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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作敎育의 可能性 探究

- 소설창작의 이론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禹 漢 鎔

(사대 국어교육과)

I . 창작교육 논의의 실마리

창작교육은 언어의 창조적 운용을 포괄하는 범위를 상정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창작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언어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언어를 통한 창조적 발상， 창의적 논의， 문학으로 통용

되는 규범을 준수하는 언어활용， 언어의 창조적 표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언어적 존재로서 인간의 창작능력을 고려할 때， 범위를 이렇

게 폭넓게 잡는 데서 정당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도교육에서는 창작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봉쇄되어 왔다고

할 만큼， 창작에 대한 배려에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언어 운용은 이해와 표현

이라는 두 국면을 두루 포괄한다. 그렇다면 문학과 관련된 교육에서 언어의 이해

측면에만 치중하는 이해와 감상은 반쪽 문학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읽기를 중심으

로 작가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문학교육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

렇게 되면 문학을 과도하게 신비화하게 되고 독자로서， 문학을 향유하는 주체의 자

격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언어의 운용， 문학의 통합성， 문학의 자생력을 위해서는

문학교육이 폭넓게 모색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는 창작교육에 대한 관섬과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이 글에서는 소설창작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창작교육의 기초를 마련

하는 데에 펼요한 논리를 확립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

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항용 교육과 연관된 논의는 실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

다. 그러나 그 실용성이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연구 결과는 열차 한국현대소설학

회에서 발표하였고， 이 글에서는 토론 결과를 일부 수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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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논의는 이론대로 쓸모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는 소설창작의 경우 그 가능성

이 어디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

이므로 중 · 고등학교 창작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는 층위를 달리하는

다른 논의가 있어야 드러날 것이다.

II. 소설창작과 연관된 문제를 찾아서

1 소설창작에 대한 현실적 요구

대학에서 소설창작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대부터 이 다 1) 그리고 지금은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소설창작에 대

한 논리가 확고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다. 소설창작에 대한 논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논리를 모색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현실이 만들어내는 학문이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소설을 연구하는 이

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의 방기이다.

소설창작에 대한 학문적 논의 내지는 이론화 작업의 예는 거의 없는 편이다. 창

작체험이 풍부한 작가들이 대학에서 소설창작을 가르치고， 그 경험을 실용적 차원

에서 ‘소설창작론’이나 ‘소설작법’이라는 책으로 발간한 예는 다소 있다，2) 소설창작

의 경험적 지침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작엽임에 틀림없다. 작가들의 창작강의 경험

이 이론화된다면 창작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소설

창작의 이론화는 아니다.

대학에서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마당에 소설창작에 대한 이론화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창작은 속성상 이론화를 거부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소설창작에 대한 이론화 없이 대학에서 창작을 가르친다면 대학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는 평을 면키 어렵다. 작가의 창작경험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학의

소설창작론 강의가 충분하다면 다른 논의는 긴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작가의 창

작경험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강의는 구태여 대학이라는 제도를 펼요로 하지 않는

다. 학문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때라야 대학에서 가르칠 만한 조건이 충족된다. 그

러한 점에서 소설창작의 이론화 작업은 대학에서 소설창작을 가르치고 있다는 현

실적 요청 그 자체를 이론화하는 일이 된다.

1)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친 예는 예술대학 문예창작과가 설림된 1953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 후

대학의 국문학과에서 문예창작콘이 대거 설강되었고，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다.

2) 전상국， 송하춘， 현길언， 조건상， 문순태， 이규정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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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창작을 교양교육 차원에서 부과하는 경우라도 이론화 작업은 펼요하다. 교양교

육은 교육의 결과를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실용성을 벗어난다. 자기교육으로서 인

간이 자기완성을 도모하는 데에 교양교육의 특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기표

현력을 증진하고 그 안에서 자아완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양교육이다.

소설창작을 통해 자기표현력을 기르고 자아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을 하면 대학의

사명은 끝난다. 여기에서도 소설창작이 어떻게 자아성장을 도모하며 자기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설창작은 제도교육에서보다 한결 활성화되어

있다. 여러 유형의 창작교실이 열리고 ‘소설대학’에서 소설창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문학교육에 포함되는 작업이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설창작을 이론화한다면， 그러한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물론 문학교육

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실천의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소설창작을 이론화하여 소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소설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하는 일은 소설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소설의 자생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는 소설창작과 그 교육에 대한 이론화 작엽이 펼수적이다. 소설창작에

대한 이론화를 통하여 소설 내측에서 소설의 장르 특성을 구명할 수 있어야 하고，

소설의 자생적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중고등학교

의 문학교육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이는 소설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다는 진단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의미를 띠기도 할 것이다.

2. 용어의 새로운 규정

‘소설창작’은 넓은 의미의 작가가 소설이라는 양식의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일련

의 작엽과 그 결과를 뜻한다.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는 소설가라고 한다. 소설쓰기

를 가르치는 작가를 ‘교수작가’라고 하기로 한다. 소설창작을 공부하는 이를 가리킬

때는 ‘학습작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작가는 소재를 택하고 그 소재를 소

설적 언어로 文體化한다. 문체화의 과정에는 허구적 상상력의 작용이 개입한다. 이

상상력은 창작주체의 개인적 감수성 차원과 공적인 이념 차원을 동시에 포괄한다.

나아가서 인류학적 상상력의 구조에 연관된다. 넓은 의미의 소설창작은 서사활동

전반에 연관되는 문학능력으로 구체화된다.

‘소설창작론’은 소설창작이라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소설창작의 이론화(theorizing)이다. 소설창작의 방향과

그 가치를 점검하는 것이 비평의 일이라면 이론화는 가치평가를 유보한 상태에서

소설창작을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그 원리를 추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소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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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이론화’는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문제를 기본 구도로 하여， 소설창작이란 무엇

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일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

는 등의 문제를 설명하는 논리의 틀을 모색함을 뜻한다.

이론화를 위해서는 대상의 성격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상으로 삼

는 소설은 서사양식의 다양한 변이형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기

술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데， 이를 方法論이라고 한다. 이론은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 그 대상을 둘러싼 여건이 달라질 경우 그 달라지는 조건을 변수로 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기능 등의 실용성을 발휘해야 한다.

공식 비공식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소설창작론은 ‘소설쓰기’를 가르치는 계획

과 실천 그리고 그 결과의 평가를 포함하는 교육을 뜻한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검

토해 본 적이 없는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소설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인가 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타당성을 지니는가 소설쓰기를 가르친 결과를 평가하는 문제는 이론상

가능한가 하는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의 영역은 매우 폭넓다.

이 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앞에서 거론한 소설창작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고

려하면서， 소설창작의 일반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것， 소설쓰기를 가르치는 일의 가

능성 탐구 등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소설의 자생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

가 바탕에 깔려 있으며， 창작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도도 아울러 갖추

고 있다.

3. 소설창작과 비평의 관계

소설창작을 교육 차원에서 다룰 경우， 창작과 비평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비

평가가 소설창작을 직접 교육하지는 않는다. 비평가가 쓴 비평문이 소설창작의 지

표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비평의 기능이 문학의 생산과 연관된다면 소설창작과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설창작을 비평이 주도하여 이끌어 갈 수 있고， 또는

이끌어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따금 일어나곤 한다. 여기서 소설창작과 비평의 관계

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우리 비평사에서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창작방법 논의’가 있었

다. 카프를 중심으로 한 문인들 사이에서 과도한 이론화를 극복하고 창작의 활성화

를 위해 창작방법을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논의이다. 주로 소설창작과 연

관된 논의였다는 점에서 소설창작론의 선구적인 논의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되는데， 사회주의적 리열리즘， 모랄론

과 고말문학론，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론을 포함하는 리열리즘론 등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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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열리즘이란 무엇인가， 리얼리즘에 도달하는 문학의 양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되었다.3) 논의는 무성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상으로 하는 작

품이 질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것이 되지 못했다. 아울러 실제로 창작을 활성화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이론이 창작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소설창작이 단순한 기술이나 이념의 표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이 논의의 의미가 있다. 작가에게 일원화된 이념을 제시하고 창작방법을 제공한

다는 것 자체가 無望한 일이라는 점이 이로써 명백해진 것이다. 창작방법론 논의에

서 벗어나 있던 작가들이 수준이 높은 작품을 풍부하게 산출한 사실이， 역으로 창

작방법론의 한계를 증명해 주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에 대한 초기의 담론은 창작과 연관되어 있었다. 서양의

경우 문학에 대한 담론은 作詩法(ars poetica)에 서 출발하였다. 동양에서도 문학교

육은 기본적으로 창작교육이었다. 시를 가르치는 일이 시를 읽는 교육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다. 시를 공부하는 일은 시를 짓는 공부였다. 그런데 근대로 내려오면서

전문화된 작가에 비해 독자가 상대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

학 전반으로 보았을 때 창작보다는 비평의 기능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창작과 비평이 괴리를 빚게 되었고 비평기능이 과도하게 확장됨으로써 문

학의 자생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독자는 문학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라르 주네트는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비평은 글읽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포괄한다. 문학현상이라는 관점， 즉 문학의 자

생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작품의 창작과 수용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창작과 수용 어느 한 편의 과도한 服大는 문학의 자생력을 위해서 결

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고 문학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현실적 과제로 부각되는 사항이며 비평의 임무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비평은 소설창작과 긴장관계를 지속하면서 소설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비평은 기본적으로 가치평가를 지향한다. 비평이 문학의 거래를 증진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4 ) 그러나 비평이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한 창작에 대한 先導性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게 마련이다. 한편 창작 편

에서는 자율적인 상상력을 비평에 념겨주려 하지 않는다. 창작과 비평의 관계가 그

런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비평이 창작을 선도한다고

할 경우， 창작의 기본인 자유로운 발상법과 상상력이 제약을 당하기 쉽다. 더구나

창작방법 논의에서 그러한 전례를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작의 위축을 초

3) 김윤식，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pp. 84-106.
4) Paul Hemadi , What is Criticism, Indiana D.P., 1981, 서룬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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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비평이 창작을 이끌어가거나 창작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보다 북한에서 창작방법론이나 창작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평의 선도성과 연관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창작과 비평의 관계는 시대 이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암

시하는 사항이다.

소설창작과 비평이 시대이념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소설창작의 문제를 학문적

으로 점검하는 일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는 ‘소설창작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평이 작가의 반성을 촉구한다든지 작가를 어

느 편으로 인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구조와 절차를 거치는가， 그러한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는 일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검토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비평과 이론의 경계지점에

놓이는 작엽일지도 모른다.

ill. 소설창작의 세 층위

1 소설창작의 주체

단순하게 말해서 소설창작의 주체는 소설가이다. 즉 소설가가 작품을 써야 비로

소 소설은 탄생한다. 그러나 소설창작과 연관된 주체를 상정할 경우 그 개념규정은

매우 복잡해진다. 이는 소설창작에서 주체가 작가， 서술자， 작중인물로 분리되고，

작가도 개인적 차원의 주체와 초개인적 차원의 주체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주체는 다양한 분화를 보인다.

우선 자연인으로서의 소설가를 생각할 수 있다. 소설가들은 소설가가 될 만한 연

유를 지닌 사람들이다. 남에게 럴어놓고 싶지 않은 사연이 깊은 외상(trauma)으로

앙금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이 많은 사람，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소설

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소설가들에게 당신은 왜 소설가가 되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대답 대신 내 소설을 읽어보라고 할 것이다. 거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그러나 소설이 곧 소설가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다. 소설가의

체험은 작가라는 ‘창작주체’의 매개를 거쳐 소설형식으로 창출될 때라야 의미를 지

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쓰는 실질적인 사람을 주체로 설정할 경우 개별적

자아를 지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의 체질， 취향， 감수성， 이념적 지향성 등이 각각

달라 이론화의 범위를 벗어난다.

어느 작가가 왜 시를 짓거나 극을 만들지 않고 소설을 쓰는가 하는 문제는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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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문제로 전환된다. 장르선택의 법칙성은 소설이 어떤 역사철학적 조건에서

쓰여지는가 하는 문제에 연관되는 사항이다. 예컨대 蔡萬植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獨流>와 같은 소설을 쓰기도 하고 <햄빠의 {專說>이라는 장편 희곡을 발표하기

도 하였다.5 ) 그런데， 루카치의 설명에 따른다면， 소설은 이른바 ‘필수적인 시간격차

의 폭’이 희독에 비해 좁다.6) 소설은 현실을 훨씬 뛰어념어 세계의 진전을 전망하

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 비해 희독은 현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폭이 소설

보다는 더 넓고， 시는 그 폭이 가장 커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역사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의 미래， 역사전망

을 희곡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그것은 일종의 장르 선택의 법칙성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역사의 방향성이 불투명한데 주관적인 전망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신념이 투철할 때 작가는 소설보다는 시간격차를 용언하는

폭이 큰 장르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설이라는 장르를 역사철학적인 논의 가운데 둘 때에 한하여

의미를 지닌다. 기본장르 차원의 서사문학 일반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쓸 때에도 이

러한 논리가 잘 들어맞을 것인지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장르로서 소설을 상

정할 때라야 역사의 방향성과 개인의 세계관을 통합해 내야 하는 것이 과제로 주

어지기 때문이다. 기본장르로서의 소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

에서 창작교육의 기본 차원을 소설의 장르적 속성에 얽어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성숙한 어른의 형식’이라는 규정을 벗어나는 서사일반에서 소설창작론의 논의

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로서의 소설가가 ‘근대 리얼리즘 소설’로 한정되는 장르로서의 소설에 대해

얼마나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창작주체와 관련하여 문제로 제기

된다. 이는 장르인식의 법칙성 가운데 하나이다. 총체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는 소설이라야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인

식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소설의 형식을 갖춘 글이라고 하더라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자신이 하는 작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투철한 경우라야 법

칙성을 중시하는 논의에 포함된다. 삶의 과정에서 겪는 크고작은 체험을 이야기 형

식으로 쓴 작품을 대상으로 이러한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기로서의 소설창작을 문제삼을 때는 그러한 원칙론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게 되는 동기를 따지는 문제는 작가론에

념겨줄 수 있다. 어떤 작가의 창작에너지가 어디에 연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

5) 김윤식 0'한국현대소설비판~ , 일지사， 1981, pp, 227-235
6) G, 루카치， 이영욱 역 f역사소설론，n ， 거픔， 1987, PP. 16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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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작심리를 연구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겸토할 수 있는 창작주체의 문제는 ‘글쓰는 사람으로서의 창작주체’로 한정하는 것

이 논의가 순편하다.

위대한 소설가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사람， 소설이라는 글쓰기를 하는 개념적 주

체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경우， 주체는 체험주체와 ‘허구적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 체험을 재구성하는 작업인 소설창작에서 주체는 두 차원으로 분리된다.

소설의 내용을 구성하는 체험의 주체가 체험주체이다. 그 체험을 소설이라는 양식

으로 구체화하는 주체는 허구적 상상력으로 작엽하는 주체， 즉 ‘허구적 주체’인 것

이다. 소설창작은 자아가 체험주체와 허구적 주체로 분화된 상태에서， 두 주체의

긴장상태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그러한 소설창작의 과정을 통해 자아는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자신의 내부에 구성하게 된다. 이는 소설 쓰는 과정이 인간의

성장과 맞울려 있다는 근거이다.

소설창작을 글쓰기 차원에서 검토할 경우 창작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의

독자성이 창작주체와 관련하여 문제로 제기된다. 이려한 논의는 소설이 현실을 소

재로 구성하는 허구적 세계라는 논리의 일원성을 벗어날 때라야 의미를 지니게 된

다. 소설에서 문제삼는 현실은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작가를 둘러싸고 있

는 세계에서 텍스트로 이끌려 들어오는 차원이다. 미메시스 이념에서 본다면 이 세

계는 경험세계에 속한다. 이러한 반영의 대상인 세계와 함께 소설을 구성하는 다른

차원은 그 소설가가 구성하는 소설에 텍스트 연관성을 지나는 다른 택스트들이다.

클로드 시몽은 문화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전의 텍스트의 언어현실 그것 말고는 소

설의 현실이 달리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7) 문화적 경험으로서의 이전 텍스

트에는 작가 자신의 주체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는 주체가 동시에

작용을 나타낸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창작의 주체는 문화적 주체이고 역사적 주체

가 된다. 학습작가가 권위를 부여받은 작가로 성장하는 것은 개별적 주체가 문화적

주체로 봄바꾸기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된다.

인간의 자아는 개별자로 활동하는 개인적 주체와 類的存在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超個人的 수，體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소설이 시대를 반영한다든지 정신사적

과엽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까닭은 소설창작의 주체가 최소한 시대의 과제를 소설

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소설창작은 소설을 쓰고자 하는 개

인을 개인적 주체에서 초개인적 주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이 어느 시대의 年代記라는 성격을 지닌다면 그 이유는 작가가 초개인적 주체라는

데서 찾아진다， 소설은 개인의 내밀한 체험을 고백하는 식으로 써질 수 없다는 이

7) 우한용 r문학교육파 문화콘J , 서울대출판부， 1997,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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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이 부근에 있다. 소설창작 주체의 이러한 초개인적 주체로서의 면모가 독자의

공감을 불러오는 근원이다. 이러한 공감은 작가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치밀한 감수성과 類的存在로서의 속성 사이의 갈등이 소설이 빚어져 나오는

눈아귀이다. 소설가가 개인의 밥벌이나 취미활동을 떠나 정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주체의 극단적인 대립의 통합 가능성에 그 근거가 놓인다. 이러한

주체들은 소설창작을 거치는 동안 자기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여기서 소섣창작의

과정은 삶의 과정에 통합된다.

2. 소설창작의 기법 차원

소설창작뿐만 아니라 문학적 논의 일반에서 기법을 논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

러오기 쉽다. 우리는 소재 대 기법， 내용 대 기법， 이념 대 기법 등의 이항 대립적

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분법은 사고를 경직하게 만든

다. 소설의 이념이나 소설의 수용 차원을 벗어나， 소설창작과 연관된 제반 절차와

장치를 기법이라는 용어로 두루 아우르고자 한다.

우선 소설의 기법과 연관된 논의의 으뜸가는 항목은 索材이다. “소재는 주제이

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자. 첫째， 소재가 곧 주제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소재 가

운데 작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작가의 관심이 향하는 방향이 주제를 결정한

다는 뜻이다. 작가가 흩어져 있는 소재의 어디에 시각을 집중하는가 하는 데서 소

재는 주제화된다. 이는 창작론 일반의 논리이다. 시인과 마찬가지로 소설가는 근본

적으로 보는 사람(Ie voyant) , 발견하는 사람이다. 보리밭 옆에 무텀이 있고 무텀

가에 패랭이꽃이 피어 있다고 하자. 어떤 작가가 거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

다. 작가는 보리밭을 둘러싸고 이루어 온 민족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무텀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후예들은 지금 어떻게 살

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작가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터 패랭이꽃의 서럽

도록 붉은 빛깔을 소재로 환상적인 사랑과 죽음을 이야기할 만도 하다. 아니면 야

생화 패랭이꽃을 재배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이야기를 구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패

랭이 꽃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랑을 비극과 로맨스가 엇갈리는 이야기로 꾸밀 가능

성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작가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데 따라 주제는 결정된다.

둘째， 어떤 인물이 소재가 될 경우 그 소재는 전형성을 띤다. 세상에는， 농민， 상인，

이념분자， 사기꾼 등 이루 다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물군이 존재한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전형적인 의미로 자리잡는다. 인물의 전형성은 인간 삶의 규칙

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설이 한갓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

소한 人間學을 지향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인물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구체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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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리얼리티를 창출하는 것이 소설창작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형을 소재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소설창작의 과정에서 주제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

가 된다. 소재로서의 인물은 계층， 세계관， 삶의 조건 따위를 그 하부에 주제항목으

로 거느리게 된다.

작가가 인물을 소재로 하여 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인물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환경과 교섭하는 중에 인물의 행동은 방향을 잡

는다. 여기서 인물의 행동은 보편성을 띠는 논리를 확보하게 된다. 인물의 전형성

은 개성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다. 개성은 인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가운데 형성

된다. 이렇게 본다면 소설의 환경 또한 기법 차원에서 아주 벗어나지는 않는다.

소설이 문학예술로서 자격을 갖추자면 형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소설의 형상화는 인물설정， 플롯 만들기， 묘사와 서사，

대화를 통한 文體化， 시점과 거리 조정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마크 쇼러

의 언명대로 “기법이 곧 주제이다" .8) 장편소설의 경우 이러한 논리가 적절히 들어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소설은 이전 소설에 대한 반역”이라는 명제를

수용한다면， 기법이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점은 논리화하기 대단히 어렵

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설의 기법은 소설창작의 가능성을 이론화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의 자세한 규칙이나 법칙에 대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빌어야 할 정도로 광범하다.

소설창작의 기법 차원에서 형상화의 장치들을 가동하는 근원적인 힘이 ‘허구적

상상력’이다. 이는 소설창작이 기본으로 하는 창조성의 예술 차원에 해당하는 에너

지이다. 작가가 소설을 쓰는 작업은 허구적 상상력을 내적 에너지로 하여 세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허구적 상상력은 일차적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

련해 준다. 허구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구조를 형성하는 完美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그것은 가능성의 탐구， 가능세계를 지향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 허구적 상상력은 神話ill:界에서부터 근대세계를 모델로 하는 근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서사문학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작동시키는가 하는 작가의 의식에 따라， 허구적 상상력은 소설창작의 다양한 기법

으로 영업되어 들어온다. 여기서 상상력은 기법적 의미를 지닌다.

3. 소설창작에서 세계관의 문제

소설창작이 평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가르칠 만한 가치가

8) Mark Scharer, "Techniqie as Discovery," Kumar & McKean ed. Critical Approaches to Fiction,
McGraw-Hill, 1968, pp. 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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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 소설창작논의는 창

작기술에 대한 실용적 설명에 그치기 십상이다. 소설창작은 최소한 의식인의 자각

적인 투구에 해당하는 작엽이다. 여기서 소설창작과 세계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

각된 인간으로서의 작가가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인 소설쓰기가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구미에 따라 하는 소설쓰기는 이러한 논의

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설창작에 관여하는 요소로서 작가는 개인적 주체이면서 초개인적 주제9)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작가는 이중적인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하

나는 개인 차원의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초개인적 주체로서 견지할 수 있는 세

계관이다. 작가의 개인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이 둘이 통합되는 것이 기-장 바

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와 세계 사이의 관계가 늘 整合的일 수는 없는 일이다.

작가가 형성한 세계에 대한 관념， 태도， 가치 등과 삶에 대한 감성과 이념 차원의

관념을 통합하는 일이 볼가능하다변 작가가 하는 소설창작은 작가의 정체성을 뒤

흔들어 놓는 데에 기여할 뿐이 된다. 그러한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적으로는 불행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체와 세계관과 소설창작 방

법론을 통합하는 데서 찾아진다， 여기서 이 가능성과 연관된 몇 가지 도식을 상정

할수 있다.

(A)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작가가 개입하지 않고 창작하는 경우

(B) 세계를 작가의 세계관에 맞게 변형 구성하여 소설을 창작하는 경우

(C) 세계와 작가의 세계관이 갈등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창작하는 경우

CD) 세계와 주체의 관계를 사상한 자리에서 무색의 필자로서 창작하는 경우

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경우， 그 세계는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

기된다. 세계 자체가 우리가 구성한 것이라면 세계관 또한 객관적일 수 없는 일이

다. 세계상 (das Weltbild) 은 그 자체로 중립성을 띠며 존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선명할 수 없다. 세계관과 달리 세계상이 자연과학적으로 관찰된 것이라

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세계를 관찰하고 이를 작가 자신의 언

어로 옮길 경우， 그 언어가 아무리 객관성을 띤다고 해도 주체의 판단이 개엽되는

한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세계관이라는

것도 개인과 집단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놓인다고 보아야 한다. 주체와 세계를

통합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주체와 세계를 (C)

9) L. Goldmann, The Hidden God, Routledge & Kegan Paul, New York: The Humanities Press, 1964,
pp.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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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세계와 주체 사

이에 거리감각이 요청된다. 이는 작가의 위치가 부단히 요동하는 중에 일관성을 유

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작가가 두 개의 자아를 전제하는 한，

이는 작가가 피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한다.

아무튼 소설창작이 작가의 세계관을 표명하는 작업과 연관된다면 창작론에서도

세계관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작가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은 작가의 시대체험과 갚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평면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항

목이다. 한마디로 소설창작론에서 학습작가의 세계관 형성을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할수록 교육의 가능성

은 커질 것이다. 이 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면 주관성의 미망에‘ 빠지거나 객관성의

환상에 매달리게 된다.

N. 소설창작 교육의 과정과 구조

1. 소설창작론의 내용 측면

소설창작론은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교육절차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면

소설창작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조작적으로 규정하자면 “소설창작론”은 소설을 창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설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과정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소설창작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소설창작 능력을 확충해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면 다시 소설창작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계산능력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사용능력 등은 규정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고등정신능력이라든지 도덕적 능력 등은 쉽게 규정되지 않는다. 그 능력이 복합적

이고， 인간 정신능력의 다층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기 때문이다. 소설창작능력

을 규정하는 데도 비슷한 어려움이 따른다. 문학을 형상적 사유라고 한다. 논리와

형상성이 동시에 포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언어로 하는 작엽을 전제한다면 형상

성이 논리에 우선한다. “위대한 문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끼0)는 화이트헤드의 지적에

따른다면， 소설창작능력에는 ‘생생한 느낌’을 포함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논리와

느낌을 아우르는 능력으로 창작능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간단히 축약하

고자 한다.

10) A. N 화이트헤드， 오영환 · 문창옥 역.열린사고와 철학 O . 고려원， 199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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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창작능력을 규정하는 첫째 조건은 주체가 세계를 발견하는 발견 능력이다.

작가가 다루는 세계에는 자기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기 발견과 자기

이해 능력과 상통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무엇을 지

향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을 뜻한다. 이는 자아를 중심으로 인간의 이

해를 도모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이해를 자아의 성장으로 이끌어 들이는가 이끌어

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삶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

를 발견하는 능력이 없다면 소설창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는 넓은 의미의 문

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소설창작능력의 둘째 조건은 대상과 대상들의 관계 그리고 작용을 언어로 형상

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글쓰기 능력 혹은 자기표현능력의 다른 측변이다. 소

설창작의 기법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상화능력은 다양한 층

위에 걸치게 된다. 묘사 능력， 설명 능력， 인물과 인물의 의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대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의식의 내면을 그릴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

다. 그리고 시점을 운용하는 능력은 소설창작론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로 인한 의식의 교차를 통일성 있게 포착하

는 데는 시점의 운용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소설창작은 자아와 세계의 교섭작용 혹은 소통과정이다. 작가가 발견한 자

아와 세계의 교섭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객관성을 핵심으로 하는

장르인 소설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 소통을 위해서는 의미의 공공성이 문제된

다. 그렇게 본다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소설창작능력에 포함

된다. 공감은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의미론적 합의 혹은 意快共有를 통

한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론적 체계를 혁신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

이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인식체계를 파괴하는 충격적인 소통이 된다.

소설창작능력은 소설양식을 통해 세계를 발견하고， 언어적으로 형상화하여 소통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능력

이 어느 개인에게 형성되었는가를 사실 차원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창작교육의 평가가 지니는 난점이다. 그러나 외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평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창작능력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창작능력을 달리 규정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에 대한 對他的 의미를 지난다.

다른 규정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논의를 촉발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2. 소설창작론의 과정

소설창작을 수행하는 과정과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과정이 동일하지는 않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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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소설창작을 수행하는 과정은 일반화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소설창작을 가

르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소설창작론을 강의하는 교수들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소설창

작론은 매우 다양한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론’ 강의에 버금

가는 방식으로 소설의 이해를 도모하는 형태에서부터， 처음부터 작품을 써서 제출

하도록 하고 평가해 주는 것으로 일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표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소설창작론을 하나

의 완결된 과정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소설창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소설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설창작에 부속되는 절차와 과정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고

자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모델을 논의의 틀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수집

된 자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차이다.

(1) 소설창작의 의의와 소설창작의 자세.

(2) 소재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

(3) 주제는 어떻게 발견하는가? 주제설정과 연관된 사항

(4) 소설의 인물을 어떻게 그라는가? 인물과 연관된 사항

(5) 소설의 플릇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플롯과 연관된 사항

(6) 소설의 배경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소설의 시간 · 공간과 연관된 사항

(7) 서술자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서술자， 시점， 거리와 연관된 사항

(8) 소설의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소설의 언어， 문체와 연관된 사항

(9)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고 분석 · 평가하기. 자신의 작품과 대비하기

(J이 학습작가의 작품에 대한 교수의 평가. 학습작가 사이의 상호평가， 그리고 고

쳐쓰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설창작론이 小說論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모델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설론을

한 학기 강의하고 강의 끝에 소설 한 편을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

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소섣창작론이라기보다는 소설론에 가까운 강의가 된

다. 따라서 소설창작능력의 형성보다는 소설을 이해하는 데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소설을 이해하는 방식이 미국식 신비평의 영향으로 형성된 방법을 그대

로 따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된다 11 ) 소설을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러한 요소를 따라 소설창작을 훈련한다는 것은 소설을 修辦論 차원에서 다루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소설의 요소별로 수행되는 소설쓰기 절차는 소설창작의 전과

11) 우한용~문학교육과 문화론.I， 서윷대학교 출판부， 1997, 9장 참조



創作敎育의 可能性 探究 • 소설창작의 이론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53

정에 통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주제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소설창작을 위

한 경험을 어떻게 축적하는가，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 허구적 상상력을 개입하여 세

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하는 등의 측면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

야 소설론과 변별되는 소설창작론이 길이 찾아진다.

소설창작론은 소설적 사고의 개발과 소설을 쓰는 기술의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

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소설을 쓰는 기술 차원의 논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는 경우， 수준높은 소설적 사고와 발상법은 가르쳐질 수 없게 된다. 총체적인 체

험 속에서 소설창작론이 가르쳐져야 한다.

그렇다면 소설창작의 총체적 체험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전달 혹은 소통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 짚어져야 한다.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내밀

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지적인 깨달음과 감동이 깃든 것이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交鍵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즐거웅이 가르치는 편과 배우는

편이 각기 다른 것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창작 경험

을 털어놓아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그 경험을 자신의 자아와 대결하면서 수용해

나가야 한다. 교수와 학습작가 사이에 체험이 전달되고 수수되는 가운데 학습작가

는 소설창작의 기술과 함께 에너지를 얻게 된다.

작가가 소설창작론을 강의하논 경우， 교수작가 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소설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적 성찰을 공개적으로 해 내는 데서 의미

있는 체험의 전달이 가능해진다. 이는 ‘재연으로서의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최인훈의 <화두>에는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내가 가르치는 몽가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종의 자기-연기(演技)라

고나 부를 그런 것이다. ‘글쓰기’라는 것을 자기의 모델로 삼아서 그 과정을

연기해 보이는 것이다. ‘나’라고 하지만 ‘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글쓰는

나’와 ‘그저 나’는 자통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저 나’는 어디까지고 ‘글쓰

는 나’는 어디까지인가. 그 두 가지 ‘나’는 어떻게 서로 옮아가는가를， 그리고

‘글쓰는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학생들 앞에서 연기해

보여주는 것이 글짓기 교육이라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이때， 나말

고도 다른 교실의 다른 시간에 학생들은 나말고도 그런 다른 ‘연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 아년 나까지를 연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글짓기를 가르친다는 일을 하

지 않는다면， 작가는 ‘글쓰는 자기’를 이런 식으로， 즉 ‘글쓰는 자기’를 생체 해

부하는 식으로까지 의식할 필요가 없다. 쓴다는 일은 무의식에 의해 진행될

수 있고， 그 무의식 속에 ‘쓰는 나’는 의당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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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가는 굳이 ‘자기 그림자’를 따로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만들어내

는 이야기가 곧 자기 그림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권 pp.17-1 s)

교수인 나와 작가인 나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러한 만남이 구체성을 띠게 되기는 더욱 어렵다. 물론 의식상의 공통감각을 바탕

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체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체험을 추적하

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체험을 전달

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학습작가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작가

의 자기성장과 인식은 많은 부분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창작론 교수는 학습작가의 독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소설창작은 읽기와 쓰기라는 두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읽기 과정은 세계 읽

기와 남의 글 읽기， 자신이 쓴 텍스트 읽기를 포함한다 12) 세계 읽기는 문제의식을

발동하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재를 찾는 작업， 소재를 주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는 사고과정이라고도 달리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독서

는 학습작가 편에서 보자면 다른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 된다. 그리고 이러

한 과정은 주체의 자기인식을 증진해 준다. 기성작가와 달리 교육대상으로 설정되

는 학습작가의 경우 창작교육 과정은 그 자체가 인간적인 성장과 인식을 동반한다

는 점이 특정이다. 여기서 창작교육과 삶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3. 교수작가와 학습작가의 층위 조정

창작론에서는 학습작가와 교수작가의 소통이 전제된다. 그런데 학습작가와 교수

작가의 언어 층위와 체계는 같을 수 없다. 학습작가의 언어와 교수작가의 언어가

층위가 다르고 체계가 다르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층위와 체계가 다른 언어를 어떻

게 극복하고 소통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 여기서 학습작가

가 쓴 소설을 수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또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무슨 원

칙을 가지고 수정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 공

감을 얻어내는 公準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수행이 가능하다.

첫째， 발상법의 차원. 소설적 사고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면， 학습작가를 소설적 사

고로 이끌어 주기 위한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발상법 혹은 상상력의 차원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고정관념의 제거. 소설쓰기에 나타나는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방법이

12) 우한용 I창작교육의 이념과 지향」， 『문학교육학』 제2호， 태학사， 1998,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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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적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법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는 기준의 설정. 이러한 기준은 소설의 장르적

속성에서 도출된다. 장르가 일종의 질서개념으로 구성적 속성을 지닌다면， 장르의

하위 양식 차원에서 기준은 다시 마련될 수 있다. 인물의 형상화 방법， 사건의 구

성을 중심으로 하는 플롯의 측면， 시점과 거리를 조정하는 방법， 언어 선택과 문체

를 형성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인 항목이 될 것이다.

셋째， 소통가능성의 차원. 이는 소설창작의 결과가 남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과 소재륭 해석하는

시각， 삶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이 문제항목이 될 것이다. 소설창작은 그

과정에 비평행위를 포함한다. 소설창작은 공감과 소통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격차의 문제. 교수작가의 체험과 학습작가의 체험이 질적인 차이를 빚

게 되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은， 아마도 시간과 연관되는 것일 터이

다. 체험의 폭과 양이 모자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답사

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으로서의 문학’13)을 고려할 때 그 체험

의 복원은 문제가 간단치 않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돌이켜보는 일에 있어서 교

수작가와 학습작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를 빚을 수밖에 없다. 한 인간의 자기형

성과 연관되는 시간체험은 동질적인 것일 수 없다. 이는 시대마다 작가틀이 시대정

신을 갖게 되고 정신사적 과제를 달리 부여받는다는 점의 근거이다. 체험 중에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본인이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가르칠 수 없

는 체험을 획득하는 것은 학습작가의 몫이다. 독서와 정신의 성장과 창작은 맞물려

있고， 시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 또한 동궤의 것이다. 시간상의 격차가 가져오는

단절을 막아내는 방법은 학습작가의 독서가 유일한 길이다.

창작과정에 조언을 하는 교수작가의 시각이 정당성을 지닌다고 해도 그것은 공

적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학습작가가 조언을 수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

습작가의 공감도 매우 일반적인 공적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 조언은 학습작가

의 가감을 통해 수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설창작의 결과를 교정해 주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교정이 아니라 대안의 提案

이고， 제안에 대한 학습주체의 수용 여부는 선택적이다. 이는 창작결과를 놓고 이

루어지는 상호교정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결국 소설창작은 상호주체적 과정

에서 주체의 자기성취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뜻에서 창작교육만큼 모든

13)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r문학의 이해 J ， 삼지원， 1997, pp.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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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이상인 ‘자기교육’을 지향하는 특성이 뚜렷이 부각되는 교육은 흔치 않다.

여기서 교수와 학습자의 층위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드러진다.

V. 소설창작의 대안과 가능성 모색

1. 창작교수의 조건

창작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작가라야 하는가， 작가가 아니라도 창작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창작경험의 전달 가능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여기서는 소설

창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설창작을 강의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로 한다. 현실적

으로 대학의 경우는 대체로 작가들이 소설창작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

는다. 학습작가의 소설창작을 교수작가의 체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창작과정에 나

타나는 문제사태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소설창작의 경

험이 없는 사람이 소설창작을 가르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소설창작의 이론화를 정당화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소설창작을

예술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모르거니와 소설적 사고와 형상화 능력을

함께 아우르고자 하는 소설창작 교육에서는 기법의 교육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교양교육으로 상정되는 대학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넓은 의미의 국어교육

과 연관되는 중 · 고등학교의 문학교육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소설창작 체험이 없는 문학교사 작가가 아닌 문학교사도 소설창작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 경우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한다. 가르칠 내용은 문제 형태로 제기된다. 소설창작에서 문제 혹은 과제라고 하

는 것과 다른 영역의 문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물리 문제나 수학 문제는 교사가

풀지 못하면 학생에게 그 해법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소설의 주제가 되는 물음

은 그 성질이 이와는 사뭇 다르다.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다

고 하자. 이러한 물음의 해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는 성장의

어느 측면을 다룰 것인가 하는 데 따라 다루는 방식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리

고 작가 자신의 성장 체험과 연관되어 의미화되는 방식은 제한적이게 마련이지만，

그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학습작가마다 다른 해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소설창작의 가능성이 찾아진다.

이렇게 다양한 해법이 잠재되어 있는 물음을 앞에 놓고 창작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사람마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르다면 그러한 체험은 어떻게 소

통될 수 있는가. 그 주관성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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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할 수 있다. 각개인의 체험은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을 표현한 언어는 해당 공동

체의 공통된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 기댈 수 있다 이 경우 減通可能性은 대리체험

을 언어로 조직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4) 언어적인 간접체험을

조직하는 방법을 문학교사가 익히고 있다면 체험의 전달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장 체험을 다룬 다른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성장의 다양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체험과 남의 체험을 비교하면서， 다시 이차적인 代價的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영역의 교육과 달리 문학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가능성이다.

문학이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언어가 보편적 의미， 투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소설은 ‘형상적 사유’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창작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된다. 소설언어의 형상성은

학습작가가 각자 독특한 방식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 측면은 다

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비평가의 논리를 통해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작가인 학생이 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의 일반적

인 절차이다. 작품을 보는 안목은 창작교수가 학습작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은 물

론이다. 이 안목이 공적일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안목

이 제도에 뒷받침되는 것일 뿐일 때， 소설가로 등단한 사람의 보편적 견해일 따름

자신의 체험이 실리지 않을 때， 자칫 소설창작론에 억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렇다면 소설창작의 논리부분에 안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형상화의 측면은 다른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비적으로 조언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대선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의 간접적 소통이 창작체험이 없는 교수의 가능성이

된다. 언어는 메타언어로 가르칠 수 있다.

2. 소설창작의 이론화를 바탕으로 한 제안

소설창작론은 이론화될 수 있어야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소설창작론은

이론화할 수 있는 측면과 이론화를 벗어나는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이론화가 가능한 면을 소설창작의 주체， 형상화의 기법， 세계관의 문제， 그리고 소

통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소설창작론의 실천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이는 소설창작

론의 학문적 속성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

성을 바탕으로 창작교육과 연관된 몇 가지 문제를 구체화하여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문과나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창작론 강의를 설강하는 문제. 이는 이미 현실

14) 우한용 r문학교육과 문화룬~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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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이기 때문에 소설을 연구하는 편에서는 가능성을 좀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과제에 접근되는 것이다. 교육의 과정에서 소설창작론의 성립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작교수 편에서는 이론화를 지속

해야 하고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헌신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

다.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창작론을 수강한 학습작가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해 주는 문제는 문학의 제도 차원과 연관되는 것이라서， 여기서는 논의

할 성질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전문교육 혹은 직업교육으로서 소설창작론을 실천

하는 경우， 소설창작을 직업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전문교육의 성격을 띠는데도 직업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수요자 편에서 소설

창작론에 대한 매력을 더는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소설창작론을 학

문 수준에서 논의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창작론 일반의 논리를 추구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용성을 배제할 경우 그 한계는 너무

분명해진다.

둘째， 교양으로서 소설창작 과목을 설강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안이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소설창작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소설창작이 전문교육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설창작을 엄격한 장르로서의 소설을 쓰는 것으로 인식하는 인식이 달라

져야 한다. 여기서 소설창작을 鉉事敎育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

사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삶의 각 국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사활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그 출발은 소설창작에 있지만 傳記作家로서의 능력 배양， 역사

서술의 방법으로서의 서사의 이해와 서사능력의 함양， 일반적인 글쓰기나 언어활동

가운데 필요한 각종의 서사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표현의 능력을 바탕으로 인격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설창작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소설창작론의 모벨을 구성하는 일， 교재를 개발하는 일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이러한 논의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창작이 공

교육보다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

게 승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에도 이론화는 필요하다. 이론화를 거

치지 않을 경우 아마추어 집단의 취미활동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공적인 학교교육과 연관된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鉉事敎育 혹은 ‘이야기교육’에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교육은 국어교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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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교육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교과에 걸쳐 응용할 수 있는 교육가치를

지닌 우월한 교육방법인 것이다. 여기에 허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자연

스럽게 문학교육， 창작교육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역사， 사회， 도덕 등의 인접 영

역의 교과와 교섭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15)

우리는 문학， 나아가서는 인문학의 자생력이 문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마찬가

지로， 소설도 창작으로 구현되는 자생력에 대한 고려는 빈약한 채， 독서대중의 殘

깜한 소비재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소설창작을 이론화하고 창작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소설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창작의

이론화 작엽은 소설의 자생력은 물론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 應戰이라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은 삶의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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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Possibility of Creative Writing

in Education of Literature

Woo, Hanyong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creative literary writing has almost been

ignored with much misunderstanding. Especially creative fiction writing was

excluded in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However, such writing is now

instructed in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eorize creative fiction writing for

establishing such writing as a subjec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this

study , it is necessary to reconceptualize the following terms; the subject of

creative writing , the techniques of creative writing , and the world view of the

author.

The structure of creative fiction writing is composed of with the competences

of creative writing. It includes the sub competences; competence in finding the

world image, figurative competence in relating things and matter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writing. The process of creative writing is

overlapped with reading experiences, by which the student-author build his

own personality. In the writing process the teacher-author and the

student-author coordinate their levels of literary competence; thinking method ,

techniques , communication, time differences and experiential differences.

This paper suggests that creative fiction writing could be taught by the

teacher vvho is not a writer by himself, and that creative writing teachers could

help students to be able to creative writers through the method of

meta-language. The paper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orizing the creative

writing process and its evaluative mechanism for the better instruction of

creatIve wnt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