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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소설 앙흔융 용한 가지당구앙똥 성깨 

l 연구의 필요성 및 옥적 

서사윤리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가용데 소설과 윤리의 판계에 대해 

서는 않은 의운과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소설의 당론구조가 윤 

리와 맺는 관계는 안선적인 것이 아니셔 오직 옥자가 소설 수용을 용해 

싸l의 가치체계흘 성겉서하고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가지당구활동’올 애개 

로 해서안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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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사벙대힌 공어요육까 요수{제l저지) 

.... 서용대학교 사영대학 국어쿄육파 박사과정(’t2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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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소설의 경우 일반척인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인물 

틀의 싫이나 갈퉁이 그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톡자는 어떤 삶 

이 더 좋온 삶1αxxllifel인지 손쉽게 추동하기 어영다 륙"1 결일이 영해 

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선악의 。l분엉이 사라진 인물 판체1 서술자의 불용 

영한 태도 둥 가치체계의 얘얘성이 두드러지는 현대소설의 경우 더육 그 

러하다 이러한 텍스트용 겁할 때 독자는 부단히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즉 가치있는 삶의 모습인지 탕구하게 되여， 이 과정에서 이러한 당구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는 옥자 자신의 가치셰계애 대해 성창하게 원다 

온고는 이러한 가치당구흘 촉발할 수 있는 찍스트로 영상성의 〈상대〉 

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채트언의 용석블에 입각하여 〈삼대〉의 윤리적 가 

능성올 이야기 충위와 당온 충위에서 용석하고 분석 결과툴 토대로 소설 

당론융 용한 가치당구활용의 내용올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이 인간을 71~1로용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작엽엉융 상기해 불 예 

가치교육에 대한 판심온 교육의 시작과 앙깨 항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안 문학교육， 욕히 현대소설교육에 적앙한 가치당구활동의 내용과 

앙엽은 연구대상으로 냥아있다 가치교육 자체는 엄교과적 성격올 가지 

고 있다 해도 그것이 각 교과에서 구현원 때는 상이한 내용과 방법올 요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과교육의 측연애서 71.치교육의 내용과 방엉융 

당우얻다는 의의를 지닌다 

n 연구방법 

서사와 용리의 판계에 대한 판심은 서사학과 용리학 뺑에A1 급중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올 알랭 바다우{}\Jain &뼈001는 ‘흘리학의 인플레이 

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처융얘는 서사택스트의 융리적 작용력융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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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당긴 사상적 내용 차원에안 주옥었던 것이 사실이지만1 연구가 진 

행되연서 소설헥스트의 내용을 소설핵스트의 언어적 형식과 판연지어 윤 

리적 이해의 방법융 구째화할 펼요성이 재기되었대황희종 aro 81 서사 

흘 단순히 덜해마 상황이냐 교훈객 당화로얀 분석하여 윤리교육얘 할용 

하는 경우 주로 욕정한 가치를 선악 영료화하고 이에 대해 논중하는 인 

지적 ξL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성택스트의 언어영식과 그것이 독자 

얘게 이치는 정서적 영향력애 대한 연밀한 고찰이 수앵되기 어렵나는 문 

제정이 알생한다 이 경우 윤리교육은 또다시 지식교육에 어울재 왼다 

윤리는 지식이라기보다는 구셰객 문재에 직연할 때 알휘할 삶의 얘크닉 

에 가끼우며1 이는 지식보다는 정서의 문제라는 정에서 융리교육이 지식 

의 목록으로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컵다 

가지 그 자셰가 액락척이라는 것융 상기할 때 운학으l 가치는 내용 요 

소에만 있지 않다 문학의 형식은 그 자셰로 가치 추구의 앵식이기 얘문 

이다 문학의 가치는 저자와 헤스트 옥자 A}<>I의 소용에서 알생하는 것 

이며， 수동적으로 셰화한다거나 내연화왼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당구되 

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랑직하다” 

이러한 가치탐구힐동의 내용융 설계하기 위해 새트언의 이온{Dla!rrm 

19181에 엉각， 구셰격인 소설의 당흔구조툴 이야기 충우1와 냥온 충위로 이 

원화하여 소설 핵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2f 어기서는 영상섭의 소설 〈삼 

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용석 대상 선정의 이유는 다옹과 같 

다 영상섭의 〈상대〉는 이이 문학샤적 가치평가나 문화자산적 7f치를 공 

11 내연화라는 용어는 용힌작용융 용빼 기치가 학융자'1 실 속에 작용한다는 21 v l양 

드러내기에 적앙한 용어이냐 >f첫 싱혀객 ~l용에 S각한의어 이얘앤 우허가 잉다 

2) S. Q13lman의 서샤시악용 서사의 구조잔 크세 샤건과 존재사s'. 구성<1능 。1야기 

{잉이yl 진술의 정t엔 당흰.""""l으.l'. 나눈다 이는 이야기 용위야 당를 충위에 
서 식}중인융 셔슬자 내"작가의 가>1셰깨가 다충적으포 !!뚱하논 혐얘소~훌 연구 

하는에 석ι엠 ￥석용이라 앙 수 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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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받았다고 올 수 있는 직냉 중 하나이다U 제6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부터 수록되기 시작한 〈상대〉는 현재도 빈번하게 교육용 제재로 다루어 

지고 있다 〈삼대〉에 형상화왼 많은 인울틀의 가치체계가 학습자에게 직 

섭적인 내연화의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끄 보기 어렵기에 이러한 현 

상은 더육 주목혈 안하다 교과서 수록부와 학습활동을 일별하연 〈상대〉 

가 가치교육과 상당한 연핀이 있다는 정을 알 수 있다 

교욕 
용푼수륙 

파정 학습안동 

차수 
우분 

(1) 상대에서 본안용 안한 인융이 않지 않다연 그렇 

5차 
게 원 이유쯤 안아보고 소성용 읽는 양식에 대 

얘서도모§혜 보자 
굿어 

(2) 죠부가 재웅얘 대해 정악하는 이유는 우엇인지 

뉴-
〈두 친구〉 알아보고‘ 가치 있는 상이한 정애서 비판얘 호>1 
억 '1 -병화 (I) 인생이란 갈풍훌 해쩔하블 파쟁이며， 그 혜철 방 

6사 
식은 각자가 지닌 가치판얘 따라 다르다는 정용 
단서로 하여 이 작용이 주는 강용융 설명혜 보자 

국어 
(2) 본양융 안한 인용이 없옹에도 용구하끄 이런 소 

성용 잉세 에는 이유에 대하여 성영혜 보자 

조의판파 조상훈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석， 운학적 
상항용 조사해 보고 다용 용읍얘 당해 

(1) 작가의 입 장에서 각각의 인율을이 중요하깨 생각 
하는 것이 어엔 의이용 지니는 것인지 추려하여 

7사 <1차 충올〉 
이야기해 보자 

(2) 그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이 우리가 살아가 
국어 의싼상훈 

는현대에도외미가었는것언지어야기해보자. 

l 조의한파 조상훈이 강동융 빚는 이유용 핫아보자 
2 이 각용이 쓰여진 시기얘는 족보가 어인 가치흉 

지닌 것이었는지 알아보고 현대얘는 어엔 의미용 

지니는지 생각얘 보자 

3) ’싱대j 중 정호용 잭잉현정 X얘)윤 ‘N애 자료jξ 상고 앞으￡ 출처는 인용푼 뒤에 
연수안요기힌다 



쇼성의 양용구조와 용리의 교육적 상완성에 대한 고장 363 

3 조의잔과 조상훈 우자가 대화하는 앙곡히주굉가 
부오닝과 대화앙 예의 태도와 어인 차이가 있는 
지 이야기해 보자 

7차 교육과정에 오연서 덕기 영화 퉁 식민지 시대 인율을의 정치， 사회 

적 사상 부푼이 배제되었으나， 여션히 인을틀의 가치판 치이로 인한 갈퉁 

이 초점화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대개 인율을의 발화와 행동융 흥해 그들 

이 가치흘 부여하는 대상과 그에 대한 태도 신녕 퉁을 파악하는 방식으 

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삼대의 얀울틀이 일으키는 가치길풍을 비판적으로 

추출하고 일종의 얀가치로 학습하여 이러한 가치갈둥이 당대 사회의 

가지문제에 대해 전형성과 상징성을 확보한 것으로 선제하고 있는 것이 

다 이처컵 〈삼대〉는 문학교육에서 가치’ 개념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소설택스트라 할 수 있다 다안， 택스트에서 가치 

를 추출해 내고 현실과 바로 겁합시키는 항동으로 인해 가치화1 과정에 

개재되는 〈상대〉의 형식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고 학습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세짜가 〈상대〉의 수용을 용해 어영게 변화 조정되었는 

지 에타인지하기 어엽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힐 수 있다 

여기서는 〈삼대〉가 학습자의 정의적 말전 단계에 적합한 가치교육 제 

재라 전제하고 그 당론구죠를 분석히여 〈삼대〉를 흥한 가치탐구활동의 

교육내용을 구안할 것이다 에릭쉰빠잉니!I!l)은 정의적 얄달의 단셰를 

%ι극적으로 설영하는데1 청년기02깅1세에 이르러서는 *f동일성과 역 

할갈퉁이 문제시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추구할 7f.치의 확실성올 모색 

하는 한면으로 다양한 혹응 상충되는 가치을의 다잉냉에 노출된다 많은 

소설이 청년기의 내적， 외적 가지갈퉁과 윤리 문제를 다루지안 식민지 시 

대나 선후 세대와 같은 높은 사회적 압역 i에서 이러한 갈웅은 더육 굽 

절 강화되는 정향을 띤다 이러한 가치문제는 장연소설에서 높은 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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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되는데， 특히 영상성의 소설에서 가치규법은 이광수의 그것과 달 

리 외부적 계율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사주체플의 내연이나 행위과쟁 

속에서 경쟁한다 심에사이저(S)'lT1l!띠Zff)라는 독특한 윤리적 정위를 가 

진 인물 덕기로 인해 〈삼대〉는 가치 유우가 정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셈속에 의해 7)치를 저울질하는 세계가 왼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보다 치열한 7)치당구의 장에 ξ썩하게 하는데， '7]-족’과 ‘돈’1 ‘욕망’이라는 

영상섭의 중심 대마는 오늘날의 옥자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유효한 가치 

문제라고판단왼다 

m 소설 〈삼대〉의 당론구조와 윤리 

1. OIOþI 층위 

11 가치갈등의 상징적 사건화 

소설에서 가치갈웅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통해 형상화원다 이러한 형 

상화가 〈삼대〉의 경우 저뼈장에서 10장까지는 3가지 충동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안일 〈상대〉를 가문소설이라는 시각에서 본다연 이 대옥아 

앙권이라 할 수 있다 유교적 관습에 의해 운영되는 가문의 질서관이 집 

중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제사， 혼인， 장례 퉁 이른바 판혼상제이다 핏 

출의 서열， 재산분배의 문제 퉁운 원래 융리와 결우원 것이긴 하나， 그 깊 

은 곳에는 물질적인 이해판계가 깔려 있게 원다 

제l충융 의:t:k-)상훈 찌2충흘 상훈오(-)수원액 채3충올 상훈(-)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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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차 충롤의 의이가 단순히 부자질웅의 차원이 아닝은 영화의 얄화쓸 

흥해서도앙시된다 

·자네 액도 인제는 19세기에셔 녕어셔서 a세기로 흩어오게 되네그려?~(중 

략) 자네 조￥안으로는 의의7. 었융지 오르지안 와대정 아래 놓고보연 

그야 윤온 시대적으효나 사회적으로나 의의가 있지 앙온가"(4ll 잉41 

조써 가운융 ‘흥미있는 연구 재료’로 본다는 영화의 알대로 조부와 상 

훈의 갈웅， 나아가 조부의 죽옹은 단순히 개인적인 젓이 아니라 전용 윤 

리와 전근대의 서악융 상정한다 이처럼 〈상대〉는 지배적 가치관이 선환 

되는 시지 그것올 가장 인김r하게 포악할 수 있는 가치갈퉁융 사건화함으 

로써 사회문화적 전형성과 상징성융 당보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의 JI고 

(권영인 연 l!l!7l대로 ‘조의판이 구한알 써대， 조상훈이 개화기 써대 조덕 

기가 식민지 시대흘 대표하는 인율이라연 이들의 가치갈동은 한국근대 

샤의 연곡정(찢IÜI앓)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능올 한다고 블 수 있다 

찌2충롤이 재l충롤의 여성 ~!씨)잉용 고려하연， 핵싱적인 것은 킬국 

의관~.f.훈， 상훈」덕기의 충롤이 되는데 의관덕기의 7.치충롤은 표연적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옥항 안하다 단순화의 위영융 우릅쓴다 

연 이 충흩은 채써}능 의헤와 그 의례의 가치를 존중하는 축(의관‘ 덕기} 

과 그것율 인정하지 않는 상훈의 강퉁이라고도 용 수 있다 종엉(킹W. 

쩡natic IIi떠ilel에 기반하여 출계 집단 내얘 부쩨친 의식융 강화하는 데 

제사는 특히 중요한 방식이었다 유교 구도 속에서 채사는 종언융 의례적 

으로 실천하여， 산 사랑파 죽은 사랑을융 하나의 부계 출계 집단의 성원 

으로 퉁퉁하게 이어준대뼈rtina l):uc비cr. :mll 셈속 밝은 조의간이 생 

선 치옹 생돈 aI만 냥융 f게 원 것도 족보 때문인데 족보야말로 출계 집 

단의 도혜(뻐’fl랴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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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와 족보를 둘러싼 인울틀의 가치갈동은 그러나 갈퉁주체들의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지 옷'}71 때운에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고에 까까운 성격 

융 띤다 죠의핀이 평생에 걸쳐 한 세 번의 오입과 그 오입에 투입왼 재화 

7씨가 조의판의 가치관을 뚜렷이 중빙히는데 옥관자를 사는데 2안 냥 

아들 생산올 위해 취첩하는데 2만 냥， ‘대홍보소’와 관련왼 m만 냥이 그 

것이다 양반의 지위를 사고 어린 칩을 얻고 계보적 규정을 정당화하는 

과엽의 연속이 조의관의 일생이다 울론 이러한 가치는 적절한 수용과 당 

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연 현대 독지에게는 보연적으로 공인틸 만한 

가치라하기 어영다 

그런데 김현의 지적대로 돈에 대한 터부가 지배적인 한국문~"에서 유 

래 었으리만큼 정힐하게 영시되는 긍액을{김현 1!ll1: :JJ2)은 인물의 가지 

판이 종국에는 교환가치로 흰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의관은 유교윤 

리의 세옥에 집칙r하연서도 갈퉁 상황에서는 유교윤리의 규엉이 아닌， 돈 

에 기반한 협박으로 자신의 엽장융 고수하려 한다 

-너 어째 왔니? 오늘은 얘배%에 안 가는 냥이L1'‘ 

.이 집안에서 나안 눈융 강아 보아라 집얀 풍이 우에 외냐? 가거래 썩썩 

냐가거래 죠상융 꾸어왔다니 너는 네 아이도 꾸어왔겠구나? 꾸어옹 아비 

연야 조긍도 네게는 도율게 없융 게대 다시는 내 능앞에 뜨일 생각도 아 

랴!’ (중략) ‘재하자 우구무언Ilt下<l H口 g용)’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 라도 

노친 앙이라 알은 공손했으나 속은 닿았다 1132-1잉) 

이는 상훈도 마찬가지인데 아틀 띄기에 대한 그의 처신은 아비로서의 

영에나 유교척 시대와는 배리되는 것이다 즉 삼대의 중산흥 가족주의는 

철저한 유교이념적 구성울이라기보다는 삶의 유지를 위한 수단적 가치이 

며1 표연적으로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상훈 역시 욕정한 내향적{jnbins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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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닝을 알 수 있다 상대를 그나마 한자리에 

묶어주는 동력은 조의관의 유산 즉 돈이다 이 유산의 분재를 툴러싼 가 

치갈둥 역시 치열하게 사건화되며1 종국에는 조의관의 의문사라는 서사 

전개에이은다 

낀 가치운얘 상앙의 크로노토프 설계 

소설 속 가지문제가 당대 사회문화와 일접한 역학관계 속에 있다하여 

도 그것이 형상화원 것인 이상 현실액락파 동일한 층위에서 수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당대 현실이 소설적으로 재현되연서 설제된 크로노토프에 

주옥양 핑요가 있다 소설에서 시공간은 경험의 본질 탐색과 사건 재현을 

가능케 하는 쩍심적 요소이다 소설이 다루는 추상적인 사건， 앵우1 ， 관념 

은， ’윤팍을 가진 공간어 서 1일도와 구체성을 가진 시간의 크로노토프에 

의해서안이 정보가 아닌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최인자 311a 311 

언저 제목에서도 얄 수 있듯 소설응 1m년대 부유충 가정 일반이 그러 

하웃 대가족 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삼대의 수직적 시간축율 상정한다 

이러한 삼대’의 시간축온 비숫한 시기 채얀식의 〈태평천"f>에서도 나타 

냐는데‘ 일반적인 가족사소설에서 흔히 올 수 있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삼대가 생존한 상태에서 정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대 수이기도 하 

고 용속/가치의 연화플 동시에 포칙r하기 적절한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게다가 l쨌년대는 근대운화를 식인시라는 형식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인족의 특수성이 부각된 시대로 다양한 문화적 레퍼토리를 내함 

한다 1m년대 운행1 시대에 대한 독특한 문학석 대웅의 양상을 보여주 

며 한국문학사 전셰어서 결정적 지정을 정유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중접적으로 재현되는 꽁간은 인불을의 웅직임에 따라 변 

화하지안 대개 조의판， 조덕기의 짐을 중심정으로 히여 ‘바커스’나 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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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같은 유흥의 공간 영화가 하숙하는 옐순의 징이나 반찬가게 같은 

사상의 공간 풍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핵척 장소는 ‘사당’과 

‘금고’가 있는 조의관1 조덕기의 집이라 올 수 있다 이 인울을은 사당과 

사랑얻에라는 유교의 종적 가측집단 속 냥성의 공간에 붙박혀 있다 덕기 

는 홍경으로의 출땅을 유예당하거나 동경에서 떠나 서울집으로 올아오도 

록 재촉받는다 이처럼 덕기가 동경유학생임에도 울구하고 서사적 재현 

은 서울을 벗어나는 일이 엉:i!.， 서율의 골옥골옥과 풍속에 대해서는 얘우 

셰일한 재현이 이루어진다41 이런 까닭에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덕기냐 

상현의 지적 연오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정 역시 주목할 만하다 

흥미용게도 이 사랑방의 냥성을에게 은연중 갚은 영향력올 앵샤하는 

공간은 애당집인데 얘당징이야얄호 [9Jl년대 우리사회 속에 번식하고 있 

언 은일한 풍속공간(깅정숙， :nJ))으로 서율 토박이 영상섭이 가장 잘 재 

현할 수 있었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현의 일도를 보장해주 

는 것은 인을과 사건융 울러싼 가구， 방， 거리 둥의 공간과 그 공간들이 

보유한 가치점서이다 가영 김의껑이라는 인율이 용직이는 공간은 유치 

원→애당집-조상훈의 사랑앵이다 유치원에서 김의경은 금테 안경올 쓴 

교왼이지안1 매당집을 흥해 조상훈의 사랑방으로 공급왼다 이처럽 애리 

적인 *1질서를 가진 공간틀 A에로 넙나드는 인웅틀은 자연스렵게 가 

치문제 상황을 일으킨다 가령 상훈이라는 인물은 ‘10시 이전의 교회’라는 

시공간에서는 설교흘 하지만 ‘10시 이후의 술집’이라는 시꽁간에서는 마 

작과 여자에 탕닝하는 모습으로 재현왼다 이처럽 다양한 공간을 왕복하 

는 여러 세대의 인을틀을 흉해 독자는 소설 속에 형상화원 시공간에서 일 

어나는 가치체계의 연회낼 읽어낼 수 있다 

4) 액샤‘ 아커스 강지 혹융기 극갱1충앙잔" 티용.， i!t이도 안융사안 훈진수 중이 소설 

에퉁장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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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채적 인율률의 가치체계 

작중인울률을 하나의 규범석 가치판으로 환원하여 파9닝}기 어영다는 

것 역시 〈상대〉의 두드러진 옥징이마 교과서의 할용률이 소설 속 인울 

틀에 대해 그러한 환원칙 인식을 유도하지안， 실제로 인올등은 하나의 가 

치관의 당지자라기보다는 복잡한 가치체계의 조직체에 가강다 이러한 

륙성은 김현(I!!Jl: 1951에 의혜 지석원 바 있는더1. 그는 영상성이 이념적 

선영보다는 전형융 안등 수 있는 시대의 문채가 다0.，>한 인울틀에게 확산 

되는 방식에 주력한다고 본다 

가령 상훈은 다소 분열적인 가치추구의 연모를 보인다 이러한 분열성 

이 청예한 쪽은 젊은 덕기보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상훈인데 앵랑어엉의 

시각뻐서 서술원 다옴 언용문얘는 상훈의 가치셰계가 장 드러나 있다 

·샤랑운융 약 딛。F등고 누가 오툴지 었다고 해라‘ 이 액 냐리능 하나닝 앙 

얘서는 누구냐 형세자애지안 집에 툴어오연 양인이라 해라팡 하는 것이 

아11η) 

상훈은 서구 푼융의 상징으효서 기옥교를 수용한 개화기 세대 인웅이 

지얀‘ 기독교의 영퉁사상은 취하지 않는다 그는 제사라는 유표적 제도는 

거부하지만 축집에는 옥별한 죄의식용 느끼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즉 그의 가치세계는 내적 모순융 보이는 상태다 덕기 역시 상훈에 대해 

·부친은 용건시대에서 지금 시대로 건너오는 외나우 다리의 중턱‘， 즉 과 

도기적 에대라고 파의냥운데 그러한 과도기적 세대가 겪었을 내적 고용 

에 대해서는 묘파되지 않고 오히려 타악한 앵위와 셰연 때문에 쩔쩔애는 

상훈의 내연얀이 클로즈업원다 결과적으로 상훈은 가치셰셰륭 정립하지 

옷한 상태로 재현되며 따라서 주도 사상보다는 풍속을 보여주는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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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왼다 

조의관(조의관 역시 유교윤리를 생의 원칙으로 셰화한 것은 아니다 그 

는 산가지와 주판’(111/1으로 늙은 사람으로 서술왼다)올 제외한 〈상대〉의 

인울틀은 륙정한 이녕의 충실한 대표자가 아니라 그 λ에흘 왕복하는 복 

잡성올 보인다 첫 장 ‘두 친구’부터 덕기와 앵앵한 입씨릎을 펼치는 명화 

의 사회주의 역시 철저한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아버지에 대한반항강과 

젊은이다훈 이상주의의 혼tr물처령 다소 애매하게 서술왼다 왜 김병화 

를 진갱한 맑시스트로 서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평가-독자의 질운틀 

은 내포작가의 가치판단에 대한 정운이기도 하다 인율을의 가치체계가 

대립하는 구도는 조의괜혹은 조의관의 온)이 빠지연 다소 액빠지게 전개 

왼다 욕열히 옳고 그를 가치의 서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릉의 

도덕적 척도로 낭아 있는 것도 아직 어린 덕기의 순진성이나 필순네 기족 

의 정결합 정도인데 그마저도 연약한 것으로 셜정되어 있다 

끼니때 방 역으려 을어가기융 경연쩍어하는 친구의 생애도 울흔 동정이 

가지만 용장에 다닌다는 땅의 모양융 상^，r해보고는 앙윤 호기성과 항깨 옵 

시 가엽제 생각되었다 

포용파 강화도 투쟁만큼 직극적영세(ãJ;1 

이후에도 덕기는 펼순에 대해 복잡한 강정을 갖게 되는데 필순에 대한 

애정올 표영하지는 않지만 호기싱과 얘쟁을 노출시키며 한연으로는 아버 

지를 닮아간다는 도덕적 수치싱(오윤호 l쨌)을 느낀다 소설 속에서 덕 

기와 휠순， 상훈과 정얘의 판계가 얼마냐 상이하게 전개되느냐의 문제(손 

유정， 었:6 1911는 덕기 세대의 용리적 가능성에 대한 내포작가의 기대와 

도 맞g혀 있는 지정이다 긍고 속에 자기를 가두여는 조부의 뜻에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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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동시에 조부의 가치체계는 내연화하지 않은 덕기의 오호합은 〈상 

대〉라는 소설의 윤리성을 톡옥한 위치에 자려잡게 한다 영화의 연지 속 

구절대로 

자네등이 시대의 꼬피를 용율고 월어지는 자네의 죠￥는 이구울원<1여 올 

。ν}시지 앙나 그이의 지키시언 오든 영설과 가규와 엽도는 그 유신 옥욕 

에 영께 끼어서 자네에게 상옥앙 요양일세아는， 자네로 생각하연 땅운서안 

이 필요양 것잉세 그러나 그 'lI운서까지가 대수흩지 1i재 생각원 날이 용 

것일세 자네에게는 시대에 대한 인강짜 양성이 있는 것융 내가 잘 아니껴 

일일애 자이1 ￥진-그이는 자네 조부에게는 기독요도로서 이단이었지아는‘ 

자네애게는 시대 의식으호서 이단일 것일새 그애게는 얼마동안 술잔과 19 

세기의 인형의 우등융 앙겨두는 것도 좋은 일이내뼈) 

덕기는 조부와 부친의 가치체계에서 모두 거리흘 둔 채， 다시 조씨 가 

문을 이끌어7싸 하는 오순에 빠진다 억기는 영화와의 사상적 'l<>I. 아 
어지와의 재산 다용 웰순에 대한 얘정이라는 도덕적 문제 식인지 조선 

이라는 인족적 문제 둥에 둘러에여 있다 돈 이외얘 풀려받거나 모앙할 

윗세대의 유.A.}쓸 찾지 옷한 새 식민지 현실훌 살。17\<>냥}는 덕기의 태도 

가 유보적인 것은 어찌 보연 울가꾀한 것이라 블 수 있다 

2 담론용위 

1) 작중인율의 기치당구 괴밍 힘상회 

덕기라는 인울융 초점화하여 〈상대〉룹 수용하연， 일종의 성장소설로 

도 잉어낼 수 있는 가능성옴 가진다 덕기는 실정적 아어지라 할 수 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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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올 갓 여완 잉씨의 도련닝 학생。l자 다소 이정형 상태의 성격으 

로 그려지기 때운이다(댁기의 후신(後#1인 〈우화파〉 이원영에게서는 

이러한 미정형성이 다소 사라진다) 그러나 성장소설이 흔히 취하는 여로 

구조의 영식이 〈상대P애서는 기이한 형태로 구현왼다 〈안새전〉이 용경 

얘서 서올로 향하는 여로구조흘 용해 이인화의 개안{때Illl율 유도했다연 

〈삼대〉는 경도상고.Oi>:fi三!t:ì) 학생인 덕기에게서 유학생의 모습을 지훈 

다 즉 그에게 동경은 초의판의 영에 따라 서율로 톨아오기 위해 존재하 

는 장소이다 성장소설의 주인공틀이 "!R적 지딸적인 여정올 통해 기나 

진 수업시대를 시걱멕고 교%엔으로 재탄생한다연， 덕기는 외적 압력에 

의해 여갱이 촉구되고 다은 방향으로의 여쟁은 긍지왼 상태인 것이다 

。1러한 독욕한 여로구조는 개인의식에 터한 가치당구의 어정이 승인될 

수 었는 사회구조흘 역으호 보여주는 구실융 한다 재다가 서울융 이날 

날쩌플 지셰(박상준" m> 213μ1키는 덕기의 태도흩 유한계급의 혹성으 

로 일안화시키는 서슐자의 시각 역시 주목항 안 하다 

억기도 유한제급인의 가갱에서 'f라난 만큼 몇 시 'Jo’ 강지 용영'1 작갱 

도 안하였거니와， 내영 옷 가연 오래 가고오얘 옷가연 글피 가지 하는흐 

리엉영한 에갱이었다 11이 

ξk성에 대한 의지도 치열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가족에 대한 애 

정이 그의 알길을 웅잡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유보척 태도는 미래에 대 

한 그의 결십애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이 그를 채한하는 것과 :17f 가진 
것의 대차대조표즐 정확히 생한 뒤 나융 타협정의 위치를 징작하고 있다 

5l 영윈. '.언 이기익 에도는 성애한 강정 차앤으"- 셔승의아 있지안 아내에 대언 억 
기의 예도는 시종 건죠하재 셔술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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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든 억끼는 무산 운동에 대하여 부깐싱으호 냉당01 앙깐할 수도 없고 

그영다고 셰일선에 나서서 써율 성져도 아니요 치지도 아니냐까 자라리 일 

간호한 척으로 연호사냐 되어서 뒷일이냐 보연 좋겠다는 생각이었아 엎어 

놓고 크게 되겠다능 용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냐 잭상 울링의 뒷앵 서앙닝 

으오 영생올 01쳐기도 싱었냐(1$) 

이셔험 지연되거나 유보적인 인울의 선택은 역으로 옥자로 하여긍 계 

속해서 기다리고 의혹에 와지게 한다 또한 〈삼대〉는 조의관의 죽옴융 

울러싼 의혹얘 대혜 모호하게 지려하는 서술의 방식율 보여준다 신운연 

재소설답게 다소간 추리소설척 긴~융 흉기는 이 사건의 전개는 그러나 

‘비소살인’이라는 치영적인 비윤리적 운셰를 대강 엎어버린다 덕기의 대 

웅역시톡측하다 

의사는 우이해한 가족융이 수술융 산옷였다고 정씬힐까 보아 비소 중톡융 

앞장세웠고 또 누구냐 의사의 알융 잉었으나 그 앤인이 어디 있었느냐는 

껑에 이르러서는 의샤가 앙 옷하는 거와는 딴 의미호 아우도 개구용 옷하 

였나 의^I.가 연구 재료효 뼈부용 해보아도 좋융 듯이 딴융 꺼낼 제 앤 언 

저 깐용의 뜻융 표시한 사랍은 상훈이었다 덕기는 실상용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싱었으냐 일가의 시이가 우서워셔 대당히 잉융 엘리지는 옷하였 

다1<ti3-<6l1 

이러한 덕기의 대용 역시 독자의 안딴옹 요하는데 사건의 진실올 밝히 

는 대신 서술자는 몇 가지 정횡이나 자료들융 여기저기서 옥자애게 노충 

시킨다 용산되어 채공되는 중거을온 옥자로 하여긍 마치 자신이 자료와 

얄화융융 종합}고 해석하며 인물과 서숱자의 추리 속에 동장하고 있다 

는 의식융 갖게 한다 이처렁 열린 채 종결되는 소셜의 경얄은 독자가 경 

알의 의미툴 되뭉고 채워가도록 유도하연서 옥자의 71*1당구황똥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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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헬 공간을열어준다 

a 가지갈등의 디양한 당흔 영식 

서사장르에서 사건이나 인울 상태는 다양한 목소리로 서술될 수 있다 

특히 장연소설인 〈상대〉의 경우 초정화자가 변동되는 가연초정화의 경 

향을 보이는데 가령 ‘일냥이라는 장은 김병화의 시각에 가깝게 씌어셨고 

현지i라는 장은 핑순의 시각에 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초점화자 

의 교체는 소설 수용 과정에서 옥자의 일방적 올업을 껑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지적1 정서척 부당을 주지만， 택스트의 의미를 다양한 땅연에서 

구성해나갈 수 있는 능동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4S엔칭 서술 형식을 취하되 필요에 따라 시정을 빈번히 옮져가여 인울 

과 사건의 잉셰적 제사를 꾀하는 것이 〈삼대〉의 서술 방식이다 이러한 

서슐 방식은 갈퉁 중업의 구성형식에 동안왼 것으로서 어언 일원적 가치 

를 배제하연서 다양한 인툴툴의 앵흥과 내연을 그혀내는데 이바지(최시 

한; 1m z었)한다 또한 각 인웅등이 주고받는 대화의 언어적 %냉이 그 

틀의 가치체계와 일정한 연판을 맺고 있다는 정 역시 주목할 안하다 서 

울일의 보고üi/ll l라 울리는 영상성의 e협용이니안큼 경아랴 구사의 리얼 

리티가 당보되고 길게 늘어지는 운장융 통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심리(김 

윤식， 1m 121와 셈속을 묘파하는 것은 공〕흥적이나 각 인물이 구사하는 

언어의 형식과 태도는 그들의 가치세계만큼이나 상이하다 

가령 조의관의 발화는 첫 퉁장부터 애우 일앙적이다 알의 교환을 왼하 

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경질적이끄 강강한 언행올 흥해 상대 

의 행통이냐 가치체계를 축소 공격하려는 일화가 이어진다 여기에 다른 

이틀의 가치체계가 끼어툴 여지는 적다 반면 조덕기는 직접적인 대화에 

서는 얼버무링과 어중간한 대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옥액체의 속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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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원석， 었)2)이 않다 이는 ‘순진과 야심의 엉거주춤 한 태도로 유교적 가 

치체계와 근대적 가치체계 사회주의와 용건주의 사이에 선 악기의 상태 

를잘드러낸다 

그는 친구인 김병화와도 대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가치체계흘 잘 드러 

내지 않는다 이는 영화가 일깐하는 비핍sarca잉ll， 용자와 빙용그러진 소 

리， 냉소척 알부와 대초적이다 오히려 홍경애가 영화와 유사한 언어 형 

식융 구사하는데 ’히야까시’(rf>(>1J‘ l , 눌링1 야유1 조용， 사지는 않고 물건 

올 구경하거나 강융 물옹)라고 울리는 야유의 힘’a융 상용하며， ‘~일이 

。V 식으로 빈정대는 일띨융 용해 상훈의 탈선과 허위흘 공격한다 영화 

와 경애의 어조가 거의 비꽁과 냉소이기 때문에 그 당돈에는 우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율 %하는 중충성이 존재한다 

‘왜 동정어 아리아도 아이원 냥았는데 나는 훌용이라고 아이 웃 냥았올까? 

들이 안드는 것보다 혼자 얀드는 재 더 용하고 현대액이라우· 

경애는 밑볕안 웅을연 에수표즐 비꼬는 에릇이다(:!511 

‘삼대’ 간의 수칙적 가치갈풍은 주로 치열한 언쟁으로 열어냐는데 반해， 

수영적 가지갈풍의 주축인 억기와 병화의 대화는 일비블기애서 더 냐아 

가지 않는다 다1간 연"1플 풍해 사상 연에서의 가치잘퉁이 드러니는데 

연지라는 얘셰 욕성(권기uN ， :ro; '/8)상 상호특액적인 경향이 쟁}다 。l

러한 연지의 옥액적 기능온 이이 딸신자나 수신자 모두 자각하고 있다 

‘어S든 잘 안났네 "1애 연지도 보고 았지 그게 여간 연지언가 셜iz>1 용 

용 강좌에그ilI，"(43 (-43!1 

따라서 두 사항의 사상온 용gμ+ >111.1 생사적 깅용 찾기 어영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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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찌 보연 저널리스트 영상섭의 보다 냉철한 세계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령 〈삼대〉의 가치갈등이 소설 내적으로 해결되지 옷한 까닭 

을 알화주셰들의 생산적 대화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헝 가치갈퉁의 

다양한 당흔 형식올 소설의 가치체계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작업에는 가 

치를 중개하는 소설 형식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요구왼다 

3 가지핀EIoiI 대한 서술자의 잉장 

전술썼듯 〈삼대〉의 서술에 있어 초점화자는 분산되어 있다 분산의 폭 

도 크거니와， 초정화자의 주객교체도 빈번하다 이는 오히려 초정화흘 용 

제송}는 주셰로서의 서술자 역힐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원다 가령 다옴의 

인용운을보자 

그혜도 여견이 용난 이 시대에서는 내가 어겔의 서리1 \'1앤)는 보는 터인데 

희로。뻐용 영굴에 나타내서야 채용이 '1었는가? 하는 자종싱이 어떠한 때 

든지 한구석애 져 선 것이마 그러나 그것또에 아니다 경애의 직엔(야시용 

장깐 보니 한 요 쓸데가 넉녁히 있는지라 공연히 덧들여서는 잇속이 었다 

고 눈엘이 좋게 벌쩌 타정올 해놓은 때문도 있는 것이마 원혜 큰 울은 정 

탁용 7버지 않는 법이니 우리의 서올이 가진 여결의 여걸다운 정도 여기 

에 었다 할 것이다 경얘의 대당은 션선했다 그러나 그 옷옹은 옐짤하다 

너희틀의 영굴은 보았으니 인채는 소용었다는 생각이다(뼈) 

경애에게 분개하는 한연 잇속올 계산5댄 애당의 내연이 초정화되다가 

다소 풍자적인 서술자의 논평이 개입원다 그리고 다시 경애의 표정과 내 

연이 얀애써서 번갈아 초정화왼다 이처럼 일을 꾸미는 작중인융틀의 속 

생 위에 그를 지배하는 한 수 높은 인물이 설정되며， 또 그 인풀 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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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가 내려다보고 있는 방식은 독자로 하여긍 다양한 높낮이의 조앙 

권과 가지판단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 흔히 덕기라는 인율이 서술자와 가 

장 가깝다고 보는데 기실 조덕기는 행동형의 인율이 아니다보니 덕기가 

일본에 체류 중일 때도 서술은 우리 없이 진앵(장두영， aJl~ 164)왼다 

작용 선반에 걸쳐 서술자의 말화는 ‘~모양이다 ~같이 보였다 ~다 

한다모른다’ 퉁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초정 주체의 역 

할을 알는 인물의 판단파 인식올 중시한 서술자가 자주 주객체적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말생한 현상〈김종구， ~ :J.lj)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 

한 서술자의 태도를 가치 운제와 연판시켜보연 서술자가 특정인울이 드 

러내는 가치를 일방적으로 연툴지 않겠다는 의도로 성급한 가치판단보 

다는 독자틀의 판단에 상당 부분 의지하려는 엽장의 소산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정화의 주i 가 한 인울에게 고정되어 있던 인울적 서술 

상황에서의 탈피는 〈상대〉와 같이 다양한 가지재계와 태도를 지닌 인울 

들을 포괄하는 장연소설에서 유효한 서술 방법이 왼다 

이러한 서술자는 이따긍 논평올 하기도 하지안 비교적 유보적이고 중 

립적인 태도로 ξk중 인울의 가치체계나 가치갈둥을 서술하게 왼마 이처 

럼 륙정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외재적 시각과 목소리로 독자에게 이야기 

를 전달하는 경우 독자는 특갱 인울에 대한 지나친 감정이입이나 단일 가 

지의 내연화에 어울지 않고 성창적으로 소설텍스트의 가치체계를 탐구할 

수있다 

W 소설 당혼을 통한 가치당구황동 설계 

이 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설 당륜을 동한 가치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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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교육 내용을 일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윤리적 가지당구활동올 

촉알하는 소설 당론의 구조를 크게 이야기 충위와 당흔 충위로 나누어 살 

폈다 그리고 이야기 충위에서는 가지갈풍의 상정적 사건화， 가지문제 상 

황의 크로노토프 설계， 문제적 인울틀의 가치체계 퉁올 추출하였고 당론 

충위에서는 직생인울의 가치당구 과정 형상화 가치잘퉁의 다양한 당론 

형삭 가치연뺀 대한 서술자의 입장 둥올 추출하였다 그형다연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텍스트 수용 충위에서 어떻게 활용펠 수 있올까흘 울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택스트가 보여주는 가치'if구의 내용/형식은 독자의 수용 

을 통해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전술했듯 현재 〈상대〉에 대한 교육적 

황동은 소설 속 인울을의 가치관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일종의 반가치 형 

태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냐 조의관이나 조상훈의 가치관이 

반가지로 학습원다는 가정어 서는 학습자의 가치체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가령 학습자의 가치체계에 있어 도덕중이나 판용보다는 실리나 권 

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연1 그들에게는 오히려 조의판의 가치판이 

더 ‘바양직한’ 것으호 수용틸 수도 았다 

따라서 학생틀에게 댁스트 내의 7f치문제가 우승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 논의하고 거기서 자신이 얻흘 바가 있는지 없는지 당구의 공간올 

개진하게 해야 한마 이러한 열린 당구의 과정을 흥해 학습자들의 가치체 

계가 반성되거나 재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치는 주객 

판계 설정에 따èf 가연적이며， 이정형 상태로 장재되어 있다 。l것이 어 

번 계기와 앙식으로 발현원지는 알 수 없으며， 에버에 따르연 이러한 가 

치는 주체의 ‘결단’ 。1후에 발현되게 왼다 문혁에 이러한 ‘결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올 논의의 전제로 수용한다연， 이제는 쟁갱이 왼 7씨에 

대해 문학적 경험과 시후활동을 거'1연 학습자가 어떤 연화를 보이는지 

밝혀야항것이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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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의 가시화와 정겁을 위해 본고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에 

바행}여 소설교육의 흑수영에 부합}는 교육 내용올 마련하고자 하였다 

l 인율들의 기치탐구 과정 추체협 

소설 속 인울올 경엉하는 과갱은 독자로 하여금 복항적인 정서적 참여 

를 요구항 때가 않다 특히 가치갈둥 상행에 대연한 인울의 복잡다단한 

심리와 뺑위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정형화원 덕목융 내적 갈풍 없이 수앵 

하는 도덕적 우화 속 인울이나 고정원 가치의 당지자인 열션 속 인울올 

경험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소설 속 인울틀옹 구새직 외양과 성격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각자가 

소설 속에서 수앵하는 기놓올 갖고 욕정한 관계앙 속에서 갈둥이냐 화해 

를 거듭한다 이러한 구채적 형상과 심리 묘사는 옥자의 올업이나 공갑융 

용이하게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설 속 인울의 가치탕구 과정융 옥자가 

정서적으로 추셰험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인울얘 대한 연안 이전얘 득자가 충용히 인울의 심리나 앵동에 공강율 

시도해보는 과정옹 중요한데， 이러한 과갱이 생략원 경우 독자는 그저 자 

신의 기존 가치 기준대로 인울융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를 지 

00'하고 일l상척인 판단올 잠시 유보한 채 그을의 가시 탐구 과정올 충용히 

AJ- Ĵ해보는 과정은 공강척 이해툴 우l혜 핑수적이다 이는 택스트가 제기 

하는 가치 질문에 잭잉 있는 용당올 하기 위해 득자에게 요청되는 경칭’ 

6) 이러한 가숭성의 최저수준에 대에서는 대셰호 안의가 이우어진 것으호 보인마 가링 

가치딩에아 상횡얘 노올딩으i써 가시갈한{ 대해 임홍의 에앙정종 효끼댄 외하는 

영용 둥이 그것이다 엔연 다용 가지에 대한 인강성펴 깐용석 대오 비앤석 수용 등 
예로는 상충되는 에F의 유지가 이러한 쿄용~I ií.야호서 주장에기도 하는'l 이는 

이상직이지안 학유'f에게 극도호 생육한 태도용 X구한다Jl도 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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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단계라비유할수있다 

혹히 흑정한 인물과 그툴의 가치판율 환웬적으로 추충하여 일대일 대 

용시키는 방식의 문제정은 경계되어야 하는데 많은 소설에서 인올툴의 

가지찌계는 71.치탐구 과정에서 계속 진동 연회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가 

깜기 때운이다 학습자들은 인울의 가치체계가 구체적인 선핵과 앵용， 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고 언을로 인격화원 가치얘계에 대혜 공강 

과 비판융 수앵할 수 있다 소설수용올 용해 파악되는 가치체계는 도덕， 

윤리교과와 달리 영쩨나 덕옥의 앵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상생융 

띠는 것이므로 더육 독자의 자망척이고 적극적인 개업 가농성과 갱서적 

εμ여흘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치쟁점의 전형성과 맥릭의 상징성 파악 

때스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치쟁점은 작가 연에서는 현실에서 알 

견하여 문학적으로 해절하ÐI 했언 젓이며， 독자 연에서는 역으로 문학 

때스트훌 용해 발견하여 자신의 액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항혜진L ;었:1> 

17l 이다 따라서 핵스트 속 가치쟁정융 발견하고 그것이 갖는 천형성과 

액락의 상정성을 파악r하여 자신의 삶 속으로 전유하는 과정이 요구왼다 

위에서 용석 한 〈상대〉의 경우 7，족사소셜의 형식올 띠는데 새 세대의 

강퉁융 빚어지는 이 가정이 당대 사회의 촉도(깅연 l!lJl: 1971로서 그리 

고 보연적인 상의 촉도로서 갖는 전형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7에갈퉁이 

특자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유시하고도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 당씩하는파정이다 

또한 세대 간 잘풍의 핵십이 되는 사앙파 ‘족보가 작용 〈상대〉가 재 

혐하는 시공간적 맥락에 대해 갖는 상징성올 파악r하고 〈삼대〉 속에 재 

엄왼 사용간의 의"1흘 다시 작용 바같의 시공간과 연결‘ 교성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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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이형듯 독자는 소설에서 문채시되는 7，.지쟁정에 주옥하고 그것이 헥 

스트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 혹은 미해결되는시 그 과정과 방식올 

분석할 수 있다 니아가 소설 적으로 갱예화원 가지갈퉁이 당대 사회문화 

에 대해 가지는 전형성과 상징성올 살펴 학습자의 삶의 액락으로 선유할 

수있다 

3 소설의 가치탐구 형식 째인 및 대요찍 가치의 팀색 

이 단계에서는 직냉인율이나 서술자 내포 작가 퉁이 작용 속에서 혹은 

작풍을 용해서 수앵하는 가치탐구의 형식을 영료화하고 대안적 가치를 

모씩혜보는 활동。1 0 1루어진다 가영 조"i 71라는 인울과 상이한 가치판 

을 지닝 인울 앵화의 설정이냐 각 인울률의 가치체계올 표현하는 언어적 

복징， 서술자의 위치나 어조 퉁올 재인함으로써 ξk습자는 서술자와 내포 

작가의 영장을 추론할 수 있다 않은 경우 소설의 내용 자얘보다는 소설 

의 서슬 천릭이 서술자나 내포작가의 이데올로기을 운학적인 냉식으로 

주정t뻐e: zirm, 1m 3151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의 가치 당구가 어떠한 

서술 방식을 흥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인하는 과정온 욕히 중요하다 가 

지의 형성이 각냉의 간정경엉으호 가능하다는 가정은 직얘이 그러한 경 

영올 유도하는 형식적 조2샌삼1라는 전제에 터하고 있다 노스롭 프라이 

어 Fηel가 알승뜸 ’극정적 체협’과도 유사한 이러한 세험은 문학의 언어 

적 형식으호 인해 가능하다 

가령 새속적 삶이냐 욕앙의 부박함과 헛핑을 논리적으로 설파해서 상 

대륭 연화시키는 일은 지난한 과정융 요한다 가치체계의 연호운 정서적 

감용이 수안훨 때 일어냐기 때문이다 ‘조신용’이나 ‘구운용1 같은 용유욕 

형식의 작용플은 업용{À캉'i과 각원핸장}이라는 극도로 신이하고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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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적인 형식적 조작을 용해 독자의 가치경힘을 유도하고 있다 도스토얘 

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틀〉은 젤학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인툴 

의 발화를올 종합적으호 구성함으로써 독자의 치열한 가치갈퉁을 유도한 

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가치체계를 정당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가치경헝을 유도.f는 형식을 재인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이 작가 차원에서나 독자 차원에서나 가치문제의 당구를 

위한 방엉흔일 수 있음{황혜진， 었l> 1761은 주목할 만 한데 다른 가지체 

계를 보유한 타자의 상정이나 갈퉁의 극정화 동은 보다 십도 깊은 가지 

당구를 위한 과정이자 방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지 당구의 과정어서 학습자는 소설 속의 가λl쟁정에 대해 단 

순히 호오나 선악올 안단하기보다는 다￡챔 대안적 가치등을 모색해 불 

수 있다 선술했웃 소설 택스트 속의 가치운제는 이야기 충위와 당론 충 

위가 엇갈리연서 않은 경우 미결정의 상태로 남게 왼다 이는 역으로 독 

재} 새로운 대안적 7f.지율 모색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블 수 있는 

공간올 열어준다 옥자들은 살아가연서 않은 가치 갈풍에 부딪히게 되지 

얀 이러한 가치 갈둥은 여러 가지 현실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 다는 점에 

서 대얀적 가치툴 자유흉게 모색해가여 해결해 나가는데 제한과 위험1 않 

은 기회비용이 따룬다 그러나 소설이 열어놓는 허구의 공간 속에서는 독 

자의 가치실험이 비교적 자유흉고 안전하게 진행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의 기존 가치체계가 얘우 공고할 경우 그리고 자신의 가 

지체계에 대한 성질이냐 거리두기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택스트가 열어 

두는 Eι구의 공간율 총용히 할용하지 옷하고 기존의 가치관 그대로 손겁 

게 대상을 판단해버링 수 있다 이러한 태도들 경계'1고 어떤 대안적 가 

치가 당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작중인울이냐 서술자가 그러한 대안적 가 

치를 추구한다연 서사 전개는 어떻게 달라질지 추돈을 전개해볼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적 저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윤 독자로 하여긍 욕정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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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추구한다는 것의 의끼와 그러한 가시올 추구하는 삶의 과정융 경험하 

게 한다는 정애서 교육적 의의를 지넌다 

4 가치민단 훈거의 머|타인지와 민딘 주체의 성할 

학습자는 소설 수용 과정에서 ξk중인율이나 서술자1 내포작가 및 동료 

옥자들의 7까l 째계에 대한 혜석 및 판난을 수앵하게 원다 이 과정이 가 

시화된다연 이러한 해석과 판단올 추동하는 학습자의 7녕1판단 준거 역 

시 드러나게 왼다 이는 필수적인 과갱인데 가치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가치판단의 준거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휠동융 용해 작용 속의 가치체계와 학습자의 가치세계가 성합 

성을 갖게 왼다 이러한 과정은 강상문이나 해석댁스트 흑은 에셰이 쓰 

기 동의 1꿇융 용해 이루어질 수 있올 것이다 그러냐 톡셔 전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학습자의 가치척도에 대한 양적 조사플 수뺑하는 양엉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원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가치체계 연화에 대한 인터뷰 

퉁의 질석 죠사 결파와 함찌 망중 자료로 할용휠 수 있융 것이다 

나。f7f 학습자 자신이 작성한 혜석텍스트나 인터뷰 풍의 결과울올 다 

시 교육자료로 한} 학습자로 하여긍 가치판단 준거활 에Ef인지하도록 

하는 암동도 구안된 수 있다 즉 그러한 자료에서 학습자의 가치체계가 

비교적 선영하게 드러냐는 언어적 표지Uinguistic """，，1용 알려주고 이 

를 학습자에게 재인하게 함으로서 가치깐단 주재가 반성적 성찰과 가치 

체계의 조정으로 니‘'f.가도록 돕는 단체이다 이는 문학 해석융 흉한 자기 

해석의 가능성옳 추구하는 작엽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이 논문응 al12 5. 10. 후고되었으며 aJl2. 5. 18. 싱샤가 시작'1어 '!l12 5. 31 싱샤사 
완료되었.1!.. æl2 6. 4. 연영위원회 싱<，윤 거쳐 깨혜가 와정‘l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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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셜의 당흔구조와 윤리의 교육적 상관생에 대한 고창 

-엄상십의 〈심이〉톨 대상으로 

우한용1 우신영 

본고는 소영당혼의 용리객 가능성에 주용하여， 현대소성외 다층석 당흔구조 

가 득자의 융리석 7.치안구앙용용 촉앙힐 수 있는 가능성용 운색하고 이에 바탕 

하여 소성당흔융 통한 *1암구땅흉 내용용 오썩하는 것용 욕석으로 한다 운아 

의 가치는 저자와 엑스트 욕자 사이익 소용에서 안생하는 것이여 수용석으로 

세화힌다거나 내연화원다기표다는 능동식으효 당구외는 것으효 보는 것이 야앙 

직하다 이러한 가치압구영용의 내용용 생찌하기 위혜 구세션인 소설의 당흔구 

조§ 이야기 옹위와 당흔 옹위로 이앤화하여 운석하였' •. 

본고는 영상섭의 〈상얘〉융 대상 익스트호 하여 이스트의 이야기 층위아 ” 
흔 용위가 상호연앙‘l연서 욕자의 가지앙구l!흥훌 유도엉용 VI혔다 이야기 용 

위에서는 가치강동의 상징적 사건화 가치문제 상황의 크호노토프 설쩨‘ 운셰적 

인융률의 가치셰셰 둥융 추용하었고 답를 용~I에서는 '1중인용으1 가치당구 과 

정 영상아 가쳐갤뚱의 다양한 당흔 형식 가치판단에 대한 서술자의 엽장 동용 

추용하였다 이용 ".땀으로 소영딩흔융 용언 가지당구영용의 요육 내용으료 인 

용등의 가'1앙구 껴정 추셰엉‘ 가지생점의 전형성과 엑랴의 상갱성 파악 소성의 

가지양구 형식 재인 및 대인석 가지의 안에 가지안안 운거의 때타인지아 양안 

주셰익 성창 등올 찌안하었다 

[주셰어1 소성안E 낚흔구죠， 가치탑구 가시탐구영용‘ 영상성‘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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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l>lIr<d 

없>h' cn 바Je Ethics of the 00때istic discoorses in <Sam-n.e> 

woo 야lJ1-)OOQ . woo Sl'in-yoo>J 

This study try to show thal TIOνcl is m띠 비 ayered text encouragiJlg the 

V외 ue lIlqωry activity of students. tn this Jl'α= ，찌ue lI"Kl.UUY acbVlty 

eπ:rges as an impJrtant issue. Ern!:hasis about contextu외 ethics and mα" 

imagination let us recognize narrative ethics. But cαπlation of nov허’s 

야""허 fαm with ethics did αJt get satisfactory attenti에 This study 

discussed that reader' s v허ue inquiry activity is close1y related ω u‘er""어’s 

m띠tilayered f(αm1 that ass~ 애akes a fixed and iκkx:trinated v외ue system 

By [ooking into the <앓m lJae{삼대 1> ‘Nritten by Yeom 잃ng 없JD. we 

discovered that the value inquiry activity 이 the reader are 뼈;ved from the 

π'Iation between story lev.어 and discα"'" 1，、잉 Wιh these anaIysis, we 

figured 이Jt that the reaJization of the v외ue inquiry activity in the I10vel 

뼈κation is required to 여핑에nizcd in the relation sl"미) 이 fonn of the novel and 

V외 야 …lUuy acti씨ty 

[Key WOI떠51 nov티 reception, value iαIWη V 외 UeI찌ulry activity, Yeom 없l밍 

앓Jp 없m αle(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