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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습 독자들의 횡적 소통을 시 텍스트 이해의 매개로 활용하여 시 텍
스트의 상호주관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려 한다. 상호주
관성(intersubjectivity)이란, 하나의 주관을 넘어 다수의 주관에게서 공통으로 성
립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상호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 해석 활동을 바라본다면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
태로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가 성립 가능한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 읽기 교실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려 하였다.

그동안의 시 읽기 교육 연구는 학습 독자 중심의 다양한 읽기를 지향하였지만 그 
다양한 해석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나의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때 이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교
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소통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타당성 요구를 
통해 시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시 텍스트의 의미가 과정적
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내면화함
으로써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대한 반성적 해석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시 텍스트의 해석진술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첫째,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정보의 진위여부를 문제시하는 
사실성의 요구이다. 둘째, 해석진술을 구성하는 의미 맥락의 개연성을 문제시하는 
정당성의 요구이다. 셋째, 해석진술에 작용하는 해석주체의 관점이 공유될 수 있는
지를 문제시하는 진실성의 요구이다. 이러한 타당성 요구에 기반을 두고 이해의 
조정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에 대한 상호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통념과는 달리, 타당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이해의 조정은 정서 체험의 공
유로 이어져 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조사
를 설계하였다. 실험조사에서 실제 학습 독자들이 의사소통하는 양상을 타당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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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유형에 맞게 분류하고 구체적인 현상을 관찰하였다.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조건을 상호 인지환경의 정립, 개연성의 확보, 해석 관점의 전환으로 나누어 각각
의 양상을 살폈다. 실험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해석진술의 조정이 각각 다른 상호
이해의 조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러한 상호이해의 
형성이 정서 체험의 공유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였다. 활동의 국
면에서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 독자들이 교육적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려면 활동 이전에 제시되는 교육의 목
표와 내용 및 절차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는 학습 독자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학습 독자들의 해석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다양화, 학습 독자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소통 과정의 내면화로 제시하였다. 구체
적인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국어 수업 설계에 작용하는 주요 변인들
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의 환경을 조성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실제 교
육의 절차는 개별 반응의 형성, 이해의 공유 및 조정, 내면화의 단계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활동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은 비효율적이거나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들 사이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여 학습 독자들의 주체적이
고 능동적인 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주요어 : 해석, 학습 독자, 횡적 소통, 상호주관성, 타당성 요구, 상호이해 
* 학  번 : 201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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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시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 독자에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즉 해석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시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1) 시
는 일상 언어의 사용에서 전제하는 의미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언어를 
통한 의미 실현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갈래이다. 따라서 시는 일상적인 언어 이해
의 규칙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고방식을 독자에게 요구한다.2)

학습 독자의 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 읽기의 성
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 최근의 시 읽기 교육 연구는 
시 작품과 학습 독자의 관계 및 시 해석을 통한 학습 독자의 자기 이해 양상에 주
목하면서 학습 독자 중심의 활동을 유도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있
다.3) 이는 과거의 시 읽기 교육이 작품 중심의 객관주의적인 관점을 지나치게 강
조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비해 학습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
로 하는 시 읽기 교육은 학습 독자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
로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1) 시 읽기와 관련하여 학습 독자가 문학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의 언어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환언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학습 독자가 문학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매순간 다르다. 그것은 특정한 단어 및 어구의 해독에 국한되는 문제
일 수도 있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맥락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때
로는 가치관, 경험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문학교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석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보편적 해석 기술’의 전
수는 문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2) 이와 관련하여, 문학교육에서의 이해란 특정한 대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차원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와 관련시키는 체험의 영역에서 논
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지현은 문학적 이해를 “텍스트에 귀결된 것도, 
그렇다고 자의적인 것도 아닌, 체험 주체와 텍스트의 관계적 작용”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 단선적인 관계망을 확장하여 복수의 체험 주체들을 상정하고 이들 사이의 다각
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려 한다. 문학적 이해 개념에 대해서는 최지현, 「문학교육과 인지
심리학」, 『문학교육학』vol.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217 참조.

3)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했던 7차 교육과정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를 전후하여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텍스트와 학습자의 관계 및 학습자 변인을 보다 강조하
는 연구들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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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학습 독자들이 시를 읽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반응들을 그 자체

로 용인하였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4) 시 읽기
와 관련하여 다양성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학습 독자들이 각각의 
‘독창적인’ 반응에 갇혀 다른 주체와의 소통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고립된 상
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독창성이라는 가치에 매료되어 단지 남
들과 다른 시도를 해 보았다는 점에 만족해버릴 경우 학습 독자의 성장이란 요원
한 일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학습 독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해석들을 
최대한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5) 기존의 시 읽기 교육 연구에서
도 소통의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왔으며, 교육과정에 일부 도입되기도 하였지
만 소통의 교육적 가치와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찾아보
기 어렵다.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석들 사이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당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7) 교육을 제
4) 김용현은 문학수업에서 수용미학과 같은 이론이 기대하는 자유로움이 실현되기란 여러 모

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문학수업에서는 “상이한 독서결과로 인해 한편으로 교수자와 학생 
모두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읽은 텍스트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p.58) 이러한 문제는 학교교육
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평가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김용현, 
「해석학 기반의 독일문학 연구와 교육에 관한 고찰 –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독일어
문학』vol.51, 한국독일어문학회, 2010 참조.

5)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pp.26-51.
6)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작품이라도 읽

는 이의 성향이나, 경험, 지식 등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5-문-(1)], 다양
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점[8-문-(4)], 여러 사람의 작품 수용 
양상을 알아보는 것[5-문-(1) ‘심화’], 서로 다른 작품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
하는 것[8-문-(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해석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적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최미숙, 「기
호 ․ 해석 ․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vol.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134 참조.

7) 본 연구에서 ‘읽기’라는 용어는 의미 이해의 과정, 즉 ‘해석(interpretation)’에 보다 가까
운 것으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문학교육 연구에서는 작품을 둘러싼 소통과정에서 텍스트
와 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과 ‘감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때, 
해석은 이해의 인지적인 측면을, 감상은 이해의 정의적인 측면을 각각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의미 이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적인 반응까지를 아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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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자 한다. 상호주관성은 독일의 현상학자 후설이 “선험적 자아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초기 현상학의 유아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8)이다. 
상호주관성을 정의하는 이론가들은 그동안 주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논의되었던 것
이 본래는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일 뿐이며, 다른 주관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속
에서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복수의 주관들을 상정하
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때문에 상호주관성 개념은 시 텍스트 
해석의 차이가 촉발하는 소통의 양상에 주목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주관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에서도, 특히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상호주관적 읽기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9) 하
버마스의 이론에서 특정한 언어행위는 주체와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을 통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인정받았을 때에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 텍스트의 의미란 해석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결과물로,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잠정적이고 과
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상호주관적 시 읽기 교육은 기존의 시 읽기 
교육과는 다른 지향을 가진다. 기존의 시 읽기 교육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
는 관점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독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 쉬웠다. 이는 해석을 
개별 독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 작용 및 그 결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논의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학습 독자가 내어놓는 ‘서로 다른’ 해석들은 
모두 그 자체로 온전히 긍정해야만 할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상호주관적 
관점에 따르면 해석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독백적 ․ 주관적 

있는 넓은 개념으로 ‘읽기’를 사용하되, 논의의 맥락상 보다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석’이라는 용어를 변별적으로 사용하였다. 

8) 정대성, 「하버마스 철학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 『해석학연구』vol.17, 한국해석
학회, 2006, p.192.

9) 상호주관성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 때문에 상호주관성을 논하
는 이론가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른 내용으로 나타났다. 서양 철학사에서 상호주관성
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독일의 현상학자 후설이었다. 후설 이후에 상호주관성 
개념은 다양한 갈래로 발전하였는데, 이 중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하버마스이다. 김성동, 「상호주관성 이론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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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인 현상에만 머무를 수 없다. 상호주관적 관점에서 해석은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끊임없이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및 소통 과정을 살피지 
않고서는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상호주관적인 관점에서 시 읽기 현상에 접근하여 본다면, 읽기 행위 및 
읽기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성격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시 읽기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학습 공동체, 나아가 해당 작품을 
중심으로 한 해석 공동체 및 문화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교육의 장에서의 해석은 특정한 집단 속에서 소통되어야 
하는 ‘공적’인 성격이 요구된다.”10)는 주장은 보다 풍부하고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사

여기에서는 시 읽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
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교육적 관점에서 시 해석 행위의 원리와 성격을 규명하려 
한 초기 시 해석 교육의 연구들을 살폈다.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의식하는 ‘부재 요소’에 주목하여 시 텍스트 해석의 원리를 규명한 연구11)와 시 
텍스트의 유형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해석 모형을 제
시하여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12) 이들은 해석이 일정
부분 주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해석에서 독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창원(1994)의 연
구에서 “개개 독자가 오로지 자신의 기대지평에 비추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곳에
서 문학교육이 설 자리는 좁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살아 있는’ 문학교육이 자칫 
‘가르칠 여지가 없는’ 문학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p.5)라는 
우려는 경청할 만하다. 독자가 내어 놓는 모든 해석의 결과들을 그 자체로 수용하

10)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p.62.
11) 최미숙,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 ‘부재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2) 김창원,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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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문학교육의 존재 근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시 해석에서 주관성의 발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 독자의 해석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그 다양성을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탐
구하였던 연구를 검토하였다. 김정우(2002)는 해석을 ‘나름대로의 그럴듯함’을 획
득하기 위해 충돌하고 경합하는 과정적인 성격의 것으로 재개념화하고, ‘과정중의 
의미’로서의 해석 개념을 파악하였을 때 교육적 의의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13) 김미혜(2003) 역시 이러한 해석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텍스트의 해
석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타당성의 조건을 밝히려 하였다.14) 이들 
연구는 해석의 ‘그럴듯함’, 혹은 ‘타당성’의 확보를 시 해석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
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하지만 연
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 독자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독자들이 실
제로 행하는 해석과 그러한 해석에 대한 타당성 판단의 양상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제 학습 독자가 수
행하는 해석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이 포괄하지 못한 지점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발전적인 논의로 존재론적 해석학의 논의를 이론적 근거로 삼아 시 교육에
서 해석의 문제와 관련된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한 김정우(2004)의 연구1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석의 독자-학습자 변인을 강조하는 한편, 시 해석 능력을 
“의미를 생성해가는 가운데 텍스트, 작자, 다른 해석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럴듯함을 갖추고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능
력”(p.11)으로 정의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해석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였다. 
특히 해석 능력의 신장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 및 교사, 동료들의 해석 등 다양한 

13) 김정우, 「국어교육에서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 연구』 vol.15, 국
어교육학회, 2002.

14)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 오장환의 <수부>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vol.135, 국어국문학회, 2003.

15)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6 -

해석 담론들의 경합의 장에서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p.11)하다는 논의는 본 연구의 지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학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난 후에 생성한 각각의 
반응에 대해 소통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독자반응이론 및 
수용이론에 근거한 일련의 문학교육연구들이 보여주었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할 필
요가 있었다. 경규진(1993)의 연구는 독자반응이론에 근거한 문학교육의 연구사에
서 선구적인 자리에 놓여있다. 이 연구에서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반응의 형성(텍스트와 독자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독자와 독자의 거래)’ - 
‘반응의 심화(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
술되었다.16) 반응 중심의 문학교육은 그동안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렀던 학습 독자
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문학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독자반응비평의 관점은 6차, 7차 교육과
정에 계속해서 수용될 수 있었다.17) 

그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반응’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평
가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반응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연구가 단지 원론적
으로 타당한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란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8) 그 
결과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단순히 포착하는 것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펼쳐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색 가운데 하나로 학습 독자들의 다양한 반
응에서 촉발되는 소통 활동을 실제 교수 ․ 학습 방안에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이루
어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진 이러한 시도들은 해석 행위와 관련하여 학
습 독자들이 생성하는 소통적 관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이어진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교육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독자들의 소통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는데 주력한 연구로는 최미
숙(2005)이 대표적이다.19) 이 연구는 실제 현대시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양
16)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7) 교육과정에 독자반응이론 및 수용미학의 관점이 수용된 양상은 다음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정실, 「우리나라 문학교육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수용 현황과 전망」, 『문학
교육학』vol.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최미숙, 앞의 글, 2012. 

18) 김성진, 「문학 교수 ․ 학습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학연구』vol.21, 국어교육학회, 
2004, pp.2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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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에 따라 학습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횡적 대화, 학습
자와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적 대화로 대별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최미숙(2006)에서는 텍스트와 독자의 내적 대화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기존의 논의를 보다 심화시켰다.20)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적 
대화, 횡적 대화, 종적 대화라는 구분은 각각 상이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학습 독자의 소통적 관계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미숙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 독자에게 텍스트와 독자의 내적 대화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로 남겨지기 쉽다. 또, 종적 대화의 경우 학습 독자들이 교사
나 다른 전문 독자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경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
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화의 양상 가운데 
학습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횡적 대화의 양상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
법을 설계하는 것이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
과적일 것이라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밖에 상생적인 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한 연
구21), ‘서사적 대화’ 개념을 활용하여 문학 토의 수업 모형을 구안하였던 연구22)
와, 전문 독자의 비평을 비계로 활용하여 학습 독자들의 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
려한 연구23) 역시 학습 독자의 소통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강민규(2010)의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가 비평과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한계를 다
른 학습 독자와의 교섭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의식
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는 비평 텍스트와 학습 독자의 
대화적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습 독자들의 교섭 현상에 
대한 관찰은 다소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상호주관적 관점의 도입이 읽기 교육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검토한 연구도 
19) 최미숙, 「현대시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 vol.14, 한국시학

회, 2005.
20) 최미숙, 「국어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탐구 :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 ․ 학습방법」, 

『국어교육학연구』vol.26, 국어교육학회, 2006.
21) 최인자, 「상생 화용 교육을 위한 소통의 중층적 기제 연구」, 『국어국문학』vol.144, 

국어국문학회, 2006.
22) 최인자, 「“서사적 대화”를 활용한 문학 토의 수업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29, 

국어교육학회, 2007.
23) 강민규, 「비평을 비계로 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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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4) 여기서 말하는 상호주관성은 본 연구와 같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체 간 의사소통행위에서 타당성의 문제를 중요한 요소
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읽기 교육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 해석이 가지는 특수성
을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또, 상호주관적 읽기가 가지는 대안적 가치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습 독자들의 실제 의사소통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기존 연구사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시 해석은 해석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호 교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상호주관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탐색함으로써 시 읽기에서 소통 활
동이 가지는 문학교육적 가치를 규명하는 한편, 학습 공동체 내에서 학습 독자들
이 시 읽기의 결과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개념들을 도출하려 한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 읽기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독자들의 
실제 의사소통양상을 분석하여 학습 독자들의 상호주관적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해석의 결과를 두고 일어나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분석한 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시의 해석 
결과에 대한 학습 독자들의 소통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교육적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설계

24) 서정혁, 「상호주관적 읽기교육의 철학적 기초」, 『독서연구』vol.18, 한국독서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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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시 읽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양상들을 이론적인 틀 
안에서 구조화하고 그러한 양상들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규명하는 한편, 의사소통
의 장애 요인 및 부정적 양상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게 될 것이다. 

해석 결과에 대한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의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습 독자들이 해석 활동에 
활용할 시 텍스트는 이육사의 「절정」25), 이상의 「오감도시제1호」26), 김소월의 
「진달래꽃」27) 세 편이다. 이 세 편은 오랜 시간동안 문학교육의 장에 꾸준히 수
용되어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으며,28)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시어로 구성

25) 「절정」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학습 독자에게는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수정하여 제
시하였다.
매운 季節의 채쭉에 갈겨/마침내 北方으로 휩쓸려 오다//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서리
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육사, 『육사시집』, 범조사, 1956, pp.30-31.

26) 「오감도시제1호」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학습 독자에게는 원문과 원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수정한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였다. 
13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길은막다른골목길이適當하오.)//第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
오./第2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3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4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5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6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7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8
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9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10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11
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第12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13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13인
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 그렇게뿐이모였소./(다른事情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
소.)//그中에1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그中에2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그中
에2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그中에1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길은
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13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 김주현 주해, 『정본이상문학전집1:시』, 소명출판, 2009, pp.70-71.

27) 「진달내곳」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학습 독자에게는 현대어 표기를 따른 텍스트를 제
시하였다.
나보기가 역겨워/가실에는/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寧邊에藥山/진달내/아름다 
가실길에 리우리다//가시는거름거름/노힌그츨/삽분히즈려밟고/가시옵소서//나보기가 역
겨워/가실에는/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김소월, 김용직 편저, 『김소월 전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165.

28) 문학작품의 교육적 가치는 해당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 독자들의 평가와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 최근 문학평론가 75명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시집을 설문한 결과에서 김
소월, 이상, 이육사는 각각 1위, 7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작
품들은 이들 작가의 대표작으로 그 문학적, 교육적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박덕규 외 
편저, 『한국대표시집50권』, 문학세계사, 2013,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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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급기호
조사
기간

학교/학년 학생수 대상 텍스트 비고

예비
조사

가
2012년
3-4월

서울
S고등학교
2학년

1개 학급
21명

황동규, 「꿈,
견디기 힘든」

정규 수업
활용
총 2차시

정지용,
「춘설」

이육사,
「절정」

나
1개 학급
20명

이육사,
「절정」

정규 수업
활용
총 2차시

실험
조사

A / B
2012년
7월

서울
H고등학교
2학년

2개 학급
72명

이육사,
「절정」

정규 수업
활용
총 3차시

C
2012년
9월

서울
K고등학교
2학년

1개 학급
36명

이상,
「오감도
시제1호」

방과후 수업
활용
총 3차시

D 1개 학급
34명

김소월,
「진달래꽃」

방과후 수업
활용
총 3차시

되어 있으면서도 의미 실현과 관련된 불확정성의 요소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최근까지도 그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학습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촉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활용하기
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29)

대상 텍스트에 대하여 학습 독자들이 실제로 행하는 해석 활동과 이를 두고 이
루어지는 소통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개요
를 간략히 밝히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현장조사의 개요

현장조사는 예비조사와 실험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학습 독자들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계획되었다. 서울에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2학년 2개 학급 총 41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총 2차시에 걸쳐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29) 상호주관적 읽기에 적합한 시 텍스트의 조건에 대해서는 Ⅳ장 3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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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분석은 실험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조사는 
서울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 총 142명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
간 및 방과 후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총 3차시에 걸쳐 수행되었다. 실험조사 수행 
이전에 연구자와 교사는 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표 및 자료를 공유하
였으며, 조사의 범위,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였다. 실제 수행된 실
험조사의 절차는 다음의 <표 2>와 같다.30)

<표 2> 실험조사의 절차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의 내용 및
절차의 공유

과제 → 모둠 별 토의 및 정리 →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제

자료① 자료②, 자료③ 자료④ 자료⑤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① - 학습지 1 : 원고지 800자 내외의 개인별 1차 감상문
자료② - 녹취 자료 : 녹음 파일 (모둠 당 1개 / 각 25분 내외) - 대화 내용 전사
자료③ - 학습지 2 : 모둠 토의 내용 정리 학습지
자료④ - 녹화 자료 : 영상 파일 (학급 당 1개 / 각 30분 내외) - 대화 내용 전사
자료⑤ - 학습지 3 : 원고지 800자 내외의 개인별 2차 감상문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시 텍스트 해석의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학습 독자 간의 
상호작용 및 조정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검토는 순차적 분석
(sequenzanalyse)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였다.31) 그런데 학습 독자 간 상호작용은 
대화행위의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30) 실험조사의 설계 시 고려한 조건과 절차는 Ⅲ장 1절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31) 신진욱, 「구조해석학과 의미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학』 vol.42, no.2, 한국사회학

회, 2008, pp.204-205. 구조해석학(strukturale Hermeneutik)은 1960년대 말에서 1970
년대 초에 독일 사회학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
목할 만한 논의들을 보여준다. 순차적 분석이란, 구조해석학에서 말하는 해석의 핵심원리 
중 하나로 시간적 전개에 따라 실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단계를 분석하여 그 구조를 재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료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방법들을 운
용하는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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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들의 대화를 우선 일정한 단계로 분절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
서는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유형을 훈츠누르셔
(Hundsnurscher)가 규정한 ‘기획 대화’의 일종으로 보고32), [문제규정 – 문제해결 
– 실행합의]의 단계를 상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험조사를 통해 수집한 학습 독
자들의 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원용하였다. Ⅱ장
에서는 먼저 하버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호주관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상호주관성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시 읽기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혔다. 
이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조정하여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서술하였다.

다른 학습 독자에게서 자신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해의 
조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양상은 해석진술이라는 언어적 형태로 표현되며, 이해
의 조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타당성 요구’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개별적인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이후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험조사에서 수집된 학습 
독자들의 상호주관적인 시 텍스트 해석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 할 것이
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Ⅳ장에서는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려 한다.

32) 박용익, 『대화분석론』, 백산서당, 2010, p.257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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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가능성과 교육적

의의

1.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개념

(1) 시 읽기에서 소통의 문제와 상호주관성

시는 다양한 언어형식 가운데에서도 주관의 문제를 가장 전면에 드러내는 갈래
이다. 서정시의 본질이 주관의 자기표현(self-expression)에 있다는 주장은 오랜 
시간 동안 문학연구의 영역에서 널리 수용되었다.1) 이러한 관점은 작가의 의도나 
생각의 표현으로 시의 의미를 환원하려는 경향을 정당화하였다. 시는 작가가 자신
의 감정이나 생각을 토로하는 장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시에 담긴 작가 주관
의 이해가 시 이해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과정에서 작가 주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의 과정에서 
독자 주관의 작용을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작가 주관이 작품 속에 하나의 실
체로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독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의 ‘이해’를 강조해야 할 필요
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시 읽기 행위의 목표는 작가의 의도를 가급적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맞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를 읽고,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빈번하게 벽
에 부딪힌다. 시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언
어 예술의 하나로서 시는 수용미학에서 “미결정성(Unbestimmtheit)”이라 말하는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시 내부의 “빈자리(Leerstellen)”에 의해 발생
한다.2) 지시적인 의미를 가급적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일상언어와는 달리, 문
학작품에서는 “「도식화된 견해들」 사이에서 하나의 채워지지 않은 빈틈과 같은 
자리가 생겨”난다. 이 빈자리들이 해석의 유희공간, 즉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1) 대표적으로 김준오는 서정시의 장르적 특징을 ①시적 세계관, ②서정적 자아, ③동일화의 
원리, ④순간과 압축성, ⑤주관성과 서정, ⑥제시형식의 여섯 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김
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2007, pp.34-55.

2) W. Iser,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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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를 만들어준다.3) 
시는 비문학 텍스트는 물론이고,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의 다른 갈래와 비

교해 보았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빈자리’를 가지는 갈래이다. 그러나 시의 여
백은 단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새롭게 맥락화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독자들은 읽
기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시의 여백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가며, 시의 잠재적 의
미를 실현시켜 나간다. 

그러나 이처럼 시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이 강조될 경우, 독
자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자가 시 의미 구성의 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시에 대한 이해가 독자마다 달라질 수도 있음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서로 다른 이해들이 마주칠 때, 개별적인 독자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독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이 당면한 문제로 부각된다.4) 

단순하게 본다면 시 읽기에서 소통의 문제란 시를 읽고 난 후에 마주치는 ‘다른 
이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은 의미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객관주의적 관
점에서 보았을 때 ‘다른 이해’란 일종의 오류와도 같은 것이다. 이는 추후에 적절
한 처방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로 교정되어야만 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이해’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하는 불가
침의 영역에 자리하게 된다. 객관주의적 관점과 비교하여보았을 때, 주관주의적 관
점은 상대적으로 텍스트 해석의 다기성(多岐性)을 인정하는 한편, 독자마다 달라
지는 해석의 다양성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긍정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지
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이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인정이란 무
관심과 고립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읽기에 대한 주관주의적 관점의 교육적 가치를 원론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필

3) W. Iser, 차봉희 편역, 「텍스트의 호소구조 –문학텍스트의 효과(영향)조건으로서 미확정
성-」,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204.

4) 미학의 영역에서 주관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술철학의 한 중심문제는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능하
게 해 주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내밀한 주관성, 즉 취미의 주관성 속에서 
미의 기초설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객관적인」답변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L. Ferry, 방미경 역, 『미학적 인간』, 고려원, 199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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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부각된다.
읽기에 대한 주관주의적인 관점은 근대 인식론의 주체중심주의에 근거하고 있

다. 근대 철학은 주체를 인식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것의 대립물로서 
객체를 자리매김하는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전제하였다.5) 이런 구도에서는 타인
과의 관계 맺음 역시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타인은 ‘나’와 동일한 자리에서 
나와 대등하게 소통하는 ‘너’로서 자리하기보다는 나의 시선을 통해 대상화된다.6) 
따라서 다른 주체에게 고유한 특성인 ‘타자성’과의 마주침이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된다. 

반면에 상호주관적인 관점은 기존에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주체
를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타자성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호주관성의 이론가들은 다른 주관과의 관계를 통해
서만 주관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 주체성은 자기의식을 가지는 존재를 전
제로 하는데, 자기의식은 존재와 다른 존재사이의 관계를 의식한 이후에 만들어지
기 때문이다.8) 즉, 서로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들과 다른 ‘나’를 
인식함으로써 주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란 관계맺음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맺음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 
혹은 주관은 세계나 대상과의 접촉 이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사후적이고 관계 의존적인 성격의 것으로 재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호주관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달라진다. 하버마스는 ‘언어’ 즉 의사소통행위가 주
관의 상호성을 매개하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9) 그는 기존의 합리성이 고립

5) 인식과 실천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논의는 특히 독일관념론에서 두드러진다. 근대 철학에
서 주관성의 위상과 그 전개에 대해서는 임재진, 「주관성과 상호주관성-회슬레의 헤겔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vol.48, no.1, 철학연구회, 2000, p.90의 문제제기 부분
을 참조.

6) 김원식, 「근대적 ‘주체’ 개념의 비판과 재구성」, 『해석학연구』vol.9, 한국해석학회, 
2002, p.194.

7) 김성동, 앞의 글, 1993, p.3.
8)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p.17.
9) 김성동은 상호주관주의의 논의를 ①현상학적 전통에 근거한 것, ②언어철학적 시각을 응

용한 것, ③대화철학에 근거한 것의 세 가지 흐름으로 대별하였다. 이 가운데 하버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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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체와 그러한 주체에 의해 대상화되는 객체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를 
가지고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하
버마스는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제기되는 ‘합리성’의 문제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고독한 주체가 객관세계의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인식
하고 조작할 때 성립하는 합리성이 아니라, 언어 및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어떤 것에 관해 서로 이해를 도모할 때 성립”10)하는 합리성을 말한다. 즉 여기에
서는 행위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그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언어 행위
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와 같은 질문과 그에 대
한 대답들이 소통의 합리성 문제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대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11)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인식하고 행위하고 말하는 주체의 자기 관계, 
즉 1인칭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2인칭이 ‘나에 대해’ 가지는 관점을 수용하
는 것을 통해서 설명”12)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상호주관적인 시각에서 나
는 수많은 ‘너’들과의 관계망 속에 자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의 관계적, 상대적 속성이 부각됨으로써 주체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상호주관적 읽기의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드(G. H. Mead)와 함께 “‘언어’가 주관의 상호성을 매개하는 요소”가 되는 논의의 대표
적인 이론가로 꼽히고 있다. 김성동, 앞의 글, 1993, pp.18-19 참조.

10) J. Habermas,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1』, 나남출판, 2006a, p.6.
11) 이 전환은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합리성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에게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인식적-도구
적 합리성 측면’, ‘도덕적-실천적 합리성 측면’, ‘미학적-표현적 합리성 측면’을 모두 포함
하는 포괄적인 합리성의 개념이다. 이때,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도구적 이성을 포괄적 이성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식일 수 있다. 김재현,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 김재현 외,『하버마스
의 사상』, 나남, 1996, p.46.

12) J. Habermas, 윤형식 역, 『진리와 정당화』, 나남, 2008,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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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성격

과거의 시 읽기 교육에서 소통의 측면을 강조할 때에는 주로 시를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 쓰기와 시 읽기의 성격
을 구어 담화 상황에 빗대어 파악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리쾨르(P. Ricoeur)는 
이러한 종류의 인식이 텍스트 읽기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텍스트를 “글쓰기에 의하여 고정된 모든 종류의 담화(a text is any 
discourse fixed by writing)”로 정의하고, 글로 쓰이는 순간 담화는 구체적인 발
화 상황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13) 이때, 텍
스트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놓인 시인과 독자를 이어주는 매개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편으로 갈라놓는 ‘이중의 소멸(double eclipse)’을 일으키는 존재
로 기능한다. 작가가 텍스트를 쓰는 순간에 독자는 부재하고, 독자가 텍스트를 읽
는 순간에 작가는 부재한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 온전히 독자에게 전달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
디까지나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만큼의 의도, 즉 텍스트의 의도일 뿐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14) 시 텍스트를 작가의 발화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텍스트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며, 독자의 입장에
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텍스트가 의도한 바일 뿐이라는 것이다.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작자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답을 구할 수 없
으며,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작자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것은 (발화 상황과는 달
리)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15)는 설명은 텍스트 해석의 이러한 특수성을 잘 보
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작가와의 소통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소통, 즉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대화적’ 관계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독
자는 해석의 과정에서 텍스트를 읽으며 다양한 의문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하나의 ‘대화’와도 같
13) P. Ricoeur, 박병수 ․ 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4, pp.160-168.
14) U. Eco, 손유택 역, 『해석이란 무엇인가』, 열린책들, 1997.
15) 김정우, 앞의 책, 200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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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 실현 과정을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로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이와 유사한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가 본래 ‘서로 다른’ 주체의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런 접근이 가지는 한계는 명백하다.16) 텍스트의 의미를 작자의 
의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텍스트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독자가 텍스트에 던진 질문 역시 답을 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이다. 결국 그 질문들은 독자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 역시 독자 본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대화할 수 없다. “작품 자체는 자신에 대한 
해석의 미래역사를 ‘예측할’ 수 없고, 얼굴을 맞댄 대화에서처럼 그 해석을 통제하
거나 한계 지을 수 없”17)기 때문이다. 독자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텍스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어떠한 질문에도 이전과 동일한 진술만을 고
집스럽게 반복하는 화자이다. 그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텍스트에 던져진 
질문의 반향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실상 독자와 텍스트의 대화는 독자와 ‘텍스트 혹은 작가를 가장하는 독자 자신’
과의 대화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풍부한 상상력을 갖
춘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이해의 과정에서 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확보하는 것은 독자의 해석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
표와 관련하여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형식의 대화를 
통해 학습 독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화의 과정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대답은 모두 독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 도식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

16) 팔머(R. Palm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텍스트는 대화의 상대방으로 충분
히 비유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화에서의 상대방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비해 텍
스트는 말을 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진정한 해석학적 경험에 고유한 난점
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 난점이란 곧 텍스트를 우리의 주관성에 맞서 있는 단순한 대
상(객관 혹은 객체)으로 전락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한 개방성 속에서 텍스트의 객관적 요
구를 듣는 일이다.” R. Palmer, 이한우 역,『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p.394-395.

17) T. Eagleton,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1986,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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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해 도식의 작동을 유보한 상태에서 텍스트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평범
한 수준의 학습 독자에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해의 과정에서 독자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
여 학습 독자의 주관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활용하게끔 허용할 경우 텍스트가 있던 
자리에는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개별적인 주관들의 자기표
현들만 남겨지게 된다. 이 경우에도 텍스트에 대한 ‘공동의 이해’라는 것은 여전히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시 텍스트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비교적 분명하다. 다른 
주체와 관계를 맺고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차이를 ‘발견’하고 다름을 이해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말을 걸었을 때 
항상 그 대답이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범위를 빠져 나갈 소지가 있는 ‘다른 사람’과
의 대화적 만남(조우)은 각 개개인에게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자기(自己)임(자기 
존재)’이 되는 상호 주관적 공간을 열어준다.”18)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타인과의 
만남과 소통이 진정한 자기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는 상호주관적 관점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체의 언어적인 소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어행위가 가지는 개인적이면서도 
초(超)개인적인 차원의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19) 개인 차원
에서 ‘나름대로’ 구성한 의미와는 달리 상호주관적 관점에서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
통의 과정에서 한 주체의 언어행위는 그것이 다른 주체에게도 이해 가능한 것이 
되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를 중
심으로 한 다양한 주관들의 소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소통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상호이해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아가 그 경험을 내면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때, 학습 독자의 해석 능력은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수준까
지 향상될 수 있다.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읽기 활동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
18) J. Habermas, 홍윤기 역, 『의사소통의 철학』, 민음사, 2004, p.152.
19) 이기언, 「해석학적 순환에 대하여」, 『불어불문학연구』vol.74, 불어불문학회, 2008,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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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읽기의 과정에는 텍스트, 해석 주체의 관점, 다른 해석 주체와의 관계, 소통
의 방식 등의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텍스트의 의미는 단일
한 것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대상의 객관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그 영향
력을 상실하게 된다. 

상호주관적인 읽기는 주관주의, 혹은 상대주의에 근거한 읽기와도 그 성격을 달
리 한다. 주관주의나 상대주의가 다양한 해석의 결과들을 그 자체로서 긍정하면서 
해석 주체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려 하는 것에 비해, 상호주관적인 관점은 
해석의 결과물이 다른 주체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조
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상호주관적 해석의 결
과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합리성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상호간의 이해라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는 직
관을 자신의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20) 상호이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버마스에게 의사소통이란 ‘타당성 요구’라는 보편적 형식 혹은 구조가 실현되
는 장이다. 그는 언어가 단순히 의미를 가지는 기호체계 이상의 인간 행위
(performative)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언어 안에는 상호 이해라는 ‘목적’ 
뿐 아니라, 의사소통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도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였다.21) 그러한 규범과 규칙을 따를 때,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성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특정한 언어행위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충족하였을 때, 그 내용은 언어행위에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에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
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본다면 해석 행위를 통한 의미의 구성은 완전히 종결
될 수 없다. 어떠한 의미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시점에 
그 의사소통행위에 참여하였던 주체들 사이에서 인정된 것일 뿐, 다른 주체와 다
른 내용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인식은 언제든
20) 정대성, 앞의 글, 2006, p.194.
21) 정호근,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사회구성」, 장춘익 외,『하버마스의 사

상』, 나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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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체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텍스트에서 실현 가능한 의미들은 다
양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텍스트는 그러한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이 잠재하
고 있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단 하나의 의미
로 수렴되는 방식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에 대하여 의사소통적 합
리성을 만족하는 복수의 해석이 함께 상정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시 읽기의 결과가 가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 시의 의
미를 다양하게 만드는 변수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전의 시 읽기 교실에서는 학습 독자가 시를 읽고 생산한 결과물만이 교
육의 성패를 가르는 유일한 척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 읽기의 결과가 반복적
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교육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정해야 할 지점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상호주관적인 읽기에서 읽기의 과정을 타당하고 안정적인 행위로 만들어주는 것
은 그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확인되는 타당성 요구의 규준들이다. 즉 상호주관적인 
읽기의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결과는 물론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의사소통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활용하는 타당성의 규준
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의 논의와 연결된다. 

2.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원리

시 읽기의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은 대화행위의 연속체
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분절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독자들의 대화
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나타나는 대화를 ‘기획 대화’의 일종으로 보았다. 기획 대화란 특정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화행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문제규정–문제해결–실행합
의의 절차로 분절된다.22)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역시 시 텍스트의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기획
된 공동의 화행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먼저,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22) 이상의 내용은 박용익, 앞의 책, 2010, p.257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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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
이 문제규정의 단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각의 타당성
을 요구하는 공동의 모색 과정을 거친다. 이를 문제해결의 단계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에는 앞선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의 조정 및 재구성이 일어나는 실
행합의의 단계가 자리한다.

이 절에서는 시 텍스트의 특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절차들과 관련
하여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학습 독자들의 실제 의사
소통에서 타당성 요구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조정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고 분
석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1) 시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진술의 생성

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은 먼저 독자들이 대상 시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형성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먼저 개별 독자가 시 텍스
트를 대면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언어학에서는 읽기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독자의 인지적인 사고 작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독자는 먼저 글의 내용에 사실적으로 접근한다. 최초의 단
계에서 독자의 초점은 주로 텍스트의 문면에서 드러나는 의미에 집중된다. 텍스트
를 읽어가며 독자는 어휘 차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텍스트의 문법적 표지에 주의
를 기울이며 문장의 통사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일차적인 의미를 파악한
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임의적인 추론은 ‘가급적’ 배제된다.23) 

독자는 텍스트의 문면을 읽으며 텍스트 안에서 다양한 의미소들을 추출한 뒤, 
이러한 의미소들의 총합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텍스트 외적 정보를 활
용하거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하여 채워나가려 한다. 이러한 시
도의 결과로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조 표상이 만들어진다. 텍스트의 의미적
인 구조 표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걸러낸 “일종의 재해석된 ‘명제(proposition)’를 구성 요소로”24) 활
23) 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작용」, 『국어교육학연구』

vol.15, 국어교육학회, 2002, pp.274-275.
24) 위의 글,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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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소들은 선택되고, 어떠한 의미소들은 배제되며, 
선택된 의미소들은 다시 의미 맥락을 고려하여 배치된다.25) 

이렇게 파악된 의미를 바탕으로 다른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의사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과정에서는 혼자서 시를 읽을 때와는 달리 시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발화 혹은 글쓰기의 형식을 빌려 다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
는 형태로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독자가 자신이 파악한 
텍스트의 의미를 다른 독자에게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발화 혹은 텍스트
를 해석진술이라 개념화하였다.

해석진술은 시 텍스트를 읽고 생성된 자신의 반응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일종의 메타 텍스트이다. 해석진술은 해석주체가 유의미하다고 판
단한 다양한 의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구성된 결과물이다. 의사소통에 참여
한 사람들은 해석진술을 통해 주체가 생성한 의미에 제한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
다. 이때, 해석진술은 시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시 텍스트의 의
미적 구조 표상을 구성하는 과정과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 자신이 의미 구
성에 활용한 의미 요소는 무엇이고, 각각의 의미 요소들을 어떻게 맥락화하였으며, 
그렇게 맥락화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이 해
석진술의 내용을 구성한다. 

해석진술은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언어행위라 볼 수 있다. 하버마스는 상호이해의 과정에서 확
인되는 화행의 세계연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
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다. 

“상호이해의 매체로서 화행은 다음에 기여한다. /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산출하고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때 화자는 정당한 질서들의 세계 안의 어
떤 것에 관계한다. / 상태와 사건들을 서술하거나 혹은 전제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때 화자들은 실재하는 사태들의 세계 안의 어떤 것에 관계한다. / 체험의 표
현에, 즉 자기 재현에 기여한다. 이 때 화자는 그에게 특권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관적 세계 안의 어떤 것에 관계한다. 의사소통을 통해 도달된 동의는 정확히 

25)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사회 인지주의에서 말하는 작문 활동 과정과 유사한 모
습을 보인다는 논의도 있다. 김혜정,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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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비판가능한 타당성 주장에 비추어 평가된다.26) 

이는 타당성 판단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통과정에서 확인되는 화행의 기능을 분
류한 것이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상호이해를 위한 개별 화행들의 기능은 각기 다
른 세계연관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며, 타당성 판단은 이 세계연관과 관련지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세계는 ‘실재하는 사태들의 세계’, ‘정당
한 질서들의 세계’, ‘그에게 특권적으로 접근가능한 주관적 세계’로 규정된다. 여기
서 논의하고자 하는 해석진술 역시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화행의 하나로서, 
이러한 세계연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해석진술은 특정한 세계에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에 
동시에 편입된다. 해석진술을 구성하는 발화 혹은 문장은 의사소통의 맥락 안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가진다. “실제로 의사소통적 발언은 항상 여러 세계
관계 속에 동시에 편입되어 있다. 의사소통행위는 참여자들이 객관세계의 어떤 것, 
사회세계의 어떤 것, 주관세계의 어떤 것에 동시에 관계하면서 행하는 협동적 해
석과정에 의지한다.”27) 

이처럼 하나의 해석진술은 여러 세계관계 속에 동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
석진술에 대한 도식적인 분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해석
진술의 다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국면에서 해석
진술의 어떠한 세계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화행의 세
계연관은 화행의 특정 내용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순간에 부각
된다.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논의한 세계연관
의 세 범주는 타당성 판단의 기초가 될 인식의 틀을 제공하여 준다.28) 

앞서 인용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와의 관계는 각각 
해석진술에 드러나는 ‘사태’, ‘질서’, ‘주관’을 문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은 일
차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사태)’, ‘어떻게 말하는가?(질서)’, ‘누가 말하는가?(주

26) J. Habermas, 앞의 책, 2006a, p.453.
27) J. Habermas,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2, 나남, 2006b, pp.198-199.
28) 이와 관련하여, 이 인용문에서 하버마스가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실재하는 사태들의 세계’, ‘정당한 
질서들의 세계’, ‘그에게 특권적으로 접근가능한 주관적 세계’에 각각 대응하며 보다 간결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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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와 같이 단순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상
대방의 이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검
토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것 사이에 동일
하거나 유사한 점을 확인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해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의미 구성의 결과를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
석진술의 내용에서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을 경우, 참여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과 관련된 일종의 갈
등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공동의 모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진술 가운데 문제가 되는 특정한 세계연관의 성격이 무
엇인지를 초점화한다. 초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해
석진술에서 확인되는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의 타
당성을 판단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위한 조정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서 초
점화된 세계 연관의 성격에 따라 타당성의 요구는 다르게 나타난다.  

(2) 시 텍스트 읽기에서 타당성 요구의 특성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는 독자들의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에 대
한 상호이해의 수단이 타당성의 요구이다.29) 하버마스는 한 주체의 언어행위가 다
른 주체에게도 이해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필요성 때문에 모
든 의사소통행위에는 타당성 요구가 발생한다.

하버마스는 개별적인 화행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준으로 진리성
(Wahrheit), 정당성(Richtigkeit), 진실성(Wahrhaftigkeit)을 제시하였다.30) 모든 언
어행위의 타당성은 이 세 가지 규준에 근거하여 요구되었을 때, 합의 가능한 영역
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를 보장하는 원리가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적 합
리성’이다. 

29) 김성동, 앞의 글, 1993, p.249.
30) 정대성, 앞의 글, 2006, p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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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리성은 이성에 부합되는 성질로 정의된다. 이성은 그 어원과 관련
하여 계산될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31) 하지만 하버마스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합리성
과 타당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하버마스에게 합리적 표현이란 “행위자가 객관적 
세계 안의 어떤 것과 관련해서 행하는, 유의미하며 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된다.32) 이러한 정의는 관계와 맥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에 근거
하였을 때, 합리성의 의미는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인 개념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합리적’이라는 것의 성격도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①존속하는 규범을 따르며 주어진 상황을 정당한 행동기대에 비추어 설명함
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비판자에 맞서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는 합리적
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우리는 ②어떤 소망이나 감정 혹은 정서를 정직하게 표
현하거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이 한 짓을 고백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합
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가 그런 체험의 노출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귀결
이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행위함으로써 비판자에게 그런 
체험에 대해 확신을 주는 경우에 말이다.33)

위 인용문의 밑줄 친 ①에서 진술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은 ‘존속하는 규범’이
다. 참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규범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점에
서 이는 앞서 말한 사회세계와 밀접한 연결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에서 
진술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은 진술자의 주관세계에 대한 ‘비판자’의 확신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주관의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인정을 확보함으로써 합
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①은 하버마스가 말한 정당성의 요구와, ②
31) 합리성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말 ‘이성’은 불어의 레종

(raison), 영어의 리즌(reason)이라는 낱말의 번역이며, 이 두 언어의 어원은 ‘계산’, ‘비
례’를 뜻하는 라틴어 ratio이며, 이 라틴어는 ‘일관성 있는 논리적 담론 또는 그 담론에 담
긴 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logos라는 낱말의 번역이다. 로고스는 ‘계시적 담론’으로서의 
mythos, 즐거움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학적 담론’과 대치된다.” 박이문, 「이
성」, 『우리말 철학사전』1, 지식산업사, 2001, p.107.

32) 하버마스는 이러한 정의에 대해 ‘현상학적 접근법으로부터 전개된 포괄적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설명하고 있다. J. Habermas, 앞의 책, 2006a, pp.51-52 참조.

33) 위의 책,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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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성의 요구와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적 합
리성이 기존의 합리성 개념처럼 계산적인 것, 객관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
닌,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제안한 타당성의 규준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시 텍스트는 언어 예술의 한 갈래로, 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 소통하
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술작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타당성의 요구 역시 일상적인 시공간
적 조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예술작품의 타당성 요구와 관련하여, “작품이 제시하는 타당성 요구는 그 작품을 
접하는 우리의 실제적 공간 속에서 타당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그 작품의 텍스트 
속에서의 타당성만으로 그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34)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처
럼, 시 텍스트의 해석진술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는 시 텍스트라는 갈래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
에서는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의 규준들이 시 텍스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각각 어떠한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사실성의 측면

하버마스에게 진리성의 요구는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객관세계의 사
태에 근거하여 진술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충족된다. 여기서 하버마
스가 말하는 ‘진리’란 상대적으로 실증적인 성격의 개념이며, 철학이나 신학 등에
서 통용되었던 형이상학적인 ‘진리’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진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개념이 보편적 가치판단까지를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진리성
이라는 용어를 ‘사실성’으로 대체하고자 한다.35) 

34) 김남시, 「예술의 소통적 성격에 대한 연구 –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72.

35) 독일어 여성명사 Wahrheit는 일반적으로 진리, 진실, 사실, 실제, 진상의 의미로 번역된
다. Wahrheit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어는 truth로 이는 다시 “1.사실, 진상 / 2.사실성 / 3.
진리, 진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역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의 논의와 관련하
여 ‘사실/사실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허형근 원저, 서울대 독일학연
구소 편, 『엣센스 독한사전』2판, 민중서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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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에서 사실성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해석진술
에서 드러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다.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문면에서 확인되는 지시적 의미와 함께 시 텍스트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삶,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같은 사실적 지식36)들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상대방의 해석진술에서 활용된 정보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
이 확인될 경우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것을 진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실성의 요구가 제기되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이 요구가 문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것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참여자
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는 상호이해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 텍스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사실성의 요구를 만족시
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시 텍스트는 허구적인 세계를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로, 객관세계와의 대응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설득력 있고, 이해 가능하기 위해서 우선 현존하는 의미 
관습들의 질료로부터 창조되어야 한다. 예술작품의 이해는 우선, 현존하는 생활
세계의 가치규범과 가치표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그러한 가치표준의 재생산에 자신을 한정시키지 않는다. 작품은 생활세계의 전
승된 가치표준을 넘어서는 지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를 통해 새로운 혁
신적 의미를 창출해 내기 때문이다.37)

시 텍스트의 이해는 일상생활의 의미 관습에 근거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넘어서 
있을 가능성을 의식하며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객관세계를 

36) 현대시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적 지식을 형성하
는 데 필요한 지식의 범주로,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방법적 지식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사실적 지식은 “개별 작품이나 시인에 관한 기본 정보, 문학사적 배경, 개별 작품
의 갈래나 문학사적 갈래 등에 관한 지식 등 국문학의 연구를 거쳐 사실로 입증된 사항”
을 말하는 것이다. 윤여탁 ․ 최미숙 ․ 김정우 ․ 조고은, 「현대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격과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vol.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p.238.

37) 김남시, 앞의 글, 1999,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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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활용되는 정보를 재단하려 하는 것은 문학이 가
지는 혁신적 의미 창출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석진술에 대한 사실성의 요구는 시 텍스트에 형상화되어 있는 상상적 
세계와의 관련성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신조어와 같이 객관세계
와의 직접적인 지시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이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진위여부
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사실성의 요구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성의 요구를 최소화하거나 유보함으
로써 진위판단이 가지는 경직된 구속력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의미 맥락과의 관련
성을 살펴 의미를 실현하여야 한다. 

나. 정당성의 측면

하버마스에게 정당성의 요구란 의사소통행위가 특정한 규범에 근거할 것을 요청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본다면 규범과 관련하여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규범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보고, 규범을 벗어날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남을 판단하는 근거는 규범에 반영되어 
있는 행동기대의 만족 여부이다. 하버마스는 이 행동기대의 준거로 윤리나 법과 
같은 사회 규범을 제시하였다. 그는 의사소통 행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합리성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의 현실적 조
건들을 강하게 의식하고 이를 자신의 논의에 반영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시 텍스트에 대한 상호이해에서 이러한 사회 규범들을 판단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문학 및 문학교육의 지향과는 어긋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문학은 예로부터 현실 세계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규범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한 규범들이 금기시하였던 것들을 넘어서 규범 자체를 전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왔다. 문학교육 역시 이러한 지
향을 공유한다. 따라서 사회 규범을 근거로 정당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더 나아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문학교
육은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정서와 가치관이
라고 해서 문학교육이 그 과정을 통해 직접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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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일 수는 있을지언정 목표나 내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문학교육은 체
험이나 정서, 나아가 도덕적 가치관의 형성에서 바람직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지향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의 가능성 모색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38)

현실 규범이 의미 구성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가
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 따라서 시 텍스트 읽기에서 정
당성의 요구는 다양한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규범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의미 맥락의 구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소통에서 정당성의 요구는 ‘그래야만 한다’라
는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개연의 측면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연성(probability)이란 본래 “고전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 사이
에서 설득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온”39) 개념으로, 그 의미는 특정한 조건에서의 
‘그럴 법함’,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다.40) 

시 텍스트에서 구성 가능한 다양한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
해 진술하는 것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텍
스트의 의미는 이렇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과 같다. 해석진술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과정은 슐라이어마허가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부
르는 과정과 유사하다. 해석학적 순환은 해석의 과정에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부분에 대한 이해로 보완되고 부분은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더욱 완벽
하게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 두 작업이 상호 보완될 때,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반복의 과정은 부분의 의미와 전체의 의미가 일관된 흐
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41) 해석진술은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38) 최지현, 「창의 ․ 인성 교육의 의제 설정이 문학교육에 던지는 질문」, 『국어교육』

vol.140, 한국어교육학회, 2013, p.67.
39) 김유석, 「이소크라테스와 개연성의 수사학 -『에우튀누스를 반박함』을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vol.46, 한국법사학회, 2012, p.514.
40) probability는 형용사 probable과 밀접한 의미상의 관련성을 가지며, probable의 어원은 

“입증 가능한(provable)”을 의미하는 라틴어 probabilis와 “시도해보다, 시험해보다”를 의미
하는 라틴어 probare로 알려져 있다. 두 어휘의 의미를 종합하여보면 특정한 조건에서 시
도하고 시험하였을 때, 입증 가능한 것 즉 실현 가능성의 문제와 개연성이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어원사전 사이트 http://www.etymonline.com/ 참조.

41) H. Kimmerle 편, 구희완 역, 『해석학』, 양서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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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더 높은 수준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석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지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의미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제시된 근거가 주장이나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미 맥락
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진술은 가능한 한 상호 모순되는 지점
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여야 하며, 그러한 
설명에 적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진술에 대해 개연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언제나 성립하는 진술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는 진술을 배제하려 하는 것이다. 
정당성의 요구는 독자가 구성한 특정한 의미의 맥락이 ‘그럴 법한가, 그럴 법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당성의 요구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판단들도 상황에 따라 언제나 
반박될 수 있고,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는 것으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석 행위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 

다. 진실성의 측면

하버마스에게 진실성의 요구는 화행의 내용이 발화자의 ‘그에게만 특권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관적 세계’를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이러
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에
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관세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요소는 
독자의 해석 관점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한다.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이
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성격, 시선,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
식될 수 있듯이, 해석 관점의 차이는 곧 해석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
인이 된다. 시 텍스트의 의미 역시 독자의 해석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실
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미적인 독서 즉 미를 추구하는 독서에 있어서는, 그 특정 텍스트와 관계를 
하는 동안 자신이 겪게 된 것에 독자는 직접적인 관심을 쏟는다.”42)는 말처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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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는 그것을 읽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독자의 주관세계에 주목하게끔 하는 갈
래이다. 시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해석 관점은 독자의 감각, 감정, 기분, 체험, 가
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시 텍스트에서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체험을 환기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며 독자는 특정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와 같이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
는 과정은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향한 자기 투사의 과정에 다름 아니며, 해석의 
다양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확보될 수 있다.43)

의사소통의 국면에서 해석자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해석 관점의 특수성을 인식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또 의
사소통의 상대방은 진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점을 공유하여, 그가 느끼고 생각하
고 체험하는 것들을 자신도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아야 한
다. 진실성의 요구는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타인의 해석 관점을 공유하고, 이를 
자신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필
연적으로 타인의 관점에 대한 열린 태도를 전제한다.

타인의 관점에 대한 열린 태도는 타인에 대한 동일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다. 동일시는 “주체가 다른 사람의 특성을 받아들여 자아의 인격을 형성해내는 과
정”44)으로서, 타인 혹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주체에게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심리적 작용이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동일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타인의 관점을 통하여 텍스트
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진술을 근거로 타인의 관점
을 확인하고, 그러한 관점의 근거와 내적 연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세심
하게 살펴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상상력의 활성화이다. “상상력은 
개인의 과거를 충실하게 회상시켜주며, 현장을 통해 그 복잡성 속에서 타인이 처
하고 있는 뚜렷한 상황에서 자기의 감동적 충격에 사로잡힌다.”45) 상상력이 가져

42) L. M. Rosenblatt, 김혜리 ․ 엄혜영 역,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2008, p.43.
43) P. Ricoeur, 김윤성 ․ 조현범 역, 『해석 이론』, 서광사, 1994, p.130.
44) 조희정, 「고전시가를 활용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 연구 : 오우가를 중심으로」, 『문학교

육학』vol.2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p.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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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는 이러한 충격 속에서 주체는 비로소 자신의 해석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
람의 해석 관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 관점을 확장
하고 심화하는 성장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3) 이해의 조정과 정서 형성의 연계성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의 조정은 ‘타당성’과 ‘합리성’이라는 속
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인지적인 사고 작용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처럼 시 텍스트 
읽기의 과정에서 인지적 사고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학습 독자의 정서 형성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타당성 요구를 중심으로 한 시 
읽기의 방식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
가 있다.

인지적 사고 작용의 활성화가 정서 형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이성과 감
정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통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통념은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정서를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고, 정서와 감정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였
다.46) 그리스의 사상가들로부터 이성 우위의 사고를 문화적으로 상속받으면서, 현
대인들 역시 “감정적인 반응을 이성에 종속시키고 경시하게 되었”47)으며, 감정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전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위계가 전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개념도 예술작품을 논리학에 종속시킴으로써 예술작품의 본질을 ‘살해’하며 따라서 
그것을 불모화시키고 왜곡시킨다고 주장”48)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
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감동이나 정서체험이 예술작품 감상의 본질이라고 보고, 예

45) J. Bernis, 이재희 역, 『상상력』, 탐구당, 1985, p.111.
46) 정명화 외, 『정서와 교육』, 학지사, 2005, pp.146-147.
47) Richard S. Lazarus ․ Bernice N. Lazarus, 정영목 역,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1997, p.283.
48) IUrii Lotman, 유재천 역,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1991, p.94. 이 책의 5장에

서 로트만은 자신의 견해와 반하는 입장의 주장을 위 인용문과 같이 정리한 뒤 이를 반박
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행위가 감각적 쾌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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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에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작품의 본질을 체험하는 데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앞선 논의와는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의 관계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고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
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배타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논의를 극단적인 형태로 만들기 쉽다
는 데 있다. ‘어떤 지식’, 혹은 ‘특정한 방식의 분석’이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마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될 
수는 없다. 문제의 해결책은 매 순간 작용하는 지식의 내용과 분석적 접근의 대상 
및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데에 있지, 시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접근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 있지 않다. 

언어 예술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 연구에서는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
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49) 이러한 연구들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문학의 ‘정서’ 개념이다.50) 김대행(1992)은 감정과 대별되는 정서의 특성이 “욕구 
충족 여부에 따라 변별”되는 것과 “질서화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이라 설명
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의 형성에 이성이 깊게 관여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
장하였다. 문학에서의 감정 표현은 단순한 웃음이나 울음의 형태가 아니라 ‘언어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사고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었다.51) 

49)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축적되고 있다. 일례로 합리성
과 감정이 이원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통념이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평가 절하하는 결과
를 낳았음을 비판하며, 이성과 감정을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성욱, 「행정세계에서 합리성과 감정의 이원구조 해체」, 
『한국행정학보』vol.45, no.3, 한국행정학회, 2011.

50) 케이건(J. Kagan)은 심리학에서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인간의 정서를 (1) 선택적 유발
자극에 대한 뇌 활동 변화, (2) 감각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탐지된 감정 변
화, (3) 감정을 해석하고 단어 표지를 붙이는 인지 과정, (4) 행동 반응의 준비나 표현을 
가리키는 추상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구성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네 가지 현상의 
연관은 불완전하며,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서 개념이 모호한 것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한다. ‘문학적 정서’는 이 가
운데 (3)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Jerome Kagan, 노승영 역, 『정서란 무엇인가』, 아카
넷, 2009, pp.49-55.



- 35 -

정서는 ‘언어화된(혹은 질서화된) 감정’이라는 정의는 이후 많은 문학교육 연구
자들에게 폭넓게 수용되었다.52) 조희정(2012)은 “학습자 내면의 정서는 언어로 
포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탐지된 감정과 이에 부여되는 상징적 해
석’을 단서로 하여 ‘정서 비평’을 제안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때의 정서 개념 
역시 ‘감정을 질서화한 상태’라는 정의의 연장선상에 있다.53)

그런데 이처럼 정서와 언어의 관계를 긴밀한 것으로 설정하여 접근하였을 때 간
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실제로는 단일
하지 않을 복합 감정을 단일 정서의 범위 안에 포획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독자)
의 정서가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54) 감정과 감정의 언어적 표현의 관계
에서 발생하는 혼란 역시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유사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로 
다른 정서 용어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동일한 정서 용어를 통해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었
는가에 따라 동일한 정서 용어가 전혀 다른 의미와 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55)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담아내기에는 정서 
어휘가 터무니없이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가파른 절벽에 줄 하나만 의지하여 매
달려 있을 때의 ‘공포’와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의 ‘공포’를 동일한 감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원인, 상황, 
강도, 빈도, 지속여부와 같은 변수들의 조합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유한한 어휘로만 이들 감정을 모두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 범주로 그것들을 구획지을 수 있을 뿐이다.

케이건(J. Kagan)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표현

51) 김대행, 「고려 시가의 정서 표출 양상」, 『한국학논집』vol.21 ․ 22, 한양대학교한국학
연구소, 1992, pp.353-354.

52) 초기에 정서 개념은 주로 표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의 정서 혹은 작중 화자의 
정서로 논의되었으나, 점차 수용 및 반응의 측면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확장됨에 따라 
독자의 정서 혹은 학습자의 정서라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53) 조희정, 「고전시가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서와 비평」, 『고전문학과 교육』vol.24, 한국
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p.14.

54) 조희정은 이 문제를 정서 어휘가 범주용어이기에 발생하는 범주의 배타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어휘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으로 언어 자체의 
분절성을 지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위의 글, pp.16-17. 

55) Jerome Kagan, 앞의 책, 2009, pp.1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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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사람들은 감정이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이것과
는 다른 감정들과 구분하고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56) 

정서 발생의 근거들을 탐색하고 이를 기술함으로써 정서 어휘의 배타성을 극복
해야 한다는 조희정의 제안도 역시 비슷한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57) 이 논의에 따
르면 고전시가를 읽고 난 뒤 발생하는 정서의 근거는 ‘텍스트’와 ‘학습자’ 양편에서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비평의 형태로 기술함으로써 정서 주체로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할 수 있
게 된다.58) 이러한 과정은 분명 누락과 왜곡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정
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서나 의지는 
그 자신을 기술할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라 불가불 인지적 수단을 통해 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9) 

인지적 수단을 통해 우회하는 것이 단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 사고
는 단일 어휘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의 특성들을 보다 섬세하게 드
러내는 한편 그러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과 근거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계
기를 제공한다. 또, 소통의 국면에서 감정이 가지는 주관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주관적 반응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다른 학습자들에게 설득하는 공
동의 모색”60)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논의한 것처럼 타당성 요구에 근거한 
이해의 조정은 이러한 공동의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56) 위의 책, pp.76-78의 논의를 참조.
57) 조희정, 앞의 글, 2012, pp.16-17.
58) 감정의 근거를 탐색함에 있어서, ‘고전시가를 읽는 학습자’의 변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적인 정보의 공유나, 의미 맥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도 해석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 역시 유사한 성격의 논의를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제각각 
텍스트의 정서를 달리 구성하는 데에는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가치관, 그들이 
느끼는 인생의 무게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습자들의 언어감각과 율격 능력, 
세상사에 대한 사전 지식들도 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배경지식이나 주석을 제
시한다고 해서 학습자의 텍스트 해석이 획일화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정
희, 『고전 시가 교육의 탐구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p.359.

59) 최지현,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적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vol.11, 국어교육학
회, 2000, pp.37-38.

60) 조희정, 앞의 글, 201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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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근거와 맥락을 중심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간
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감
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61) 첫째는 정서 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공명’의 양상이다. 이 경우에 정서 주체는 상대방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의 정서 반응을 유지하
거나 강화한다. 둘째는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공감
적 관심’의 양상이다. 이 경우 정서 주체는 상대방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그러한 정서를 발생시키는 타인의 
상태나 조건 등을 이해함으로써 관심, 동정, 연민 등의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 이
러한 공감의 양상은 모두 자신의 정서와 상대방의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
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인 이해의 조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처럼 통념과는 달리 상호주관적 관계에서의 인지적인 이해의 조정은 정서 형
성의 장애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정서 형성에 기여한
다.62) 학습 독자들은 인지적인 이해의 조정을 통해 정서의 표현을 정교화하고 이
해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주체 사이의 공감대 형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3.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교육적 의의

(1) 시 텍스트 의미의 과정적 성격 이해

기존의 시 해석 교육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과도 같은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시 교육은 시 텍스트에 대한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의미를 선별하여 학습 독자에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해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61) 신경일,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연구보』제29집,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 pp.10-11.

62) 이러한 관점은 인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가 형성된다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정의와 
인지의 관계를 단계론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인지에 대한 통합론적 
관점과 단계론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p.26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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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학습 독자들은 해석 활동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라기보
다는 교사가 제공하는 해석 결과를 일종의 지식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동
적인 객체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지식 중심의 교육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많은 이들
의 공감대 속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관이 7차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교육에서 학습 독자들이 주체적으로 해석 활동을 
수행하고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
인 가운데 하나는 “배워야 할 내용을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주의 모델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63) 학습 독자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지식의 전달은 결국 언어
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 교육관의 현실적 한계가 드
러났던 것이다.64) 

상호주관적 관점의 도입은 텍스트의 의미가 가지는 성격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상호주관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인 성격의 지식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다르게 구성되
는 과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동일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의사소통
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는 해석에 앞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학습 독자들은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짐에 따
라, 혹은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달라짐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얼마든지 다른 형
태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실제 활동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상호주관성에 근거한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은 이처럼 의미의 절대적이고 객관적
인 성격을 부정하기 때문에, 학습 독자들에게 하나의 의미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
지 않는다. 대신에 해석의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 
전략들에 주목하여 교육의 환경을 설계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
련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다. 학습 독자들은 적절하게 구성된 환경 속에서

63) 고정희, 앞의 책, 2013, p.19.
64) 활동 중심의 문학교육이 가지는 한계로, ①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지식의 도외시, ②문

화적 동질감,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 ③교육이 아닌 훈련으로 치달을 우려 등이 지적되었
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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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통해 해석과정의 변인과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이
를 내면화함으로써 해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독자들의 횡적 소통은 이러한 상호주관성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해석 능력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내적 
대화나 교사 혹은 전문 독자의 해석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위험이 있는 종적 대화
에 비해, 동료 학습 독자와의 횡적 대화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의 의사소통을 통
하여 자연스럽게 과정으로서의 해석을 경험하게끔 한다. 

각각의 학습 독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려 노력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 다
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과정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 독자들이 시 읽기와 관련하
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호주관적 관점에서의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을 통해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하나의 고정된 의미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수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결과로 학습 독자들은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보다 열린 태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시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영역 확장

시 텍스트는 다른 갈래에 비해 의미 실현에 있어 많은 빈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모든 독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 능력의 수준 
등에 따라 실현 가능한 의미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를 이러저러
한 방향으로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독자가 있는가 하면, 난해한 텍스트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상호주관적 시 읽기는 이처럼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의 소통을 통해 
시 텍스트에서 실현 가능한 의미들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의사소통에서 확인되는 다른 독자의 해석진술은 일종의 비계
(scaffolding)65)와도 같은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동료 학습 독자들과의 대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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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형성을 통하여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받아들일 경우, 학습 독자
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들을 수용하게 된다. 

반대로 각자의 해석진술을 비교 및 대조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해석들은 합의를 통해 배제될 것이다. 이 배제
의 과정은 시 텍스트의 의미 영역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무관
하거나, 텍스트로부터 너무 멀어져 개연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해석들을 텍스트 중
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에게 두루 수용된 해석들은 그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가 될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자격을 인정받은 의미
들의 합집합이 곧 시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영역을 구성한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단순한 경합의 양상을 넘어서는 창의적 의미의 생산도 가능하다. 의사소통에 참여
한 학습 독자들은 대화 상대자들을 통해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발상들과 정
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 맥락을 구성하고 
다듬어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
다. 상호주관적 시 읽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이처럼 시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영역을 확장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
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진다. 

(3) 의사소통을 통한 반성적 해석 능력의 신장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의 시 해석 수업은 교사 중심,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도에서 학습 독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
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단지 본 
학습 이후에 행해지는 부가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활동은 남는 시
간을 해소하는 데 활용되거나, 종종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 해석 교실에서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시 해
석 수업에서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활용하였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으
65) 비계란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잠재적 발달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력에 

해당한다. 이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강민규, 앞의 글, 2010, pp.1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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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습 독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쓸모없이 지나가버리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한다. 이 때
문에 현장에서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
기도 한다. 즉, 의사소통 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불신이 의사소통 활동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학습 독자들이 학습 목표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였거나, 의사소통의 내용과 방법
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의사소통은 종종 ‘잡담’ 
수준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 해석 교실에서 학습 독자 간 의사소통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이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
를 가지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세계의 범
위를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이 없는 우리의 관점과 경험은 개인 자신
의 개인적 지각과 사고의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을 의사소통의 만남 속에 드러낼 때에 내 자신이 지닌 한계를 깨닫게 된다. 의사소
통 동반자는 우리를 자신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며, 삶의 세계 지평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는 경험의 세계를 열어 우리를 그 곳으로 이끌어 준다.66)

교육은 일종의 “기획이자 성년식이며 사회화의 개념”67)으로서 공동체를 전제하
는 활동이다. 시 읽기 교육 역시 이러한 성격을 공유한다. 사적인 읽기와는 달리, 
공적 영역에서의 해석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타인과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수업은 그렇지 않은 수업에 비해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은 바로 카니발의 소란함에 가깝다.”는 목소리에도 
66) 진권장 ․ 손영수, 「현상학과 해석학의 교육적 시사점 탐구 및 교육실천현상의 재해석」, 

『현상 ․ 해석학적 교육연구』vol.1,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2003, p.27.
67)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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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 이 소란의 의미를,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텍스트를 받
드는 것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통하여 생산적인 논의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68)

학습 독자들은 타당성의 규준을 통하여 기존의 해석들을 조정해나가면서, 텍스
트에서 실현 가능한 의미들이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
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반성적 해석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68)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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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양상

1. 실험조사의 설계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소통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
지 않고,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까
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론적으로 설계한 뒤, 학습 독자들의 활동이 그러한 절차에 맞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는 방식의 실험조사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최초반응의 형성
→

②반응의 표현(해석진술)
→

③의사소통(타당성 요구)
→

④반응의조정(반응′…)
→

⑤반응의 표현(해석진술′…)
(순환적 과정)

⇓
⑥반응″
⇓
⑦반응의표현(해석진술″)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난 뒤, 각각 최초의 반응을 형성한다. 이 반응은 
내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반응의 확인은 해석진술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취하게 된다. 

소통의 과정에서는 먼저 해석진술의 내용 가운데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초점화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가 제기된다. 타당성의 요구
는 해석진술을 매개로 하여, 기존의 반응을 조정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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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단계별
초점

1차시

① 전체 수업 진행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일정의 공유
②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개별적

반응의 
형성

③ 대상 시 텍스트 제시
④ 대상 시 텍스트에서 해석상의 쟁점을 간략하게 소개
⑤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개인별 감상문 작성 (자료 ①)

2차시
① 5-7명 내외로 모둠 편성
② 모둠 구성원들에게 역할 부여
③ 시 텍스트에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한 교사의 발문 제시
④ 모둠 토의 및 결과 정리 (자료 ②), (자료 ③)

타당성
요구에
근거한
이해의 
조정

3차시

① 모둠별로 토의 결과 발표 (자료 ④)
- 다른 모둠의 구성원이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 / 응답
- 교사는 1차적으로 진행 역할을 수행하되, 필요시 질문
② 토론 내용을 모둠별로 정리 / 공유 
③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2차 감상문 작성 (자료 ⑤)

조정된
이해의
심화 및 

표현

따라 조정된 반응이 다시 해석진술로 표현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요구가 추가적
으로 제기되어 의사소통의 과정이 순환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이 종료되면1), 학습 독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타
당성의 요구를 종합하여 반응의 조정을 완료한다.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이 학습 
독자들의 반응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사소통 이전의 
반응과 의사소통 이후의 반응을 살펴야 하나, 반응 자체를 직접 측정하여 비교 ․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단계에서 반응의 
표현에 해당하는 해석진술들(②, ⑤, ⑦)을 비교 ․ 대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접근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실험조사의 차시별 세부 활동은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설계되었다.

<표 3> 실험조사의 차시별 세부 활동

1) 의사소통의 과정이 종료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해당 내용
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더 이상의 
논의가 힘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또, 현실적인 조건의 제약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
의 종료가 곧 참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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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사에서 학습 독자들의 활동을 상호주관적인 소통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1차시에서는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총 3차시로 이루어진 수업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연속적인 과정
에 놓여 있음을 인식시키고, 모둠 및 학급에서의 의사소통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
는 것임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개별적 반응을 생성하기 이전에 시 
텍스트의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대상 시 텍스트의 의
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시 텍스트를 읽
은 후 개별적으로 감상문을 작성하여 다음 차시에 회수하였다.

2차시에서는 교실 상황에 맞게 모둠을 편성하고2) 모둠 내 의사소통활동을 수행
하였다. 모둠 구성원 각각에게 역할을 부여하여3) 학습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모둠 내 의사소통의 공적인 성격을 부각시켰다. 모둠 별 학습지에는 토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발문을 제시하였다.4) 

3차시에서는 2차시에서 있었던 모둠 토의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
둠과 모둠 사이의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의사소통의 범위를 학급 단위로 확장하였

2) 모둠은 학력, 교우관계 등의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로 편성하였다. 모둠 사이의 편
차는 이후 의사소통 단위의 확장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실험조사에서는 의사소통의 공적인 성격을 학습 독자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
하였다. 각각의 역할은 수업의 진행 과정과, 모둠의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아
래 표를 모둠 활동 학습지에 포함하여 역할의 내용을 안내하는 동시에, 각자의 이름을 기
입하여 연속적인 반응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역할 이름
사회자 모둠의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정리자1 학습지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토의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자2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한다.
발표자1 정리자1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발표자2 정리자2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질문자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에 대해 2회 이상 질문한다.
대답자 다른 모둠의 질문에 답변한다. 

<표 4> 학습 독자의 역할 

4) 학습 독자들에게 제시한 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이는 전문 독자들
의 비평을 비교 ․ 대조하여 추출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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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급 단위에서의 의사소통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2차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이후 2, 3절에서는 이상의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학습 독자
들의 상호주관적 읽기 양상을 확인하였다. 

2.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형성

이 절에서는 Ⅱ장 2절에서 재구성한 타당성의 규준에 근거하여 실제 학습 독자
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였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는 해석진술을 매
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해석진술은 시 텍스트를 읽고 난 후에 형성된 해석주체의 
반응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시 텍스트에서 비롯된 정보와 해석주체에게서 
비롯된 정보가 해석진술의 의미 맥락 구성에 선별적으로 활용된다. 타당성의 요구
는 이 가운데 어떠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실성의 요구는 해석진술에서 해석의 근거로 작용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제기된
다. 이는 시 텍스트의 문면에서 드러나는 지시적 의미와 시 텍스트와 관련된 사실
적 지식으로 대별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사실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절정

1. 시적 화자는 왜 북방으로 왔을까?
2. 2연에서 화자가 서 있는 곳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3. 화자는 왜 ‘무릎을 꿇’으려 했을까?
4. ‘재겨 디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5. 화자가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일까?
6.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감도
시제1호

1. 연작시 제목 ‘오감도(烏瞰圖)’의 의미는 무엇일까?
2. 13인의 아해는 왜 도로로 질주할까?
3. 화자는 왜 막다른 골목길이 적당하다고 하였을까?
4.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는 무엇이 다른 걸까?
5. 왜 화자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고 말했을까?
6. 1연의 내용과 마지막 연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달래꽃

1. 이 시에서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2. 화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일까?
3. ‘영변에 약산’은 어떤 공간일까?
4. 화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꽃을 뿌리려 하는가?
5. ‘사뿐히 즈려밟고’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6. 화자는 왜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7.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말에 담긴 심정은 무엇일까?

<표 5> 모둠 토의를 위한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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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사소통의 장에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통의 이해 기반을 구성해나간다. 이 공통의 이해 기반
이 시 텍스트에 대한 상호 인지환경이다.5) 상호 인지환경을 정립함으로써, 의사소
통의 참여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활용하는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여 그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정당성의 요구는 해석진술의 의미 맥락을 문제시한다.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상호 인지환경의 정립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근거로 상대방의 의미 맥락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들은 탐색의 과정에서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모순 
지점을 확인하고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석진술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진실성의 요구는 개별 주체들의 독특한 해석 관점에 주목한다. 학습 독자들은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관점의 차이를 가능한 선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함
으로써 타인의 해석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해석 관점을 심화할 수 있
다. 이처럼 진실성의 요구에 근거한 상호이해는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촉발되는 
해석 관점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시 텍스트에 대한 상호이해를 ‘해석 대상’인 
시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 텍스
트에 대한 상호이해는 시 텍스트를 읽고 난 후 생성된 다양한 반응들을 소통함으
로써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해석 주체’인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수집한 학습 독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6) 분석의 기본적인 구
도는 다음과 같다. 수집한 자료 가운데 학습 독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둠에서의 의사소통을 녹음한 자료②와 모둠 발표 및 질의 
응답을 녹화한 자료④이다. 자료①, 자료③, 자료⑤는 상호작용 전후에 학습 독자
에게서 일어난 조정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자료①, ③, ⑤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확인되는 해석진술의 변화와 자료②，④에서 확인되는 학습 

5) 상호 인지환경은 인지 환경 가운데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인지 
환경 및 상호 인지환경에 대해서는 D. Sperber ․ D. Wilson, 김태옥 ․ 이현오 공역, 『인
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3, pp.55-61 참조.

6) 자료 수집의 절차와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서 Ⅰ장 3절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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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간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더
불어 자료②, ④에 드러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해석진술의 즉각적인 조정이 확인
되는 경우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자료번호(①～⑤)-학급기호(A～D)모둠번호(01～06)-학습독자번호(1～6)]의 형
식을 취하였다.

(1) 사실성 요구에 근거한 상호 인지환경의 정립

해석진술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석진술의 근거로 활용된 시 텍스트의 문면적 
의미나 사실적 지식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의사소통의 참여
자들은 이를 초점화하여 그 진위여부를 검토한다. 타당성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에
서 텍스트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정보들
은 수정되거나 해석진술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 독자들은 텍스트
와 관련하여 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보들의 집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들의 집합이 시 텍스트에 대한 상호 인지환경을 형성한다.

가. 지시적 의미의 명료화

해석과 관련하여 시 텍스트의 문면은 시 텍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의미와 그
렇지 않은 의미의 범주를 가르는 근거로 기능한다. 해석진술에 근거로 사용된 시 
텍스트 문면의 사전적 ․ 지시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상
호이해 형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숙한 수준의 문식
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 독자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빈번하게 확인된다. 

이상의 「오감도시제1호(烏監圖詩第1號)」에서 연작 제목인 ‘오감도(烏監圖)’의 
의미는 이 시의 해석에서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오감
도(烏監圖)’의 의미에 주목하였던 이유는 이것이 작가의 신조어이기 때문이다.7)  

7) ‘오감도’가 ‘조감도’의 단순 오식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활(1989)에 따르면 이는 김기림
의 증언에 근거한 것으로, 김주현 외(2001)에서는 다른 이상의 텍스트에서도 수많은 한자 
오식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재가 진행되는 보름 동안(1934.7.24-1934.8.8) 시인 본인이나 편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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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오감도(烏監圖)’는 현실 세계의 지시대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
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추론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8)

‘오감도(烏監圖)’에 대한 다양한 추론에서 공유되고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
다. 첫째는 ‘조감도(鳥監圖)’라는 단어와의 관련성이고 둘째는 한자기호의 지시적 
의미이다. ‘조감도’와의 관련성은 두 단어가 형태상으로 유사하다는 점, 작가 이상
이 건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조감도’라는 단어가 익숙하였을 것이라
는 점, 1931년에 ‘조감도’라는 제목의 일문시를 이미 발표한 바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수의 동의를 받았다. 이때 두 단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자기호 ‘烏’의 
의미에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9)

실험조사에서 제목 ‘오감도(烏監圖)’의 의미와 관련하여 [C01-2] 학습 독자가 
최초에 작성한 감상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진술이 확인되었다.10)

시 제목 오감도시제1호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시의 내용도 무언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는 13명의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길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쓴 것인데, 처음에는 도로로 질주하고 있다고 하다
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략)

- <자료①－C01－2>에서 발췌

밑줄 친 해석진술에서 [C01-2] 학습 독자가 오감도(烏監圖)’라는 제목을 무의
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근거로는 시의 전체적인 구성이 특정

의해 어떠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조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명문당, 1989, pp.134-135.;김주현 ․ 최유희, 
「이상 문학의 원전 확정 및 주석 연구」, 『우리말글』vol.22, 우리말글학회, 2001, p.21.

8) 텍스트 이해에서 추론은 명시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근거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정
보를 파악해 내는 활동을 말한다. 이삼형, 「텍스트 이해와 추론」, 『텍스트언어학』
vol.7, 텍스트언어학회, 1999, p.316.

9) 이상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어령 이래, 문종혁, 이승훈과 같은 연구자들이 까마
귀와의 연관성 속에서 제목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현 ․ 최유희, 
앞의 글, 2001, pp.22-23.

10) 학습 독자에게는 「오감도시제1호」원문과 원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수정한 텍
스트를 함께 제공하였다. Ⅰ장 각주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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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시점에서 
[C01-2] 학습 독자에게 오감도시제1호는 ‘이랬다 저랬다’하는 말들의 나열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았다.

[C01-3] :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까마귀같은 걸 등장시켜서 
약간 분위기? 그런 걸 만드려고 한 거라고 생각해.

[C01-2] : 무서운 분위기?
[C01-3] : 응.
[C01-2] : ㉡근데 여기 까마귀가 어디 나와? (초점화-사실성 요구)
[C01-3] : ㉢제목 오감도에서 오자가 까마귀 오자야.

- <자료②-C01>에서 발췌

반면에 [C01-2] 학습 독자와 같은 모둠에 속해 있는 [C01-3] 학습 독자는 
‘오감도(烏監圖)’라는 제목에서 ‘烏’의 지시적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작품 전체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요소로 활용하였다. 상대적으로 한자기호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한 [C01-2] 학습 독자는 텍스트 문면에서 드러나는 지시적 의미
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어휘 지식의 비대칭으로 인해 두 학습 독
자의 반응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대방의 해석진술에서 추론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와 텍스트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C01-2] 학습 독자는 이 정보를 초점화하여 사실성 요구를 제기
하였다. [C01-3] 학습 독자는 상대방이 제기한 사실성 요구에 대해 ㉢과 같이 한
자 기호의 지시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학습 독자들이 추가적인 사실성 요구를 제기
하지 않았고, 이 정보는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은 이후 [C01-2] 학습 독자가 형성한 기존의 반응을 
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C01-2] 학습 독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해석진술로 표현하였다. 모둠 토의 
이후 [C01-2] 학습 독자가 제출한 해석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제목 오감도는 까마귀의 눈으로 본 풍경을 의미한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불
길한 느낌을 주는 새였는데, 이러한 까마귀가 아이들이 의미없이 질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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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서운 느낌을 준다. (후략)
- <자료⑤－C01-2>에서 발췌

㉣에서 [C01-2] 학습 독자가 소통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C01-2] 학습 독자는 새롭게 획득한 지시적 의미를 기존의 해
석진술에 단순히 덧붙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 전
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까마귀’라는 지시적 의미는 ‘불길한 느낌’이라는 상
징적 ․ 문화적 의미를 상기하게끔 하였고, 이는 다시 텍스트의 다른 부분과의 관련 
속에 ‘무서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소통을 통
해 지시적 의미를 공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서 이해의 조정은 지시적 의미 자체가 그 객관성을 어느 정도 인
정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텍스트 
문면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은 추후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기초를 형
성한다. 

나. 사실적 지식의 부가

사실적 지식은 시 교육의 내용으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실적 지식은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지식 일반을 폭넓게 지칭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1) 학습 독자들이 실제로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확인할 수 있
다. 개별 학습 독자의 관심사, 선행 학습 여부 등에 따라 각각의 학습 독자들이 보
유하고 있는 사실적 지식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에서 사실적 지식은 텍스트의 문면을 통해서는 채워
지지 않는 빈자리를 메우기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또, 시 텍스트가 생산되
고 수용되었던 사회 ․ 문화적인 맥락 속에 시 텍스트를 재배치하고 그 의미를 파
악하려는 시도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 텍스트와 관련된 

11)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은 크게 보아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정교한 논의
를 위해 그 가운데 특히 시의 속성과 관련된 이론적인 개념들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
다. 이들을 개념적 지식이라고 별도로 개념화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이때, 사실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실재 세계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식들을 강조하는 개념이 된다. 윤여탁 
외, 앞의 글, 2011,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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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지식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해석의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영변 약산’은 평안북도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고
유명사이다.「진달래꽃」의 연구사에서 이 시어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 해석진술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2) 이를 의미화의 과정에서 유용하
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적 지식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험조사에서 [D02] 모둠의 학습자들이 ‘영변 약산’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소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D02-2] : ㉤여기서 영변 약산은 김소월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친숙한……

[D02-1] : ㉥고향은 아닌 거 같은데. 고향이면 막 그립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아? 어디서 봤어? (초점화-사실성 요구)

[D02-3] : 내가 감상문 쓰면서 검색해봤는데, ㉦영변 약산은 그냥 진달래로 
유명한 곳이래. 북한 쪽에 있대. (부가적 지식의 제시)

[D02-4] : 고향은 아니고, 여기 보면  ㉧김소월 고향이 평북 정주라고 나와 
있는데, 평북도 북한이잖아. (부가적 지식의 제시)

[D02-2] : 아니아니, 그러니까, ㉨김소월 고향 옆에 어렸을 적에 알던 진달
래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진달래 꽃을 따다 뿌려준다는 거
지. (사실적 지식의 부가)

- <자료②-D02>에서 발췌

12) 예를 들어, 이숭원은 ‘영변 약산’이 봄철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명소라는 사실적 지식을 
활용하여, “봄날의 약산 진달래는 그 시대 그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
다운 공간”이었으며, “이 시의 화자는 자기 곁을 떠나는 님에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
상의 아름다움을 안겨 주고자 한 것”이라고 의미를 구성하였다. 고정희는 당대 민요와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에서 ‘약산동대’의 험준한 지형적 조건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을 뿌리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에서 실제 공간에 대한 사실적 지식은 타당성을 확보
하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이숭원, 『교과서 시 정본해설』, 휴먼앤북스, 2008, 
pp.17-22.;고정희, 「<영변가>와 <진달래꽃>의 상호텍스트적 양상과 의미」, 『한국시
가연구』vol.30, 한국시가학회, 2011,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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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진술에서 [D02-2] 학습 독자가 ‘영변 약산’의 의미를 ‘친숙함’으로 파
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영변 약산이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정
보이다.13) 이 정보는 작가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중요
한 요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적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02-1] 학습 독자는 영변 약산이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정보를 초
점화하여, 그 출처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어서 다른 학습 독자들 역시 ‘영변 약산’이 작가의 고향이라는 정보의 진위여부
를 의문시하였다. 의문의 근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실적 지식들이
다. 학습 독자들은 [D02-1] 학습 독자에게 사실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 ㉧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의문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정
보는 의사소통의 참여한 학습 독자 모두에게 일종의 부가적인 지식(additional 
knowledge)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14)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D02-2] 학습 독자가 이러한 부가적 지식의 일부를 활용
하여 ㉨과 같이 자신의 의미를 조정하였음이 드러난다. ‘영변 약산은 진달래꽃의 
명소이다.’라는 부가적 지식을 수용한 것이다. 최초에 제기된 정보의 불확실성이 
다른 독자들의 사실성 요구를 촉발하였고, 이 소통의 과정에서 ‘영변 약산’과 관련

13) 실제 김소월이 태어난 곳은 평북 구성이며, 본적은 평북 정주로 되어있어 [D02-2] 학
습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오세영,『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
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19.) 물론 ‘고향’이라는 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전문독자의 해석
진술에서도, 영변 약산을 김소월의 고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소월이 서도출신이며, 바로 어린 시절부터 체득된 서도성을 
시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도지역의 영변 약산은 소월에게 향토(고향)이
자 가장 아름다운 진달래를 꽃 피운 성스러운 산으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
올렸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진위판단은 일견 명확한 기준을 가지
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전영주, 「김소월 시의 서도성과 근대성」, 『우리문학연구』vol.33, 우리문학회, 2008, 
p.360.

14) 학습 독자에게 부가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해석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추론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적절한’ 배경지식이 학습자의 문학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
다는 고정희의 연구를 근거로 부가적 지식의 제공이 해석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 보
았다. 특히 본 연구는 학습 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일방
적 주입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국어교육』vol.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pp.178-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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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양한 부가적인 지식들이 제시되면서 재구성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의사소통 
전 후의 해석진술을 비교해 보았을 때, [D02-2] 학습 독자에게서 사실적 지식의 
부가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통한 사실적 지식의 부가는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기존의 이해를 재구성하게끔 유도하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적 지식의 부가는 동료 
학습 독자의 검토를 동반하는 부가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검토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고활동이 촉발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적 지식을 검증하고 부가
하는 과정에서 왜곡과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잘
못된 정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실적 지식의 부가는 자칫 
해석 활동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된 
사실적 지식은 항상 추가적인 검증에 열려있어야 하며, 검증 결과 오류로 확인되
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교정이 이어져야 한다. 

다. 부정확한 정보의 교정

해석진술에 포함된 정보들에 사실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되거나, 거짓은 아니지만 심각한 의미상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진다.

이육사의 「절정」에서 ‘채쭉’은 ‘채찍’의 함경도 방언으로, 일반적으로 시적 화
자에 가해지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된다. ‘채쭉’은 시적 화자가 
북방이라는 극한 공간으로 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적 화자의 상황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서 기능한다.

[B03-1] : 매운 계절의 채쭉의 의미가 뭐지?
[B03-2] : 채쭉이 뭐예요?
[B03-1] : ㉩채쭉? 철쭉 아니야? 
[B03-5] : ㉪철쭉이면 이게, 이게, 뭐야? 겨울에 피는 철쭉이라고? (초점화

-사실성 요구)
[B03-4] : ㉫철쭉이 아니고 채찍 아니야? 쫓겨 가고, 이거 무슨 어디 사투



- 55 -

린데.. (사실성 요구-부가적 지식의 제시)
[B03-1] : ㉬채찍? 아, 채찍으로 갈겨져서……. (이해의 조정)

- <자료②－B03>에서 발췌

인용문의 밑줄 친 ㉩에서 [B03-1] 학습 독자는 ‘채쭉’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철
쭉’으로 파악하고 있다. ‘채쭉’을 ‘철쭉’이라 본 것은 발음 및 형태상의 유사성에 근
거하여 유추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채쭉’을 ‘철쭉’이
라 이해하는 것은 ㉪와 ㉫에서 다른 학습 독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B03-5] 학습 독자는 의미 맥락에의 호응을 고려하
여 ‘채쭉=철쭉’이라는 진술에 대한 사실성의 요구를 제기하였고, [B03-4] 학습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사실성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B03-1] 학습 독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수용하여 자신의 
해석을 ㉬와 같이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 독자들의 해석진술에서 교정을 필요로 하는 오류는 빈번하게 확인된다. 해
석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은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숙고 없이 단편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의미를 파악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 독자의 횡적 소통에서 발생하
는 사실성의 요구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성의 요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정의 
과정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억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다시 시 해석 과
정에서 드러나는 학습 독자의 오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
근의 문학교육은 “작품 중심, 교사 중심, 해설 중심보다는 텍스트 중심, 학습자 중
심, 활동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방향을 취해 나가는 데 대략 합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의성보다는 다의성이, 지식보다는 창의성 신장이, 훈련보다는 유
희의 정신이 더 소중하다는 패러다임에 동의한 결과”15)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동의한다면, 다의성, 창의성, 유희를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오류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성의 요구는 이후에 이어지는 추론과 맥락 구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

15)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 『독서연구』vol.21, 한국독서학
회, 2009,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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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
류는 그 오류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창조적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학습 독자의 오류를 무조
건적으로 긍정해야한다고 선언하기에 앞서 오류의 교육적인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
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실성의 규준과 관련된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 및 조정의 양상을 살
펴보았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은 교사의 직접 교수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요약된 
정보의 형태로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정보를 학습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 
독자들을 수동적인 자리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흔히 하는 일은 문학 텍스트에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인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의욕을 빼앗는 일”16)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단기적인 효율이 아니라 학습 독자의 능력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할 때 이러한 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당성 요구에 근거한 개연성의 확보

학습 독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파악한 다양한 정보들을 맥락화하여 시 텍스트
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부분의 의미는 전체의 의미와 모순되는 바가 없어야 하
며, 추론에 근거한 주장들은 그러한 주장들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근거를 확보
하고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초점화될 
경우 정당성의 요구가 발생한다.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과정에서 모든 참
여자들은 자신이 구성한 의미 맥락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의미 맥락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16) S. H. Olsen ․ H. G. Widdowson, 최상규 역, 『문학의 이해』, 학연사, 1986, 
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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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 맥락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해석을 비교 ․ 대조하며 경합적인 구도를 형성한다. 경합
의 구도 속에서 학습 독자들은 타인의 의미 맥락을 파악하며 자신의 의미 맥락을 
점검한다. 그 결과로 의미 맥락의 재구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해석진술과 관련하여 정당성의 요구는 ‘당위’의 수준에 이르는 해석을 지향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당성의 요구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가지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 맥락이 갖추어야 할 내적 완결성을 확보하게끔 함
으로써 보다 ‘그럴듯한’ 해석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17) 

가. 의미 맥락의 경합적 구도 형성

최초에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 독자들은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근거로 ‘나
름대로’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출
발점이 된다. 각자 구성한 의미를 진술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은 최
초의 의미를 기준으로 다른 독자들이 구성한 의미를 검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을 확인한다. 의사소통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차이점이 부각되는 해석진술과의 경
합적인 구도가 형성된다. 

정전의 범주에 속하는 시 텍스트들 가운데에서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만큼 
논란이 되었던 시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절정」의 의미와 관련된 전문 독자들
의 노력은 이 구절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 표현이 가지는 다양
한 해석의 가능성은 “각 단어들이 갖는 일상적 의미와 관습적 상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파격적 연관관계가 설정되는데서 비롯된다.”18) 의미론적 연관이 희박한 
세 개의 시어들이 은유적 관계로 엮였을 때 발생하는 빈자리에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겨울, 강철, 무지개라는 시어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은 ～
로 된 ～가보다.’라는 문장 구조에서 실현되는 세 시어의 복잡한 관계가 이 표현의 
의미를 사실 관계의 조합으로 환원하려 하는 것을 저지한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의 다양한 해석 가운데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
는 것은 비극적 황홀19), 혹은 비극적 초월20)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17) 김정우, 앞의 글, 2002, pp.224-226.
18) 위의 글, p.217.
19) 김종길, 「한국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황홀」,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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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지사로 활동하였던 작가의 삶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보다 우월한 설득력을 가
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제시하는 
해석진술의 내용은 이 구절의 해석이 그렇게 자명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A01-2] : (전략) 그리고 4연에서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한 것
은 지금의 시련이 강철처럼 굳세고 단단하고 혹독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사
라지는 무지개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시련 
극복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01-3] :  ㉮전체적으로 제 방식대로 해석한 결과 제 생각에는 이 시는 능
동적이고 의지적이기보다는 약간의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
다. (중략) 근데 시적 화자가 눈감아서 생각했는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
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무지개는 금방 없어지는 건데 이건 강철로 된 
무지개잖아요. 그니까 강철로 이렇게 둘러싸여있다는 뜻은 그만큼 뭔가 없어지
기가 어렵고 극복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느껴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약
간 화자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A01-4] : (전략) 마지막 행에서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은 예전에 그런 

시련들로 인해 지금의 의지적인 우리 민족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자연의 섭리조차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A01-5] : ㉯저는 약간 극복 의지보다, [A01-2]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요, (중략) 철로 된 무지개 같은 거는 강철이랑 무지개랑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
요. 강철은 뭔가 손에 잡히는 단단한 것이라면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색깔도 많고 좀 더 다채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화자가 아마
도 지향하는 바인데, 그걸 계속 쫓아오다가 막상 엄청 극한 상황에 와서 보니
까, 정작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두운 강철이
라는 걸 느껴서 현실은 강철, 현실이 강철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 <자료②－A01>에서 발췌
20) 오세영, 앞의 책, 2004,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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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들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에 대한 일련의 해석진술을 순
서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해석진술과 그러한 해석진술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맥락을 분석하여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학습 독자 사이에서의 의미 해
석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는 표현을 접하고, [A01-2] 독자는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시련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렸다. 먼
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는 문장을 ‘겨울은 강철이다’와 ‘겨울은 무
지개이다’라는 두 개의 은유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살폈다. 시적 화자가 겪고 있
는 ‘시련’이 겨울이라면, ‘강철’과 ‘무지개’는 그 시련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
이다. 이때, ‘겨울은 강철이다’라는 은유는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시련의 고통스러
운 측면을 반영한다. 반면에 ‘겨울은 무지개다’라는 은유는 이러한 시련이 결국에
는 사라지고야 말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호 모순
적인 결합은 극심한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01-3] 학습 독자는 이에 대해 ㉮와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서 시적 화자
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인물로 보인다는 것
이다. [A01-3] 학습 독자 역시 겨울을 시련으로, 강철을 극심한 고통으로, 무지
개를 금방 사라질 존재로 각각 의미화하고 있다는 점은 [A01-2] 학습 독자와 유
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A01-3] 독자는 ‘～로 된 
～가보다.’라는 통사적 구조에 근거하여, 무지개는 무지개이되, ‘강철로 되어 있는 
무지개’를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금방 사라질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강철과도 같은 것이어서 없어지기도 어렵고 극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맥락의 형성으로 [A01-3] 학
습 독자는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동일한 표현의 의미를 [A01-2] 학습 독
자는 ‘강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무지개였다’라는 맥락으로 구성한 반면,  
[A01-3] 학습 독자는 ‘무지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강철이었다’라는 맥락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서로 상반되는 의미 맥락의 대립이 확인되었다. 밑줄 친 ㉮
의 ‘~기 보다는’이라는 표현에서 [A01-3] 학습 독자가 이러한 대립 구도를 의식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립의 구도가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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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러나 해석진술 사이에서 항상 경합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이어지는 [A01-4] 학습 독자의 해석진술에서는 경합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
다. [A01-4] 학습 독자는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첫 번째 해석진술에서는 ‘강철’을 ‘시련’으로, ‘무지개’를 ‘의지적인 민족의 모
습’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강철로 된 무지개’는 혹독한 시련이 있었기에 이를 통
해 의지적인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어 두 번째 해석진술에서
는 강철을 ‘일제’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자연의 섭리’의 상징으로 각각 파악하였
다. 여기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자연의 섭리조차 지배하는 일제의 절대적인 강고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진술은 한 사람이 내어 놓은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 적다. 더불어 이 진술들은 ‘～같기도 하고, ～같습니다.’라는 
추측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학습 독자가 아직 다양한 방향으로 텍스트의 의
미를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학
습 독자의 견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해석과의 경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A01-5] 학습 독자는 밑줄 친 ㉯에서처럼,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형성된 경합의 구도를 인식하고 그러한 구도 안에서 자신의 해석진술이 어디에 위
치하는지를 판단하여 보고 있다. 이 해석진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강철과 무지
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다. [A01-5] 학습 독자는 강철과 무지개의 차이를 중심
으로 각각의 시어를 의미화하고 있다. 강철은 손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인 것, 무지개는 손에 잡을 수 없다는 이상적인 것이라는 의미의 대립쌍을 설정하
고, ‘무지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강철이었다.’라는 맥락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A01-3] 학습 독자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이해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경합의 구도를 
형성한 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러한 과정에서 정당성 요구는 입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인용한 해석진술들은 크게 보아 ‘극복의 의지를 보여준다 / 극한 상황에서의 절망
을 보여준다.’와 같은 두 가지 의미 맥락의 대립을 보이는 것이었지만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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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이상의 의미 구성이 경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경합의 구도 하에서, 의사
소통의 참여자들은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석진술을 보다 분석적으
로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에 비추어 자신의 해석진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의미 맥락의 재구성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의미 맥락의 재구성

학습 독자들이 다른 해석진술과 경합의 구도 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 해
석진술의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 기존의 해석진술과 차이를 보이는 해석진술
의 인식은 해석진술에 있어 일종의 맥락적 효과를 발생시킨다.21) 해석진술에서의 
맥락적 효과란 새로운 해석진술과 기존의 해석진술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 맥
락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22) 

실제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성의 요구에 근거한 맥락의 증진은 
새로운 의미 맥락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거나 기존의 의미 맥락을 보완하고 수정하
는 양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의미 맥락의 전면적 수용은 
의미 맥락의 차이가 전경화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의미 맥락이 자
신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때, 학습 독자들은 상대방의 의미 맥락으로 강하게 견인되는 모습을 보인다. 

「오감도시제1호」에서 ‘13人의兒孩’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김주현 ․ 최유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연구사에서 
13인의 아해의 의미는 총 17가지로 대별되는데23), 의미의 차이가 커서 상호 간의 
공통 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시구의 의미가 이토록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었
던 까닭은 이 시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모호성 때문이다. 독자들은 텍스트의 모호

21) 맥락적 효과란 스퍼버와 윌슨이 제안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의 세
계표상을 개선해가는 과정에서의 언술의 기능”을 가리킨다. D. Sperber ․ D. Wilson, 앞의 
책, 1993, p.363.

22) 경합적 구도를 형성한 해석진술이 모두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맥락적 효과
는 맥락의 변화에서 ‘증진’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관찰되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스
퍼버와 윌슨은 맥락적 효과에 속하지 않는 변화로 ‘구정보의 단순한 복제인 신정보의 첨
가’와 ‘구정보와 전혀 관련없는 신정보의 첨가’를 들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정보와 구정
보 사이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맥락의 ‘증진’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의 책, 
p.152.

23) 김주현 ․ 최유희, 앞의 글, 2001,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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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빈자리를 다양한 추론으로 맥락화하여 의미를 구성하려 
한다. 학습 독자들이 제출한 최초의 해석진술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해석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숫자이므로, 아이들이 무섭다고 말하며 달려가는 
이 시의 상황과 잘 어울린다. 

- <자료①－C05-1>에서 발췌

여러가지 숫자 중에서도 4나 13 같은 숫자들은 왠지 무섭게 느껴진다. 
- <자료①－C05-3>에서 발췌 

13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 <자료①－C05-5>에서 발췌

이처럼 학습 독자들은 대체로 ‘13인의 아해’에서 13의 의미를 ‘무서움’으로 이해
하고 시적 상황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의미 맥락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섭다’는 말과, 숫자 13의 사회 ․ 문
화적인 의미 등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근거를 토대로 
보았을 때, 13의 의미를 공포 혹은 무서운 분위기의 형성 등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모둠의 한 학습 독자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 맥락을 구성하
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무서움과 연결하는 해석은 타
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런데 13인의 아해에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가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보면 13인의 아해는 똑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서운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 때문에 다른 편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이다. 2연과 3연에서도 이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연
에서 둘째줄부터, 계속 ‘도’가 반복되다가 제11의 아해에서부터는 연이 바뀌고 
‘도’가 아닌 ‘가’가 나온다. 따라서 1의 아해에서 10의 아해까지가 한 편이고, 
11의 아해부터 13의 아해까지가 한 편이다. (하략)

- <자료①－C05-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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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C04-4] 학습 독자는 다른 학습 독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지점에 주목하

고 있다. 핵심적인 주장은 ㉱에서 확인된다. 13인의 아해들을 동일한 성격의 집단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와 ㉲를 들었다. 먼저 “13인의아해는무

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라는 텍스트의 문면이 이들을 하나

의 집단으로 볼 수 없게 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 혹은

무서워하는 아해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거는 형식적 요소의 의미화

과정과 관련된다.24) 13인의 아해가 모두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라면 굳이 2연과

3연에서 연 구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연과 3연에서 조사 ‘가’와 ‘도’

가 바뀌어 사용되는 것까지 함께 살피면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더욱 높아진다.

2연 1행의 문장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사용된다. 2연 2행부터 10행까지는 ‘또한’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 ‘도’가 반복된다. 그런데, 연 구분 이후 3연 1행에서는 다시

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3연 3행까지는 다시 ‘도’가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학습 독

자들의 의사소통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C05-1] : 자 그럼, 13인의 아해는 누구일까? 
[C05-2] : 13인의 아해는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고 이런건 아니지. 그냥 쫌 

무서운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C05-5] : 무섭고 불길한 느낌. 
[C05-2] : 맞아. 
[C05-4] : 근데 나는 여기서 얘네들을 하나로 보면 안 될 거 같아. (정당성

요구)
[C05-3] : 어떻게?
[C05-4] : 그러니까, 얘네들을 열명 세명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할 거 같아.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중간에 연이 이렇게 나뉘잖아. 얘네
가 같은 애들이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나눠놓고 또 여기 계속 도, 도, 도 
그러다가 여기는 다시 가라고 나오고. (근거의 제시)

[C05-2] : 어디 어디? 
[C05-3] : 그러네.

24) 휴지, 리듬, 연 구분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시행 분절의 문제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각 부분과 기호들이 형식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의미론
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 김정우, 「시 형식의 의미에 대한 시교육적 고찰」, 『문학교육
학』vol.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pp.232-2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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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6] : 왜 나눴지?
[C05-4] : 그러니까, 어디지? 여기 보면 무서운 아이랑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 거 같아.
[C05-6] : 그럼 열 명은 무서운 아이고 세 명은 무서워하는 아이고 이렇게? 
[C05-4] : 응 그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똑같이 

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C05-2] : 근데 그럼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이건 어떻

게 해? (정당성 요구)
[C05-4] : 아 그건….

- <자료②-C05>에서 발췌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C05] 모둠의 학습 독자들은 모둠 활동 도입부에 각자가 
작성해 온 해석진술을 공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용한 부분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대화이다. 학습지에 제시된 발문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석진술의 특정한 지점이 초점화되고 이에 대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13인의 아해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2, 3연에서 연의 구분과 조사의 변화는 그동
안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해석 요소이다.25) 이 부분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
힌 것은 검토한 범주 내에서는 최미숙(2006)의 논의가 유일하다.26) 하지만 이 연
구에서 이루어진 해석은 중 ․ 고등학교 학습 독자 수준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

25) 「오감도시제1호」와 관련된 연구에서 조사의 표기와 관련된 오류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승훈(2000)에서는 「오감도시제1호」
의 전문에서 2연과 3연에서 사용된 모든 조사를 ‘가’로 옮기는 오류가 발견된다. 비교적 
최근에 행해진 연구인 이승훈(2008)에서도 이러한 오류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심지어 2
연과 3연을 붙여 표기하는 오류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본의 표기를 꼼꼼히 살피
지 못한 연구에서 해당 부분의 의미 해석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원본의 확정 문제를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교과서에서도 표기상의 오류가 빈번하게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오세영 외(미래앤)에서는 3연의 첫 행을 ‘제11의아해도무섭다고그
리오’라고 옮기고 있어 원문의 표기와 다르다.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 2연과 3연의 경계에
서 페이지를 구분하여 자칫 2연과 3연을 이어진 것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오류
는 각 행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단순히 ‘반복’되는 것으로 짐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 이승훈, 「오감도시제1호」, 장영우 외 편, 『대표 시 대표 평론』, 실천문학사, 
2000, pp.104-109.;이승훈, 「이상의 「오감도 시제1호」」, 『시와 세계』vol.24, 시와 
세계, 2008.

26) 최미숙, 「이상 시의 심미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vol.119, 한국어교육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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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수준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13인의 아해 사이에 
일종의 이항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것이 텍스
트의 전체 구조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
우 높은 수준의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C05-4] 학습 독자 역시 전체적인 의미 맥락까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문제의식
을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인용한 부분의 마지막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C05-4] 학습 독자는 4연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정당
성 요구에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텍스트의 문면을 근거로 다른 독
자들이 고려하지 못한 지점들을 재조명하여 이를 근거로 의미 맥락을 구성하였으
며 이러한 의미 맥락이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을 근거로 뒷받침되었기에 다른 해석
진술에 비해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는 
해당 모둠의 발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교사 : 모둠 토의 정리한 걸 보면, “여기서 13인의 아해들은 똑같은 아이들로 
볼 수 없고,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 했는지 이유를 
말해줄래요?

[C05-2] : 저희도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13인의 아해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둠별로 얘기할 때, [C04-4]가 얘네 그러니까 이 아해
들을 다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되지 않냐고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당성 요구)
[C05-2] : 그러니까, 연이 띄어져 있고, 또 여기서 계속 도 도 도 이렇게 나

가다가 열 번째에서 다시 가 라고 나오는데 
교사 : 조사가?
[C05-2] : 네. 조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는 거 같았거든요. 

27) 최미숙의 논의에서 연의 구분과 조사의 변화는 모두 “10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이 있
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진법의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수를 드
러내기 위한 의도, 다시 말하면 13이 10을 넘어서는 ‘다수’임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10은 일종의 한계이자 경계이며, 
이를 넘어섰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지각의 범주 바깥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결과
적으로 13인의 아해는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주체성이 불투명한, 다수의 알 수 없는 존
재’라는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시적 표현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글,  
pp.58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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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C05-2] :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서….(웃음)

- <자료④－C05>에서 발췌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둠 활동 결과에서 [C05-4] 학습 독자가 구
성한 의미 구성의 맥락이 모둠 구성원들에게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C05-4] 학습 독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모둠 구성원들 중 누구도 그 
의미를 시 텍스트의 전체 의미와 관련지어 맥락화하지 못하였으며, 모둠 토의 결
과를 학급 단위에서 공유할 때에도 부분적인 해석진술에만 머무를 뿐 그 이상의 
발전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텍스트 문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고 하여도 텍스트 전체의 의
미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학습 독
자들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 일부를 맥락 속에 포함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하지만 
학습 독자들이 구성한 이러한 의미 맥락은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수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내
용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확인되면 학습 독자는 자신과 다른 학습 독자가 구성한 
의미 맥락의 정당성을 재검토하여 근거를 보완하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을 수
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육사의 「절정」에 대한 해석에서 논쟁이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시적 화자
가 어째서 북방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시련과 고난이 극심해질수록 
오히려 그 중심으로 파고드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과, 갈수
록 심해지는 시련과 고난에 못 이겨 쫓겨 간 것이라는 설명이 대표적인 경합의 구
도를 형성한다. [B01-2] 학습 독자는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최초
에 작성한 감상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매운 계절의 채쭉’에서 매운은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는 뜻이고 조선에 찾아
온 일제를 계절에 비유하였고, 채쭉은 함경도의 사투리이다. 즉, 이 말은 일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츰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는 드디어 북경에서 자신
이 선택한 저항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순간이 되었음을 말한다. 

-<자료①-B01-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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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텍스트의 문면적 의미나, 사실적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도입부를 
거쳐, 추론을 통해 구성한 의미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B01-2] 학습 독자는 이 
부분의 의미를 시적 화자의 극복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이해하였음이 밑줄 친 부
분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이 자체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의사소통의 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B01-1] : 그러면 여기서 시적 화자는 왜 북방으로 왔을까? 추운데도 불구
하고, 

[B01-2] : 시련과 역경에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접 맞서 싸우기 
위해서 북방으로 간거 같아. 

[B01-7] : 근데 나는, 화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채찍을 갈겨서, 북방으로 휩
쓸려 온 거 같아.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환경에 자기가 굴복한 
셈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초점화-정당성 요구)

[B01-4] : 나도 [B01-7]이랑 생각이 같은데, 여기서 휩쓸려 왔다고 했잖
아. 그러면 이게 (수동적이지 수동적) 자기가 주체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어
쩔 수 없이 끌려온 거 같이 밀려온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경합적 구도 
형성-정당성 요구)

[B01-3] : 나도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때 
왜 우리 민족들이 북으로 일제가 시키는 무기 만들러 끌려갔잖아. 그런 거랑 매
치해서 그래서 일본이 억지로 노동시키려고 끌고 간 그 사건이 떠올라서 그래서 
나도 억지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 (경합적 구도 형성-부가적 지식)

－ ＜자료③－B01＞에서 발췌

모둠 토의 과정에서 [B01-2] 학습 독자는 시적 화자가 시련과 역경을 맞이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라며 시적 화자의 의지적인 측
면을 강조하는 해석진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구성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이러한 진술에 정당성의 요구를 제기하여 경합적인 구도가 형성되었다. 먼저 
[B01-7] 학습 독자는 “채쭉에 갈겨”, “휩쓸려 오다”라는 문면을 근거로 보았을 때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굴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B01-4] 학습 독자는 이러한 지적에 동의를 표하면서 시적 화자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를 묻고 있다. [B01-3] 역시 일제의 강제 
징용이라는 사실적 지식을 근거로 일제에 굴복하여 끌려간 것이라는 해석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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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럴듯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B01-2] 학습 독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 문제
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화제가 다른 내용으로 옮겨가서 즉각적
인 조정의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 작성한 해석진술에서 이 의
사소통의 과정이 학습 독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방은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 추운 곳으로, 시적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더 심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휩쓸려왔다고 한 것은 화자가 북방에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외부의 강제력으로 인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마침내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시적화자는 오랜 시간 시련에 저항하고 버
텼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자료⑤-B01-2>에서 발췌

학급단위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끝난 뒤 제출한 자료⑤에서 [B01-2] 학습 독
자의 해석진술이 위와 같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의 해석진술과는 
달리 ‘북방’으로의 이동을 부정적 상황의 심화로 파악하였으며, 외부의 강제력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다른 학습 독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최초에 구성하였던 의미 맥락이 재구성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적 화자가 오랜 
시간 시련에 저항하고 버텼었다는 내용을 맥락 속에 배치한 것에서 기존 이해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해석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진술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진실성 요구에 근거한 해석 관점의 전환

해석진술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해석자의 고유한 해석 관점이 초점화되었
을 때 진실성의 요구가 발생한다. 타인의 해석 관점에 대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은 먼저 그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들은 단순히 그것의 실
체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 공동체에서 그러한 관점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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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타인의 관점에 근거한 해석진술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학습 독자는 비로소 혼자서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다른 
관점에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학습 독자의 관점이 이전에 비해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관점에 거부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함으
로써 자신의 관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가. 해석 관점의 확장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관점에 대한 공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타인의 관점에 
근거한 의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관점에 근거한 해석과는 ‘다른’ 관
점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관점 형성의 근거와 내적 관계를 상상하고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육사의 「절정」에서 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
다. 독자들은 「절정」의 시적 화자가 견디기 힘든 시련에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매운 계절의 채쭉’, ‘갈겨’, ‘지쳐’, ‘서리빨 칼날진’, ‘강철’ 등의 
많은 시어들이 이러한 이해의 근거로 활용된다. 

차이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
하여 발생한다. 극한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지, 혹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대면하여 절망적인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B04] 모둠의 의사소통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의 해석진술이 
확인된다. 

[B04-1] :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04]조입니다. 자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B04-2] 친구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B04-2] : 어 저는, ㉳이 시를 의지적인 태도가 아니고 절망적인 태도로 봤
는데 그 이유는 그 일단 휩쓸려오다 라던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런 내용이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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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복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별로 의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끝에 
무지갠가 보다라는 게 강철로 된 무지개는 색깔이 없으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 그리고 의지적인 태도가 없다
고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이 시를 의지적으로 해석하는 결정적인 근거중 하나
가 4연에 있는 무지개라는 게 희망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근데 4연에 나온 그 
단어 하나로 시 전체를 의지적이다 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B04-4] : ㉴아 저도 [B04-2] 친구랑 똑같은데요. 마침내는 여기서 화자가 
처음에는 저항의지가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 고난과 역경에 이기지 못해서 마침
내 고난의 끝으로 몰린 상황인데, (하략)

- <자료②-B04> 에서 발췌

밑줄 친 ㉳에서 [B04-2] 학습 독자가 ‘의지적인 태도’라는 해석진술을 의식하
고 있음이 드러난다. 모둠 내 의사소통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부연 설명도 없이 다른 해석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절정」의 시적 화
자가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학습 독자들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
져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절정」의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시인의 
극한적 위기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
류”28)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시인의 삶과 관련되어 높은 수준의 설득력을 인정
받는 해석으로 교육의 장에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 학습 독자들은 다양한 시 텍스트들을 다양한 경로로 섭렵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텍스트에 대한 선이해를 형성한다. 선이해가 형성되어 있을 경
우,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이에 근거한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다. 그
러나 [B04-2] 학습 독자는 텍스트의 문면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근거로 「절정」
에 대한 ‘보편적’ 해석진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휩쓸려오다’에서 상황
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화자의 모습을, ‘무릎을 꿇어야하나’에서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연약한 화자의 심정을 각각 읽어낼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의지적인 태도’보다는 ‘절망적인 태도’가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 고영자, 「이육사 시정신 고찰 - 『청포도』, 『절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
구』vol.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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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습 독자들도 ㉴와 같이 이러한 해석진술에 동의를 표하며 비판적인 해석
을 공유하였다. 결국 시적 화자는 처음에 저항의지를 가졌었지만, 결국 고난과 역
경에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야 만다는 해석진술이 이 모둠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
게 되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모둠 내 다수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는 [B04-7] 학습 독자의 해석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B04-7] : (전략) 그리고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가 나는 과거 회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
면 4연에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가 이게 과거를 회상한 거를 나타낸 거 
같아. ㉵왜 진짜 힘들고 그럴 때보다 그런 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눈 감고 막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무슨 일이든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무
슨 눈감고 이럴 수도 없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눈 감으면 그때 생각나고 그
러지 않아? 그래서 이 시는 긍정적이야.

[B04-2] : 그래서 이게 니 말대로, ㉶이게 과거를 회상한 거면, 지금은 그러
니까, 겨울이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옛날에 있었던 시련이나 고난 그런 거를 떠
올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전에 [B04-3]이 얘기한 것처럼 겨울은 이미 
끝나버린 거고, 강철로 된 무지개도 곧 사라진다라는 얘기랑도 연결될 수 있겠다.

여기서 [B04-7] 학습 독자는 시적 화자가 ‘눈 감아 생각’하는 것이 시적 화자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와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을 때 눈을 감는 것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시련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눈을 감고 지나간 일을 떠올린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
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절정」에서 3연과 4연의 상황은 연속된 것
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극을 두고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말하는 시련의 상황 역시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B04-7] 학습 독자는 자신의 과거 체험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는 다른 해석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4연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이 다른 연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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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이러한 해석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B04-7] 학습 독자는 자신의 해석이 다른 학습 독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B04-7] 학습 독자가 자신의 해석진술을 제시하는 방식은 눈길을 끈다. 질문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B04-7] 학습 독자가 의도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저마다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
점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밑줄 친 ㉶의 내용을 통해 [B04-2] 학습 독자가 이러한 해석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B04-2] 학습 독자는 제시된 해석진술을 
근거로 가상적 주체 맥락을 형성하고 이를 매개로 [B04-7] 학습 독자의 관점에
서 텍스트를 수용하고 있다.29) 처음에 [B04-2] 학습 독자가 [B04-7] 학습 독자
와는 다른 관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공감
이 가능하였던 것은 앞선 [B04-7] 학습 독자의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체험의 
공유가 관점의 동일시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매개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를 바탕으로 [B04-7] 학습 독자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과
의 관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시된 다른 학습독자들의 해석진술과 비교하
여 봄으로써 새롭게 받아들인 해석 관점을 기존 해석과의 관계망 속에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해석 관점의 심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제나 이해가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미 구성
의 과정에서 주관세계의 요소가 개입하기 쉬운 시 텍스트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해석진술에서 공유할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
으로 이는 상호이해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29) 이재기는 맥락을 “텍스트 생산 ․ 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로 규정하
고, 이를 다시 상황 맥락, 주체 맥락, 형식 맥락, 양식 맥락으로 세분화하였다. 조희정은 
표현의 측면에서 이러한 맥락 개념을 활용하여 가상 맥락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을 제안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용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가상 맥락의 활용이 유의미할 수 있
을 것이라 보았다.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vol.34,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조희정, 「가상 맥락을 도입한 글쓰기 교육 연구」, 『국
어교육학연구』vol.30, 국어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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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할 수 없는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타인
의 의견에 비추어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더불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이 그것에 동의할 수 없
는 이유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시 텍스트를 ‘통
한’ 상호이해의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진달래꽃」의 의미 해석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 작품을 시적 화자
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시인은 현실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이별의 형식을 설정함으로써 이별의 정한을 극복해내는 적극성을 보여 준다
.”30)는 해석은「진달래꽃」의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 관점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에도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다짐을 통하여 
소위 ‘한’의 감정을 승화시키려는 시적 화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의 장에도 널리 수용되어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들의 
자동화된 반응을 유발한다. [D04] 모둠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이 시를 ‘이별의 순
간에 느끼는 정한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과정에
서 ‘시적 화자가 꽃을 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보는 학습 독자의 해석진술이 확인되었다. 

[D04-1] : 화자는 어떤 마음으로 가실 길에 꽃을 뿌리려 하는가?
[D04-5] : 그냥 뭐, 잘 살아라?
[D04-3] : 근데근데, 헤어지는 사람한테 잘 살아라 그게 돼? 
[D04-6] : 뭐 그럴 수도 있지 역겨워서 가겠다는데 어쩔 거야. (웃음)
[D04-3] : ㉷그래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헤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쿨하게 

보내는 게 좀, 나는 진짜 슬플 거 같은데, 언제 꽃까지 따와서 뿌리겠다고…….
[D04-5] : 쿨한 게 아니고 ㉸보통 진달래꽃 하면 이별의 정한이라고 그러잖

아. 근데 한이라는 게 이렇게 막 속으로 담고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내놓고 표
현하는 게 아니니까 속으로는 니가 말한 대로 막 슬프고 그래도? 겉으로는 이
렇게 하는 거지.

- <자료②－D04>에서 발췌

30) 김종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전통의 세 요소」, 『한국현대시와 서정성』, 보고사, 
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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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자료에서 중심 화제는 꽃을 뿌리는 화자의 심정이다. [D04-5] 학습 독
자는 꽃을 뿌리는 행위를 이별의 순간에서 떠나가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D04-3] 학습 독자는 밑줄 친 ㉷와 같이 의문을 제
기한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자연
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시적 화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였을 때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을 근거로 하고 있다.31)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
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 상실의 슬픔을 외면하고 떠나려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D04-5] 학습 독자에게는 영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여기서의 축
복이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꽃을 뿌리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고로운 행위를 이별의 순간에 버림받는 당사자가 감당한다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해석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진달래꽃」을 보편적인 의미 맥락의 
범주 안에서 이해한 다른 학습 독자들이 ㉸와 같이 저마다의 근거를 들어 
[D04-3] 학습 독자의 문제제기를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
히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D04-3] 학습 독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견한 관점의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대다수 구성
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방식으로「진달래꽃」의 의미를 구성하려 하였다. 수업이 
종료된 후 마지막으로 제시된 해석진술에서 [D04-3] 학습 독자가 모둠의 의견을 
의식하면서도 모둠의 의견과는 다른 관점에서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둠 토의에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를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주기 때문에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면 이렇게 담담할 수 없을 것이
다. 이 점에서 나는 이 시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별하였
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중략) 화자는 영변
의 약산에서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보며 슬픔을 달랜다. 즉, 나를 위로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진달래 꽃이다. 그러한 진달래꽃을 임이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는 

31) 넓은 의미에서 투사란, 주체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무엇(생각, 감정, 표상, 소망 등)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 외부 세계(혹은 타인)로 옮겨서는 외부 세계(혹은 타인) 안에 존재
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심리적 작용으로 정의된다. 조희정, 앞의 글, 2009, 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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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것이 화자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이별의 상처를 모두 극복하였으며,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 <자료⑤－D04-3> 에서 발췌

㉺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별의 상황에서 상처를 받은 화자가 찾는 것은 자신
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발상이 해석의 핵심이 된다. 시적 화자는 예정
된 이별의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그때, 영변 약산의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보
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꽃을 뿌리는 의미도 ㉻와 같
이 달라질 수 있다. 진달래꽃을 길에 뿌려 짓밟히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 즉 치유와 위로의 과정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때 나를 사랑하였지만 지금은 나를 떠나려 하는 님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는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은 ‘님’과 ‘진달래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
게 된 시적 화자의 의식(儀式)과도 같은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시적 화자
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들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D04-3] 학습 독자는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
점을 강화하는 조정의 방향을 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것
은 이별의 상황에 처한 시적 화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였을 때 자신의 내면에
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D04-3] 학습 독자에게, 이별의 순간에 그의 앞길
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고 감싸 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본다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에 그를 
담담히 보내면서 앞날을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D04-3] 학습 독자는 이러한 자신의 관점을 심화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시 텍스트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주관적 읽기의 양
상을 타당성 요구의 유형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조정의 결과를 살펴 범주화하였
다. 학습 독자들이 상대방의 해석진술에서 자신의 것과 ‘다른 이해’를 확인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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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석진술의 어떤 세계연관을 초점화하느냐에 따라, 사실성의 요구, 정당성의 요
구, 진실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
들은 자신의 이해를 반성하고 조정하였으며, 조정의 결과를 다시 해석진술로 드러
내어 공유하였다. 

조정의 결과는 상호 인지환경의 정립, 개연성의 확보, 해석 관점의 전환이라는 
각기 다른 상호이해의 구성 조건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호이해의 구
성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해석 공동체 내에서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상호주관
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의 구성적 성격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여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다듬어 갈 수 있게 되었다. 

3. 상호이해의 형성과 정서 체험의 공유

타당성 요구를 중심으로 한 상호이해는 주로 인지적 사고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다. 여기서 인지적 사고는 단지 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 이전과는 다른 정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그러한 정서 체험을 다
른 학습 독자들과 공유하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넓은 의미에서 정서 체험은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된다.32)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정서 체험에 작용하는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상에 대한 인식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평가의 가치기준’이다. 이 
두 가지 변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정서 체험의 양상이 달라
지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호이해의 과정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대상에 대한 인식 내용’은 
사실성 및 정당성의 요구와 관련된다. 학습 독자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
정에서 시 텍스트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그럴듯하게’ 
파악할 수 있다. ‘평가의 가치기준’은 진실성의 요구와 관련된다. 학습 독자는 진실
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가치기준에 대한 보다 깊은 수
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32) 민재원, 「시 읽기 교육에서 정서 체험의 구조와 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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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해의 조정이 정서 체험의 두 가지 변인들과 관련되어 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학습 독자의 정서 체험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이해의 조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
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이해를 형
성한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독자들은 정서 체험
을 가능하게 하는 변인의 변화를 많은 부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감의 
여지는 소통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진다. 

시 텍스트 읽기에서 정서 체험의 대상은 ‘시 텍스트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
의 상황’이다. 상호주관적 시 읽기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의 의미에 대
한 공동의 모색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유한 뒤,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적 반응을 형성하였다. 여기서는 학습 독자들이 보이는 공감
의 양상을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명’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으로 나누어 살
폈다. 

(1)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명

상호이해의 과정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시적 상황을 공유한 학습 독자들은 
시적 상황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적 반응을 형성한다. 이때, 각자 형성한 평가
적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경우를 가리켜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명이라고 분류하였다. 

대상에 대한 정서적 공명 역시 내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석진술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 정서적 공명은 자
신과 타인의 정서 체험에 대한 인식과, 둘 사이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의 발견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마지막에 수합한 자료⑤의 해석진술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확인을 위해 학습 독자의 감상문 
전문을 인용하였다.

<A> :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육사는 일제 시대의 저항 시인
이다. 이육사는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마침내 감옥 안에서 죽음
을 맞이하였다. ‘절정’이라는 시 역시 이육사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의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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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B> : 그런데 수업시간에 ‘절정’이라는 시를 다시 읽으며, 그러한 생각이 달
라졌다. 시련과 고난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만 무릎을 
꿇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육사는 
1연에서 스스로 시련에 맞서기 위해 북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휩
쓸려 왔다고 말했다. 매운 계절의 채찍, 서릿발 칼날진 고원 등 혹독한 환경에 
대한 표현은 계속해서 보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3연에서는 차라리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무릎을 꿇을 곳이 없어서 꿇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C> : 이렇게 보자 이육사가 전보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따
라서 이 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힘쓰는 위인이 아니
라 어쩔 수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당장의 
고통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죽을 것같이 힘들고 괴
로울 때 아름답고 행복하면서도 비현실적인 환상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러
한 환상적인 무지개조차 곧 강철로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의지보다
는 절망의 절정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 <자료⑤－A02-1> 전문33)

이 감상문은 소통의 과정 전후에 자신의 이해가 변화하게 된 과정을 비교적 상
세하게 밝히고 있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A>는 시 텍스트와 관련된 
자신의 선이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는 작가의 삶에 대한 정보
를 근거로 하여 자신이 처음에 「절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의 [A02-1] 학습 독자의 이해는 「절정」의 의미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에 
유사한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순간 [A02-1] 학습 독자는 기존의 이해가 수업시간에 시 텍스트
를 다시 읽으면서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B> 단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자신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견해를 반박하는 근거들로 채워져 있다. 절망의 상황을 
묘사하는 시어들에 비해,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것

33) 학습 독자가 작성한 글에는 문단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 A, B, C의 구분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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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박의 핵심이다. 
이러한 근거들은 의사소통 이전에 작성한 [A02-1] 학습 독자의 자료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B>부분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최초 반응 이
후에 새롭게 확보하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맥락화한 것이다. 수업에서 자신이 직접
적으로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정보들
이 이 조정의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때, <B>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근
거들이 [A02-1] 학습 독자가 자신의 이해를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었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이어지는 <C>의 서두에서 [A02-1] 학습 독자는 이해를 조정한 후에 작가를 
이전보다 훨씬 친근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막연하
게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여겼을 때 생겨난 정서적 거리감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다. 

이 친근함의 정서가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고, ‘우리’의 것이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 체험이 모둠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둠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소통을 통
해 개별 학습 독자들의 이해가 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적 화자의 인간적인 
측면에 교감하는 정서적 반응이 공유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A02-1] 학습 독
자는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의 조정을 활용하여 모둠 내에 속한 다른 학습 독자들
과 대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평가적 반응 역시 다른 사람
들과 유사한 형태로 체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

대상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형성되었더라도, 최종적인 평가적 반
응은 학습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친 학습 독자들은 
자기와는 다른 평가적 반응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근거와 내
적 연관을 살펴 타인의 해석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를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라고 분류하였다. 

공감적 관심의 양상 역시 해석진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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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체험에 대한 인식과, 둘 사이의 차이 및 이질성의 
발견을 조건으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감적 관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내적 연관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
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임을 받아들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진달래꽃」에 대한 아래의 감상문을 통해 이러한 양상의 한 단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D> :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독특한 이별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역겹다고 말하며 떠나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이 떠나려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별 할 때
에는 눈물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저 떠나는 앞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뿐이다. 

<E> :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 들었는데 지난 수업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정말 사랑했기 때
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내줬을 때, 
자기가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
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싶은 사람이
라면, 아무 말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F> :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 같은 것이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내게는 
이 시가 이래도 정말 갈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나에게는 헤어지고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다. 그래서 가려고 하
는 길바닥에 꽃을 뿌렸는데도, 떠나는 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도 정
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
이 더 아름다운 것일 수 있고, 잡는 것이 구차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클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시의 화자가 대단해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불쌍해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자
기가 원하는 사랑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축복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 <자료⑤－D04-2> 전문34)

34) 이 자료 역시 학습 독자가 작성한 글에는 문단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 D, E, F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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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서 [D04-2] 학습 독자는 「진달래꽃」에서 묘사되고 있는 시적 상황을 
‘독특한’ 이별의 상황으로 묘사한다. 이 학습 독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것만 해도 이상한 일인데, 심지어 그가 가려는 길 앞에 꽃까지 뿌
린다. 이러한 행동에 감추어진 시적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텍스트의 문면만에
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E>에서 [D04-2] 학습 독자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이렇게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음을 고백한다. 최초의 반응을 형성하는 순간에 
[D04-2]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가 형상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다른 학습 독자와의 소통은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하였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다. 그것이 설령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진
정한 사랑이다. 이처럼 [D04-2] 학습 독자는 다른 독자들이 제기한 ‘진정한 사랑’
의 가치기준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적 화자의 행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곧 공감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다. [D04-2] 학습 독
자에게 이별은 여전히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F>에
서 대부분의 진술은 시적 화자와 동일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놓아보았을 때 자신
에게서 일어날 거라 예상되는 반응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선 이해
의 내용과 상당한 거리를 둔다. 

감상문의 마무리 단계에서 [D04-2] 학습 독자는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가 
“대단해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불쌍해 보이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시적 
화자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정 혹은 연민의 정서는 
“타인의 정서 상태나 조건의 이해를 기초로 한 대리적 정서 반응”으로 공감적 관
심의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35) 이런 연민의 정서가 단지 시적 화자에
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적 화자의 상태나 조건을 이해하고 이에 깊이 공감한 
다른 학습 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평가적 반응은 유효할 수 있다.

분은 앞선 기호의 연속선상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나눈 것이다. 
35) 신경일, 앞의 글, 199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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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의 조정을 통해 시적 상황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이해하였음에도 평가적 반응은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공감이란 타인의 생
각이나 상황,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확
인해 둘 필요가 있다. 동일한 평가적 반응까지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공감적 관심
의 개념은 이처럼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켜가기에 유효한 것으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상호주관적 읽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체험의 공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조사는 본래 학습 독자들의 타당성 요구와 이에 따른 
이해의 조정 양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들의 정서 체험 양상을 파악하는 과정에는 상당부분을 
추론에 의지하여 서술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서 체험이라는 내적 현상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정서 체험의 
형성, 변화 및 공유의 과정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본 실험조사에서 
사용한 자유로운 감상문의 형식이 아니라, 정서 체험의 대상 및 가치기준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된 다른 형식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한계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제언은 Ⅳ장에서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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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의 설계

1.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의 목표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은 학습 독자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활용하
여 학습 독자들의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이다. 이 활동은 어느 하나의 시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시 텍스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읽기 능력의 계
발을 목표로 한다.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은 문학교육의 하위범주에 속하며, “문학교육의 목표는 텍
스트 내용의 일차적인 이해(이해기능) 이외에도 또 다른 정신능력의 발현으로 이
어진다.”1) 시 텍스트는 정의적 텍스트2)의 하나로,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는 대
상을 느끼고 즐기는 정의적 사고의 작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3) 앞서 말한 ‘또 
다른 정신능력의 발현’이 정의적 사고 작용에 대응한다. 즉, 시 텍스트의 읽기 능
력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정의적 반응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향상은 상호주관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
어진다. 상호주관적 관계는 학습 독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난 후에 생성되는 다
양한 반응들을 소통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
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른 주체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1)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제2판, 삼지사, 2003, p.434.
2) 정의적 텍스트란 인지적 텍스트와 구분되는 것으로, 정서 표현을 중시하는 텍스트를 말한

다.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과 함께 일기, 편지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이삼형 외, 앞의 책, 2007, pp.267-277 참조.

활동
대상

성격 목적수렴 → 발산
사상(인지) 알기[認識]    →    따지기[分辨] 깨침(교훈, 깨달음)
감정(정의)                     느끼기[感應]    →즐기기[享有] 울림(쾌락, 즐거움)

3) 정의 중심적 사고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된다. 위의 책,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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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이라는 상위 목
표를 학습 독자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의 절차에 따
라 다시 세부 목표로 나누었다.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는 ‘반응의 형성(텍스트
와 독자의 거래)’ - ‘반응의 명료화(독자와 독자의 거래)’ - ‘반응의 심화(텍스트
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라는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를 따른다. 단 본 
연구는 일반적인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에 비해 학습 독자의 반응이 다른 학
습 독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필요로 한다. 즉, 반응 중심 교수-학습 모형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독자와 독자의 거래’를 중심에 놓고 ‘텍스트와 독자의 거래’, ‘텍
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의 단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교육의 절차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응의 형성 단계에서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서 실현 가능한 의미가 다양
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초 학
습 독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의
사소통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의 폭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러한 세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에 잠재된 의미 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
를 최대한 다양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서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주관적 읽기는 타당성 요구에 따른 이해의 조정을 통
하여 일어나므로, 학습 독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타당성 요구의 범주
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 학습 독자는 소통을 통한 조정의 과정을 내면화하
여, 해석 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인지적 의식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습 독자의 의사
소통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 독자의 해석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과정에서 제기된 타당성의 요구와 이해의 조정 과정을 학습 독자
의 의식 속에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과 답변들은 
이후 자신의 해석 과정을 메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모방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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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의 내용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실제 학습 독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타당성 요구 및 이해의 조정 활동이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의 활
동이 언제나 의도한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학습 독자들의 활동을 교육적 목
표에 적합한 형태로 구조화하면서도 학습 독자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
해서는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구조화된 교육 내용을 학습 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앞서 제시
한 교수-학습의 절차에 따라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다양화, 학습 독자 간 상호
작용의 활성화, 소통 과정의 내면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다양화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를 해석할 때 백지상태에서 텍스트를 접하지 않는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제재로 사용되는 시 텍스트들은 그 주제와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독자들은 선행 학습을 통해 해당 텍스트의 의미를 이
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학습 독자가 기존에 학습한 내용들은 텍스
트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여 텍스트 의미 실현의 방향을 강하게 제약한다. 
시 텍스트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혹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
해 버릴 경우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제한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식화
된 이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상황은 영(R. E. Young)이 고안한 개념으로 도식화된 이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계기적 상황을 말한다.4) 시 텍스트 읽기와 관련하여 문제상
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식화된 이해로는 설명되지 않는 
텍스트의 부분이나 사실적 지식이 제시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도식화된 
이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면서도 그 나름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
는 해석진술이 제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학습 독자로 하여금 도식화된 

4) R. E. Young, 이정화 외 역, 『하버마스, 비판이론, 교육』, 교육과학사, 2003, p.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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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여 다른 방식으로의 이해를 촉발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시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서 문제상황의 인식은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다양한 방향으로 발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한 유용
한 방법은 해당 시 텍스트의 비평사를 검토하여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문 독
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앞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해석의 결과물들을 강하게 의식하는 한편, 그것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방
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구성한다. 전문 독자들의 비평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주로 
만들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엇갈리는 의견을 질문의 형
태로 정리하여 반응 생성 이전에 제시한다면 학습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달래꽃」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여 보면 ‘즈려밟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저자 해석의 주된 근거 ‘즈려밟고’의 해석
이기문(1982) 평북 정주 방언 “발 밑에 있는 것을 힘주어 밟음”=짓밟고
권영민(1998)

『소월시초』의 표기

‘지레짐작’등의 용례 ‘남이 밟고 가기 전에 먼저 밟고’=미리밟고
이등룡(1999) 지레의 어휘사  ‘실제로 내딛는 발걸음보다 마음이 한 발 앞서가는 발걸음’=미리걸음
임홍빈(2008) 유의어들의의미론적 분석 “발의 앞부분이나 앞축으로 밟는 동작”=조금밟고
이숭원(2008) 이희성 편, 『국어대사전』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듯 아주 사뿐하게 밟고 가는 것” = 제겨디디고

<표 6> 진달래꽃에서 ‘즈려밟고’의 해석

먼저 이기문(1982)은 이를 김소월의 고향인 평북 정주 방언의 ‘지레밟다’와 연
결하여 현대 국어의 ‘짓밟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5) 이는 지
금까지도 ‘즈려밟고’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해
5) 이기문, 「소월시의 언어에 대하여」,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신구문화사, 1982.



- 87 -

석이다.6) 이에 대해 권영민(1998)은 『소월시초』에서 김억의 표기를 근거로 이
를 ‘지레밟고’의 이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그 때, ‘즈려밟고’의 의미는 ‘남이 
밟고 가기 전에 먼저 밟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이등룡(1999)은 권영
민의 논의에서, ‘즈려밟고’가 ‘지레밟고’의 이형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구
체적인 의미는 ‘지레’의 어휘사를 폭넓게 검토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가 새롭게 내어놓은 ‘즈려밟고’의 의미는 ‘실제로 내딛는 발걸음보다 마음이 
한 발 앞서가는 발걸음’이다.8)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임홍빈(2008)은 이러한 기
존의 연구사를 충실히 검토한 뒤, ‘지레’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의미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지레밟고’의 의미를 “발의 앞부분이나 앞축으
로 밟는 동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9) 이숭원(2008)은 이러한 일련
의 흐름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인용하여 ‘즈려밟
다’의 의미를 “힘을 주어 눌러 밟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듯 아주 사
뿐하게 밟고 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0) 

전문 독자들이 제시한 이상의 해석은 저마다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의 타당성
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란히 늘어놓아 보면, 일견 명료해보였던 구절의 의미
가 선뜻 어떤 것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
시적으로 누적되어 온 견해들이 공시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상호주관적 경합의 구도
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교육 내용으로 학습 독자
에게 전달한다면, 학습 독자의 선이해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
에 학습 독자의 해석을 앞선 논의의 경합 구도 안으로 편입시켜 보다 역동적인 상
호주관성 형성의 관계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6) 실제 학습 독자들 역시 ‘즈려밟고’를 ‘짓밟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근거를 충

실히 설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였을 경우 ‘사뿐히’와 ‘짓밟고’ 사이에 의
미상의 모순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순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도 없었다. 이
는 학습 독자들이 사전에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주해식으로 학습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가 된다.

7) 권영민,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의 의미」, 『새국어생활』vol.8, no.4, 국립국어연
구원, 1998.

8) 이등룡, 「소월의 시어 ‘즈려밟고’의 어의」, 『인문과학』vol.29, no.1, 성균관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99. 

9) 임홍빈, 「‘진달래꽃’에서 “즈려밟고”의 의미」, 『한국어의미학』vol.25, 한국어의미학회, 
2008.

10) 이숭원, 앞의 책, 200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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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독자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으
로 왜곡되기 쉽다. 의사소통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목적에 맞게 학습 독자
들의 의사소통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 독자들이 의사소통의 과
정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의 방법적 지식11)을 교육의 내용으로 제공하여 학습 독
자 간 상호작용이 적절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 독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상이한 세
계연관을 근거로 사실성, 정당성, 진실성의 범주로 체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타당
성 요구의 범주 및 적용 방식을 방법적 지식의 형태로 학습 독자에게 제시하여, 
학습 독자가 이를 규준으로 삼아 자신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
로 점검하고 자신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법적 지식을 제시할 때에는 Ⅱ장 2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진술에 대
한 타당성의 요구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와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
다는 점을 학습 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타당성의 요구에 근거하여 
해석진술을 조정하였을 경우, 해석진술이 시 텍스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을 위한 방법적 지식은 이 교육이 어떠한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각 절차별로 수행되어야 할 활동들은 무엇인지를 명료하
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적 지식은 학습 독자들의 수준에 맞게끔 적절한 교수론적 변환12)의 
과정을 거쳐 사전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방법적 지식의 내용은 타당성 요구의 범주에 맞추어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

11)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의 개념을 ‘알기’라는 말의 용례와 관련하여 개념적 지식(사실적 지
식), 방법적 지식, 익숙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때 방법적 지식은 교수 
학습에서 활용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말한다. 김대행 외, 앞
의 책, 2000, pp.358-363. 

12) 여기서 말하는 교수학적 변환이란, 지식을 즉 가르칠 지식을 교실 상황에 맞게 재맥락화
하고(recotextualize), 재인격화하는(repersonalize) 일을 말한다. 심영택, 「국어적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국어교육』vol.108, 한국어교육학회, 2002,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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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내용은 실제 수행에 활용하기에 용이하게끔 ‘대상-판단-조정’의 형태
로 구조화하였다. 먼저 사실성의 요구는 해석진술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 독자는 상대방의 해석진술에서 내가 고려하지 못했던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이어서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의 여부와 시 텍스트의 해석에 유
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해석진술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조정한다. 

다음 정당성의 요구는 해석진술에서 드러나는 주장-근거의 관계, 주장-주장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 독자는 우선 상대방의 해석진술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근거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는 각각의 근거가 주장
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서로 다른 주장 사이에서 모순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
지를 확인한다. 해석진술의 의미 맥락이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러한 근거를 
보완하거나 모순 관계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의 요구는 ‘독창적인’ 해석 관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독
창적인’ 해석의 관점이라는 것은 다수의 관점, 보편적인 관점, 도식적인 관점과 비
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관점을 가리킨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해석 관점을 뒷
받침하는 근거와 맥락이 해석진술에 충분히 드러나 있는지를 살핀 뒤, 이를 공동
체 내에서 공유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에 따라 각각 기존의 해석 관점
을 확장하는 방향이나 심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방법적 지식의 습득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현재 초점화되고 있는 내
용 혹은 초점화해야 할 내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인
식의 틀을 제공한다. 또, 방법적 지식은 각각의 세계연관에 적합한 타당성의 요구
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며, 그러한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이해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활성화
에 기여한다. 

(3) 소통 과정의 내면화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는 학습 독자들 사이의 소통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모든 시 텍스트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읽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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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도 않다. 학습 독자들의 횡적 대화를 통해 상호주관적 읽기를 실제로 구
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통해 특별하게 구조화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시 텍스트 읽기 과
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비고츠키의 이론에서 내면화는 고등 정신기능 형성의 중요한 기제이다. 그의 설
명에 따르면 인간의 고등 정신기능은 “개인 간 정신기능이 개인 내 정신기능으로 
내면화되는 사회적 관계에 그 기원을 둔다.”13)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
정적인 요인이 된다. “비고츠키는 ‘사회적인 말→자기중심적인 말→속내말’로 이어
지는 발달 과정을 설정하고, 인지가 개인에서 사회를 향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개인에게로 진행된다고 주장”14)하였다. 즉, 개인의 인지 능력이 발달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이 바로 내면화라는 것이다.15)

따라서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사소통의 내용
들은 다시 학습 독자의 내적 언어로 전환되어 활용될 수 있게끔 유도될 필요가 있
다. 학습 독자들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조정의 과정은 개별 학습 
독자가 반성적 해석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자아가 타자에 
의해 거절된 대답을 자신의 언어 행위에로 가져오고 타자가 그에게 제기할 수 있
는 반론을 자기 자신에게 제기하는’ 소통적 논증의 경험은 화자로 하여금 자기 자
신에 대한 반성적 관계를 갖게 하는 학습 과정”16)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소통의 과정
을 메타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말들의 오고감이 

13) 이애란, 「비고츠키 ‘내적 언어’의 도덕 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vol.3, 한국윤리
교육학회, 2003, p.4.

14) 최영환, 「‘독서’의 인지적 영역 발달과 사회적 관점」, 『독서연구』vol.17, 한국독서학
회, 2007, p.47.

15)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유사한 관점이 확인된다. “대화 중심 교
수-학습 방법의 최종 목표는 내적 대화의 활성화에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학습 독자들의 횡적 대화나, 교사와 학습 독자 사이의 종적 대화는 모두 내적 대화 능력
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적으로 구성한 단계임을 밝히고 있다.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 
․ 학습 방법』, 역락, 2007, p.299.

16) 김남시, 앞의 글, 199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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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게끔 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이 유의미하게 적
용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봄으로써, 상호주관적 읽
기 교육의 활동은 다른 시 텍스트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전이력을 가질 수 있다. 

의사소통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평가해보도록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수
단이 된다. 해석진술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되었는지, 해석진
술의 초점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타당성의 요구는 대상에 적합한 형태로 제기되었
는지, 의사소통의 결과를 자신의 이해에 반영하였는지, 이해의 조정은 보다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을 반성적으로 살핌으로써, 학
습 독자들은 의사소통 과정의 내면화에 도달할 수 있다.

3.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의 방법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의 해석진술이 보
다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독자들의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상적 담화 상황이란,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①개방성, ②외적 
강제나 내재적 강제로부터의 면제 상태, ③등권적 참여, ④참여자들의 상호이해 지
향성, ⑤포용성” 등을 조건으로 한다.17) 

그러나 하버마스 자신도 종종 이를 ‘반(反)사실적’이라 평가하곤 했던 것처럼 현
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비판자들에게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
화 상황 개념은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개념
17) J. Habermas, 앞의 책, 2008,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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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에 불과하
다고 비판하였다.18) 이러한 비판은 하버마스 이론의 실현 가능성 자체를 문제 삼
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
이 필요하다. 이상적 담화 상황이 실현 가능한지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것을 넘어
서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즉 그것의 기능과 가
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 개념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논의19)는 주목할 만하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이상적 담화상황의 가치
와 효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상적 담화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담화들의 지향점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둘째, 이상적 
담화 상황은 현재 통용되는 상호작용과 사회제도의 결함을 측정할 비판적 척도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이상적 담화 상황을 온전
히 성취해내는 것이 설령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무엇이 필
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효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상
적 담화 상황이 의사소통의 상황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일종의 목표와 비판의 준거
로 기능한다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이러한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들을 고려
한 이상적 교수-학습 담화 상황을 전제하고, 이에 비추어 현실적인 담화 상황의 
지향과 한계를 확인한 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서 확인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하
여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를 위한 ‘이상적 교수-학습 담화 상황’이 어떠한 요
건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 예
비조사의 결과는 실제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학습 독자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예비조사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자료번호-실험군(가, 나)모둠번호(1-5)>의 형식을 취하였

18) 예를 들어, 김창호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주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관점과 모순된다고 비판하였다. 본래 하버마스는 
개별주체 중심의 관점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체와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정작 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현실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적이고 완벽한 개별주체들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창호,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하버마스의 사상』, 나남, 1996, p.197 참조.

19) 김재현, 앞의 글, 1996,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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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한 경우 실험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인용 시에는 Ⅲ장의 형식과 동
일하게 표기하였다. 

(1) 교수-학습 환경의 조성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적인 상황에서 
이 개념을 교실 상황20)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한편,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R. 
E. Young)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영(R. E. Young)은 이상적 담화 상황의 개념
을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하고자 한 대표적인 교육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상적 교수 담화 상황(IPSS : Ideal Pedagogical Speech Situation)이라는 개념은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여러 견해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최소
한 ‘합리적 평가가 가능한 식’으로 수용하는 상황”21)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서 중심에 놓이는 것은 하버마스적인 의미에서의 ‘합리성’이다. 교수-학습 상황에
서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때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래 계획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경계하면서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교육을 위한 교수 담화 상황의 조건들을 모색
하여야 한다. 

이상적 교수 담화 상황은 앞서 논의한 이상적 담화 상황의 다섯 가지 조건을 공
유한다. 이 조건들은 다시 교수-학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과는 다르게, 학습자의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기획된 일련의 협업적 활동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협업적 활
동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를 위한 조건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 “교실 상황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간에 관련된 상황 정의를 공유하고 특정한 경로를 통
해 선정된 교과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세계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
다.”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느 것이 이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사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결정
되며, 이 상황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은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일
련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한기철, 『하버마스와 교육』, 학지사, 2008, p.115.

21) R. E. Young, 앞의 책, 2003,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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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에서는 예비조사 및 실험조사에서 드러난 양상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의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서술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어 수업 설계의 주요 변인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22) 국어 수
업 설계의 주요 변인은 교수자, 학습자, 목표, 내용, 교재, 교수-학습 환경으로 논
의된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의 목표에 대해서는 앞선 1절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미 검토하였으며,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논의는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상식적인 조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별도의 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23) 따라서 여기서는 교재, 교수자, 학습자에 대한 조건들을 논의하였다. 먼
저 교재에 대해서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 텍스트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을 살폈다. 교수자에 대해서는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교사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주체인 학습자에 대해서는 태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가. 시 텍스트의 요건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장르나 성격의 시 텍스트만이 
아니라, 모든 시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고
려되어야 할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본다면 교재로 사용될 대상 텍스트
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 텍스트들은 교육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 공동
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는 정전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시 
텍스트가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
에 대해서는 문학교육 공동체, 혹은 학문공동체의 검증과 승인의 과정이 있었는지
를 검토하는 한편, 기존의 문학교육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수용되어 왔는지를 살펴 
간접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24) 
22) 최지현 외, 앞의 책, 2007, pp.72-73.
23)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 의사소통을 하기에 적합한 공

간일 것, 소음 등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통제할 것 등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 수 있다. 

24) 관련하여 기존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온 시 텍스트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학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전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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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미 해석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시 텍스트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함축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자에 의해 실현 가능한 해석의 다양성은 장
르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텍스트에서도 해석의 
다양성이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은 우선적
으로 텍스트의 문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25)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다양성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는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셋째, 학습 독자들이 주체적으로 해석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해석상의 정설을 가지지 않는 몇몇의 작품들은 그만큼 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들이 이러한 텍스트에 도
전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는 텍스트 앞에서 학습 독자들은 소통을 통해 이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가01-발표자] : 이 시에서 화자가 꿈을 이루고 싶어하지만 현실의 벽에 가
로막혀 힘들어서 쓴 시 같고, 작품의 내용 중 가장 의미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했
던 부분은 ‘거울 앞에서 그대는 몇 마디 말을 발음해본다’ 

교사 : 그거 무슨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01-발표자] : 어려워서 못했어요. 
교사 : 아 어려워서 포기했어?
[가01-발표자] :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의미 해석을 포기했어요.(웃음)

-<예비조사-자료②－가01＞에서 발췌

위에 제시한 예비조사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해당 모둠의 구성원들은 시 

황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곧 정전이라는 인식이 널리 수용되었다. 한국문학교육에
서 교과서가 일종의 ‘정전의 집’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논의 역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윤여탁, 「한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그 역사적 의미」, 
『문학교육학』vol.2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박인기, 「문학교육과 문학 정전의 새로운 
관계 맺기」, 『문학교육학』vol.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의 논의를 참조.

25) 텍스트의 의미 실현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용미학의 입장에서도 독자의 독서 
행위의 실현은 텍스트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즉, 독자들의 개별적인 독서 결과가 
자의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를 막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는 것이 원칙이 된다. 김용현, 앞의 글, 2010,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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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특정 부분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의미 구성에 실패하였다. 여기
서 대상 텍스트로 사용된 황동규의 「꿈, 견디기 힘든」26)이 학습 독자들에게 상
대적으로 낯선 텍스트이기는 하지만,27) 텍스트의 문면에 사용된 시어나 표현 기법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 텍스트 해석의 어려움은 텍스
트 조건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 독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는 생경함과 함께, 제한된 시간 안에 의미를 파악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8) 따라서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 독자의 수준과 능력 및 수업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
하여, 해석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난이도의 텍스트를 선정하
여야 한다. 

나. 교사의 역할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 교육은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중
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하여 학습 독자들이 

26) 「꿈, 견디기 힘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그대 벽 저편에서 중얼댄 말 나는 알아들었다 / 발 사이로 보이는 눈발 / 새벽 무렵이지
만 / 날은 채 밝지 않았다 / 시계는 조금씩 가고 있다 / 거울 앞에서 / 그대는 몇 마디 말
을 발음해본다 / 나는 내가 아니다 발음해본다 / 꿈을 견딘다는 건 힘든 일이다 / 꿈, 신
분증에 채 안 들어가는 / 삶의 전부, 쌓아도 무너지고 /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 위의 아침
처럼 거기 있는 꿈
황동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문학과지성사, 1978.

27) 대상 텍스트의 선택과 관련하여 간략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텍스트를 선택한 12명
의 학습자 가운데, 단 1명만이 작가와, 작가의 작품을 사전에 접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해당 작품을 사전에 접해본 학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구분 작가에 대한 선이해 텍스트에 대한 선이해 동일작가 작품군에 대한 선이해
황동규,「꿈, 견디기 힘든」 하(1/12) 하(0/12) 하(1/12)
정지용,「춘설」 하(1/4) 하(0/4) 중(3/4)
이육사,「절정」 상 (5/5) 상 (4/5) 상 (4/5)

<표 7> 대상 텍스트에 대한 선이해 : 예비조사

28) 이와는 반대로, 선이해의 정도가 높은 텍스트의 경우에는 학습 독자들이 텍스트의 정형
화된 의미를 반복하여 재생산하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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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하는 그 순간에 교사 역할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의 과정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학습 독자들의 의욕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
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은 의도하지 않게 학습 독자들이 제시하였거나 제시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사소통행위의 과정에
서 교사의 말은 다른 참여자의 발화와는 달리 일종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학습 독자에게 있어 교사는 ‘전문 독자’의 일원으로, 이때
의 대화는 종적 대화로서의 특성을 가진다.29)

따라서 교사는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의 과
정을 조율하고 관리하여 학습 독자의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역
할을 적절히 제한하는 한편 직접적인 개입의 상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당성 판단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교사가 분명
하게 확인하더라도 이에 바로 개입하여 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대부
분의 경우 교사의 개입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상호주관적 읽기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의사소통이 점차 진행
되어가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효용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교사]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양한 해석의 범주가 있는 거잖아. 시대랑 관련
지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어떤 난감함에 도달했어?

[A05-3] 저는 이 시의 화자를 수녀로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사] 뭘로?
[A05-3] 수녀.
[A05-1] 아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교사] 그럴 수 있어. 대신 그거를 조에서 토의를 해야지. 그 해석이 타당하

냐. 조의 의견 가운데 하나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논리가 타당하냐. 근거가 뭐냐.
- <자료②-A05> 에서 발췌

29) 전문독자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교사와의 대화는 교사가 학생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식
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며, 이러한 관계에서 교사는 주체가 되고 학생은 객체가 되어 일방
적으로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P. Freire, 남경태 역, 『페다고지』, 그린비, 
2002, pp.8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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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내의 의사소통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 독자들은 교사에
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사는 우선 이 수업이 다양한 해석의 
범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에 현재 상
황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 하였다. 학습 독자들이 도움을 요
청한 상황은 [A05-3] 학습 독자가 「절정」의 시적 화자를 ‘수녀’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자인 [A05-1]가 이러한 진술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반발하여 의견의 대립이 심화된 경우였다. 이에 대해 교사는 직접 판단을 내
리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모둠 내에서 수행해야 할 소통의 원칙
을 언급하며 학습 독자들이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게끔 유도하였다. 이처럼 의사소
통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학습 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목표, 혹은 원칙을 언급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이 스스로 활동을 조절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학습 독자 간 의사소통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 의사소통에 적합한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 교사의 몫으로 돌려진다.30)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방법
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문
을 제시하거나, 텍스트와 관련된 전문 독자들의 비평자료를 제공할지의 여부 역시 
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즉, 교사는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 활동이 수행되기 이
전에 학습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하여 학생들에게 전
달하는 대리자(agent)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31)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대상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
을 섭렵하여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학습 독자들의 해석진술이 이 

30) 예비조사 가운데 (가)학급에서는 학습 독자별로 대상 텍스트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후 동일한 텍스트를 선택한 학습 독자끼리 모둠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모둠에서 학급 전체로 의사소통의 단위를 확장하였을 때, 서로 다른 텍스트를 선택한 모
둠 사이에서 소통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단위 전체에서 동일한 텍스트
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1) 정재찬, 「시 교육과 시 해석 – 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vol.23, 한국
문학교육학회, 2007, pp.153-154 참조. 여기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는 교사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학습 독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역할의 제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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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어느 지점에 자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32)

다. 학습 독자의 태도

본 연구에서 학습 독자 간 횡적 소통을 중심으로 상호주관성 형성에 접근한 것
은 학습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등권적 관계를 구현하기가 가장 수
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횡적 소통의 장에서 학습 독자들은 비교적 대등한 입
장에서 의사소통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이 대등한 입장의 관계가 활동에 있어서 학습 독자들의 태도 문제를 부
각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상당수의 학습자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예비조사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는데, 앞서 Ⅲ장 1절에서 논의하였던 사실관계의 오류 문제와는 다르게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무지개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요. 가시광선 영역은 빨주노초파남보로 이루어
져 있는데요. 빨부터 보까지 굴절율이 달라서요. 물방울을 가시광선이 통과할 
때, 다 서로 다른 정도로 굴절돼서 빛이 퍼져서 보이는 것인데요. 무지개의 종
류에는 (하략)

-<예비조사-자료②－나01>에서 발췌

위 자료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의 의미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의 일
부이다. 이 진술은 시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
석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해석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서술한다기보다는 ‘무지개’와 관련된 자신의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엉뚱
함으로 다른 학습 독자들의 웃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이 모둠의 발
표자는 이후 다음 모둠이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에도 “솔직히 우리보다 안 웃기
면 들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진지하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데, 여기
서 본래의 교육적 목표와 부합하는 점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다.33)

32)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예비조사와는 다르게, 실험조사에서는 담당 
교사에게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33) 예비조사가 진행된 곳은 이공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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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조사에서는 예비조사와는 다르게 
소통의 공적인 성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들을 고안
하였다. 먼저 전체 수업의 목표와 과정을 1차시에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
자들이 이 수업이 일회적인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임을 인식하게끔 하였다. 둘째, 학급 단위에서 이루
어지는 의사소통에서 다른 모둠과의 질의 ․ 응답 과정을 강화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는 모둠 내에서 의사소통한 결과를 모둠별로 각자 발표하는 것에서 활동을 종료하
였으나, 실험조사에서는 다른 모둠 구성원들과 상호 질의 ․ 응답하는 과정을 두고, 
일정 횟수 이상 의무적으로 질문을 던진 후 이에 응답하게끔 모둠 구성원들에게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소통의 과정에서 사적인 발언들은 예비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34), 학습 독자들이 자율적으로 서로의 발언들을 조
절하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35)

학습 독자들의 횡적 소통에서 태도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것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획된 공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또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대화의 연장선상이라는 인식 속에서 활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 독자
들이 학습의 목표를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해석 활동의 공적인 성격을 강
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수업 설계 시에 고려하여, 교육 활
동에 적합한 형태로 학습 독자들의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적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 점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위의 해석진술이 학습 독자들에게 일종의 ‘자기 표현’적 성
격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이 독특한 발상에서의 접근이 창의적
인 의미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
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교육활동의 특성상, 이러한 활동들은 계획된 과정 안
에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34) 예비조사 (나)학급의 경우, 총 다섯 모둠 가운데 네 모둠의 발표에서 텍스트와의 관련성
을 증명하지 못하는 진술 내용이 확인되었다. (예: 고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위치 에너지의 
증가와 연결) 이는 동료 학습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
된다. 이에 반해, 실험조사의 A, B학급 총 10개 모둠에서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진술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실험조사에서 의사소통의 공적인 성격을 부
각시키기 위한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았다. 

35) 이러한 성격의 발언은 주로 사회자나 발표자 역할을 맡은 학습 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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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 교육의 절차

이 절에서는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 대한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 텍스트의 상호
주관적 읽기 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 독자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인 활동이다. 이는 활동 중심의 문학교육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김대행 외(2000)에서는 활동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의 범주를  
반응 ․ 기술하기, 비교 ․ 확장하기, 분석 ․ 심화하기, 대화 ․ 자기화하기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36) 이 네 가지 활동의 범주는 본래 순차적 진행을 염두에 두고 
구분된 것이어서 일종의 절차로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네 가지 범주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활동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구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범주 구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수업의 
목표에 따라 활동의 비중, 강도, 순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표에 맞게 활동의 절차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의 모델이 개별 학습 독자의 사고 작용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복수의 학습 독자들을 상정하고 이들이 행하는 집단적인 상호작용
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복수 주체의 활
동을 전제로 활동 중심 문학 교수-학습의 일반적인 절차와 활동의 범주를 조정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감상문 쓰기를 통한 개별 반응의 형성

반응 ․ 기술하기는 시 텍스트에 대한 최초의 반응을 형성하고, 이를 외부로 표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 형식으로 표
현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다시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을 생성하는 단
계와 생성된 반응을 기술하는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6) 활동 중심 문학교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김대행 외, 앞의 책, 2000, 
pp.427-450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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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생성하는 단계는 일반적인 시 텍스트 읽기의 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진
다. 단, 여기서는 각각의 학습 독자가 반응을 생성하기 이전에 몇 가지 전제를 공
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습 독자들이 대상 텍스트의 해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학습 독자들은 
이미 ‘정답’이 있는 교육 활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시 텍스트에서도 그러한 ‘정답’에 가까운 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쉽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습 독자들의 반응은 어느 특정한 의미를 향해 수렴되는 결
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이후에 일어날 소통의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상호주관적 읽
기에 있어 학습 독자들의 반응을 다양한 형태로 발산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라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37) 

다음으로, 학습 독자들의 반응이 이후의 공적인 소통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는 학습 독자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사적인 측면으로 기
울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소통은 공적인 
목적을 가지는 활동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그러한 활동에 적합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반응을 생성한 후에는, 학습 독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감
상문의 형태로 기술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감상문 쓰기는 학습 독자의 추상적인 
반응을 언어화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데 유용한 수
단이 된다. 

감상문은 시 텍스트에 근거를 두고 내용을 생성해야 하는 글쓰기 양식의 하나이
면서도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38) 학습 
독자의 반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가진다.39) 즉, 학습 독자가 다른 사람을 

37) 만약 학습 독자들의 반응이 특정한 내용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교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 텍스트 해석과정의 문제상황을 제시하여 학습 독자들을 체계적으로 교
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교란의 과정에는 교사의 발문이나, 전문 독자들의 비평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

38) 이지호는 이해와 감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작가가 텍스트 외적 세계를 해석한 
것을 파악하는 것을 이해로, 작가가 해석한 것을 독자가 다시 해석하는 것을 ‘감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이해에 비해 감상에는 독자가 다시 해석하는 과정
이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높아진다. 이지호, 「문학
교육에서의 ‘이해’와 ‘감상’의 문제」, 『국어교육』vol.57, 한국어교육학회, 1996 참조.

39) 감상문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비평문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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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반응을 충실하게 기술할 수 있는 양식이 바로 감상문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용과 형식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감상문의 작성이 이
후 의사소통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활동이라는 점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최초에 작성된 감상문은 이후에 진행될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가 자신
의 입장을 확인하고 환기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이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이
해의 조정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시작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교사의 입장
에서 감상문은 학습 독자의 현재 상태와 수준을 알려주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또 
이후에 본격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이 어떻
게 조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40)

나.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이해의 공유 및 조정

학습 독자들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 
독자들은 소집단 협동학습의 형식을 빌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나간다. 소집단 협
동학습이란 “학생들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질적인 소집단을 형성하여 
집단의 목표를 위해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교수방법”41)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각의 해석진술을 공유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상호이해
를 형성하는 것이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는 “어떤 객관적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충분히 모색해보고, 
서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도록”42)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
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사소통의 방식은 경우에 따라 의사소통의 결과를 

로 설득성보다 표현성을 강조한다. 유성호 외, 「학습용어 설정을 통한 국어교과서 진술의 
개선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연구』vol.30, 청람어문교육학회, 2005, p.73.

40) 조정의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응 글쓰기의 빈도를 높여, 포트폴리
오로 만드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41)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 협동학습 방안 탐색」, 『독서연구』vol.10, 한국독서학회, 
2003, pp.163-164.

42) 서정혁, 앞의 글, 2007, p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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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할 수 있기도 하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들 사이의 차이가 부각될 경우, 크게 두 가지

로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는 정보, 맥락 및 관점의 공유를 중심
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 맥락 및 관점의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이들 상호작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의 맥락과 상
황에 따라 혼재되어 나타난다. 만약 이를 적절히 구조화한다면, 학습 독자의 상황
에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두 가
지 상호작용의 유형별 특성과 유의할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토의 모델을 활용한 공유 중심의 상호작용

먼저 살필 것은 공유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활동 중
심의 교육에서 비교 ․ 확장하기의 단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비교 ․ 확장하기는 
비교와 연상 및 확장의 과정을 통하여, 대상 작품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도모
하는 단계이다. 

토의 모델은 이러한 공유 중심의 상호작용에 적합하다. 토의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
는 협력적인 말하기의 한 장르”이기 때문이다.43) 토의 모델에 근거한다면 의사소
통의 경쟁적 측면보다 협력적 측면이 부각되어 정보 및 관점의 공유가 보다 수월
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 독자는 앞서 작성한 감상문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에 대한 자
신의 해석진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공유한다. 해석진술
에는 해석대상인 시 텍스트와 해석주체인 학습 독자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존재한
다. 이러한 해석진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개별 독자들이 해석진술에 활용한 모든 
정보의 합집합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 독자들은 다른 학습 독자의 해석
진술로부터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수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석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은 그 자체로 텍
스트 및 텍스트와 관련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새롭게 획득한 

43) 유성호 외, 앞의 글, 2005,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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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서 추가적으로 연상되는 내용들이 그러한 확장의 범위를 더욱 넓혀주기도 
한다. 나아가 해석진술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의미 맥락과 해석 관점까지
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요소들을 공유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토의 모델과 같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특정 참여자 중심으로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져서 협
력적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이다. 

작품의 내용 중 가장 의미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은, 그냥, 저희 조원끼리 다 
동의를 해가지고(웃음, [발표자] 의견에 다 동의했어요.)

- <예비조사-자료②－나03>에서 발췌

이러한 경우에 소집단의 의사소통행위는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성적
이 우수한 학습 독자, 혹은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학습 독자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장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첫째, 특정한 참여자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체 간 상호작용
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는 일이 반
복된다. 이렇게 특정한 참여자의 관점이 강하게 관철되면서 독단의 위험이 생긴다. 
둘째,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가 생긴다.44) 몇몇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
습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학습자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효과는 무력화된다. 무임 승차자들이 학습의 목표와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행동을 
함으로써 모둠 내 의사소통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험조사에서는 학습 독자 각각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
결하려 하였다. 구체적인 역할의 내용은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독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44)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이라고도 하는 팀 내에서의 노력(공헌) 결여 현상을 말한다. 

무임승차행위는 모둠 구성원들의 활동 만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둠 내 활동의 
전반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종혁, 「팀 프로젝트 무임승차 방지 방안
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vol.18, no.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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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동시에 학습자 개개인에게 일종의 책무감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의사소
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역할을 부여하는 조치 외에도 협력적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의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토의 모델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해석진술의 공유가 충분히 일어나면 자연스럽
게 차이의 문제가 부각된다. 다른 해석진술을 접하였을 때 나의 의견을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비교와 대조의 과정을 거쳐 학습 독자들은 다른 학습 독자와의 차이
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다. 비교와 대조의 과정에서 해석진술상의 유의미한 차
이가 확인되고 이 차이의 원인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초점화되는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조정 중심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 토론 모델을 활용한 조정 중심의 상호작용

여기서 살필 것은 조정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활동 
중심의 교육에서 분석 ․ 심화하기의 단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분석 ․ 심화하기
는 초점화된 지점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토론 모델은 이러한 조정 중심의 상호작용에 적합하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상대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말하기
의 한 장르”45)이다. 특히 해석진술의 경합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토론 모델에 근거한다면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어, 역동적인 조정
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 독자는 경합적 구도 아래 놓인 해석진술을 검토한 뒤, 그 중 
어떤 것이 더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조정한다. 학습 독자는 앞서 교육 내용으로 주어진 타당성 요구의 범주를 
의식하면서 다른 학습 독자의 해석진술을 분석적 ․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다. 
이때, 이해의 조정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수준에서부터 해석 관점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의미 맥락 구성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45) 유성호 외, 앞의 글, 2005,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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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의 요구에 기반을 둔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 독자들은 보
다 타당한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고 합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토론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대
립하고 있는 두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을 더 타당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
이다. 

그런데 토론 모델에 근거한 활동에서 합의를 필요로 하는 순간, 학습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합의의 방식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구성원
들의 투표를 통한 다수결이다. 

저는 무릎을 꿇는 것을 기도라는 의견을 말했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일제에 
대한 굴복이라고 해석해서, 3대 1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배척당하고 말
했습니다.

 - <예비조사-자료②-나04>에서 발췌 

[C02-1] : 와 우리 조는 진짜 다양하게 나왔네.
[C02-2] : 이제 어떡하지? 투표할까?

- <자료②－C02>에서 발췌

 [B05-2] : 그리고 이제 3연에서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
딜 곳조차 없다에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냐는 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두 의
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두 의견이 이제 2대 2여가지구요. 일제에 굴복한
다는 의견이 두명 있었고, 또 이제 절대자에게 호소한다는 의견이 두명 있어가
지고, 그래서 이제 비겼구요. 

- <자료④－B05>에서 발췌

위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모두 서로 대립하는 의견들 사이에서 합의를 만
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수결은 민주 사회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보통 여러 가지 현
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된다. 현실 
사회에서는 나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는 읽기의 결과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교환 및 
스스로 내린 판단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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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주관적 관계 형성의 장애 요소가 된다. 첫째, 타
당성의 요구에 근거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쉽게 결론으로 
비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사소통을 통해 제시된 각각의 해석들을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고르는 것은 적절한 합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소수 의견의 타당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소
수가 선택한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배
제된 의견에서는 어떠한 요소도 추가적으로 검토되거나 선택되지 않는다. 개별적
인 해석진술에 대하여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둘 모두
를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영역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허용할 수 있는데, 다수결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우고, 집단의 의견을 획일화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수결을 통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을 지양하고, 그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보다 주목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상호주관적 
읽기를 위해서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대한 비판적으로 각각의 의견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의사소통행위의 모든 참여자가 충분히 공유한 상태
에서 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은 초기에는 토의 모델에 가깝지만 의사소
통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경합의 구도가 분명해지면 토론 모델로 변형되기 쉽
다. 토론 모델은 참여자들의 동기 수준을 높이고,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다 역동적
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
는 토의와는 달리 토론은 대립되는 의견들 사이에서의 경합과 경쟁을 강조하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호주관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경쟁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시 텍스트에서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해석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남기
려 하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 독자들이 의사소통의 과정
에서 견지해야 할 태도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판단의 모든 과정에
는, 시 텍스트의 해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 다
른 해석진술을 잠재적 의미 영역의 확장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확장적 공존의 태도
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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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통 과정의 비평을 통한 내면화

이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이 종료되고 개별 학습 독자들 차원에서 지금까지 있었
던 모든 과정들을 평가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습 독자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서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돌이켜 살피면서, 각각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
를 가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내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소통 비평을 제안할 수 있다. 소통 비평
이란, 소통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변화와 그 원인 및 근거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통의 국면에서 어
떠한 진술이 누구의 이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완전하
거나 불가능하다. 즉 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조정했
던 학습 독자가 스스로 자신이 이해를 조정하게 된 원인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글
쓰기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소통 비평의 형식이 필요하다.

소통 비평은 단지 소통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소통 비평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돌이켜 평가함으로써, 
소통의 과정에서 제기된 타당성 요구, 이해의 조정,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을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게끔 할 수 있다. 해석진술의 타당성을 요구하기 위해 던졌던 질문
들이 다른 텍스트에 대해 동일한 맥락에서 다시 던져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 읽기의 내면화는 단순히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으로서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타당성 요구 가운데 진실성 요구에 근거한 해석 관점의 전환은 학
습 독자에게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강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내면화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학습 독자는 해석 관점을 전
환하는 경험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해석을 메타
적으로 점검하여 볼 수 있으며, 이전에 막연하게 인식하였던 자기 자신의 해석 관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형태로 파악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 독자들은 자신이 내어놓는 하나의 해석들이 의사소통
의 결과물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석 공동체에서 내어놓는 하나의 해석
이 해당 시 텍스트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의사소통의 결과
물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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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시 해석 교실에서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인 읽기의 가능성을 밝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
에서 기획되었다. 학습 독자 간의 횡적 소통을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경
험을 함으로써 학습 독자 개인의 해석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체 내에
서 시 텍스트에 대한 상호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학습 독자가 생성
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시 텍스트의 해석에 독자의 주관을 자유롭게 개입시킬 수 있다고 보았을 때, 다
양한 해석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호주관성 개념은 주체의 관계적 
상대적 속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텍스트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을 전제하면서도, 해석의 결과물이 다른 주체들에게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해석에 대한 의
사소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자신의 해석을 돌아보고, 다른 사
람의 해석을 평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학습 독자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조사를 
설계하였다. 실험조사의 설계는 학습 독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
건을 고려하여 상호주관적 시 텍스트 읽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상정한 후, 해당 절
차에서 이루어져야 할 세부 활동을 고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조사의 결
과 수집된 자료를 타당성 요구의 범주를 중심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시 텍스트의 상호주관적 읽기에서 상호이해는 사실성 요구, 정당성 요구, 진실성 
요구에 근거한 이해의 조정을 통해 확보된다. 사실성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텍스트
의 지시적 의미를 명료화하거나, 텍스트와 관련된 사실적 지식들을 부가하거나, 잘
못된 정보들을 교정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정당성 요구와 관련하여 학습 독자들
은 해석진술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과 다른 의미 맥락과의 경합적 구도를 형성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타당성 판단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의미 
맥락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진실성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해
석 관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해석 관점을 확장하는 양상과, 타인의 해석 관점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해석 관점을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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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구성요소는 상호 인지환경의 정립, 개연성의 확보, 해석 
관점의 전환으로 나누어진다. 실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각각 사실성의 요
구, 정당성의 요구, 진실성의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상호이해의 형성이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의 정서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을 염두에 두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설계하였다. 학습 독자의 해석 능력 신장이라는 상위 목표 아래 단계
별 세부 목표를 제시하여 내용과 방법을 구조화하는 틀로 삼았다. 시 텍스트의 상
호주관적 읽기를 위한 교육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단계별 세부 목표를 고려하여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다양화, 학습 독자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소통 과정의 내면
화로 제시하였다. 교육의 방법은 먼저 교수-학습 환경의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조
건들을 시 텍스트, 교사, 학습자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 뒤,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할 활동들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독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해석들의 소통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규명하려 하였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당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해석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은 시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공동으
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해석진술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는 점은 개인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또, 학습 독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
호주관성의 형성과정을 발화 혹은 텍스트로만 확인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충
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해석의 과정에서는 여기서 검토한 
것 이상의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한다는 점도 시 해석 교육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일 것이다. 추후 이러한 점들까지 해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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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subjective Reading Education of Poetry Text
- Focused on horizontal communication of student-readers -

Lee, Jong-won
 
This study suggests a teaching method that improves intersubjective poetry 

interpretation skill through learners’ communication, which is a medium of 
understanding poetry. Intersubjectivity, which commonly exists in majority 
beyond individual subjectivity, is formed by the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of numerous subjects. Looking at the activity of poetry interpretation in the 
intersubjective point of view, the meaning of a text does not exist in the text 
but is constructed through the text readers’ interactions. 

Studies on poetry interpretation by now have not proposed a definite 
solution for the confusion derived from diverse interpretations of individual 
learners. Regarding this problem, providing criteria to differentiate between 
proper and improper interpretations is a necessary method for decreasing 
interpretative confusions and building intersubjective relationship. 

Learners are not just able to extend the latent meaning field of poetry by 
determining validity, but also understand that the meaning of poetry has a 
proceptive characteristic, which means that the meaning is constantly being 
formed. In addition, learners are able to attain a reflective semantic 
construction ability on poetry through communication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three claims to judge the validity of 
learners’ interpreting statement. The first one is the claim of truth that 
decides whether the data of interpreting statement is true or not. The second 
one is the claim of rightness that judges whether the meaning connection of 
interpreting statement has a probability or not. The third one is the claim of 
sincerity that decides whether the view of interpreting statement is able to be 
trusted and sympathiz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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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lassified the aspects of learners’ communication and observed 
detailed specific examples to ascertain a possibility of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ommunication. The result was as in the following. The learners 
obtained mutual cognitive environment through mediation influenced by the 
truth claim. The learners also highly improved the probability of interpreting 
statement through mediation influenced by the rightness claim. Finally, from 
mediation influenced by the sincerity claim, this study was able to ascertain a 
state that the learners understood text on the others view and switched their 
view of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learners’ 
emotions were shared through those three mediations.

This study has planned a detailed teaching method for intersubjective 
reading of poetry based on those discussions. The object of teaching 
intersubjective poetry reading is to improve learner’s intersubjective poetry 
interpretation skill. This study suggests the next three things as the teaching 
contents to achieve that object; diversification of reaction to the poetry text, 
activation of the learner’s interaction, and internalization of communication 
process. 

Before starting class, teaching-learning environment should be constructed 
properly. A practical class procedure according to the referred teaching 
contents is comprised of these three steps; forming reaction to a poem 
through writing report, intersubjective composing of the poem's meaning 
through discussion and debate, and internalizing the reading process through 
writing criticism on communic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has seeked for a teaching 
method to improve learners’ abilities of independent and active poetry reading 
by making them judge validity among divers interpretations based on their 
communications.  

*Keyword: interpretation, learner, horizontal communication, intersubjectivity, 
judgment of validity, mutu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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