면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

.”138)

  앞서 장소의 구체화의 핵심은 장소를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

니라, 장소의 본질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음

을 확인하 다. 마찬가지로 위의 인용문에서 객이 던진 질문은 장소를 관찰하는 

138) 某甫之園。 百卉萃焉。 紅紫濃淡。 四時不絶。 計其鮮盛繁麗。 必有倍蓰於三梅者。 而堂扁之揭。 取舍
乃爾。 意某甫於此。 亦有所作好惡者歟。 (장유, 「삼매당기(三梅堂記)」, 『계곡집(谿谷集)』 권8, 이
상현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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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효과를 지닌다.

  객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되는 화원의 화려함에 초점을 두고 장소를 인식하

는 반면, 모씨는 소박한 매화 세 그루에 초점을 두고 장소를 인식한다. 이에 모

씨는 “군자가 외물(外物)을 취함에 있어 눈요기만으로 만족하려 한다면야 어느 

것인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진

 어찌 아무것이나 구차하게 택해서야 되겠는가.”139)라는 말로 객을 나무라며 

매화로써 집에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한다.

  화원은 꽃을 감상하기 위한 장소라는 점에서, 객의 장소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장소 기반 성찰의 관점에서 보면 객의 인식은 시각이라는 

감각에 매몰된 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제

기하지 않고 기존의 인식을 그 로 답습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답 과정은 객으로서는 자신의 인식적 

한계를 자각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인식 비교는 주체가 기존의 인식을 자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인

식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삼매당기」에서 하나의 장소에 한 두 사람의 인식이 비교된다면, 정약용의 

「부암기(浮菴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장소 간의 비교가 나타난다. 나산 처사(羅

山處士) 나공(羅公)은 정약용의 암자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음을 보고 아래와 같

이 의문을 제기한다.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꽃과 약초가 나뉘어 벌려 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

러 있으니, 세상의 근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그러나, 지금 그 는 귀

양 온 사람이므로 주상께서 사면(赦免)하여 환향(還鄕)케 할 것이니, 사면하는 글

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 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것인데, 또 무엇 때문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를 심으며, 샘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도랑을 

만드는 등 이처럼 구원(久遠)한 계획을 세우는가. 내가 나산(羅山) 남쪽에 암자를 

세운 지 30여 년이 다 되며 거기에서 사당을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네. 그런데

도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얽어맸으며, 정원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네. 수시로 구차스레 보수(補修)만을 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139) 君子之於物也。 爲足以寓目乎則無所不可。 爲足以寓意乎則焉可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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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혹은 떠서 동

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그치며 떠서 갔다

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다니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자신에 

호(號)하기를 부부자(浮浮子)라 하고 집은 이름하여 부암(浮菴)이라고 하 네.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랴. 자네의 일은 지금 내게 의혹이 되네.”140)

  나공은 인생이 떠다닌다는 이유로 집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다. 반면 정약용

은 귀양을 온 처지인지라 언제 떠나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암자를 정성스레 

관리한다. 나공의 집이나 정약용의 집이나 똑같이 거주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

고 그 모습이 조되고 있다.

  나공은 정약용의 집을 보고 난 후로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관련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장소의 조적 형상이 나공과 정약용이 삶을 하는 삶을 

하는 조적 방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나공은 ‘떠다님’을 부정적으로 해

석하여 삶을 부질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후략된 부분에서 정약용은 ‘떠다

님’을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삶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떠다님’이라는 

삶의 근본적 속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삼매당기」와 유사하게, 정약용과 나공의 문답은 나공으로 하여금 기

존의 인식을 자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

다. 

  이처럼 장소의 모습이 삶의 방향성과 관련한 가치론적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

어지는 것은 거주 장소의 물리적 형상마저도 삶을 정향하는 가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집이라는 일상의 장소가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적 출

발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40) 美哉斯菴。 花藥分列。 泉石映帶。 无悶者之攸居也。 雖然今子遷謫之人。 主上旣赦之。 使還鄕。 赦書
今日至。 明日子不在此。 又何爲蒔花種藥。 沼泉渠石。 爲如是久遠計也。 我菴于羅山之陽。 今且三十餘
年。 廟祏安焉。 子孫長焉。 然揷之以樸斲。 縛之以朽索。 園圃不治。 蓬藋蓊然。 苟且牽補。 朝不慮夕。
若是者何也。 爲吾生浮也。 或浮而之東。 或浮而之西。 或浮而行。 或浮而止。 浮而往浮而還。 其浮方未
已也。 是以號其身曰浮浮子。 而名其室曰浮菴。 吾猶若是。 況於子乎。 子之事。 吾玆惑焉。 (정약용, 
「부암기(浮菴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3,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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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소거기에서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서도 그 형상을 구체화하는 양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로 은유를 활용하여 장소의 형상 혹은 속성을 드러내

는 방법이다. 은유를 통한 장소의 구체화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공통점에 한 

의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은유를 통한 장소의 구체화 또한 인지적 차원의 구

체화에 해당한다. 요컨  은유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친숙한 사물로 이해

하려는 인지적 기제가 언어화된 것이다.141) 은유를 통해 장소를 구체화할 경우 

장소가 상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지만, 필자가 장소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누에치는 집에 몇 종류의 잠박(蠶箔)이 있는데, 큰 것은 면적이 넓어 잠실(蠶室)

의 끝까지 닿고, 작은 것은 잠실의 4분의 1 정도이다. 간혹 잠실을 정(井) 자 모

양으로 9등분하여 그 중 한 부분에 잠박을 놓았으나, 누에들은 좁은 상자에서도 

오히려 편안히 지내며 여유 있게 살아간다. 지나가면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큰 

잠박을 보고는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고, 좁은 상자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는 빙긋이 비웃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현부인(賢夫人)이 좋은 뽕잎으로 

법에 따라 먹이면, 세 번 자고 세 번 깨어나서 성숙한 뒤에는 실을 토해내어 고

치를 만들고 사람들은 이 고치를 켜 실을 만드니, 조그만 잠박의 누에라도 큰 잠

박의 누에와 다름이 없다.

  아, 어찌 누에만 그러하겠는가. 세계도 다 잠박이다. 하늘이 백성을 여러 섬에 

퍼져 살게 한 것은 누에치는 아낙이 누에를 여러 잠박에 펴놓은 것과 같다. (…) 

진실로 박학군자(博學君子)가 있어 옛날 전적(典籍)을 많이 읽은 뒤에 법(法)에 따

라 가르치면, 경전(經典)의 뜻을 변석(辨析)하게 될 무렵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사람과도 어울리며 나아가서는 성인(聖人)도 되고 현인(賢人)도 되며, 문장학

(文章學)을 익힐 수도 있고 경세학(經世學)을 익힐 수도 있을 것이니, 조그만 섬의 

백성들도 큰 섬의 백성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나의 형님 손암 선생(巽菴先生 손암은 정약전(丁若銓)의 호)께서 흑산도(黑山島)

에서 귀양살이한 지 7년이다. 어린아이들 여섯 명이 형님을 따라 서사(書史)를 

배웠는데, 얼마 후 초가집 두어 칸을 짓고 사촌서실(沙村書室)이라고 방(榜)을 써

서 달았다. 그리고 나를 불러 기(記)를 지으라고 하기에 누에치는 잠박으로 비유

141) 정혜승, 앞의 글, 203면.



- 75 -

하여 아뢴다.142)

  위의 글은 정약용이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 귀양살이를 하며 지은 집에 붙인 

글이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귀양살이한 지 7년 만에 초가집을 지어 놓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치자, 정약용은 집의 의미를 누에치는 잠박에 비유하여 서

술하고 있다. 비록 집의 외양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유한 내용

으로 말미암아 정약용이 집의 어떤 속성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지

가 명확히 드러난다. 

  정약전이 사는 흑산도는 작은 섬이고, 그곳에 지은 서실마저 초가집 두어 칸

에 불과하다. 그러나 좁은 상자에서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누에와 같이, 흑산도

에 사는 정약전과 어린아이들은 그저 작은 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큰 욕심 없

이 편안히 지내는 모양이다. 요컨  정약용은 교육을 누에 치는 것에 비유하면

서, 비록 작은 섬 흑산도의 초라한 집에서 배우고 있을지라도 그 배움은 큰 섬 

내지는 육지에서의 배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한 정약용 자신의 신념을 드러냄과 함께 흑산도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당시의 교육이 한양과 그 주

변의 양반에게만 집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위의 글은 흑산도와 같은 변두리 지

역은 물론 그러한 지역의 서민층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

다는 사회비판적 주장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소거기는 개인의 거처에 

붙이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

시켜 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은유적 구도를 활용하여 장소의 형상 및 속성을 드러낸 또 다른 글로는 박지

원의 「소완정기(素玩亭記)」가 있다.

142) 蠶之家有數箔。 大者廣輪終室。 其小者四分室之一。 或井其室而占其一。 有箔焉以之安於笲。 恢恢
乎其有餘地也。 過而視之者。 視其大。 莫不豔慕。 視其安於笲者。 莫不辴然一哂。 然使賢婦人得沃葉。
飼之以法。 至其三眠三起而熟。 吐絲爲繭。 繅繭爲縷。 小箔之蠶。 無以異乎大箔之蠶也。 嗟乎。 豈唯蠶
爲然。 世界皆箔也。 天之布民於諸島。 猶蠶婦之布蠶於諸箔也。 (…) 然苟有博學君子。 多蓄古典籍。 敎
之以法。 及其離經辨志。 敬業樂羣。 因之爲聖爲賢。 爲文章爲經世之學。 小島之民。 無以異乎大島之民
也。 余兄巽菴先生謫居黑山之七年。 有童子五六人。 從而學書史。 旣而構艸屋數間。 榜之曰沙村書室。
詔余爲之記。 遂設蠶箔喩以告之。 (정약용, 「사촌서실기(沙村書室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3,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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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完山) 이낙서(李洛瑞)가 책을 쌓아둔 그의 서재에 ‘소완(素玩)’이라는 편액

을 걸고 나에게 기(記)를 청하 다. 내가 힐문하기를,

  “무릇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지만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인가? 보이는 

것이 모두 물이라서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 낙서 

자네의 책이 마룻 까지 가득하고 시 에도 꽉 차서 앞뒤 좌우가 책 아닌 것이 

없으니, 물고기가 물에 노는 거나 마찬가지일세. 아무리 동생(董生)에게서 학문에 

전념하는 자세를 본받고 장군(張君)에게서 기억력을 빌리고 동방삭(東方朔)에게서 

암송하는 능력을 빌린다 해도, 장차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을 터이니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자, 낙서가 놀라며,

  “그렇다면 장차 어찌해야겠습니까?”

하 다. 내가 말하기를,

  “자네는 물건 찾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앞을 바라보면 뒤를 놓치고, 왼편을 

돌아보면 바른편을 빠뜨리게 되지. 왜냐하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어 제 몸과 물

건이 서로 가리고, 제 눈과 공간이 너무 가까운 때문일세. 차라리 제 몸을 방 밖

에 두고 들창에 구멍을 내고 엿보는 것이 나으니, 그렇게 하면 오로지 한쪽 눈만

으로도 온 방 물건을 다 취해 볼 수 있네.”143)

  물고기는 물을 볼 수 없다는 박지원의 비유로 미루어보건  이서구(이낙서)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소(素)’란 흰 바탕의 편지나 책을 뜻한다. 

그렇다면 장서가(藏書家)로 유명했던 이서구는 본디 서재에 가득한 책을 완상(玩

賞)한다는 의미에서 ‘소완(素玩)’이란 이름을 붙 을 것이다.144) 그런데 박지원은 

책이 빽빽이 들어찬 서재를 보며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 토 로 과유불급(過猶不

及)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소(素)’는 흰 바탕의 편지나 책을 뜻한다기도 하지만 

텅 비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박지원은 ‘소완(素玩)’이라는 서재 이름에 하여 지

143) 完山李洛瑞。 扁其貯書之室曰素玩。 而請記於余。 余詰之曰。 夫魚游水中。 目不見水者。 何也。 所見
者皆水。 則猶無水也。 今洛瑞之書盈棟而充架。 前後左右無非書也。 猶魚之游水。 雖效專於董生。 助記
於張君。 借誦於東方。 將無以自得矣。 其可乎。 洛瑞驚曰。 然則將奈何。 余曰。 子未見夫索物者乎。 瞻
前則失後。 顧左則遺右。 何則。坐在室中。 身與物相掩。 眼與空相逼。 故爾莫若身處室外。 穴牖而窺之。
一目之專。 盡擧室中之物矣。 (박지원, 「소완정기(素玩亭記)」, 『연암집(燕巖集)』 권3, 신호열ㆍ김
명호 역, 한국고전번역원.)

144) ‘소(素)’는 흰 바탕의 편지나 책을 의미한다. 애초에 이서구는 책들을 완상(玩賞)한다는 
뜻으로 방에 이 이름을 붙 을 것이다. 그런데 ‘소(素)’에는 ‘텅 비었다’라는 뜻도 있으므
로, 박지원은 이 뜻을 취하여 마음을 비우고 외물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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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들어찬 것은 텅 빈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부터 독서의 본질은 그저 책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담담

하게 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박지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촌서실기(沙村書室記)」에서 정약용이 든 잠박의 비유와, 「소완정기(素玩亭

記)」에서 박지원이 든 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모두 상이 되는 장소를 초점적으

로 형상화하면서 장소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로써 독자 내지 청자로 하여금 자

연스럽게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도록 하며, 또 텍스트가 매끄럽게 장소의 의

미에 한 해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은유를 통한 장소의 구체화가 

상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의 산물임을 암시한다.

3) 분위기의 투영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을 판에 박힌 방식으로 재인(再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감각들을 생성하면서 상에 감응(感應)해야 한다는 들뢰즈

(Deleuze)의 논의를 수용할 때,145) 즉물적 인식이란 정서 차원의 느낌[feel]까지

도 포함하는 인식이다. 정서 차원의 느낌은 주체가 상을 통해 느끼는 기쁨, 슬

픔 등의 주관적 감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소를 구체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인 느낌 혹은 긍정적인 느낌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체화된 장소에 정서적 음조를 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 렴수재(晝永簾垂齋)는 양군 인수(梁君仁叟)의 초당(草堂)이다. 집은 푸른 벼

랑 늙은 소나무 아래 있었다. 모두 여덟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안쪽을 칸으로 

막아 깊숙한 방을 만들었으며 창살을 성글게 하여 밝은 마루를 만들었다. 드높이

어 층루(層樓)를 만들고, 아늑히 하여 협실(夾室)을 만들었으며,  난간으로 두르

고 띠풀로 지붕을 이었으며, 바른편은 둥근 창문이요 왼편은 교창(交窓)을 만들었

다. 그 몸체는 비록 크잖으나 오 조  갖출 것은 거의 갖추어졌으며 겨울에는 

밝고 여름에는 그늘이 졌다. 집 뒤에는 여남은 그루의 배나무가 있고  사립 안

145) 김재춘 · 배지현, 앞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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팎은 모두 묵은 은행나무와 붉은 복숭아나무요, 하얀 돌이 앞에 깔려 있다. 맑은 

시냇물이 소리 내며 급히 흐르는데, 먼 샘물을 섬돌 밑으로 끌어들여 네 귀가 번

듯한 연못을 만들었다.

  양군은 본성이 게을러 들어앉아 있기를 좋아하며, 권태가 오면 문득 주렴을 내

리고, 검은 궤(几) 하나, 거문고 하나, 검(劍) 하나, 향로 하나, 술병 하나, 다관(茶

罐) 하나, 옛 서화축(書畵軸) 하나, 바둑판 하나 사이에 퍼진 듯이 누워 버린다. 

매양 자다 일어나서 주렴을 걷고 해가 이른가 늦은가를 내다보면, 섬돌 위에 나

무 그늘이 잠깐 사이에 옮겨 가고, 울 밑에 낮닭이 처음 우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궤에 기 어 검을 살펴보고, 혹은 거문고 두어 곡을 타고 술 한 잔을 홀짝거려 

스스로 가슴을 트이게 하거나, 혹은 향 피우고 차 달이며, 혹은 서화를 펼쳐 보기

도 하고 혹은 옛 기보(碁譜)를 들여다보면서 두어 판 벌여 놓기도 한다. 이내 하

품이 물이 려오듯 나오고 눈시울이 처진 구름처럼 무거워져 다시 또 퍼져 누

워 버린다. 손이 와서 문에 들어서면, 주렴이 드리워져 고요하고 낙화가 뜰에 가

득하며 처마 끝의 풍경은 저절로 울린다. 주인의 자(字)를 서너 번 부르고 나서야 

일어나 앉는데, 다시 나무 그늘과 처마 그림자를 바라보면 해가 여전히 서산에 

걸리지 않았다.146)

  박지원의 「주 렴수재기(晝永簾垂齋記)」 의론을 배제한 채 오직 장소의 정경만

을 묘사한 사경 중심의 소거기이다. 즉물적 인식이 주가 되고 역사적 인식 및 

이념적 인식으로의 도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소 기반 성찰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정서적 구체화를 통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위의 글은 소유주인 양인수와 더불어 집의 모습을 마치 장면을 느리게 재생하

듯이 그려낸다. 집의 이름 또한 ‘긴긴 낮에 주렴이 드리워진 집[晝永簾垂齋]’이

다. 한가로운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는 한가함 혹은 게으름으로써 일관된 의미를 

146) 晝永簾垂齋。 梁君仁叟草堂也。 齋在古松蒼壁之下。 凡八楹。 隔其奧。 爲深房。 踈其欞。 爲暢軒。 高
而爲層樓。 穩而爲夾室。 周以竹欄。 覆以茅茨。 右圓牖。 左交窓。 軆微事備。 冬明夏陰。 齋後有雪梨十
餘株。 竹扉內外。 皆古杏緋桃。 白石鋪前。 淸流激激。 引遠泉入階下。 爲方池。 梁君性懶而好深居。 倦
至輒下簾。 頹然臥乎烏几一琴一劒一香爐一酒壺一茶竈一古書畵軸一碁局一之間。 每睡起。 揭簾看日
早晏。 則階上樹陰乍轉。 籬下午鷄初唱矣。 於是乎據几看劒。 或弄琴數引。 細吸一盃。 以自暢懷。 或點
香烹茗。 或展觀書畵。 或棋按古譜。 擺列數局已焉。 久來如納潮。 睫重若垂雲。 復頹然而臥。 客至入
門。 則簾垂寂然。 落花滿庭。 簷鐸自鳴。 字呼主人三四聲。 然後起坐。 復觀樹陰簷影。 則日猶未西矣。
(박지원, 「주 렴수재기(晝永簾垂齋記)」, 『연암집(燕巖集)』 권10 별집, 신호열ㆍ김명호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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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위의 글은 독자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한 무리의 독자들은 위의 글로부터 한가로움, 여유로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발견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위의 글은 한가함의 가치를 보여주는 글로 

볼 수 있다. 양인수에게는 딱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나 고민이 없어 보인다. 

바쁜 현 인들에게 양인수의 삶은 동경할 만한 삶일지도 모른다. 양인수가 게으

름을 참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바쁨 속에서 누리는 한 조각의 한가함

이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무리의 독자들은 위의 글로부터 권태로움과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텍스트로 미루어볼 때 주 렴수재의 주인인 양인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

고 능력도 있으며 고상한 취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양인수는 조선조 내

내 벼슬에서 배제되었던 개성 출신의 양반으로서, 자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루 내내 시간을 죽이는 듯한 양인수의 모습

은 한가하다 못해 무기력하다. 그렇다면 양인수는 애초에 게으른 사람이었다기

보다는 자신을 써주지 않는 세상에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른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의 글은 할 일이 없는 것이 할 일이 많은 것보다 

훨씬 괴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글이 된다. 이처럼 정서적 구체화는 장소에 분

위기적인 명암을 드리움으로써 의미 해석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약용의 「반학정기(伴鶴亭記)」에서는 정서적 구체화를 통해 해석의 방향이 조정

되는 과정이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나는 예천(醴泉)에 도착하는 날로 관(館)ㆍ해(廨)ㆍ정(亭)ㆍ누(樓)의 제도를 살펴

보고, 정각(政閣)의 동쪽에 폐허가 되어 버린 정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자 아

래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어 사방으로 넓이가 수십 보나 되었는데, 모두 섬돌로 

되어 있었다. 연못 주변에는 향기로운 온갖 화초가 많이 심어져 있고 둥그런 울

타리로 둘려 있었는데,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 정각(政閣)으로 통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정자 뒤에는 키 큰 나무와 높이 솟은 나무들이 많았다. 모든 창마다 

붉은 색과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칠해졌으며, 버려진 지가 오래되었다. 주위 사람

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정자에는 귀신이 살아서 혹 병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놀라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 다. 내가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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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이니, 내 마음에 귀신이 없으면 귀

신이 어찌 스스로 올 것인가.”

하고, 그 다음날 나는 아버지를 뵙고 말씀드리기를,

  “반학정(伴鶴亭)은 그윽하고 조용하여 독서를 하고 시를 지을 만한 곳입니다. 

정각과의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빙 둘러 담으로 막혀 있어서 송옥(訟獄)하는 소

리도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자제(子弟)가 처할 만한 곳입니다. 오늘 닦아내고 쓸

어낸 뒤에 침상과 이불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니, 아버지께서

  “네가 하고 싶은 로 하라.”

하셨다.

  내가 이 정자에 살게 되면서 글을 짓다가 여가가 많으면 책을 보는 데에만 뜻

을 두었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들보에서 읊조리고 계단을 걸어다닌다’

는 것은 고요할 정도로 다시는 소리나 흔적이 없었다. 늘 밝은 달이 물에 비쳐 

그윽한 달빛이 문안으로 들어오고 나무 그림자가 너울너울 움직이며 꽃향기가 코

를 찔 다.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고 남는 시간은 이리저리 마음 내키는 로 거

닐고 경적(經籍)을 애써 읽는다. 저포(樗蒲)나 장기, 그리고 노래하는 아이와 춤추

는 계집과 같이 사람의 마음과 눈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은 소문(小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 으니,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내 마음속에 즐거운 것을 써서 반학정기(伴鶴亭記)

로 삼는다.147)

  반학정(伴鶴亭)은 예천군수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와 정약용이 책을 읽던 곳

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지만 버려져 있던 정자로, “귀신이 살아서 혹 병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놀라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폐허가 되

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세간의 소문은 반학정(伴鶴亭)을 이름과는 달리 귀

신이 사는 음산한 공간으로 치부하고 있다.148) 이러한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반

147) 余至醴泉之日。 則巡視館廨亭樓之制。 於政閣之東。 得一廢亭。 亭下有小池。 方數十步。 皆石砌。
池邊多植花卉羣芳。 環以曲墻。 唯有小門一。 以抵政閣。 亭後多脩竹高林。 房櫳牕牖。 皆施丹碧。 顧
廢棄有年。 詢其故。 曰亭有鬼。 處之或得疾。 不然驚怖失寐。 所以廢也。 余曰鬼者唯人所召。 苟吾心無
鬼。 鬼安得自來哉。 厥明日。 謁家君而告之曰。 伴鶴亭幽深靜僻。 可以讀書。 可以賦詩。 距政閣有間。
障以繚垣。 不聞訟獄之聲。 眞可以處子弟也。 今日將修掃而移牀褥矣。 家君曰唯汝之所欲。 余旣處是
亭。 筆墨多暇。 佔畢唯意。 而所謂嘯於梁步於階者。 寂然不復有聲跡。 每明月照水。 幽光入戶。 樹影婆
娑。 花香觸鼻。 定省之餘。 得消搖自適。 劬心經籍。 凡摴蒱象棋歌兒舞女。 有可以迷人心目者。 令不得
入小門一步。 此可以不貽親以憂也。 遂書余心之所樂。 以爲伴鶴亭記。 (정약용, 「반학정기(伴鶴亭
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3,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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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로 묘사되어야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정약용은 버려진 조용한 정자를 세간의 통념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

임으로써 정자를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전환, 자기 수양의 공간으로 격상시

키고 있다. ‘버려짐’과 ‘조용함’이라는 속성 이면의 긍정적 가치를 포착함으로써 

장소에 한 해석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고

요하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반학정에 한 정약용

의 예찬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앞서 「풍서기」에서는 바람 때문에 위태로운 집의 모습을 묘사해놓고 정작 바

람으로 집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의미 생성의 역을 확보하 다. 그와 유사하게 

「반학정기」에서는 정자에 한 부정적인 소문을 밝혀 놓고 오히려 정자를 긍정

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의미 생성의 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써 「풍서기」는 바

람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타파하고, 「반학정기」는 반학정은 부정적

인 곳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타파한다. 두 작품 모두 기존의 인식을 타파하는 방

식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성찰이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지식이나 믿음, 신념 등의 ‘가치’에 하여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촉발

되는 문제 제기적 사고이자 문제 해결적 사고임을 보여준다.

2. 역사적(歷史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양상

  다음으로 역사적 인식과 관련해 장소와 현실의 결합 구도에 따라 장소의 맥락

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맥락(脈絡)이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나 연관을 의미한다. 역사적 인식이란 현실의 맥락에서 상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때, 장소의 맥락화란 곧 장소와 현실을 결합함으로써 장소에 서사를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장소가 현실의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서사 구성

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장소의 맥락화 양상을 범주화할 수 있

148) ‘반학(伴鶴)’은 ‘두루미와 짝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두루미의 고고함을 칭송하던 선비들
의 수양적 태도가 깃든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정자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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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먼저 소거기에서 인물 중심의 맥락화는 장소와 장소의 소유주를 연결하는 형

태로 나타난다. 소거기는 크게 자신의 거소에 붙인 글과 타인에 거소에 붙인 글

로 나뉘는데, 특히 타인의 거소에 붙이는 글의 경우 소유주에 한 공감 및 평

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물 중심의 맥락화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사건 중심의 맥락화로서 장소와 필자의 경험을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

서 인물 중심의 맥락화와 달리 자신의 거소에 붙이는 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

다. 세 번째는 배경 중심의 맥락화로 장소와 장소의 내력을 연결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 이는 장소에 시간적 배경을 더해주는 것으로서, 장소 그 자체가 이미 공

간적 배경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소의 맥락화 양상은 ‘타자의 처지 이해를 통한 인물 중심의 맥락화’,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 ‘장소의 내력 조회를 통한 배경 중심의 

맥락화’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타자의 처지 이해를 통한 인물 중심의 맥락화

  소거기는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소거기의 장소는 반드

시 소유주를 갖는다. 이에 따라 소거기에서 인물 중심의 맥락화는 장소와 장소

의 소유주를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소거기는 크게 자신의 거소에 관한 글

과 타인에 거소에 관한 글로 나뉘는데, 타인의 거소에 관한 소거기에서는 소유

주에 한 공감 및 평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물 중심의 맥락화가 두드러진

다. 표적인 글로는 허균이 당질 이군(李君)의 집에 붙인 「취학정기(醉鶴亭記)」

가 있다. 이군이 기르는 학을 이야기하며 집을 ‘취학정(醉鶴亭)’이라 이름하 음

을 밝히자, 아래와 같은 문답이 이어진다.

  “잘 들었다. 비록 그렇지만, 술이란 시름을 잊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쳐서 

술로 연못을 이루고 술찌꺼기로 언덕을 이룰 지경이 되면 하(夏) 나라ㆍ상(商) 나

라가 이로써 망했으며, 학이란 깨끗한 것을 즐기고 한가함과 짝하는 것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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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려와 수레에 탄 것이 3백이나 되자 위(衛) 나라가 이로써 어지러워졌다. 무

릇 물(物)이란 독특하여 마음에 취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밑에는 바로 화가 뒤따

르는 법인데, 지금 그 가 술과 학에 있어 너무도 좋아하다가 도리어 그 허물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 다. 그랬더니 군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소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며 오직 

술과 학 이것만을 탐하 으니 패망한 것이 마땅합니다. 완적(阮籍)과 유 (劉伶)은 

아무리 술을 좋아했어도 소방(疏放)과 달관이 되기에 족하 으며, 임포(林逋)가 아

무리 학을 사랑해도 그 고고하고 광탕(曠蕩)함을 보이기에 족하 으니, 어찌 족히 

일신(一身)의 해(害)가 되었겠습니까? 다만 그 빼어난 점을 더해 줄 뿐이었지요. 

나는 백성과 사직(社稷)에 기탁(寄託)하고 관직의 사무에 매인 바가 없으니, 내가 

술을 사랑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하 다. 나는 불민함을 사과하고 물러나, 마침내 이로써 군의 정자에 기록한

다.149) 

  허균은 ‘학에 취하는 집(醉鶴亭)’이라는 이름에 하여 지나치게 술에 취함이나 

지나치게 학을 사랑함이 모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계한다. 그러자 이

군은 술에 취함과 학에 취함이 허물이 되는 것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

서라고 답하며, 허균이 인용한 전고의 인물들의 처지가 각각 달랐음을 지적한다. 

이에 근거해 자신은 실업(失業)한 사람이므로 술과 학에 취하는 일이 허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허균의 질문에 한 이군의 답은 같은 행동일지라도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취함(醉)에 한 허균의 선입견도 논

파하고 있다. 그런데 이군의 답변은 단순히 허균의 주장에 한 논박에만 목적

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백성과 사직(社稷)에 기탁(寄託)하고 관직의 사무

에 매인 바가 없으니, 내가 술을 사랑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

149) 吾聞命矣。 雖然。 酒者所以忘憂也。 濫而爲酒池槽丘。 則夏商以亡焉。 鶴者。 所以賞潔伴閑也。 流而
乘軒者三百。 則衛以之始焉。 凡物之爲尤而醉於心者。 則輒有禍隨之。 今君之於酒與鶴。 毋乃好之篤
而反招其咎也耶。 君曰。 否否。 不然。 此皆有國而司治牧者也。 不保邦卹民。 而惟酒鶴是耽。 宜其敗
也。 阮籍劉伶雖喜酒。 適足以爲放達。 而林逋雖愛鶴。 亦足見其高曠。 奚足爲身害也。 秪益其逸焉耳。
吾無民社之寄。 職事之縻。 吾不愛酒好鶴。 而誰愛好之耶。 余謝不敏而退。 遂以此記君之亭云。 (허균, 
「취학정기(醉鶴亭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7, 김명호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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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좋아하겠습니까?”라는 이군의 말은 실업을 한 울적한 심정을 술과 학으로써 

극복하고 있음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균이 불민함을 사과하고 물러난 

것에는 이러한 이군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한 미안함이 담겨있을 것

이다. 

  타자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인물 중심의 맥락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글로는 

이학규의 「서소기(舒嘯記)」가 있다. ‘서소(舒嘯)’란 한숨을 쉰다는 뜻이다. 한숨은 

보통 고된 일을 마치고 숨을 터뜨릴 때 터져나오는 것인데, 무천(茂川)의 서생(徐

生)이 고된 일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닌데도 집 이름을 서소, 즉 ‘한숨 쉬는 

집’이라 한다. 이에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서생은 아래와 같이 답한다.

  “저는 어렸을 때에 집이 가난했지요. 모친을 봉양하고, 게다가 여러 동생과 조

카들까지 있어, 아침저녁으로 쓰이는 물건과 철마다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저에게 

의지하 지요. 저는 시끄러운 일을 좋아하지 않고 화려한 물건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 물품 매매를 기록하는 일을 맡아서 의

관을 정제하고 저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날마다 비단과 곡물의 출입과 장부의 많

고 적음에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겠습니까?

  매번 저는 이 집에 이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문에 들어서면 상쾌하기가 마치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지나 평지에 이르는 것과 같고, 방 안에 누우면 가볍기가 

만 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지요. 그러면 저 자신도 모르게 한 

번 ‘휴우’하고 숨을 내쉬게 됩니다. 저녁에 숲속을 거닐거나, 새벽녘 오동나무 안

석에 기 어 있을 때면 시원스러운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데, 고목에 앉은 솔

개가 된 듯하기도 하고 버드나무의 매미가 된 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가로운 

날을 기다려 비단과 곡물의 출입을 적어놓은 장부를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때가 

되면 기장으로 밥을 짓고 이슬 맞은 아욱을 삶아 먹으며 그 와 함께 한 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150)

  물품 매매를 기록하는 일을 맡아 관아와 저자를 오고가는 것으로 보아, ‘한숨 

150) (…) 予少也貧。 奉慈親以居。 亦有諸姊妹子侄。 朝晡之需。 寒暑之須。 皆仰予力庀也。 予且不樂囂
噭。 不嗜鮮華者也。 而今之爲老掌記。 飭衣帶。 走闤闠。 日規規于絲穀委輸。 簿帳盈朒者。 豈予志也
哉。 每予一至是舍。 及于門則爽肰若九折之就坦。 而偃于室則又翛肰若萬匀之釋重也。 予亦自不知其
一喙騞肰也。 至若披林之夕。 據梧之晨。 激發瀏亮。 爲古木鳶。 爲高柳蟬。 竢予得閑之日。 相忘於絲穀
簿帳而後。 炊黃粱烹露葵。 當與吾子一商確也。 (이학규, 「서소기(舒嘯記)」, 『낙하생집(洛下生集)』 
책15, 정우봉 역, 태학사, 2006, 14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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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집’의 주인은 관청의 아전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에 쫓기

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뿐인데, 그제서야 화자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이학규는 서생의 답변에 하여 가타부타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생의 

말을 이처럼 상세히 서술해놓은 것만으로 고단한 삶에 한 이학규의 공감을 엿

볼 수 있다. 

  「취학정기」, 「서소기」와 같이 타자의 거소에 붙이는 소거기에서는 장소를 소

유주와 연결하여 맥락화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소유주가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그에 한 이해와 공감을 표하거나 소유주의 훌륭한 성

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텍스트가 생산된다.

2)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

  장소를 맥락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장소를 필자가 직접 겪은 경험과 관

련짓는 것이다. 정약용의 「수오재기(守吾齋記)」는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맥락

화를 보여주는 표적 예이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烏帽]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

이 12년을 하 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

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

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 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

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吾]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

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吾]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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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 다.151)

  ‘나를 지키다[守吾]’라는 큰 형님의 당호를 보고, 정약용은 이상한 이름이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위의 글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서 정약용이 자신의 행적

을 돌아보고 있는 내용이다. 비록 수오재는 큰 형님의 집이지만, 정약용은 자신

의 경험을 토 로 ‘수오(守吾)’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유 주체

가 장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삶의 국면 속에서 장소의 의미

를 탐색함으로써 거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장소를 현실과 결합하여 맥락화한다는 것은 장소를 어떠한 렌즈로 볼지 선택

하는 것, 장소를 무엇과 연결지어 의미를 추출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장소와 다

른 것의 관계맺기를 통해 장소의 고유성, 장소의 차이를 탐색한다는 것은 곧 기

존의 도식을 벗어나기 위한 인식적 실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약용은 형님이 집에 붙인 ‘수오(守吾)’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궁금증을 갖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형님에게 가벼이 질문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탐구의 자세를 보여준다. 정약용의 이와 

같은 탐구 자세는 존양성찰(存養省察)의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거주하는 장

소에 기반한 성찰의 모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해 장소를 맥락화하는 양상은 김매순의 「풍서기(風棲

記)」에서도 확인된다.

  석릉자는 약관(弱冠)에 과거에 합격하여, 안으로 믿을 만한 재산이 없고 밖으로 

끌어 주는 사람도 없었으나 화려한 벼슬과 요긴한 자리를 두루 겪어, 뒤처진 또

래 사람들이 화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도량이 좁고 성정이 

매우 옹졸하여, 걸핏하면 시세(時勢)와 어긋나, 훼방이 뼈를 녹일 정도까지는 아니

지마는 전진을 막고도 남았으며, 이를 갈 정도로 시기하지는 않지만 은총을 만나

는 것을 이간시키고도 남았다. 십수 년을 관직에 있었지만 흔들려 하루도 편한 

151) 吾謾藏而失吾者也。 幼眇時見科名之可悅也。 往而浸淫者十年。 遂轉而之朝行。 忽爲之戴烏帽穿錦
袍。 猖狂馳于白晝大道之上。 如是者十二年。 又轉而涉漢水踰鳥嶺。 離親戚棄墳墓。 直趨乎溟海之濱
叢篁之中而止焉。 吾於是流汗脅息。 遑遑汲汲。 追吾之蹤而同至也。 曰子胡爲乎來此哉。 將爲狐魅之
所引乎。 抑爲海神之所招乎。 子之室家鄕黨皆在苕川。 盍亦反其本矣。 乃所謂吾者。 凝然不動而莫之
知反。 觀其色如有拘留者。 欲從以反而弗能也。 遂執與之共住焉。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3,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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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리가 일어났을 때, 칼날과 살촉이 미치지는 못

하 으나 그물로 덮자 인적 소리가 드물어지고 금수도 끊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이 석릉자를 걱정하고, 석릉자 자신도 반드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

각하 다. 그리하여 밥 먹고 물 마시는 것과 처자 봉양을 평소처럼 하 으니, 바

람이 심한데도 집 안에서 돗자리를 깔고 거처하는 것과 같은 셈이었다.

  “(…) 석가는 땅ㆍ물ㆍ불ㆍ바람을 사 (四大)라 하여, 형체와 바탕이 있는 것은 

땅이요, 진액(津液)을 불어나게 해 주는 것은 물이요, 찌는 듯이 덥히는 것은 불이

라 했다. 그러나 그것을 불거나 빨아들이거나 굽히거나 뻗게 하는 것과, 가고 멎

고 앉고 눕게 하는 것과, 찡그리거나 웃거나 소리쳐 부르는 것 등 모든 몸의 운

동과 한 세상의 작용이, 가는 곳마다 바람이 아닌 것이 없다. (…) 생각건 , 바람

에 처하는 데에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 데에 형체를 맡겨

서,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치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

를 어떻게 하겠는가?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고 깃들 곳도 없다면 

뭐 면할 것이 있어서 기쁘겠으며 뭐 잃을 것이 있어서 두렵겠는가?”152)

  한편 「수오재기」와 「풍서기」에서는 공통적으로 필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 

상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정약용의 「수오재기」에서는 질문하는 ‘나’와 답

하는 ‘나’가 분리되어 있으며, 「풍서기」에서는 김매순이 자기 자신을 ‘석릉자’라

는 호로 지칭하고 있다. 

  정약용과 김매순의 반성은 그저 경험의 회상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데 머무

르지 않는다. 인용이 생략된 부분을 포함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축을 오고 

가며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한다. 이처럼 ‘거리두기’를 통한 ‘나’의 객관화는 「수

오재기」와 「풍서기」뿐만 아니라,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가 

나타나는 다수의 소거기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나’의 객관화는 자기 자신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자 하 던 사 부들의 보편적 사유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2) 石陵子嘗以弱冠取科第。 內之無資蘊。 外之無扳援。 華省秘府。 游涉畧遍。 同儕之在後者。 或望之
以爲榮。 顧褊拙甚。 動與時乖。 毁不至於銷骨。 而足以沮其進。 忌不至於切齒。 而足以間其遇。 盖通籍
十數年。 漂搖然無一日寧也。 無何難作。 鋩鏃之所未及。 承以罻羅。 跡聲伺景。 飛走路絶。 於是衆皆爲
石陵子懼。 雖石陵子。 亦自謂必無幸矣。 乃粒食水飮。 妻子奉如平日。 卽風甚。 猶棟宇莞簟處也。 (…) 
釋氏以地水火風爲四大。 形質者地也。 津潤者水也。 煦然而煖者火也。 若其噓吸詘信。 行住坐臥。 嚬笑
叫呼。 凡一身之運動。 一世之作用。 固無往而不爲風也。 (…) 顧處風有道焉。 凝神於漠。 委形於虛。 加
之而莫違也。 觸之而莫與攖也。 風亦於我何哉。 無安無撓。 無風無棲。 何免之可喜。 何失之可懼。 (김
매순, 「풍서기(風棲記)」,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 권9, 이한조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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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의 내력 조회를 통한 배경 중심의 맥락화

  역사적 인식에 따라 장소에 서사를 부여할 때, 장소는 이미 그 자체로 현실 

서사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소가 서사 구성의 3요소 중 배경과 결합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적 배경

에 시간적 배경을 더해주는 차원의 맥락화라 할 수 있다. 즉, 배경 중심의 맥락

화는 장소의 내력을 조회하는 형태를 띤다. 체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 장소가 건립된 본질적 목적을 확인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가 변화

한 모습을 확인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화악산(華嶽山)은 춘천(春川)의 서북쪽에 있다. 산의 북쪽에 깊숙한 곳이 있으니, 

바로 곡운(谷雲)으로 옛날 청한자(淸寒子)가 살던 곳이다. 그곳은 높은 산으로 둘

러싸이고 긴 산등성이로 막혀 있는 데다 긴 내와 큰 계곡이 얽혀 있어, 사방 어

느 쪽으로 들어가려 해도 평탄한 길이 없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왕왕 

원숭이처럼 벼랑을 타고 개미처럼 비탈에 붙어 만 길 높은 벼랑을 걸으며 까마득

한 골짜기를 굽어보곤 하니, 그 험하기가 이와 같다. 이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

들은 부분 산골 백성과 도망한 가호로, 마치 새와 짐승들처럼 모여 살고 있다.

  청한자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우리 백부(伯父)께서 비로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처음에는 매월 (梅月臺)의 서쪽, 와룡담(臥龍潭) 위에 정자를 지어 

거처하고 최고운(崔孤雲)의 시구를 따 ‘농수정(籠水亭)’이라고 이름하 다. 그러고

는 매일 그곳에서 배회하며 시를 읊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마치 미칠 수 없는 

신선 세계처럼 아득히 바라보면서도 너무 고고하여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고 근심하 다. 그러나 선생은 편안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오래되어도 싫증을 내지 

않았다.

  작년 가을에는 또 정자에서 남쪽으로 4, 5리를 가 화악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

어가서, 나무를 베고 언덕을 평평하게 고르고 집을 얽어 거처하 다. 그리하여 산

으로 겹겹이 둘러싸이고 여러 겹의 물로 에워싸여 세속과 더욱 멀어졌다. 선생은 

그 집을 ‘부지암’이라 이름짓고 소자(小子)에게 기문(記文)을 지으라고 명하

다.153)

153) 華嶽之山。 在貊之西。 北山之陰有隩區。 曰谷雲。 古淸寒子之所棲止也。 其地環以崇山。 障以脩嶺。
長川大溪。 經緯其間。 四面而入。 無一坦塗。 往往猱緣蟻附。 行萬仞之厓。 臨不測之谷。 其險阻如此。
故居其中者。 率皆山氓逋戶。 如鳥獸聚然。 自淸寒子之後。 歷數百年。 而吾伯父始居之。 其初卽梅月臺
之西臥龍潭之上。 作亭以臨之。 取崔孤雲詩語。 名以籠水。 而日曳杖吟嘯於其間。 人望之邈然若神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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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김창협의 「부지암기(不知菴記)」로, 김창협의 백부가 집을 짓고 부지

암(不知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의 긴 과정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세속과 

먼 부지암의 내력을 세도(世道)의 변고와 조하여 서사함으로써 부지(不知)의 가

치를 논하고 있다. 건립 당시부터 세속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장소의 특성이, 시

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 보인다. 반면 허균의 「애일당기(愛日堂記)」

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의 모습이 크게 변화한다.

  강릉부(江陵府)에서 30리 되는 곳에 사촌(沙村)이 있는데, (…) 나의 외조부 참

판공(參判公)께서는 바다에 가장 가까운 땅을 택해 당(堂)을 지었다. 새벽에 일어

나 창을 젖히면 해돋이를 볼 수 있는데, 공은 마침 모친을 모시고서 희구(喜懼)하

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애일(愛日)로써 이름을 삼았으며, 황문(黃門) 오희맹(吳希孟)

이 큰 액자를 썼고 태사(太史) 공용경(龔用卿)이 시를 지어 읊었더니, 일시에 여러 

명인들이 잇달아 화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당(堂)은 이로 말미암아 강릉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임진년 가을에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왜적을 피해 북쪽으로부터 배를 타고 교

산(蛟山)에 닿아, 당(堂)을 청소한 뒤 거기에 거주하 다. 개 외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신 해로부터 지금 33년이 된 것이다. 뜰에는 풀도 베지 않아 덩굴이 묵어 엉

키고 잡목들이 무성하며, 담은 무너지고 집은 장차 내려앉으려 했으며, 지붕은 금

이 가고 벽은 벗겨져 있었다. 시를 쓴 현판은 반도 남지 않았으며, 비가 새어 들

보와 서까래를 더럽혔으므로 혹은 썩은 것이 있었고, 창문과 지게문도 썩어 문드

러진 것이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우셨다. 나는 빨리 종들을 

독촉하여 더러워진 것은 쓸어내고 덩굴은 걷어 내어 깨끗이 청소하고 거처하

다.154)

  본디 애일당(愛日堂)은 필자의 외조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장소 으나, 오

之不可及。 而亦憂其孤高難立矣。 乃先生安而樂之。 滋久不厭。 去年秋。 又自亭南行四五里。 入華嶽深
谷中。 斬木夷阜。 縛屋以處。 於是山重水襲。 人境益遠。 遂名之曰不知菴。 而命小子爲記。 (김창협, 
「부지암기(不知菴記)」, 『농암집(農巖集)』 권24, 송기채 역, 한국고전번역원.)

154) 江陵府之三十里有沙村。 (…) 余之外王父參判公。 擇地之最近於海者。 構堂其上。 晨起拓囱。 則可
見日出。 而公方侍慈親。 當喜懼之年。 故以愛日而扁之。 吳黃門希孟以大額額之。 龔太史用卿作詩以
詠。 一時諸名人無不屬和。 堂由是而擅名江陵也。 壬辰秋。 余侍母大夫人避賊。 自北方舟泊于蛟山。 掃
堂而居之。 蓋去外王父捐館之歲。 今四十三寒暑也。 庭除不薙。 而野蔓榛翳。 羅生檜蔚。 垣藩圮缺。 屋
宇將挫。 屋坼壁剝。 詩板半無存者。 雨漏汚梁。 桷或有朽者。 囱櫳戶牖有壞敗者。 母夫人爲之哭涕。
余亟督奴隷。 糞其穢獮其蕪而洒掃以處之。 (허균, 「애일당기(愛日堂記)」, 『성소부부고(惺所覆瓿
藁)』 권7, 김명호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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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의 옛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필자는 외조부와 마

찬가지로 노모를 모시고 애일당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안식처로서 애일당의 가

치를 재확인하고 있다. 

3. 이념적(理念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양상

  이념적 인식은 가치, 즉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볼노브가 말한 거주

의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장소의 가치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참

된 거주가 상실되었음을 지적하며 거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볼노브는 

다음과 같이 참된 거주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요구는 공간에서 불안정하게 방황하는 도피자와 모험가의 고향 없는 상태

를 겨냥한다. 이 요구는 공간 내의 일정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단단히 토

를 다지고 안식을 주는 개인 공간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두 요구는 이 개인 공간에서 참된 거주 방식을 실현하지 못할 위험에서 

비롯된다. 이 중 첫째 요구는 (전체로 따지면 둘째 요구는) 내부 공간에서 웅크리

고 있을 위험을 지적한다. 따라서 위협적이고 위험한 외부 공간도 온전히 삶 속

에 포함하고,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유일한 바탕인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이겨낼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자기 집의 

굳건함에 한 순진한 믿음을 극복하고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큰 공간에 몸을 맡

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묘사했듯이, 이 “큰 공간”도 

위험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보호 공간이 되어준다. 결국 이 셋째 요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더 큰 공간 전체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에 응할 때 인간은 공간에서 참된 거주를 실현하며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155)

  이상의 과제들은 거주 장소가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짓는 기능을 함을 전제로 

155) Bollnow, O. F., Mensch und Raum,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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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위의 내용을 소거기에 입하면 ‘개인 공간’ 내지 ‘내부 공간’은 개인의 거

주 장소를, ‘외부 공간’ 내지 ‘큰 공간’은 거주 장소 외부의 세계 및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볼노브의 거주 과제가 소거기에서 달성되는 양상을 ① 정착

과 안식의 공간 마련 ② 거주 장소와 외부 세계의 긴장 감내 ③ 외부 세계를 신

뢰하고 나아가기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소거기에서 이념적 인식을 통해 

도달하는 가치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다는 점에서 거주 과제의 실현과 

긴 하게 관련된다.

  한편 소거기에서 거주 장소는 곧 장소의 소유주를 리한다는 점에서 ‘거주 

장소 : 외부 세계’의 구도는 곧 ‘자아 : 세계’의 구도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볼노브의 거주 과제와 자아-세계의 관계를 관련지어 장소의 가치화 양상을 

분류하면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 ‘자아와 세계의 

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 ‘자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

  볼노브가 제시한 첫 번째 거주의 과제는 개인이 정착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자아 : 세계’의 구도로 이해할 때, 해당 과제의 초

점은 장소 외부의 세계보다는 장소가 리하는 자아에 놓여 있다. 소거기의 장

소는 소유주의 자아를 리함에 근거할 때, 정착과 안식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자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거소를 가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여주는 표적 작품은 정약용의 「부암기(浮菴記)」이다.

  “아, 달언(達言)이로소이다.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

나 호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浮萍草)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장마가 

지면 나무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이며 

선생께서도 스스로 비유[自況]하신 바입니다.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

까. 고기는 부레[脬]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며,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

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며,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별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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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매여 떠다니며, 하늘은 태허(太虛)로서 뜨고 지구는 조그만 덩이로[礨空]로 

떠서 만물을 싣고 억조창생을 실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

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 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다면,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지금 천하에서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

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집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

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씻은 듯이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떠다

니는 것이 뭐 불가한 일입니까.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부

(漁夫)들은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商人)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고, 범여

(范蠡)는 강호(江湖)에 떠서 화(禍)를 멀리하 고, 서불(徐巿)은 떠서 나라를 열었

고, 장지화(張志和)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예원진(倪元鎭)은 떴기 때문에 

안락하 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

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

닙니까?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

음 아프게 생각합니까.”156)

  암자를 가꾸는 행위에 하여 나공이 의문을 제기하자, 정약용은 천하에 떠다

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며 ‘떠다님’을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답한다. 오히려 삶은 떠다니는 것이니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잊어버리는 것

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삶은 떠다니므로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나공과 달리, 정

약용은 ‘떠다님’을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삶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위

의 글에서 정약용은 삶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행복

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사유 방식은 긍정심리학157)

156) 達哉之言也。 生之浮也。 先生旣知之矣。 雖然湖澤溢而萍葉見乎溝渠。 天雨而木偶人隨流。 此夫人
之所知。 而先生之所自況也。 豈唯是也。 魚以脬浮。 鳥以翼浮。 泡漚以氣浮。 雲霞以蒸浮。 日月以運轉
浮。 星辰以維絡浮。 天以太虛浮。 地以礨空浮。 以輿萬物。 以載兆民。 由是觀之。 天下有不浮者乎。 有
人於此。 乘大舸入大瀛。 覆桮水於船牕之內。 而汎芥爲舟。 方且竊竊然笑其浮而忘其身之大浮焉。 則
人之不以是爲愚者鮮矣。 今天下莫不浮。 而先生獨以浮自傷。 號其身名其室而唯浮之爲悲。 不亦謬乎。
彼花藥泉石。 皆與我浮者也。 浮而相値則欣然。 浮而相捨則浩然忘之已矣。 又何爲不可。 且浮未嘗悲
也。 漁人浮而得味。 商人浮而獲利。 范蠡浮而遠禍。 徐市浮而闢國。 張志和浮而樂。 倪元鎭浮而安。 浮
豈可少哉。 故以夫子之聖。 亦嘗有志乎浮也。 浮顧不美乎。 浮於水者猶然。 浮於地者。 又何爲自傷乎。 
(정약용, 「부암기(浮菴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3,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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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요컨  정주한다는 것은 그저 신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은 귀

양 온 처지에도 불구하고 암자를 안식의 공간으로 삼음으로써 볼노브의 첫 번째 

거주 과제를 모범적으로 달성한다.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귀양 온 가운데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장소의 안식

적 가치를 꾀하는 텍스트로는 이학규의 「포화옥기(匏花屋記)」가 있다. 김해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이학규는 좁은 거처의 더위와 벌레에 지쳐 소갈증(消渴症)158)

과 가슴의 답답함을 느낀다. 서울에서 찾아온 나그네에게 이를 토로하자 나그네

는 장사꾼이었던 어린 시절, 한여름의 여관집에서 보았던 노비의 이야기를 해 

준다. 

  “(…) 여관집의 노비를 보면 이와 다릅지요.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

고 부지런히 소나 말처럼 분주히 오가며 일을 하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

붙어 아침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

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지요.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다 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었지만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지요. 지금 이 세상은 살아 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

을 장사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 는 이러한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

리 떠나와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중의 여관에 머

물고 있는 셈이지요.

157) 인간 마음의 밝은 면을 규명해서 북돋우려는 심리학.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
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심리학의 연구 동
향이다.

158)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위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



- 94 -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

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니,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

병도 해를 입히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

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의 여관에서 지내면서도 여

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들볶아 원기를 손

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 습니다. 그 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

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관집의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

구려.”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화옥기」라 하 다.159)

  전략된 부분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이학규의 거처나 노비가 일하는 여관집

이나 한여름의 사정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학규과 노비가 각기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조된다. 이학규는 유배지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

증에 시달리는 반면, 노비는 의식주도, 배움도 부족한 데다 주인에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노비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겨 주어진 삶

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여관집 노비 이야기는 이학규로 하여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의 환경

보다도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한다.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면, 그에 해 불평하며 화를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주하는 집을 잠시 의탁하는 여관과 같이 생각하자, 오히려 진정한 거주가 가

능해지는 역설이 생겨났다. 이학규는 나그네의 이야기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

고 그 로 벽에 서술하여 기로 삼는데, 이는 현실의 고통을 보다 너그럽게 수용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극한의 상황 속에

159) (…) 每見爲逆旅之傭奴者。 垢首膩面。 侁侁爲牛馬走。 朝暮仰餔于行人之餘。 放飯流歠。 無不甘
之。 旣醉且飽。 偃仰卽寐。 吾曹之向所不耐者。 彼卽安之如凄凔之辰。 爽塏之宮。 觀其態色。 則雖襤褸
百結之中。 而肌理充實。 無菑無害。 以永其天秊。 是無它。 彼以其所處爲逆旅。 以爲命分之固有焉。 無
懻忮憂思之勞其情。 而呻吟噦噫之閼其氣。 故能無菑無害。 永其天秊者也。 且夫今世者。 斯吾養生送
死之逆旅。而逆旅者。 又其一宿再信之逆旅也。 今吾子旣寓形于斯逆旅之內。 而又流離窘束。 竄身竆
谷。 是又見居于逆旅之逆旅者也。 彼傭奴者。 不識不知。 徒以逆旅爲逆旅。 而健飮食。 佚寢興。 寒暑不
能害。 疾病不爲菑。 而吾子守道順命。 知素履而行者也。 猶且居逆旅之逆旅。 而不以爲逆旅。 而自煎熬
其眞火。 椓害其元氣。 疾病旣興。 危死立至。 吾子所願學者。 昔之聖哲。 而顧不能如逆旅之爲傭奴者
乎。 乃次第其言而書之壁。 以爲匏花屋記。 (이학규, 「포화옥기(匏花屋記)」, 『낙하생집(洛下生集)』 
책11, 정우봉 역, 태학사, 2006, 123-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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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에 하여 논함으로써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를 달성하고 

있다.

2) 자아와 세계의 대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

  볼노브의 두 번째 거주 과제는 장소 내부와 외부의 긴장을 이겨내는 것, 즉 

자아와 세계의 립을 감내하는 것이다. 자아와 세계의 립을 보여주는 표적

인 작가로는 허균이 있다. 서자 출신의 학자 던 손곡(蓀谷) 이달(李達)의 향을 

받은 허균은 적서 차별과 신분제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때

문에 기성의 지식, 관점, 관습을 비틀어 보는 능력이 단련되어 있었다. 

  내 조카 친(親)이란 자가 자신의 서실(書室)을 짓고 편액을 통곡헌(慟哭軒)이라 

달았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으며,

  “세상에 즐거울 일이 무척 많은데 어째서 통곡으로써 집의 편액을 삼는단 말이

오? 하물며 통곡하는 이란 아버지를 여읜 자식이거나 아니면 곧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부녀자인 것이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 만 혼자 사람들

이 꺼리는 바를 범하여 거처에다 걸어 놓는 것은 어째서인가?”

했다. 친은,

  “나는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다. 시류가 기쁨을 즐기므로 나는 슬픔을 좋아

하고, 세속사람들이 흔쾌해 하므로 나는 근심해 마지않는 것이다. 심지어 부귀와 

화에 있어서도 세상이 기뻐하는 바이지만, 나는 몸을 더럽히는 것인 양 여겨 

내버리고, 오직 빈천하고 검약한 것을 본받아 이에 처하며, 반드시 일마다 어긋나

고자 한다. 그래서 세상이 항상 가장 싫어하는 바를 택하고 보면 통곡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것으로써 내 집의 편액을 삼는 것이다.”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던 여러 사람들에게,

  “무릇 곡하는 데도 역시 도(道)가 있소. 체로 사람의 칠정(七情) 중에서 쉽게 

움직여 감발(感發)하는 것은 슬픔만한 것이 없소. 슬픔이 일면 반드시 곡을 하는 

것인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단서가 여러 가지이지요. 그러므로 시사(時事)

를 행할 수 없는 것에 상심하여 통곡한 이는 가태부(賈太傅 가의(賈誼))요, 흰 실

이 그 바탕을 잃은 것을 슬퍼하여 곡을 한 이는 묵적(墨翟)이요, 갈림길이 동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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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 것을 싫어하여 운 것은 양주(楊朱)요, 길이 막혀서 운 것은 완보병(阮步兵 완

적(阮籍))이었으며, 운명이 불우함을 슬퍼하여 자기를 세상 밖으로 내쳐 정을 곡

(哭)에 부친 자는 당구(唐衢)입니다. 이들은 모두 품은 생각이 있어서 운 것이지,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으며 하찮은 일로 해서 아녀자의 통곡을 흉내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 는 그들의 시 에 비해 더욱 말세요, 국사는 날로 그릇되고, 선비

들의 행실도 날로 야박해져서 친구들 사이에 배치되는 것도 갈림길이 나뉜 것보

다 더하며, 어진 선비가 고생을 겪는 것도 비단 길이 막힌 것뿐만 아니어서,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도망해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만약 저 몇 분의 군자로 하여금 

이 시 를 목격하게 한다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될는지 모르겠소. 아마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 팽함(彭咸)이나 굴 부(屈大夫)처럼 돌을 끌어안거나 모래를 품

고 투신 자살하고자 할 것이오. 친(親)히 서실 편액을 곡이라 한 것도 역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은 그 통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옳겠소.”

하 다. 비웃는 자가 알아듣고 물러가므로 인하여 기(記)를 만들어 뭇 의심을 풀

게 하는 바이다.160)

  위의 글에서 허균은 통곡에 한 고정관념을 깸으로써 통곡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간의 시선에서 통곡은 사람들이 꺼리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그

러나 허균은 불우함으로 인해 통곡하 던 가태부, 묵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을 

예로 들며 통곡의 도(道)를 이야기한다. 나아가 당시가 사람이 제 로 통곡할 수

조차 없게 만드는 더욱 불우한 시 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통곡은 사람들

이 꺼려야 하는 것이 아닌, 그릇된 이 시 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두어야 

마땅한 것이 된다. 시 의 불우함을 방증하고 시 를 비판하는 동시에, 조카 친

160) 余猶子親者構其室。 扁曰慟哭軒。 人皆大笑之曰。 世間可樂之事甚多矣。 何以哭爲室扁耶。 況哭者。
非喪之子則失恩婦也。 人甚惡聞其聲。 子獨犯人忌而揭其居。 何哉。 親曰。 余背時嗜而違俗好者。 時嗜
懽。 故吾好悲。 俗則欣欣。 故吾且戚戚。 至於富貴榮耀世所喜者。 則吾棄之若浼。 唯視賤貧窮約而處
之。 必欲事事而違之。 常擇世之所最惡者。 則無踰於哭。 故吾以額吾之軒也。 余聞而諗諸笑者曰。 夫哭
亦有道矣。 蓋人之七情。 易動而感發者。 無哀若也。 哀至則必哭。 而哀之來者亦多端。 故傷時事之不可
爲而慟哭者。 賈大傅也。 悲素絲之失其質而哭者。 墨翟也。 厭岐路之東西而哭者。 楊朱也。 途窮而哭
者。阮步兵也。 悲時命之不偶。 自放於人外而寓情於哭者。 唐衢也。 之數子者。 皆有懷而哭。 非傷離抱
屈而屑屑效兒女子之哭者也。 今之時。 比數子之時。 又加末矣。 國事日非。 士行日偸。 交朋之背馳。 有
甚於路岐之分。 而賢士之厄困者。 不啻於途窮。 皆有遁去人外之計。 若使數君者子目擊斯時。 則未知
當作何如懷。 而將慟哭之不暇。 皆欲抱石懷沙。 如彭咸。 屈大夫也。 親室之扁以哭。 亦出乎玆。 諸君毋
笑其哭可也。 笑者喩而退。 因爲之記。 以釋群疑。 (허균, 「통곡헌기(慟哭軒記)」, 『성소부부고(惺所
覆瓿藁)』 권7, 김명호 역,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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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논박하고 있는 글이다. 

  허균의 조카 친(親)이 서실에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뭇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바를 방의 이름으로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친은 자신이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라며 시류를 거스르고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곡으로 방에 편액을 달았다고 해명한다. 이 답변에 하여 다시 비웃는 자가 

있자 허균은 부연 설명을 더한다. 친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

라 깊은 생각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오늘날의 세태는 옛사람들이 

본다면 통곡하기도 전에 자살을 택할 정도로 말세라며 현실에 한 비판까지 덧

붙이고 있다.

  허균이 세상을 말세라 한 것에는 정치적 굴곡을 겪었던 자신의 삶, 자신의 자

유분방함에 한 세상의 비방 등에 연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친이 

서실에 이름을 붙인 내력을 확인할 생각조차 없이 비웃고 보는 사람들에 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통곡헌기(慟哭軒記)」에서 허균은 ‘통곡’의 의미를 

심화함으로써 기존에 조카가 지닌 관점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카를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 타당한 이유 없이 ‘다름’을 배척하는 세상의 편협성까지도 

지적하고 있다.

  통곡헌은 허균과 조카의 가치관을 변하는 내부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

부 사이에 경계를 짓는다. 또한 허균의 거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카 친(親)

을 매개로 허균의 가치관을 변하게 됨으로써 허균의 자아를 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통곡헌은 세계로부터 차별화되지만 이것은 세계를 거부하는 자폐

적 차별화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통곡의 의미를 심화 및 확장하고 이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세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원하는 현시

적(現示的) 차별화라는 점에서 볼노브의 두 번째 과제를 달성하 다고 할 수 있

다. 자아와 세계의 립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정약용의 「소요원기(逍

遙園記)」가 있다.

  소요라는 것은 나아감도 없고 그침도 없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낸다는 뜻이다. 

이군 경지(李君景祉)가 어려서는 서울에서 노닐다가 이윽고 때가 불리하여 춘주(春

州)의 들에 물러나 농사를 짓기도 하 으며, 또 글을 읽었어도 이룬 것이 없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으나 때를 만나지 못하자, 조그마한 동산을 꾸며 꽃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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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무를 접붙여 그 가운데서 읊조리며 살았는데, 그 이름을 ‘소요원(逍遙園)’이

라고 하 다.

  (…) 이경지가 돌아올 때는 조정의 기율(紀律)은 해이해지고 인물의 선거(選擧)도 

불공평해져서, 선비들의 뜻이 쇠퇴하고 무(武)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쟁을 벌이

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읍(淸邑)의 군사가 황하 가에서 늙는 경우와 같았다. 그렇

다면 경지에게 있어서의 이른바 농사라는 것은 다만 농사 속에서 소요하는 것이

요, 이른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 속에서 소요함을 말하며, 활쏘기ㆍ말타기라는 

것은 활 쏘고 말 타는 속에서 소요함을 말하는 것이니, ‘소요’라는 이름이 동산에

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이다. 소요원(逍遙園)에서 노는 사람은 이것으로 그 의미

를 찾으면 아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기(記)를 쓴다.161)

  소요(逍遙)란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적으로 소요란 사 부의 강호 생활을 표상하는 중요한 문화요소 다. 때문에 소

요는 일반적으로 여유롭고, 한가하며, 자유롭고 평온한 이미지와 연관된다.162) 

그러나 위의 글에서 ‘소요원’은 답답하고, 권태로우며,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

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느낌이 강하다. 

  이경지는 조정의 불공정한 인사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었던 불우한 

인물이다. 인재로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경지에게는 그 어떤 일이든 그저 소

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컨  이경지가 사는 ‘소요원’은 소요할 수밖에 없어서 

소요하는 곳이지, 소요하고 싶어서 소요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불우한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소요원이다. 현실에 한 비

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소요의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립에 의

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다.

161) 逍遙者無適無莫。 聊以自遣之意也。 李君景祉。 少游京師。 旣而時不利。 退而耕乎春州之野。 旣又
學書無所成。 習騎射無所遇。 於是治小園。 蒔花接樹。 歗詠其中。 名之曰逍遙之園。 (…) 方景祉之歸
也。 紀律已解。 選擧不公。 士志以衰。 武力不競。 如淸人之師老於河上。 然則景祉之所謂耕。 聊以逍遙
乎耕也。 其所謂書。 聊以逍遙乎書也。 其所謂騎射。 聊以逍遙乎騎射也。 逍遙之名。 不自園始。 凡游逍
遙之園者。 以是而求其意。 庶乎其得之矣。 是爲記。 (정약용, 「소요원기(逍遙園記)」,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권13, 김도련 역, 한국고전번역원.)

162) 이주 , 「자기 이미지 구성을 중심으로 한 강호가사 교육 연구」, 서울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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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

  볼노브가 제시한 거주의 세 번째 과제는 외부 세계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즉 자아가 세계와 합일하는 것이다. 이는 자아가 거주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

고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번째 과제의 달성은 소거

기에서 거주하는 장소가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의 글은 

박지원의 「독락재기(獨樂齋記)」로, ‘독락(獨樂)’의 의미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천하를 가지고 즐거워할 적에는 여유가 있다가도, 정작 자신의 문제를 놓고 즐

거워할 적에는 오히려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옛적에 요 임금이 변복을 하고 길거리를 미행할 때는 화락하 으니 과연 천하

와 더불어 즐거워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하급 관리가 장수하고 자식이 

많으라고 축수하는 말을 들은 뒤로는 근심이 들고 가슴이 두근거려 금시에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여겼다. 아하! 그와 같은 축수를 듣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염원을 갖추고 천하의 지극한 즐거움을 얻는 일일 터인데, 요 임금이 어찌 겉으

로 겸사하는 태도를 짓고 거짓 사양하는 체해서 그랬겠는가? 실로 자신에 해서

는 마음 아프게 여기는 바가 있어, 그 즐거움을 혼자 누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제멋에 겨워 남들에게 공언하기를 나는 나 자신만을 즐거워한다고 

말한들 누가 기꺼이 믿어줄 것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의 이름을 ‘독락

재(獨樂齋)’라고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니 어리석고 미욱스러우랴!

  사람이면 누가 한평생 즐겁게 살고 싶지 않으랴! 그러나 임금이라는 지위와 천

하를 독차지한 부유함으로써도 단 하루나마 제 심리에 꼭 들어맞아 더 바랄 것이 

없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빈천한 필부로서 그 빈천의 근심을 견딜 수 없는 

자에게 있어서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닐 것이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외물(外物)에 달려 

있고 득실의 계산은 속셈에 엇갈려서, 마음은 분주하게 무엇을 바라고 항상 골똘

히 하나에만 매달리기도 부족한 판에 어느 겨를에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득(自得)하여 외물에 기 함이 없는 이후라야 비로소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 몰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될 것도 아니지만 어찌 바득바득 애

를 쓴다고 이루어질 일이랴? 요컨  본래의 순수한 기운을 머금고 천지의 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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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쉬지 않으면서도 어떤 행동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비록 세속을 

벗어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한다. (…)

  그러므로 자기 성질에 적합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만 골똘하면 술을 마심으로써

도 오히려 평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거늘, 하물며 창을 밝히고 궤석을 고요히 하

여 밤낮 글만 읽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랴? 최씨 집의 젊은이 진겸(鎭謙)이 하계

(霞溪) 옆에 집을 지어 놓고 뜻 맞는 몇몇 선비들과 글을 읽으면서 당호를 ‘독락’

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그것은 옛 삶의 풍도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기고 이렇게 기문을 지어서 그의 전심하는 바가 더 커지고 그와 

함께 혼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하 다. 이것은 내가 그와 

같은 즐거움을 천하에 널리 보급하려는 까닭이다.163)

  최진겸의 당호 ‘독락재(獨樂齋)’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 위의 글은, 전반부만 

보면 ‘독락(獨樂)’에 한 통념을 논박하는 글로 보인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하

는 것(與民樂)보다 혼자 즐거워하는 것(獨樂)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써 백성을 위한다고 선언하는 자들을 경계하고는, 

점차 태도를 바꿔 ‘독락(獨樂)’을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위정자의 입장 내지 

백성의 입장에서 ‘독락’을 해석하다가,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수양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독락’을 해석한 것이다. 

  박지원은 세상의 즐거움을 홀로 독차지하는 독락은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으

며, 세상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는 중락이야말로 참다운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최진겸에게 일깨우고자 하고 있다. 독락재가 필자의 거소는 아니지만, 소유주인 

최진겸으로 하여금 그의 자아가 세계와 합일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볼노브의 

세 번째 거주 과제를 달성하 다고 볼 수 있다.

163) 以天下樂之有餘而獨樂於己不足。 昔者。 堯遊於康衢。 煕煕然可謂樂以天下矣。 及辭封人之祝。 則
憂苦悲悴。 悸然有不終夕之歎。 嗟乎封人之祝。 可謂備人生之大願。 極天下之至樂夫。 豈堯以撝謙飾
讓而爲悅哉。 誠有所病於己。 而獨專之爲難也。 今有一妄男子。 囂囂然號於衆曰。 我能獨樂。 人孰肯
信之而猶然。 名其齋曰獨樂者。 尤豈非愚且惑歟。 噫。 人情孰不欲欣欣然樂於心而終身哉。 然而自天
子之尊。 四海之富。 常求其一日之樂。 所以稱於心而足乎己者。 幾希矣。 而况匹夫之貧賤。 有不勝其憂
者乎。 此無他。 好惡係於外物。 得失交乎中情。 心營營而有求。 恒汲汲而不足。 又奚暇志于樂哉。 故自
得於中而無待於外。 然後始可與言樂矣。 非剿襲而可得。 豈强勉而致。 然含元氣之氤氳。 軆剛健而不
息。 無愧怍於俯仰。 雖獨立而不懼。 (…) 故得行其所性而能專於己。 則飮酒者猶然終身。 而况疏其牖
而靜其几。 蚤夜讀書而匪懈者乎。 崔氏子鎭謙。作堂於霞溪之上。 與同志之士數人。 讀書於此堂之中。
而以獨樂名。 所以志于古人之道也。 吾大其志而爲之記如此。 欲以益其專而衆其獨。 此吾所以廣其樂
于天下也。 (박지원, 「독락재기(獨樂齋記)」, 『연암집(燕巖集)』 권1, 신호열ㆍ김명호 역, 한국고
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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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장유의 「춘우당기(春雨

堂記)」가 있다. 고령(高靈)현의 수령으로 나가게 된 유후(柳侯)는 왜란으로 무너진 

관아를 복구하고 거처할 집을 짓는다. 봄철에 건축을 마무리 할 때에 단비가 내

리자, 유후는 집의 이름을 봄비[春雨]로 짓고 장유에게 기문을 부탁한다. 이에 

장유는 아래와 같이 글을 써서 봄비의 뜻을 부연한다.

  저 하늘이 만물을 생장시킴에 있어 사시(四時)의 변화나 풍우(風雨)와 상로(霜

露) 등 그 어느 것 하나 교화의 방편으로 삼지 않는 것이 없다 할 것이나, 봄에 

싹을 틔우면서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는 것이야말로 그 본바탕이 된다 할 것이

니, 바람과 천둥으로 고동(鼓動)시키고 무서리와 눈발로 꽁꽁 얼게 하는 것 모두

가 사실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군자가 정치를 행하는 것 역시 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유후가 이 

집에 앉아 정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측달(惻怛)하고 인애(仁愛)한 마음을 근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총명을 발휘하여 일을 살펴보고 위엄을 

확립해 기강을 엄숙히 하며, 고단한 사람은 어루만져 주고 강퍅한 무리는 제어해

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교(政敎)와 상벌(賞罰)의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 화될 것인데, 이는 모두가 우리 백성들을 인자하게 하면서 편안히 살게 하

려는 마음에서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저 이와 같이 하면 유후의 백성이 된 자들 모두가 각자의 생활을 흡족하게 

위하게 될 것인데, 이는 마치 초목들이 따뜻한 봄철을 맞이하여 그 몸을 단비

로 촉촉히 적시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춘우(春雨)에 한 

설도 깨닫게끔 될 것이다.164)

  장유는 수령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해 봄비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유후

의 집을 정사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장소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 수행하

기 위한 기반이다. 봄비의 의미에 위정자로서의 지향을 더함으로써 거주가 개인

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락재기」와 마찬가지

164) 夫天之生物也。 四時之變。 風雨霜露無非敎也。 然其春生而雨潤者。 實爲之本。 風雷之鼓動。 霜雪
之堅凝。 皆所以成乎此也。 君子之爲治。 亦豈異於是。 今侯之坐是堂而聽治也。 必有惻怛仁愛之心以
爲之本。 然後明以照之。 威以肅之。羸者喣之。 強者制之。 政敎賞罰之用。 至不可勝陳。 無非所以仁吾
民而欲其安利之也。 夫如是。 凡爲侯之民者。 擧將欣欣然各遂其生。 猶草木之遇陽春而陰雨膏之也。
知此則知春雨之說矣。 (장유, 「춘우당기(春雨堂記)」, 『계곡집(谿谷集)』 권8, 이상현 역, 한국고
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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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소의 소유주가 세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아와 

세계의 합일을 통해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를 실현한 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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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所居記) 교육 설계

1. 장소 기반 성찰과 그 형상화의 현대적 구현

  III장의 소거기 분석 결과는 장소 기반 성찰을 중심으로 한 소거기 교육의 내

용을 제시한다. 그러나 소거기는 오늘날에 통용되지 않는 고전 장르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소거기에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거기의 장소 기

반 성찰과 그 형상화 방식이 오늘날의 일상 문예와 긴 히 연관됨을 입증함으로

써 소거기의 교육적 가치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거기 교육을 설계하기

에 앞서, 소거기에 나타나는 장소 기반 성찰의 원리가 현  수필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집을 소재로 하는 표적인 현  수필에는 김현의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공

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김억중의 「문학과 건축, 그 동상이몽」 등이 있

다.165) 이들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그 교육적 가치를 입증받았다

고 판단, 본 연구는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소거기와 현  수필의 연관성을 밝히

고자 한다. 다만 이 중 「문학과 건축, 그 동상이몽」은 개인의 집이 아닌 문학 작

165) 그 외에 집을 소재로 하는 수필로는 아래의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 (수필선집 『사람, 
집, 길』(지연희 외, 한국수필가협회, 2017)에 수록된 작품 중 집을 소재로 삼은 글을 추린 
것이다.)

ㆍ조경희, 「차압된 나의 거처 이야기」
ㆍ박연구, 「외가 만들기」
ㆍ김학래, 「초가집」
ㆍ정목일, 「창원의 집」
ㆍ강석호, 「팔지 못하는 아파트」
ㆍ염정임, 「남편의 오두막」
ㆍ유상옥, 「마루에서」
ㆍ백미숙, 「집, 행복을 탐하다」
ㆍ한 자, 「까치 둥지」
ㆍ최중호, 「살기 좋은 집」
ㆍ이경구, 「초가 그림 이야기」

ㆍ김의배, 「집, 십 년의 행복」
ㆍ이정아, 「앞 세집, 두 옆집」
ㆍ송  관, 「우리 집 골목 안」
ㆍ김형수, 「집」
ㆍ강 실, 「세 번째 집」
ㆍ유동종, 「행복한 우리 집」
ㆍ최명선, 「달콤한 집」
ㆍ이문자, 「초당 생가 터에 들다」
ㆍ함정은, 「시간 안에」
ㆍ허철욱, 「 치산창」
ㆍ최성애,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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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드러나는 집을 다루고 있어 소거기와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을 중심으로 소거기와 현  수필

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다. 두 작품은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 양상이 복합적으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수의 작품을 참조하지 않고서도 소거기와 현  수필의 

연관성을 밝히기에 용이하 다.

  한편 소거기는 간결성을 중시하는 한문산문이기에 양식적 요소 및 그에 따른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로 텍스트의 특징적인 지점을 살피기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III장에서는 소거기에서 장소 기반 성찰이 실현되는 양상을 기제별로 범주

화하 다. 반면 현  수필의 경우 한문산문에 비해 텍스트가 길이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예적 수법이 발달 및 다양화되었음에 따라 장소 기반 성찰

의 기제가 복합적으로 구현된다. 예컨  즉물적(卽物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

체화 양상은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 ‘비교와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분위기의 투 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의 세 가지로 범주화되는

데, 현  수필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텍스트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구현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IV장에서는 장소 기반 성찰의 각 기제가 현  수필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구현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그 

시절 우리들의 집」 두 작품은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 양상을 복합적으로 구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거기와 현  수필의 연관성을 밝히기에 용이하 다.

1) 즉물적(卽物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의 현대적 구현

[A]166) 여의도 아파트엘 가본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그곳은 이른바 복도식 아파

트이다.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층마다 같은 복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내가 

세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편 끝에 있었다. 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너 개의 현관을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울에는 그런 로 괜찮

지만 여름에는 더우니까 자연히 현관문과 부엌 창문을 열어놓게 마련이어서 보기

에 좀 거북한 것들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현관문을 열어 놓으면 개 

166) 편의상 「두꺼운 삶과 얇은 삶」의 인용문은 ‘[A]’로,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의 인용문은 
‘[B]’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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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접실에 비치해둔 텔레비전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려 나왔다. 그때는 텔레비전 방

송국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친절해서 아침에 그 전날의 인기 프로그램을 재방송해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집 응접실에 있었던 텔레비전이 소리를 내지 않

을 때에도 아침부터 그것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남의 텔레비전 소리를 듣

게 되면서부터 나는 신문을 보지 않아도 그때의 인기 가수가 누구이고 인기 연속

극이 무엇인지를 금세 알게 되었다. 같은 층에 있는 여러 세  중의 반이 넘는 

세 가 언제나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거의 언제나 같았기 때

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하면 사람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모양이었다. 아파트가 중 조작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

을 알게 된 것은 거기에서 다.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얼굴의 형태가 달

라도 거주 공간이 같으면 성격이 비슷해지게 마련인 모양이었다. 나도 내 아내도 

옆집 사람들과 같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같은 밑반찬을 준비하고, 

같은 식의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아파트에서의 

삶이 묘사되고 있다. 이는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장소의 감각적 구체화를 

보여준다.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로서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는 의

미 부여의 틈새를 발견하는 기능을 한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을 수밖

에 없는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삶을 삭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필

자가 삶의 양식을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두꺼운 

삶과 얇은 삶」에서 시각과 청각의 두 가지 심상이 지배적으로 활용되었다면, 

「그 시절 우리들의 집」에서는 오감의 작용이 모두 드러난다. 

[B]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

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 이가 밤

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또르똑또르 하는 지 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

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

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

만한 아파트. 병원에서 태어나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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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는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저녁의 냄새와 소

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토담집과 아파트의 생활을 묘사한 부분으로,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의 네 감각부터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촉각에 

이르기까지 오감을 모두 활용하여 토담집과 아파트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때, 오감이 선명한 토담집과 그렇지 못한 아파트의 모습이 조되면서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에 비교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가 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꺼운 집과 얇은 집」에서도 아파트의 모습을 땅

집과 조시켜 묘사함으로써 비교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를 실현한다.

[A]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보통집, 아니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면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적더라도 단일한 평면을 분할하게 되어 있지 않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높거나 낮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의 높이가 같다. 다만 분할된 곳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

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좀 심한 표현을 쓴

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이다. 깊이가 없는 것이다. 사물은 아파트에

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

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다. 

  (…) 땅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딴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

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

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아파트와 땅집의 조에 의해 아파트에서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는 높이가 단일하고 평면적이지만 땅집은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때 ‘두께’와 ‘깊이’는 아파트와 땅집의 시각적 형태를 보여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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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삶의 양식을 좌우하는 집의 속성을 보여준다. 아파트의 삶은 깊이가 

없고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다는 것, 반면 땅집은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해명을 요구한다. 비교를 통한 인지적 구

체화에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가 더해지면서 의미 부여의 틈새가 더욱 확장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은유적 표현은 특히 필자가 중시하는 장소를 

드러내고자 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A] 내가 좋아한 한 철학자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다락방은 의식이며, 지하실은 무의식이다. 땅집의 지하실이나 다락

방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 것인지. 그곳은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

고 있다. 다락방과 지하실에서는 하찮은 것들이라도 굉장한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또는 쓰임새가 줄어든 것들이어서, 쓰임새 있는 

것에만 둘러싸여 살던 우리를 쓰임새의 세계에서 안 쓰임새의 세계로 인도해 간

다.

[B]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 다. 그곳에는 많은 비 이 있었다. 자

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 이 감춰져 있었

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 들을 깨달아 갔다.

  위의 두 인용문은 각각 「두꺼운 삶과 얇은 삶」의 필자가 주목하는 땅집과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의 필자가 주목하는 토담집에 관한 서술이다. [A]에서 필자는 

다락방을 ‘의식’에, 지하실을 ‘무의식’에 비유함으로써 다락방과 지하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쓰임새의 세계’, ‘안 쓰임새의 세계’와 같은 은유

적 표현 또한 의미 부여의 틈새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B]에서도 마찬가지로 토

담집을 ‘비 ’을 감추고 있는 ‘작은 우주’로 비유함으로써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확 한다. 각각의 보조 관념은 그 의미에 하여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 그 의미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독자가 스스로 짐작 및 추론하게 할 수도 있

고, 소거기에서의 의론과 같은 부연 설명을 통해 필자가 직접 해명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두 작품의 필자는 장소를 구체화하는 데 자신의 정서를 투사함

으로써 분위기를 조성, 의미 부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조정한다. 아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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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자.

[A]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술꾼들에게 술을 마시면 취하는 병이 있듯이 여

러 가지의 병이 있다. 그 가장 큰 병은 새로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하

는 병이다. 

  (…) 어렸을 때에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혼자 들어가, 낯설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한두 시간 매만지면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고! 화는 어느새 풀리고, 주위 사람들에 한 증오도 사라져, 이윽고 밖

으로 나와 때로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바깥은 컴컴하나 안은 눈처럼 밝은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황혼이 느리게 내려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세계는 언제나 팔을 활짝 열고 나를 자기 속으로 깊숙

이 이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자란 뒤에도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는 쓰레기 창고로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 간직해야 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사물함으로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나도 내가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철학자처럼 다락방과 지하실 때문에 땅집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 

[B] 나무나 뽕나무로 미리 살을 만들어 놓은 위에 차진 흙이 발라졌다. 흙이 마

르면 노란 짚을 엮어 지붕을 이었다. 이제 그 지붕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

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것이었다. 

  (…) 노란 흙벽, 노란 초가지붕, 노란 마루, 노란 마당, 정다운 노란 집. 그 집

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 아

이들의 성장에 함께 있었다. 그는 그 집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

울의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을 먼 훗날까지 그의 혼 깊은 곳에 간직해 두

고서는 몹시 힘들고 고달픈 도시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에 마음속의 보석처럼 소중한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 보고는 했다.

  [A]에서 필자가 아파트를 하는 태도와, 다락방과 지하실이 있는 땅집을 하

는 태도는 매우 조적이다. 아파트에 관하여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병’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땅집에 관하여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행복, 신비, 사랑’ 등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

라 아파트에는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가, 땅집에는 따뜻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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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서 필자에게 토담집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

도 끄떡없을” 든든한 장소이고, “정다운” 장소이며, “마음속의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장소이다. 필자가 토담집에서 느끼는 정서는 필자가 도시에서 느끼는 

“몹시 힘들고 고달픈” 정서와 조되어, 유년 시절의 토담집과 현재의 아파트에 

서로 다른 분위기를 투 하고 있다.

  두 인용문 모두 분위기의 투 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를 보여주는 목으로서, 

아파트와 땅집, 아파트와 토담집에 한 의미 생성 방향을 더욱 명료하게 립

시켜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2) 역사적(歷史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의 현대적 구현

  「그 시절 우리들의 집」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소거기 「수오재기」와 

「풍서기」에서처럼 필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 상화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토

담집에 얽힌 유년 시절의 기억을 ‘나’가 아닌 ‘그’의 이야기로, 마치 제삼자와 같

이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러한 서술은 토담집으로 표상되는 과거의 삶과, 아파트

로 표상되는 현 의 삶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효과를 주어 텍스트의 반성적 주

제의식을 강화한다. 또한 어슴푸레한 기억의 회상이 아닌 마치 소설과도 같이 

생생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자아냄으로써, 모든 것이 “명료”한 삶을 가꿨던 토담

집의 의미와 조화를 이룬다.

  이에 필자는 토담집을 세웠던 자신의 부모 또한 ‘아낙’, ‘그의 어머니’, ‘아낙

의 남편’과 같이 거리를 두어 표현한다. 특히 토담집을 탄생 및 죽음과 결부지어 

의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출산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B]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돌확에 곱게 간 보리쌀을 솥에 안쳐 

한소끔 끓여 내놓고서 쌀 한 줌과 끓여 낸 보리쌀을 섞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산기가 느껴졌다. 아낙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쌀과 보리를 섞은 다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고 텃밭으로 갔다.

  장에 간 남편은 어디서 술을 한잔하는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 곧 

세상으로 나오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뱃속의 아기 위로 셋이나 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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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녁의 골목에서 제 어미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기를 기 하며 왁자하게 놀

고 있다.

  아낙은 저녁 찬거리로 텃밭의 가지와 호박을 따다가 잠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뱃속의 아기가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신호를 보내왔다. 아낙은 진통이 가

시기를 기다려 찬거리를 안아 들고 텃밭을 나왔다. 아궁이에서 밥이 끓기 시작하

자 텃밭에서 따 온 가지를 끓고 있는 밥물 위에 올려놓고 호박과 호박잎을 뚝뚝 

썰어 톱톱하게 받아 놓은 뜨물에 된장국을 끓이고 오이채를 썰어 매콤한 오이 국

을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고 나서 아이 낳을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물을 데워 놓고 끓는 물에 아기 탯줄 자를 가위를 소독하고 미역도 담가 놓고 

안방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드러누웠다. 장에 가서 술 한잔 걸치고 뱃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낙의 남편이 막 사립문을 들어섰을 때 안방 쪽에서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순산이었다. 남편은 늘 그래 왔듯이, 첫째 때도 둘

째 때도 셋째 때도 그러했듯이, 술 취한 기분에도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미리 

물에 담가 둔 미역을 씻어 첫국밥을 끓 다. 첫국밥을 끓여서 아내에게 들여놓아 

주고 나서 남편은 사립문 양쪽에 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

를 끼워 나무에 매달았다. 넷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팔 남매를 낳았다. 집은 토담집이었다.

  토담집에서의 출산 과정을 마치 제삼자인 듯이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

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어머니에 한 이해, 즉 토담집이 어머니에게 지니는 

의미에 한 고찰이 놓여있다. 토담집은 무려 팔 남매를 낳은 어머니의 산고(産

苦)가 녹아있는 장소이고, 남편 없이도 저녁거리를 준비해가며 해산한 어머니의 

강인함이 스며있는 장소이며, 신접부터 팔 남매를 낳기까지 가족의 완성 과정이 

고스란히 깃든 장소인 것이다. 이로 인해 담담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토담집에 

한 어머니의 애틋한 감정, 그리고 그 어머니에 한 공감에서 비롯되는 필자

의 애틋함 감정이 녹녹히 전달되고 있다. 이는 타자의 처지 이해를 통한 인물 

중심의 맥락화에 해당한다.

[A]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남도의 조그마한 섬이다. 그곳은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아무튼 그 조그마한 섬에서, 나는 산

에 올라가 산나무 열매를 따 먹거나, 떼 지어 몰려다니며 밭에서 자라는 온갖 것

들을 몰래 맛보거나-목화꽃을 따먹을 때에, 무나 감자를 몰래 캐 먹을 때에,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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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불에 구워 먹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어른들에게 들킬지도 모른

다는 무서움까지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다-선창에 나가 서너 시간씩 바다를 바

라 보고 앉아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의 경우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소가 맥락화되

었다면, 「두꺼운 삶과 얇은 삶」에서는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소의 맥락화가 

이루어진다. 필자는 땅집에서 살았던 어린 날의 기억, 남도에서의 기억을 회상하

며 땅집의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경험은 삶이 ‘두께’와 ‘깊

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하여 해석의 맥락을 제공한다. 현  수필은 

부분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는 장소 기반 성찰이 나타나는 수필 작품에서 가장 빈

번하게 확인된다. 

  위의 두 작품은 어머니의 처지나 자신의 경험만으로 토담집과 땅집의 가치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 먼저 「두꺼운 삶과 얇은 삶」에서 필자는 자신이 아파트에

서 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아파트의 삶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까닭

을 밝힌다.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의 경우 토담집의 건축부터 그 내력을 서술함

으로써 시간상의 맥락화를 구현한다.

[A]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반포의 서른 두 평짜리 아파트이다. 칠팔 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반포 같은 곳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 기억 속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반포는, 수원으로 놀러갈 때에 버

스 속에서 바라다본, 키 큰 포플러나무가 피난살이하러 나와 있는 바싹 마른 아

낙네들같이 모여 있는 소택지이다. 그 소택지를 메워 자연스러운 자연을 거의 완

벽하게 없애버리고 백 동이 넘는 아파트를 세워놓은 곳에서, 나는 거의 사 년째 

살고 있다. 내가 반포 아파트에 오게 된 것은 정말 이상한 행운 때문이었다. 내가 

맨 처음 내 문패를 단 집을 가졌던 곳은 연희동이다. 

  (…) 그곳에서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이제 아파트에는 신물이 

났으니 다시 단독 가옥으로 가보자고 내 아내를 죄기 시작했으나, 아내는 땅집-

이게 내 아내만의 독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에 갈 의사가 별로 없는 모

양이었다.

[B]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나면서 손수 지은 집이었다. 판판한 주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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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위에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새집 

짓는 일을 ‘성주 모신다’고 했다. 마을 남정네들은 집 짓는 일을 돕고 아낙들은 

음식을 만들었다. 황토에 논흙을 섞고 짚을 썰어 지붕 흙을 만들고 몇 사람은 지

붕 위로 올라가고 몇 사람은 마당에 길게 서서 다 이겨진 흙을 지붕 위로 올렸

다. 

  (…)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

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

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

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A]에서 필자는 아파트에 살게 되기까지의 내력을 상세히 제시, 자신이 아파트

에서의 삶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에 하여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인용문

에서는 다소 생략되었으나 필자는 연희동에서의 주택 살이, 여의도에서의 아파

트 살이, 다시 반포에서의 아파트 살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거주 내력을 서술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한 필자의 비판적 시선이 필자의 개인적 역사에 근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경우 ‘탄생’과 ‘죽음’을 중심으로 토담집에 시간적 맥락을 부여한다. 토

담집의 시작과 끝은 조적이다. 토담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이라는 가족

의 탄생과 함께 지어졌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실질적으로 역사를 마감한다. 

토담집에는 아이의 출생이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지만, 아파트로 표상되

는 오늘날 출생은 병원이 담당하고 누군가의 죽음은 장례식장이 담당한다. 토담

집은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이 직접 마을 공동체와 어울리며 짓지만 아파트는 그

곳에 살아가는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지어진다. 토담집은 성주신과 조왕신을 모

시는 상징적이고 성스러운 장소지만 아파트는 주거를 담당하는 “쓸쓸한” 기계에 

불과하다. 토담집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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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력 조회를 통한 배경 중심의 맥락화를 구현하고 있다.

3) 이념적(理念的)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의 현대적 구현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와 관련, 소거기는 의론을 통해 ( 체로 장

소명과 관련하여) 장소의 의미를 부연하고 해설한다. 그러나 현  수필에서는 의

론과 같은 양식적 요소를 따로 두지는 않는다. 소거기에서도 사경, 기사, 의론의 

세 요소가 이따금 교차되며 형식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현  수필에

서는 이러한 교차가 훨씬 빈번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즉 현  수필에서 장소의 가치화는 새로운 텍스트 단위에 의해 완성되기보다

는 장소의 구체화, 장소의 맥락화와 동시에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소의 

가치화를 또 다른 텍스트 단위를 통해 실현하기보다는 장소의 구체화와 맥락화 

과정에 자연스레 녹여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그 시절 

우리들의 집」 두 작품의 주제의식은 장소의 구체화, 장소의 맥락화 양상을 살피

면서 이미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장소의 가치화는 볼노브의 거주 과제와 관련해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 ‘자아와 세계의 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 ‘자

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는 필자

가 거주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깨달은 의미, 즉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에 관한다. 따라서 현  수필에서 장소의 가치화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는 텍

스트의 내용과 주제의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두꺼운 삶과 얇은 삶」, 「그 시절 우리들의 집」에서는 각각 땅집과 아파트, 토

담집과 아파트라는 두 개의 장소가 나타난다. 두 작품에서 땅집과 토담집은 긍

정적으로 형상화된 반면 아파트는 부정적으로 형상화된다. 땅집과 아파트, 토담

집과 아파트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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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땅집 아파트

ㆍ아름다운 우물과 같이 비밀스러운 가

치가 존재함.

ㆍ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고 자연과

의 교감이 가능함.

ㆍ자연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존중됨.

ㆍ스물두 평 또는 서른두 평의 평면 구

조로 비밀이 존재할 수 없음.

ㆍ채소를 직접 키울 수 없고 자연과의 

교감이 불가능함.

ㆍ인위적이고 표면적인 것만을 중시함.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토담집 아파트

ㆍ탄생과 죽음을 담당함.

ㆍ계절, 시간, 오감이 명료함.

ㆍ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섭리

에 순응하며 살아감.

ㆍ탄생과 죽음을 담당하지 않음.

ㆍ계절, 시간, 오감이 불분명함.

ㆍ자연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연의 이치

를 거스르며 살아감.

  장소는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전제를 따를 때, 두 작품에서 진정한 ‘장소’라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땅집과 토담집이다. 이에 따라 두 작품에서는 

장소의 가치화가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 자아와 세

계의 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의 두 차원에서 나타난다.

  먼저 「두꺼운 삶과 얇은 삶」에서 땅집은 물질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안식적 장소이다. 동시에 땅집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아파트)와 립하여, 물질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자아를 보여주는 차별적 장소이기도 하다.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의 경우, 토담집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명료한 감

각을 유지할 수 있는 자아의 안정적 보전 장소이다. 동시에 토담집은 자연의 이

치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세계(아파트)와 립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명

료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아를 보여주는 차별적 장소이기도 하다. 

  두 작품에서 ‘자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두 작품뿐만 아니라 장소 기반 성찰이 나타나는 현  수필의 부

분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까닭은 오늘날 공간이 기능별로 매우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우리들의 집」에서 보았듯 탄생은 병원이 담당하고 죽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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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이 담당하는 것 따위가 공간의 기능별 분화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거소

가 농사부터 행정, 학문, 완경(玩景)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 으나, 오늘

날의 집은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휴식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학교, 병원, 일터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과 집이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다. 때문에 과

거의 소거기에서는 거주의 의미가 사회적 책무나 공적인 미덕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고는 했던 반면, 현  수필에서는 장소의 가치화가 부분 자아의 

보전 및 안식을 추구하는 방향 또는 자아를 위협하는 세계와 립하여 자아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실현된다.

  한편 장소란 고정적인 불변의 결과물이 아닌, 무수한 경로로 그 의미가 분기

될 수 있는 잠재태로서의 ‘과정’에 해당함임을 상기할 때, 「두꺼운 삶과 얇은 

삶」의 마지막 목은 장소 기반 성찰의 본질을 보여준다.

[A] 아니 그러면 다락방이나 지하실이나 부엌이 없는 곳에서 산 사람에겐 깊이가 

없단 말인가? 바다와 산만을 보고 자라나야 삶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또 아이들은 언제나 신비 덩어리가 아닌가? 아이들에게는 조약돌 하나로도 우주

보다도 넓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아이들을 불쌍하

게 여기는 것은 나의 잘난 체하는 태도의 소산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깊이 있

게 생각해야 아파트에서의 나의 삶에 한 충분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

데, 그 비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그 생각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

록 나는 어느 틈엔가 남도의 한 조그마한 섬의 밭에, 산에, 바다에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 젊은 시인의 표현을 빌면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두껍지 않을 때에 나는 엷게 판단한다는 것이 될지 모르

겠다.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를 비난하는 체하는 자기 모순. 나에게 칼이 있다면 

그것으로 너를 치리라. 바로 나를!

  아파트에서의 삶을 얇은 삶이라 비판하던 필자는, 글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

도 그러한 삶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아파트의 삶에 길들여져 있

으면서도 아파트에서의 삶을 비판하는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으로만 형상화되었던 아파트에 하여 가치가 새롭게 정련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준다.

  장소란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무한히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



- 116 -

이다. 따라서 장소 기반 성찰은 어떤 정해진 해답을 찾아가는 결과 지향적 사고

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잠재적 해석 가능성을 탐구해나가는 과정 지향적 사고

이다. 장소 기반 성찰을 통해 정련된 가치는 회의와 성찰을 거쳐 다시 새롭게 

정련될 수 있는 것이다. 

2.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所居記) 교수ㆍ학습

  본 연구는 장소 기반 성찰을 중심으로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의 양 측면을 아

우르는 소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거기에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

의 형상화 원리를 학습자가 자신의 표현 활동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서는 먼저 소거기 텍스트를 올바르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거기 교수ㆍ학습의 첫 단계는 소거기의 감상을 통해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거기는 오늘날 생산되지 않는 과거의 장르이자 사 부 계층에서만 

통용되었던 한문산문으로서, 그 쓰기 관습이 오늘날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

다. 이에 현  학습자가 소거기에 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농후

한바, 소거기와 성격이 비슷한 문예 장르로서 집을 제재로 삼는 현  수필을 제

시하여 소거기와 오늘날 문예의 연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소거기 교수ㆍ학

습의 두 번째 단계는 즉 현  수필의 감상을 통해 장소 기반 성찰의 현 적 구

현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거기 감상을 통해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과 기제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수필

을 통해 그 현 적 구현까지도 확인하 다면,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적용하여 직접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해를 

표현의 기반으로 삼아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여 내면화하는 단계로서 소거기 교

수ㆍ학습의 세 번째 단계가 된다.

  글쓰기가 소통 행위임을 헤아릴 때, 학습자들이 생산한 텍스트는 동료 학습자

들과 공유하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소 기반 성찰은 무수히 

많은 잠재적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는 과정 지향적 사고인바, 소통을 통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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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새로운 해석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통으

로서의 글쓰기와 과정으로서의 장소 기반 성찰의 본질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

다. 이로서 쓰기 결과의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해석의 분화(分化) 경험은 소거기 

교수ㆍ학습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이상으로 장소 기반 성찰 중심의 소거기(所居記) 교수ㆍ학습의 단계를 정리하

면 아래의 도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교수ㆍ학습의 단계

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 3 4

소거기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이해

▶

현대 수필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현대적 

구현 이해

▶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적용한 

쓰기 수행

▶

쓰기 결과의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해석의 

분화(分化) 경험

이해 표현

1) 소거기(所居記)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이해

  소거기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장소 기반 성찰임을 유념할 때, 소거기의 올

바른 감상을 위해서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장소 기반 성찰을 읽어내는 방법을 학

습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인 사경, 기사, 의론은 각각 장

소에 한 인식 방법을 달리하여 장소 기반 성찰을 읽어내는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양식적 요소에 따른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소거기를 바르게 감상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소거기에 형상화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제는 즉

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로서 사경을 통해 구현된다. 장소는 객관적 존

재물로서 주체에 의해 감각적으로 관찰되며, 이때 장소의 관찰은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 118 -

구체화 양상은 ‘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 ‘비교와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분위기의 투 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로 범주화된다.

  두 번째 기제는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로서 기사를 통해 구현된

다. 장소의 관찰을 통해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발견하 다면, 장소와 현실의 결

합을 통해 의미의 단서를 발견해야 한다. 의미의 단서는 시간의 흐름을 갖춘 개

인의 현실적 국면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서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양상은 ‘타자의 처지 이해를 통한 인물 중심의 맥

락화’, ‘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 ‘장소의 내력 조회를 

통한 배경 중심의 맥락화’로 범주화된다.

  세 번째 기제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로서 의론을 통해 구현된다. 

독자는 장소에 부여된 서사를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장소의 본질을 보여주

는지 해명해야 한다. 여기서 성찰의 주체는 삶을 정향하는 가치를 인간 삶의 보

편적 차원에서 밝히게 되며, 장소의 가치화는 참된 거주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진다.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양상은 ‘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

한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 ‘자아와 세계의 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

화’, ‘자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로 범주화된다.

  그렇다면 장소 기반 성찰을 중심으로 소거기를 감상한다고 할 때,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함과 더불어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에 따른 장

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이

후 쓰기 수행에서 적용될 것이므로, 학습자들은 각 기제가 텍스트에서 구체적으

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소거기의 감상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소거기 텍스트의 내용 이해하기

 2.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 파악하기

 3.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에 따른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이해하기

 4.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 형상화 방법 파악하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나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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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소거기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지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학습자들은 습득한 개념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

컨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사경, 기사, 의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부분이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중 무엇을 드러내

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 개념을 적용하여 소거기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텍스트 읽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추동하기 위하여 소거기 

감상의 각 과제에 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소거기 텍스트의 내용 이해하기

  - 집(방)에 붙은 이름 확인하기

  - 집(방)에 부여된 의미, 집(방)의 가치 파악하기

▪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 파악하기

  -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議論)의 개념 이해하기

  - 작품에서 사경, 기사, 의론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보기

[활동의 예]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

리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그곳이 우리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 그곳을 장소라 할 수 있답니다.

  소거기를 구성하는 요소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사경(寫境)은 장소의 지형이나 

경관, 주변의 산수 경물 등에 한 묘사를 의미합니다. 기사(記事)는 장소의 조성 

과정이나 내력, 장소와 관련된 경험, 인물 등에 한 서술을 가리켜요. 셋째는 의

론(議論)으로, 장소의 이름이나 의미에 관하여 해설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1.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장소의 구성요소와 소거기의 구성요소를 대응시켜 봅시다.

사경(寫境) • • 의미

기사(記事) • • 활동

의론(議論) • • 물리적 환경

2. 작품에서 사경, 기사, 의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찾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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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기에 형상화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이해하기

  - 대상(장소) 인식 방법 이해하기

  -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에 따라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도출하기

[활동의 예]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일상의 사물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태도를 지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물을 보는 것, 즉 ‘관물(觀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

요. 사물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이이에요. 감각 기관을 사용해 사물을 가장 구체적

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즉물적(卽物的) 인식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사물을 현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강가에 서 있는 

사람과 사막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이 주는 의미는 다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물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의 현실적 맥락, 

개인의 역사를 통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역사적(歷史的) 인식이라고도 해요.

  마지막 방법은 관물의 끝판왕, 이념적(理念的) 인식이에요. 하찮은 돌멩이에게도 

배울 점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물 그 자체

보다도 사물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수양과도 깊은 관련

이 있어요. 사물을 가장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랍니다.

1. 소거기에서 사경, 기사, 의론에서는 각각 어떤 인식 방법이 주로 나타날까요?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에 따라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정리하여 봅시다.

- 사경에서는          인식에 따라 장소가 구체화 됩니다.

- 기사에서는          인식에 따라 장소가 맥락화 됩니다.

- 의론에서는          인식에 따라 장소가 가치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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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수필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현대적 구현 확인

  소거기의 감상은 소거기에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활법으로 

삼아 표현 활동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소거기는 오늘날 생산되지 

않는 글쓰기 양식으로서, 현  학습자가 소거기에 형상화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곧바로 글쓰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해에서

표현으로 넘어가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에게 비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 양식의 신변잡기적, 생활 문학적 특성에 근거할 때, 소거기와 같이 거주 

장소를 소재로 삼는 현  수필을 감상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표현 활동을 돕는 

비계가 된다. 즉 현  수필의 감상은 소거기의 이해에서 표현으로 나아가는 소

거기 교육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과거의 규범적 글쓰기가 현  글

쓰기의 잠재적 원형임을 헤아린다면167), 거주 장소를 소재로 장소 기반 성찰을 

구현한 현  수필의 제시는 소거기의 장소 기반 성찰과 그 형상화 방식이 오늘

날의 일상 문예에 계승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소거기의 교육적 

167) 김종철(2002), 앞의 글.

▪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 형상화 방법 파악하기

[활동의 예]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작품에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각각 어떻게 형상화되

었는지 친구들과 함께 논의해 보세요.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형상화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ㆍ심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ㆍ비교를 활용하였다.
ㆍ은유를 활용하였다.
ㆍ장소에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ㆍ타자의 처지를 서술하고 있다.
ㆍ필자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ㆍ장소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ㆍ집(방)은 자아의 보전을 위한 안식의 공간이다.
ㆍ집(방)은 자아와 외부 세계의 대립을 보여준다.
ㆍ집(방)은 자아가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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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납득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학습자가 소거기만을 단독으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소거기와 

현  수필 간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현  수

필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거기와 비교하여 장소 기반 성찰이 나타난 현  수필을 감상한다고 할 

때, 학습자들은 먼저 내용 이해를 위해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소거기에서 확

인하 던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형상화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장

소 기반 성찰을 중심으로 소거기와 수필 작품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해당

한다. 단, 현  수필의 경우 소거기와 같이 뚜렷한 양식적 요소를 갖지 않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는 내용에 따라 장소 기반 성찰의 구현 양상을 살피되 묘사나 

서사 등의 서술 방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168)

  다음으로 소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현  수필 작품

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거기와의 비교를 통한 현  

수필 감상이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형상화한 쓰기 수행으로 이어질 것을 고

려한다면,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텍스트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수필을 통하여 장소 기반 성찰의 현 적 구현 양상을 살폈다면, 마지막

으로 이에 기반하여 소거기와 현  수필의 내용상ㆍ형식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  장소 기반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소거기와 공

통되지만,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소거기에 비해 자유롭게 교차된다거나 자아

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차

이점으로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 활동에서 표현 활동으로 나아가는 교량으로서 장소 기반 성찰

이 구현된 현  수필을 감상할 때, 학습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168) 사경에서는 묘사가, 기사에서는 서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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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 수필 텍스트의 내용 이해하기

 2. 현대 수필 텍스트에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확인하기

 3.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가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파악하기

 4. 소거기와 내용상ㆍ형식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아보기

3)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적용한 쓰기 수행

  소거기에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의 형상화 양상은 아래와 같이 범주화된다.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형상화 양상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ㆍ심상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감각적 구체화

ㆍ비교와 은유를 통한 인지적 구체화

ㆍ분위기의 투영을 통한 정서적 구체화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ㆍ타자의 처지 이해를 통한 인물 중심의 맥락화

ㆍ자아의 경험 회상을 통한 사건 중심의 맥락화

ㆍ장소의 내력 조회를 통한 배경 중심의 맥락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ㆍ자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장소의 안식적 가치화

ㆍ자아와 세계의 대립에 의한 장소의 차별적 가치화

ㆍ자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회적 가치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 중 ‘자아와 세계의 합일에 의한 장소의 사

회적 가치화’를 제외하면, 집을 소재로 하는 현  수필에서도 장소 기반 성찰이 

위의 범주에 따라 형상화됨을 확인하 다. 이는 소거기에서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방법이 오늘날의 문예에도 그 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거기는 장소 기반 성찰의 글쓰기를 위한 활법(活法)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소거기와 현  수필의 감상을 통해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익힌 

학습자들은,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별 형상화 방법을 쓰기의 전략으로 삼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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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다.

  소거기와 현  수필을 감상하는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및 그 형상화 방법은 감상의 길잡이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감상의 길잡이

를 넘어 쓰기 전략으로 기능하려면 학습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이하의 논의에서는 쓰기 활동과 관련하여 장

소 기반 성찰을 추동하는 방안으로서 명명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집을 소재로 하는 소거기와 현  수필은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방식에서 

공통된 지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다만 소거기에서와 달리 현  수필에

서는 장소의 명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발달했던 편액(扁

額) 문화가 오늘날에는 큰 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서 기인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사적인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현시하는 행위는 오늘날 찾아보

기가 더욱 어렵다.

  소거기는 체로 거소의 명명에 한 해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그 이

유를 해설하는 과정에 장소를 묘사하는 사경부터 장소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서술하는 기사,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연하는 의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

식적 요소가 활용된다. 이는 장소가 인간 삶의 허브(hub)로서 수많은 것들과 관

계를 맺고 있는 상임을 의미한다. 

  장소 기반 성찰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장소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것들을 탐색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무수히 많은 것들 가운데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 중

의 하나가 명명이다. 소거기에서 명명은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서 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자 정체성의 표현이었다. 이는 장소의 명명에 

한 고민은 해당 장소를 관통하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한 고민과 직결됨을 의

미한다.

  명명은 장소의 본질에 한 통찰을 도움으로써 장소 기반 성찰을 도울 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에서도 일관된 의미 구성을 가능케 하는 지표로 작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을 도울 수 있다. 텍스트에서 장소 기반 성찰의 각 기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매우 긴 하게 연관된다. 즉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

체화,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가 

하나의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장소 기반 성찰이 올바르



- 125 -

게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숙한 필자는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활용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일관된 

의미 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예컨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즉 장

소의 묘사가 의미 부여의 틈새를 발견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그저 묘사를 위한 

묘사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장소 기반 성찰의 글쓰기에서 필자는 어떤 의미로 

나아가 위한 구체화이고, 어떤 의미로 나아가기 위한 맥락화이며, 어떤 의미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화인지 끊임없이 인지해야 한다. 장소의 명명은 쓰기 과정에

서 이와 같은 메타적 인식을 돕는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다.

 

4) 쓰기 결과의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해석의 분화(分化) 경험

  소거기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붙이는 글이지만 오직 소유주만이 쓸 수 있는 

글도 아니었고, 혼자서 비 스럽게 간직하기 위한 글도 아니었다. 소거기에는 소

유주가 스스로 지은 자발적인 글만큼이나 타인에게 청하여 지어진 글도 많이 있

다. 더불어 소거기에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자기현시의 목적도 있

었음169)을 상기할 때, 소거기는 타인 및 세계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장르 다고 할 수 있다.

  요컨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소통 행위이다. 소거기에서는 필자를 비롯한 복

수의 화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거기는 장소 기반 성찰은 무한한 잠재

적 해석 가능성을 담지하는 과정 지향적 사고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공유를 통해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해 내는 토 가 된다. ‘통곡’에 세상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허균의 

글, 화려한 꽃들을 뒤로하고 조촐한 매화나무 세 그루로 자신의 집에 이름을 붙

인 장유의 글은 장소를 매개로 한 소통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들은 쓰기 결과를 공유함으로

써 ‘왜 방에 그렇게 이름을 붙 어?’, ‘왜 그게 너의 방에서 가장 중요해?’와 같

169) 안세현(2017),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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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문을 던지며 상 해석의 무한한 지평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  필자의 

해명에 동의하며 더 깊은 해석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필자의 해명에 부족

함을 느껴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거기는 자신의 공간에 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간에 한 

글쓰기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료 학습자들이 서로의 공간에 해 써보도록 할 

수 있다. 예컨  청탁에 의해 쓰여진 소거기와 같이, 자신의 공간에 이름을 붙인 

뒤 그 이름을 동료 학습자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용과 생산이 상호작용하는 문학의 본질을 직접적

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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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고전산문교육의 관점에서 우리 전통의 한문문체 중 하나인 소거기

(所居記)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 다. 소거기는 문예미와 실용성을 두루 갖춘 장

르로서, 이해 교육의 측면에서는 감상의 좋은 제재가 되고, 표현 교육의 측면에

서는 현  글쓰기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활법(活法)의 원천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교육적으로 주목받지 못하 던 소거기의 장르적 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소거기의 교수ㆍ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소거기는 개인의 거주 공간을 소재로 하는 글 양식으로서 장소에 한 사유와 

성찰적 사유가 함께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소거기의 핵심 특질이 ‘장소 기반 

성찰’에 있다고 보고, 장소 및 성찰에 한 기존의 논의에 기초하여 장소 기반 

성찰의 개념을 정립하 다. 장소 기반 성찰은 ‘장소 해석을 통한 가치 정련’으로 

정의된다. 성찰은 가치에 비추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소는 공간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따라서 장소에 한 

사유는 곧 성찰을 담보한다. 이와 관련해 소거기는 거주 공간의 명명(命名)과 그 

의미에 한 해설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 욕구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

서 장소 기반 성찰을 핵심 특질로 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쓰기에서의 언어 사용 방식이 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향을 미

친다는 전제를 수용하여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

제를 도출하 다.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인 사경(寫境), 기사(記事), 의론(議論)은 

각각 상(장소)에 한 인식의 경로를 달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 부들의 이

치 탐구 방법이었던 관물(觀物)의 상 인식 방법에 기초하여, 소거기의 양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를 도출하 다.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는 사경의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 기사의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 의론의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

화’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소거기에서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는 

틀로 기능하 다. 즉물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구체화는 시각 차원의 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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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할 것을 지향하는바, 감각, 인지, 정서의 경로로써 그 형상화 양상을 분

석하 다. 역사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맥락화는 공간의 차원에 시간의 차원이 

더해지는 것으로서 서사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 다. 이념적 인식에 따른 장소의 가치화는 삶에 방향성과 관련하

여 가치를 명시한다. 이에 거주의 주체인 자아와 자아를 둘러싼 세계의 관계 구

도를 중심으로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 다.

  이로써 도출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와 그 형상화 방법은 소거기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거기 교육이 표현 교육까지도 포섭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소거기에 하여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기(記) 양식과 유사한 오늘날의 수필을 표현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계로 제공하고자 하 다. 집을 소재로 삼은 현  수필에서 장소 기반 성

찰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핀 결과, 소거기에 구현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가 현  수필에도 동일하게 구현됨을 확인하 다.

  소거기의 교육 방안은 장소 기반 성찰이 드러난 소거기와 현  수필을 감상하

고 수용하는 이해 교육의 차원과, 이를 통해 습득한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학습자가 직접 글쓰기에 적용하는 표현 교육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해

는 표현의 기반이 됨에 따라 소거기의 교수ㆍ학습은 ‘소거기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기제 이해’, ‘현  수필 감상을 통한 장소 기반 성찰의 현 적 구현 

이해’, ‘장소 기반 성찰의 형상화 원리를 적용한 쓰기 수행’, ‘쓰기 결과의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해석의 분화 경험’의 네 단계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가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을 아우르는 소거기 교육을 표방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소거기 감상을, 그리고 표현 교육의 차원에서 소

거기를 활용한 글쓰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소거기는 그 문예성

으로 말미암아 감상의 좋은 제재가 되고, 또 실용성으로 말미암아 글쓰기의 활

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한 다양한 화자들의 가치론적 논쟁은 

존중에 기반한 소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무장소성이 팽배한 오늘날 참된 거

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며, 편액 문화와 같이 우리의 고매

한 전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소거기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교육적으로 

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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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Sogeogi(所居記)’ 

Focused on Place-Based-Reflection

Kim, Ha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ethod of 

teaching Sogeogi(所居記), one of the traditional genres, in terms of 

Korean classical prose education. Sogeogi, which refers to living 

spaces, is a genre that has both literary artistry and practicality, so 

that it is evaluated as a good material for classical prose education 

that encompasses understanding education as well as expression 

education.

Place-based-reflection is defined as “refining of value through 

interpretation of place.” Place is established by giving meaning and 

value to space. and reflection aims at self-understanding in the light 

of value; therefore, contemplation of place triggers reflection. The 

key characteristic of Sogeogi is place-based-reflection, in that it 

reveals one’s beliefs, values or desires through naming his/her living 

space and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name.

The mechanism of place-based-reflection is categori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al elements of Sogeogi and the way of 

cognizing objects. First of all, materialization of place following 

realistic cognition is implemented through Sakyung(寫境),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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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description of a place. According to the way the subject tries 

to overcome the domination of vision, it comes out as sensory 

materialization through complex use of images, or cognitive 

materialization through comparison and metaphor, or emotional 

materialization through projecting atmosphere.

Second, contextualization of place following historical 

cognition appears in the form of Kisa(記事), which is similar with 

narration. Depending on which element of reality the subject focuses 

on, it is divided into person-oriented contextualiz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person, event-oriented 

contextualization through self-experience recollection, and 

background-oriented contextualization through checking the place’s 

history.

Finally, valuing of place based on ideological cognition 

appears in the form of Uiron(議論), which explains the meaning of 

the place’s name. According to the relation of the subject and the 

world, it is categorized into sabbatical valuing for stable 

self-preservation, discriminatory valuing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subject and the world, and social valuing by 

harmonization of the subject and the world.

Sogeogi is a classical genre which is not used today. Thus, in 

order to persuade its educational value as well as minimize the 

psychological distance the learners would feel, it is necessary to 

reveal its connectivity with contemporary literature. Examining the 

modern essays writing about living spaces, the mechanism of 

place-based-reflection embodied in Sogeogi was equally implemented 

in modern essays. This attests to the fact that the medieval writing is 

being inherited by modern literature.

The education of Sogeogi has two dimensions: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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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at appreciates Sogeogi as well as modern essays, and 

expression education that applies the principles of 

place-based-reflection to writing. Accordingly, the education of 

Sogeogi is designed in four stages: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place-based-reflection through Sogeogi, understanding the modern 

embodiment of place-based-reflection through contemporary essays, 

writing using the principles of the place-based-reflections, and 

sharing the results with colleague learners to experience 

differentiation of interpretation. 

This study, which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lace-based-reflection and set it up as the content of Korean 

classical prose education, has significance for bringing up the topic 

of genuine dwelling in present day life dominated by placelessness, 

and examining it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also has significance for clarifying the genre identity of Ki(記) and 

Sogeogi, as well as excavating educational value embracing 

understanding education and expression education.

Keywords : Korean classical prose, understanding,  expression,  

place, reflection, place-based-reflection, Ki(記), Sogeogi(所居記), 

realistic cognition, historical cognition, ideological cognition, 

materializing, contextualizing, val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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