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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능동적으로 채워가며 읽어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설계하여 검증
해볼 것이다.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란 텍스트에 표명되지 않은 공백들을 말하는 것으로,
독서행위를 하는 독자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이다.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
은 미결정성과 불확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빈자리는 그것의 활성화와 채워짐
에 있어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빈자리의
특성에 주목, 학습자들이 독서 과정에서 능동적인 의미 생성의 참여자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읽기 연구를 설계해보고자 한다.
빈자리를 활용한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일인칭 소설
로 한정한다. 일인칭 소설이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사 세계 내에
신체적·물리적으로 구체화 되어있는 소설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정의에 따
르면 일인칭 서술자는 서술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텍스트의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즉 텍스트에 표
명된 서술만으로는 사건의 내막을 알기 어렵고, 그로인해 텍스트에는 다양한
층위에서 공백이 생겨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인칭 소설의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차원의 빈자리를 유형화하고 분석해
볼 것이다.
빈자리의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채트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채트
먼은 소설텍스트의 구조를 이야기와 담론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이야기는 사
건 및 인물과 관계되는 것이고 담론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설텍스트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야기 차원’
과 전달 방식에 해당하는 ‘담론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도출되는
빈자리에 따라 세 가지의 읽기 원리를 설정한다. 그 읽기 원리는 첫째, 생략된
의미에 대한 추론적 읽기, 둘째,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읽기, 셋째, 이야기의
공백에 대한 상상적 읽기이다. 세 원리들을 다룸에 있어 주의할 점은 각각의
읽기 원리가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영역이 아닌, 동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분석한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 양상에서 학습자들은 이야기
차원은 크게 인물 차원과 사건 차원으로, 담론 차원은 크게 표현 차원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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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나누어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양상에 있어서는
서술된 표현 사이에 생략된 의미를 추론하는 추론적 읽기, 서술자와의 비판적
거리를 확보해나가는 비판적 읽기,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 및 인과관계를 통해
사건을 채워나가는 상상적 읽기가 있었으며, 학습자들은 이 원리들을 바탕으
로 소설텍스트를 감상하고 분석해내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분석 내용 가운데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잘못 이해하여 빈자
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한다는 점, 채우기에 있어 텍스트 맥락에 대한 전
체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분석 내용이 학습자의 삶으로 내면화되어 수용
되지 못한다는 점, 빈자리에 대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여 효과를 검증하
였다. 설계한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은 빈자리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텍스트의 핵심 서사를 재구성한다. 그 뒤 다양한
차원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텍스트 읽기 원리를 바탕으로 빈자리를 채움으로
써 소설텍스트의 주체적인 의미 생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스스로 해석내용
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에서 도출한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
계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
신감 있는 태도로 텍스트와 소통하고 창조적인 의미 생산자의 역할을 경험하
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빈자리를 도출하고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텍스트로부터 도출
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빈자리, 소설의 모호성, 능동적 읽기, 수용이론, 일인칭 소설, 의미
생성, 상상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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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소설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소설을 능동적으로 읽어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수용이론에 따르면 문학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
석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된다. 독자는 텍스트를 펼쳐드는
순간 그 속에 범람하는 수많은 불확정적 요소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독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볼프
강 이저는 이처럼 독자의 해석에 의해 재구성되고 재정비되어야만 하는 모호
성, 즉 텍스트에 주어진 불확정적인 간극을 ‘빈자리(Leerstelle)’라고 명명하였
다. 이저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아무리 견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불확정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텍스트 곳
곳에 비어있는 공간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채워나가야만 한다. 이렇듯 독자
의 해석에 의해 문학작품이 완성된다는 빈자리 이론은 독자가 단순히 수동적
으로 작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재구성
해야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적극성을 강조한다.
현 학교 현장에서 문학교육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해석이 아닌 수동적인
이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지적이다. 학습
자들은 소설의 모호성을 스스로 발견해내고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정답을 채워 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무엇보다 학
습자들이 문학에서의 빈자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빈
자리 이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불확실한 빈자리
를 하나의 정답으로 채워 넣기를 원하며, 뚜렷한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 텍
스트를 오독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1) 그러나 이저에 따르면 텍스트를 통해
1) 실제로 Ⅲ장에서 수행된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 실험에 응했던 학습자들의 대
다수가 빈자리 채우기의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정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으
며,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자유로운 해석의 과정이 아닌, 이미 정해진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감상문에도 잘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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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빈자리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유희할 수 있는 소통의 가능성이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게 하는 해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불확정성의 구조가 마련된 텍스트가 단순히 정답을 찾아내
야만 하는 딱딱한 과제가 아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실
을 인식해야 하며 텍스트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학습자의 능동적 해석활동과 자유로운 상
상을 요구하는 빈자리 이론이 수동적 문학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빈자리 이론에 대한 문학적 차원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았는데, 변학수(2011)는 그 이유를 빈자리의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과, 빈자리에 대
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실제로 규정할 범주가
없기 때문으로 꼽았다.2) 요컨대 빈자리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내용 또한 광범
위해서 텍스트의 산재된 수많은 빈자리를 유형화하여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적된 내용처럼 실제로 이저가 말한 빈자리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
적이다. 무엇보다 빈자리가 텍스트의 이야기, 표현, 서술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저 스스로가 빈자
리를 ‘틈’, ‘불확정항’, ‘간극’, ‘여백’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빈자리의 의미가 명확하게 하나로 수렴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목적이 문학적 역량을 지닌 학습자를 양성
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문학적 역량이라는 것이 스스로 의미를 구축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때, 빈자리 이론은 범위가 넓다
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육적 활용 가치를 지닌다. 빈자리 이론의 핵
심이 바로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의미 구축과 창조적인 해석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텍스트에 내재된 수많은 빈
자리에 주목, 그 가운데서도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로 범위를 한정지어 소설
읽기 교육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빈자리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 시점에 주목한 이유는 시점이 무수
히 많은 불확정 영역을 내포하는 개념3)이면서 동시에 소설전개의 양상과 효
데, 구체적인 사례 및 내용 분석은 Ⅲ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2) 변학수, 「빈자리와 문학교수법」, 『뷔히너와 현대문학』 36, 한국뷔히너학회,
2011, p.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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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리고 미적 완성도를 결정하는 개념4)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점개념
은 서술개념과 연결되므로 ‘중개성’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빈자리가
창출된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일인칭 시점이다. 일인칭
소설에서 ‘나’는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세계 내에 존재하는 등장인물이므로 이
야기를 서술함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이야기 층위에서의 다양한
빈자리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일인칭 서술의 경우 삼인칭 서술에 비해 내포
작가의 존재가 뚜렷하게 인식되므로 서술자와 내포작가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표현 및 서술 층위에서의 빈자리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일
인칭 소설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 이로부터 도출되는 빈자리 양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인칭 소설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슈탄첼의 논의를 빌리고자 하
는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일인칭 소설이란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
자가 허구 세계 안에 신체적·존재론적으로 존재하며 인물들의 세계 속에 “구
체화 embodied” 되어있는 소설을 의미한다.5) 즉 서술자가 서사 내에 신체적
으로 존재하면서 서사 속 등장인물들과 소통하고 동시에 이야기를 이끌어나가
는 주체인 것을 말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다루며, 이
를 위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맥락에서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첫째, 빈자리 이론의 실제 적용 연구
둘째, 일인칭 시점 연구
셋째,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6) 연구
3) 프란츠 슈탄첼은 『소설의 이론』에서 서사체 내 불확정 영역들이 많은 지점 가운
데 하나가 바로 ‘서술적 장면의 공간적 시점’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영화매
체가 재현된 세계를 공간적으로 결정해서 보여주는 반면, 서술체에서는 그것이 불
확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프란츠 슈탄첼, 김정신 옮김, 『소설의 이론』, 탑출판
사, 1990, p.177. 참조)
4) 박기범,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
육학회, 2007, pp.323-324.
5) 프란츠 슈탄첼, 김정신 옮김, 『소설의 이론』, 탑출판사, 1990,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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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빈자리와 관련된 연구는 국문학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문학에
서는 빈자리 채우기를 비평의 한 방법으로 보고 주로 작품 해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권희돈7)을 들 수 있는데, 권희돈
은 소설텍스트 내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이를 채워나감으로써 빈자리의 개념
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권희돈의 연구에서는 빈자리를 ‘불
확정적인 요인들’로 정의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방법으로 빈자
리를 채워나간다. 즉 빈자리 채우기를 비평의 한 방식이자 소설 해석의 도구
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차봉준(2002)8)은 소설텍스트를
해석해나가는 독자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 박지원과 최인훈의 「熱河日記」를
통해 선행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사이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차봉준(2002)의 연구는 두 텍스트 사이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빈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도 비평의 일환으로 빈자리 개념을
다룬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박군석(2013)9)을 들 수 있는데, 박군석
(2013)은 김수영의 시를 중심으로 ‘죽음’이라는 사유를 주제로 잡아 논의를 전
개해나간다. 다만 이때의 빈자리 개념은 김수영의 전기시와 후기시로 나뉘는
레퍼토리 사이 내의 공백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텍스트 속의 모호
성과는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의 빈자리는 김수영의 시 세계 사이의 시기적
공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국문학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지금까지 빈자리 연구는 하나
의 합의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마다 다른 의미로 적용하
여 사용해왔다. 이는 볼프강 이저가 이야기한 빈자리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
6) 수용이론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반응과 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7) 빈자리 채우기를 비평방법으로 사용한 권희돈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희돈, 「「날개」의 빈자리 채우기」, 『人文科學論集』 10, 청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1.
권희돈, 「「껍데기는 가라」의 빈자리 채워읽기」, 『한국문예비평연구』 2, 한국현
대문예비평학회, 1998.
권희돈,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빈자리 채워읽기」, 『현대소설연구』
1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8) 차봉준, 「<熱河日記>의 빈자리 채워 읽기 : 박지원과 최인훈의 텍스트를 중심으
로」, 『崇實語文』 18, 崇實語文學會, 2002.
9) 박군석,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
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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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연구 가운
데 권희돈의 개념과 유사하게 빈자리를 ‘텍스트 내의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틈’
으로 정의하고 살필 것이며, 비평을 위한 도구가 아닌 소설에 대한 이해와 전
반적인 해석,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생성을 위한 가능성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
로 사용할 것이다. 빈자리에 대한 국문학 연구들은 비록 각각 그 정의와 방법
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실제 작품들을 바탕으로 빈자리 채우기를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모호하게 인식되던 빈자리의
개념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으로의 전이 가능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빈자리를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적용하여 다루고자 한 시도는 변
학수(2011)10)를 들 수 있다. 변학수(2011)는 빈자리의 개념을 문학교육적 측
면에서 재구조화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를
시도한다. 변학수(2011)의 논의는 구체적인 문학교육의 설계로까지는 나아가
지는 못했으나 빈자리의 층위를 유형화하고 교육으로의 적용 필요성과 가치를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에서의 빈자리 활용 가능성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빈자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최미숙
(1993)11)의 연구에서 빈자리 이론의 문학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
다. 최미숙(1993)은 ‘부재(不在)요소’를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요소’라고 정
의하고 독자들이 이를 채워나가는 해석 과정에 주목하여 텍스트 해석 원리를
다루는데, 이는 본 연구가 텍스트에 드러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에 주목한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다만 최미숙(1993)은 해석 원리를
설정함에 있어 실제 학습자의 양상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또한 시 텍스트로 제재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소설 읽기 양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미숙(1993)의 연구를 참
고·보완하는 후속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인칭 소설에서 도출되는 빈자리와 그 채우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일인칭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일인칭

10) 변학수, 「빈자리와 문학교수법」, 『뷔히너와 현대문학』 36, 한국뷔히너학회,
2011.
11) 최미숙,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 ‘부재(不在)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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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병우(1993)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병우
(1993)는 먼저 일인칭 서술상황을 ‘서술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인칭 서술 방식의 변화를 한국 근대 소
설사의 흐름 속에서 고찰한다. 또한 일인칭 서술 방식이 단순히 소설텍스트의
형식적인 차원 뿐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
내는 등 소설텍스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
다. 본 연구 또한 빈자리를 유형화하는 데 있어 범위를 일인칭 시점으로 한정
하여 다루는데, 이렇듯 일인칭 소설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성격이 분명하다면
빈자리가 도출됨에 있어서도 삼인칭 소설의 빈자리와는 다른 유형으로 도출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최병우(1993)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역
시 일인칭 시점만이 갖는 효과에 주목, 빈자리가 도출되는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한편 일인칭 서술자 유형 연구로는 김원희 외(2007)13)를 들 수 있다. 김원
희 외(2007)는 일인칭 서술자 ‘나’의 시각에 주목, 이를 외관시각과 내관시각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대해 고찰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20-30년
대의 일인칭 단편소설을 분석한다. 김원희 외(2007)의 연구에서도 일인칭 서
술자를 단순히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으로 나누어 유형화하는 것에서 벗
어나 서술자의 태도나 서술자의 위치, 그리고 경험자아와 서술자아 사이의 긴
장관계 및 거리를 고려하여 일인칭 시점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일인칭 서
술자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도 일인칭
서술자의 위치, 태도, 신뢰성의 유무가 빈자리를 도출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일인칭 서술자의 층위를 면밀히 나누어 살펴본
김원희 외(2007)의 연구를 논의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빈자리를 도출하고 채워나감에 있어 학습자들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학습자들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
를 위해 수용이론을 기반으로 삼은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연구를 검토하였다.
수용이론을 문학교육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감상 및 해석 양상을 살핀 연구
로는 먼저 이희중 외(2000)14)를 들 수 있다. 이희중 외(2000)는 고등학교 학
12) 최병우, 「한국 근대 일인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 논문, 1993.
13) 김원희, 송명희, 「1920-30년대 일인칭 단편소설의 존재 시각」, 『현대문학이론
연구』 32,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14) 이희중 외, 「문학 작품 감상 교육의 연구 방안 : 시 감상 교육의 이론과 수용자
의 반응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15,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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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의 시 텍스트 감상문을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각각의 반응 유형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
들을 시의 심층으로 유도하는 데 유익한 발문들을 제시하면서 토론 수업을 위
한 전제를 마련한다. 이희중 외(2000)의 연구는 학습자들의 감상을 유형화하
여 해석의 출발점으로 보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를 통해 감상을 심층적으
로 이끌 수 있는 발문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심층으로 이
끌어나가기 위한 발문이 지나치게 텍스트 수렴적이고, 이것이 결국 학습자들
의 해석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습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을 설계한 연구의 또 다른 예로는 강
민규(2016)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민규(2016)는 학습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독자 반응 조절 모델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문학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단편적인 인상이나 연상 내용의 기술 등과 같
은 ‘반응’을 미숙하고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해석으로 보는 것과 달리, 강민규
(2016)의 논문에서는 다른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되거나 정교화 될 수 있
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실제 학습 독자의 반응 조정 양상을 검
토하여 문학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가 학습자들의 빈자
리 도출 및 채우기를 의미 생성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실제 학습 독자의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을 바탕으로 문학교육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과 구
조를 같이 한다. 즉 학습자들의 반응과 해석을 중심으로 양상을 분석하여 이
를 통해 교육적 과제를 추출, 교육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민
규(2016)의 연구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 읽기 태도의 함양을 강
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일치한다. 다만 강민규
(2016)의 연구가 시 작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소설의 빈자리를 제재
로 삼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고, 학습자가 수업 환경, 즉 외부의 영향으로 반
응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와 차이를 지닌다. 본
연구는 소설텍스트를 읽은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빈자리를 도출하고 이를
채워나가는지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의식 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한
텍스트 해석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15)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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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을 삼았으며,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시점 등 소설 형식에 대한 이
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모호하고 난해한 텍스트를 읽어나갈 수 있
는 기초적인 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학년 학습자들
은 상대적으로 입시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학교현장에서의 문학수
업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현 문학교육을 진단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해낼 수 있으리라 보았다. 즉 입시 위주의 사고에 갇혀있지 않으면서도, 중
학교 3년 동안 배운 문학지식을 바탕으로 문학교실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실험텍스트를 처음
접해보는 학습자들의 활동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빈자리를 도출하고 채워나가는 데 있어 기존 독서 경험이 강
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16)
본 연구는 한 번의 예비실험과 두 차례의 본실험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Ⅲ
장의 양상 분석을 위해 진행된 실험에서 예비실험은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시인」을, 본실험은 이청준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를 각각 실험텍스트로
삼았다. 실험 텍스트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귀자의 단편소설인 「원미동 시인」은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가
운데 하나로, 일곱 살 소녀인 서술자 ‘나’의 눈으로 바라본 몽달 씨와 김반장,
그리고 원미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평이한 수준의 어휘와 일상적
인 소재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접근하기에 쉽다고 판단하였으며, 일인칭 서
술자로 인한 빈자리도 풍부하게 존재하므로 빈자리 양상을 살펴보는 실험에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원미동 사람들』의 다른 연작들이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달리 「원미동 시인」은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낯선 제재에 해당하므로17), 학습자들이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소재에
16) 활동지에 실험텍스트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항목을 마련
하였고,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거나 줄거리를 접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학습자의
활동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학교 3학년 국정 국어교과서에는 「일용할 양식」이
실렸으며, 현재(2011 개정 교육과정 적용 검정교과서)는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14종 중 창비(이도영)와 비상교육(한철우)에 「일용할 양식」이 실려 있고, 고등학
교 문학교과서 11종 중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천재교과서(정재찬)에 「비오는 날이
면 가리봉동에 가야한다」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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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게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작품 자체는 처음 접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하였다. 텍스트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원미동 시인」에서 서술자가 원미동
주민인 몽달 씨와 김반장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인 게 분명하다’, ‘얼추 짐작
하기로’ 등의 추측형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서술자 자신이 실제로 두 사람의
‘열나흘 전의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 대해 분명하
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서술자가 ‘그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회상의 방식이므로 사건이 서술자의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
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이야기 차원에서의 빈자리가 풍부하게 드러난다고 보았
다. 무엇보다 서술자가 어린 여자아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술 차원에서의 빈자리 역시 풍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설의
마지막에 사건 이후 ‘열흘’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과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온
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종결된다는 점에서 다층적인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것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실험에 사용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동생인 서술자 ‘나’가 형이
쓰는 소설의 진실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리 소설적 서사구조를 지
닌 소설텍스트이다. 의사인 형은 수술 실패 후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소
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동생은 그런 형의 소설을 통해 형의 상처와 과거에 대
해 추측하고 진실을 파헤쳐나가게 된다. 그러나 동생은 일인칭 서술자라는 한
계 때문에 사건에 대해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며 그에 따라 이야기
곳곳에는 다양한 수수께끼와 그에 따른 빈자리가 드러난다. 무엇보다 동생 자
신도 독자들에게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환부’가 있다는 점에서 소설이 단순히
형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서술자인 동생의 차원에서도 수많은 빈자리를 지
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병신과 머저리」의 ‘수수께끼의
제시→논리적 추리 과정→수수께끼 풀기’의 서사구조는 질문, 미스터리를 제기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품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고, 능동적인 추론의 과정
을 밟아나가도록 하며18) 흥미 유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작품이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읽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작품이라 판단하
였다.
정리하면 두 소설 모두 일인칭 소설이면서도 문학사적인 가치가 있고, 각각
이야기 차원과 담론 차원에서 풍부한 빈자리를 지니고 있어 학습자들이 도출
해낸 빈자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8) 이새봄,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어두운 전조” 연구」, 『관악어문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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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험조사의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실험
차수
(기호)

실험
시기

차시

실험
대상

실험
인원

감상 작품

실험방법

(성별)
• 소설텍스트를 읽기 전, 후

예비
실험
(C)

16년
11월

서울
-

C여고
1학년

86명
(여)

양귀자,

활동지 작성

「원미동

• 1인칭 소설의 인식에 대한

시인」

설문조사 및 빈자리를 찾고
채워보는 활동 진행
• 소설텍스트를 읽기 전, 후

서울
1차시

S고
1학년

본실험
1차
(S)

활동지 작성

27명

• 빈자리의 개념에 대한 간단

(여)

한 설명 후 빈자리를 찾아보
이청준,

17년

「병신과

7월

머저리」
서울
2차시

S고
1학년

는 활동 진행
• 직접 찾은 빈자리를 채워보
는 활동 진행 (빈자리를 채워

27명

나갈 때는 그 근거를 기술하

(여)

도록 함)
• 빈자리 채우기 활동을 바탕
으로 감상문 작성

1차시
본실험
2차
(J)

17년

서울

53명

J고

(남 27,

1학년

여 26)

• 본실험 1차의 1차시와 동일
이청준,
「병신과

7월
2차시

서울

53명

J고

(남 27,

1학년

여 26)

머저리」
• 본실험 1차의 2차시와 동일

실험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소설텍스트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도움 없이 학
습자들 스스로 소설텍스트를 읽으면서 빈자리를 찾고 채워나가도록 하였다.
예비실험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일인칭 시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 그리고 텍스트에서 어떤 빈자리들을 도출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층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낸 뒤 생략된
이야기를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채워보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빈자리 채우기 활동보다는 주로 학습자들이 일인칭 소설텍스트의 어떤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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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호함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빈자리들을 도출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추었
다.
본실험의 1차시에서는 예비 실험단계에서 더 나아가 연구자가 먼저 빈자리
의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고, 학습자들 스스로 빈자리라고 생각되는 부
분을 찾도록 진행하였다. 즉 학습자들 스스로가 빈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개념
인지를 알고 실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1차시 이후에 이루어진 2차시
에서는 1차시에서 찾았던 빈자리를 채우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때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근거를 함께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자신이 판단하기에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채울 필요가 없는 빈자리는 채우지 않도록 함으로
써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에서 채워야 할 빈자리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유롭게
사고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찾고 채워 넣은
빈자리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빈자리에 따라 감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자세한 실험 내용 및 자료 수집 방법은 Ⅲ장에
서 다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
서는 볼프강 이저의 빈자리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 그리고 소설텍스트에서의
빈자리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이저는 빈자리를 “텍스트 단편들의 공백으로
남겨둔 접속가능성이며, 동시에 그 관계 가능성의 조건”19)이라고 이야기하였
는데, 이는 곧 텍스트에 표명되지 않은 이야기 및 의미의 공백들을 이야기하
는 것이다. 더불어 이저는 그 공백을 채우는 주체를 독자로 상정하고 독자의
주체적인 해석활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저의 빈자리 이론이 문학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논증해
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빈자리 도출에 있어 소설텍스트의 범위를 일인칭 소설로 한
정하였으므로 일인칭 소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일
인칭 소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프란츠 슈탄첼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의 시
점 이론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일인칭 소설의 빈자
리 양상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는 시모어 채트먼의 이론을 받아들여 빈자리
의 차원을 각각 이야기 차원과 담론 차원으로 분리한 뒤, 두 양상에서 도출되
는 빈자리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상에 따른 읽기
원리를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상상적 읽기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소설텍
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이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양상에 따라 어떤 원리를
19)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p.306.

- 11 -

바탕으로 어떻게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빈자리
를 찾고 채워나가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분석의 기준은 Ⅱ장에서 마
련한 읽기 원리를 근거로 한다.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것은 소설텍
스트를 읽어나가며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사 이론인 채트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되, 이후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활동은 학습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해석활동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분석을 지향한
다. 따라서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상상적 읽기의 세 가지 읽기 원리를 기
준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빈자리 채우기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서 확인되는 각각의 특징을 찾고, 그 특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설정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정한 교육과제를 기반으로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채
우기를 통한 소설읽기 교육을 제안해볼 것이다.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문학교육을
설계한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갈 수 있는 현장이 마
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육방안 마련 후에는 검증실험을 실시하여 제시
한 교육방안의 교육적 효과를 증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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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와 교육적 의의

본 장에서는 먼저 볼프강 이저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에서의 ‘빈자리’의 개
념을 살펴볼 것이다. 그 뒤 일인칭 소설에서 나타나는 빈자리의 양상을 검토
한 후 그것을 채워나가는 읽기 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의 문학교육적 가치도 함
께 다뤄보고자 한다. 그동안 문학의 빈자리는 그 무한한 활용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체계화와 범주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학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
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빈자리의 범위를
일인칭 소설로 한정, 그것들에 드러나는 빈자리를 유형화해볼 것이다.

1. 소설의 빈자리와 문학교육
1) 빈자리의 개념
수용이론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며 혹은 새롭게 재창조되기도 하는 불완전한 것이
다. 이는 곧 하나의 ‘텍스트(Text)’는 독자의 수용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의
미복합체인 ‘작품(Werk)’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텍스트는 아무리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불확정항(Unbestimmtheit)들을 내포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텍스트에 표현되지 않은 모호성은 독자로 하여금 공
백(Ausgesparten)을 투사하여 채우도록 자극한다.20) 볼프강 이저는 바로 이
렇게 텍스트에 주어진 불확정적인 간극, 독자에 의해 재구성되고 재정비되어
야만 하는 틈을 ‘빈자리(Leerstelle)’라고 명명하였다.
표현되지 않은 간극으로서의 틈은 텍스트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정하고 암
시하고 내포하는 것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 직
접적으로 말해지지 않은, 그러나 채워질 수 있거나 채워져야만 하는 틈을 인
식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채워 나가야만 한다. 이저는 바로 이 빈자리 덕분
에 텍스트가 예술로서의 생명을 얻으며 독자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할 수
20) 위의 책,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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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이 텍스트의 공백을 인지함으로써 수많은 세부적 사
실들을 추측하고 추론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선지식, 상상력을 활용해 능동
적이고 의식적으로 텍스트와 소통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저의 빈자리 이론은 상당 부분 로만 잉가르덴의 미정성 이론에 기초한 것
이다. 잉가르덴에 따르면 모든 문학작품은 실제적 대상이나 관념적 대상이 아
닌 지향적인 대상이고, 실제를 가장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설계된 것이다. 따
라서 그것들은 대상들에 대해 오로지 도식적인 형상(schematisches Gebilde)
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해 문학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완벽하
고 명백하게 규정된 개체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라하고 모사하는 데 그친
단지 몇몇의 확정성만을 지닌 도식적인 형상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
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 재구축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적
인 대상의 부재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문학작품이 실제인
것처럼 묘사하고 도식화한 대상은 그것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채 일부의 속성만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잉가르덴은
문학이 담아내지 못한 속성들을 ‘미정성’이라고 지칭하고, 문학작품 속에 드러
나는 수많은 ‘미정성 자리(Unbestimmtheitsstellen)’를 구체화하는 것이 소설
을 읽는 독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잉가르덴은 미정성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구체화와 잘못된 구체화
를 구분한다. 그는 미정성을 채우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채워
넣어야만 하는 미정성이 정해져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역할을 한정지었
다. 잉가르덴이 “모든 미정성 자리가 무조건 채워져서는 안 되며, 나아가 독자
가 그러한 제약에 직면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충전이 유보된 곳에
서는 독자가 스스로 센스없는 인간(Banause)이라고 갑자기 깨닫게 된다”21)라
고 주장한 것은 독자의 역할을 올바른 미정성을 찾고 그것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으로 한정지은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이저는 잉가르덴의 미정성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올바른 구체
화와 그렇지 않은 구체화를 구분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이저는 잉가
르덴의 미정성 채우기가 단순히 텍스트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견해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잉가르덴의 이론이 텍스트와 독자 사이
의 관계를 상호적 관계가 아닌 “텍스트로부터 독자에로의 단선적인 기울기”22)
로 상정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저는 잉가르덴의 미정성 개념에서 더 나아
21) 위의 책, p.279.
22) 위의 책,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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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문학작품
이란 작가의 예술적 창작과 독자의 심미적 실현이 ‘공동작업’화된 결과라는 것
이다. 결국 이저는 미정성을 채워 넣어야 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내는 주체까지도 온전히 독자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 이저의 주장대로라면
한 텍스트는 독자들의 독서 행위에 따라 각기 상이한 빈자리가 도출될 수 있
고, 반대로 같은 독자에 의해서도 독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빈자리
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마침내 독자는 텍스트와 온
전한 소통을 이루게 되며 읽기는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석은 더욱 풍
부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저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틈,
빈자리, 혹은 미결의 요소에 독자가 창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텍스트 자체의
객관적 자질에 독자들의 상호주관적인 창조적 첨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23)
이저의 이론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저가 빈자리를 이야기함에 있어 단
순히 텍스트에 표현되지 않은 미정성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저
는 언어적 생략인 미정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텍스트의 표면, 즉 언어적
인 표현 사이로 무수히 생략된 의미24)를 나타내는 ‘부정성(Negativität)’ 또한
함께 언급하였다. 이저가 이야기하는 ‘부정성’이란 진술된 것을 통해 침묵된
것을 지시하는 것, 다시 말해 언어로 표현된 것 기저에 깔린 암시되고, 내포되
고, 생략된 의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에 표현된 언어 사이사이에
표현되지 않은 암시되고 내포된 의미가 바로 부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저
는 이러한 부정성이 독서의 계열체적인 축에서 역동적인 빈자리를 만들어내
며, 삭제된 유효성으로서 선택된 규범에 빈자리를 표시해 놓는다고 이야기한
다.25) 더불어 언어는 그 자신이 다양한 함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
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시작할 때 부정이 도입되기 시작한다고 강조하였
다.
이는 일견 ‘상징’과 유사한 개념처럼 느껴진다. 상징 또한 부정과 마찬가지
로 표현된 언술을 통해 표현되지 않은 의미의 흔적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저는 상징과 부정성을 구분하면서, 단순한 재현가치에 제한되는
상징과는 달리 부정성은 전제조건이 없고 관습적으로 합의된 제한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저의 부정성 개념을 받아
23) 장도준, 「독자반응이론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 19, 한국어문연구학회,
2010, p.227.
24) 노애경, 「“말할 수 없는 것들”의 부정성 -수전 글래스펄의 『하찮은 것들』」,
『영어영문학』 55, 한국영어영문학회, 2009, p.579.
25)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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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이를 상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고 빈자리의 영역 내에서 함
께 다루고자 한다.26)
마지막으로 이저는 빈자리와 독자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빈자리를
텍스트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 및 부재하는 의미 등으로 상정하였을 때, 한 텍
스트 내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빈자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텍스트의 빈
자리를 무조건 독자의 손에만 맡겨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텍스트 이해를 더 어
렵게 하는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저는 텍스트 내부가 어느 정도 구
조적으로 빈자리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빈자리가 독자의 손에만 맡겨
지는 무제한적인 공백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서 실현되어져야 하는, 구조화를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는 특정한 개방성”27)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텍
스트의 빈자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저는 독서행위가 텍스트
와 독자의 소통이라고 보았을 때, 분명 텍스트 차원에서 독자에게로 전해지는
메시지, 즉 독자에게로 향하는 발화 작용 또한 있다고 보는 것이다.28) 텍스트
가 구조적으로 지닌 빈자리가 있어야만 독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소통이 아
닌 텍스트와 독자가 서로 주고받는 소통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빈자리의
중요한 특성이 된다.
“빈자리의 이동은, 빈자리가 독자에게 파악 행위의 궤도를 규정해주는, 장내에
서의 그때마다의 특정한 규정필요성을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관점의
장에서 스스로를 ‘이동하지’ 않으며, 빈자리가 조종하는 독자의 실현되는 구성활동
에 비례해서 위치를 바꿀 뿐이다. 그로써 그것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구조의 성격
을 획득하며, 이 구조는 물론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기능하기 시작

26) 이저는 미정성과 부정성을 구분한다. 그리고 미정성을 통해 빈자리가 도출되며 이
것이 부정성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소설의 공백을 채워나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빈자리와 부정성은 구분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설텍스트에 서술되지 않은, 즉 언어적으로 아예 표현되지 않은 이
야기의 공백인 ‘빈자리(미정성)’와, 소설텍스트에 언술화 되었으나 그 의미가 공백의
상태인 ‘부정성’을 같은 빈자리의 범주 내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미정성과 부정성
이 독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해나가는 데 있어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저 또한 미정성과 부정성이 독
서과정에서 진행되는 텍스트와 독자간의 상호작용의 추진력이라고 언급하면서, 두
개념이 모두 독서 과정에서 통제기관으로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7)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317.
28) 이러한 텍스트에 의한 독자조정을 이저는 ‘텍스트의 호소구조(Appellstruktur der
Texte)’라고 일컫는다.(전남대학교 문학이론과 비평독회, 『현대문학이론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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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29)

위에 인용한 이저의 주장처럼, 텍스트 내부에는 어느 정도 독자를 위한 빈
자리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자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정답을
상정해놓지 않는다. 이 빈자리는 독자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독자가 영향을 행
사할 수 있는 행동들로부터 출발할 때에야 비로소 빈자리로서의 생명을 지니
게 된다. 빈자리와 침묵된 것은 독자를 사건 속으로 이끌어 들여서 독자로 하
여금 ‘진술되지 않은 것(Nicht-Gesagte)’에서 ‘의도된 것(das Gemeine)’을 찾
아나가게 하면서도, 동시에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독자
에 의해 빈자리라는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2) 빈자리의 문학교육적 가치
지식 중심, 학문 중심의 4차 교육과정 이후로 우리의 문학교육 목표는 점진
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해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30) 이는 문
학의 본질이 단순히 지식적 측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향유하고 자
유롭게 감상하며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라는 합의가 교육 내부적으로도 이루
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흐름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문학 읽기를 강조하고 학
교 현장을 벗어난 문학 향유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학습자가 스스로 빈자리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적극적으
로 채워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교육 목표와 그 방향
을 같이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중심에 놓인다는 그럴듯한 교육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권위적인 해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교육이 주를 이
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정해진 권위 있는 해석에 텍스트를 끼워 맞추
고, 주어진 빈자리에 주어진 답을 채워 넣는 수업이 보편적인 문학 교실의 모
습이 되어버렸다. 문학작품이 이처럼 유희와 환영으로 가득 찬 빈자리 없이
모든 게 서술된 인지적, 교훈적 문장으로서만 교육된다면 학습자는 문학텍스
트에서 더 이상 흥미를 얻지 못할 것이다.31) 무엇보다 학교 현장을 떠난 학습
29)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316. 강조는 인용자.
30)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p.22.
31) 변학수, 앞의 논문,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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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일상에서까지도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궁극
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지식 위주의 문학교육은 그 목표를 멀어지
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개방된 텍스
트의 의미에서 마음껏 해석의 가능성들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청되는 바이며, 따라서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읽기를 강조하는 빈자리 이론
이 수동적 문학교육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소설텍스트는 저마다의 틈, 즉 빈자리를 지니고
있다. 그에 따라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필연적으로 ‘텍스트의 공백’
에 직면하고 스스로 그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
한 상황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텍스트를 전
부 다 읽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일단 텍스트가 독자 앞에
주어지는 순간, 그것을 읽어나가는 독자는 텍스트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특정한 정신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32) 이는 역으로 말해 소설을
능동적으로 읽어낸 독자라면 반드시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빈자리를 발견한
뒤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겪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빈자리를 찾고 채워나가는 과정이 소설을 단순히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서 나아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빈자리와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소설의 능동적 읽기를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문학교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볼프강 이저의 빈자리 개념을 ‘소설텍스트에 표현되지
않은 여백’, ‘소설텍스트에 표현되었으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공백’, ‘멈춰
서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틈’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문학교육에서의 빈자리,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인칭 소설텍스트에 주목하여 빈자리를 다루어보고자 한
다.

32) 볼프강 이저는 “독서과정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대들과 새롭게 다시 변화된 기
억들이 서로 상호간에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텍스트에서 모든 문장상응물은
그 빈표상을 통해서 바로 다음 것에 대한 선견(Vorblick)을 포함하고 그의 포화된
관념으로 다음 문장에 대한 지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독자가 빈자리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
한 특정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과정을 지나 다
음 문장, 혹은 작품의 해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볼프강 이
저, 이유선 옮김,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pp.191-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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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1) 일인칭 소설의 본질
(1) 일인칭 소설의 개념
프란츠 슈탄첼은 서술체와 다른 문학예술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으로 ‘중
개성(Mittelbarkeit)’을 이야기한다. 통상 어떤 사건이 보고되거나 이야기가 전
달될 때에는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기 마련인데 소설 또한 이야기를 전
달함에 있어 ‘서술자’라는 이름의 중개자가 존재하게 된다. 소설의 서술자는
작가적인 모습을 한 서술자일 수도, 소설 내 허구적 인물의 모습을 한 서술자
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건 서술자가 사건을 독자에
게 서술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한 필연적으로 독자는 서술자와 마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프란츠 슈탄첼에 따르면 만일 이야기를 중개하는 서술자가 인물들과 같은
세계 내에 존재한다면 그는 일인칭 서술자이다. 반면 서술자가 인물들의 세계
바깥에 위치하게 되면 삼인칭 서술자가 된다. 이때 소설에서 어떤 인칭대명사
가 나오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서술자와 인물들
이 속하는 존재 영역이 동일한가 또는 동일하지 않은가하는 ‘위치’의 문제이
다.
‘서술의 동기(motivation)’ 또한 일인칭 서술자와 삼인칭 서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인칭 서술자의 경우 그의 동기는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가
서술하는 과정은 언제나 그 자신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의 서술 내용
은 그가 경험한 것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감정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일인칭 서술자는 세계 내에서 체험하고 감정을 느끼고 가치 평가를 내리
기 때문에 서술할 수밖에 없는, 서술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 셈이다. 반대로 삼
인칭 서술자에게는 서술해야 된다는 존재론적인 강요가 없다. 그는 그가 체험
한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이야기
를 한다. 그러므로 그의 동기는 존재론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미적인 영역에
속한다.
정리하면 일인칭 서술과 삼인칭 서술의 상이점의 본질은 서술자가 이야기의
사건들을 조망하는 방식과 어떤 것을 서술할 것인가 선별하는 동기의 종류에

- 19 -

있다고 할 수 있다.3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슈탄첼의 이론을 받아들여 일인
칭 소설을 서술자가 세계 내에 신체적으로 존재하고, 인물들의 세계 속에 구
체화되어 있으며 서술 동기가 존재론적인 —즉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서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설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일인칭 소설의 서술자와 내포작가
소설텍스트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서술자 이외에, 보이지 않지만 담론에
의해 포착 가능한 주체도 존재한다. 웨인 부스는 이를 ‘내포작가(implied
author)’라 명명하면서 실제 작가와 구분되는, 이야기의 전달 과정을 통제하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웨인 부스에 따르면 내포작가는 작
중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알
려줌으로써 텍스트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통합하며, 나아가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판단을 학습독자에게 부과하는 존재이다.34) 또한 내포작가는 소설텍스트
를 읽어나가는 독자에 의해 상정되고 구축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독자
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채트먼 또한 웨인 부스의 내포작가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에 의해 재구축되는 내포작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을 설명했다.
“그(내포작가)는 ‘내포된다(implied)’. 다시 말해서 그는 서사물 속에서 독자에
의해 재구축된다. 그는 화자가 아니라, 서사물의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 화자를
창조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며, 이러이러한 단어나 이미지들을
통해 이러이러한 일들이 등장인물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원리이다. 화자와는 달리
내포작가는 독자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 그는, 아니 ‘그것’은 목소리가
없으며, 직접적인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전체적인 구상과 모든
목소리, 그리고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모든 수단에 의해 말없이
독자를 가르친다.”35)

33) 프란츠 슈탄첼, 김정신 옮김, 앞의 책, p.151.
34) 선주원, 「일인칭 소설에서 내포작가의 서술 행위와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158.
35)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p.164.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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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작가는 서사텍스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단어나 이미
지들을 선택 및 배열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서술자 뒤에서 근원적인 서술
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술 기
능을 하위 서술자(sub-narrator)인 명시적 서술자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서술
자 뒤에 서서 서술 행위를 포괄하며 상위에서 사건을 전망한다. 따라서 독자
는 소설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텍스트 내의 명시적 존재인 서술자보다는 보
이지 않는 언술자인 내포작가에 의해 소설텍스트와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36)
게다가 독자는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단순히 내포작가의 존재를 인지
하는 것을 넘어 내포작가의 규범을 찾고 상정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텍스트의 의도, 즉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아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만일 이때 독자가 상정한 내포작가의 규범과 그것을 서
술하는 서술자의 규범이 일치한다면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 내용을 신뢰하며
서술자의 안내에 따라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독
자가 상정한 내포작가의 규범과 서술자의 규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 이때에는 내포작가의 목소리와 서술자의 서술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되
고 독자는 자연스럽게 서술자의 서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웨인 부스는 전자를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화자’라고 명명하였고 후자를
‘신뢰할 수 없는(unreliable) 화자’라고 명명하였다.37) 이처럼 서술자의 서술에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술자와 내포작가, 즉 서술자와
텍스트 사이에는 거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 거리 사이에 수많은 모호성과 불확
정성이 생겨난다. 독자로서는 서술자의 서술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어디
까지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 판단이 유보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객관적인 성격을 띤 삼인칭 서술보다는 서술자의 개성
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인칭 서술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인칭 서술
자는 그 자신이 서사세계 내에 존재하는 등장인물이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
고 경험 및 판단력에 한계를 지닌 존재이므로 서술에 있어서도 강한 주관성을
띤다. 무엇보다 서술자로 설정된 등장인물 자체에 지적, 도덕적 결함이 존재하
는 경우 서술자의 신뢰성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는 삼인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모습이다. 삼인칭 서술은 서술자의 개성이나 특성, 인물로서의 존재
가 부각되기 보다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서술세계 내의 사건과 인물들의 개성
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술자와 내포작가의 불일치
36) 선주원, 앞의 논문, p.159.
37) 웨인 C. 부스, 최상규 옮김,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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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거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일인칭 서술자일 때 보다 선명
하게 느껴지고,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며 읽어나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웨인부스 또한 서술자가 자신을 ‘나’라고 지칭
하는 순간, “그는 아무리 앞에 나서기를 삼가는 화자라 할지라도 극화되며
”38), 이와 같이 화자가 극화되어 하나의 작중인물로서 독자들 앞에 서게 됨으
로 인해 서술자는 “그를 만들어내는 내포작가와 판이하게 구별”39)된다고 언급
하였다. 웨인 부스의 이러한 설명은 결국 화자가 소설텍스트 내에서 극화되어
작중인물로 등장하는 순간 독자가 의식 속에서 구축해낸 내포작가와 분명하게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서술자와 내포작가의 간극에 의해 일인
칭 소설의 서술에서는 전달 층위의 빈자리가 발생하게 된다.

2)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양상
구조주의 이론에서는 서사물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하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물들이 당면하게 되는 사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표현 혹은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40) 시모어
채트먼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사물의

구조를

이야기(story)와

담론

(discourse)으로 양분한다. 채트먼에 따르면 전자는 ‘무엇’에 해당되는 이야기
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후자는 ‘어떻게’에 해당되는 이야기의 ‘전달 방식’,
즉 “이야기를 이야기하기”41)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편의 서사물을 온전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야기와 담론의 두 축을 함께 고려하여 접
근해 나가야만 한다.
이야기는 일련의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사텍스트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이해의 기초적인 층위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서사텍스
트의 이야기 파악은 텍스트에 실현되어 있는 언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 즉 이야기는 담론에 의해서 텍스트에 구현되기 때문에, 그것의 파악은 필
연적으로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우리가 서사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이 담론을 경유하여 이야기를 복구할 뿐 아니라, 역으로 그 이야

38)
39)
40)
41)

위의 책, p.209.
위의 책, 같은 쪽.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앞의 책, p.19 참조.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5,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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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추어 담론의 작용을 체험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42)
독서행위를 하는 독자들은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단순히 사건들을 확인하
는 층위에서 주제라고 일컫는 관념의 층위로까지 이해의 정도를 넓혀나가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소설텍스트의 두 차원에 주목, 빈자리의 양상을 텍스
트 내용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차원과 텍스트의 표현 및 전달 방식에 해당하
는 ‘담론’의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43)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이야기 차원은
말 그대로 소설이 ‘무엇’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담론의 차
원은 사건이 전달되는 방식, 즉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
달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1)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
이야기 차원이란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는 차원으로, 텍스트
내의 언술을 통해 사건 진행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을 말한다.44) 일반
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설텍스트를 읽고 논의를 이어나간다고 할 때 이야기 차
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야기 차원은 소설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심의 대상이면서 이해의 기본 층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소설의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본질을 이야기로 본다면 소설을 이해
하는 일은 일차적으로는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이다.
채트먼 역시 서사물을 이야기와 담론의 구조로 파악하면서 소설텍스트의 내
용 국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사건(events)과 존재(existents)로 양분한다. 채

42) 강헌국, 「목적론적 서사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 한국근대문학회, 2002,
pp.33-34.
4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담론’이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미셸 푸코가 말하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담론’과
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푸코의 담론은 권력 및 이데올로기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트먼의 구조주의적 이론에 입각하여 “말을 선택하고
배열하며 대상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 있게 언어의 질서 속에 함축시키는 과정”(한
용환: 1995, 191)의 의미로 담론을 다룬다. 즉 ‘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모든 권력과 이데올로기 개념을 배제하고자 한다.
44) 김형규, 「시간적 거리를 통한 단절의 서술행위」, 『현대소설연구』 18, 한국현
대소설학회, 2003,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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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먼에 따르면 사건이란 일련의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존재란 그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 내지 행동을 뒷받침 해주는 성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트먼의 다이어그램45)

채트먼의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야기라는 것은 일련의 사건을
포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존재(인물)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으며, 인물
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시∙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일어
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란 사건(행위)과 존재(인물),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
는 개념이 된다.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야기는 담론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만
일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언술로 구성되고
조직된 뒤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독자가 주어
진 서술을 바탕으로 의식 속에서 구성해낸 ‘어떠한 것’이다. 소설텍스트를 읽
어나가는 독자는 담론을 경유하여 이야기를 추론하거나 복구해내는 작업을 하
게 되고, 그것들을 재구성해냄으로써 이야기를 포착하게 된다. 결국 이야기란
“단어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며 제스쳐도 아닌, 오로지 그러한 단어와 이미
지, 제스처로 표시되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행위들”46)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독자가 그것을 담론으로부터 어떻게 구성해내느냐에 달려 있
으며 그러기 위해서 독자는 언제나 이야기 구성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야기 차원에서의 일인칭 소설의 두드
러진 특징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 차원에서의 일인칭 소설의 특
징이란, 일인칭 소설에서 이야기의 전체가 전달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서술

45) 한용환, 앞의 책, p.104.
46)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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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내포작가는 일인칭 시점을 택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알지만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비록 그가 모든 사건, 인물, 배경에 대해 알고
있을지라도, 서술을 담당한 일인칭 서술자 ‘나’가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서사
세계 내의 하나의 등장인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삼인칭 시점이 여러 인
물들 및 사건들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결국 일인칭 ‘나’가 사건의 서술자로 나서는 순간 소설텍스트
는 필연적으로 이야기 층위의 빈자리를 안고갈 수밖에 없으며 독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야기의 일부는 생략되거나
비워진 채로 텍스트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의
영역은 일인칭 서술자가 지각할 수 있는 범주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일인칭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는 필연적으로 텍스트 표면
에 서술되지 않은 이야기의 공백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저의 입장에서 본
다면 이는 곧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미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빈
자리는 서술 시점들 사이의 관계를 공백으로 남김으로써 독자들을 텍스트 속
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며47), 만일 소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읽는 독자라
면 독서 과정에서 이러한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대’할 것이다.48) 더불어 독
자는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독자는 그의 기대가 배반당하거나 수정되는 상황
을 겪으며 나름의 지각과 태도를 형성해나간다.49) 이야기의 공백이 역으로 다
시 이야기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건과 행위 및 인물에 대한
빈자리를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로 규정, Ⅲ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학습자들
의 빈자리 도출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담론 차원의 빈자리
담론 차원이란 이야기를 구성하고 구조화하는 차원으로, 독자로 하여금 내
47)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273.
48) “개별 문장상응물은 언제나 다만 제한된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에 의해 일깨워진 지평은 모든 것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빈 표
상(Leervorstellung)을 포함하고 있는 조망을 제시한다. 이 빈 표상은 자신이 채워
짐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기대적 성격을 갖는다. 모든 문장상응물은 그래서 동시에
포화된 표상과 빈 표상으로 구성된다.”(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191.)
49) 강헌국, 앞의 논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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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작가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50)이기도 하다. ‘담론’이라는 용
어는 채트먼에 따르면 ‘문장을 진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말을 선
택하고 배열하며 대상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 있게 언어의 질서 속에 함축시키
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51) 따라서 담론 차원에서 빈자리를 찾는다는 건
곧 이야기를 서술해내는 표현의 측면과 이를 전달하는 방법에서의 빈자리를
발견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담론 차원의 빈자
리를 언어적인 표현의 측면과 서술자에 의한 전달 측면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표현’의 측면에서 빈자리가 생긴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에서 기인한다. 로만 잉가르덴의 견해처럼 언
어라는 매개를 통해 대상이 전달되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불확정
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어에 의해 표현된 대상은 아무리 상세
하게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닌 모든 속성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없
기 때문이다. 문자 텍스트의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
어 있고 이를 표현하는 낱말 또한 인간의 무수한 사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을 읽어나가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의미작용이 일
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텍스트 내에서 선택된 낱말, 사용된 낱말 중의 추상어,
그 낱말이 형성하는 문맥 등은 독자로 하여금 언어를 넘어서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52) 이렇듯 언어에 의한 표현은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
정에서 왜곡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며, 혹은 과장되거나 그 의미가 제거되
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독자는 표현에 담긴 의미, 그로부터 도출되
는 수많은 해석들 사이에서 의미의 불확정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표현되는 수많은 언어들은 그것이 다양한 층위에서의 복합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자리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
로 표현된 대상들의 속성을 결코 한꺼번에 파악할 수 없으며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의미,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감추고 있는 공백을 자기 나
름의 방식으로 채워나가야만 한다.
볼프강 이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표현의 빈자리를 언급한다. 이저는 진술된
것이 침묵된 것을 지시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며,

50) 선주원, 앞의 논문, p.154.
51) 한용환, 앞의 책, p.191.
52) 박수자, 「추론적 읽기 지도의 내용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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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된 것은 진술된 것을 함축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윤곽을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53) 이러한 이저의 주장은 곧 언표적으로 드러난 대상들이 드러나
지 않은 수많은 의미를 지칭함으로써 비로소 드러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 내에 표현된 의미들은 그것이 표현되지 않은 차원의 것을
지시함으로 인해 존재하고, 동시에 표현되지 않은 차원의 의미는 표현된 의미
들을 통해 존재를 확보해나간다. 이저는 바로 이러한 차원의 빈자리가 텍스트
와 독자 간의 소통 추진력으로 작동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텍스트를 읽는 독
자들은 불확실한 표현들 속에서 확실한 의미를 찾아 명료화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빈자리는 독자가 해결로 나아가는 길을
지연시키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독자는 비로소 의미를
찾아 나서는 길에 스스로 발을 디딜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언어의 표현 층위
에서 모호성이 발생하면 의미에 대한 빈자리가 도출될 수 있다.
담론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전달’ 층위에서의 빈자리가 있다. 앞에
서 다루었던 것처럼 소설텍스트는 이야기가 중개됨으로써 비로소 생동성과 구
체성을 띤다. 그런데 담론의 서술을 담당하는 주체는 명시적 존재자인 서술자
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설 텍스트 전체를 특정 관점에서 조종
하면서 소설을 독자에게 소통시키는 내포작가일 수도 있다.54) 그리고 만일 이
때 독자가 추론한 내포작가의 의도와 서술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독
자는 그 사이에서 수많은 불확정성과 모호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기대와 서술자의 서술이 충돌을 보이는 경우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포작가의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명시적 서술자와의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독자의 기대는 공백으로 전환된다. 일인칭 소설은 그
특성상 서술자 자신이 소설세계 내에서 하나의 등장인물로 기능하기 때문에
삼인칭보다 내포작가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 독자가 서술자를 이
야기 세계 내의 존재로 인식함으로 인해 소설 전체를 관장하면서 구조화하는
내포작가의 존재를 추가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때 만일 독자가 상정한

53)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271 참조.
54) 선주원(2008)은 명시적으로 서술을 담당하는 일인칭 서술자 ‘나’는 근원적 서술자
인 내포작가로부터 서술기능을 위임받은 ‘하위 서술자(sub-narrator)’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서술자가 때때로 내포작가로 착각되는 것은, 소설텍스트에서 이들
이 내포작가에 의해 똑같은 기호체계인 말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즉 내포작가는
자신이 담론 속에 투사시킨 ‘위임자’인 서술자의 서술 행위를 포괄하는, 위계적으로
상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주원, 「일인칭 소설에서 내포작가의 서술 행위
와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p.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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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작가의 가치관이 서술자의 서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서술자의
‘성실성’이나 ‘진실한 해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55) 반
면 내포작가의 뚜렷한 존재감 없이도 서술자의 성실성 그 자체가 의심되는 경
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서술자가 냉소적인 어조를 취하거나 반어적인 어조를
취하는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술자
의 발화 이면에 담긴 의미를 추측해야만 하므로 서술자의 서술이 진실될 것이
라는 기대를 소멸시켜야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 너머
에 있는 내포작가의 의도를 상정하며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갈 것이다. 그 외에
도 서술자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혹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술 상에
특정한 제약이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혹은 서술자의 서술 능력의 문제56)로
인한 경우에도 독자의 기대가 소멸됨으로써 텍스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독자가 서술자의 서술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떤 부분이 서술
자의 ‘진짜 의도’인지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의미의 공백이 생겨나
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서술자 뒤에 있는 상위의 존재인 내
포작가의 의도를 따라가며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게 될 것이다. 즉 독자는 서
술자와 거리를 두며 내포작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
에 서술자의 믿기 어려운 설명에 걸맞게 스스로 새로운 판단을 내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텍스트의 불확정성이 생겨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57)
볼프강 이저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소설텍스트의 빈자리가 도출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이 특정하고 분명
한 방향을 지시할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자신이
기대한 방향이 탈락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형세는 독자를 “계속적으로
친밀성에서 분리시키고 특정의 텍스트 입장 속에 정주할 수 없게 만들며”58),
그리하여 “독자 스스로가 담당해야하는 구조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도
록”59) 유도한다. 쉽게 말해 독자가 서술자에게 기대하는 일정한 방향과 예상

55)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앞의 책, p.165.
56) 대표적인 예로 서술자가 어린 아이로 등장하거나 어리숙하고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일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의심할 수 있다.
57) 최보근, 「로만 인가르덴(Roman Ingarden)과 볼프강 이저 (Wolfgang Iser)의 문
예학적 불확정성 이론」, 『獨逸學硏究』 16,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0,
p.189 참조.
58)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321.
59) 위의 책,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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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소멸되면서 텍스트에 “주요기대들의 실현이 탈락되어 있음을 알리는
빈자리”60)가 생겨나는 것이다.
“현대 텍스트의 특징은 모든 설비를 통해서 기대 가능한 방식을 환기시켜서 빈
자리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그 일은 원칙상 서술전통에 고착된 기능을 소멸시킴
으로써 가능해진다. (중략) 독자는 기대되던 방식의 소멸을 통해서 그 개별성에게
윤곽을 부여한다. ‘부재방식’은 기대가능한 방식의 환기된 배경을 빈자리로 변환시
키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텍스트 단편들의 무질서를 부채질한다.”61)

정리하면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읽어나가면서 텍스트에 표명된 입장들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의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는 내포작가와의 균열을 일으
키며 소멸되고 그 자리엔 독자가 기대한 ‘친숙한 것’이 아닌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이저가 말한 기대의 ‘부재방식’을 통한 빈자리이며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독자가 소설과 능동적으로 소통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담론 차원의 빈자리를 표현 측면과 전달 측면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측면에서 빈자리가 발생한다고 전제하여 Ⅲ장을 통
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3) 일인칭 소설 빈자리 양상에 따른 읽기 원리
이야기 차원과 담론 차원에서 각각 다양한 빈자리 양상이 도출됨에 따라 독
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방식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장 우
선적으로는 텍스트에 서술된 모호한 표현들, 혹은 다양한 비유와 상징에 대해
추론하며 읽는 방법이 있다. 독자들은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표현들에서 생략
된 의미들에 대해 텍스트 내적, 외적 요소를 활용하여 추론해나갈 수 있다. 그
리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 제시된 모호한 의미를 명료화하고자 할 것이다. 다
음으로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해석을 확장해나가는 방법도 있다.
일인칭 시점은 필연적으로 소설의 서술이 강한 주관성을 띨 수밖에 없고, 특
히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기대가 소멸되는 경우 그 사이에 수많은 빈자리가
60) 위의 책, p.323.
61) 위의 책, pp.323-325.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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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다. 따라서 독자는 끊임없이 서술자의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포
작가가 감춰놓은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빈자리 채우기를 바탕으로 독자는 텍스트의 표면에 표현되지 않은 이야기
의 공백을 상상적 읽기를 통해 채워나가게 된다. 이는 독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감에 있어 상상을 통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을 말한
다.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발견한 독자들은 생략된 이야기, 텍스트에 다루어
지지 않은 공백들을 상상하고 추리하여 빈자리를 채워나가고자 한다.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는 담론 차원에 비해 독자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보다 확장적인 빈자리 채우기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읽기 원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이 원리들이 각각 독
립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띤다는 사실이다. 독자
는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며 상상과 동시에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추론을 바
탕으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 원리를 명확하게 구별되
는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각각이 서로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이 세 원리를 통한 읽기로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감상으
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상상적 읽기를 수행함으로써 텍스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데, 이렇듯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독자는 다른 인물의 감정이나 내면심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내포작가가 숨
겨놓은 의미에 대해 추론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
기에 대해 상상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 표면에 제기된 문제뿐 아니라
텍스트 속에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이는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낸다. 결과적으로 세 원리를 통한 읽기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텍스트 감상에 있어서의 깊은 고민과 다양한
의미 생성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를 형
성하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해야 한다.

(1) 표현에 대한 추론적 읽기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명제나 판단으로 새로운 명제나 판단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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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 작용을 의미한다.62) 추론이라는 용어는 연구마다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추리, 추측, 예상, 상상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
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해석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읽기 연구에서 ‘추론’이란 “의미의 애매성을 해결하기 위해 글에 드러난 정
보를 이용하여 거기에 독자의 지식을 통합하고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63)을 말
한다. 읽기활동을 수행하는 독자는 텍스트 내적·외적 단서들을 활용하여 필자
가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생각들을 사고하고 이끌어내는 과정을 밟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단계로 나
아간다. 따라서 추론적 읽기는 독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면서 텍스트에 제시된 명제나 진술들에 대한 의미상의 애매성을 해결하
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진술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창조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64)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라는 매개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추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언어라는 매개체는 전달하고
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표현된 언어는 발화자
의 모든 의도를 완벽하게 표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받는 수신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를 추론해나가야만 한다. 이는 구어적 소통상황뿐
아니라 문자를 매개로 한 문어적 소통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문자를 매개
로 하여 소통 단위를 만들어나가는 문어적 텍스트는 텍스트 내에서 선택된 낱
말, 사용된 낱말 중의 추상어, 그 낱말이 형성하는 문맥 등이 독자로 하여금
언어를 넘어서는 추론을 하도록 유도한다.65) 문자 매체를 함축적이고 압축적
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문학텍스트는 추론의 과정이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드러나는 언어를 사용하므로, 문학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는 표현된 언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수많은 의미들에 대해 명료화하고 추론해나가야 한다.
서사물에서의 추론은 일반적인 읽기 연구에서의 추론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텍스트에 생략된 정보를 추측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의

공백과

독자의

지식·경험의

상호작용이

구체화

62) 박수자, 앞의 논문, p.30.
63) 김선경 외, 「추론적 읽기전략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텍스트 이해와 국어
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水産海洋敎育硏究』 23, 韓國水産海洋敎育學會,
2011, p.68 참조.
64) 김선경 외, 위의 논문, p.4 참조.
65) 박수자, 앞의 논문, pp.3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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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kretisation)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6) 요컨대 서사추론은 일반적인 설명이
나 논증 텍스트에 비해 독자의 경험 및 배경지식이 다양하게 동원되고 그것이
장려되며 서사물의 이해 및 해석에 개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로 인
해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사 추론은 단순히 서사 내 주어진 요소들을 연결 지음으로써 텍스트를 이해
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어 상
위의 의미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67)
따라서 서사에서의 추론적 읽기는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
보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성격을 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정보 파악 능력을 넘어선 고등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추론적 읽기를 단순히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것을 추측해내는 읽기라거나 혹은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의미를
파악해내는 읽기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텍스트에 간접적
으로 암시된 정보나 선행 지식에 근거하여 심층적인 의미에 대해 정교한 추측
을 하는, “가르쳐진 추측”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8)
볼프강 이저 또한 추론을 서사 이해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파악하고 독자로
하여금 허구서사 텍스트의 ‘구조적인 힘’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추론이라
고 보았다.69) 독자는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중간 중간 자신의 기대지평을 텍스
트에 맞게 조절해나가며 텍스트에 서술된 의미에 대해 특정한 예측과 기대를
반복해나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심층적인 소통이 이루
어질 수 있다.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때때로 독서 과정에서 낯선
표현과 애매하고 모호한 서술들을 만나게 되고, 이때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독자라면 모호한 서술들에 대해 추론적 읽기를 수행할 것이다. 즉 텍스트 내
에 표현되었으나 공백의 상태로 주어진 의미들을 추론적 사고를 통해 명료화
함으로써 독자는 다시 표현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된다.
이처럼 서술된 의미들을 표층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심층적인 차원
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
으로 나아갈 수 있다.

66) 장동규, 「허구서사의 추론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9, p.1 참조.
67) 위의 논문, p.14 참조.
68) 위의 논문, p.177.
69)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pp.78-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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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읽기
일반적으로 소설 텍스트를 읽어나감에 있어 서술자가 이야기를 중개하는 역
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내용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서술자의 서술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된다면 독자는 그것을 철저히
해체하고 분석하는 태도로 입장을 전환할 것이다. 이처럼 서술자에 대해 비판
적 태도를 취하는 문제는 독자의 관심을 이야기 층위에서 담론 층위로 확장시
키고 독자로 하여금 이를 주제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미구성을 하도록 요구
한다.70)
서사에서의 비판적 읽기 수행 방식은 일반적인 비문학 텍스트 유형과는 조
금 다른 양상을 띤다. 비문학 텍스트에서의 비판적 읽기란 일종의 평가적 읽
기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다.71) 그러나 서사에서의 비판적 읽기는 단순히 내용에
대한 지식 이외에 ‘서사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서사는 매체와 무관하게 실제
작가, 내포작가, 화자, 수화자, 내포독자, 실제 독자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소통구조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수용자는 서사에서 다루는 소재에 대한 지식
만으로는 비판적 읽기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72) 그러므로 서사에서 비판
적 읽기를 수행할 때에는 텍스트 전체의 담론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담론 구조
가 선택된 의도를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총체
적인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일인칭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감에 있어 독자는 때때로 서술자의 서술 내용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때 독자에게는 단순히 표층적 의미를 그대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서술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때때로 서술자의 설명은 독자
가 추측한 텍스트(내포작가)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즉 ‘서술이 해석을 방해
하는 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서술자와 내포작가 간의 가치 불일치

70)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國語敎育學硏
究』 42, 국어교육학회, 2011, p.628 참조.
71) 김태호, 「영상서사의 비판적 읽기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
육학회, 2016, pp.42-43 참조.
72) 위의 논문, p.43 참조.
김태호(2016)의 논문에서는 영상서사를 주제로 다루었지만 인용된 내용이 ‘서사’
전반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도 논의의 참고 자료로 삼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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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의미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고 어긋난 목소리 사이에 생략된 의미
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소설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서술 이면에 담긴 심층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도록 유도한다. 이때 필요한 읽기
원리가 바로 비판적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비판적 읽기’라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의
심하고 따져가며 읽는 것을 말한다.73)
볼프강 이저 또한 소설의 빈자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층위의 빈자리에 대
해 이야기한다. 소설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에 대해 특정한 방향
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서술의 내용이 기대와 어긋나는 순간 자신의 방향
제시가 탈락되었음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독자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예상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됨을 경험하며 바로 이 소멸이 만들
어낸 공백이 빈자리가 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서술된 내용 사이로 생
략된 의미를 비판적으로 추론해나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이저는 독자는 스스
로 발견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설이 자신이 겨냥한 문제에 대해서 주고
자 하는 답변을 자신의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74) 나아가
이저는 이러한 빈자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독자의 민감성을 ‘반응준비성
(Reaktionsbereitschaft)’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는데, 이저에 따르면 독자는
텍스트가 서술해내는 내용에 대한 민감한 지각을 바탕으로 빈자리를 통해 새
로운 의미들을 습득하고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3) 공백에 대한 상상적 읽기
일반적으로 상상력이라 하면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상상력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
해 어떤 구체적인 심상을 마음에 갖게 되는 사고 작용을 일컫는다.75) 따라서
73) ‘비판적 읽기’라는 용어는 국어교육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연
구에서는 글을 읽고 정확성, 타당성, 효율성을 판단하면서 이해하는 기능(박영목,
『국어 이해론-독서 교육의 기저 이론』, 법인문화사, 1996, p.200.)으로 보기도 하
고, 혹은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석하
고 평가하는 읽기(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p.372.)라고 보기도 한다. 비판적 읽기에 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결국 공
통된 입장은 텍스트의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읽기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74)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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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상상력이란 단순한 공상이나 막연한 상상이 아닌, 구성적이고 구체적
인 성격을 띠는 의식 활동이다.
아브람스(M. H. Abrams)는 거울과 램프의 비유를 통해, 상상력이 램프가
그러하듯 주체의 내부에서 외부 세계의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투영해 보인다
고 이야기하였다.76) 아브람스에 따르면 상상력은 단순히 외적 현실을 이미지
화하는 능력이 아니며, 외적 현실로부터 자신의 사유와 감성을 거쳐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77) 노드롭 프라이(Northrop Frye) 또한 상상력을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있음직한 본보기를 구성하는 힘”78)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상상력을 단순한 망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사고로 상정한 것이다.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재현해놓은 문학에서도 상상적 읽기는 매우 중요
하다. 상상적 읽기의 결과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적 상상력을 단순히 작품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심적 재생력의 차원이 아닌 작품을 독자 자신의 인식망에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는 구성력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면79), 상상적 읽기는 곧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소설텍스트를 읽고 이야기를 구성해나감에 있어 독자는 주어
진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조직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밟아나간
다. 이때 사건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략된
이야기들을 채워나가는 읽기 또한 실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상적 읽기가 수행된다. 또한 이때 채워지는 빈자리들은 단순히 독자의 주관
적인 근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요
컨대 한 독자가 상상을 통해 재구성한 이야기는 다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해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셈이다. 독자는 스스로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생략된 부분을 채워 넣을 것이며 역으로 그러한 상상의 결과는 독자
75) 김창원 외, 「문학교육과 상상력」, 『독서연구』 5, 한국독서학회, 2000, p.134.
76) Abrams, M, H., The mirror and the lamp :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김상욱, 「국어교육의 방향과
서사적 상상력 : 서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5, 한국문학교육학
회, 2004, p.28.에서 재인용
77)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7, pp.163-167 참조.
78) 노드롭 프라이, 이상우 옮김,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2000, p.10.
79) 오정훈, 「문학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시교육 방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 1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3, p.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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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품을 어떻게 이해했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볼프강 이저 역시 빈자리 채우기에 있어 상상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
다. 그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빈자리를 ‘상상력’을
바탕으로 채워 넣어야 하며 이때 상상력이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
고 볼 수 없는 것을 표상하는 것”80)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저는 또한 이러
한 상상력이 항상 이전의 것들을 배경으로 두며 새로운 것이 이전의 것을 연
속되는 진행 속에 끼워 넣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상력을 통한 빈자리
채우기가 단순히 독자 개인의 주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이해
와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문학적 상상력이
라는 것은 텍스트의 연속성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상상적 읽기를 통해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층위에서 발생하는 빈자리를
채워나가게 되고, 이는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설텍스트와의
소통 상황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소설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읽어낸 독
자라면 텍스트에 표명되지 않은 다양한 사건과 인물의 심리에 의문을 느끼면
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특정한 해답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때 독자는 상
상적 읽기를 통해 이야기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다.

3.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의 교육적 의의
1) 독서 과정에서의 능동성 확보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다가 불확정적인 의미의 공백을 만
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이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해석에 있어
단일한 정답을 찾아내려는 경향을 보이며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
신이 오독했거나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소설텍스트에
서 만나게 되는 불확정한 의미를 권위적인 해석에 기대어 받아들이려는 모습
을 보이고, 자유로운 해석보다는 이미 정해진 것을 단순히 암기하고 받아들이
는 데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소설 읽기의 수동성은 모호한 텍스트, 즉
빈자리가 다양하고 풍부한 텍스트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80) 전남대학교 문학이론과 비평독회, 앞의 책,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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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텍스트의 모호함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채워나가는
‘빈자리 채우며 읽기’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 소통 상황에서 능동적인 참
여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끈다. 학습자는 이야기 층위와 담론 층위에서 다양한
빈자리를 도출해내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 넣음으로써 소설
텍스트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의 경험
은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 해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소설텍스트
의 정답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생성해내는 것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텍스트는 학습자를 곤란하게 하는 텍스
트가 아닌, 수많은 유희로 가득 찬 ‘열려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읽기 원리의 실현을 통해 소설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빈자리를
찾아내고 그 빈 공간에 자신만의 의미를 채워 넣으면서 소설 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소설텍스트에 드러나는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서 소설 읽기
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향후 학습자들이 학교 현장을 벗어나 일상생활
에서 문학을 향유할 때에도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에게 학교 현장에
서 배우는 소설텍스트는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학과는 괴리된, 전혀 다른 세계
의 것이며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었다. 학습자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소설텍
스트란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찾아야만 하며 시험을 통해 풀어내야만 하
는 ‘지문(地文)’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자리 이론대로라면 소설텍스트의 불
확실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견해내는 것조차도 학습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경험함으로
써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와의 소통에 능동적인 참여자로 기능하며 그것을 채
우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채워 넣어야 할 빈자리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의 힘으로 도출해낸 것이기
에 그것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지니게 되고, 이와 같은 경험은 향
후 문학 교실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문학을 즐길 때에도 학습자들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텍스트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텍스트 해석 능력 신장
소설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는 곧 해당 텍스트에 대한 심
층적인 해석으로 이어진다. 학습자가 소설텍스트를 읽고 단순히 텍스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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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이야기, 혹은 단편적인 주제만을 포착해내는 것은 소설텍스트를 심층
적으로 읽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소설텍스트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 그
리고 문학적 암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발견해내고 분
석하며 읽어야 비로소 소설텍스트와 능동적인 소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삶의 가치를 다루고 다양한 갈등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
금 우리 사회의 문제, 혹은 다양한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
든다. 또한 우리의 삶을 그럴듯하게 재현해놓은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문자
를 단순히 표면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하기 보다는 그 속에 수많은 비유와 상
징, 알레고리를 담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81) 이때 표현된 언술에 담긴 의
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어진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
면 독자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못할 것이
다. 텍스트가 제시한 표현에 담긴 수많은 의미의 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텍스트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
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한 추론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의 태도는 텍스트의
심층적 해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 활동’은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표현을 추론하고
상상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심층적인 해석
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자들은 담론 층위에서 제시된 표현들을 분
석하고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심층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서술자의 서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텍스트 표면의 의미를
뒤틀어보고 기대 지평의 소멸에서 발생한 공백을 능동적으로 채워나가는 활동
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읽기 활동은 텍스트를 표층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의미들까지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에 표명되지 않은 의미, 즉 텍스
트 사이에 담긴 의미를 찾아나간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활동이 단순히 텍스
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학습자들의 삶과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이해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81)‘언어’를 매재로 삼는 문학의 특징은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pp.36-3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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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이해 확장
문학교육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2)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타자의 입
장에 공감하며 이해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의 목
적과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인칭 소설 빈자리 양상에서 도출된 세 가지의 읽기 원리는 모두 궁극적으
로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소설텍스트를 읽으며 상상하고, 추론
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처한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자리 채우
기 활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상상하는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자신의 삶에 적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텍스트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추측하는 활동
경험을 통해 실제 소통 상황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심층적으로 이해
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총
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점에서 빈
자리를 채워 넣는 활동은 단순히 소설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학습자의 삶 자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이 단순히 텍스트 속에 담긴 가치관을
인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고 보기 어렵다.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
는 데 있는 것이기에, 텍스트를 통해 얻는 교훈과 의미는 반드시 학습자의 삶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설 텍스트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이를 상
상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읽어나가는 활동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학습
자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빈자리 채우기 활동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로 하
여금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타인과의 유연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학적 해석 차원을 넘어서 학습자의
삶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82)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pp.44-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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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

본 장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이 일인칭 소설에서 빈자리를 찾고 채워 넣는 양
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
로 세 차례에 걸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83), 소설텍스트를 읽고 빈자리를 찾은
뒤 이를 채우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첫 실험인 예비실험 단계에서는 먼저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의 인식에 대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활동지에 일인칭 소설에 대한
평소 인식, 호불호 등 개인적인 선호와 함께 일인칭과 삼인칭의 차이점, 일인
칭 소설의 장·단점 등의 지식적 측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였
다.84) 설문조사가 끝난 뒤 학습자들은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을 읽고 빈자
리를 찾아 생략된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활동
으로 다른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소설텍스트를 재구성해보는 활동을 수행하
였다. 서술자 ‘나’가 아닌 다른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소설텍스트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 내에서 어떤 인물에 주목을 하였는지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본실험은 총 두 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때는 빈자리에 대한 이론
83) 2016년 11월에 C여고 1학년 학생 86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고,
2017년 7월에 S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명(여), J고등학교 1학년 학생 53명(남 27
명, 여 26명)을 대상으로 총 2차시에 걸친 본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 제시될
학습자 자료의 일련번호 형식은 【대상 텍스트의 맨 앞글자-학교 이니셜-일련번
호】의 순으로 부여하였으며, 학습자 일련번호는 학습자들의 학급번호 순으로 부여
하였다.
84)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후, 연구자가 학습자
들에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에 대한 간단한 개념설명을 진행하였다. 설명이 끝
난 뒤 학습자들은 ①~④의 항목에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① 여러분은 소설을 읽을 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선호하
나요?
②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1인칭 시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④ 1인칭 시점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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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명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빈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자리에 대한 개념 습득 이후 학습자들
은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읽고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찾은 뒤 그것
을 채우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활동이 끝난 후에는 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빈자리를 채워 넣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한 근
거를 기술하도록 하였고, 또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빈자리는 채우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습
자들이 소설텍스트에서 채워야 할 빈자리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분량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특정
한 가이드라인 없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진행한 일인칭 소설에 대한 설문 결과, 학습자들 대부분이
일인칭 소설과 삼인칭 소설의 차이, 일인칭 시점의 특징에 대해 명확하게 인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5) 학습자들이 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인칭 서술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등장인물들의 심
리를 알기 어렵고, 모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또한 학
습자들은 일인칭 소설이 서술자의 주관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
고 있었으며86), 그에 따라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서술자의 객관성을 의심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인칭 소설의 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골고루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87)
85) 학습자들이 제시한 일인칭 소설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리하면서 읽을 수 있다.【원-C-58】
• 객관적인 설명 불가능. ‘나’의 말을 통해 추측, 파악해야 됨.【원-C-67】
• 주인공이 모르는 일, 주인공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원
-C-70】
86) 학습자들이 제시한 일인칭 소설의 주관성에 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 쉽게 이야기의 나와 서술자의 ‘나’를 동일시하며 빠져들 수 있다.【원-C-54】
•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사건을 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원
-C-6】
•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다.【원-C-11】
• 다른 인물의 심리를 몰라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다.【원-C-55】
87) 학습자들이 제시한 일인칭 소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측면
• 공감이 잘 되고 읽기에 거부감이 덜 든

부정적 측면
• 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

다.【원-C-1】

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 좀 더 실감나며 상상을 자유롭게 할 수

지가 궁금할 때가 있다.【원-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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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인칭 텍스트 빈자리에 대한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일인칭 소설텍스트에서 도출한 빈자리를 유형화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Ⅱ장에서 세운 원
리를 활용할 것이며, Ⅲ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시 Ⅳ장의 교육설계의 기준이
자 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1.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도출 양상
1)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란 인물의 행위나 사건 및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
는 차원으로, 채트먼에 따르면 존재(existents)와 사건(events)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존재’란 사건을 이끌어나가고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하
는 것이고 ‘사건’이란 존재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다.
소설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소설에 제시된 서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텍스트를 읽는 중간, 그리고 읽은 후에 그것을 머릿속으

있다.【원-C-2】
•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내 입장만 이야기 하면 읽는 사람이 지

‘나’의 내면 심리를 잘 알 수 있다.【원

루할 수 있을 것 같다.【원-C-19】

-C-14】

• 내용 파악이 어렵고 다른 인물들을 하나

• 어느 한 인물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된다.【원-C-31】

관찰하는 것이 몰입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

•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의 요지가

각한다.【원-C-24】

생길 수 있다.【원-C-43】

• 내가 소설 속의 ‘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할지 감이 안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잡힌다.【원-C-52】

‘나’ 이외의 다른 주인공의 내면심리를 서

• 추리하다보면 명확한 답을 원할 때가 있

술자가 이야기해주지 않아 추측하면서 읽

는데 그런 걸 알기 어렵다.【원-C-58】

게 되어 흥미진진하고 나의 상상력을 자극

• 주변 인물들의 생각과 상황 설명에 소홀

하기 때문이다.【원-C-42】

해질 수 있음. 전하고자 하는 교훈? 에 오

• 다른 인물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

류가 생길 수도 있음【원-C-64】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원-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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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것이 전달됨에 있어 이
야기를 전달하는 중개자에 의해 특정 이야기가 선택되거나 배제되고 혹은 압
축되거나 남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88), 모든 것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한
채 텍스트 곳곳에 특정한 공백을 남겨두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지적 서
술시점을 지닌 삼인칭 소설보다 일인칭 소설의 경우 더욱 극대화되는데, 일인
칭 소설에서는 서술을 담당하는 서술자 ‘나’가 서술 상의 한계를 지닌, 서사세
계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자 ‘나’는 자신
이 경험하거나 들은 일 외에는 사건에 대해 알 수 없으며 그것을 독자에게 전
달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런 그의 뒤에서 근원적인 서술을 담당하는 상위의
서술자인 내포작가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왜냐하면 내포작가에게는 서술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포작가는 서술자 ‘나’의 목소
리를 통해서만 사건을 해명할 수 있고, 서술자가 서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이야기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인칭 소설의 이야기 차원의 내포작가
와 서술자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이야기
차원에서의 특정한 공백, 즉 빈자리가 발생하게 된다.

(1) 인물 층위
이야기 층위 내에서 ‘존재’란 행동을 수행하는 성분과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성분들을 의미한다.89) 이는 쉽게 말해 인물과 인물을 뒷받침하는 배경적 자질
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존재하는데, 이때 그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존재’이다. 이야기 층위에서 존재는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이야기를 재구성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암시들로부터 결
합된 구성물이다.90) 따라서 존재 층위에 대한 이해는 독자의 사고 속에서 재
구성되고 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수용된다.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감에

88) 임경순,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 유소년기소설을 中心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2003, p.43 참조.
89) 한용환, 앞의 책, p.105.
90)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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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독
자들은 소설텍스트를 접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존재의 층위에서 빈자리를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주체를 ‘인
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이야기의 범주 내에서 하나의 층위를 형성한다고
가정하여 다루고자 한다.91)
학습자들이 인물에 대해 빈자리를 찾은 부분은 크게 두 양상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인물의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인물의 내면 심리’에 관한 부분
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이 수행한 행동에 대한 동기나 이유와 같은 ‘행위의 내
적 요인’에 관한 부분이다. 두 경우 모두 일인칭 서술자가 자신 이외에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자리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등장인물이 어떤 심리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지닌 채 행동하
는지 일인칭 서술자는 ‘나’ 알 수 없으므로 학습자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공백을 느낀다고 표명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인물의 내면심리에 집중하여 빈자리를 도출해낸 경우는 다
음과 같다.
【원-C-24】 몽달 씨가 김반장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궁
금하다.
【원-C-25】 몽달 씨가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겪으며 느낀 감정과 그의
심리를 알고 싶다.
【원-C-70】 소설 후반, 몽달 씨는 김반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원-C-8】 김반장이 몽달 씨를 모른 척 했을 때의 정확하고 직접적인 심리
【원-C-77】 김반장은 몽달 씨가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
는가? 왜 쫓아냈는가?
【원-C-80】 김반장이 몽달 씨를 내쫓는 과정에서(모르는 척 할 때) 조금이라도
고민했을까?
【병-J-22】 김일병이 울려고 하다가 울지 않고 천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나>
는 왜 김일병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을까?
91) 소설텍스트 내에서 ‘존재’가 반드시 인물(人物)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물이나
식물을 주인공으로 한 우의적 소설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가
전체 소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실험텍스트에서 사건
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에 해당하고, 학습자들에게도 실제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인물’이라는 용어가 보다 친숙하다고 보아 채트먼의 ‘존재(existents)’라는 용어 대
신 ‘인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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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J-19】 김일병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정말 알고 있었을까?
【병-J-17】 형의 소설 주제는 왜 수많은 주제 중 6.25에 관한 내용이었을까,
왜 살인을 다시 떠올리려는 것일까?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인물의 내면 심리에 의문을 느끼고 이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이
야기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 각 상황에서의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소
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빈자리는
소설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빈자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야
기 측면의 공백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서술자 ‘나’가 서술해낼 수
없는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술자 ‘나’가 서술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추측의 어조로 애매
하게 서술해놓은 부분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알고 싶다고 언급한 학습자도
존재했다.
【원-C-21】 언니들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다. 직접 대화를 듣거나 말투라든지
성격을 알고 싶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담긴 언니들보다 그 언니들의 시점에서 바
라보는 것을.
【원-C-8】 몽달 씨의 정확한 속마음을 알고 싶다. ‘나’가 얘기하는 거 말고.

이처럼 인물 차원에서의 빈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인칭 서술자 ‘나’가 알
수 없는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심리, 정서, 감정에 대한 빈자리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빈자리를 추측하고 채워나감으로써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
의 인물에 대해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이처럼 인물의 내면에 대해 빈자
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면서 학습자들은 최종적으로 소설
텍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인물의 내면심리 외에도 학습자들은 인물의 행동의 동기와 같이 외부
적 행위의 내적 요인에 대한 빈자리를 찾아내기도 했다. 인물의 행동을 추동
하는 내적동기에 빈자리를 느끼고 이를 채우기를 원함으로써 소설텍스트의 사
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이 이야기를
재구성함에 있어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성향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원-C-5】 마지막 몽달 씨가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까닭?
【원-C-13】 몽달 씨가 왜 김반장이 나쁜 거 알고도 다시 심부름을 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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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원-C-17】 그리고 (몽달 씨가) 시를 왜 외우는지 궁금하다
【원-C-24】 몽달 씨가 왜 김반장을 원망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지내는지
궁금하다
【원-C-68】 왜 몽달 씨는 김반장이 부축하겠다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는지
【원-C-78】 몽달 씨는 실제로 정신이 이상할까, 이상한 척을 하는 걸까?
【원-C-20】 몽달 씨가 바보가 아닌 것을 알지만 일부러 그런 행세를 했는지,
그런 거였다면 왜 그랬는지
【병-S-3】 왜 형은 의사 일을 접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까?
【병-S-2】 형이 관모를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
【병-S-8】 형이 거지 아이의 손을 밟은 것은 고의인가 실수인가. 고의라면 왜
밟고 지나갔을까
【병-S-9】 형은 왜 소설을 태웠을까
【병-J-22】 왜 소설의 뒷부분은 쓰고 있지 않을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가...
【병-J-16】 형이 김일병의 눈빛을 길게 설명하고도 원고지 여분을 남겨놓은
이유
【병-S-12】 혜인은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까
【병-S-13】 혜인은 왜 굳이 ‘나’에게 와서 청첩장을 내민 것일까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감에 있어 등장인물이 수행한 행위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소설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자 핵심적인 개념이다.92) 따라서 독서
행위를 하는 독자는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특정한 사건에 대해 타당한 인과관
계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어떤 의
도로, 혹은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인칭 서술자의 경우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다른 등장인물의 의도
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그러한 공백에 인과관계를 부여하기
위한 빈자리를 도출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설텍스트의 인물에 대해 빈자리를 느끼는
92) 양윤모, 「소설 이론 교육과 실제-인과성과 플롯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pp.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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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단순히 일인칭 서술자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일인칭 서술자 자체에 대해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학습자들은 서술
자 ‘나’가 서술해주지 않은 그 자신의 내면심리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이는 서술자 ‘나’를 하나의 등장인물로 상정하
고 다른 등장인물들과 동일한 층위 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제시된 빈자리들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빈자리 양상들이다.
【원-C-28】 엄마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마음, 생각이 궁금하다.
【원-C-42】 ‘나’는 몽달 씨의 시를 보고 울었는데(마지막) 안 슬픈 내용이라며
왜 울었을까?
【원-C-42】 ‘나’는 김반장에게 (같은 집안사람인데도..) 몽달 씨 사건을 왜 물
어보지 못했을까?
【병-S-2】 ‘나’는 혜인에게 미련이 남지 않은 걸까?
【병-J-7】 ‘나’는 전여자친구가 청첩장을 주었을 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웃었을
까?
【병-S-3】 혜인이와 헤어진 ‘나’는 왜 갑자기 인물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까?
【병-J-15】 ‘나’는 형의 소설 뒷이야기가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
【병-J-24】 ‘나’는 왜 혜인을 잡지 않고 ‘황급히’ 감정을 정리했을까
【병-S-11】 혜인이 화가라는 이유로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나’가 아무 것도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
【병-S-15】 ‘나’는 왜 형의 소설을 멋대로 건드렸는가?
【병-S-16】 ‘나’는 왜 형이 김일병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썼을
까?

서술자 ‘나’에 대한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경우, 학습자들은 서술자를 다른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등장인물로 위치시키고 이야기 차원에서 재
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학습자가 소설텍스트의 일인칭 서술
자 ‘나’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서사세계 내에 존재하
는 하나의 등장인물로 더 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은
서술자가 중심인물들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원미동 시인」보다 사건을 이
끌어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병신과 머저리」의 경우 더 강하게 드러
났는데, 이는 서술자가 서술 세계 내에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느냐, 중심인물
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이 등장인물로서의 ‘나’에 집중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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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 후자의 경우가 서술자 ‘나’를 등장인물로 인식하는
성향이 더 강했으며 따라서 서술자 ‘나’가 소설세계 내에서 사건의 중심인물인
경우, 학습자들은 서술자의 역할보다 등장인물로서의 ‘나’의 역할에 더 집중하
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사건 층위
이야기 층위 내에서 ‘사건’이란 존재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동과 사건의
연쇄를 의미한다.93)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정의할 때 사건의 재현이나 사건의
연속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사건 층위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사건을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것이 마지막에 이르러 종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때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소설텍스트가 끝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서사가 진
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기대들이나 불확실성이 해결”94) 됐다
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소설텍스트가 결말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것
이 반드시 종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사 안에서 종결이 발생하는 층위는 크게 기대 층위와 질문 층위로 나눌
수 있다.95) 먼저 ‘기대 층위’란 소설텍스트 내의 어떤 사건이 특정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 층위에서 독자들은 서사의 전개
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올 사건에 대해 예측해나가는 과정을 밟게 된
다. 이때 독자의 예측은 텍스트와 일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긋나거나 아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독자가 앞선 사건을 읽고 뒤에 이어질 사건에
대해 예상과 기대를 했음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
것은 독자에게 있어 사건의 공백, 즉 빈자리로 남게 될 것이다. 소설텍스트의
열린 결말, 종결되지 않은 갈등, 매듭지어지지 않은 의혹들이 바로 이러한 기
대 층위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질문 층위’에서 독자가 찾게 되는 건 깨달음(enlightenment)이다. 질
93) 한용환, 앞의 책, p.107.
94)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옮김, 앞의 책, p.117.
95) 위의 책, p.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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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층위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는 텍스트에 주
어진 정보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독자가 수행해나가는 활동이다. 이 경우 독자
는 상상력을 통해 공백을 채워나가야 하고 소설텍스트가 말해주지 않은 사건
의 전말에 대해 재구성해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추리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이미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을 궁금해 하고 추측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질문
층위에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인칭 소설텍스트 빈자리 찾기 활동을 수행한 결과, 학습자들은 사건에 관
한 빈자리를 기대 층위와 질문 층위라는 두 층위에서 도출해내는 양상을 보였
다. 먼저 학습자들이 찾아낸 기대 층위에서의 빈자리는 다음과 같다.
【원-C-11】 나중에 경옥이가 어떻게 됐고, 커서도 엄마에겐 쓸 데 없는 아이인
지 궁금하다.
【원-C-43】 끝까지 몽달 씨가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답하지 않
았는지도 궁금하다.
【원-C-65】 마지막에 몽달 씨가 전부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반장
을 도왔을 때 서술자는 몽달 씨와 얘기를 나누고 시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또 다
른 얘기를 나눴는지가 궁금함.
【병-J-43】 ‘나’는 환부의 위치를 찾고 병을 고쳤을까?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결말 뒷부분에 이
어질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위에 제시된 사례처럼
독자의 기대와 질문이 소설텍스트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
우, 이 질문들은 독자에게 있어서 빈자리로 남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텍스
트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빈자리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가 의도하지 않은, 독
자가 추가적으로 발견해낸 빈자리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뒷부분을 예측하고 기대하며 그
것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어
나감에 있어 이야기 층위에서의 인과관계, 즉 명확한 원인과 결과로 텍스트가
구성되기를 원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96) 독자는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
96)“끝내다, 채우다, 연결하다, 통일시키다, 이것이 읽히는 것의 근본적인 요구인 것
같다. 마치 어떤 강박적인 두려움, 즉 접합점을 빼먹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것
(읽혀지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행동들의 논리라는 외양을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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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결과가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만족감
을 느끼고 불안정함이 해소됨을 느낀다. 만일 소설을 모두 읽고 난 후에도 이
러한 기대 층위의 빈자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독자는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대 차원의 빈자리는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중
간뿐 아니라 읽은 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차원의 빈자리이며, 이야기 층위 전
반을 아우르는 빈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질문 차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전말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빈자리가 도
출된다. 독자는 텍스트 내에 이미 제시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이나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하며, 서술자가 서술하지 못한(혹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도 자세한 정황을 알기 원한다. 이것은 서사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수께끼
로, 텍스트 내의 정보 맥락을 따라가면서 독자로 하여금 서사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기반이 된다.
【원-C-1】 어떻게 몽달 씨가 시를 외우는 머리가 돈 사람이 되었을까?
【원-C-25】 몽달 씨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다.
【원-C-37】 빨간 셔츠의 사내가 왜 죄 없는 몽달 씨에게 시비를 걸었는지, 형
제 슈퍼까지 그 사내와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다.
【원-C-42】 몽달 씨의 성품으로 보아 그리 나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 아닌데
왜 대학에서 잘렸을까?
【원-C-66】 몽달 씨가 다친 몸을 이끌고도 김반장의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을 때의 장면만 보았기 때문에, 그 전 둘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김반장이 몽달 씨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 했을지 궁금하다.
【병-J-3】 관모는 김일병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김일병이 치료와 식사조차 거
부했을까?
【병-J-7】 형이 다시 쓴 소설은 진실일까?
【병-S-5】 형은 김일병과 오관모 중 누굴 죽였을까?
【병-J-2】 아이의 손을 밟은 사건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 어떠한 계기가 된 걸
까?
망각에 대한 두려움이다. ⋯ (중략) ⋯ 읽혀지는 것은 비어 있음을 혐오하는 것 같
다. 여행자가 도착하지도 않은 채 있고, 출발도 없이 여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또
출발했는데도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들리지 않는—그런 여행 이
야기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는 빈축을 사는 것이 될 것이고, 출혈로
인해 가독성(可讀性)이 탈진될 것이다.”(롤랑 바르트, 김웅권 옮김, 『S/Z』, 연암서
가, 2015,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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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J-43】 관모의 출현은 단지 착각일까?

위에 제시된 내용은 학습자들이 질문 차원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낸 사례이
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사건을 바탕으로 생략된 내막에 대해 알기를
원하거나, 주어진 수수께끼의 진실을 알기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설
텍스트의 후반부에도 그러한 기대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
은 이를 공백으로 인식하고 빈자리로 도출하였다.
일인칭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사건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없
는 상황에 놓인다. 일인칭 서술자는 그 존재론적인 특성상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시·공간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 왜 일
어났는지, 혹은 그 사건에 해당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사건의 내막은 무엇인지
에 대해 텍스트는 공백의 상태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실험
에 참여한 학습자들 또한 등장인물의 과거의 삶이나 사건이 벌어질 당시의 상
황, 특정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 등 일인칭 서술자가 서술할 수 없거나 서
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빈자리를 도출해냈으며, 이러한 지점에서 모호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는 서술자의 시야 바깥에 있는 사건 차원의 빈자리, 즉
이야기의 공백에 해당하는 빈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 차원에서의 빈자리가 특정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어지게 될 ‘결과’를 요
구하는 빈자리인 반면, 질문 차원의 빈자리는 특정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요
구하는 빈자리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기대 차원에서의 빈자리는 질문의
방향이 앞에서 뒤로 향하고, 질문 차원에서의 빈자리는 뒤에서 앞을 향한다.
질문 차원의 빈자리와 기대 차원의 빈자리는 모두 이야기 재구성에서 인과관
계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논리성과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독자의 성향과 관계
되는 것이며, 독자는 바로 이 인과관계에 따라 텍스트에 끊임없이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게 된다.

2) 담론 차원의 빈자리
담론 차원의 빈자리란 소설텍스트에 서술된 표현 및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
인 서술자에 의한 빈자리를 의미한다.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가 텍스트 표면에
제시되지 않은 인물이나 사건의 공백을 다루는 것과 달리, 담론 차원의 빈자
리는 텍스트 표면에 제시된 서술에 대해서 빈자리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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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추론을 요하는 빈자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상징적인 표현들은 서술된 그 자체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 아니라 생략되고 암시된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쳐 수용된다.
만일 이때 독자가 서술된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된다면,
독자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서술된 텍스트 너머에 있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렇듯 불확실하고 모호한 표현들 속에서 의미의 공백이 발생
하는 것이 바로 담론 차원의 빈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담론 차원의 빈자리는 소설텍스트의 서술을 중개하는 전달자에 대해서
도 발생할 수 있다. 볼프강 이저는 문학텍스트의 서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술자와 내포작가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독자의 기대가 소멸되면
서 그 지점에 빈자리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저에 따르면 텍스트를 읽
어나가는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텍스트(내포작가)가 제시하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만일 그것이 서술자의 서술과 충돌하게 되
어 기대가 소멸될 경우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독자의 예측된 기
대가 무너지면서 그 공백이 빈자리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간격에서 생겨나
는 모호성과 불안정성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전달 층위의 빈자리라고 할 수
있다.
표현과 전달 층위 모두 텍스트에 ‘표현되었으나 표현되지 않은 것’, 즉 텍스
트 내에 ‘서술된 빈자리’의 영역을 다룬다. 이는 이저의 설명대로라면 텍스트
의 ‘부정성’에 해당하는 공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표현 층위
표현 층위에서의 빈자리란 서술된 표현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미의 공백
을 말한다. 소설텍스트에 사용되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그 안에 수많은 의
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또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를 띤다. 더불어 문학 언어는 그 자체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가치 지향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지니므로97), 문학 언어를 통해 이야
기를 전달하는 주체 또한 서술 속에 필연적으로 특정한 가치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야기 주체가 서술을 위해 조직하고 배열한 단어 하나, 문장
97) 김대행 외, 앞의 책, 1999, pp.39-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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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도 주체에 의해 선택된 수많은 의미가 담기게 된다.
이러한 문학 언어는 따라서 서술된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표현 너머에 담
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내포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다층적인 의미들이 서
술 속에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된 표현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진술된 내용과 침묵된 내용은 상호 지시적인
관계를 지닌다. 즉 진술된 것은 침묵된 것을 지시함으로써 말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침묵된 것은 진술된 것을 함축함으로써 자신의 윤곽을 획득하게 된
다.98)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시된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의 빈자리는
독자에 의한 ‘채워짐’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독자는 서술된 표현에 비어있는
의미의 자리를 추론을 통해 채워 넣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행위를 하는 독자들은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통
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유추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내포작가의 의도에 대해 추론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특정한 단어, 어구, 비유적 표현 등에 대해 서술된 내용 이
면을 파헤치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표현되었으나 표현되지 않
은 숨은 의미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해나가게 된다.
실험 결과, 학습자들 또한 소설텍스트 내에 서술된 표현에 대해 다양한 의
미의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텍스트 내에 제시된 언술들을 접한
학습자들은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표현
너머에 감추어진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공백을 발견해냈다.
【원-C-5】 몽달 씨의 마지막 눈빛의 의미
【원-C-65】 그(몽달 씨)의 눈이 까맣고 반짝였다는 말의 의미

먼저 「원미동 시인」의 경우, 서술자이자 등장인물인 ‘나’는 몽달 씨의 유
일한 친구이자 몽달 씨가 폭행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하나뿐인 목격자로 등장
한다. ‘나’는 우연한 기회로 김반장이 폭행당하는 몽달 씨를 외면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김반장의 모습을 간파
한 뒤, 그 사실을 당사자인 몽달 씨에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순간 언제나
“풀려 있던 눈동자”를 하던 몽달 씨는 처음으로 “까맣고 반짝이는 눈”을 한
채 ‘나’를 돌아본다.99)【원-C-5】와 【원-C-65】 학습자는 바로 이 눈빛의
98)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271 참조.
99)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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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나 무기력해보이고 생각이라곤 없어 보이는 몽달
씨의 눈빛이 까맣고 반짝인다고 서술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백
을 발견하였다. 몽달 씨의 ‘까맣고 반짝이는 눈’은 분명 몽달 씨가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님을, 그리하여 그가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님을 나타
내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100) 그러나 그 의미는 텍스트에 표면적으
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학습자들이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론하고 유추해야 하는 빈자리이기 때문이다.101)
【원-C-6】 몽달 씨가 쓴 ‘슬픈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이 소설에서 몽달 씨가 서술자 ‘나’에게 들려주는 시의 내용은 몽달 씨
의 내면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결과 학습자 【원
-C-6】은 몽달 씨의 ‘슬픈 시’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시가 의미하는 것,
시의 내용이 암시하는 것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박해 받는 순교자’ 같
다는 몽달 씨의 시에서 ‘박해 받는 순교자’로 대표되는 몽달 씨에 대해, 텍스
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시를 통해서만은 알 수 없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며, 이를 빈자리로 인
식하여 생략된 의미를 추론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 다른 실험텍스트인 「병신과 머저리」에서도 학습자들은 표현 층위의 빈
자리를 다양하게 도출해냈다. 이청준의 소설은 텍스트 내에 상징적 의미가 두
드러지고, 작가가 어떤 문제의 해답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
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87, p.98. 강조는 인용자.)
100) 소설에 대한 비평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 장면에서 몽달 씨의 의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 ‘나’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까맣고 반짝
이는 눈’으로 응답하는 몽달 씨의 의식세계는 소설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실마리가 된다.
“세상 사람들(형제 슈퍼 김반장)은 원미동 시인 몽달씨를 ‘머리가 돈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귀자(김경옥)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
를 오히려 ‘순교자’, ‘신념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으로 치켜세웠다.”(정상균,
「양귀자 문학 연구」,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p.573. 강조
는 인용자.)
101) “양귀자는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애써 감추고 있다. 그러나 <원미동 시
인>에서 ‘은사시나무 같은 순교자 시인 대학생 몽달씨’라는 응축은, 감추었으므로
더욱 크게 울리고 있다.”(정상균, 「양귀자 문학 연구」, 『한국언어문화』 13, 한
국언어문화학회, 1995, p.572.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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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102)에서 표현 차원에서의 빈자리가 풍부한 작품
이다. 학습자들이 「병신과 머저리」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나’와 형이 가
지고 있는 각각의 아픔, 즉 ‘환부’로 표현되는 상처 및 그 둘 사이의 관계였다.
【병-S-2】 ‘나’의 환부라는 건 뭘까? 어디가 아픈 걸까?
【병-S-11】 형의 아픔 가운데에 있는 얼굴은 무엇일까? 김일병인 걸까?
【병-S-26】 형의 소설과 ‘나’의 그림이 관계가 되고 있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
일까?

소설텍스트의 서술자인 ‘나’는 6.25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로 원인 모를 아
픔을 겪고 있고, 형은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전쟁에 의한 죽음의
체험, 그에 따른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103) 이러한 두
세대의 상처가 각각 ‘환부’, ‘아픔’이란 단어로 표현되면서 소설텍스트는 형제
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험 결과 학습자들 또한 서술
자인 ‘나’와 주인공인 형이 지닌 환부와 아픔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제시된 사례
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병-S-2】 학습자는 서술자인 ‘나’의 환부에
대해, 【병-S-11】 학습자는 형의 아픔에 대해 각각 빈자리를 도출해냈고,
【병-S-26】 학습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사람이 각자 아픔에 대해 반응
하는 행위인 ‘소설쓰기’와 ‘그림그리기’의 대응관계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해냈
다. 이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에 드러난 표현 차원에서 의미의 공백을 느끼
고 빈자리를 도출해낸 사례이다.
이처럼 소설텍스트는 서사를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형
제의 ‘환부’에 대해 의미의 공백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서술 너머에 의미를 감춤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표현된 내용을 통해 유추하고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
102) 이상우, 「죄의식의 표출과 예술가의 고통 -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 대하
여 -」, 『국제어문』 10, 국제어문학회, 1989, p.139.
103) “형은 한국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다. 전쟁의 상처로부터, 형에게
내재된 고통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한다. 형에게는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
만, ‘나’는 형의 경우와는 다르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나’가 지니고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기억의 대상이 아니기에, 구체화된 무엇이 될 수 없다.”(홍웅기,
「소설 주체의 탐색방식 연구-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시간의 문」을 중심
으로」, 『인문학연구』 7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p.143. 강조는 인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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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은 소설텍스트에 서술되지 않은 아픔의 정체에 대해 공백을 느끼고 이
를 빈자리로 도출해냄으로써 그 빈자리를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가고
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그 밖에도 학습자들이 소설에 제시된 표현의 층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 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병-J-7】 혜인은 ‘나’를 왜 ‘열리지 않을 문의 성주’라고 표현했을까?
【병-J-30】 나(동생)의 화폭은 왜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나 있었다고 표현
했나?
【병-J-41】 제목은 왜 ‘병신과 머저리’일까
【병-S-16】 김일병의 눈에서 보인 파란 불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병-S-27】 혜인이 ‘나’를 받아준 이유와 떠나간 이유가 “그림을 그려서”인데
같은 표현이지만 무엇이 다르기에 상반되는 결과를 낳은 건지.

소설텍스트에 서술된 모든 내용은 서술을 담당하는 주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여 구조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 문장 하
나까지도 서술자의 의도적인 선택, 배제의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학
습자들은 이렇듯 서술의 전체를 담당하는 주체가 사용한 서술상의 상징, 비유,
묘사 등의 표현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의문을
표했으며 그것이 소설에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경우 빈자리로 느끼며 모호함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병-J-41】 학습자의 경우 소설의 제목인 ‘병신
과 머저리’가 상징하는 것에까지 의문을 던짐으로써 소설의 의미를 보다 입체
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표현 층위의 빈자리는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 서술된 문장, 텍스
트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선택한 방법, 구조, 상징, 비유 등에 대한 빈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설텍스트 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되지
않은 의미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 전달 층위
전달 층위에서의 빈자리란 서술을 담당하는 주체, 즉 서술자로 인해 발생하
게 되는 의미 차원의 공백을 말한다. 담론 차원에서의 빈자리는 앞에서 살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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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내포작가가 소설에 사용해낸 ‘표현’으로 인해 빈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
지만, 때로는 서술을 담당하는 주체인 서술자의 ‘태도’나 ‘신뢰성’으로 인해 공
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볼프강 이저는 이러한 서술자 차원에서의 빈자리를 신
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소설텍스트에서 특정 의도를 지니고 서술을 이끌어나가는
주체, 즉 내포작가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독자는 내포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혹은 텍스트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갖게 된
다. 그러나 서술자가 서술하는 내용이 독자가 상정한 내포작가의 규범과 어긋
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 간격에서 모호성
이 발생한다. 바로 그 기대가 소멸된 지점에서 빈자리가 발생하며 이러한 공
백을 통해 독자는 기대들의 실현이 탈락되어 있음을 알리는 빈자리를 마주하
게 되는 것이다.
볼프강 이저는 이렇듯 독자가 내포작가에 대한 기대와 서술자의 서술 사이
의 불일치를 감지하는 능력을 독자의 ‘반응준비태세(Reaktionsbereitschaft)’라
고 이야기하였다. 이저에 따르면 다양한 관점들의 형세는 독자를 계속적으로
친밀성에서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독자가 특정의 텍스트 입장 속에 정주할 수
없게 하는데, 이때 독자는 스스로 그러한 불일치를 발견할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104) 텍스트는 바로 그 독자의 반응준비태세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만일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가 반응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해 텍스트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서술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는 소설텍스트를 심층적으
로 읽어내지 못한 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저는 독자가 상정한 내포작가의 가치관과 서술자의 가치관이 상반되는 경
우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넓게 적용하여 독자가 서
술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소멸되는 지점, 다시 말해 독자의 기대가 어긋나
고 그곳이 공백으로 남는 지점을 모두 ‘전달 차원에서의 빈자리’로 보고자 한
다. 예를 들어 서술자가 독자에게 거짓을 이야기한다거나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자신을 합리화한다거나, 아니면 서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내포작가와의 공식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만 독자는 서술을 행하는 주체인
서술자의 태도로 인해 의미의 공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105) 즉 서술이 친절
104)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105) 박영순(1987)은 이러한 이유로
참회적 소설이 아닌 1인칭 소설의
였다.
“⋯⋯ 1인칭 서술상황은 서술자가

책, pp.320-321 참조.
최만식의 「민족의 죄인」이 친일 행위에 대한
특징을 활용한 자기합리화의 소설이라고 평가하
한 인물과 동일시됨으로써 인물의 입장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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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실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그 서술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가 소멸됨으로 인해 텍스트에 의미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서술자가 감추고 말해
주지 않은 사실들은 무엇인지, 혹은 그의 말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
가 진실인지 불확실함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텍스트에 대한 의미의 빈자리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텍스트 전체가 불확정의 영역 안에 놓
인다고 할 수 있다.
일인칭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 넣는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 역시 서
술자의 전달 측면에서 다양한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특히 학습자들은 일인칭
소설이 강한 주관성을 띤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술자
를 믿을 수 있는지, 서술된 내용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혹은 서술자의
서술 태도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
해 모호함을 느꼈다. 다음에 제시된 빈자리 양상은 학습자들이 전달의 차원에
서 빈자리를 도출해낸 구체적인 사례이다.
【원-C-6】 과연 경옥(나)의 엄마는 경옥이가 아이였을 때에도 경옥이를 미워했
는지, 경옥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착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원-C-8】 몽달 씨가 왜 김반장의 심부름을 계속하는지(정확한 속마음, ‘나’가
얘기하는 거 말고)

「원미동 시인」의 경우 일인칭 서술자가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서술자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에 따라 학습자들은 일인칭

시각에 고정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시각의 고정성은 서술의 간접성을 작중
사건의 일부로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작중세계 내에서의 서술자의 입장, 작중사건
들에 대한 그의 자세가 이야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서술의 실제적 의미가 사건 자
체보다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어떻게 지각되었는가 하는 점에 놓이게 된다. 한 인
물의 입장과 체험시각에 고정된 서술자의 주관적 중개가 서술의 실제적 의미인 동
시에 이야기의 대상인 것이다. (중략) 그리하여 친일행위 이면에는 정반대의 항일행
위가 잠재해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인물의 주관적 입장과 체험에
입각한 서술의 간접성으로 인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박영순, 「「民族의 罪
人」의 서술과정 분석 : 친일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 『이화어문논집』 9, 이화
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7, pp.82-83. 강조는 인용자.)
즉 「민족의 죄인」은 서술자와 내포작가의 규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서술자
는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를 조망하는 내포작가는 자기합리화를
의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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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빈자리를 다양하게 찾아냈다. 예를 들어 【원
-C-6】 학습자의 경우 “경옥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착각한 것은 아닌지”
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서술자의 서술에 대해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드
러냈다. 이처럼 전달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해
당 사건에 대한 서술 모두가 불확정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서술자에 대한 불
확실함이 곧 그의 서술 내용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C-8】의 경우처럼 아예 서술자 ‘나’의 서술을 거부하는 양상 또한 발견
할 수 있었다. 서술자 ‘나’가 사건에 대해 이미 소설텍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서술자의 서술이 아닌 다른 관점에
서 직접 사건을 전달받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또한 서술자에 대
한 불확실성이 서술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병신과 머저리」는 서술자가 뚜렷한 지각을 가진 성인임으로 인해
내포작가와의 거리가 비교적 덜 드러나고, 또한 서술자가 소설텍스트의 중심
인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원미동 시인」보다 더 ‘등장인물’에 가까운 위치
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병신과 머저리」를 읽은 학습자들은 서
술하는 주체로서의 ‘나’보다는 서사 세계 내의 하나의 등장인물로서의 ‘나’에
더 주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결과 서술자의 서술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었고, 대신 그의 서술 태도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는 경우
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병-J-24】 ‘나’의 직업이 화가인데 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
은 걸까

「병신과 머저리」에서 서술자 ‘나’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서술하기를 거부
한다.106) 그러나 소설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 ‘나’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형
이 소설을 쓰는 행위와 대응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07) 그럼에도 불
106)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
에 대해 생각을 좀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0, p.180.
강조는 인용자.)
107) “(형의 소설 쓰기와 동생의 그림 그리기라는)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부분을 이루는 전체를 형성한다.”(이새봄,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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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서술자 ‘나’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서술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서술자
의 태도로 인해 독자는 의미의 공백을 느끼고 빈자리에 직면하게 된다. 서술
자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
은 무엇이 그렇게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인가에 대한 의문과 그것의 해결
은 소설을 해석해나가는 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병신과 머저리」의 서술자는 이렇듯 자신의 그림뿐 아니라 혜인이라는 인
물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최소화한다. 서술자 ‘나’가 예전에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혜인이라는 여성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서술자에게 청첩장을 건넨다. 그러나 서술자는 그러한 혜인의 태도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의 편지 내
용을 전문을 실어 서술하면서도, 혜인과의 관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는 조금도 서술하지 않으며 침묵한다. 이는 소설을 이끌어나가는 일인칭 서술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의도
적으로 생략하고 배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로
인해 독자는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환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서술자가 그리는 그림이 지닌 상징성에 대해서도 모호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곧 서술자의 태도로 인해 소설텍스트 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병신과 머저리」의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도 거부반
응을 보이지만 동시에 일관성 없고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술자 ‘나’는 “혜인과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
졌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사람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
연하게나마 퍽 오래 지니고 있었던 것”이며 “혜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
든 동기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무렵 그런 충
돌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서술자 스스로가 비일관적
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서술자는 “혜인의 결
혼식을 무의식중에나마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형은 혜
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에 대해서 알 만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
지만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진술을 통해 자신은 혜인을 의식
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서술은 서술자의 신
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며, 서술자가 은연중에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
“어두운 전조” 연구」, 『관악어문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p.253. 괄호 안의 내용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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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인칭 서술자의 이러한 태도는 학습
자 수준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빈자리였지만 이 역시 학습자들이 찾아낸 것과
동일한 층위, 즉 서술자의 신뢰성이나 서술 태도에 대한 빈자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서
술자의 서술은 불확실 영역 안에 놓이게 되어 의미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2.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 양상
일반적으로 소설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독자는 앞으로 전개될 텍스트의 방
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통해 독서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텍
스트 속에 설계된 골격을 자신의 의식 속에서 표상한다.108) 그 기대는 소설텍
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되기도 하지만 충족되지 않은 채
독자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빈자리로 남겨진 채 종결되
어 버리기도 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빈자리는 수정되고 채워지며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역시 부단히 수정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 역시 소설텍스트를 읽
어나가면서 발견했던 빈자리가 소설텍스트의 후반부에서 서술자의 서술에 의
해 자연스럽게 채워짐을 경험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는 학습자들이 빈자
리를 찾고 그 빈자리에 대한 답을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이
다.
【병-S-5】
빈자리 : 형은 소설에서 김일병과 오관모 중 누굴 죽였을까?
빈자리 채우기 : 오관모
빈자리 채우기 근거 : 책을 읽다보니 뒤에 답이 나왔다.

위 학습자의 경우,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후반부에 빈자리에
대한 답을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소설 초반부
에 발견한 빈자리가 텍스트 후반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108) 볼프강 이저, 이유선 옮김,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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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소설텍스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병-J-17-감상문】 처음 소설을 읽으려고 받았을 때 제목을 보고 소설은 어
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솔직히 소설을 읽고 나
서도 제목과 줄거리의 연관성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물론 소설 속의 형과 나를
비판하여 제목인 ‘병신과 머저리’가 적절한 제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나는 형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후략)⋯

위 학습자는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초반부에 소설의 제목인 ‘병신과 머
저리’가 지닌 의미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도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며 소설의 제목에 의문을 표
한다. 이 학습자의 경우 “형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형을 옹호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을 ‘병신’ 혹은 ‘머저리’로
표현한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두 사례처럼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의 빈자리에 대해 소설텍스
트 내에서 해답이 제시됨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텍스트만을 통해서는 해
소되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자와 같이 빈자리가 텍스트를 통해
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습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빈자리를 채워나
가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읽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텍스트의 표현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의미를 추론하는 추론적 읽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는 텍스트에 제시된 표현 너머로 생략된 의미를 추론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함으로써 텍스트가 지시하고 있는 심층적 내용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서술자에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비판적 읽기가 있다.
이는 서술자의 신뢰도와 관련된 것으로, 독자가 서술자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경우 내포작가의 의도를 추론해 나가며 서술 내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
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상상적 읽기가 있는데, 특히 상상적 읽기의 경우 서술자가 시야에 한계를 지
니고 있는 일인칭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학습자들은 자유롭고 창의적
인 사고 작용을 통해 텍스트에 표명되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 층위에 대한 읽
기를 시도해나가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세 단계가 순차적이거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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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이 아닌, 한 텍스트 내에서 한 명에 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시적
이고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1) 표현에 내포된 의미 추론
문자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문학텍스트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속에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되고 암시된 형태로 드러내기 때문
에 학습자들은 독서 과정에 있어 표현되지 않은 의미를 파악하고 탐구해 나가
야만 한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에 제시된 명제나 진술들에 대한 의미상의 애
매성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진술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고 첨가하
는 창조적인 해석을 포함한다.109) 추론을 “이미 알고 있는 명제나 판단으로
새로운 명제나 판단을 이끌어내는 인지 작용”110)이라고 보았을 때, 추론에 있
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은 이미 주어진 텍스트 문맥에 대해 파악하
고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이
해를 갖추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논리적인 판단과 해석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사에서의 추론적 읽기는 추측과 판단의 과정 속에 독
자의 경험과 배경지식이 적극적으로 개입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에 해당된다. 나아가 ‘표현된 내용’을 통해 ‘표현되지 않은 의미’를 추적하
는 사고과정이라는 점에서 모호한 의미를 명료화하는 심층적 읽기이기도 하
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설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분석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일대일 대응을 통한 상징의미 도출
‘상징’은 하나의 요소로 생략된 다른 하나의 요소를 대신하는 표현 방식이
다.111) 은유와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은유에서 원관념이 생략된 형태가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원관념이 생략되고 보조관념만 제시된다는 점에서 상
징은 감춤과 드러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며, 표현된 내용을 통해 표현되지 않
109) 김선경 외, 앞의 논문, p.4.
110) 박수자, 앞의 논문, p.30.
111) 윤여탁 외,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태학사, 2012,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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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를 상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읽는 이에게 추론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과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조응한다는 점에서 입
체적인 속성을 띠고, 다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이 여러 개의
원관념을 환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표현을 접하고도 독자마다 도출해내
는 상징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반대로 같은 독자라도 책을 읽을 때마다 도
출해내는 상징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상징 의미는 문맥에 따라, 시기
에 따라, 해석 주체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문학의 언어는 강한 상징성을 특징으로 한다. 문학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과 암시된 의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로 인해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해지고 독자의 역할
은 단순히 텍스트에서 말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의미를 창출하고 생성해내는 능동적인 역할로 확장된다. 볼프강 이저의 표현
대로라면 의미의 빈자리가 곧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소통의 가능성이 되는 것
이다.
일인칭 소설텍스트를 읽고 빈자리를 채워 넣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
들은 텍스트에 나타난 의미의 공백을 일대일 대응관계에 따른 상징의미를 도
출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앞서 밝혔듯 상징은 다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마다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도출해내는 의미는 상이했
다.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에 표현된 내용과 그 속에 암시된 상징의미를 일대
일 대응관계로 연결 짓고자 했으며, 표현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를 추론해나가려는 양상을 보였다.
【병-S-2】
빈자리 : 형의 환부라는 건 뭘까? 어디가 아픈 걸까?
빈자리 채우기 : 전쟁의 상처
【병-S-2-감상문】 ⋯ ⋯ 형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입을 둘이나 줄인
탓에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녀의 죽음 하나에 커다
란 충격을 받고, 술에 취해 관모의 얼굴을 보는 등 아직도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
나지 못한 병신(?) 같은 짓을 한다.

제시된 사례는 학습자가 ‘형의 환부’가 지닌 의미에 대해 표현 층위에서 빈
자리 채우기를 수행한 결과이다. 소설 속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환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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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대해, 【병-S-2】 학습자는 ‘전쟁의 상처’라는 의미와 일대일로 대응
시킴으로써 생략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이와 같
이 대응시킨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형이 아직도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설
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학습자는 참전 경험이라는 형의 과거와 ‘환부’라는 표
현을 연결시켜, 형이 아직도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전
쟁의 상처’가 ‘환부’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라 상징의미를 도출한 것
이다. 이 학습자의 경우 소설텍스트에 ‘드러난 표현’과 ‘암시된 의미’의 일대일
대응을 통해 생략된 의미를 도출한 사례에 해당한다.
【병-S-10-감상문】 소설 속에 나오는 형이 쓴 책은 형의 아픈 내면이면서 동
생이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을 보아 형과 동생 사이의 비밀상자 같은 역할을 하
는 것 같다.

위의 학습자 또한 텍스트 내에서 형이 쓴 소설이 ‘형의 아픈 내면’이자 ‘형
과 동생 사이의 비밀상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의미의 대응을 시도하였다.
‘소설’을 ‘형의 아픈 내면’이면서 동시에 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밀상자’
라고 각각 일대일 의미의 대응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학습자
는 형의 ‘소설’이 지닌 의미를 도출해냈으며 소설텍스트가 ‘서술하였으나 말하
지 않은’ 의미의 공백을 채워 넣고자 했다.
【병-S-16】
빈자리 : 김일병의 눈에서 보인 파란불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빈자리 채우기 :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병-J-49】
빈자리 : 김일병의 눈빛의 의미는?
빈자리 채우기 : 파란 불꽃의 눈빛은 김일병이 관모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
지의 눈빛일 거라고 생각한다.

위의 두 사례 역시 표현과 의미의 일대일 대응 관계 맺기를 시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두 학습자의 빈자리 채우기는 모두 ‘파란 불꽃’이라는 표
현을 ‘김일병의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대응시킴으로써 표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의미를 도출한다. 이 역시 진술된 것이 침묵된 것을 지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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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획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로 이 침묵된 것의 답을 내리는 과정이
빈자리 채우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한 의미와의 일대일 대응을 통해 상징 의미를 도출하였
다. 상징이 신표(信標)로서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드러난 표현’과 ‘생략된 의미’ 사이에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상
관관계가 성립한다.112) 그에 따라 학습자들 또한 표현과 생략, 드러냄과 감춤
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빈자리에 대해 암시된 내용을 추측하고 추론함으로써
의미를 명료화하여 빈자리를 채워 넣고자 하는 시도를 나타냈다.

(2) 텍스트 맥락을 활용한 내포의미 추론
텍스트 맥락(context)은 크게 ‘내재적 맥락’과 ‘외재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
다.113) ‘내재적 맥락’이 텍스트 내부에 구성되어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따른
맥락이라면 ‘외재적 맥락’은 텍스트 외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자
상황적인 조건에 따른 맥락을 의미한다. 문학에서의 맥락은 흔히 텍스트 요소
와 관련된 내재적 맥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이고 확장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텍스트 밖에 있는 외재적 맥락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114)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텍스트 맥락을 다루고자 한다.115)
112) 위의 책, pp.107-108 참조.
113) 박인진, 「언어의 맥락」, 『외대어문논집』 20,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참조.
114) 박수자, 「문맥의 특성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39, 한국초등국어
교육학회, 2009, p.161.
115) 외재적 맥락과 내재적 맥락 외에도 추론 과정에서 사용되는 맥락과 관련된 단서
들을 텍스트 내적 단서와 텍스트 외적 단서로 나누기도 한다. ‘텍스트 내적 단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언어적 단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텍스트 외적
단서’는 텍스트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비언어적인 단서를 의미하는 것이다.(박선숙, 「추론적 읽기 지도
모형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71 참조.) 본 연
구에서는 추론의 ‘단서’를 텍스트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살펴보기 보다는 추론을 가
능하게 하는 텍스트 맥락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어, 외재적 맥락과 내재적 맥락
이라는 좀 더 넓은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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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행위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소통이라고 보았을 때 텍스트를 읽어나가
는 독자는 우선 텍스트의 내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차원
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텍스트와 동떨어지지 않은 의미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우는 활동은 텍스트의 맥
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자 마음대로의 상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나가는 생성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자리를 채워나
감에 있어서도 텍스트의 내재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서도 텍스트의 외재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텍
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읽어나가는 데는 독자의 사회∙문화적 지식, 언어적 지
식,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배경지식 역시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 외재적 맥락과 내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텍스트를 보다 확장적이고 심층적으로 채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채우기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 또한 텍스트 맥락을
활용하여 빈자리를 추론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생략된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고, 텍스트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생략된 의미를
채워 넣고자 했다.
【병-S-2】
빈자리 : 형은 왜 동생의 그림에서 무언가를 찾았을까? 어떤 얼굴을 본 걸까?
빈자리 채우기 : ‘형’ 자신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왔고,
눈코입이 없는 그림 속 사람은 선하지만, 새로 태어날 눈과 입은 독이 흐른다는
얘기를 봐서는 계속 선과 악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선한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 악한 사람이기도 한 형의 모습 아닐
까?!

제시된 사례의 경우,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에서 형이 서술자 ‘나’의 그림을
평가하는 장면에 주목하며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한다. 소설 속에서 형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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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가 그린 인물 형상의 그림을 관찰하면서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
리고 입은 좀 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한다고 첨언한다. 그러나 이는 서술
자인 ‘나’로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서술자 ‘나’는 일
인칭 등장인물이라는 한계로 인해 형의 생각이나 의도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형이 이야기한 바에 대해 독자에게 어떠한 설명
도 할 수 없으며, 서술에 있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놓인다. 이와 같이 일인칭 서술자의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병-S2】 학습자는 형의 대사 바로 앞부분에 서술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116)에
주목, 이를 활용하여 빈자리를 채우고자 시도하였다. 앞선 텍스트의 맥락을 활
용하여 의미의 공백을 채워 넣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선과 악이 공존하
는 형의 모습’이라는 내포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었으며 그림에 대한 묘사 너
머에 생략된 의미를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의사로서의 형
이 과거에는 사람을 죽인 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설 텍스트의 전반
적인 이야기와, 텍스트에 제시된 카인과 아벨에 관한 묘사, 그리고 형의 대사
라는 세 가지의 텍스트 내적 맥락을 통해 학습자는 ‘형이 지닌 선과 악의 이
중적인 모습’이라는 내포의미를 추론해낸 것이다. 이는 텍스트 내부에 구성되
어있는 요소들의 관계를 연결시킴으로써 생략된 의미를 추론해낸 빈자리 채우
기라고 할 수 있다.
【병-J-24】
빈자리 : ‘나’의 아픔에는 왜 명료한 얼굴이 없는가.
빈자리 채우기 : 형은 6.25 참전자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겪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빈자리 채우기 근거 : 내 생각과 p.10의 막바지 부분

116)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
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에덴으로부터 그 이후로
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
해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
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
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 받은 카인의 질투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항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
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0,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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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S-19-감상문】 ⋯ ⋯ 형은 6.25를 체험했고, 나는 6.25를 체험하지 못하
여 형의 아픔은 6.25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병-S-20-감상문】 ⋯ ⋯ 형은 관모를 보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 말을 보고, 형
이 관모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형은 (6.25)
전쟁의 전상자로서, 아픔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 일종의 환자라고 생각한다. 정신
적으로도 매우 약해져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형의 ‘아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이 텍스트 맥락을 활
용하여 추측해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6.25 전쟁’이나 ‘전
쟁의 참혹함’ 등 자신이 알고 있는 텍스트 외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형이 바로
그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라는 텍스트의 내적 이야기 층위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동생인 서술자 ‘나’가 전쟁이 주는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
한 반면, 형은 그러한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픔’을
직접 겪고 그 정체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설텍스트에 생략된 의미를 채워나
간다. 결국 아픔을 대하는 형과 ‘나’의 태도의 차이, 그리고 각각이 지닌 아픔
의 정체에 대한 의미 도출이 텍스트 외적, 내적 맥락의 파악으로부터 나온 것
이다. 이는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내재적 맥락을 바탕으로, ‘6.25 전쟁’이 지니
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그것의 참혹함에 대한 외재적 맥락을 적용시켜 소설
에서 이야기하는 ‘아픔’의 의미를 추론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텍스트 해석에 있어 자신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내포 의미를 추론하기도 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감상문은 학습자가
소설텍스트 이해에 있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J-24-감상문】 ⋯ ⋯ 동생이 쓴 소설이 사실이고 형이 바꾼 결말이 형이
원했던,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형이 쓴
건 수필이 아니라 소설인 것인가 보다. 동생 입장에선 자신의 상상대로 결말을 지
었으니 소설이고 형 입장에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하여도 결국 살아
있는 관모를 죽였다는 결말을 냈기 때문이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도 6.25에 참전
하셨는데 읽는 내내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항상 같은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
한 표정으로 TV만 보시는 할아버지. 6.25 때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걸 헤아리려고 한 동생은 바보다. 형의 아픔이 자신과 견줄게 못 될 것
을 알면서 왜 소설을 고치는 그런 짓을 했을까. 동생이 철이 안 들 나이도 아니
고... 답답하고 마음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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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먼저 형이 느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형이 쓴 ‘소설’의 의미
에 집중한다. 학습자에 따르면 형은 초반부에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
술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필’을 쓰는 것과 같았지만, 결말은 결국 진실이 아
닌 자신이 원했던 이야기로 쓴다는 점에서 ‘소설’을 쓰는 행위로 바뀌게 되었
다. 이러한 해석과 함께 학습자는 실제 6.25에 참전하셨던 자신의 외할아버지
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리하여 학습자 본인은 그 아픔을 직접 체험할 수 없
었기에 아픔에 대해 쉽사리 헤아릴 수 없으며, 「병신과 머저리」의 동생 또
한 형의 아픔을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생성해낸다. 이는 자신
의 경험을 추론 과정에 적용시켜 소설에서 말하는 ‘아픔’의 내재된 의미를 도
출해낸 사례이다.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맥락과 외재적 맥락이 엄격하게 분리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모든 추론 과정엔 언제나 내재적 맥락과 외재
적 맥락이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 내적인 구조 관계나
요소들을 근거로 하는 내재적 맥락 파악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학습자의 선
지식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는 외재적 맥락이 작용하게 되고, 반대로 외재
적 맥락을 바탕으로 텍스트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도 글의 내용이나 언어
적 요소들이라는 내재적 맥락이 따라붙게 된다. 따라서 내재적 맥락과 외재적
맥락의 활용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동시적이
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어져나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술주체와의 비판적 거리 확보
웨인 부스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the unreliable narrator)를 언급한 이
래로, 서술자와 내포작가의 거리 개념은 텍스트 분석에서 기본적이며 필수불
가결한 범주로 고려되어 왔다.117) 서술자와 텍스트의 거리감, 다시 말해 서술
자와 내포작가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개념은 빈
자리 채우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다루어진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서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 리몬 케넌은 서술의 신빙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비신빙성의 표징’을 언
급한다.118) 이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의심될만한 증거들
117) 제임스 펠란, 최라영 옮김, 『서술이론Ⅰ』, 소명출판, 2015, p.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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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없는 서술로 보고, 그러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신빙성이 있는 서술로 보겠다는 의미이다.119) 그러나 텍스트에
제시된 특정한 요소만을 가지고 서술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텍스트
이해에 오류를 낳을 위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서술의 신빙성의 여부는
단순히 몇 가지의 증거만으로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보다 복잡하고 복합
적인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박형서(2015)는 ‘신빙성 경계’라는 개념을 통해 신빙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신빙성 경계’란 ‘신빙성 있는 서술’과 ‘신빙성 없는 서술’뿐 아
니라 ‘이도저도 아닌(혹은 둘이 뒤섞인) 서술’까지도 자연스럽게 예측하는 전
략으로, 서술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불신 사이에 ‘신빙성 경계’라는
의심의 시공간을 설치, 유인하는 전략을 말한다.120) 쉽게 말하면 독자로 하여
금 서술자의 서술을 통째로 믿거나 통째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식으로 각각의 서술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룬 채 망설이게
만듦으로써 끊임없이 판단을 유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설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소설의 시작부터 서술자의 미숙함을 전제하며 서사를
따라 나가거나 서술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서사를 읽어나가는 경
우도 있지만, 아예 이도저도 아닌, 즉 ‘신빙성의 경계’를 끊임없이 배회하며 서
사를 읽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독자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고
고착되지도 않은 긴장상태는 방향성 판단이 무한적 유보되며 공들여 구축한
서술의 일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121) 이는 다시 텍스
트에 대한 빈자리를 야기할 것이다.
요컨대 서술자의 서술 하나하나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해나가는 과정에서 텍
스트의 내용이 모호해지고 독자의 예측과 기대는 부정되며, 텍스트에 대한 독
자의 이해와 해석은 유보된다. 이는 다시 의미의 빈자리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독자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할 하나의 소통 가능성으로 기능하게 된다.

118) S.리몬 케넌,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참조.
119) 대표적인 비신빙성의 표징으로는 서술자의 제한된 지식(limited knowledge), 서
술자의 사적인 개입(personal involvement), 서술자의 문제가 될 만한 가치 기준
(problematic value-scheme)이 있다.
120) 박형서, 「현대문학 : 서술의 신빙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
회, 2015, p.77.
121) 위의 논문,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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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술자 진실성 의심에 따른 서술 재구성
독자가 서술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는 먼저 서술자의 진실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추론해
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내포작가’라는 존재를 상정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작가와는 구별되는, 독자의 사고과정 속에서 재구축된 상상의 작가이다. 내포
작가는 직접적인 소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내포작가는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모든 수단에
의해 말없이 독자를 가르치며, 전달주체인 서술자의 상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나간다122). 그 결과 독자는 소설텍스트를 구성하는 주체이자 서술자의 상
위에 있는 내포작가의 의도를 추측해가면서 텍스트에 대한 특정 방향으로의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서술자
의 서술이 독자가 상정한 내포작가의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나고 독자는 ‘과연 이 서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의 공백을 느끼게 된다.
최병우(2003)123)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를 다룬다. 최
병우(2003)에 따르면 서술자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독자가
서술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지평과 서술자의 실제 서술 사이의 간격이
다. 독자는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작품 세계를 대하
게 되는데, 이때 서술자의 서술이 독자가 그에게 기대하는 지평과 충돌을 할
경우(다시 말해 서술자의 서술만으로 작품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에 의심을 품게 된다. 여기에서 소멸된 기
대지평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아 독자의 해결을 기다리고, 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소설텍스트에 접근해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는 독자의 관심을 이야기 층위에서 담론 층위로 확장시
키고 이를 주제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요구한다는 점124)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일인칭 소설텍스트의 빈자리 채우기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 역

122)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앞의 책, p.164.
123) 최병우,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124) 정진석, 앞의 논문, p.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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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술자의 서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양상을 보였
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가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설정한 기대지평과 서
술자의 서술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학습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의심하거나 비
판함으로써 서술 내용을 거부하고 이를 새롭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병-S-11】
빈자리 : 혜인이 화가라는 이유로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나’가 아무것도 주
장하지 못했던 이유
빈자리 채우기 : 의사라는 형의 직업과 달리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쌓기 힘든
화가라는 자신의 직업에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병-S-11】 학습자의 경우 서술자 ‘나’를 형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
는 존재’라고 상정한다. 이러한 방식의 추측은 서술자의 서술 내용에 대한 불
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서술자는 소설텍스트 내의 어떤 부분에서도 자
신과 형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습자는 서술자가 형의 직업과 자신의 직업을 비교하고 자격지심을 느낌으로
써 혜인이 떠났음에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빈자리 채우기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술자가 언급하지 않은 서술자의 내면을
분석하고 그의 서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서술자의
서술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
가 가정하는 내포작가의 규범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이기도 하다.
【병-S-15-감상문】 ⋯ ⋯ 그 이후에 형이 동생에게 오늘 관모를 어떻게 만나
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동생에게 화풀이 할 때 동생은 아픔을 느꼈다고 했다. 그
는 이 아픔은 형의 아픔이 내게 전해져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아픔이
형이 진짜로 사람을 죽였고 그 죽였다는 게 김일병인 것 같다는 생각에 형에게
실망하고 형의 소설에 실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S-15】 학습자 역시 서술자의 서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소설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아픔’을 느낀 이유에 대해 “형의 아픔이 전
해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습자는 그러한 서술자의 서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학습자는 아픔의 정체가 서술자인 ‘나’가 형에게 실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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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의 소설에 실망한 것에 대한 아픔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서술자가 이미
서술해놓은 내용을 부정하고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으로 빈자리를 채워나
가는 것이다. 이러한 채우기 또한 학습자가 자신이 기대한 내포작가의 의도와
서술자의 서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의미의 공백을 느끼고, 그 빈
자리를 자신의 기대방식으로 채워나간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텍스트의 의도
(내포작가의 의도)를 상정하고 이를 서술자의 서술과 비교하여 그것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서술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여 채워 넣고자 했다.
이러한 채우기 활동은 소설텍스트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서술자의 서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술자 한계 인식에 따른 서술 재구성
슈탄첼에 따르면 일인칭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텍스트 내에서 등장인물로 구
체화되어 존재하며 세계 내에서 직접 사건을 경험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그는
재현된 세계 속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판단하고 가치평
가를 내리며 다른 등장인물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세
계 바깥에 있는 독자와 소통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조직하며 선택하고 배제하는 활동을 통해, 독자에게 가치 판단을 유
도하고 해석을 종용하는 것이다.
서술의 주체가 소설텍스트의 등장인물로 구체화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의 서술 역시 등장인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
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조망할 수 없고, 자신의 시야와 지식 지평 내에
서만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서술자의 서술이 한계를 지님
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술의 신뢰성도 낮아지게 되는데, 일인칭 시점의 경우
독자들이 비교적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인칭 시점의
‘나’가 서술주체로 등장하는 순간, 독자는 그가 타인의 생각이나 심리를 알지
못할 것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인칭 서술
자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지고 서술자의 서술 내용에 대해 독자는 수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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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민하고 유보하게 된다.
실험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인칭 시점에 관한 지식을 바탕
으로 서술자의 한계를 의식하며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에 따라 일부 학습자의 경우 서술자의 서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빈자리
채우기를 수행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병-S-14-감상문】 ⋯ ⋯ 외과의사였다가 소녀의 수술을 실패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에서 형이 그 소녀의 수술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 그냥 관두고 싶어서,
혹은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수술 실패를 빌미로 관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
다. 전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었을까? 누가 죽는 걸 본 적이 없나? 후자는 아닐
것이다. 전쟁에서 널린게 사망자다. 아니면 죽은 게 하필 어린 소녀라서? 급 현
타? 그럴지도 모르겠다. 다만 병원을 그만둔 직후부터 글을 바로 쓰는 것이 거슬
릴 뿐이다. 나같은 경우는 글감이 생각나면 글을 쓰는 편이니 형도 6.25 때 이야
기를 지금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다 때려친 것은 아닌
지. 여기서 형이 쓴 글을 제외하고는 다 동생시점으로 되어있는데, 솔직히 형의
시점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소설 「병신과 머저리」에서 서술자 ‘나’는 형이 어린 소녀의 수술이 실패한
이후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서술한다.125) 서술자에 따르면
“열 살 배기 소녀의 사망”이라는 일이 형에게 소설을 쓰도록 추동한, 하나의
“사건”이 된 셈이다. 그러나 【병-S-14】 학습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일인칭
시점의 한계로 보고 이에 대해 부정하는 채우기를 수행한다. 형이 소설을 쓰
는 원인이 단지 소녀의 수술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자신 역시 “글감이 생각나면
글을 쓰는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 또한 “6.25 때 이야기를 지금 쓰지 않
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소설을 쓴 걸지도 모른다며 서술자의 서술
에 반박한다. 더불어 자신은 서술자인 동생의 시점이 아닌 형의 시점으로 보
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히면서 일인칭 서술자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술자 ‘나’는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나 심리를 완벽
125) “방에 들어박혀 있는 낮 동안 형은 소설을 쓴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형의
그 소설이란 것에 대해서 별난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다만 열 살배기 소녀의 사망
이 형에게 그만한 사건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형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
였기에 소설까지 쓴다는 법석을 부리는 것인가 하는 정도였다.”(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0, p.171.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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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 수 없다. 【병-S-14】 학습자는 이러한 일인칭 서술자의 한계에 주
목, 형의 입장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다르게 추측해낸다. 이는 서술자의 서술을
뒤집음으로써 빈자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은
사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일인칭 서술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서술을 재구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이야기 공백에 대한 상상
일인칭 소설텍스트의 경우 서술자가 서술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서술을 함
에 있어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서술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이외의
사건에 대해 알 수 없으며, 다른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
해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서술 과정에서 이야기 차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학습자들은 이로부터 도출된 빈자리를 다양한 상상을 통해 채워나가야만 한
다. 일인칭 서술자가 알 수 없는 이야기, 서술자의 시야 바깥에 있는 사건은
물론이고 서술자와 마주하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상상하고
추측하여 공백을 메워나가고자 했다. 텍스트에 이미 서술된 표현의 의미를 추
론하는 읽기와 달리, 이야기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활동은 텍스트에 서술되지
않은 공백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요청되는 활동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상상력은 단순히 환상, 공상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성적·구체적인 성격을 띤, 텍스트와 분리되지 않은 정신활
동126)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청된다.

(1) 감정이입을 통한 인물관점 재구성
존 케언즈(John Cairns)에 따르면 감정이입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이 아
닌, 인지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감정이입은 지금
까지 주로 역사교육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역사교육에서는 감정이입을 “역사
적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 즉 과거 사
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에 살았던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시
도”127)로 정의하여 다루고 있다. 물론 이때의 감정이입은 반드시 특정한 증거
126) 김창원 외, 앞의 논문, p.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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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타인의 시각에 감정적으로 접근해보는 것
과는 다르다.
감정이입은 흔히 ‘동정’이나 ‘공감’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동정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려는 적극적인 정서인 반면, 감정이입은
타자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인식적인 측면이 강
한 정서이다.128) 또한 공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상상하고 빠져드는 것을 뜻하지만,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 의도를 그들의 관점(perspective)에서 상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129) 요컨대 타인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동화되고자 하는
동정이나 공감과 달리, 감정이입은 인식의 측면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상적으로 바라보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간은 악
인에 대해 공감이나 동정은 하지 않아도 ‘그가 어째서 그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상상해보는 감정이입은 가능하다.
케언즈는 감정이입에 있어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케언즈가 말하는
감정이입을 위한 상상은 환상 및 공상과는 구분되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정
신행위이다. 따라서 감정이입을 위한 상상에서는 감정이입적 행위와 사건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초연함을 동시에 발휘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데,130)
이성과 객관성을 배제해버린 상상은 단순한 망상으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연구에서의 감정이입은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근거
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선 인지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역사 연구에서의 감정이입을 문학교육으로 들여오고자 한다. 일
인칭 소설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도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은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기 마련이다. 일인칭 서술의 특성상 서술자의 설명만으로는 타인의 내
면심리나 행위의 동기, 가치관 등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127) 조승래, 「역사 교육에서 감정이입의 문제 : 영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
사교육』 73, 역사교육연구회, 2000, p.203.
128) 김은양, 「문학작품의 감정이입이 독해력과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 Lois
Lowry의 The Giver 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8,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교육연구소, 2014, pp.472-473.
129) 방지원, 「역사수업 원리로서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재개념화 필요성과 방향의
모색」, 『역사교육연구』 20,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p.13 참조.
130) 조승래, 앞의 논문,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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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에게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고민해보는 사고활동이 요청된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난
후에야 독자들은 소설텍스트의 인물의 특성과 인물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해 더
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또한 빈자리를 채워나감에 있어 다른 등장
인물의 내면을 상상하고 인물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려는 시도를 나타냈
다. 아래에 제시된 감상문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S-11-감상문】 형은 오관모를 죽이지 않았고, 김일병의 죽음을 막지 못하
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고 살아온
듯하다. 그래서 자신이 수술했던 소녀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녀가 죽자 소녀의 죽음이 죄책감을 더 증폭시키는 기폭제 작용을
한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쓴 소설도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덜려는 마음에
서 쓴 것으로 느껴졌다.
【병-S-24-감상문】 이 소설에서 형 또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살인에 대한 자신의 행위
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는 거지소녀의 손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자신
이 수술 중 죽인 소녀를 거지소녀와 연상시켜 외면하고 싶어하는 형의 심경을 간
접적으로 제시하여주었고, 병원을 그만두는 것 또한 살인을 저질렀던 현장에서 회
피하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자신의 살인을 고백했던 소설을 태우는 것도
그렇다.

먼저 【병-S-11】 학습자의 경우 형이 김일병의 죽음을 방관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안고 살아오던 와중에 수술했던 소녀의 죽음이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 서
술하였다. 이는 형에게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도출해내
고, 이를 통해 형이 소설을 쓰는 것을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덜려는” 행위
라는 이유로 채워 넣은 것이다. 【병-S-24】 학습자 또한 형의 관점에서 감
정이입을 시도하여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회피’라는 요소에 주목할 수 있었으며, 그 사례를 텍스트 내에 제시
된 사건들(거지소녀의 손을 밟고 지나가는 것, 병원을 그만두는 것, 자신의 살
인을 고백했던 소설을 태우는 것)을 통해 인물 행동의 원인의 공백을 채워 넣
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두 사례 모두 감정이입을 시도함에 있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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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이입은 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화나 공감과
는 다른, 객관적 입장에서 타인의 관점을 분석하는 인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소설 내에서 악인으로 그려진 오관모에 대해서도 그가 왜 그런 행
동을 했는지,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오관모의 내면심리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추측하고 상상하는 감정이입을 시도했다.
【병-J-22】
빈자리 : 오관모는 김일병의 무엇이 그리 싫었기에 계속 매질을 했을까.
빈자리 채우기 : 막 잘생겨서 그랬을까? 아님 김일병과 오관모가 사회에서 문제
가 조금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관모가 악한 맘을 품고 때린 것인가.
【병-J-33】
빈자리 : 오관모는 왜 김일병을 그토록 싫어하나
빈자리 채우기 :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관모가 김일병을 싫어한 이유는 자신은
못생기고 김일병은 잘생겨서 질투나서인 거 같다.
빈자리 채우기 근거 : 왜냐하면 오관모와 김일병의 얼굴 묘사가 잘 드러나고 서
로 정반대로 묘사되어서이다.

제시된 사례처럼 학습자들은 악인으로 그려진 오관모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그가 김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해냈다.
【병-J-22】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군대 밖) 사회에서의
문제’로까지 상상을 확장시켰고, 이를 통해 오관모의 행동의 원인을 텍스트 바
깥 범위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반면 【병-J-33】 학습자의 경
우는 텍스트 내적인 차원에서 텍스트에 묘사된 두 사람의 외양을 바탕으로 원
인을 추측하고자 시도했는데, 이를 통해 오관모가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질
투를 하는 인물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해당 인물에 감정
을 이입하여 그가 어떤 이유에서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설의 사
건이 진행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은 빈자리 채우기를
통해 이야기를 재조직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소설텍
스트 곳곳에 담겨있는 공백들을 채워나가면서 머릿속으로 특정 인물들과 그들
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구조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학습자의 경우 등장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에서 그를 이
해하고 심적으로 동조하는 공감 및 동정으로까지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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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는 학습자가 등장인물에 심적인 동조를 보이게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병-S-27-감상문】 우리는 이 소설을 읽고 오관모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다. 무고한 김일병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상황에 놓이면
입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생존이며 의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 중에 있어서 오관모가 이유 없이 김일병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했던 건
인간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김일병을 죽인 상황만을 보자면 오히려
오관모는 본인도 마음 아프지만 맞는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병-S-21-감상문】 한쪽으로는 두 형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면서도, 은근한 동정
심이 들었다. 사람의 죽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기력함이나 각성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소설 속 인물들은 한낱 소설 속의, 잉크와 글로만 이루
어진 캐릭터인 반면에 형에게 그들은 실존했었던 인물들이니, 소설에 대한 무게감
자체가 다르지 않았을까.

【병-S-27】 감상문은 앞서 제시된 다른 감상문처럼 오관모라는 인물에 감
정을 이입했지만, 악인에 해당하는 오관모를 “누구든지 그 상황에 놓이면 입
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
고자 한 행위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함으로써 그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학습자는 오관모라는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비
난할 수만은 없다고 해석하면서 인물의 선택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내
린다. 이러한 방식의 공백 메우기는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 공감과 동화
의 측면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병-S-21】 학습자 또한 두 형제에게 동정심을 느낀다고 표현하면서, 특
히 전쟁과 죽음을 직접 실존으로서 체험한 형의 입장에서 (형이 쓴) 소설의
의미가 무거웠으리라고 감정이입을 시도한다. 학습자는 동생인 서술자 ‘나’에
게 있어서는 한낱 “잉크와 글”에 해당하는 소설이, 형에게 있어선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야기인 만큼 무게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형의 입장에 공감
하고 형을 동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또한 형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 후
동정이라는 감정적 동조로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문학적 상상력은 타자의 시선을 추체험하고, 평가하고, 조망하게 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점에서131)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감정이입을 통해 작동되는 문학적
- 80 -

상상력은 일인칭 서술자가 묘사해낼 수 없는 다른 등장인물에 관한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생략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사건을 재조직해나가는 사고 활동이
다. 등장인물의 생각과 내면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독자는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설의 심층적인 해석으로 다다를 수 있다. 이는 소설의 전체적인 해석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 재구성
인과관계란 두 가지 이상의 사실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이는 것을 말
한다.132)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배열은 지금까지 주로 역사연구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카(E. H. Carr)는 역사 연구를 ‘원인에
관한 연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
로운 사실과 맥락 속에서 이유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133)
카에 따르면 역사가들이 역사를 체계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
질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당위성의 탐구, 즉 원인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이
때의 인과관계는 ‘무엇’이라는 사건의 내용보다는 ‘왜’나 ‘어떻게’와 같이 사건
의 원인을 찾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문학에서의 인과관계의 강조는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등
장한다. 근대에 이르러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독자들은 비현실
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134)
고전소설의 비현실적 사건 전개와 우연성 짙은 이야기들은 독자로 하여금 합
리적인 소설에 대한 욕구를 느끼도록 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설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의 요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문학에서의 사건은 필연
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즉, ‘있을 법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인칭 소설텍스트의 빈자리 채우기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또한 사건의
공백을 채우는 데 있어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
131) 김창원 외, 앞의 논문, p.145.
132) 나미란, 「초등 역사 인과관계 학습모형 개발」, 『역사교육연구』 25, 한국역사
교육학회, 2016, p.126.
133) 에드워드 카,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7, p.121 참조.
134) 장희권, 「역사기술과 “우연성”」, 『오늘의 문예비평』 44, 오늘의 문예비평,
2002,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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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도출한 사건의 공백에 대해 그것이 어째서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상상하며 빈자리를 채
워나갔다. 이는 역으로 말해 사건 차원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학습자들의 기
본 원리가 ‘인과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사건 차원의 공백을
상상적 읽기를 통해 채워나가고자 했다.
【병-S-11】
빈자리 : 형은 오관모를 죽이지 않았던 걸까?
빈자리 채우기 : 오관모는 김일병을 죽였지만, 형은 오관모를 실제로 죽이지 못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김일병에 대한 미안함과 그의 복수를 대신 해주는 마음, 오
관모에 대한 분노의 의미로 소설 속 오관모를 죽인 듯하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학습자는 불분명하게 종료된 채 빈자리로 남아버린 소
설의 결말을 “오관모는 김일병을 죽였지만, 형은 오관모를 실제로 죽이지 못
했던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채워 넣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인과관계를 통해
해명하고자 했는데, 소설 속 형이 실제로 오관모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원
인), 김일병에 대한 미안함과 복수심, 그리고 오관모에 대한 분노가 생겨 오관
모를 죽이는 내용의 소설을 썼다(결과)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채워 넣은 내용
(‘형은 오관모를 실제로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은 학습자의 사고 과정 속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따라 생성된 것이다.
【병-S-20-감상문】 ⋯ ⋯ 내 생각에는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인 것은 맞지만
‘나’는 오관모를 죽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 ‘나’는 오관모에게 저
항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죽일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김일병을 죽인 오관모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직접 죽이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 간접적으로 오관모를 죽인 것 같다.

【병-S-20】 학습자 또한 인과관계에 의거하여 사건의 공백을 채워나가려
는 시도를 보인다. 이 학습자에 따르면 “소설 속 ‘나’는 오관모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므로(원인), “실제로 사람을
죽일 것 같지는 않다(결과)”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하여 학습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형은 오관모를 실제로 죽이지 못했을 것이며 자신이 쓴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관모를 죽이는 선택을 했다는 빈자리 채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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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설텍스트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빈자리 채우기 외
에도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 서사 바깥의 사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바탕으
로 빈자리를 채워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설텍스트 너
머의 시간, 즉 텍스트에 서술된 시간 바깥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경우가 있
었는데, 이는 텍스트에 암시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과거 혹은 미래의 모습을
창의적인 상상을 통해 채워나간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감상문은 이에 해당하
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J-24-감상문】 ⋯ ⋯ 형이 김일병이든 오관모든 6.25 전쟁 때 사람을 죽
였다는 트라우마에 견딜 수 없었을 텐데 그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가
되며 현실에 최대한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거 아픔을 견딘 것 같다.
【병-S-6-감상문】 ⋯ ⋯ 형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형은 착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결말은 형이 동생
에게 김일병의 죽음과 오관모의 행동이 모두 자신의 탓이었다고 말한 후 동생은
그런 형을 위로하기 위해 형의 얼굴을 그려주고 형도 다시 의사 일을 하며 끝이
날 것이다.

소설 「병신과 머저리」는 형이 어린 소녀의 수술을 실패한 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병-J-2
4】의 학습자의 경우, 소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형의 과거내력에 대해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 즉 소설텍스트의 시작 이
전, 즉 형이 의사가 되기 전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한 것
이다. 이때 학습자는 형이 전쟁 이후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
건이 원인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가 되어 현실에 최대한 만족하
기 위해 노력하며 아픔을 견뎌나가게 되었다고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했다. 이
는 원인(‘형이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에 견딜 수 없음’)에 따라 결과(‘의사
가 되어 사람들을 살림’)를 도출함으로써 소설 속에 공백으로 드러난 사건을
채워나가고자 한 사례이다. 이렇듯 소설텍스트 범위 바깥의 인물의 내력에 대
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은 인물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빈자리 채우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병-S-6】의 학습자의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원인으로 삼
아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는 “형은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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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삼아, 형이 동생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
고 동생은 그런 형을 위로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가 소설텍스트의 결말의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의 종결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 「병신과 머저리」는 소설을 불태운 형이 병원 일을 다
시 시작하게 되고, 동생은 자신의 아픔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 채 결말을 맺는
것에서 텍스트가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은 종결되었음에도
‘사건의 종결’은 소설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부재하는데, 텍스트는 끝까지 형이
쓴 소설의 진실은 무엇인지, 형은 정말 결혼식장에서 오관모라는 인물을 만난
것인지, 동생의 그림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와 같은 수수께끼를 해결해주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매듭지어 버린다. 따라서 【병-S-6】 학습자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결말 이후의 결말을 상상해 소설의 종결을 맺고자 시도했다. 형이
“김일병의 죽음과 오관모의 행동이 모두 자신의 탓이었다고 말한 후에, 동생
은 그런 형을 위로하기 위해 형의 얼굴을 그려주었다”라는 내용으로 텍스트
범위 바깥에서 사건의 종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 또한 학습자가 형이라는 인
물에 대해 내린 평가(“착한 사람”)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도출한 경우로,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건 채우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사건의 공백을 채워나감에 있어 원인과 결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상상적
읽기를 수행하였다. 이는 특정한 결과에 대해 ‘왜 그런 일이 발생 하였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우연성을 최소화하고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
력으로 판단된다.

3.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의 문
제점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을 토대로 Ⅳ장의 교육 설계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피고자
한다. 양상 분석 결과 학습자들이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소설의 심층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경우들도 있었지만, 빈
자리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 텍스트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전
혀 이루어지지 않은 직관적∙인상적인 채우기, 혹은 텍스트 서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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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한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상을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의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교육 과제로 추출하여 Ⅳ장의 교육의 목표
설계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한다.

1)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의 도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일인칭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찾아보는 실험을 실시
한 결과, 대부분이 빈자리를 찾아냄에 있어 담론 차원보다는 이야기 차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소설텍스트를 읽는 데 이야기 층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추적인 층위이기 때문135)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는 학습자가 소설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즉 기본 단계
의 서사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갔는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척도가 되기
도 했는데, 예를 들어 소설텍스트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
우 텍스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빈자리로 찾아내거나 혹은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빈자리로 찾아내는 등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아래에 인용된 학습자 양상은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
를 도출해낸 경우를 네 가지 유형으로 묶어 제시한 것이다.

① 소설텍스트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빈자리로 도출한
경우
• 몽달 씨랑 ‘나’가 친구라면서 몽달 씨가 빨간 셔츠에게 맞을 때에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원-C-42】
• 동생이 형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병-S-14】
• 형이 동생에게 원고를 찢으면서 말하는 떠난 여자는 누구일까?【병-J-21】

② 소설텍스트를 잘못 이해한 경우
• 김반장과 선옥이 언니 사이의 갈등【원-C-85】
• 형이 어떤 소설을 읽었길래 ‘나’를 더욱 초조하게 했나?【병-J-35】
135) 한용환, 앞의 책, p.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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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남자를 좋아하는가?【병-S-7】

③ 구성적 사건이 아닌 보충적 사건에만 주목한 경우
• 김반장과 선옥이 언니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원-C-62】
• 혜인이라는 사람은 예쁠까?【병-S-7】
• 형은 왜 소설을 더 깊숙이 두지 않았을까?【병-S-14】
• 형이 전쟁할 때의 계급은 무엇일까?【병-J-40】
• 소녀는 어쩌다 살지 못하는 꼴이 됐을까?【병-J-40】

먼저 ①의 사례를 보면,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에 이미 제시된 내용을 파악
하지 못해 텍스트의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원
-C-42】 학습자의 경우, 소설텍스트에서 몽달 씨가 빨간 셔츠에게 맞을 때,
서술자 ‘나’가 달려가 지물포 주씨 아저씨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것을 빈자리로 도출해냈다. 소설텍스트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인지
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병-S-14】 학습자 또한 서술자인
동생이 ‘인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텍스트에 명확히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빈자리로 도출해냈으며, 【병-J-21】 학습자 역시 형이 혜인을 “그 아가
씨”라고 지칭, 서술자 ‘나’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했음에도 이를 파악
하지 못해 텍스트 내에 이미 닫혀있는 공간을 빈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학습자들이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의 사례와 같이 소설텍스트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빈자리를
도출해낸 경우도 있었다. 【원-C-85】 학습자는 선옥 언니가 서울로 나가서
일하게 된 사연과 김반장에 대한 마음이 일방적으로 식었다는 사실이 소설텍
스트에 이미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갈등을 겪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를 이야기 층위의 공백으로 도출해냈다. 이는 소설텍스트를 잘못 이
해했기 때문에 도출된 빈자리이다. 【병-J-35】 학습자 또한 형이 소설을 ‘쓰
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읽었다’라고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빈자리를 도출해냈으며, 【병-S-7】 학습자 역시 김일병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한 인물을 형으로 착각함으로써 소설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을 나타냈다. 이 역시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낸 사례이다.
한편 ③의 경우처럼 소설텍스트의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 빈자리를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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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구성적 사건이 아닌 보충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136), ①, ②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학습자
들이 구성적 사건 외에 보충적 사건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내고 자유롭게 상상
하는 것도 소설을 즐기고 풍부하게 읽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충적
사건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경우가 텍스트 내에 암시된 것이 아닌, 학습자
들의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도출된 학습자 차원에서의 빈자리라는 점에서는
소설텍스트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구
성적 사건을 간과해버린 채 부수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소설텍스트
의 핵심서사와 멀어지게 되며 소설텍스트와의 올바른 소통과도 어긋나게 된다
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통’이라는 것의 전제가 화자와 청자 상호간
에 이루어지는 이해 행위라고 했을 때, 텍스트에 구조적으로 마련된 발화에
독자 또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 ③에 제시된 사례들
의 경우 구성적 사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보충적 사건에서만 빈자리
를 도출함으로써 소설텍스트의 핵심서사와 동떨어진 이해를 해나가고 있으므
로, 소설의 이해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병-S-14-감상문】 ⋯ ⋯ 마지막에 형이 관모를 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
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딱히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작가가 생각한 게 있겠
거니 했다. 이것도 형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회의감 느끼고 빡치고 공포스러
웠겠다는 것은 알겠다.
【병-J-40-감상문】 제목이 <병신과 머저리>여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다. 중
학교 땐가 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 같은데 맨날 제목을 보고 친구들과 웃었던 기
억이 난다. 하지만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시간에 읽게 되어서 좋다. 제목이
재밌어도 내용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 외로 상당히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136) 채트먼에 따르면 사건은 ‘구성적 사건’과 ‘보충적 사건’으로 나뉘는데, 이때 구성
적 사건은 이야기를 이야기 그 자체로 만드는 텍스트의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반면 보충적 사건이란 이야기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부수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이
사건이 제거되어도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다. 물론 구성적 사건
이 보충적 사건에 비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위
계가 나누어지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
는 데 있어 구성적 사건을 제외하고 보충적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텍스트 이
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S.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
상,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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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차원에 대한 이해는 심층적인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
인 단계가 되므로 이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조직하고 재구성하
느냐는 소설을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하느냐로 이어진다. 위에 제시된 감상문
을 살펴보면 위의 세 가지 잘못된 양상 중 ③에 해당하는 보충적 사건에만 주
목했던 【병-S-14】 학습자는 빈자리를 채워 넣음에 있어서도 “딱히 깊게 생
각하고 싶지 않다”라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보충적 사건에만 주목했던 【병-J-40】 학습자 또한 줄거리를
형식적으로 나열하거나 단순한 인상 평가로 소설에 대해 해석하는 등 심층적
인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야기 층위에서의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빈자리를 풍부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이를 활용
해 소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실패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오류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도출해
낸 빈자리가 바로 학습자의 소설텍스트에 대한 이해와도 연관된다는 사실이
다.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소설텍스트에 이미 제시된 내용을 빈자리로 도출
해내거나,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왜곡된 빈자리를 찾아낸다거나 혹은 보충
적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 경우 학습자는 소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로 나아
가지 못한 채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명백히 소설의
빈자리를 ‘잘못 찾아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프강 이저의 빈자리 개념은 보통 전적으로 독자에게 맡겨지는 막연하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소
통 상황에서는 발화의 목소리가 소통하는 주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독자로부터 출발하는 해석뿐 아니라 소설텍스트에서 출발하
는 발화행위에도 독자가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텍스트
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에 올바로 접근하면서
오독을 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텍스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빈자리 채우기
양상 분석 결과 발견된 두 번째 문제점은 학습자들이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를 채우는 데 있어 텍스트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채
우기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추론이라는 것이 텍스트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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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애매성을 채워나가
는 고차원적인 사고라고 했을 때,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표현 층위에서 빈
자리를 채워나갈 때에는 단순히 자신의 인상이나 직관만으로 채워나가서는 안
된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로막을 뿐더러 소설에 대한 단
순한 ‘예상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텍스트 맥
락에 대한 고려 없는 빈자리 채우기는 빈자리 자체를 독자의 손에 맡겨진 무
한정의 발산적 사고로 인식하게 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느끼게 하며,
학습자들의 감상을 텍스트와 괴리된 방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병-J-51-감상문】 ⋯ ⋯ 소설의 제목에서 형은 ‘병신’이고 동생은 ‘머저리’이
다. 형이 ‘병신’인 이유는 6.25 전쟁에서 형이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기 때문에 ‘병
신’이다.

제시된 【병-J-51】 학습자의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가 소설의 제목이 상징
하는 바에 대해 각각 ‘병신’은 ‘형’을 상징하고 ‘머저리’는 ‘동생’을 상징한다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6.25 전쟁에서 형
이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빈자리 채우기를 단순
히 텍스트 내에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쳐버린다. 이는
소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추론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병
-J-51】 학습자의 경우는 소설텍스트의 제목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의미 도출을 시도하였음에도 그것이 추론적 사고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맥락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상적이고 직관적인 차원에서 빈자리를 채워 넣기도 했다. 다음에 제
시된 양상들은 그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병-J-30】
빈자리 : ‘창으로 흘러온 어둠이 화실을 채우고 네모반듯한 나의 화폭만을 희게
남겨두었을 때’가 의미하는 것은?
빈자리 채우기 : 암울한 마음에 한줄기의 빛이 한 켠에 있음
【병-J-37】
빈자리 : ‘나’가 석고상 앞에 혼자 서있는 그녀의 뒤로 가서 귀 밑에다 콧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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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었을 때와 어느 날 화실과 나를 떠날 때 왜 ‘나’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
문이라고 했을까
빈자리 채우기 : ‘나’가 그림을 그려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겨서 ‘나’를 떠나게 되어서

먼저 【병-J-30】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에 서술된 표현 일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생략된 내포 의미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빈자리를 채우
는 과정에서는 텍스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설에 나온 표현을 인
용하여 빈자리를 채워 넣는 모습을 보인다. “창으로 흘러온 어둠이 화실을 채
우고 네모 반듯한 나의 화폭만을 희게 남겨두었을 때”라는 표현이 지닌 의미
의 빈자리에 대해, 다시 “암울한 마음에 한줄기의 빛이 한 켠에 있음”이라는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즉 텍스트의 전반적인 맥락
을 고려하여 생략된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을
그대로 빈자리 채우기에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총체적 맥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빈자
리 채우기 활동을 한 것이다.
【병-J-37】 학습자 또한 텍스트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먼저 학습자는 혜인이 서술자 ‘나’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좋아했
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떠났다는 표현에 집중하여 의미의 빈자리
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이를 채워 넣음에 있어서는 텍스트 맥락을 전혀 고려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좋아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빈자리에 대해 다시 “그림을 그려서 좋아하게 되었
다”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빈자리를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는 혜
인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그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겨서”라는 빈자리
채우기를 수행하였는데, 이 역시 텍스트 맥락에 대한 고려가 아닌, 지극히 주
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만으로 채우기를 수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도 텍스트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빈자리 채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볼프강 이저의 빈자리는 학습자들에게 맡겨진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이지
만 이를 문학교육에서 다룰 때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학습자의 직관이나 인상
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문학에 대한 해석은 적어도 문학교육의 관점에서는
문학적 관습의 타당성을 함의해야 하기 때문이다.137) 빈자리 채우기는 자유로
137) 정복진,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연구」, 『국어문학』 60, 국어문학회,
2015,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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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채우는 내용이 텍스트와 동떨어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 빈자리 채우기
의 목표가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이해라고 했을 때, 텍스트 맥락에
대한 이해는 빈자리 채우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의 감상 마무리
실험 결과 나타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공백
을 채워 넣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소설텍스트에서 도출되는 가치를 내면화
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빈자리 채우기
가 단순히 텍스트 이해 차원에서만 그쳐버린다면, 학습자들의 일상 속에서 문
학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의 목적이 학습자
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문학교육에서 학습
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정이다. 다음에 제시된 감상문은 빈자리 채우기가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의
문의 해결에서 마무리된 채 감상이 종료된 사례이다.
【병-S-11-감상문】 ⋯ ⋯ 형은 오관모를 죽이지 않았고, 김일병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고 살
아온 듯 하다. 그래서 자신이 수술했던 소녀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음을 인
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녀가 죽자 소녀의 죽음이 죄책감을 더 증폭시키는 기폭제
작용을 한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쓴 소설도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덜려는
마음에서 쓴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형은 죄책감과 더불어 힘이 없고 나약해 죽음
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소설의 제목처럼 ‘병신, 머저리’로 생각했고 약자
인 거지아이와 화가라는 이유로 연인에게 버림받은 ‘나’로부터 자신을 투영해 과
거 자신의 모습을 보아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듯 하다. 과거 김일병의 죽음을
방관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감상문의 경우 학습자는 형이 오랜 시간 지니고 있던 죄책감이 소녀
의 수술 실패로 폭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설을 쓰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해냈다. 나아가 형이 거지아이와 ‘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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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표출’이라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빈자리 채우기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빈자리 채우기는 타당하고 그럴 듯한 상상이지만 감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감상문의 내용이 단순히 소설 해석과 인물의
행동 분석 차원에서 그쳐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
면 ‘~듯 하다’, ‘~것 같다’, ‘~로 느껴졌다’, ‘~기 때문이다’와 같이 추측이나
판단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뿐 그것이 학습자 스스로에게 내면화되고
고민의 지점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찾기 어렵다. 이는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의
미가 자신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텍스트의 해석과 분석의 차
원에서 그쳐버린 것을 의미한다.
아래 제시된 사례 역시 인물에 대한 평가나 사건에 대한 공백 채우기가 학
습자에게 내면화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병-S-20-감상문】 ⋯ ⋯ 내 생각에는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인 것은 맞지만
‘나’(형)는 오관모를 죽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 ‘나’는 오관모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죽일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김일병을 죽인 오관모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직접 죽이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 간접적으로 오관모를 죽인 것 같다. 소
설 마지막에서도 피투성이의 ‘나’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관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형은 관모를 보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
말을 보고, 형이 관모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형은 6.25 전쟁의 전상자로서, 아픔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 일종의 환자라고 생각
한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약해져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고를 불에 태우는 것
도 관모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치지 못해서, 혹은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싶
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위의 학습자 또한 ‘~라고 생각한다’, ‘~것 같지는 않다’, ‘~것 같다’, ‘추측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빈자리 채우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그것
이 다시 자신의 삶으로 전이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앞선 학습자와 마찬
가지로 사건의 공백을 채우는 것에서 해석활동이 그쳐버렸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텍스트 자체를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습득하
는 것이어야 한다.138) 이는 곧 소설에서 특정한 가치를 도출해내고 그에 대한
138) 성은혜, 「<산골아이>의 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 연구 －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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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판단을 내린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전이시켜 자
신의 삶을 투영하고 비추어보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설텍스트에서 도출해낸 문제의식, 가치, 교훈 등은 반드시 다시 학습자 자신
의 삶에 비추어보고 이를 자신의 고민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빈자리 채우기 활동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되어 보다
심층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이 요청되는 바이며, Ⅳ장에서
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4) 빈자리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태도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보인 두드러진 문제점
은 소설텍스트의 빈자리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빈자리를 자유로운 해석의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것
이 아닌, 어려운 요소, 이해가 힘든 부분 등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오
독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텍스
트의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답을 찾아내야만 하
는 과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병-J-16-감상문】 ⋯ ⋯ 글 속에 빈공간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면서 읽기 불
편했고 난 단순하게 조금 생각하면서 읽는 책을 좋아하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글
이었던 것 같다.
【병-S-15-감상문】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런 어려운 소설은 읽
어본 게 몇 안 되기는 하지만, ⋯ ⋯
【병-J-5-감상문】 ⋯ ⋯ 이 글의 결말은 허무하다. 앞 내용을 봐서는 더 크게
결말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병-J-10-감상문】 ⋯⋯ 나는 이 소설의 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쩌면 이
해를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 소설이 그냥 형이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화해하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느낌 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안타깝다.

의 내용 분석과 가치 내면화 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
육학회, 2014,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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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인용된 내용은 학습자들이 제시한 감상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병신과 머저리」처럼 상징 의미나 모호한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설
의 경우, 학습자들은 이해에 있어 어려움을 드러내며 해석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병-J-16】 학습자는 해당 텍스트가 빈 공간이
많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였으나 그 빈 공간으로 인해 오히려 텍스트 읽기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함으로써 텍스트 내의 빈자리를 소통의 가능성으로 인지하
기 보다는 불편함 혹은 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병-S-15】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소설의 모호성을 “어려운 소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으
며, 【병-J-5】와 【병-J-10】 학습자 역시 “결말은 허무하다”, “형이랑 동생
이랑 사이좋게 화해하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감상을 드러냄으로써
소설의 열린 결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빈자리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빈자리 채우기에 특
정한 답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래에 제시된 내
용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S-21-감상문】 ⋯ ⋯ 그렇기에 아마도 ‘자기 손으로 죽인 소녀’를 암시하
는 여자아이의 손도 무참히 밟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물론
저 장면이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병-J-33】
빈자리 : 형은 왜 많고 많은 일 중 소설을 썼나
빈자리 채우기 :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생각나고 괴로
워서 글로 성찰하고자 쓴 것 같다.
【병-S-2-감상문】 ⋯ ⋯ 형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입을 둘이나 줄인
탓에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녀의 죽음 하나에 커다
란 충격을 받고, 술에 취해 관모의 얼굴을 보는 등 아직도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
나지 못한 병신(?) 같은 짓을 한다. 동생은 사랑하던 여자도 놓치고, 자신의 아픔
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머저리 같다. 아니 사실 잘 모르겠다.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이를 통해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 잘 모르겠다” 등의 표
현을 사용하여 자신 없고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특히 ‘답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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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학습자들이 빈자리 채우기에 답이
이미 주어져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소설의 빈자리를 자신이 자유롭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빈자리를 채워나감에 있어서도 답을 맞혀야 한다
는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빈자리 채우기를 활용한 소설 읽기 교육
에 있어 무엇보다 빈자리의 인식에 관한 개선이 시급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모호한 소설, 빈자리가 많은 소설뿐 아니라
소설 전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및 거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
엇보다 소설텍스트와 소통해나가는 자신감은 향후 학습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향유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텍스트의 빈자리는 이미 마련된 답을 찾아내야하는 과제
가 아닌 학습자들 스스로 의미를 생성해내고 해석을 도출해내는 자유로운 활
동이므로, 소설텍스트를 읽는 학습자들은 빈자리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적극
적으로 소통해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서도 빈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도 방안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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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도출한 교육 과제를 바탕으로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방안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실제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을 분석해본 결과, 학습자들 가운데 능동적인 빈
자리 채우기를 통해 심층적인 해석과 감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지
만 대다수의 경우 빈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이를 도출하거나 채워
넣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빈자리
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층위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텍스
트를 오독하여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하기도 했으며, 텍스트의 내
재적·외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인상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경우 또한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빈자리 채우기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와 동떨어지고 맥락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또한 학습자들은 찾아낸 빈자리를 상상과 추론
을 통해 채워 넣었음에도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치를 자신에게로 내면화하거나
감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단지 텍스트 차원에서 감상이 그치는 양상
을 보였다. 따라서 본 Ⅳ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빈자
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의 내
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교육의 방법을 다섯 단계로
구체화하고 검증 실험을 실시하여 설계한 교육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1.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1)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에 따른 감상의 확장

- 96 -

본 연구는 먼저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태도를 텍스트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로 보고 이러한 태도가 텍스트 해석에 있어 심
층적인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가정한다. 소설텍스트를 읽으며 빈자리를 도출
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의 공백을 설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텍스
트와 자유롭게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텍스트 읽기에
서의 능동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학습
자는 더욱 창조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현재까지
문학교육에서는 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 주어진 빈자리를 채워나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학습자들을 단순히 주어진 공백을 적
절하게 채우기만 하는 소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 스스로가 소설텍스트 내의 모호성을 발견하고 의문을 던지
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제처럼 주어진 텍스트의 빈자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채워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문학교
육은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어렵고 딱딱한, 정답을 맞혀야만 하는 제한적인 개
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소설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자신
감 없는 태도로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텍스트 내의 빈자리를 찾고
의문을 던지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에 따라 소설텍스트에 드러나는 빈자리를 학습자들에 의해 생성되
고 창조되는 자유로운 개념으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찾아낸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려는 자세 역시
텍스트의 의미 생성 과정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세로 보고,
이러한 태도가 텍스트 해석에 있어 더 양질의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가정한
다. 소설텍스트를 읽으며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낸 빈자리
에 대해 창조적으로 상상해 채워 넣는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
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빈자리를 자유로운 상상과 추론, 비
판적 사고 활동을 통해 채워나가면서 소설텍스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로부터 도출해낸 텍스트의 가치는 다시 학습자의 삶
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며 주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빈자리를 채우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채우
는 과정 및 층위가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를 더욱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서 문학을 향유할 때에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문학텍스트와 소통하고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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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감에 있어 텍스트 사이사이의 공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채워 나가고자 하는 태도는 텍스트와의 능동적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빈자리
에 접근하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빈자리를 찾아가며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
하여 자유롭게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2)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의 빈자리 가능성 확보
본 연구의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일인칭 소설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의 문
제점을 다루면서 학습자들이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구성적 사건이 아닌 보충적 사건에만 집중한 경우’를 제시했다.139)
이와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핵심서사를 간과한 채 보충적 사건에
만 집착하여 텍스트와 멀어지는 경우로, 만일 학습자가 이런 방식으로 소설텍
스트에 접근해나가다 보면 빈자리를 올바르게 도출할 수 없을뿐더러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오류를 범한 학습자들은 감상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소설텍스트의 줄거리
를 무의미하게 나열하거나 빈자리 채우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해석
에 있어서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140)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차원의 빈자리는 소설텍스트의 핵심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는 창조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텍스트에
139) Ⅲ장에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학습자들이 보충적 사건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하
고 채워 넣은 다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병-J-5-빈자리】 소녀는 무슨 병을 앓고 있었을까?
【병-J-5-채우기】 암
【병-J-22-빈자리】 부모님은 없는 건가?
【병-J-22-채우기】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다 죽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병-J-31-빈자리】 어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녀가 죽게 되었나?
【병-J-31-채우기】 교통사고 후 소녀가 과다출혈로 죽을 위기에 처해 ‘나’가
수술을 하였으나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술 중 사망
140) 이에 대한 사례는 Ⅲ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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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되거나 묘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하고 이를 발산적인 상
상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학습자들이 단순히 텍스트를 추론하는 범위에서 나아
가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 의미를 생성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말 이후의 결말을 상상해낸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 차원에서 마무리된 이야
기를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 이어서 확장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며 이는 텍스트
가 결코 의도하지 않은 빈자리를 찾고 채워나간 것이 된다.141) 문학교육의 연
구 가운데 결말 이어쓰기, 결말 바꾸기 등의 서사변형 활동이 바로 이러한 원
리를 기반으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 가운데에는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인물의 내력을 빈자리로 도출하고142) 그 공백을 자유롭게 채워
나가거나 혹은 인물의 미래를 그려보는 빈자리 채우기를 해나가는 경우도 있
었는데, 이러한 활동 역시 텍스트 범위 바깥에서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빈자리 채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보충적 사건에 대한 빈자리 채우기 역시 학습자들의
능동적 빈자리 채우기로 볼 수 있으며 텍스트의 핵심 사건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었다는 가정 하에서는 빈자리 채우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리하면 텍스트 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암시되지 않고 묘사되지 않은 바깥 범위에까지 상상을 확장시킨다면, 이는 보
다 창조적인 문학 해석 및 감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구조적으로 독자를 유도하고 안내하도록 마련
된 빈자리 외에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 텍스트가 의도하지 않거나 암시하지 않
은 빈자리를 찾아내는 것 또한 독자가 능동적으로 텍스트와 소통하고 의미를
구성해내는 활동이라고 전제한다. 나아가 이를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의 빈자
리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교육 방법의 설계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자칫
141) 학습자가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범위 이후의 사건에 대해 상상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병-S-6-감상문】 ⋯ ⋯ 결말은 형이 동생에게 김일병의 죽음과 오관모의 행동이
모두 자신의 탓이었다고 말한 후 동생은 그런 형을 위로하기 위해 형의 얼굴을
그려주고 형도 다시 의사 일을 하며 끝이 날 것이다.
142) 학습자가 소설텍스트 범위 바깥에서 등장인물의 과거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원-C-1-빈자리】 어떻게 몽달 씨가 시를 외우는 머리가 돈 사람이 되었을까?
【원-C-25-빈자리】 몽달 씨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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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발산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텍스트에 대한 정확
하고 올바른 이해를 선행 과정으로 마련해놓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3) 빈자리 채우기 이후 내면화 단계의 마련
문학수업의 목표는 단순히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정립하도록 하는 것
에 있다.143)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문학수업 현장에서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
에는 그것이 단순히 텍스트 분석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을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문학의 교육적
의미를 논할 수 있을 것이며 문학이 학습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
킬 것이라는 효용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빈자리 채우기를 통해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간다고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빈자리 채우기가 단지 텍스트 해석의 도구나 방법 정도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소설텍스트를 읽고 표명되지 않은 미정성을 발
견하며 이것을 독자의 상상 및 추론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단순히 분석과 해석
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저와 잉가르덴이 말하는 틈 채
우기로서의 ‘구체화(Konkretisation)’는 독서 행위이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텍스트와의 소통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빈 공간을 채워
넣는 행위는 문학텍스트가 제시하는 기대(예상:Protention)와 독자 자신이 갖
고 있는 기대(기억:Retention)와의 현재적 만남이라는 사실로 인해 독서의 매
순간마다 예상과 기대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루며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144)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 속에 제시된
상상적인 것들을 살아있는 차원으로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에 빈자리 해결을 통해 생성된 의미들은 학습자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학교육 역시 결국 교육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교육의 결과는 학습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빈자리 채우기 활동이 단순히 텍스트 이해의 차원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장에서의 실험 결과, 학습자들이 빈자리 채우기의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143) 정복집, 앞의 논문, p.532 참조.
144) 최현주, 앞의 논문, p.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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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하는 양상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학습자들은 감상문을 작성함에 있
어 텍스트 분석의 차원에 집중하였으며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많은 시
간을 할애할 뿐, 여기에서 도출해낸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빈자리 채우기의 특성상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설 속에 제시된 수수께끼의 해결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습
자들이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빈자리를 채워 넣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이를 다
시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한다는 의식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
과정이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에 통합되어야만 학습자들이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가치를 다시 자신의 삶에 비추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요
컨대 텍스트에서 도출한 주제와 가치가 학습자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텍스트에 제시된 문제들이 학습자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텍
스트 해석을 통해 생성해낸 의미가 학습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
는지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고민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1)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빈자리 도출
빈자리 이론의 핵심은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가 능동적인 태도로 문
학텍스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빈자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다. 볼프강 이
저가 강조했던 것처럼 텍스트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빈자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
도로 빈자리를 도출해내야 한다. 또한 빈자리를 찾아낼 때에도 단순히 하나의
차원에서가 아닌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실제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학습자들 대부분이 빈
자리를 도출함에 있어 단일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은 담론 차원보단 이야기 차원에서 집중되었고,
담론 차원에 있어서도 전달 층위보다 표현 층위에 빈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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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감에 있어
사건 진행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차원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빈자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습자들 대다수가 빈자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빈자리
자체에 두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 자체를 다각도
로 살펴보고 풍부한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더불어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내
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텍스트 서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빈자리를 채워 넣음에 있어서도 텍스트 맥락과 동떨어진 채우기를 수행하거나
이미 텍스트 내에 닫혀 있는 이야기를 빈자리로 도출하고 잘못 채워 나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앞선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을 토대로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가 ‘소설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척
도이고, 담론 차원에서의 빈자리는 ‘소설텍스트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해나
가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말은 곧 텍스트에 대한 이해
와 해석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와 담론 차원
의 빈자리를 다양하게 도출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풍부한
빈자리가 도출되어야만 학습자들은 빈자리 채우기 활동을 통해 소설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이를 감상하는 내면화의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층적인 빈자리 도출은 심층적 빈자리 채우기의 필수
적이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또한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도출함에 있어 텍스트 내부에 암시된 빈자리뿐만
아니라 텍스트 바깥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
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물론 이때에는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들이 도출해내는 텍스트 바깥 범위의 빈자리를 잘못된 이해로 보는 경향이 있
는데, 이러한 제약은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다룸에 있어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
는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텍스트 범위 바깥에서의 자유로운 상상은 소
설 해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학습자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텍스트 바깥 범위의 빈자리 도출 역시
교육의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도출
하는 차원이 단순히 텍스트 내부의 수렴적인 차원뿐 아니라 텍스트 바깥의 발
산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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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학습자
들로 하여금 다양한 빈자리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요구되
는 바이며, 이를 위해 이야기 차원과 담론 차원, 그리고 텍스트 범위 바깥의
차원을 골고루 아우르는 교육 단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읽기 원리를 통한 빈자리 채우기
다양한 차원에서 풍부한 빈자리를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능동적으로 채
워 넣지 못하는 경우 독자는 소설텍스트의 의미 생성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출된 빈자리를 상상과 추론을 통해 채워 넣으려는
자발성과 능동성은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에서 학습자에
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의 실험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 다양
한 원리를 활용하지 못할 뿐더러 텍스트 맥락을 간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
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내재적 맥락에만 집중한 나머지 텍스트 내부에 제시
되어 있는 정보를 단순히 연결만 하는 방식의 채우기를 수행하거나, 혹은 외
재적 맥락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토대로 텍스트 맥락
과 전혀 동떨어진 채우기를 수행하였다. 또는 내·외재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
신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즉흥적인 생각으로 사건의 공백을 채워 넣거나 표현
의 의미를 채워 넣는 경우도 있었다. 추론적, 비판적, 상상적 읽기가 아닌 순
간의 인상만으로 빈자리를 채워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빈자리 채우기로는 소설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심층적 차원의 해석으로 나아갈 수 없다.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소설텍스
트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설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방해
하고 텍스트 해석의 수준을 낮추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대한 단순한 인상이나
즉흥적인 감정만으로는 텍스트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낼 수 없으며, 문
학능력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하여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요청되는 바이다.
표현에 대한 추론적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의 표현 사이에 감
추어진 의미의 공백을 추론해낼 수 있고,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서술 하나하나를 의심하며 의미를 파헤쳐나갈 수도 있다. 또한 이야기에 대한
상상적 읽기를 통해서는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 인물의 공백이나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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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서사 바깥 범위에서 이야기를 상상해내고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도 있다.
빈자리 채우기는 텍스트의 구조적 결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독자의 상상적
체험’의 결과이므로145) 논리적인 추론, 타당한 비판, 창의적인 상상이 상호보
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거나 무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텍스트에 제시된 서술을
바탕으로 독자가 상상하고 이야기를 재조직하며 재구성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의미 생성’의 과정
이기도 하다.
따라서 Ⅳ장의 교육 설계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 기본 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하여 빈자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느낀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해석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를 교육 방법에 추가하고자 한다.146)
이때 주의할 점은 ‘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미 마련된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채워 넣은 빈자리에 대해 점검해보고 확인
해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장난처럼 가볍게 채워
넣거나, 반대로 누군가가 상정해놓은 정답을 단순하게 ‘예측’하고 ‘맞히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생성해낸 해석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텍스트 맥
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3) 학습자 삶과의 연계를 통한 수용
문학작품을 읽어나감에 있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것
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연계해보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즉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되돌아보는 과정도 포함된다.147) 따라서 독

145) 정복진, 앞의 논문, p.532 참조.
146) 강민규(2016)에 따르면 ‘조정’이란 독자에 의해 제출된 작품에 대한 주관적 반응
을 시 교실의 소통 장면에 어울리도록 정돈한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조정은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결(自決)적인 선택이자 판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주어진 답에
해석을 맞추어가는 행위와는 다르다.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147) 선주원, 「국문학과 문학교육 분과 : 텍스트 해석의 타당성과 소설교육」, 『한국
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어교육학회, 2007,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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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텍스트를 해석하며 생성해낸 의미는 다시 독자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순환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문학을 교육하는
것이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의 양상 분석 결과,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 채우기를 수행한 학습자
들의 감상문 대다수가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인 추
론과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채워 넣었으나 그것을 자신의 삶과 관련짓지 못하
고 단지 텍스트 차원에서 완결 짓고 말았다. 소설텍스트의 맥락을 활용해 텍
스트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텍스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생성해냈음에도, 그것이 학습자 자신을 성찰하거나 가치관을 점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채워 넣은 양상을 살펴보면 충분히 학습자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이입
을 통해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의 공백을 채워 넣은 경우, 학습자들은 인
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쟁’이나 ‘폭력’ 등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빈자리에 접근한 경우에
도, 생명 윤리나 학교 폭력과 같은 우리 주변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문학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분석 차원을 넘어
학습자들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기에, 텍스트에서 추출
한 가치를 학습자의 삶에 적용하고 비추어 보는 것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문학이 학습자들의 삶속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고, 학습자들 또한 문학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받
아들이기 위해서는 소설텍스트의 해석이 학습자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학적 체험의 수용과 내면화는 일정한 시간적 틀 속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
니며 평생을 두고 수용자의 체험과 관련되어 장기적으로 잠복하여 작용하는
것이다.148) 따라서 소설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이 학습자들의 평생에 걸친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가치를 내면화하
는 과정이 교육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 또한 의도적인 텍
스트 가치 내면화의 과정을 교육 내용이자 방법의 단계로 마련하고자 한다.

148) 이희중 외, 「문학 작품 감상 교육의 연구 방안 : 시 감상 교육의 이론과 수용자
의 반응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15,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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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인칭 소설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
본 연구는 앞서 마련한 세 가지 교육 목표와 세 가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설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용성
을 알아보기 위해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149)

기호

실험

실험

시기

대상

실험
인원

차시

감상 작품

실험 방법

(성별)
• Ⅳ장에서 설계한 교육 방
1차시

법을 적용하여 소설텍스트를
읽고 빈자리 도출

㉠

17년

서울 C고

39명

10월

2학년

(여)
2차시

이청준,

• Ⅳ장에서 설계한 교육 방

「병신과

법을 적용하여 소설텍스트에

머저리」

서 도출한 빈자리를 채우는
활동을 함
• 찾고 채워 넣은 빈자리를
바탕으로 감상문 작성

실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로 삼았고 이들은 모두 이전에 「병신과
머저리」를 읽어본 적이 없다는 데서 공통점을 지닌다. Ⅲ장의 본실험 양상분
석의 대상 학습자들과의 비교를 위해 수업 중간 Ⅳ장에서 설계한 교육적 처치
를 제공하였으며 빈자리를 도출하고 그것을 채워 넣은 뒤 감상문을 작성하는
실험 구성은 본실험과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검증실험의 학습자들은
앞선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교과 수업을 통해 시점과 서술자에 대한 기본적
인 개념을 익힌 학습자들이고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이며, 3학
년에 비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난해하고 복잡한 구성을 띤
대상텍스트의 서사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독해능력을 지닌 학습자들로 구
성되었다.

149) 본 장에서 제시될 학습자 자료의 일련번호 형식은 【대상 텍스트의 맨 앞글자집단 기호-일련번호】의 순으로 부여하였으며, 학습자 일련번호는 학습자들의 학급
번호 순으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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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설 텍스트의 빈자리에 대한 이해
Ⅲ장에서의 양상 분석 결과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학습자들은 일반적으
로 텍스트에서 빈자리를 마주하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오독을 염려하는 등 부
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빈
자리를 자유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야만 하는 과제 내지 숙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습자들은 문학
교육 상황에서 불확실한 의미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답을 맞혀 나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텍
스트 내에서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
제라고 여기며, 단일한 정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빈자리를 만나게 될 경우 자신의 오독 때
문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만일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의 모호성을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학교현장에서 벗
어나서 일상생활 가운데 소설텍스트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
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문학텍스트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문학텍스트가 분
리된 채,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딱딱하고 어려우며 정답이 있는 텍스트로
여기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설텍스트의 빈자리가 학습자들 스스로 만들어
내고 도출해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
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는 것
또한 학습자들의 역할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빈자리에는 특별
한 정답이 없음을, 즉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자 나름대로의 논
리를 갖추고 있으면 학습자들이 생성해낸 의미가 모두 가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빈자리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설텍스트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호성이 해석을 위한 하
나의 가능성이며, 동시에 이를 찾아내는 것 또한 학습자들의 역할이 될 수 있
음을 알려주고 학습자들의 빈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모호
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미 생성의 주체
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빈자리에 대한 개념 설명 이후, 교사는 추가적으로 적절한 사례를 들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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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볼프강 이저가 제시한 빈자리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빈자리 개념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기존에 배운 작품을 대상으로 소설텍스트가 구조적으로 지니
고 있는 이야기 층위, 담론 층위의 빈자리에 대한 사례를 각각 들어주고, 그것
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150)
이때에는 학습자들이 교사가 제시한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는 빈자리 채우기에 어떠한 정답도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
하고,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미를 구성해나갈 수 있게 된다. 검증
실험 결과, 학습자들의 빈자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아래에 제시한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0) 연구자가 학습자들에게 빈자리에 대한 개념설명과 함께 제공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의 상황, 마음은 어땠을까?
이야기
차원
– 사건,
인물

•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에서 죽어가던 김첨지 아내의 상황, 마음
은 어땠을까?
•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
이 적혀 있었을까?
• 하근찬의 「수난이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 뒤 어떻게 살아갔을
까?
• 이상의 「날개」에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표현
의 의미는 무엇일까?

담론 차원
- 표현

• 장용학의 「요한시집」에서 삽입된 우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화에 나오는 ‘자유의 버섯’의 의미는 무엇일까?
•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난장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고 표현했을까?
또 여기에서 ‘작은 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만일 서술자가 정신병 환자, 나이가 어린 아이, 부도덕한 악인, 잘

담론 차원
- 전달

못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일 경우, 서술자의 서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 만일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말
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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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5-감상문】⋯ ⋯ 주관적인 답변이 나올 내가 찾은 빈자리 덕분에 마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병-㉠-8-감상문】 ⋯ ⋯ 빈자리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소설이 흘러가는 대로
책을 읽었을 때는 찾기 어려웠는데, 다 읽은 후에 다시 소설을 되돌아보면서 빈자
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빈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이야기의 중심 내
용이 확실해지고 마음대로 빈자리의 내용을 추측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병-㉠-30-감상문】 ‘병신과 머저리’는 다른 이청준의 소설들처럼 심오하거나
철학적인, 단 상징적인 문장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빈자리가 많았다. 그렇지만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치밀해서 재미있었다. 또 나는 원래 열린 결말을 싫어하지만
많은 것이 열려 있어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었다. ⋯ ⋯

이처럼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에는 수많은 빈자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정답이 있는 어려운 과제나 텍스트에 대한 오독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통 과정
이자 창조적인 상상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
냈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도 더 심층
적이고 확장된 범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듯 자유로운 의미생성의 경험은
후에 학습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향유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텍스트 핵심 서사 재구성
소설텍스트에서 다양한 빈자리를 찾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설텍스트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특정한
해석이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사
건·인물·배경 자체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소통이라
는 것이 두 대상이 상호 간에 의미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했을 때, 텍스트와
소통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발화하는 내용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이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포함한다. 요컨대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서사에 대
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빈자리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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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해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에서 도출해낸 빈자리의 양상을 살
펴보면 학습자들의 소설텍스트 이해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설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
습자의 경우, 세 가지 차원에서 ‘빈자리일 수 없는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양상
을 보였다. 첫째로 소설텍스트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빈자리라고 찾아낸 경우, 소설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지 않음으로써 이미 제시
되어 있는 정보를 모호함과 공백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학
습자들의 경우는 텍스트를 반복해서 꼼꼼히 읽고 서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아예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
혀 다른 방식으로 서사의 공백을 찾아내는 등 텍스트를 ‘오독’하는 양상을 보
이기도 했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 또한 소설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이야기
층위에서의 사건, 인물, 배경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구성적 사건이 아닌 보충적 사건에만 주목하여 빈자
리를 도출해낸 경우, 학습자는 텍스트의 핵심 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텍스트
맥락과 동떨어진 이해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경우는 앞선 학습자들과 달
리 텍스트에 대한 오독은 아니지만, 구성적 사건을 간과한 채 보충적 사건에
만 집중함으로써 소설텍스트가 제시하는 핵심 서사와 멀어지게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결국 텍스트의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읽기 지도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
듯 소설텍스트에는 ‘텍스트 차원에서의 발화행위’라는 분명한 핵심 서사가 존
재하므로 보충적 사건은 이러한 구성적 사건에 대한 파악이 완료된 후 추가적
으로 빈자리 도출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학습자들은
먼저 텍스트 핵심서사에 주목하게 한 후,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요인들
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서사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정리하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를 도출하고 채워 넣음에
있어 일차적으로 소설텍스트의 서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이청준 소설의 경우 모호한 표현, 알레고리, 열린 결말 등 형식적
인 차원에서도 텍스트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핵심 서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텍스트로 제시한 「병신과 머저리」 또한 액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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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취해 ‘겉-이야기’가 ‘속-이야기’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서사적 긴장과 갈등을 이끌어나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151) 복잡한 구조의 텍스트이다. 이런 고차원적인 구
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의 도움을 통해 소설텍
스트의 서사 측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활동지를 통해 학습자들이 직접 줄거리를 정리하도록 함으로
써 소설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을 학습자 스스로 적어보도록 하고, 그 인물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
물의 경우 해당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해 정리해보는 단계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핵심 사건을 정리해나가면서 서사의 흐름을 재구성
해나가는 과정을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인물과 사건의 차원에서 이야기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구조를 그
림으로 그려가면서 학습자들이 해당 텍스트의 ‘소설 속 소설’이라는 복잡한 형
식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
습자들은 ‘소설 속 소설’에서의 서술자 ‘나(=형)’와 전체 소설텍스트에서 서술
하는 ‘나(=동생)’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각각의 차원에서 도출되는 의미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학
습자들 스스로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학습자
들 간의 의견 공유와 설명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텍스트의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학습자들로 하여금 빈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서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도하였다면 그 다음은 학습자들이 다층적인 차
원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내고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해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에게 빈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차원과 담론 차원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도출한 빈자리를 채워나감에 있어서도 표현에 대한
추론적 읽기,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읽기, 이야기에 대한 상상적 읽기의 세 가
151) 오윤호,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 「병신과 머저리」,
「매잡이」를 중심으로 -」, 『우리말글』 35, 우리말글학회, 2005,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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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텍스트 내재적
맥락을 바탕으로 외재적 맥락까지 골고루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학
습자들이 다양한 텍스트 맥락을 활용하여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할 것이다.
앞서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빈자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빈자
리의 도출에 있어 이야기 차원에만 집중하고 담론 차원에서도 특정 눈에 띄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실험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빈자리
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공백을 구조화하여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교육적 처
치를 받지 않은 Ⅲ장의 학습자들에 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빈자리
를 도출해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야기 차원에서 빈자리를 도출함에 있어, 학습자들은 더 다양한 인물
들의 관점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양상을 보였다.
【병-㉠-5】 김일병은 관모에게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며 견뎠을까?
【병-㉠-5】 관모에게 맞고 있는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던 ‘나’(형)를 김일병은
뭐라고 생각할까?
【병-㉠-8】 혜인이 ‘나’의 화실에 나가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형의 전우와 어떻
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까?
【병-㉠-8】 혜인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편지를 썼을까?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가며 등장인물들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단순히 형과 ‘나’라는 두 주인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다른 인
물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려하고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병-㉠-5】 학습자는 형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 ‘김일병’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빈자리를 도출해냈는데, 단순히 김일병의 내면심리에 대한 빈자리
뿐 아니라 김일병의 시각에서 ‘나(형)’를 바라보는 빈자리까지도 도출해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병-㉠-8】 학습자 또한 부수적인 인물인 ‘혜
인’의 입장에서 빈자리를 도출함으로써 혜인의 시각에서 ‘나’를 대하는 마음으
로까지 빈자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인물
의 심리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해당 인물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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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두 사례 모두 교육적 처치 이전 학습
자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시각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해낸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현 차원에서도 학습자들은 더 다양한 범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냈
다. 이는 Ⅲ장에서 교육적 처치를 가하기 이전의 학습자들이 이야기 차원의
빈자리에만 집중하거나 일부 표현에서만 의미의 공백을 느꼈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다.
【병-㉠-1】 왜 화폭이 고통스러운 넓이로 변하게 된 걸까?
【병-㉠-1】 인간의 근원은 왜 찾지? 교합작용은 뭐지? 왜 얼굴에?
【병-㉠-3】 선이 긴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병-㉠-4】 혜인의 편지에서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 선생님’은 무슨 뜻일까?
【병-㉠-19】 형은 ‘나’에게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라고 하였다. 형은
무슨 느낌을 받았길래 그리 말했을까?
【병-㉠-36】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위에 제시된 사례들은 Ⅲ장의 본실험 대상이 된 학습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표현 차원에서의 빈자리 도출 사례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의 대
사나 서술자의 서술에 드러난 모호한 표현에 대해 의미의 공백을 느끼고, 이
를 인식하며 다양한 층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이는 학습자들이 빈자리
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빈자리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에 독서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빈자리를 느끼면서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에 집중해 보다 폭넓은 빈자리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설텍스트에 서술된 표현에서 의미의 공백을 발견
하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소설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단순히 이야기의 차원이나 서술된 표현 차원을 넘어
그것을 중개하는 서술자와 내포작가로까지 빈자리의 범위를 확장시키기도 했
다. 이는 Ⅲ장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양상으로, Ⅲ장의 학습자들은 담론
차원에서 빈자리를 발견해낼 때에 주로 겉에 드러난 표현 층위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Ⅲ장에서의 학습자들은 일인칭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갈 때 서술자
‘나’가 소설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서술하는 주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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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자각하지 못했고, 주로 인물로서의 ‘나’에게만 집중하여 서술자로서의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일인칭 소설의 특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소설텍스트의 전달 차원에서 빈자리가 도출될 수 있음을 인
지한 검증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아래 제시된 사례와 같이 서술자 차원에서
도 다양한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병-㉠-14】 동생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왜 괴로운 일인 것일까?
【병-㉠-27】 혜인이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동생이 말하지
않았지만) 동생과 혜인 사이에 어떤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병-㉠-26】왜 김일병을 이쁘게 설정한 것일까?
【병-㉠-37】왜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성격을 인물들의 외모로 표현했을까?
【병-㉠-30】작가는 왜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배치했고 결말을 열어 놓았을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학습자들이 서술자 ‘나’의 서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병-㉠-14】 학습자의 경우, 소설 속에서 서술자
‘나’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꺼리는 것에 모호성을 느끼고 서술
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서술자의 전달 차원에서 빈자
리를 도출해낸 사례이다. 【병-㉠-27】 학습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술자
‘나’가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함으로써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서술자의 서술 태도에 대한 의심으로, 이와 같은 의심은 서술자와 비판
적 거리를 두고 서술의 전달 층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은 내포작가의 의도를 추론하는 빈자리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먼저 【병-㉠-26】학습자는 소설텍스트에서 김일병의 외모를 “얼굴의
선이 여자처럼 곱고 살이 두꺼운 편”이며 “유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한 부분에 집중하여 내포작가가 김일병의 외모를 이와 같이 서술한 이유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묘사는 후에 이어지는 오관모의 외모 묘사
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주목할 만한 빈자리이다. 또한 【병-㉠-3
7】 학습자 역시 앞선 학습자와 같은 맥락으로 오관모와 김일병의 외모 묘사
에 집중하며 빈자리를 도출해낸다. 학습자는 김일병의 외모 묘사의 뒷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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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오관모의 외모 묘사, 즉 “키가 작고 입술이 푸르며 화가 나면 눈이
세모로 이그러지는 독 오른 배암 같은 인상”이라는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며
빈자리를 도출해내는데, 이를 빈자리로 도출한 것은 학습자가 인물들의 이러
한 외모 묘사가 각 인물들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을 파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소설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달
차원에서 내포작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30】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의 빈자리와 열린 결말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한다. (내포)작가가 텍스트에 빈자리를 많이 배치한 이유, 그리
고 결말을 열어놓은 이유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하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단
순히 텍스트 내부의 차원이 아닌 텍스트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내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빈자리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빈자리를
의식하며 소설텍스트를 읽어나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다층적이고 다
각적인 관점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빈자리 도출은 텍
스트와의 소통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이면서 동시에 풍부한 빈자리
채우기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다음은 빈자리 채우기 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Ⅲ장의 양상실험 결과를 토
대로 학습자들이 빈자리 채우기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함으로 인해 빈자
리를 채워나감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원리를 사용하여 빈자
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텍스트 맥락에 대
한 고려 없이 즉흥적이고 인상적으로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음을 문제로 삼
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교육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빈자리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외재적∙내재적 맥락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설텍스
트와 관련된 배경자료를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
한 발문을 통해152) 학습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관점에서 빈자리에 대한 상상
152) 발문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 어떤 배경지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 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 어떤 경험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 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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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론을 해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
록 지도하여 학습자들이 텍스트 맥락에서 동떨어지거나 텍스트 맥락을 고려하
지 못한 채우기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는 이
러한 교육적 처치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텍스트 외재적 맥락과 내재적 맥락
을 고려하여 다양한 읽기 원리를 통해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한 사례이다.
【병-㉠-8-감상문】 ⋯ ⋯ ‘나’는 환부가 어딘지 정확한 형과는 다르게, 어딘지
몰라 더 심각한 것 같다고 한다. 어떻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플 수 있을까? 전
에 읽었던 심리학 책에선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지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다. 어쩌면 무의식적인 상처가 쌓여서 아픈데 인식하진 못하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째서 아프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언
니가 나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다. 가끔씩 우울한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
울할 때가 많다고 한다. 정말 환부가 없는데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
면 무언가 내 인식에도 빈자리가 있어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중학생
때 나는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병-㉠-17】
빈자리 : ‘나’는 왜 본인의 감정을 황급히, 빠르게 정리해 버렸을까? 스스로 빠르
게 정리해버리고 싶어서 정리한 것일까 아니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일까
빈자리 채우기 : ‘나’는 혜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림 그리는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는 걸 알고, 떠나보내는 것이 홀가분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나’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감정을 지워버렸을 것이다. 미련 없
이.
【병-㉠-18-감상문】 ⋯ ⋯ 나는 언니가 실제로 있는데 언니랑 사이도 좋고 6
살 차이지만 정말 친구처럼 욕도 하고 서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언니다. 근데 어
느 날 언니의 책상에서 언니가 쓴 이 경험담 같은 소설을 보다가 언니가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던 게 알게 되면 나는 먼저 ‘언니가 심적으로 괜찮
나?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나은가? 물어볼까?’ 라고 먼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
고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 오관모라는 사람한테. 또 언니가 오관모와 김
일병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관모를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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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병-㉠-8】 학습자의 경우, ‘나’가 환부의 위치를 모른다고 한 점을
빈자리로 도출해내고 이를 채워 넣음에 있어 배경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활용
한다. 학습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읽었던 심리학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자
리를 채워 넣으려고 시도를 하며,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자 ‘무의식적인 상처’
에 초점을 맞추어 언니와의 대화, 그리고 중학교 때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
여 빈자리를 채우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과거에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
다 생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에도 빈자리가 있어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라는 빈자리 채우기를 수행하며 소설텍스트의 ‘나’의 환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병-㉠-17】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한다. ‘나’가 혜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이유와 그 과정
에 대해 빈자리를 도출한 뒤, 학습자는 이를 소설텍스트에 제시된 표현을 바
탕으로 이해한다. ‘나’가 “혜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는 걸 알고, 떠나보내는 것이 홀가분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서술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행동에 대해 고민해본 학습자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감정을 지워버렸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미련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추측해내는
데까지 생각을 발전시켜나갔다. 이러한 【병-㉠-17】 학습자의 사례 또한 텍
스트에 주어진 맥락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 빈자리 채
우기를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18】 학습자는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여 소설텍스트 속
사건이 실제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떠올리고, 그에 대
한 생각을 바탕으로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가정
하고 이야기를 상상해봄으로써 이를 다시 텍스트 내적인 맥락과 연관 지어 빈
자리를 채우고자 한 것이다.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의 장면에 자신의 실제 상황
을 대입해보고, 자신에게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여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채우기 또한 학습자가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 상상을 하여 텍스트 내부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시도한 사례로, 텍스
트 외적∙내적 맥락을 모두 고려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빈자리 채우기에 있어 텍스트 내
적인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에 충실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텍스트 바깥 범위에
있는 빈자리를 채워나가면서 발산적인 상상력 역시 풍부하게 발휘했다는 점이
다. 이는 빈자리에 정답이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된 자신감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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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낸 결과로 추측된다.
【병-㉠-18-감상문】 ⋯ ⋯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이 정말 궁금하게 열린 결말
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가 추측을 해보자면 형이 오관모를 동굴 안에서 총으로
한 발 쐈고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동굴 안을 재빨리 빠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관모는 다행
히? 죽지 않고 아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치만 오관모는 충격으로 기억을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형의 행동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오관모는 치료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형은 오관모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고
그때의 자신의 행동이 생각나면서 두렵고 무서워서 자살을 하기 전 자신의 소설
책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면서 이후에 자신은 자살을 하며 이 소설이 끝을 맺었
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학습자의 경우, 텍스트 바깥 범위에서 ‘결말 이후의 결말’에 대한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한다. 실제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형이 자신이 쓴 소설을 찢
어버리고 서술자 ‘나’가 아픔의 정체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되지만, 학습자는
이 이후에 대해서도 상상을 덧붙였다. 학습자의 상상에 따르면 형은 오관모를
총으로 쐈지만 오관모는 죽지 않았고 다만 기억을 잃게 되었다. 이후 형이 오
관모를 만나게 되지만 오관모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말 이어나가기는
텍스트 내부의 공백을 채워나가면서 그것을 텍스트 외부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데까지 확장시킨 사례이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빈자리 채우기가 텍스트 내부
에 제시된 사건들로부터 시작해 텍스트 바깥 범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는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확장적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발산적이고 확장적인 사고는 서술자의 서술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다음에 제시된 감상문은 그러한 양상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21-감상문】 ⋯ ⋯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아주머
니이다. 아주머니의 이야기 그니깐 속마음은 소설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래
서 마치 아주머니가 소설을 완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필요 없는 인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사실 아주머니는 형의 트라우마도 알고 있
을 것 같고 동생이 형의 소설을 보는 것도 동생의 이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것 같다. 형도 형의 일을 하고 동생도 동생의 일을 하지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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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는 형의 일이나 쉴 때도 옆에 있을 수 있고 동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
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만약 그것에 대하
여 충고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설에 관심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관
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아주머니의 시점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다.

【병-㉠-21】 학습자의 경우, 이전에 제시된 사례보다 더 발산적인 상상에
해당한다. 이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에 등장하는 형의 아내, 즉 ‘아주머니’에 초
점을 맞추어 사고를 전개해나가는데, 학습자에 따르면 중간 중간 소설텍스트
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머니는 사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
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러한 감상은 소설텍스트 범위 바깥에서 상상하는 것이
며, 서술자의 서술을 뒤집어 빈자리 채우기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
면 소설텍스트 내에서는 아주머니라는 인물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서술자 조차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빈자리로 추측해
내고 채워 넣음으로써,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텍스트의 서술 범위 바깥에서 빈
자리를 도출하고 채워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 범위 바
깥에서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사례일 뿐 소설텍스트에 대한 오독은 아니다. 학
습자는 아주머니가 소설텍스트 내에서 ‘소설을 완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
는 필요 없는 인물로 제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습자는 소설텍스트를 뒤집어 생각함으로써 해석을 확장시키고 인
물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자 했으며, 창조적인 의미를 생성해나가고자
시도했다.

4) 해석 내용의 조정
볼프강 이저가 제시한 빈자리의 개념은 발산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이다. 이
저는 텍스트의 빈자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독자의 몫이며 그것을 채
워 넣는 것 또한 독자의 상상력에서 나옴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빈자리에 접
근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전적으로 독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저가 가정하고 있는 독자
는 ‘이상독자’라는 점이다. 이저는 독자가 독서 행위를 통해서 의미 산출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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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참여하려는 공동 생산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153), 이때 이저가 빈자리 이론을 전개해나가는 가운데 상정한 독자는 텍스
트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본적인 문학지식과 적절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텍스트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적이고 능동적인 독자이다. 그리
고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학습자와는 괴리가 있는 독자 모델
이다.
일반적인 문학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는 전문적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
적 의미구성으로의 참여를 이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반응을 무조건 타당한
해석으로 수용하기도 어렵다.154) 따라서 문학교육 내에서 빈자리 이론을 다룰
때에는 이상적인 독자를 상정하여 상상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이상적인 독자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를 하여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학습자들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방임이나
학습자들의 대답이 무엇이든 정답일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태도보다는, 학습
자들이 스스로 생성해낸 의미와 해석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
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빈자리를 다룸에 있
어서도 어느 정도의 해석 조정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채우기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과
정을 마련해주고 해석을 다시 조정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155) 이는 곧
빈자리를 채워 넣음에 있어 학습자들이 단순히 인상적이고 직관적인 채우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 단계를 거친 심층적인 채우기를 수행하도
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채운 빈자리를 점검해

153) 최현주, 「이저의 수용미학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37, 전남대학교 호남
학연구원, 2005.
154) 정복진, 앞의 논문, p.512 참조.
155) 본 연구는 강민규(2016)의 ‘반응 조정’의 개념을 받아들여 학습자들이 빈자리 채
우기 이후 자신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때의 ‘조정’이
란 단순히 이상적인 해석 담론 중심의 수렴이나 잘못된 반응을 바로잡는 교정의 개
념이 아닌 사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석공동체 내의 소통 상황에서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강민규(2016)는 반응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시 교실에서 독자 자신, 동료 독자, 교사와의 상호 작용 및 소통을 통해 조정을 수
행하는 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스스로의 의
식 조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의 해석을 다시 점
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정 양상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는 것이다. 강민규
(2016) 역시 소통을 통한 조정의 과정이 최종적으로는 학습독자의 의식 및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주관 및 내적인 판단을 강조하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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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텍스트 맥락을 고려하여 조정해보는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빈자리 채우기가 단순히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
도록 해야 한다.156) 이처럼 빈자리 채우기 내용을 조정해 나감으로 인해 학습
자들은 스스로의 해석의 설득력을 갖추고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된
다.
이를 위해 실험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빈자리를 채운 내용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근거)를 적도록 하였다. 또한 이것이 텍스트 맥락과 동떨어
진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직관적으로 채워 넣은 것은 아닌지 감
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자신이 채워 넣은 빈자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조정 단계를 통해 스스로 채워 넣은 빈자리를 돌
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반응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장난스럽게 빈자리에 접근하거나 직관적이고 인상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빈자리를 채워
넣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는 빈자리 채우기 이후 자신이 채워
넣은 빈자리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해석이 조정된
사례이다.
【병-㉠-30】
빈자리 : 형의 소설 결말은 진실일까? 그러면 마지막에 형이 관모를 만난 것은
어떻게 된 걸까?
빈자리 채우기 : 내 생각에는 형이 오관모를 실제로 죽였고 결혼식 날에는 헛것
을 본 것이거나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한 것 같다.
【병-㉠-30-감상문】 ⋯ ⋯ 과연 형은 오관모를 죽인 것이 맞는가가 가장 궁금
한 부분이었다. 처음에는 오관모를 실제로 죽였고 그래서 결혼식 날 오관모를 본
건 잘못 봤거나 술취해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작가라면 그런 설
정을 해서 별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도 없고 스토리에 큰 개연성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의도로 쓸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선 소설

156) 비록 학습자들이 ‘상상’으로 빈자리를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이야
기하는 상상이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는 발산적 사고가 아닌, 텍스트 이해를 기반
으로 한 구체성을 띠는 상상이기 때문에 텍스트 맥락과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 따
라서 이전에 채워 넣은 빈자리 내용을 조정하면서 고민해보는 과정은 학습자들의
상상을 막거나 텍스트 내부로 사고를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채워 넣은 해석에 대
해 설득력을 갖춰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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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서 ‘형’이 ‘나’에게 술 취해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할 때, ‘동료를 죽였기 때
문에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걸 보았다. 오관모가 자기를 위협했지만, 꼭 그
를 죽여야만 형이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김일병은 식량을 축
내고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병을 죽여야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관
모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이면 더 손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면
‘나’가 지은 결말처럼 형이 김일병을 죽여야 말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형은 그만
큼 배짱 있거나 악랄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내 생각에는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
였고, 형은 그것을 막지 않고 방관했으며 둘이 같이 살아남았고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이를 방관한 자신이 김일병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에서 그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오관모를 자신이
죽였다고 설정했고, 그렇게 생각하려 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사실은 완
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이다. ⋯ ⋯

앞서 이루어진 빈자리 채우기 활동에서 【병-㉠-30】 학습자는 “형이 오관
모를 실제로 죽였고 결혼식 날에는 헛것을 본 것이거나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한 것 같다”라고 채우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감상문을 적어나가며 빈자리 채
우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신의 해석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
자 본인이 작가라면 그런 설정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이유이다. 그리하여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에서 형이 ‘동료
를 죽였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형은 오관모
를 실제로 죽이지 않았고, 다만 김일병을 죽인 것에 대해 방관한 죄책감 때문
에 스스로가 김일병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는 빈자리 채우기의 해석을 점검해나가는 과정에서 직관적이던
채우기 내용이 텍스트 맥락을 고려한 채우기 내용으로 변경된 사례이다.
이처럼 점검 과정에서 빈자리 채우기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외에도, 빈자리
채우기의 내용이 보충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는 양상도 발견할 수 있었
다.
【병-㉠-31】
빈자리 : 그래서 오관모는 살아있을까?
빈자리 채우기 : 안 죽은 것 같다. 실제로 형이 오관모를 죽였다면 오관모와 닮
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병-㉠-31-감상문】 ⋯ ⋯ 내가 생각하기에 오관모는 형이 죽이지 않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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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았는데 소설에서만 죽였다고 쓴 것 같다. 소설에서 죽였다고 쓴 이유는 뒷
소설을 마음대로 쓴 동생이 괘씸하고 자신의 얘기를 생각해내고 싶지 않아서 그
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형이 실제로 오관모를 죽였다면 오관모와 닮은 사
람을 봤을 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닮은 사람이겠지 생각했을 것이다.

【병-㉠-31】 학습자의 경우 처음에는 ‘오관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빈
자리를 채워 넣었고, 그 이유로 “실제로 형이 오관모를 죽였다면 오관모를 만
났을 때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다시 채워 넣은 빈자리를 점검하면서 “(형이)
소설에서 (오관모를) 죽였다고 쓴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이 학습자 역시 빈자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앞선 채우기의 내용이 보다 풍부
해지고 해석이 심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자신의 해석을 점
검하고 빈자리 채우기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빈자리 해결 내용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가치의 발견 및 내면화
빈자리를 찾고 채워 넣는 활동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
졌다면 그 다음은 생성해낸 의미를 학습자의 삶에 내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Ⅲ장의 양상 분석 결과, 학습자들 대부분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에
만 집중할 뿐 그것을 다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학습자들의 감상이 텍스트에 대
한 분석과 해석의 차원에서 그쳐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텍스트의 내용이 학
습자의 삶으로 전이되어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텍스트에서 획득한 의미와 가치
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빈자리 채우기를 통한 소설텍스트 해석 활동이 단순히 텍스트 차원에서만 그
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추가적인 단계를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생성해낸 텍스트의 의
미들이 다시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서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 학습자가 다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고민해보고, 고민의 결과를 삶속에 내면화하는 과정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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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발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
미를 다시 자신의 삶의 영역 내에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주고157), 이를 감상문에 표현해낼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
음에 제시된 감상문은 교육적 처치 이후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채워 넣은 빈자
리를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8-감상문】 ⋯ ⋯ 우리 언니가 나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다. 가끔
씩 우울한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많다고 한다. 정말 환부가 없는데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내 인식에도 빈자리가 있어서 알
아차릴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중학생 때 나는 이유가 없는데 우울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병-㉠-8】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환부’
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한다. 그에 따라 학습자는 과거에 “이유가 없는데 우
울”했던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그것을 ‘인식의 빈자리’라는 결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설텍스트에서 서술자 ‘나’가 겪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환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
정을 밟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소설텍스트에서 발견한 빈
자리를 학습자의 삶에 적용시키고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7) 발문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의미들을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 텍스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도 존재
하는 문제인가?
•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의미들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 텍스트에서 도출해낸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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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소설텍스트에 존재하는 ‘빈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이 일
인칭 소설에서 어떤 빈자리들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대
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빈자리를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해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교육 방안을
설계한 뒤,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볼프강 이저에 따르면 소설텍스트의 빈자리는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공백을 말하는 것으로, 독자에 의해 활성화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독자에 의해 발견되고 채워진다는 점에서 빈자리는 독자의 참여를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삼지만, 동시에 텍스트에 의해 이미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독자의 참여를 스스로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서행위를
하는 독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텍스트와의 소통 행위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
해 심층적이고 창조적인 의미 생성의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학교 현장의 학습자들 대부분은 빈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설텍스트를 읽다가 마주하게 되는 모호성들이
학습자들에겐 자유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이 아닌,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숙
제 내지 과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 교실에서 스스로
빈자리를 도출해내는 활동 대신 이미 도출된 빈자리를 단일한 정답으로 채워
넣는 활동에 익숙해진 탓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동적인 교육은 학습자들에
게 문학은 어려운 것,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
며 이는 다시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향유하게 될 때에도 부정적이
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빈자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유로운 의미 생성의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인칭 소설의 빈자리를 채우는 활동을 마련, 학습자
들의 소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에 접근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고자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론 차원에서 본 연구는 채트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설텍스트를 ‘이
야기’와 ‘담론’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소설텍스트의 이야기 차원이란 인
물, 사건 등 소설텍스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며, 담론 차원이란 이
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실험 결과 학습자의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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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양상 역시 이 두 차원으로 양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습
자들은 이야기 차원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나 행위 동기에 대한 빈자리, 사
건에 대한 질문층위∙기대층위에서 빈자리를 도출해냈고, 담론 차원에서는 소설
텍스트에 서술된 표현에 대한 빈자리와 이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신뢰성 및 서
술 태도에 따른 빈자리를 도출해냈다.
본 연구는 빈자리를 채우며 읽어나가는 읽기 원리를 첫째, 표현 너머에 생
략된 의미에 대한 추론적 읽기, 둘째, 서술자의 서술 태도나 신뢰성에 대한 비
판적 읽기, 셋째, 이야기의 공백에 대한 상상적 읽기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세 원리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은 표현 너머에 생략된 의미를 일대일 대응을 통해 대응시키거
나 텍스트 맥락을 활용함으로써 내포의미를 추론하는 추론적 읽기를 수행하였
다. 또한 서술자로 인해 도출되는 빈자리에 대해서는 서술자의 태도를 의심하
거나 일인칭 서술자의 한계를 인식해나가며 서술 주체와 거리를 확보하는 비
판적 읽기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이야기 차원에서 인물에 대
해 감정이입을 시도하거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공백을 상상
하는 상상적 읽기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읽기 원리
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상호보완적으
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빈자리 도출 및 채우기 양상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빈자
리일 수 없는 빈자리’들이 도출된다는 점, 빈자리 채우기에 있어 텍스트 맥락
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부족하며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채우기를 수행한다는
점, 분석한 내용이 학습자의 삶으로 내면화되어 수용되지 못하고 텍스트 차원
에서 감상이 마무리 된다는 점, 그리고 빈자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소
극적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
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그 내용은 우선 학습자들이 다층적인 차원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하여 빈자리를 채운 뒤, 이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내면화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의 빈자리의 개념에 대
해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소설텍스트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소
설텍스트의 핵심 서사를 구조화함으로써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소설텍스트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나아가 텍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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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다양한
읽기 원리를 활용하여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소
설텍스트의 주체적인 의미 생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빈자리 채우기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자신의 해석 내용을 검토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텍스트로부터 도출되는 가
치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텍스트에서 이끌어낸 가치를 스스로의 삶에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자리 채우기를 통해
소설을 읽어나감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고 텍스트 해석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의미를 생성해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설텍스트에서 빈자리를 도출하고 채
워나가는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로 이어진
다는 점에서 텍스트 해석의 비계로 기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자신을 성찰하고 학습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의 빈자리가 가장 명확하게 눈에 띄는 텍스트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가기 위해 대상 텍스트의 범위를 일인칭 소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다양한 서술 시점에서 도출되는 빈자리 양상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해보는 과정이 요청된다. 또한 실험 대상이 고등학교 1,2
학년 학습자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
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느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자는 고등학교 학
습자에 비해 문학 수업에 비교적 덜 노출되었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발산
적인 상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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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Filling in the Blanks
- Focused on first-person novels -

Yun, Li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learners fill in blanks in a novel
text in an active manner in the reading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set out to examine the patterns of learners identifying and
solving blanks and design and test an educational plan based on the
findings.
In a novel text, blanks refers to empty spaces not stated in the text.
They are determined by readers engaging in a reading act. Since they
represent undecidability and indeterminacy not disclosed on the text
surface, blanks require active participation from readers for their
activation and filling. Paying attention to these characteristics of blanks,
the study designed a novel reading research based on the filling in
blanks so that learners could function as participants in active meaning
creation in the reading process.
In the design of education based on blanks, the investigator restricted
the research scope to first-person novels, in which the narrator is
specified in the narrative world corporally and physically to tell the
story. The definition implies that the first-person narrator is subjected
to narration limitations, and it means that readers get to face blanks in
the text at various levels as they read a novel text. That is, readers
have a difficult time figuring out the inside stories of events only
based on the descriptions in the text and accordingly face blanks at
various layers in the text. Focusing on these features of first-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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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s, the present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consequent blanks at
various levels.
The patterns of blanks were examined based on the theory of S.
Chatman, who divided novel text structures into stories and discourses.
Here, stories have something to do with events and characters, and
discourses represent the ways that stories are told. Based on his
theory, the investigator distinguished the "story level" corresponding to
the novel text content from the "discourse level" corresponding to the
delivery

method

and

set

three

reading

principles

according

to

consequent blanks at each level. The three reading principles are
inferential reading about omitted meanings, critical reading about the
narrator, and imaginative reading about blanks in stories. When dealing
with the principles, one should note that they are not individual or
independent

domains

but

perform

simultaneous

and

mutually

supplementary functions.
The patterns of learners identifying blanks were analyzed in an
experiment. The findings show that they identified blanks by dividing
the story level into characters and events and the discourse level into
expression and delivery. The patterns of learners filling in blanks
include inferential reading, which infers meanings omitted between the
narrated expressions, critical reading, which secures a critical distance
from the narrator, and imaginative reading, which fills in events through
empathy

with

characters

and

causal

relations.

Based

on

these

principles, learners made an attempt at appreciating and analyzing novel
tex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nvestigator

identified

four

problems, which include that the learners found ‘blanks that can not be
blanks’ by misunderstanding novel text, that the learners was not
considered did not have enough consideration into the text context in
the filling process, that the content of analysis was not internalized and
accepted as part of their life, and that the learners had a pass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blanks. In an effort to improve the problems,
the investigator designed an educational plan and tested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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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method was designed as follows: learners reorganize
the core narrative of a novel text based on their positive perceptions
of blanks. Then they identify blanks at various levels and fill in them
based on the text reading principles, thus experiencing the independent
creation of meanings for the novel text. Later, they check and modify
the interpreted content. Finally, they connect the values identified in
the text to their life, accepting and internalizing them in an ㅁㅁ
independent fashion.
The novel reading education proposed in the study based on the
filling

in

the

blanks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help

learners

communicate with a text and experience the roles of a creative
meaning creator in a confident manner. It also claims its significance
by helping them reach in-dept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exts in a
process of identifying and filling blanks and further reflect on their own
life and internalize the values identified from texts based on the text
analysis results.

Key Words : blank, ambiguity of a novel, active reading, reception
theory,

first-person

novel,

meaning

inferential reading, critical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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