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적 체험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1. 서론 

김혜영 

언어 활동을 중섬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는 텍스트 생산과 수용의 과정을 소통의 맥럭에서 질서화하는 일 

이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 텍스트1 수용자 상호 간의 실천적 관계들을 재 

구성하는 소통의 결정 요인과 존재 조건이 무엇인가를 뺨l려는 데 그 목 

적이 었다. 이데올로기 담지체로서의 언어적 특성 외에도 텍스트가 가진 

특정 발화 양식으로 인해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자율적인 의미 생 

성자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소통의 결정 요인이나 존재 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조건화된 소통에 침여하게 

된다. 

텍스트는 중립적이고 정태적인 의미 담지체나 부재 요소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대상 혹은 의미의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수용자 

의 읽기에 적극적으로 개업뼈 수용자를 설득하는 작용태이다. 이에 따라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왼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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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조건은 수용자의 체험을 생산해내는 기원이 된다. 특히 생산자와 

수용자의 직접적인 교섭을 전제하지 않는 문학 텍스트의 경우， 수용 과정 

에 접근하가 위해서는 수용자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의 특정 발 

화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텍스트의 발화 양식이 생산하는 가치 체 

계가 수용자의 반응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읽기에 개입효얘 수용자를 설득하고자 

한다. 씌어진 것으로서의 문학 텍스트가 수용자를 능동적인 소통의 상대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수용지를 설득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사적 장치 때 

문이다. 수사학은 일반적인 의미로 회술， 담화의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수사학은 소유권의 소송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11 토지 

의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능란한 화술’을 통한 변론이 필요했기 때 

문이다. 니。}가 공중이 듣도록 의도된 것이 분명하거나 일반적얀 중요성을 

지닌 주제나 제목에 관해 광범위한 청중에게 연설하는 사람과 같은 어조 

나 태도를 가진 모든 문학작품 역시 수사적이라고 볼 수 었다21 수사의 관 

심사는 언어를 통때 의사를 전달하는 모든 복잡한 일， 화자를 그가 상대 

히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이다. 이러한 수사학이 

작가와 그의 독지들의 관계를 확립 자기 작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끌어 

내고 유도하는 방편이 되는 모든 기교를 포함”하게 된 것은 딩연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씌어진 것으로서의 서술성 

에 집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술성의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는 수용자 

가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수용자는 자율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 

정은 수용자를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텍스트를 해 

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찾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수용자도 소통의 대 

1) R. Barthes, 김성택 역옛날의 수사학J ， 김현 편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92, 22-23면. 
2) P. Dixon, 강대건 역수사법~， 서울대출판부， 1987, 8변. 
3) 위의 책， 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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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담화 형식에 의해 구속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텍스트의 

수사성 역시 서술성과 마찬가지로 소통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장치임 

을 알게 된다. 수사성은 텍스트의 담화적인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 

로서， 특정한 원근법적 배치 혹은 비유에 의해 구성된다.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는 수용자가 다려l 읽을 수 있는 7념성을 제한 

하므로、 수용자는 언제나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상 

태에서 텍스트와의 소통 관계에 들어간다. 수사적 장치로 인해 수용지는 

텍스트의 의미 작용II 구속된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수사적 장 

치를 통해 수용자의 읽기에 관여하는 방식은 개인의 실재 조건에 대한 개 

인의 상상적 관계의 표상으후서 이데올로기의 작용과 유사하다. 이데올로 

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데 있어서 자명함-우리가 항상 이미 주체 

라는 사실-과 인지-우리가 주체임을 보증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지 관습 

의 실천-를 동원한다4) 이와 마찬가지로 수사적 장치 역시 그 목표를 필 

연적이거나 개연적인 진리를 발견송}는 데 두지 않고 진실임직함에 입각하 

여 청중을 셜득히는 데 둠으로써 문화적 보편성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수 

용자를 특정 발화의 구성체로 호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 수용 과정에 대한 접근은 텍스트적 조건에 의해 

호명된 수용자가 특정 주체로 구성되는 양상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 

며 동시에 그러한 읽기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원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텍스트 수용에 작용히는 역동적인 

권력 관계，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의미 구속력과 수용자의 의미 구성력 사 

이에서 빚어지는 미시적인 힘들의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이해 과정에 작용히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수사적 장치로 알레고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계몽적 특 

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알레고리의 경우 다른 수사적 양식에 비해 텍스트 

적 조건이 수용자를 구속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텍스트의 수사적 

4) L. A1thusser, 김동수 역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1, 102 -13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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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알레고리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장용학의 

「요한시집」을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장용학은 알레고리적인 창작 방법을 

유지해 온 소수 작가 중 하나로 그의 소설에서 알레고리는 관념적인 이상 

을 구현하기 위한 매개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장용학 소설에 내재해 있는 

절대적인 관념 지향성을 가지고 작가와 수용자의 계몽적 관계를 설명하기 

도 하였다51 계몽 도식을 기반으로 한 소설에서 작가는 자신이 추구히는 

관념을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자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동원하 

기 때문에 서술자와 수용자 사아의 위계 질서는 직접적이고 공고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서술자를 중심으로 수용자와의 소통적 관계를 논의， 소설 

의 화행 작용을 설명해 온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고는 알레고리의 계몽 구도를 서술자와 수용자의 화행적 관계에서 찾 

지 않고 텍스트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용자 스스로 계몽 주체로 자 

신을 정립하도록 히는 알레고리 자체의 수사적 구조에서 해명하그l자 한다， 

먼저 수용의 과정을 입론화하기 위해 문학적 체험이라는 범주를 설정， 텍 

스트의 수용 과정을 분석한다. 유형화된 문학적 체험을 토대로 하여 알레 

고리적 수λ까 수용자를 특정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을 규명， 문학적 체험 

의 텍스트적 조건을 검증한다. 또한 수사적인 장치가 텍스트의 수용 과정 

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수용지를 향한 텍스트의 

구속성을 논리화하는 것에서 비판적 읽기 및 발견적 학습의 가능성을 모 

색하w} 한다. 

5) 서영채알레고리의 내적 형식과 그 의미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론J，민족 

문학사연구』 제3후 1993. 
방민후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장용학 김성한 소설을 중심으로J ， 
서울대 석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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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적 체험 형성의 전제 

텍스트 수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험을 체계화하려는 연구에는 작중 

인물의 행동으로부터 문학적 체험의 문제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와 문화적 

인 맥락이나 담론이 체험 형성에 작용하는 %빵을 고려한 논의가 있다. 전 

자의 논의로서， 최인Àt는 수용자의 생산적 활동을 동화와 거리두기로 설 

정한 다음， 작중 인불과 수용자의 거리 조절에 의한 내면화 양상을 고찰한 

다. 동화와 거리두기는 작중 인물의 삶과 행동 궤적을 수용자가 받아들이 

는가 아닌가를 구분한 개념이 된다. 김중신”의 논문 역시 문학 텍스트를 

심미적 대상으로 보고 읽기 행위를 심미 체험으로 규정， 심미 주체가 텍스 

트 속에 내재된 서사 주체의 존재나 행위를 자신의 보편적 평균 체험에 

비추어 가치 판단하게 되는 계기를 포착한다. 이를 기반으로 서사 주체의 

행위와 심미적 체험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보편적인 윤리 의식을 공통 감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문 

학적 체험의 문제를 유형화할 수 있었지만 작중 인물에 국한하여 문학적 

체험의 발생적 준거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문학 텍 

스트의 읽기를 심미 체험이 현상하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학 텍 

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체험의 양 

상을 미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문학적 체험을 심미성에 직 

접 연관시킬 경우 현상적인 차원에서 발생승}는 체험의 질적 측면이 배제 

되고 선험적인 가치 규정이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체험을 규정하는 문 

제가 현상과 괴리되는 개념화의 차원에 머물 수 있다. 

이에 대한 모색으로서 문학적 체험의 기원을 텍스트 내적 원리나 수용 

자의 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까지 확장시킨 논의가 있다. 문 

화적인 맥락을 통해 수용의 과정을 분석한 최지현w은 한의 정서가 전통적 

6) 최인자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 교육 연구J ， 서울대 석사논문， 1993. 
7) 김중신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J ， 서울대 박사 

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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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서로 수용되고 보편적인 정서로 체험되는 과정을 근대시 형성과정에 

서 일상적 정서가 근대적 삶에 알맞게 분류되고 윤리적 규범의 틀 안에서 

심미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과 상웅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문화적 합의에 

의해 문학적 정서 체험이 형성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된다. 시 담론 

의 이데올로기성에 주목한 정정흰 역시 시적 담론이 역사적 이데올로기 

성을 반영하고 있음에서 출발 기표에 각인된 이데올로기성이 하나의 텍스 

트 전략으로 독자셰게 특정한 주체 형식을 부과함을 고찰한다. 나。}가 담 

론의 실현에 의해 구현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을 주체화 과정으로 설명 

하고 있다. 텍스트의 형식으로부터 정서 체험이나 이데올로기성이 비롯됨 

을 설명하는 이러한 논의는 읽기의 과정을 문화적인 조건 혹은 이데올로 

기성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봄으로써 문학적 체혐의 문제를 문화나 담론 

에서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적 체험의 기원을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두고 언 

어를 매개로 한 소통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적 체험의 문제에 접 

근하파 한다. 즉 수용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는7베 따라 그러한 이 

해를 가능하게 한 텍스트적 조건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체험은 온갖 느낌 

이나 감정， 정서와 같은 개인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바를 뜻하며 인식 기 

능을 갖고 있다는 점10에서 이해의 문제로 전환히여 고찰할 수 있다. 수용 

자의 이해를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라이엘마허의 이론을 들여올 

수 있다. 슈라이엘마허의 이해 이론은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와 수용자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해 작용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엘마허는 수용자 스스로 선이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이라고 규정한 슈라이엘마허는 이해를 예 

감적 이해와 비교적 이해로 구분한다. 예감적 이해는 전적으로 친근성 있 

8) 최지현한국 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J ， 서울대 박사논문， 1007 
9) 정정순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J ， 서울대 석사논문， 1007. 

10) G. War미<e， 이한우 역가다머ι ， 민음사， 1엇39，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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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을 대상으로 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생생한 감정 이업에서 이해 

되어져야 할 사람에 정통해짐에서 유래등}는 자발적인 감지를 의미한다. 반 

면， 비교적 야해는 많은 사태적이고 문법적， 역사적인 지식에 의거하고 발 

언의 연관성이나 비교에서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다. 예감적 이해가 의미의 

직접적인 예감이나 파악을 의미한다면 비교적 이해는 다양한 개별적 자료 

를 통해 매개된 이해라고 할 수 었다 IIJ 

슈라이엘마허는 서로 상이한 개성들간의 이질성이 해소되려면 누구나 

타인의 최소한의 특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예감성 역시 자신과의 비 

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감성과 비교성을 관련시킨다. 그에게 이해 

의 방법은 비교를 통한 공통적인 것과 예측에 의한 특수한 것을 파악히는 

것이 된다. 슈라이엘마허에게 있어서 이질성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 감정과 감정 이입 능력이며 예술 생산의 창조적 특성 역시 예술 해석 

의 창조적 행위에서 공감적이고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본다 12) 슈라 

이엘마허는 모든 이해의 최후 근거를 동질성의 예감적 행위에 두었기 때 

문에 비교적 이해는 동질성에 이르기 위한 매개로 작용한다. 

그러나 슈라이엘마허가 동질성으로의 귀환을 통해 이해를 수렴의 방향 

을 몰고 간 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예감적 이해와 비교적 이해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대등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o}가 슈라이 

엘마허가 말하는 비교적 이해-대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예감적인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한 모색으로 이질적인 대상 사이에서 연관성 

을 찾는 행위 를 대상의 다양한 층위의 교섭， 조정을 통해 발산적 이해를 

모색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대상의 이질성이라는 것은 비교적 이해가 텍 

스트에 거리를 두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질적 대 

상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문제도 두 대상을 적극적으로 상관 짓는 추론의 

문제와결부된다. 

알레고리 역시 1차적 의미로부터 2차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11l E. Coreth, 신귀현 역해석학~， 종로서적， 1003, 24변. 
12) 고위공해석학과 문예학~， 나남， 1989, 50-51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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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동질성보다는， 거리를 유지하고 추론의 과정이 

동원되는 비교적 이해와 호웅관계를 갖고 었다. 비교적 이해는 수용자를 

행위의 주체로 끌어들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비교적 이해 

의 방법은 읽기의 이론을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정 

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3. 알례고리의 수사적 메카니즘 

문학 텍스트의 체험에 작용하는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 교업 양상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수용자플 소환하는 텍스트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 

할 펼요가 있다.2장에서는 이해의 두 7r?1 양상 중 비교적 이해가 해석을 

통해 수용자를 소환하는 구조임을 살펴보았다. 알레고리는 수용자로 하여 

금 텍스트에 암시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이해와연관된다. 

알레고리의 기원은 설회셰서 찾을 수 있다. 셜화 중에서도 시간， 계절， 

추수， 출생， 죽읍， 결혼 등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신화와 연관된다J:l) 신 

회는 모든 사람에게 신의 존재를 말해 주지만 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것 

을 해석히는 사람에게 제한해1 때문에 의미의 파악 및 전달을 소수의 특 

권층으로 제한한다. 신화에서 신의 존재가 지혜를 가진 소수에게만 개시되 

어 있음으로 해서 선회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제시된 것 

과 제시되지 않은 것， 분명한 것과 암시된 것 등의 구분을 만탬낸다. 선 

화를 해석하는 일이란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되어 았지 않아서 

잠재적으로만 드러난 것을 명시화히는 일이자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작업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알레고라는 말해진 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기술이 된다. 

13) ]. MacQueen, 송낙헌 역알레고리~， 서울대출판부， 1983, 1-21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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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유적 표현이 수용자의 해석 행위를 그 구성적 요소로 삼고 있는 

것처럼 알레고리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 수용자에 의해 완성된다. 알레고리 

의 해석은 말해진 것， 제시된 것 혹은 분명한 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 

암시된 것을 추론히는 작업이다. 선화나 성서에서 알레고리는 말해지지 않 

은 부분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비의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해진 것으로부터 암시된 부분을 추론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구성의 준 

거가 된다. 즉 암시된 의미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알레고리가 절대적인 의미의 규정에 초점을 맞출 때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주변과 중심의 가치 평가 

적인 의미를 갖는다. 초월이 알레고리의 본질적 속성이 되는 이유는 말해 

지지 않은 부분이 절대적인 의미 규정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을 파펀화된 것으로 인식 의미 내재성의 부재를 선언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알레고리의 기능도 변화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알레고리 

는 절대적인 의미의 해체를 파편화된 서사의 구성을 통해 보여준다. 파편 

들의 구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러한 대립과 모순의 강조 

를 통해 현실 원리를 제시하그l자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구성 

원리가 된다. 또한 알레고리는 파편화된 서사 구성의 기원이 현설의 붕괴 

를 고발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읽어낼 수 있도록 수사적인 장치를 구사한 

다. 이에 따라 현대 알레고리의 파편화된 구성 방식 역시 종합승}는 행위인 

해석을 이끌어 낸다. 알레고리의 해석이 종합하는 행위일 수 있는 이유는 

알레고리의 해석이 파편화되고 이질적인 부분을 의미 있는 전체로 읽어내 

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레고리가 수용자에게 작용하는 메카니즘의 두 양상을 추론 

할 수 있다. 하나는 말해진 것을 통해 말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을 유도 말해지지 않은 부분을 해석해 내는 과정이다. 1차적 의미로부터 2 

차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펀적인 의미를 발견 

하는 과정이 된다. 개별회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알레고리에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강조히는 방식을 취한다. 다른 하나는 알레고리가 수용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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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도달한 보편적인 의미를 다시 수용자 자신에게 전이시킴으로 

써 수용자 자신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수용자를 성찰 

의 대상으로 삼아 알레고리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과 해석의 결과가 지신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과정은 

원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원환 구조야말로 알레고리를 계몽적인 

수사로 만드는 동인이라고 하겠다. 

이상을 정리하면， 알레고리는 이질적 요소의 나열을 통해 말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도히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호명한다. 호명된 수 

용자는 개별과 보편의 구조에 따라 의미를 해석해 내며， 대상의 전이 가능 

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을 성찰의 주체로 정착시킨다. 알레고리는 수용자 

가 암시된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수용자를 해석하고 성찰하 

는 행위의 주체로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알레고리가 계몽의 수사일 수 

있는 이유는 해석 행위의 주체가 해석 결과에 자선을 반영할 수 있게 만 

드는 알레고리의 구조에 았다. 알레고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용 

지를 행위의 주체로 호명하는 수사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다. 

1) 거리 생성의 구조 

알레고리는 1차적 의미에 암시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암시하고 있는 

바를 찾도록 유도한다. 암시적 의미를 찾는 구도의 대표적인 예가 비유이 

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비유에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암시적인 의미를 부여받았지만 망명 정부의 지폐를 어떻 

게 해석하는깨 따라 다양한 의미론적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낙엽을 표현 

히는 1차적인 의미 체계가 ‘쓸쓸하다’ ‘인생의 허무함’ 등이라면 폴란드 망 

명 정부의 지폐는 그러한 1차적인 의미 체계를 넘어선다. 폴란드 망명 정 

부의 지폐가 1차적인 의미 체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보편적 기 

준으로 볼 때 닉업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가 결합이 이질적이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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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의 결합을 일상적인 언어 사용 기준에 

서 벗어난다고 인식하는 그 지점에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에 대한 메 

타 언어적인 접근이 시도된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기호가 표상 

승}는 의미가 무엇인깨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2차적 의미를 추 

론하는 것은 1차적 의미가 표상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이질적인 결합으로 인해 텍스 

트가 제시히는 바가 수용자의 기대와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2차적 의미에 

대한 해석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알레고리는 수용자가 1차적 의미에 머물 

지 않고 2차적 의미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의미 결합의 자의성을 드 

러내는방법을취한다. 

알레고리란 1차적 의미 체계의 해체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제 

시하.Jl자 한다. 이를 위해 알레고리는 파편화된 부분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현상의 나열을 통해 보편적 

인 의미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레고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관념과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인 해석이 요 

구된다. 개별로부터 보편 관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보편적인 것 속에 개별적인 것 

이 존재함을 전제하게 된다. 알레고리의 개별과 보편의 구조가 부분과 전 

체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차적 의미를 추론하도록 만드는 알레고리의 수사적 구조인 이질성의 

결합이 r요한시집」에서는 파편화된 부분의 병치와 중첩， 부분의 극대화 등 

으로 나타난다요한시집」은 부분이 의미 있는 전체로 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요 

한시집」 서두의 우화의 세계는 사적인 진술 형태를 띠고 있는 소설의 세 

계， 그리고 제목이 암시하는 시적인 세계와 병치된다. 교훈적인 주체를 전 

달하는 우화의 방향성과 의미 내재성의 결여를 구현하는 소설의 지향성， 

존재와 의미의 화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담고 있는 시적인 추구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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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없는 이질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부분이 병치됨으로 인 

해 수용자는 피편화된 관계의 연관성을 탐색하게 된다. 

양식의 병치 외에도 「요한시집」은 이분법적 대립의 해체와 이미지의 중 

첩 등의 파편화된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다요한시집」에는 이분법적 구 

분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구축된 기반이 무엇인7}를 밝힘과 동시에 그러한 

구분을 해체함으로써 위계적 질서의 층위를 전복시킨다. 예를 들어， 문을 

밀 것인가/당길 것인가의 사소한 경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누혜의 눈 

알을 들고 서 있는 안의 세계와 감시병이 노래하는 밖의 세계를 대비시킨 

다. 땅의 끝과 시작， 옹 시간과 올 시간의 매듭，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위치가 빚어내는 시간， 만들어내는 것과 죽이는 것 등의 단절된 두 세계가 

영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 두 개의 세계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 둘 중 

하나의 세계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를 선택하면서 다른 

세계와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빚어내는 비 

극적인 현상을 비판한다. 이분법적인 경계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 

의성이 인식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디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서 각각의 대상을 구분하는 경계를 해체함으 

로써 대상의 자기 정체성을 분열시킨다. 이미지의 중첩 작용은 대상이 갖 

고 있는 각각의 의미 외에 다른 대상과의 중첩된 관계에서 생성된 의미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요한시집」에는 ‘나’와 누혜， 요한과 누혜， 누혜와 누 

에， 누혜의 손과 노파의 손， 눈 먼 도숭과 고양이의 눈， 누혜의 눈 등의 이 

미지가 병치되면서 중첩된다. 이러한 병치와 중첩의 구조로 인해 이 소설 

에서 말하그찌 하는 것이 무엇인7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질적인 

존재의 경계가 넘나들도록 만드는 구성 방식은 병치된 관계의 상관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요한시집」에서는 개념 역시 중첩된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의 개념은 

‘무거움’ ‘설레임’ ‘다른 섬에의 길’ ‘다른 포로 수용소에의 문’ ‘진실로 뒤에 

올 진지{률者)를 위해 길에서 외치는 예언자’ ‘그 신발끈을 매어주고 촬에 

맞아 길에 쓰러진 요한’ 등으로 정의된다. 귀향은 ‘나’의 고향으호 톨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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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와 누혜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섬 역시 

누혜가 내가 머물렀던 포로 수용소이자 포로 수용소가 위치한 장소 그리 

고 노파의 방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눈은 눈이 먼 도혐l서 고양이의 눈으 

로， 그리고 누혜의 눈으로 중첩된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의미 작용이 중 

첩됨으로 인해 그러한 의미 작용의 메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 

는것이다.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부분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일관성 

있는 구성을 해체， 해체된 각각의 부분이 표상하는 의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알레고리는 부분의 파편성을 극단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부분이 

추구하는 전체를 환기한다. 부분을 극대화는 누혜의 죽음， 죽음을 처리하 

는 방식， 그리고 누혜 어머니의 실존 방식에서 드러난다. 누혜의 죽음은 

이념의 한계를 죽음으로 돌파해 나갔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누혜는 이념 

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들어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 

한 신념을 죽음으로써 입증해 보이파 한다. 누혜가 X태를 위해 ;z.r살을 

하고 있을 때， 누혜의 어머니는 고양이가 물어다 준 쥐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있다. 

‘나’는 누혜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 누혜의 집을 찾으면서 이념을 향해 

죽어간 인물과 실존을 향해 인간임을 포기한 인물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누혜가 추구해 나간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 

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히려는 것이다. 반면 누혜의 어머니는 인 

간이 궁극에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혜와 누혜의 어 

머니 사이에 낀 존재로서 ‘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동물적인 존재 방식을 

부정하면서도 누혜와 같은 이념에 대한 지향성도 갖고 있지 못한 인물이 

다.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혜와 누혜의 어머니가 대립해 있는 영역의 경 

계에서있다고볼수있다. 

「요한시집」에 나타난 파편화된 부분의 병치， 중첩， 극대화 등은 일관된 

서사 구조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를 좌절시킨다. 이로 인해 수용자는 텍스 

트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동일화의 기제보다는 텍스트를 해석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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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게 된다. 암시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기 위해 알레고리는 수용자의 

기대를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조건으로 끌어들인다. 수용자의 기대란 텍스 

트가 기반하고 있는 도식화와 전통성에 기인한다 141 도식화와 전통성은 글 

쓰기와 독서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식화， 전통 

성과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패러다임은 독자의 기대를 구조화한다. 텍스 

트가 표상하는 의미 이외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은 수용자가 지닌 기대 

의 불일치를 조정해 나기는 과정이 된다. 텍스트와 수용자의 소통 상황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기는 과정이 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서이다. 

2) 대상의 전이 가능성 

텍스트의 세계를 삶의 세계로 되돌리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구성을 수용자의 재구성과 결속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텍스트는 읽 

기를 통해 재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텍스트를 매개로 X엔을 

이해한다.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수용Z까 지·선을 이해하는 과정을 적용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적용의 단계에서 알레고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편 

적인 문제는 수용자 자신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수용자가 해석의 과정 

을 통해 도달한 보편적인 의미가 수용자 자신을 반영하는 구조일 때 가능 

하다. 알레고리가 추구하는 보면적인 관념의 세계는 수용자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성찰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가 해석 결과를 가지고 수용자를 성찰의 주체로 이 

끌 수 있는 것은 알레고리의 토대가 대상의 전이 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다. 

14)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선험적인 시간 규정인 도식은 지적인 동시에 직관적인 
종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오성과 직관을 연결한다. 줄거리 구성 역시 스토리의 핵 

심， 주제， 사상이라고 불렀던 것과 상황， 성격， 삽화， 결말을 이루는 운명의 변화 

에 대한 직관적 제시 사이에서 혼합된 이해 가능성을 낳는다는 점에서 도식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었다. 이 도식성은 전통의 특성을 갖는 스토리를 통해 구성되며， 

전통은 혁선과 침전의 유희에 근거하고 있다. P. Ricoeur, 김한식 외 역시간과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쨌， 154-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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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기능성은 알레고리 텍스트의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의 전이 

가능성이란 현실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표충적인 국변에서든 아니면 보 

다 심층적인 국면에서든 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념 

이다. 표충적인 국변에서의 변화가 공시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심 

충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통한 통시적인 변화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 

어， 이좁 우뼈 나타난 알레고리는 동물들에 대한 이ψ1를 인간의 이야 

기로 전이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담긴 계몽적인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심층적인 국면의 전이 가능성에 기반한 알레고리의 경우에는 알레고리 

의 본질인 초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었다 초월 개념은 알레고리가 본래 

세계나 인간의 삶에 내재하는 의미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사임을 드 

러낸다. 심층적인 국변에서는 물질적 세계에 속하는 것들을 필연적인 파멸 

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상적 삶에서의 의미가 제거되고 세계는 

소외， 황폐의 이미지를 갖는다. 이처럼 알레고리가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없이 절대적인 신의 초월 및 선의 부재로 언한 현실의 황폐함 

만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것과 ~에 불과한 것 사이의 구분을 해 

체했기 때문이다 15) 

알레고라는 순수한 것과 ~에 불과한 것이 전이될 수 있다는 기능성에 

기반을 둔다. 궁극적인 실체조차도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전 

이 가능성에 근거할 때 중심과 주변 순수한 것과 ~에 불과한 것의 구분 

은 무익하다. 이에 따라 전이의 구조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함으로 

써 위계적 질서의 전복을 가져온다. 대상이 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의 

배후에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의 붕괴가 작용하고 

있다.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관념에 보편적인 관념의 세계를 다시 

개별적인 인간에게 투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알레고리에서 대상의 

15) S. Melville, 김융희 역형식주의를 넘어 . 마이클 프리드의 비평을 비판한다J ， 

T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J]， 시각과 언어， 1995, 215변. 



324 국어교육연구 제7집 

전이 가능성은 개별과 보편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운용하는 원리가 된다. 

중요한 점은 알레고리가 텍스트 내적 구성 원리인 전이 가능성을 텍스트 

외적인 관계-수용자와의 관계 로 확정히여 수용자를 전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해석 주체로 수용자를 호명， 수용자를 의미 

를 구성하는 주체로 만든다. 의미 구성 주체로서의 수용자는 의미 작용의 

권력을 자선이 소유함으후써 해석 활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만 알레고리 

의 전이 가능성이 수용째l게 투영되면서 의미 구성 주체로서의 수용자는 

자신이 구성한 의미의 대상으로 전이된다. 

수용자가 스스로 구성한 문제에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인식의 구조 때 

문에 알레고리는 계몽의 수사가 될 수 있다. 계몽이란 이전과의 차이를 가 

치 담보적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인식의 확장을 매개로 

승뼈 자립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계몽의 구조가 이전의 단계를 부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계몽의 구조와 알레고려 사이의 친연성을 

고려하게 한다. 전이의 구조 역시 자기 반영성에 의해 일치된 세계를 거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이후에 올 것에 의해 부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수사적 조건과 발견적 독해 

텍스트의 소통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수용자의 자율적인 읽기를 

구속히는 텍스트의 수사적인 장치이다 이 수사적 장치에 의해 수용자는 

특정 주체로 구성된다. 달리 말하면， 수사학적 장치로서의 알레고리는 수 

용자의 해석 행위를 매개로 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알레고라는 형식 구성 

적인 범주로서 수용자의 해석 행위를 포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는 

알레고리에 의해 해석 주체로 호명된다. 그런데 알레고리는 수용자의 해석 

행위에 의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용자를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호명히는 

듯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수용자의 자기 성찰에 둠으로써 수용자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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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는 알레고리가 수용자를 주체로 구성하는 방삭이 이중적임을 말해 준 

다. 알레고리가 수용자를 능동적인 행위 주체 혹은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 

할 수 있는 이유는 알레고리의 의미 생산 준거가 기호의 자의성 및 개벨 

보편의 변증법에 있기 때문이다. 말해진 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을 추 

환F는 것이란 기실은 말해진 것으로부터 뺨지지 않은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여라는 점에서 알레고리는 의미 규정의 자의성을 구성 원리로 

포험하게 된다. 기호의 자의성은 해석 주체의 권위와 연관된다. 벤야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알레고리는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기능성을 지니고 있 

디는 점에서 해석 주체의 위상에 의존하고 있다.씨 알레고리가 역사적 상 

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레고리의 목적은 알레고랴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의미를 통해서 해석 주체가 지신을 변화시키도록 히는 것에 었다. 

즉 의미 해석의 주체인 수용자를 찌 해석의 주체로 심아 해석된 의미를 

통해 수용자를 계몽시키려는 데에 얄레고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레고리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부 

터 개별적인 것을 지향H 나가는 운용 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알레고리 

는 개별과 보편의 변증법에 의해 유지된다. 알레고리에서 의미 추구의 대 

상이 되는 보편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 

알레고리는 문화 공동체와 같은 보편적인 영역에 호소하기 때문에 해석 

16) 알레고리는 기표와 기의가 맺는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알 
레고리적인 기표인 해골은 허무와 부활이라는 양극단을 지시하고 있다. 해골이 

지닌 1차적인 알레고리적 의미는 허무이면서 이는 또한 그 자체로 얄레고리로 

사용되어 부활을 암시한다- 허무와 부활이라는 극단이 해콜이라는 문학적 현상을 

통해 얄레고리적으로 매개된다 비애극에 등장하는 절대악도 그와는 반대로 절대 

성을 의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길웅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을 중심으로J，현대비평과 이론~ 14후 한신 

문화사， 1면7， 197 ~ 198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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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로서 보편적 의미는 이미 삶의 공준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알레고 

리가 의미의 창조로 나。}7까1 못하는 것과 원점 회귀적인 맥락에서 의미 

를 규정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얄레고리에서 

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용자의 문화 

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용자의 능력은 수용자가 기대고 있는 문화 

적인 기반으로부터 생성된다.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수용자를 특정 주체로 구성한다는 점을 토대로 

텍스트 읽기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비판적 읽기의 방 

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수사적 장치는 수용자의 원기 행위를 조 

건화하기 때문에 텍스트 읽기에서 수용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율 

성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읽기의 

패러다임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내에서 기술 

되는 바를 수용자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수정 

하거나 재구성하며，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향한 

다 17)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를 해석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용자의 자율성을 이론 수립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와는 탈리， 수용자가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 

로부터 비판적 읽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수 

용자를 헝해 발화하고 있는 지점에서 출발뼈 텍스트와 수용자를 연결하 

는 소통의 층위에 관심을 두려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해석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수 

용자의 자율적인 힘의 행사만은 아니며， 텍스트의 수사성에 의한 호명에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응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그 

러므로 비판적 읽기의 기능성은 수용자가 수사적인 조건에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이를 지행H 나가는 과정에서 찾。야 한다고 생 

17) 김미혜비판적 읽기 교육의 내용 연구→비평 담론의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J ， 

서울대 석사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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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수사적 장치에 의한 비판적 읽기는 발견적 독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공격적 적극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문제의 상반 

되는 양편에 대효뼈 설득할 줄 알。싸 하는 바 이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 

에 있어서 양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무 

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이다”라고 논급한다. 곧 수사는 샤실을 왜 

곡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발견적 학습 

법이 될 수 았다. 어떤 것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견 

해 중 어떤 것이 더 진리에 일치히는기를 보여주는 효괴를 지니기 때문이 
다 lR\ 

담론 속에 있는 표상성의 함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수사적 독서가 해체 

이론의 원천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프루스트 텍스트의 수 

사적 독서를 통해 드만은 프루스트의 텍스트가 쩨이 거부한다고 ?J하 

는 우연한 관계에 다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텍스트의 소통 과정 

에 작용하는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대한 탐구 역시 능동적인 해석 행위 

에 구속된 주체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여 텍스트 읽기에 내재하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 수사적 조건을 토대로 한 비판적 읽기는 읽기 과정에 작 

용하는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여 수용자가 역동적으로 텍스트와의 소통에 

침여하도록유도한다. 

소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텍스트 읽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사적 조건 

이 수용자와 텍스트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가의 문제로부터 출발， 

수용자에 대한 텍스트의 구속력과 그러한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수용자의 구성력의 교섭 작용11 주목해야 한 

다. 수용자를 호명하는 장치로서의 수사성에 대한 연구는 영역을 확대하여 

18) F. 1εntricchia 외， 정정호 외 역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새 

1994， 268연 

19) P. de Man, Allegory rf Rαu:ling : Figural language in Rouss∞U， Nietzsch.e, 
Rilke, αu1 Proust,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79,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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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적 읽기의 방법론과 연계될 때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 

로보인다. 

5. 결론 

텍스르 읽기를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 

나는 소통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문자 텍스트의 경우헤는 

가장 명백한 소통의 전제가 간과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문자 텍스트가 

텍스트의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자 텍스트가 생산 

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자 텍스트의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즉 문자 텍스트는 수용자의 개업에 의해 채워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자 텍스트 역시 수용자를 향해 있다는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 서 

술성과 수샤성의 구분을 택하였다. 수사성은 문자 텍스트가 수용지를 향해 

발화하고 았으며， 그 발회를 통해 수용자를 특정 주체로 호명합을 해명할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한다. 

문학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자를 호명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알레고리를 분석 대상으혹 삼았다. 알레고리는 담론의 표상 

성을 강조뼈 표상성이 지시하는 의미를 찾도록 유도하는데 이처럼 주어 

진 1차적 의미로부터 2차적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해석 

의 주체가 된다.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과정은 1차적 의미 연관의 이질성을 

통해 암시된 의미를 찾도록 유도 암시된 의미를 개별과 보편의 관계 안에 

서 해석히는 단계와 해석된 의미로부터 수용자를 반영하는 성찰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알레고리 텍스트는 1차적 의미 체계를 표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수용자를 해석 주체로 구성함과 동시에 해석의 결과에 수용자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를 자기 성찰의 주체로 만든다. 

텍스트의 수사성을 전제하면， 수용자와 텍스트의 소통이란 수용자가 텍 

스트의 호명을 어떻게 받이틀이고 있으며 그러한 호명 작용~l 어떠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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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대응하는가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비판적 읽기 역시 수용자가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가 갖고 있는 구속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메타적 읽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 

적인 읽기는 읽기의 과정 전반에 관여승훈 의미 작용， 나아가 이데올로기 

적 통제를 인식하는 발견적 학습으로 확장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한 발견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교육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견 

의 패러다임이 선행해야 한다. 텍스트의 수사성에 주목하는 방식은 읽기에 

연루되어 있는 학습자 자신을 대상으후 삼는다. 학습자 지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도록 등벼 이를 보편적인 읽기에 내재한 문제로 논리화하 

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는 대상 

이 아니고 수용의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텍스트의 수사적 조건에 대한 탐구는 발견적 교육의 방법이 유용한 준 

거가될 수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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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hetorical Conditions of Forrning 

Liter따y Experience 

- Around Allegoη -

Kim, Hye-young 

one of problems that should be premi앉녔 as a p:>int of view of 

cormnmication in re:뼈ng the 1:e}α is that cormnmication 머ways consist 

of ræiprocal action. fu:ause the li따<ù t앉t h퍼ngs야Jarated with the 

writ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삶xwe premise is often ignored 

es야cially in li뼈al text The 삶xwe fact does not rrean that literal text 

뼈s nonnally çassive 없ldenεy. In other words the 없t is not the one 

that the re:앉검r can intervene and fill up. so the ræthod of distinction 

betwæn the rhetoric and the desαíption has been chosen to 떠rrythe 

p:>int that literal text is toward re:앉~ 파‘e other comrrrunications. The 

rhetoric is 뼈sed on excusing the r얹Sα1 that the literal text is uttering 

toward 삼le 1용뼈 빼 with this 떠피ng the reader as a certain subject. 

The allegory set up as the 0비ect in the study to be analy뼈 m 

order to 1∞k in what ræth여 the rh앉orical de띠ce of the li따ary text 

calls the rea짧. The all명0η IS 떠ed in en뼈lasizing the 

r없-esentativity in discourse ,and it rr빼(es the r빼er find the rrean of 

the r뼈-esentation so through this prα~s that the rea따 머-e inferring 

the main idea from the first ræaning to the 앉￡αld ræaning the reader 

can be the subject to read. πle prαess of analyzing the all명or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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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앉뼈ratE엉 in two in stages. One is the s떠ge to make the reader find 

the irr:plied Ireal1Ì.ng through finding differenæ of r허ation from the first 

Ireal1Ì.ng and interπ-et the irr때ied Ireal1Ì.ng within the relation with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Ireal1Ì.ng. The other is the s떠ge of realizing 

the reflectiα1 of the re:짧 frorn the in따πe때 m뼈ng. 깐le allegoric 

text n때‘es the II얹따 the subject through the prα:ess of making the 

first Ireal1Ì.ng repre폈ltative. 

H α뀐nising the rhetoric of t앉t， the rreaning of the corrm.mication 

of the reader and text should be found from how the reader aca멍t the 

떠lling from the text and how they res{X)nse the action of that The 

critical reading can be {X)ssible only in ræta-r얹ding-Rff쟁nizing the 

{X)wer of binding that the text' s rhetori떠lde띠.æ has, the re않ler 

interπ-et the Ireal1Ì.ng of the text -. This ræ때ihori，떠lreadingcanbe 

en1arged toward the signification related with general reading and better 

study which is rec맹nizing the ideal명때1 control 따따wards. When we 

consider that the text is not a fixed one ar떠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aa따ant condition ∞ntinuously， the stuφT on the rhetorical 

condition 떠n be founded for better 어ucational ræth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