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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틀어가는말 

도표。jχ1** 
L!.. 0 L,; 

비평은 작품을 매개로 재현하고 평7}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본령으로 

하고 있다1) 교육의 장(場)에서는 작가와 비평가 사이에， 학습자와 교사 

가 끼어든다는 점으로 인해서 비평의 관여 양상은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다. 비평 담론이 작품과 독자 사이에 개입을 한다는 사설 

에 주목하고 보면 작품이 학생에게 도달되기 전에 존재하는 모든 담론틀， 

예컨대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해섣 문서， 교과서， 지도서 그리고 참고 

서에 이르기까지 개입하는 모든 교육적인 문서 자체가 ‘비평’적으로 개입 

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한 

* 이 논문은%년도 한극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빼 연구되었음{KRF-;:U입뀐74-A;꼈:t15). 

** 한국교육과정평7댄‘ 
1) 비평의 다.öJ'한 특성과 방법에 대해서 개괄한 것으로는 헤르나디(1뺑) 참조 



362 국어교육연구 제19집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행위의 확장과 교정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활동 

그 자체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비평이나 자기 비평과 흡사한 측면을 가지 

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장에서 비평을 다루는 것은 더욱 복잡한 의 

미에서 비평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말하기나 글싼기 등 소통 

활동이 없으면 ‘본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문학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것틀은 모두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차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비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이란 용어에서 흔히 가치 평가 흑은 해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학 작품을 다른 말로 재현하며， 평가한다는 

특성을 생각하면 비평의 의미역은 확장되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평은 작품에 대한 평문을 의미히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열반적이지만， 

작품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방법론으로까지 확장되어 쓰알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비평이 개별적인 작품이 아니라 역사적 운동 가운데 집합적 

P호 쓰이는 양상을 중심으로 볼 때 그것은 문학의 이론이나 문예학 심지 

어 문학사와도 구분 없이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2)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러저러한 비평의 빙법들을 유적 속성에 주목해서 묶으려고 할 때 비평 

의 분류학1 성립하는데， 분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분 

류 도식들이 저마다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툼을 벌이는 것은 그것이 비 

평의 목적과 기능， 효과，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이해가 흔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분류는 복잡한 현상을 단 

순화하여 사물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포섭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사물을 구속하거나 왜 

곡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분류는 분류 기준을 통해서 제시되면서 그 개념 

이나 현상의 본질과 활동 반경을 보여 주면서 그 개념이나 현상의 전체적 

2) ‘문ξL이론’과 ‘비평’， 그리고 ‘문학새 개념의 차이를 교과서적으로 구푼한 것으로는 

Wellek(l9S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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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망을 보여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고는 중등학교의 서사 교실에 존재하는 활력의 부족에 대한 기존 연 

구의 문제 제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여기서는 그 중요한 문제의 일단을 서사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론 

에 있다고 보고， 기존의 이론적 자원을 학생의 자발성을 높이는 이론적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진단은 위에서 살펴 

본 비평의 특성과 관련하여 오늘날 교육장에서의 지배적인 담론(정재찬， 

mm의 전개와 관련된 분석 위주의 교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넘 

어서고자 하는 발상과 연결되어 있다. 작품의 사회적 · 역사적 관련성을 

제고하교 삶의 구체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석 방법이 

나 교수 · 학습 방법 자체에 내재한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설증주 

의적 방법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 

증주의만인 것은 아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의 자발성을 그 자체로 절대화 

하는 교수 · 학습 방법론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대 본고는 그 교 

육적 중요성에 비해서 별도로 진지하게 연구된 적이 없는4)MH 에이브 

럼즈5) 비평 분류 도식의 비평 및 교육 장에의 도입 양상과 서사 교육 장 

에서의 활용 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다. 여기에 제기된 문제에 

3) 이는 이재기(:mí)가 말하는 주관주의적 폐해와도 관련된다. 
4) 다만 에이브럼즈에서 제공된 비평론 각각과 주제 등을 연관시켜서 학습에 활용하고 

자 한 권순긍CID2)의 고찰과 에이브럼즈 연구의 활용 방법과 관련한 고찰을 담고 있 

는 정재챈:m4:147이하)의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후자의 연구는 논문의 말미에서 

다시 언급하기로한다. 
5)MH 에이브렴즈(1912-)는 유명한 「노튼 영문학 사화집 (Nor따1 Antl1Ol<맹y of Fx핑U양1 

U따ature)~(초판 1~)의 펀집자로 그리고 초판。1 1ffi7년에 나온 이후로 m년간이나 

쇄를 거듭하고 있는 『문학용어사전(A GlossaJγ of μ뼈-arγ T얹ns)~(초판은 Holt, 
뻐nhart 뼈 쩌ns뼈에서 1!E7에， 제프리 히펌의 도움을 받은 8판은 ThansarW때s\\Urth 

에서 때4에 발간됨 )의 저자로 영문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전 

자눈 영문학 공부를 위한 필수적인 교재 역할을 하면서 ‘문학 정전의 형성자’라는 이 

름을 듣고 있기도 하다. (h뼈’11m뼈h없퍼aorg/때피/ì\LH-.Abram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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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고는 구체적으로 먼저 에이브 

럼즈 비평 분류 도식의 특정을 살펴보고， 그 분류 도식이 비평계에 도입 

된 과정을 탐색하고 이어서 고등학교 서사 교설의 변모 %땅을 에이브럼 

즈 이론을 매개로 하여 검토한 다음， 마지막P→로 에이브럼즈 이론의 서사 

교섣에서의 본격적인 활용 기능성을 탐색하고 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의 

범위는 서사교육적 문제 의식과 기본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비평교육과 

해석 교육과 관련된 쓰기 교육의 문제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에이브럼즈 

의 이론이 비평 이론 자체의 소개를 위해서 교육 장에 도입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읽기 자체를 위해서 도입될 때에도 ‘쓰기로서의 읽기’라는 차 

원에서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P로 보인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교설에서 

쓰기로서의 읽기 등의 계기와 함께 읽기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소똥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교 

수 · 학습적인 구체적인 설계가 결여된 점은 다음의 탐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분명히 한계라 할 것이다. 

1I. 에이브렴즈 비평 이론의 도입 

MH 에이브럼즈의 『거울과 등불』에는 그 이후의 비평 이론 이해를 

위하여 탄력성이 높은 비평 분류 도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논 네 가 

지 주요 비평 이론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방론， 효용론， 표현콘， 화용론 등 

이 그것이다. 이들 각각은 문학 작품 생산과 수용 관련 항인 ‘우주’， ‘청중’， 

‘예술깨， ‘작품’이라는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심적인 요소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주(세계)’를 중시할 때는 ‘모방론’， ‘청중’윤 중시할 때 

는 ‘화용론’， ‘예술개를 중시할 때는 ‘표현론’， ‘작품’을 중시할 때는 ‘객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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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이론’ 등으로 나타나며， 이들 네 이론은 제시된 순서에 따라 역사적 

으로 출현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대Abrams， 1됐)， 

예술 작품을 본질적으로 우주의 양상의 모방으로 보는 모방론은 가장 

원초적인 미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방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모방의 주요 대엠 인간의 성격， 사상 혹은 영혼이 없는 대상까 

지를 포함하는 ‘행위’로 비뀌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비평 이론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고， ‘반영’， ‘재현’， ‘위조’， ‘가장’， ‘복샤 흑은 ‘이미지’ 등의 개 

념으로 변주되어 원용된다-(Abrams. 11), 한편 시드니는 시가 청중에게 어 

떤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효용론)， 시는 ‘가르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어떠하며 어떠했으며， 어떻게 될 것인까를 모방히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되어야만 하는깨에 주목해야 하며， 모 

방 대상 자체는 도덕적인 목적을 모방해야 한다고 한다 시인은 그의 청 

중을 움직여서 보다 강력하게 이끌고 따라서 그는 철학자의 ‘보편적인 관 

념’과 역사가의 ‘특수한 예’를 아우르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도덕 철 

학자나 역사가와 다르며 그툴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은 청중(독자)을 향했다는 점에서 ‘화용론적 이론’으로 볼 수 있고1 따라서 

그 이론은 예술 작품을 수단에서 목적으로， 뭔가를 해 내는 도구로 격상 

된다~Abrams， 14-15), 다른 한편， 워즈워드는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 

러운 발로’라고 주장했다 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의 흘러 넘침이다 이 

러한 비평적 발상에서 예술가 자체는 예술적 생산물을 산출하는 주된 요 

소이자 판단되어야 하는 규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를 표현론이라 할 

수 있다. 표현론의 중심은， 예술 작품이 필연적으로 작가의 내면을 외부 

로 전환시켜야 하며， 그 외부는 감정의 충동 하에 작동하는 창조적 과정 

으로부터 결과하고 시인의 지각 사상 그리고 감정의 복합적 산물로 구 

체화된 것이라고 주장된다~Abrams. 22), 마지막으로 객관주의적인 이론은 

예술은 무목적적 합리성의 표출이라눈 칸트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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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된디-(Abrams， 'll). 이 이론에서는 작품은 그 자체로 가장 중시된 

다 예컨대 시는 다른 것이 아닌 시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여 

기에 관련된다{Abrams， ~). 

전체적으로 낭만주의 연구서인 만큼 표현론의 여러 가지 특성틀이 주 

로 연구되고 있지만， 특히 모방론과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방론에 

서 반영， 모샤 수용， 거울 등의 비유가 많이 강조된다면， 표현론에서는 투 

샤 분수， 등불 등의 방사 비원Abrams， 57-61)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지 

적되어 있다~6) 이러한 비교의 명료함에 힘 입어서 책의 제목이 마련되었 

6) 이러한 연구 방향의 설정에는 여러 요소가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에이브럼즈 

자신의 개인사적 맥락도 나름대로 관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적 측면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플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데이쉬즈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데이쉬즈를 신비평가로 분류하눈 경우도 있는 

듯하지맨Sirmnson. 1970:12) 영국 출신으로 작품 해석에서 ‘맥략을 강조하는 등 그 
의 비평관은 아무래도 신비평과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띤다 가령， 

Q.D.Leavis 등을 원용하면서 ‘문화적 맥락’을 강조한다거내대iches， 1쨌:;N3 이해， 

‘소재 선택 역시 독자와 작7까 공유하는 기준에 기초하였다는 판단에서 그 전형적 

인 모습을 볼 수 있다J테이쉬즈， 1ffi7:12) 두 사람은 동갑이며 당시까지는 미국 학계 
의 주류가 아닌 유태계라는 점， 이아비 리그 가운데 분파주의적 경향에서 비교적 자 

유로운 코넬 대학에서 같이 근무하며 매우 친밀한 교류를 t+T었다는 점(에이브럼 

즈는 1945년 이래 코넬 대학에서 근무했었고， 데이쉬즈는 영국을 떠나서 1946년에서 

1ffil년까지 코낼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Baker, au5), 텍스트 이외에 맥락적 요소 

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면， 당대의 주류적 경향인 신비평과는 다른 

방햄 공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친밀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lffi2년의 『노튼 사화집』 편집 직엽을 공 

동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에이브럼즈가 총편집인을， 데이쉬즈기 20세기 
문학 부분의 펀집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에이브럼즈가 1쨌년에 구안한 ‘세계， 독 

자， 작개 작품’이라는 위의 4항 도식(schema)은 이주 새로운 도식으로 보기는 힘들 

지만， 데이쉬즈의 3항 도식과의 친연성을 눈여겨 볼만하다 에이브럼즈의 책이 나온 

지 3년 후 발간된 책에서 데이쉬즈는 숭고의 이론을 다루는 ‘작가 작품 맺 독재라 

는 절에서 작가의 정서 • 작품에 제시된 표현 • 독자의 정서로 이어지는 도식을 
제시한 바 있다 데이쉬즈는 롱기누스를 언급하면서 숭고의 정서는 장렬한 작가의 

정서가 작품으로 표현될 때 그 때 비로소 독자에게 영횡t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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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짐작된다. 에이브럼즈는 이 두 대립을 기초로 다른 두 가지 요소를 

도입 · 확장해서 자신의 비평 분류 도식을 구조화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들 네 가지 비평 이론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작품에서 주목하는 

특정들， 평가의 척도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 각각을 이론을 넘어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일찍이 야우 

스는 자신의 수용미학에 대해서 패러다임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러나 비 

평에서 비평가틀은 고정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학자들의 

비평 이론과 세계관의 관계는 과학자와 세계관의 관계처럼 긴밀하지 않 

은 측면이 존재한다1)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은 다르다. 분류 도식이란 존 

재하는 비평들을 망라해서 보여 주면서 비평 활동의 전모를 조망하게 하 

고， 비평 활동의 전제와 비평 행위의 기준과 비평 활동의 범위를 지시해 

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학습의 국변에서 에이브럼 

즈의 분류 도식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비평 이론들에 대하여 이론적이 

며 역사적인 묘사를 제공함으로써 비평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와 관련성 

을 보여 주고 또 그것이 구성하는 전체를 밝히는 한편， 비평 이론의 역사 

적 이론’을 그려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롱기누스의 ‘표현론’을 언급하는 데서 보 

인 에이브렴즈의 접근과 별로 다르지는 않다. 흥미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데이쉬즈 

는 에이브럼즈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멸성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William Baker, 때Ii; 냉iches， 1됐:46-

49; MHAbrams, 1쨌‘72-78) 

7) 룬Üffi2:l97-a)S， 245이하， 특히 165-1~)을 참조할 것 페터 지마는 수용미학이 (야 

우스가 주장하듯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 

인 바 있다(지U}， 1없:210) 물론 비평 이론간에는 ‘동일 표준 상 비교불가능한’ 점(소 

위 ‘통약불가능성’mCOIæns뼈b피ty)이 있음에 걱싼할 때 이론에서 더 나아가서 패러 
다임 개념을 고려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이 이론이냐 

저 이론이냐의 상황에서， 이도 저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문， 1002쨌-'MJ) 한편 교육의 장에서의 

글쓰기의 절충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68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적인 전모를 명료하게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비평 이폰의 역사적인 

전개를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에이브럼즈는 하나의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계기(reception 

lIDrrent)(S삐lVan， 뻐낌)를 보여 줌으로서 독자가 자신의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근 시각을 맥락화하여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시하는 데 

도 일단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에이브럼즈는 결과적으로 분류의 이데쏠로기적인 목 

적을 수행하게 된디논 사설이다 새로운 분류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분류 

도식에 대한 교정의 의미 외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본질 규 

정이나 구조에서의 위치를 재설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류 활 

동을 통해서 당대의 지배적인 비평은 역사적인 맥락에 놓이게 되며 바로 

그런 점으로 해서 그것은 상대화된다. 이렇게 해서 신비평은 적어도 에이 

브렴즈가 환기하는 교육장에서는 지배적인 비평 이론이 아니라 다른 여 

러 비평 이론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상대화된다. 콜론 상대화되 

는 것은 신비평닫에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여 신비평 식의 객관주의 

와 탈역사주의 그리고 분석주의는 그 지반이 약화되거나 적어도 상대화 

되는 길이 이론적으로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작품의 현실적 · 역사적인 

맥릭어 체계의 차원에서 복권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된 

다 이렇게 될 때 당대의 주요 비평 경향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우주(현실)항을 강조하던 비평적 접근 방법8)이 적어도 이론의 차원에서 

는 신비평과 대등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보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에이브럼즈의 접근 방식은 독자에게 이론들이 수용되는 방식(수용 계기) 

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도 각별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는 것9)이기도 

8) 1쨌년 이래의 미국비평사의 전개를 기술하는 자리에서 레이치(1쨌)는 마르크스주 

의 비평이나 뉴욕 비평가 그룹 등의 비평 경호t을 지목하고 있다 
9) ‘수용 계기’의 소개가 학습자에게 비상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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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미 살핀 대로 비평 이론은 역사적으로 출현한 순서대로 보자면 모방 

론 • 효용론 • 화용론 • 객관론으로 이어진다. 이후에 신비평에서 나 

타났던 객관주의적 경향은 해석학과 수용 이론(독자 중심) 등 주관주의적 

인 경향으로 인해 비평의 주류는 점차 경향을 달리 하게 된다1Tomp바1S， 

1쨌:때-2'26). 또한 이러한 주관주의적인 비평 · 읽기 이론의 흐름은 다 

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요소를 절충한 사회 · 문화적 맥락에 의해 양 

자의 한계를 동시에 보정 • 절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나선형의 순환 

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에이브럼즈의 이론은 기존(19세기 낭만주의와 그 

이전)의 비평 이론틀의 요소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전개하는 모습을 보 

이기 위한 작엽 가절로 제출된 것으로， 다양한 비평 이론틀의 전개를 기 

술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학 비평의 전체적인 가 

능성을 구조화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론적인 의의， 그리고 이에 

더E배 문학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출간 후 반세기를 넘긴 이 저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두드러지는 한계로는 아무래도 해석학， 독자 

반응 비평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lX)st-structuralism)의 출현 이전의 비 

평 체계라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에이브렴즈 체계에서는 현상 

학적 비평과 특히 해석학적 비평이 간과되고 있다. 해석학은 이전의 객관 

주의적 비평 경향을 상대화하면서 독자의 참여 여지를 높여 놓고 있다. 

해석학은 경우 에이브럼즈 분류 도식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숙고를 거쳐 

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슐라이어마허적 해석학이 저자의 의도를 중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해석 방법은 표현론적 측면과의 관련을 생각하게 

한다10) 반면에 해석의 역사성을 중시한다면 반영론이나 효용론의 측면 

S삐ivan(때)2) 참조 
10) 에이브렴즈는 『거울과 등불』에서 슐라이어마허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해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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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에이브럼즈의 이론적 지반은 이들 중 그 

어느 것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 ‘독자 개념도 두드러지는 한계인 

바 에이브럼즈 이론에서 독자는 그의 화용론(효용론) 항목에서 등장하는 

데， 여기서 독자는 수용의 주체로서보다는 다분히 작가 중심의 입장에서 

볼 때의 ‘대상’으로서 제시된 측면이 있는 듯하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한 

계와 자유주의적 인문주의에 나타나는 고유한 한계로 인하여 에이브럼즈 

의 비평 이론은 신비평의 한계와 그다지 멸지 않은 실증주의적 특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에이브럼즈는 00년대 

이후의 소란과 활력에서 거리를 두고 계속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경향을 

유지했던바 이 점이 교실에서의 적용에도 한계를 노출하게 했던 것으로， 

교육적 활력을 지닌 적용을 위해서는 변환이 가해져야 함을 말해 준다. 

유럽의 낭만주의 등 연구 주제의 선택에서는 미국의 주류적인 연구 경향 

과는 다환 유럽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지만 정작 유럽에서 시작한 비 

평 경향인 해석학이나 포쓰트 구조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등플 돌린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로 시대적인 한계라 하겠으며 바로 이것이 이론의 이후 

적응력에 한계를 보인 점이라 할 것이다. 다른 차원의 분석이 덧붙여져야 

하겠지만 신비평이 주류 비평 경향으로서는 시효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 

고 있지만 특히 우리의 교육장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하 

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일종의 아이러니라 하겠다1]) 이러한 한계의 극복 

은 디음 사기의 비평 이론인 포스트구조주의나 사회 · 문화적 읽기 이론 

의 시각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그러한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는 하지 

측면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11) 이러한 점이 비평 이론들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패러다임이라 규정하기 힘든 점이 

라 할 것이다. 이외는 탈리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보이는 강한 규정력에 대해 

서는 문(1992:77 -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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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에이브럼즈의 이론은 여전히 비평 이론 소개서로서의 일정한 의의를 

앓고 있지 않으며12) 그런 점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의 체계가 변형 ·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여기에 그의 비평 분류 체계 

가 가지는 구조화의 위력을 느낄 수 있다 13) 

에이브럼즈 비평 이론의 국내적 수용은 몇 가지 계기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이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유형화가 필요할 듯하다. 해방 

후에 서구의 문학 이론이 우리 학계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비평 이론이 등 

장했지만， 메타 비평의 성격을 가진 비평사나 비평 이론적 연구 자체가 

본격적으로 연구 ·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 매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 

다 사전류의 번역을 제외하고 당시에 번역서나 소개서를 볼 때 비평사 

등 비평 이론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비평가 중심의 

비평새가)， 비평 경향의 분류학t나)， 분류학과 역사의 혼합(다). 구체적으 

로 (개에 속하는 것으로는 역사적인 비평 경향틀을 비평가의 주장에 따 

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것으로 예컨대 플라톤에서 :J)세기까지의 비 

평 이론을 소개한 버넌 홀 2세의 『서양 문학비평사j(이재호 • 이명섭 역， 

탐구당， 1972)가 대표적이다. (나)는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논의 전개 

12) 이 저작의 양적 지표로서 am년 이후에도 구글 검색 항목 수에서 2만 6천 항목 상 
회한다는 점이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13) 스콜즈나 생던에서도 에이브럼즈와 비슷한 도식을 볼 수 있다0(스콜스 1~양때; 셀 
던， 1937:16)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에이브럼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야롭슨의 
소통론적 도식(1~)을 원용한 것이다. 한펀， 셰퍼드GIDl)는 에이브럼즈의 틀을 이 

용해서 미학 이론의 전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셰퍼드의 해석에서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모방’， ‘표현’ ‘형식’을 중심으로 과거의 주 

요 예술 이론을 세 가지로 이해하며 이들 이론들을 하나의 독자적인 이론으로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 다른 하니는 형식주의는 표현론에서 발 

전했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 그것이다. 셰퍼드 도식도 에이브럼즈의 것처럼 해석학 

이나 주관주의적 비평에 대한 서술이 결락되어 있거나 펌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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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방편을 위한 개괄의 성격이 짙은데， 밍년대 말에 이미 번역된 월렉 

과 워렌의 『문학의 이론JJ(백철 • 김병철 역， 신구문화샤 19]9)이 대표적인 

바 여기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거한 문학 연구는 내적 연구와 

외적 연구로 분류되고 있다 .. (다)는 역사적 분류서로 (나)를 역사와 혼합 

해서 구조화한 분류 도식을 보여 주고 있다. (개는 개별 비평가의 비평 

이론을 참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비평 경향과 구체적인 해 

석 방식을 조망하기에는 구조화의 정도가 약승}여 오히려 번잡한 점이 있 

으며， (나)는 (가)와 반대로 원리와 전체적인 경향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 

지만 비평가의 세세한 이론이나 역사적 흐름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자의 장점을 어느 정도 취합한 유형이 (다)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김 

윤식의 r근대문예비평사연구JJ(한열문고， 1973)를 크게 보아 이 범주에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윤식의 비평사는 당대의 문학사적 흐름에서 보 

면 그 기념비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비평 이론의 소개라는 흐름에서 보 

면， 한국근대비평운동사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 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외국의 비평사에 대한 소개를 겸한 전문 

적인 연구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깨년대 중반부터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 

기도 했던 그랩슈타인(Gre빼in， 1쨌)나 윌프레드 게린 외의 『문학에 대 

한 비판적 접근을 위한 핸드북JJ14l은 (나)의 경향을 확대한 것으로 번역판 

이 출간되려면 아직도 10여년을 더 기다려야만 할 상횡이었다. 말하자면 

당대의 사정에서 보면 대학생층 이상을 위한 비평 안내서를 통한 해석 능 

력의 훈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1쨌년대까지의 비교적 긴 시간이 펼요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저작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생각하더라도 

외국의 문학 이론에 대한 연구가 최재서의 『문학 원론JJ(문원각， 1ffi7)이나 

송욱의 『시학 평전JJ(일조각， 1~)과 『문학 평전JJ( 일조각.， 1975) 등을 볼 

14) Gu뼈 e.a(1!Hì). 번역은 게린 외(1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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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미 상당한 수준을 보였음과 대비하면 문학 교육 상황의 열악함은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수준이 이러할 때 중등학교 학습자를 위 

한 비평적 안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교수 • 학 

습 이론을 거론하기 이전에 교육 담론의 한계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즈 이론이 국내 학술 담론에 도입된 것은 크게 

보아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단계 

는 당시 주류 비평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주류 비평을 상대화하는 단계이 

다. 당대의 주류 비평은 유기체론과 ‘작품’ 항의 다른 요소에 대한 압도적 

인 우위를 주장하는 소위 문단의 주류의 비평이었다고 평가된다{정재찬， 

1937). 이러한 주류 비평을 하나의 통일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지만 역시 주류에서 한 축은 신비평을 중심으로 한 비 

평 방법론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둘째 단계는 비평 경향틀 

을 동등한 차원에서 병치시킴으로써 상대화하는 단계이다. 이는 두 갈래 

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윤식의 비평 방법 소개와 이상섭의 소개 

가 그것인바 김윤식이 『한국큰대문학의 이해~(1973)에서 문학 비평의 다 

양한 경횡t을 문학사 연구나 실제 비평의 예를 원용해서 소개한 활동과 이 

상섭은 일련의 저작에서 영미의 다양한 비평 이론을 분류하여 소개한 활 

동이 그것이대이상섭， 1972기， 1972L , 1975). 

김윤식은 한국문학의 이해 방법으로 역시주의와 분석주의를 구체적인 

엽적과 함께 소개하고 양자를 종합한 종합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 

다.(김윤식， 1973τ:ll)-a)2) 이러한 김윤식의 소개는 엄멸한 의미에서의 

에이브럼즈 비평 분류 도식을 소개한 것과는 거리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주의와 분석주의를 병치시키는 대등화의 과정을 설정하는 데 

15) 김윤식은 신비평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신비평의 방법론적 특질과 그것의 사회사 
적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신비평을 비판함으로써 어느 정도 당대의 주류 비평격이 
라 할 신비평을 이론적으로 상대화하는 길을 열었다 김윤식(1973 \ -:474 -ffi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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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이브럼즈의 이론이 매개로 원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16) 이런 점에서 직접적인 소개라기보다는 ‘원용’에 가깝다 

고 하겠다. 김윤식의 에이브럼즈 원용 초점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 역시주의적 비평과 분석주의적 비평의 강점을 절충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분석주의에서 비평 활동의 ‘주관주의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김윤식， 1973드:1:39)17)을 강조하고 작품 생산의 역사 

적인 맥락과 작품의 사회적 맥락을 복원하려는 1~， 1970년대의 한국 문 

학 연구의 요청이 김윤식으로 하여금 에이브럼즈 이론을 매개로 한 분류 

작업을 통해서 당대 비평 경향들과 당대 에피스테메와 문학적 배치 

( diIX>sitif)의 재조정 시도를 감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 

에서 비평 이론 연구는 그의 비평사 연구나 임화， 조윤제， 최 재서， 김동인 

등의 연구(김윤식， 1973-1:131 ~ 139)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당시 웰렉파 워렌의 『문학의 이론~(백철 · 김병철 역， 신구문화사， 

1ffi9)에서 보인 〈내적 접근/ 외적 접근〉의 대당은 형식주의 이외의 방법 

을 외적 접근이자 ‘비본질적’ 접근이라고 규정하면서 문학 연구의 덕lj-[外] 

에 있는 접근법으로 배제하고 있었고， 이런 배치 상황에서 김윤식은 〈역 

사주의/ 분석주의/ 종합주의〉라는 삼분법을 내세워 ‘종합주의’의 복권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에이브럼즈의 방법을 원용한 당대의 

문학적 배치에 대한 조정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당대 주류 비 

평의 상대회를 전략으로 해서 과거의 사회학적 비평의 경향을 복권시키 

고 비평틀의 고유한 맥락들을 드러내려 했던 시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 

력이 (주로 대학에서의 교육이기는 하지만) 교육과 계몽의 차원에서 이루 

16) 에이브럼즈에 대한 언급은 여러 곳에서 보이나 그의 이론에 대한 명시적인 소개는 
김융식 • 김종철， ~(제5차 고등학교)문학j(l쨌)어l서 이루어지고 있다. 

17) 그리고 김윤식은 신비평이 교육 방법에서 일으킨 혁신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고 있 
다 신비평이 보인 근대성 비판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국변에 대해서는 그라프L 제 

렬브(l9.J7:l(ì4 ~ 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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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는 것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에서 비평 방법론으로서 신비 

평의 종언되었다고 하는 1~년대에도 대학이나 중등학교의 교설에서는 

여전히 신비평의 우위를 누런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브룩스와 

워렌(11시의 이해~， 1938; 11소설의 이해~， 1없3)， 브룩스와 하일만 (11극의 이 

해~， 1945)등의 교실 수엽이 가능한 워크 북 형태의 교육 서적의 출판과 

매우 관계가 갚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디{小川추n夫 · 橋口未念， l~n 

신비평 계열의 이러한 특성은 에이브럼즈의 비평 분류 체계가 연구의 부 

산물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방법의 지횡본 신비평과는 달랐지만 김 

윤식의 방법이 대학 교실을 넘어서 중등학교 문학 교실로 흘러넘칠 수 있 

었던 데는 『한국근대문학의 이해』가 거둔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상섭은 에이브럼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 이론을 직접 소개 

하는 길을 택했다.(이상섭 1975)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에이브럼즈의 이 

론에 기대어서 그가 언급한 주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고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도 안내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이브럼즈 도식에 입각해서 이를 확장해서 다양한 비평 경향에 대 

한 소개를 시도한 것으로 예컨대 비평 경향의 예술 이념적 특성이나 지향 

점에 대한 파의L이나 이론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구체적인 비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시했으며， 이는 

당대적 상황11서는 비평의 방법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안내를 제공한 것 

으로 볼 수 있대이상업， 19721 ).18) 

결국 에이브럼즈 이론의 직간접적인 원용을 통하여 이상섭은 당대의 

여러 가지 비평 경향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주류적 비평 경향이 역사 · 전 

기적 비평이나 인상주의 비평 사회적 비평 경향 등 소위 ‘비본질적’ 비평 

18) 이상섭의 연구는 이후 본격적으로 계속되어 이상섭(1쨌)에서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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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립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면서 각 비평 경향의 본질적인 

지향을 독자에게 보여 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학술 담론의 

흐름은 비평의 다양한 여러 경호탤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비평 이론에 

풍부한 맥락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다~ 19) 

에이브럼즈 이론의 효과를， 당대의 지배적인 비평 경향의 한 축을 담당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해석 교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신비평 

에 기대어서 기술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램즈 

비평 체계가 미국에서 결과적으로 신비평의 객관주의에 대하여 비판하면 

서 그와는 다른 흐름으로의 방향 설정에 일조를 했디는 데 있다고 한다 

면， 국내에서는 결국 주류 비평을 상대화하면서 역사주의와 사회학적 비 

평 경향을 복원하는 한편 다원주의를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다 

르다. 그러나 양자는 모뚜 비평 자체의 사회적 · 문화적 맥락을 높임으로 

써 삶의 구체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비평의 다원 

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I. 서사 교육장에서 에이브럼즈 이론의 교육적 수용 양상 

비평은 인쇄 시대에 문학 작품과 독자의 매개를 위해서 생겨난 새로운 

간단히 말해서 학술 담론의 대표로서 비평과 교육 담론의 대표로서 교육 

과정이 직조하는 공간에서 작품에 대한 여러 활동은 이루어진다 정서와 

19) 문학교육적 시각에서 이러한 다원화 경향을 병치하는 한편 이를 통합히여 하나의 
활동 o 로 제시한 것으로는 김성진(때4) 참조 그는 여기서 임화로 대표되는 현실주 

의 비평， 김환태의 인상주의 비평， 최재서의 비평을 토대로 단계별로 가능한 비평 

교육 방법의 구얀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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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 같은 비개념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학 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 

로 이론.20)으로서의 교육적 배치( clisl))sitif) 속에서 기획되며 설행된다. 그 

런 점에서 비평은 문학 교육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논 개념이 된다. 

그것은 교육과정 문서로 대표되는 교육적 기획의 장치를 움직이는 거멀 

못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평 이론의 축은 서사 교육 현상 가운데서 교육과정의 축과 더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여기에 비평 이론의 중요성이 존재한다고 파 

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평 이론이 서사 교육 나아가 문학 교육의 장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비평의 담론이 교육 과정의 담론과 문학 

에 대한 메타 담론의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고등학 

교 선택과목 〈문학〉에서 비평 이론이 작용한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해 

두고자한다 

첫째， 비평 이론은 서사 텍스트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 

에 교육과정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설상 교과서 구성의 핵섬이 되는 내용 체계의 구성은 당대의 

지배적인 문학 담론들의 절충되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7차 교 

육과정에서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언급하교 ‘문화와 문화’를 둔 것은 문 

학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문회론적인 관점이나 소통론적인 문 

학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이렇게 구성된 내용 체계는 교 

과서 구성에 직접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비평이론은 교육학 이론 

과 더불어 단원 구성 체제22)를 구성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있다. 

둘째로， 비평 이론은 전체적으로 서사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바라보는 

20) 문학교육에서 이론이 5:}.지하는 규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W뻐nsky(l쨌;낌4-2)1) 

을참조할것. 
21) <]차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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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와 문학사적 배치의 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비평은 문학사와 

구분되는 측면을 가지기도 하지만 작품의 선별이나 배치에서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학사보다도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31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에 작용하는 원리는 관행으로 보면 문학샤 

문학 장르 주제 등 셋이라 하겠는데， 이들 원리들을 기반으로 개별 작품 

의 종적 계열성과 횡적 계열성을 구성하는 장소는 일종의 매개적 공X때) 

이 될 것이고 앞에서 살핀 대로 그 핵심에 비평 이론과 문학 교육 이론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 작품， 작품의 종적 질서， 

횡적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과서 편찬자의 한국문학사나 외국 

영 역 내 용 

깨문학의 특성 

(1)문학의 본질 
때문학의 기능 
(대문학의 갈래 
따)문학의 가치 

깨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때문학의 수용 
(대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문학의 창작 」
깨문학문화의 특성 

(~)문학과문화 
(내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öJ-상과 흐름 

배문학의 인접 영역 

(개문학의 가치 인식 

(41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내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문학에 대한 태도 

22) 교과서의 단원 체제를 다룬 연구로는 박기범eID4)올 참조할 것 
23) 여기서는 월렉이 주장하는바 문학사와 비평의 상호 의존성 주장과는 반대로 사실 
상 문학사에 대한 비평 우위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W에앙(1933) 참조 

24) 이 ‘매개적 공간’융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 
다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따위를 서로 이어 주는 

부분 또는 그런 접속 장치’， 흑은 ‘사물 간 또는 시물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기능 

하도록 일시적 흑은 영속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위 
카백과)를 의미한다. 어떤 일의 설계와 인터페이스와의 관계를 천착한 것으로는 본 

지페(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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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 작품을 보는 눈이 될 것인바 이 ‘눈’의 정점에 편찬자가 기대고 

있는 비평 이론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비평 이론은 교과 

서의 포괄성 지향으로 인하여 절충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이지만， 그럼 

에도 주요한 비평 이론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평 이론은 중단원과 소단원의 구성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중)소단원의 구조는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게 되 

는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된다. 

중단원과 소단원 구성은 대개 단원 도입부 준비 학습 소단원 창작 

의 실제 연습 문제(활동) 등의 구성을 하고 있고25) 소단원은 다시 도입 

- 작품 읽는 중의 활동 정리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교육과 

정의 순환과 문학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은 문학 이론， 곧 비평 이론을 매 

개로 하여 교육의 장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 

품에 대한 전제가 담론의 형식으로 배치되며， 작품을 둘러싼 담화에는 작 

품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 방법과 이해 절차 및 이해된 내용，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개평가의 전제， 평가 내용， 그 평가에 대한 작품틀의 제시)，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 마디로 교과서가 

작품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평 이론의 역할은 흔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비평 이론의 첫째와 둘째 효과가 상대적 

으로 일반적인 차원이라면 셋째 효과는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것이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 이론의 역할 중에서 여기에서는 MH 
에이브럼즈의 비평 분류 도식을 매개로 수용 OJ상과 효괴를 교육과정이 

나 교과서의 특성과 연관시키되 특히 고등학교 선택과목 〈문학〉 과목의 

25) 얼른 손에 잡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문학~(김윤식 디텀돌)(이하 대표저자 명만 표 
시하고 이런 형식으로 표시함)， 『문학~(김대행， 교학새문학~(오세영， 대한교과서) 
등을 들 수 있고， 이는 대체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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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제재와 연관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에이브럼즈 이론과 교육적 가 

능성의 관계 탐색은 기존의 매개적 공간에 영향을 미친 ÖJ상을 기술하는 

준거로서의 기능이 의미가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신비평의 도입은 제4차 교육과정(1ffil -'ði)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따). 그리고 5차 교육과정(1쨌-lffil)은 역사주의적 사고와 반영론의 

도입으로 특정지워진다고 평가되어 왔대정재찬， lÐ7:fiì) 여기서 역사주 

의와 반영론은 다름 아닌 리얼리즘계의 이론이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체계로서 도입할 수 있었던 데서 

에이브램즈 비평 이론은 적어도 사후적 정당화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에서 구체적인 물증은 포착되지 않고 어디 

까지나 맥락의 측면에서만 이러한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틀어， 5차 교육과정 시기에 에이브럼즈 이론을 뚜렷하게 균거로 내세운 

교과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교과서의 

성격과는 명확히 구별된다긴 이러한 4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 사이 

에 놓인 단절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수 · 학습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먼저 4차와 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서사 교육 관련 항목 간 차이를 

확인하교 다음에 4차 교과서와 5차 교과서의 서사 제재를 다루는 방식에 

서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국어과 4차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부분 

과 5차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부분에서 서사 제재를 다룬 부분을 보자. 

26) 정재챈1002) 참조 이와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권혁준(193'7) 참조 

27)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도식에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김윤식 • 김종철문학~(한샘)， 61쪽의 그림 참조 

괜되-당휩-던꾀 

댄표과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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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교육과정의 〈국어 II>의 ‘목표’는 네 항목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는 

데， 디음 두 항목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1) 문학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하고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며 인간의 보편적 갈등과 정서를 이해하 

게 한다 .... 3) 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갚게 하고 선인의 문학 세계를 

바르게 파악하게 한다.’(교육부， lffi7 i:362-l33) 그리고 ‘현대문학’ 과목 

의 ‘내용’ 항목은 총 25항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처음 네 항목이 일반적인 

항목이며 다른 LD항목은 수펼， 소설 시， 희곡， 영상 예술과 관련된 항목플 

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와 관련된 항목은 7개 항목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 

다-28) 

‘목표’에서 문학의 보편적인 의미를 상정하고 거기에 도달해야 함과 민 

족 전통과의 연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문학의 개념에는 

현저히 객관주의적 분석주의적인 측면과 민족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 

주의적 측면이 나란히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창작 활동 

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해도 개인의 독자성에 근거한 미적 

활동으로서의 문학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놀랍기까지 하다. 그리고 내용 항목은 원리에 의한 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채 전체적인 목표만 네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항목틀에는 이 

28) “사) 소설은 본절적으로 작가가 독자에게 디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 
는 문학 양식임을 안다. 애 허구의 사실과 진설 사이의 기본 관계를 얄교 대표적 

근대 문학 양식으로서의 소설 문학의 위치를 파악한다. 자) 소설 구성에 쓰인 여러 

삼화나 사건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구조 속에 들어가는 방식을 알고 그 다양 
한 구성 방식이 시대 및 사회적 변천에 따라 발전되어 온 OJ-상을 대표적 작품을 통 

해 파악한다. 차) 소설에서 작가가 창조해 낸 인간의 성격 유형과 그 성격을 드러내 

는 여러 가지 방식이 시대 및 사회적 변천에 따라 변모되어 온 %빵을 대표적 작품 

을 통해 파악한다. 카) 배경의 개념은 역사 및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인간 세태나 사 

상적 배경으로서의 작자의 인생 태도와도 관련됨을 알고， 소설의 배경이 시대 및 

사회적 변천에 따라 변모되어 온 양상을 대표적 작품을 통해 파악한다.( ...... )“(교육 
부， lffi7 i: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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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의 전달(새， 허구와 진실의 관계(아)， 형식적인 연결 벚 포함 관계 

(자)， 성격 유형(차)， 배경과 인생과의 관계(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에도 작가 서술자 청자， 등장인물과 관련된 소섣 기법의 변화{타)， 소설 

의 주제와 관련된 기법(파)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개는 브룹스와 

워렌의 『소설의 이해』를 무색하게 하는 분석 비평 위주의 전개이며， 이는 

미국에서의 신비평이 1~년대에 종언을 맞이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글 

턴， 1뺑)에 대비송배， 교육과정이 공표된 시점이 1981년임을 생각하면 분 

석주의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3차 교육과정 

에 비하면 상당히 ‘문학적인’ 요소는 많아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5차 교육 

과정과의 낙차를 생각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 교육에서라면 

이러한 전개는 나름대로 펼요한 부분의 비율이 그래도 이보다 높았을 것 

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소설 교육에서 기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대9) ， 

이에 비할 때 제5차 교육과정(1쨌-1m2)은 어떠한가 우선，<문학〉 과 

목이 독립되어 있고， 문서 형태상 ‘목표’와 ‘내용’과 ‘지도 및 평가 상의 유 

의점’으로 나누어지고 일단 체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도 

다시 3분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절’은 대체 

로 지식파 관련된 내용을 ‘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을 7차의 ‘수용과 생 

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국 문학의 민족 문학적 특성’은 ‘지식’이나 7차 

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정’에는 네 개의 내용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1) 문학의 본질과 특성’， 

‘2) 문학의 유형과 장르 체계’， ‘3)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 ‘4) 한국 

문학의 득절’(교육부， 1m'3，:쨌) 등과 같은 요소로 그간의 국문학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역사주의적 경향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 

29) 이와 관련된 문학교육의 볼모화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진단과 치유책이 제안된 
바 있다. 최근의 주요한 지적으로는 검상원2(03)파 정재찬{때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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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장르 체계’란 개념에서 당시의 선진적인 연구자들， 예컨대 조동일이나 

다른 연구자들의 한국문학사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 

다. 그러나 에이브렴즈 이론의 매개적 효과를 짐작하게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30) 물론 하나의 책이 주는 효과 

가 유일하게 규정적인 것일 수는 없다. 다만 이전 시기의 단일한 경향에 

대한 체계의 균열을 충격한 힘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임 

을 부인하기는 힘들 듯하다 

이들 내용 요소를 에이브럼즈의 도식과 관련하여 대응시켜 본다면， 저 

자 중심적 요소(1)， 세계 중심적 요소(4) ， 작품 중심적 요소(5， 6), 독자 중 

심적 요소(2， 7) 등의 대응 관계를 추출해 볼 수는 있다. 이러한 도식에 힘 

입어 문학 작품에 대해서 개인적인 방식의 독서나 주체적인 감동을 이야 

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상상을 통한 창조적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게 한 

다’라는 〈문학〉 과목의 목표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물론 하나의 시 

스템에서 한 가지 도식의 도입이 그 동안 쌓여 있던 모든 문제를 열거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법이다. 이전 교육과정들의 과도 

한 정치주의적인 경향을 이제 비로소 문학적인 방식으로 돌려 놓은 것을 

의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 

30) 1) 문학 작품의 의미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표명임을 알고， 인생에 대한 작가의 관점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2) 문학 작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3) 작품에 나타난 갈등과 그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정서와 삶을 이해한다 

4) 문학 작품을 당시 사람들의 역사적 삶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5) 문학 작품을 이루는 여러 기본 요소들의 기능을 이해하괴 작품 속에서 이툴 요 

소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한다. 

6) 문학 작품에 내재하고 있는 미적 구조를 파악한다 

7) 여러 종류의 작품에서 그 작품이 주는 감동의 요인을 찾아본다. 

(교육부， lffi7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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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변모에는 사회적 상상력의 회복이리는 læD년대의 시대 정신이 

문학계의 근저에 커다란 몸체를 드리우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변모를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란(김창원)， 작품(텍스트)의 독재를 철 

폐한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자발적인 해석 

의 자리가 비로소 학습 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렌 점에서 5차 

교육과정은 문학 교육을 위한 종국적인 도달점이 아니라 사실은 단지 시 

작일뿐이다. 

교사나 학생들의 작품을 수용하는 습관이나 감수성의 수준이 문제가 

될 터이고 그보다는 수업이라는 장치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되어 

야 할 터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작품틀 그리고 그것을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5차 교과서에 나타난 한두 가지 구성 방식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현대 소설 제재에 나타난 ‘활동’을 중심으로 볼 때 언뜻 보면 제4차의 

〈현대 문학〉 교과서나 제5차의 〈문학〉 교과서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 

하기는 쉽지 않다. 활동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제4차 교육과정 시기가 제7 

차에서의 ‘활동’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틀겠지만， 제4 

차 ‘연구 문제’와 제5차의 ‘연구 문제’ 둘을 비교해 보기로 파자. 

(1) 현진건의 「고향」 에 대한 ‘연구 문제’(제4~}) 

CD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 농민들의 처했던 고난의 삶을 알아보자， 
@ 이 작품의 시점과 구성상의 특정을 알아보자. 

@ 이 작품이 극적인 흥미를 주는 사건이 별로 없으면서도 얽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인물의 외관 묘사와 대화에 쓰인 방언에서 사실적인 기법이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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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곳을 찾아보자 

@ 이 작품의 결미의 노래가 풍자하는 내용과， 그 의미가 작품의 주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 ‘더 읽을거리’를 읽고 일제 치하에서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귀소 본능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자. 

(J) ( ... 을) ‘요약 제시’라고 한다. 어떤 부분이 그것에 해당되는가를 알아 

보고 그것이 작품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살펴보자. 

(김열규 • 유시욱， W(제4차)현대문학01 ， 100쪽) 

(2) 김동리의 「무녀도」에 대한 ‘연구 문제’(제5차) 

@ 이 글에서 말한 성격 구성 요인 네 가지는 무엇인가? 

@ 이 글에서 모화의 성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박동규， W(제5차)문학01 ， 쨌쪽) 

(1)과 (2)의 차이는 비평 방법의 차이나 교육적 방법론의 차이보다는 

「고향」과 「무녀도」의 차이， 곧작품의 소재나주제와관련된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면 제4차와 제5차 사이의 

간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효용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춘향전」에 관한 해설을 제 

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부할 문제〉에 제시된 다음의 활동은 4차에 대 

비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장점을 잘 보여 준다. 

“1. ‘춘향개의 인용문이 유발한 웃음은 독자틀에게 어떤 미적 효과를 주 

는지 말해 보자j 2. ‘수궁개 중 본문의 인용 대목이 청중을 몰입케 한 구체 

적인 수사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j 4. ‘춘향전’을 읽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 

을 지적하고 왜 그러한가를 각자의 경험을 관련시켜 발표해 보자” 

(김윤식 • 검종철， W(제5차)문학01 ， 한샘，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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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제’는 작품 전체에 관한 ‘공부할 문제가 아니라 제시된 이론 속 

의 문제라는 점， 지나치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하 

지만 여기에 제시된 문제는 작품에서 효용론적인 제재이나 구조와 효과 

가 동시에 사유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준다논 점에서 에이브럼즈적 경향에 

서 비롯된 다양한 작품 감상과 주체적인 작품 감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좋은 ‘공부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비평 

이론적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접근에 난점을 보인다면 여기 

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크게 방법에 대한 자각의 부족 교재에 

대한 비평적 연구와 교육적 맥락화의 부족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원천적으로 에이브럼즈의 이론을 매개로 하여 분석주의 교실(특 

히 서사 교실)은 명확히 상대화되어 가며， 역사주의적 방법의 비중은 더 

욱 커져 감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4차에서의 분석주 

의 방법론의 한계를 자각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위의 교과서는 이 

미 에이브럼즈의 비평 이론의 도식을 명확히 도입하여 작품 감상의 방법 

을 다양화， 상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같은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교과서이지만 제시된 활동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3[) 

제4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서사교육 특히 동시대 서사촬(근대 서사 

물)에 대한 교육이 황폐함은 대부분 느끼고는 있었다고 해도 분명히 자각 

적인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수 • 학습 방법에 

때한 비판에서 시교육에서의 폐해가 많이 거론되었던 셈인데(정재찬， 

1~; 권혁준， mm 서사 교실에서의 황폐함도 이에 못지않다고 해야 할 

31) 검윤식 · 김종철문학』은 ‘같은 풍경을 놓고 그림을 그펄 때， 그리는 이의 위치와 
시각에 따라 그 그림은 달라진다. 그림의 대상인 풍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화가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작품을 감상한 독자들의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관점의 다%썽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이 관점의 다 

%냉은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문학 감상의 절을 높여 준다고 분 

명히 판하고 있다. 같은 책，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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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스스로를 문학교사를 자임하는 교 

사들 자신의 자발성과 능력에 의한 해결 과제’였다는 측면도 존재할 것 

이다. 그런 점에서 「만세전」에 대한 다음의 활동이 보여 주는 이전 시기 

와의 단절은 인상적이다. 

“1. ‘만세전」은 처음 ’묘지‘란 제목으로 잡지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에서 

그런 제목에 합당한 부분을 찾아보자/2. 주인공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여 

행하게 된다. 그 불안의 원인은 당시의 어떤 사회적 현실에 연유하는지 알 

아보자/3‘ 작품 전체를 읽고 주인공이 만나는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4. 주인공은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다. 이는 주인공의 어떠한 의식을 표현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5. 갓장샤 

기생， 죄수들은 현실의 어떤 측면을 상정하는 인물인지 이ψl해 보자/6. 

리얼리즘은 현실의 자세한 묘사와 전형적인 인물의 설정을 중히 여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만세전‘에 나타난 리열리즘적 요소를 찾아보자 

(우한용 · 박인기 · 정병헌 · 최병우， W(제5차) 문학~， 동아출판새 274쪽) 

전체적으로 이전의 다양한 비평적 성과를 끌어 안으면서 삶과 사회 • 

문화적 맥락과의 관련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내용의 난도 전제가 되는 지식의 활용 정도 등과 관련하 

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주안점이 학생의 활동 중심 교육 

과 거리가 있었다는 역사적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문 

학 작품 해석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끌어안으면서 구체적인 사 

회 • 역사적 세계 속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이론적인 근거 

에 입각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형식주의적 활동과의 

차이를볼수있다 

학생 중섬， 과정 중섬의 이러한 교수 • 학습의 흐름은 이후에도 계속되 

어 제6차 교육과정(lÐ2-1Ð7) 시기를 거쳐 제7차 교육과정(1Ð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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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이르면서 에이브럼즈 이론의 활용 여지는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에이브럼즈 이론의 원용 상황은 전체 18종의 『문학』교과 

서에서 완전한 원용이 3권， 불완전한 원용이 2편을 총 5권에 이르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32) ， 이 시기에 오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어과 교육과 

정 해설』에 에이브럼즈의 이론 체계를 원용 • 변형한 그림이 제시되는 데 

까지 이르고 있다{교육부， 1ffi7 L ) , 바로 이러한 상황틀을 고려하면 에이 

브럼즈 이론의 교육 장에서의 지위를 보여 주는 예로 에이브럼즈의 비평 

분류 도식은 적어도 교육장에서는 정전의 위상에 접근하고 있는 듯이 보 

32)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MH 에이브럼즈 이론 수용 óJ-상〉 

출판사 저자 비고 관련쪽 
1 교학사 구인환 구자송 정충권 임경순 하희정 황동원 × 

2 교학사 김대행 김중선 김동환 A r:Jj-57 
3 =I1j/서 O 박경신 김성수 이용수 안학서 A 44-EO 

4 대한교과서 
오세영 최래옥 유학영 남궁환 남기혁 류순태 

송규각정일형 
× 

5 두산 우한용 박언기 정병헌 최병우 이대욱 경종록 X 

6 디덤돌 김윤식 김종철 맹용재 진중섭 허익 。 1(Xì-7 

7 문원각 
한철우 김명순 김충식 남상기 박영민 박진용 

염성엽 오탁환 
× 

8 민중서럼 김창원 권오현 신재홍 장동찬 × 

9 초~리 -1lH -1L←λ→、 한계전 신범순 박윤우 김송환 노진한 X 

10 상문연구사 강황구 권형중 김대용 박정곤 이중 O 73• 75 
11 중앙교육 조남현 정성배 조세형 장수익 배성환 X 

12 지학사 박갑수 김진영 이숭원 이종덕 박기호 × 

13 지학사 권영민 X 

14 천재교육 홍신선 박종성 검강태 X 

15 청문각 최웅 유태수 김용구 이대범 。 EO-51 
16 태성 김상태 송현호 검혜니 김유중 황도경 조혜란 × 

17 
한국교육 

김병국 융여탁 김만수 조용기 최영환 x 
미디어 

18 형설출판사 박호영 한승주 X 

(비고의 0는 에이브럼즈의 완전한 원용을1':，.는 불완전한 원용을 x는 직접 원용하지 

않음을 의미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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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3) 이 도식에서는 ‘구조론’을 가운데 놓고 반영론， 수용론， 소통론， 표 

현론이 둘러싸는 형국을 하고 있다34) 이 형태가 변형되어서 문서의 뒷 

부분(때쪽)에서는 교사 중심 접근， 속성 중심 접근， 컨텍스트 중심 접근， 

학습자 중심 접근， 실체 중심 접근， 텍스트 중심 접근이라는 여섯 가지로 

교육적인 맥락으로 변형되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소통론의 도입에서 에 

이브럼즈의 비평 분류 도식(흑은 변형된 에이브럼즈 분류 도식)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이브럼즈 이론 자체는 이론틀의 

우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자제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해석 

의 다원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셈이 된다. 여기에서 소통은 하 

나의 요소로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소통론 도입을 위한 

맥락의 기능을 에이브럼즈 이론이 떠맡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 동안에 에이브럼즈 체계의 기호학적인 변형 등 많은 변형의 

시따 있었던 데서 말 수 있듯01 01 이론의 정전적인 탄력성을 훌륭하게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35) 

33) 윤여탁üÐ7)의 용어를 준용하면 ‘준정전”에 가깝다 하겠다 
34) 다음 그림을 참조할 것.(교육부， 1Ð7퍼9) 

35) 신비평이 미국적인 현%에어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유럽의 비평 이론 소개서 
특송1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출간된 비평 이론서에서- 신비평을 빼 언급조차 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제법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었던 아래의 책들에서 

신비평은 독립된 항목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그리제바해1ffi2); 포케마 외(1쨌); 이 

글턴(1쨌); 지매1933); 타디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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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에이브렴즈 비평 이론의 교육적 확장 가능성과 한계 

만약에 에이브럼즈 이론이 서사 교육을 포함한 문학 교육의 장에 소통 

론을 위한 길을 여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우리의 판단쓸 믿을 수 있 

다면， 그것은 에이브럼즈 이론이 ‘관점의 차어로 구성된 우주’를 전체로서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가 구성한 비평 이론들의 체계는 웰렉의 비평 이론 

들의 체계와는 달리 중심이 없는 우주이다. 그런 점에서 벤야민을 흉내 

내어 이야기한다면 고정된 성좌{constellation)(많lJan삐， 1985)가 아니라 가 

변적으로 구성된 성좌인 셈이다 비평 이론의 체계가 별자리를 구성한다 

면 각각은 개별적인 이론으로서의 별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별들은 저마다 자기식의 아름다움을 근거에 입각해서 드러낼 뿐 

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대주의는 갈등적인 교섣의 소통적 흐름에 어느 

정도자신을내맡긴다. 

글쓰기나 나아가 토론의 지점에서 충돌의 지점은 교사에 의해서 별도 

로 설정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진행하 

다 보면 에이브럼즈의 비평 분류 도식은 자발적 글쓰기의 강화를 위한 이 

론적인 전제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준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여기 

에는 적절한 교육적 변형이 가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여기에서 

‘객관주의적 이론’은 그 자체로 긍정되지는 않는다. 이전에 지은 죄가 있 

으므로 삶에의 유비를 전제로 한디는 전제가 추가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 

하여 말하기나 글쓰기의 게임에 죠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는 이러한 ‘제한’은 텍스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석 

들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민주주의나 공공성 

과 같은 일반적인 인간학적인 범주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기능할 것이다. 

예컨대， 로티적 01이러니적인 기준을 활용하논 것도 가능할 것이대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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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m)). 중요한 것은 토론 자체의 합리성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방만하 

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념해 

야 할 것이다. 토론에서 활용 가능한 토포스(수사학적 통념)에 대한 치밀 

한 학술 담론의 축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까닭따. 

일찍이 한 연구자는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의 성취 기준인 ‘다 

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와 관련해서 에이 

브렴즈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대정재찬， 때4:147).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수긍할 만한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2fJJl 개정 교육과정의 8학년 문학 (2)의 성취 기 

준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대6).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는 이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갈등 교육의 상황이나 글쓰기 상황을 가정하면(특히 고등학교 

의 교실에서) 에이브럼즈 비평 체계의 활용은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 

러한 확장 가능성이나 제한점등을 무시하고 확장을 시도할 경우 설패는 

예견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제에 따라서 어떤 비평 이론을 ‘적용’하 

는 식의 수엽은 활동으로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등의 충돌을 

통한 주체적 의미 생산의 교실을 염두에 두면 한계가 적지 않다고 할 것 

이다. 서사 교실， 서사 해석 교실에서 비평 이론이 그저 학습해야 할 대상 

으로만 존재할 때， 이론에 대한 학습자의 소외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비평 이론 분류 체계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교육적으로 맥락 부여된 텍스트가 많이 생산되어야 하교 그것도 

학습자의 손 닿는 거리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브럼즈의 도 

36) 이에 따른 ‘내용 요소 예시’는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작품 해석이 디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작품 감상이 탈라짐을 이 

해하기’， ‘근거를 들어서 작품 해석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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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교설로 제대로 들어오게 하려면 많은 필요한 변형이 전제로서 베풀 

어져야한다. 

활동 중심의 교수 · 학습 방법론이 일반화된 오늘날 우리 교육장의 지 

형에서 다원주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 감이 있다 만약 이러한 다원주의 

가 주류 비평의 고착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 

신의 문학적 판단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괴 문학적 소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여기에서 약간은 낡아 버린 감이 있는 MH 에이브 

럼즈 이론은 적절하게 변형이라는 조건하에 여전히 원용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가 이론간의 칸막이를 설정하는 데 

만 기여해서 상호 불가침만을 성취한다든가 상호 소통을 위한 기회를 빼 

앗으며 주체성 부재의 알리바이 기능만을 한다면， 당연히 이는 그다지 바 

람직한 일이 아니다.인) 그리고 이러한 비평 이론들이 새로운 문학적 경험 

을 발견하기 자기의 도구(닮rclner， 1쨌:5::1-61)가 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 

의 진열장에 품목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된다면(Myers， 326-336) 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는 힘틀 것이다. 비평 이론이 직관이나 관찰의 직 

접성을 왜곡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각과 세상에 대한 발견을 위한 도구가 되려면， 더욱 정교하고 끈질긴 

교육적 매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사를 즐기고 서사묻에 대한 판단 

과 해석으로 갈등한 교실이 되려면 그에 결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 

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7) 비평적 다원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보인 것으로는 이글턴(1~1， 164 -167) 참조 
* 본 논문은 'XfJ1. 4. aì 투고되었으며 때7. 5. 1τ 심λ까 시작되어 뼈7.5. II 심사가 
완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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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평 분류 방식의 변모와 서사교육적 가능성 

- 에이브럼즈 비평 분류 도식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문영진 

서사 교육의 장에서 서사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도식이 필요하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비평의 분류 도식은 서사물을 해석하는 지평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참조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방법이나 기술이 펼요하다. 해석의 지평을 제공해 주는 

지식에 해석 행위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는 비평 이론의 분류에 관한 지식이 있 

다. 에이브럼즈의 이론은 이런 점에서 매우 구조화된 비평적 지식음 보여줍으 

로써 해석에 관한 중요한 참조를 제공한다. 우리 서사 교육의 장에서 에이브럼 

즈의 이론은 디음과 같은 촉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1. 서사교육의 장에 기존의 형식주의적인 해석 활동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계 

기를 제공했다. 

2 문학교육 장의 지배적인 해석 담론인 소위 선비평을 상대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서사체의 해석에서 사회 · 문화 

적 계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3. 비평 분류 도식의 활용을 통해 다원주의적 교수 • 학습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교수 ·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지는 주체적으 

로 자신의 의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사는 활력 있는 

서사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주제어] 서시물， 서사교육， 비평 담론， 비평 분류 도식， 주체적 의미 생산， 사 

회 ·문화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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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ransformation of c1assification scheme of criticism and the 

possibility of narrative education 

- Educational Application of M.H. Abrams' classification scheme of criticism 

뼈on， Young-Jin 

The critical kno때어ge cπ criti떠1 sch앉re is pro벼bly neces댔γ for the 1얹mers to 

intel1πetate the narrative. E않rially classification schare of criticism is ÏInIXlrtant 

because soræ hαizα1 of in뼈빼ative 때띠ty is {nSSible by 때1ization of awr빼ate 

theory. Generally int밍Iπetative ræthodology cπ skill is næessary for ur뼈rstancling 

andin따πeta뼈 the literary wOIk of 없 까le knowl어ge of classification scheræ of 

critiåsm is cre of the rmst inwtant knov이뼈e to !'re the oVl뼈1 asprt of ir뼈없atiαl 

activity. When we utilize M H Abrahms’ theory( classification scheræ of critici뼈， 

we can have the followir1g probabilities ir1 the field of the narrative educatim 

1. It can give the 1얹mers and the teachers the 0마Xlftunities of relati에때19 the 

fonnalistic activity ir1 the :field of the narrative 어ucation. 

2. It 떠n give the 1얹mers and the teachers the moment of relativization of the 

New Criticism, the dominative αitical methodol(핑y in the :field of literary 

빼lcatim Er빼떠s of 없::io-rultura1 moment ir1 ir1terpretation is v，때 lIfJ!XJrtant 

for the living narrative classroom 

3. We can have the cwrtunity of the plurarist instructive and lear피ngrr빼lOd by 

뼈피ng the transfom뼈 theory of Abran1S'. π1at theory is ÏInIXlrtant ~πemise 

for the subjective pr띠uction of ræaning in the :field of the narrative 어ucatim 

[Key Wordsl narrative, narrative 어ucation， αitical discourse, classification scheme 

of criticism, objective pr'따uction of me뻐mg， sα::io-rultura1 mo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