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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독자가 자신을 평가의 주체라는 것을 의식하며 소설을 읽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념을 밝히고 그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평은 독자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 반응에 기초한 평가 행위로서 

독자와 작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기제가 되지만, 전문 비평가를 전범으로 삼아 

학습 독자에게 이해와 감상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자는 논리는 결국 문학과 그 

외연에 대한 지식을 갖추자는 지식교육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절대적 객

관성이 상실된 현대의 문학현상은 단일한 삶의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 삶

을 문제 삼기에 문학교육에서 비평의 주체는 작품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근거로 

고유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학습 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기표현의 욕구를 실현시킨다면 독자는 작품에 대한 평

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비평적 자의식’은 이와 같은 자기실현 욕망의 

실행 원리로서 독자가 자신을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고 작품 읽기의 과정 중에 고

유한 평가 관점을 견지하는 의식이다. 구체적으로 비평적 자의식은 ⅰ) 독자의 서

술적 정체성 확립 ⅱ) 독자의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유도 ⅲ) 독자의 작품에 의

한 경험 현실 환기를 통해 구체적인 작품 읽기와 관계한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기인한 관점을 근거로 소설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서 작품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전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비평적 자의식을 해석학적 현상학으

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읽기 원리를 설정하였다. ⅰ) 작품 재구성을 통한 평가 

대상 설정 ⅱ) 독자 삶에 근거한 평가 기준 조회 ⅲ)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한 평가 

정당화가 그것이다. 

이를 근거로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양상을 통해서 비평

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가 전문 비평가보다는 낮은 차원이지만 작동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 독자는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서술적 정체성을 확

보하여 작중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해

석하는 것에 용이하게 작품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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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품의 내용을 폭넓게 조망하기도 하였다. 이 읽기 과정의 전 · 중 · 후에서 

일부 학습 독자는 고정관념으로서의 작품 평가 기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평가의 주체로 강하게 인식한 경우 작품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이나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 읽기의 전과 도중에 조회하고 읽기 

이후에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학습 독자가 자신을 평가 주체로 상정하지 못할 때 비평적 자의식은 발

현되지 않으며 서술적 정체성의 저조와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의 거부, 경험 현실 

환기의 포기라는 양상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ⅰ)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학

습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 강화 ⅱ) 작품 평가에 대한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대상

인식 유도 ⅲ) 평가에 대한 재고를 통한 경험 현실 환기의 지속을 교육적 처치로 

제시하였다. 이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에서 학습 독자가 스스로

를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여 비평적 자의식을 생성, 촉진, 발전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교육 내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평가의 주체를 학습 독자로 설정함으로써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학습 독자가 작품과 상호작

용하는 적극성의 폭을 확대하여 문학경험의 질적 고양을 꾀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독자가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인식한 작품의 재구성된 내용은 그 자체로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며 이는 비평이라는 소통을 전제한 행위를 통해 해석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성장기의 학습 독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확장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은 문학의 가치 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하여 문학적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이 연구는 학습 독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문학교육의 변화된 흐름

에 비평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비평, 비평적 자의식, 소설 읽기 교육, 독자반응중심교육, 학습 독자

학  번 : 2017 - 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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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념을 밝히고 교육 내용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의 감상과 평가가 갖는 불가분의 관계를 주목할 때 

대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독자의 의식이 갖는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를 ‘비평적 자의식’으로 설정하고 독자

가 소설을 평가하며 읽는 것을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교육 내용은 개별 독자의 읽기를 긍정하고 그 심화를 위한 것으

로 전문 비평가와 학습 독자의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비평적 자의식이 지닌 사고

의 유사성을 근거로 설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비평을 기제로 학습 독자가 평가

의 주체가 되어 고유한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고민함으로써 소설을 자

신에게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사유의 틀을 구안하고자 한다.  

비평은 “기준을 통해 문학작품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며 판단하는 것”1)

으로 독자가 작품에 대한 판단을 정초(定礎)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의미 창출의 

노력이 요구된다. 비평이 기저 논리로서 독자의 주체성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는 

현상으로서의 문학작품이 갖는 체계에 독자가 능동적인 해석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 따라서 독자의 주체성은 작품을 해석하는 읽기의 과정에서 활성화되

므로 비평이 전제된 읽기는 작품과 독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기제가 된다.3) 

이처럼 문학작품 읽기가 고정적인 작품 의미의 학습이 아니라 독자의 적극적인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권, 국학자료원, 2006, 887 ~ 888쪽.
2) 김인환, 『비평의 원리』, 나남, 1994, 93쪽.
3) 정정호는 읽기가 쓰기의 전 단계로서 쓰기에 포함된 부분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반대로 읽기가 쓰기를 잠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현시킨다고 말한다. 이는 쓰기를 
통해 완성된 텍스트로 표현되기 이전에 읽기를 통해서 독자의 자의식이 주체성을 띄고 
활성화됨을 시사한다. 

   정정호, 「소설의 ‘힘’에 관한 실천적 사유 또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문학 옹호론」, 
『비평』 12, 생각의 나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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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의한 의미 생산의 과정임을 긍정할 때 사실상 문학작품을 비평적으로 읽

지 않는 독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문학교육에서는 지식 전수 중심의 교

육에 대한 반성으로 비평이 지닌 독자의 능동적인 주체성에 주목하여 “사실을 보

는 안목의 포괄성 확보와 개인적 관점의 수립”4)을 목표로 학습 독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서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논의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문학비평의 교육적 함의를 논한 구인환 외(201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 작업의 극치로서의 글을 직업적으로 생산하는 전문 비평가와 문학

교육 현장의 학습 독자 사이의 상황 차이에 대한 교육적 검토가 필요하다.5) 전문 

비평가와 학습 독자가 전제하는 해석공동체와 비평 활동의 목적이 지닌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비평의 작품에 대한 이해 및 감상 기능을 근거로 문학교육에서 곧

바로 전문적인 비평을 적용할 수는 없다. 비평가의 비평 활동을 전범(典範)으로 

삼아 학습 독자에게 이해와 감상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자는 논리는 작품의 가

치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긍정과 이를 이루는 지식에 대한 

학습을 전제한다. 이는 비평과 문학연구를 혼동하는 양상으로 비평교육의 목표를 

문학연구자의 양성에 두어 문학 자체 혹은 철학 · 미학 · 역사 등 문학 외연에 대

한 지식 교육과 감상 방법의 획일화로 다시 귀결될 우려가 있다.6)

문학교육에서 비평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문학연구와 비평이 갖는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평이 해석과 분석의 성질을 지니면서도 전통적인 문학연구

와 차이를 갖는 지점은 보다 활성화된 주관성에 의한 공격적 · 논쟁적 · 몰입적인 

성격이다.7) 문학연구는 객관화된 지식의 생산을 목표로 하며, 작품이 인류 보편과 

같은 초월적인 주관과의 상관관계에서 갖는 의미가 중시된다. 따라서 대상이 기존 

작품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맥락 검토와 연구자 개인의 주관에 의해 가

치견해를 갖는 것에 대한 일체의 판단 중지(epoche)를 요구한다.8) 그러나 비평은 

개별 작품 자체의 가치가 작품을 내세계화(內世界化)한 비평가 개인에게 문제시되

4)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47쪽.
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331 ~ 342쪽.
6) Wellek. R., Theory of Literature, 이경수 옮김,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9 

58 ~ 59쪽. 
7) 木田 元, 現象學事典, 이신철 옮김, 『현상학사전』, 도서출판 b, 2011.
8) Hawthorn. M., A Glossary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정정호 외 옮김,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동인, 2003, 169 ~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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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그 의의는 독자의 작품에 대한 판단 중지의 해제와 절대적인 작품 가치에 

대한 의심, 의지적인 불신의 재개(再開)에 있다고 할 수 있다.9) 요컨대 문학연구

에서는 분리된 자아와 세계가 초월적인 객관성에 의해 관계하여 문학을 공동체 

단위의 시각에서 범용적으로 논하는 반면, 비평은 작품에 대한 자아의 주관적인 

고찰을 예각화하는 것이다. 이때 비평의 역할은 일반 독자와 문학연구자의 가교

(架橋)로서 이론과 실제의 이원성을 해체하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을 생각해 보는 경험을 생성하는 것이 된다.10)

따라서 비평을 전제한 작품 읽기는 독자가 작품을 통해 재미와 교양을 추구하

는 주관성 기반의 일반적인 읽기와 다르며 전문성을 갖춘 문학연구자의 추상화된 

작품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읽기와도 차이가 있다. 비

평에서의 읽기는 둘의 사이에 있을 것이며 양자와 일정 부분 공통점을 지니지만, 

일반 독자의 읽기를 부정하고 문학연구자의 읽기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작품을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평가하며 읽는 것이 능력의 문

제, 특히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

기실현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을 때 독자의 자족하는 읽기를 기반으로 하

되 주관성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읽기가 지닌 고유한 영역에 주목하여 그 원리와 

의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가 ‘이 작품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

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적인 고찰이 갖는 의미에 주목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현상의 참여가 전문성을 비롯한 능력에 의해 참가 자격이 결정되는 것일 

수 없다. 비평이 비평이론이나 문학사에서 형성된 특수한 우월적 지위를 가짐으로

써가 아니라 독자의 자의식을 활성화시키는 행위로 설명될 때 지배적 담론의 생

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생산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인간이 가진 소통 

욕구의 보편성에 의한 문화적 보편이며11) 비평이 본질적으로 다양한 개인적 관점

들의 공존(共存)을 전제하고 장려하는 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12) 

9) Hawthorn. M., 앞의 책, 252쪽.
10) 이택광, 「문학과 이론, 그리고 비평적 읽기에 대한 "시차적 관점"」, 『안과 밖』 27, 2009.
11) 도정일, 「비평의 위기와 비평의 활력」, 『오늘의 문예비평』 67, 오늘의 문예비평, 2007, 

42쪽.
12) Eagleton. T., Literary theory : an introduction, 김명환 옮김, 『문학이론입문』, 창

비, 2017, 279 ~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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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은 이를 말미암아 문학교육의 장(場)에서 가

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념을 설정

하기 위해서는 비평과 작품읽기를 접목시킨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특히 

비평이 개인의 관점을 전제함으로써 문학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가치

를 지닌다는 것을 주지하였을 때 이는 학습 독자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중시한 학습자 중심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독자반응중심교

육을 전제한 문학교육의 연구사 속에서 비평을 활용한 읽기에 대한 연구의 전체

적인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크게 ⅰ) 소설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고유한 관

점을 전제한 읽기에 중요성을 두고 그 가치를 밝힌 연구 ⅱ) 비평의 요소를 문학

교육에 적용하여 학습 독자의 구체적인 작품 읽기를 구안한 연구에 대한 검토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김대행이 국어교육의 내용을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나누고 특히 수행

을 강조한 일련의 논의들14)에 힘입어 문학교육에서는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문학

경험 형성과 작품 의미화를 연구한 논의들이 생산되었다. 문학연구 결과로서의 작

가론과 작품론을 학습자에게 오류 없이 전달하는 지식전수교육에서 수행의 주체

인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 요컨대 학습자의 발견과 주목이 학습자 중심 교육의 

13)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본문이나 학습 활동 등으로 비평문을 학습 독자가 읽는 
비평문 읽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학작품을 비평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읽는 활동
과 문학에 대한 메타담론으로서의 완결된 글인 비평을 읽는 것은 같지 않다. 이는 문학
교육에서 장르로서의 비평을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인데, 비평에 대
한 개념의 이해 자체가 아니라 수행을 통한 가치 있는 문학경험의 형성으로 비평교육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까닭이다.

14)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김대행, 「국어교육학을 위한 언어 재개념화」, 『선청어문』 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2.
   김대행,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 :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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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작품을 읽는 독자가 곧 의미 생산의 주체라는 독자반응

중심비평이론의 적극적인 수용도 이에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이때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상호 소통하는 관계로 설정한 일련의 최근 연구들은 작품과의 소통에 참

여하는 독자의 독특한 관점을 중요하게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홍인영(2019)은 신수학의 쟁점을 바탕으로 담론의 재현인 소설이 지닌 설득 전

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소통의 태도를 갖추어 작품의 의도에 적극

적으로 응답하는 ‘수사적 읽기’를 제시하였다.15) 수사적 읽기는 학습자가 소설이 

지닌 수사에 주목하여 그 의도를 구성하는 구성적 읽기, 텍스트가 자아내는 효과

를 인식함으로써 작품과 대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관계적 읽기, 텍스트에 대한 평

가적 관점을 통해 비판적 이해를 유도하는 비판적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

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인 텍스트에 대한 경시를 방지하고 

학습자와 작품의 관계를 조정하되, 독자의 역할에 구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의 

관점을 세분화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교육 내용인 구성 · 관계 · 비판의 세 층위의 목표가 학습자의 관점을 정교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교육 단계로 설정되어 작품과 학습자의 소통이 독자의 관점을 통

해서 이뤄지며 동시에 심화 형성하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오윤주(2018)은 이와 같은 독자의 관점에서 기인한 독특한 반응을 중심으로 한 

작품과의 소통이 소설에 대한 심미적 향유의 경험으로서 학습자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16) 이를 위해 소설교육이 학습자

에게 심미적 경험을 갖게 해주는 ‘심미적 문식성’ 신장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주

장한다. 오윤주는 심미적 문식성은 대상과 질적으로 관계하는 심미적 경험의 주체

인 독자가 소설 텍스트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한다. 이때 

심미적 문식성의 구체적인 하위 요소는 ‘심미적 향유력’, ‘심미적 인식력’, ‘심미적 

판단력’, ‘심미적 기획력’으로서, 미적 공통감각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으

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주체인 독자가 소설을 통해 갖게 되는 타자 경험이 미적 

주체로의 정립이 자신의 삶에 근거한 관점에서 촉발된 능력의 함양을 통해 가능

15)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6) 오윤주, 「심미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소설 교육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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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소설교육이 학습자의 ‘좋은 삶’

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갖는 가

치를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7) 

이와 같은 독자반응중심 문학교육의 흐름에 비평이 접목되었을 때 이는 비평이 

개인의 다양한 관점을 촉발시키는 기능을 가져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상 문학

교육에서 비평은 작품의 주체적인 감상보다 이해에 초점을 두는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비평과 작품 읽기의 접목은 통상 별도의 개념화 없이 독자가 세심한 관

찰력을 가지고 집중하여 글에서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찾는 면밀한/꼼꼼한/

충실한 읽기(close readin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언급되고는 하였다.18) 

특히 읽기 이후에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경우에는 창의적인 표현과 

개성을 담은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이해하

는 사전 준비 단계로서 제시되었다.19) 이와 같은 연구들은 우선 비평의 일반적인 

17) 이외에도 독자가 지닌 관점 자체를 심도 깊게 논의한 김지혜의 연구를 추가로 언급해 
두고자 한다. 김지혜는 독자의 관점이 그가 지닌 문화적 배경에서 근거함에 주목하여 
민족적 혹은 인종적 타자들의 만남을 다룬 다문화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반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독자가 다문화소설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문화적 갈등이 상호문화적 관점을 전제함으로써 미적 성찰의 계
기가 됨을 인식하게 되어 상호문화적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의
를 지닌다. 김지혜의 연구는 독자가 지닌 관점이 그 자신의 고유한 것, 고정불변의 것, 
언제나 정당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의 소산으로서 집단성을 지닌 것, 성찰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것, 반성의 계기를 갖게 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문화소설의 특수
성과 문학교육의 방향성을 통해서 교육의 장 안으로 적실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 기인해서 소설을 읽고 타자와 소통하면서 동시에 자신
의 관점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숙고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설명한 김지혜의 연구는 직접
적인 소설교육의 맥락에서 이뤄진 연구는 아니지만 이 연구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 
밝혀둔다.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8) 비평이 독자의 판단 근거를 전제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비평에서의 읽기와 면밀한 
읽기를 같은 것으로 상정한 연구들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
에 해당한다; 

    김수이, 「문학비평 방법론의 적용, 변주를 통한 문학교육 – 작가비평, 주제비평, 복수
의 비평적 관점을 적용한 문학교육에 대한 상상」, 『한국문예비평연구』 25, 한국현대문
예비평학회, 2008.

    최미숙, 「문학 독서 교육에서 비평의 역할과 의미 : 김소월의 「산유화」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2010.

19)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박윤우, 「인지적 과업으로서 “문학논술”과 비평 교육의 지평」, 『문학교육학』 24, 한국

문학교육학회, 2007.
    박영민, 「비평문 쓰기 교육의 방법」, 『오늘의 문예비평』 64, 오늘의 문예비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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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근거하여 그 단계적 절차를 밝혀 비평에서의 읽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평이 독자의 주관적인 반응

을 이끌어 내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긍정하고 작품 읽기 전반에 폭넓게 확장시

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실제 교육 방

법 및 내용에 있어서는 쓰기를 위한 부속적인 읽기로 그 논의가 귀결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비평문 쓰기와 비평에서의 읽기가 상호간에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 명확한 구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서로를 전제하거나 둘이 통합되어 있는 혼

재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상 비평을 활용한 읽기가 분명하게 개념화되지 

못한 채 비평문을 쓰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연구의 방점이 완성된 비평문을 작성하는 교육 방법 및 내용의 제

시에 있는지 혹은 비평문을 작성하더라도 비평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발생

하는 감상의 생산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소 거칠게 구분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대다수의 비평교육 연구들이 문학교육 자체가 메

타비평의 속성을 지녀 비평의 대상을 문학현상 전체로 설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 그러나 여기에 동의하더라도 보다 상세

한 개념 설정의 가치가 축소되지는 않을 일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평적으로 

읽는 것과 비평적인 글을 쓰는 것 사이의 개념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평, 비평 활동, 비평 행위 등의 사용이 비평의 과

정 전체를 통칭하여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 및 교과

서에서도 확인되는 실정이다.21) 

    김수이, 「논술교육의 토대로서 비평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
육학회, 2008.

    김성란, 「시비평문 쓰기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29, 한국문학교육학
회, 2009.

20) 우한용, 「문학교육의 평가 : 메타비평의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00,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21) 비평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들어 검토한 다수의 논자들이 이를 
확인하였는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은 현재 부재하지만 본문에서 지적하
고 있는 것처럼 비평을 활용한 읽기와 비평적 쓰기의 명확한 구분이 이 연구의 작성 시
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경향이 수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영훈,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교육 연구 :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
로」, 『교육과학연구』 11,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9.

   김명석, 「국어 교과 문학영역 내 비평교육에 관한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교 국
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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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읽기와 쓰기가 지닌 과정상의 분절을 극복하고 수행 중심의 문학교

육을 위한 노력으로 비평을 전제한 읽기, 혹은 비평적인 태도를 갖춘 읽기라는 의

미의 ‘비평적 읽기’를 본격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김성진은 비

평적 읽기의 정의와 의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대표적인 논자로서 비평이 

지닌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과 평가가 읽기의 과정 중에 발생함을 들어 읽기가 소

비를 넘어서는 생산성을 지님을 통해 비평적 읽기를 생산적 읽기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비평과 문학연구의 차이점을 전문적인 객관성의 여부로 두고 비

평교육의 의의를 학습 독자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관점과 견해의 성립을 

위한 사유의 훈련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22) 이는 비평에 대한 지식

의 학습이나 비평 자체의 기능적 숙달에 초점을 둔 여타연구와는 달리 비평이 지

닌 수행성을 문학연구와 구별되는 비평의 독자성에서 확보한 지점이며 이후의 비

평교육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선주원은 읽기와 쓰기의 상동성에 주목하여 김동환이 제시한 ‘비평적 에

세이’23)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비평이 문학교육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을 탐색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비평이론에 대한 문학교사의 이해

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비평이론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작품 읽기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가 있다.24) 여기서 선주원은 작품과 작

   우문영,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교육의 양상 연구(1) : 문학교육을 중
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우문영,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교육 활동 :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55, 한국비평문학회, 2015.

22) 앞선 문제제기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은 김성진의 언급이 이 연구의 방향성에 
크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한 해당 논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비평은 전문
적이면서도 ‘전문주의적’이지는 않은, 달리 말해 비전문가적 지성을 기를 수 있는 훈련
의 계기를 마련한다. 즉 비평은 문학 작품 자체에서 출발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주관적
인 해석과 평가를 통해서 비평가 자신에 대한 앎과 사회, 역사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까
지 사유를 확대해 나가는 자체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평을 통해 훈련될 수 
있는 사유는 전문 연구자의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지성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을 타자
와 연결해 주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판단을 도와주는 일상인의 지성일 
것이다.” 

   김성진, 「비평의 논리로 본 문학 수행 평가의 철학」, 『문학교육학』 3, 한국문학교육학
회, 1999, 85쪽.

23) 김동환, 「비평적 에세이 쓰기」, 『문학과 교육』, 1999 봄호, 문학과 문학교육연구회, 
1999.

24) 선주원, 「비평 이론을 활용한 시 읽기 연구」,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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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자만이 부각되던 기존의 문학교육에 전문가의 문학비평과 학습자가 구성하

는 문학경험을 원활하게 매개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문학교사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학교육의 목표를 학습 독자의 ‘해석적 능력(interpretive competence)’과 ‘구성

적 능력(formative competence)’의 통합체인 ‘비평 능력’25)의 함양에 두고 비평

적 읽기를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연구도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 작품에

서 일반적이고 명백한 의미를 찾는 해석적 읽기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자신의 삶과 관련시키는 구성적 읽기의 통합체로 비평적 읽기를 설명하였는

데, 연구자가 본문에서 인정하였다시피 두 읽기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지만 개략적

인 구체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주원은 시와 소설을 

비롯하여 서사 전반이라는 장르의 범주 안에서 비평과 읽기의 접목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를 통해 비평적 읽기의 개념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26) 

그러나 상술하였음은 물론, 후속 연구에서 여러 논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비

평 일반의 원리를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학습 독자의 역할

25) ‘비평 능력’은 비평교육의 구도에서 이뤄진 다수의 논의에서 확인되는 개념이다. 이것
이 독자의 감식안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
력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 본문에서 설명한 선주
원의 정의 외에 주목할 만한 설명으로는 김동환과 조희정의 경우가 있다. 먼저 김동환
은 비평 능력을 문학교육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독자의 능력 중의 하나로 보았
다. 조희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비평 능력을 설정하였는데, 김창원이 제시한 문학 능력
에 대한 분류(김창원, 「문학교육학 및 문학교육의 방법론 검토 : "문학 능력"의 관점에
서 본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학의 철학과 방향」,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의 하나인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능력으
로 비평 능력을 설정하였다. 비평적 읽기를 비평 능력을 기르는 방법 혹은 비평 능력이 
발휘되어 이에 의한 활동으로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 상관관계가 모호하다. 무엇보
다도 비평이 독자의 능력에 의해서 실행되고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이 모
든 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
에서는 두 입장 모두를 부정하기 때문에 비평을 능력의 발현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상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동환,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
   조희정, 「고전시가 비평 교육 연구 – 탈연대기적 관점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국어교육』 143, 한국어교육학회, 2013.
26)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선주원, 「비평적 시 읽기와 시 교육에서의 수행평가」, 『문학교육학』 11, 한국문학교육

학회, 2003.
   선주원, 「비평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설 교육 : 교육대학생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선주원, 「확장된 장르 개념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와 서사교육」,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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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학연구자의 그것과 차이가 없게 만드는 양상을 보인다.27) 특히 비평이 작품 

이해의 도구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 작품 읽기에서 학습 독자가 작품과 상호작용

하는 접점인 평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원래의 가치가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비평이 작품을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비평에서 요구되는 

준(准) 비평가 수준의 방법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이 귀결됨으

로써 전문성이 없는 학습 독자를 평가 주체에서 박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습 독자가 많이 알게 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거나 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듯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 비평이론에 대한 지식, 미적 · 

언어적 지식 등을 갖춘 학습 독자 양성이 목표가 아닌 문학교육에서 지식 전수를 

통한 비평의 수행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비평의 과정에서 읽기를 작품이 제시하는 가치에 대한 독자의 주관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쓰기와 구별되는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특화시키고자 한 김미혜의 연구

는 그러한 점에서 괄목할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28) 특히 독자의 문학작품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해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는 세계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기제로서 비평이 생산적 사유를 지닌다는 논의에서 본격화된다.29) 이 

연구에서 김미혜는 임화의 비평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텍스트 해석의 과정

에서 해석자 자신의 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고 비평 행위를 통해 해석

27) 비평을 비계로 활용하여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감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민규의 연
구는 비평과 문학연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 언급한 여타의 논의들
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가진다. 비평을 비계로 활용하였을 때 가지는 방법상의 안정적인 
구도를 통해서 학습 독자의 비평 주체로서의 인식과 그로 인한 다양한 해석 및 감상의 
파생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 괄목할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전범으로
서의 비평을 모방하는 감상 방법 자체의 정형화가 독자의 해석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보
다 집중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강민규, 「비평을 비계로 활용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8) 논의에 사용된 비평에 대한 이론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비평 텍스트를 미루어 보았을 

때 김미혜의 연구는 스스로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 비평을 염두에 둔 비평적 읽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비판적 읽기가 비평 담론의 생산 과정에 의한 읽기에서 
촉발되며 이중 독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비평
적 읽기의 일종이 비판적 읽기라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김미혜, 「비판적 읽기 교육 내용 연구 : 비평 담론의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0.

29) 김미혜, 「생산적 사유로서의 문학비평과 문학교육 – 임화의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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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비평가가 대상 텍스트와 대화를 나누어 자신의 문학관을 강화하거나 수

정함을 주장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막연하게 처리되었던 비평적 읽기의 중심 

기제를 독자의 관점으로 초점화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문학작

품 읽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치 있으나, 

이것이 독자가 문학작품을 읽는 모든 동기와 효용을 포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

평이 반드시 독자 스스로의 삶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생산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읽기 행위 자체의 의의를 비판에만 국한시켜서 풀이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30) 

지금까지의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되는 한계들에 대하여 비평의 생산성, 역동성, 

주관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관점을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중심에 본격적으로 

위치시키고자한 우신영의 연구는 특히 가치가 있다.31) 우신영은 기존 비평교육이 

갖는 문제점으로 문학교육에서 문학지식의 형태로 고착화된 비평 담론이 일종의 

‘해석 정전’처럼 학습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어렵고 유일한 전범으로 제시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문학비평이 다양한 견해의 공존과 소통이

라는 독특한 담론의 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과 운동성이 탈각된 채 

절대적 지식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문학교사가 다양한 비평 담론들에 대한 메타비평가의 역할

30)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비평과 비판의 혼재를 지적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자 
한 이상일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일은 김미혜가 초점화시킨 비평적 읽기의 주
관적 가치화를 읽기교육에서 다루는 비판적 읽기와 함께 검토하여 비판과 비평을 각각 
인지적 이해와 가치판단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비판적 이해를 인지적 이해 현상에 위치
시키고 비판적 읽기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비평은 작품에 대한 
독자 판단의 문제로 초점화되어 비판적 읽기와 비평적 읽기의 구분 문제는 큰 맥락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은 이를 근거로 비평적 읽기가 구체적인 대상 텍스트
의 특성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평적 읽기의 규명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평적 읽기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텍스트의 특질
로서 작품 및 장르에 대한 내외적 맥락의 강조를 들고 있는데, 이는 다시금 지식교육으
로 회귀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에 이어진 이상일의 후속 연구들에
서도 지식 중심의 비평을 전제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상일, 「몽유록의 비평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상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선악 대립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 『국어교육연

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비평 교육 연구 서설 – 인물 비평의 개념, 위상, 방법」, 『국

어교육학연구』 44, 국어교육학회, 2012.
31) 우신영, 「메타비평의 문학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

문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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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비평 능력을 신장시키는 지지자, 중재자, 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신영의 해당 연구는 문학교사가 메타비평으로 생성

해낸 결과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 

있으나, 전문 비평가와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미혜의 연

구와 함께 가치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의의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 연

구가 개입하고자 하는 지점을 작품에 대한 평가의 주체를 학습 독자로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평이 독자반응중심의 문학교육을 긍정하고 독자와 작품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제라면 평가가 실제 작품을 읽고 가치판단 하는 것을 경

험하는 학습 독자가 아닌 여타의 주체에 의해서 단일한 방향으로 제한될 때 비평

은 문학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접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비평을 작품에 대한 분석적 이해의 수단으로 

국한시켰을 때 비평적인 태도를 전제한 읽기는 비평문 쓰기에 종속되거나 예비 

단계로서 근거를 찾는 읽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학습 독자 외부의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때 비평교육은 이 기준에 대한 학습

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비평이라는 특수한 기제를 전제한 작품읽기

가 문학교육에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관점에 의

한 적극적인 의미화로서의 읽기 자체가 갖는 가치와 특수성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평

을 통해 작품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주체가 되는 독자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일

반적인 읽기와는 달리 특수한 독자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은 독자가 비평가적인 

태도를 갖고 글을 읽는 것, 자신을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

서 먼저 이와 같은 읽기를 실행시키는 동력인 독자의 주관성에 대한 별도의 규명

이 필요하다. 이 주관성의 속성이 일반적인 읽기나 전문적인 읽기와의 구별을 가

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읽기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하다. 이를 읽기의 속성에 근거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비평문 쓰기와는 다

른 읽기로서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독자가 이 특수한 

읽기를 실행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학교육에서 특수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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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적인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특히 구체적인 장르의 속성에 근거해서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과제를 비평적 자

의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념과 원리, 실

제 양상을 분석하여 설계한 교육 내용에서 각각 다루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비평적 자의식은 개인의 작품 읽기를 통한 견해에서 파악되므로 이 연구의 연

구 대상은 전문 비평가와 학습 독자의 주관적인 실천비평(practical criticism)이

다.32) 칸트(Immanuel Kant)는 『판단력비판』에서 윤리적인 문제와는 달리 미적 

평가에 있어서 선험적인 원리나 초월적인 법칙 등에 의한 평가 체계를 부정한다. 

칸트가 제시하는 취미판단은 합리적인 인식판단과는 달리 객관적 원리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에게 필연적으로 만족을 주는 감정이라는 감상자의 

주관적 원리인 공통감(sensus communis)에 의해서 규정된다. 감상자가 감상의 

대상인 예술작품을 마주하였을 때 쾌 혹은 불쾌를 느끼게 되는 감각 경험에 의해

판단이 결정되는데, 이 경험은 감상의 주체와 대상을 이어주는 관계적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감각에 의해서 구성적(Konstitutive)으로 형성된다.33) 이때 감각은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쾌와 불쾌에 대한 감상자의 직관적 인식이자 만족이나 불만

족에 대한 “영혼의 ‘상태’ 및 그 상태와 관련된 영혼에 의해 수집된 ‘정보’ 양자

(兩者)”34)이다. 즉 대상에 대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는 단순한 지각과는 달리 감각

32) 이명재는 비평의 갈래를 대상에 따라 원리비평, 실천비평, 비평에 대한 비평(메타비평)
으로 구분하고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객관적 비평(절대주의 비평)과 주관적 비평(상대주
의 비평)을 구분하였다. 이중 비평이론과 문학 규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독자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자발성에 주목하는 실천비평과 주관적 비평이 본 연
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이명재의 다음 저서를 참조하였다.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7, 43 ~ 80쪽. 

33) 김광명, 『칸트 판단력비판 연구』, 철학과현실사, 2006, 43쪽.
34) Lyotard. J., Lessons on the Analytic of the Sublime: Kant's Critique of 

Judgment, 김광명 옮김, 『칸트의 숭고미에 대하여』, 현대미학사, 2000, 16 ~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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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가 대상에 대한 주체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판단으로서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감각에 의하여 인식 경험을 형성하는 주체에게 감각은 상존

(常存)하는 것이기에 예술에 대한 감상에 있어서 평가하고자 하는 판단은 분리할 

수 없다. 이 “자아와 세계가 (공통감에 의해서) 소통”35)하는 독자의 사유가 현상

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관적인 실천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비평가의 구체적인 비평 텍스트는 영향력과 독자성을 인정받은 전문 비평

가의 비평 텍스트 중에서 비평적 자의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글을 선정하였다. 

추출의 모집단이 되는 전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신진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젊은평론가상’36)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수상작 및 후보작 중 소설 평론이다. 젊은평론가상 수상 작품들은 자신의 

비평 세계를 축조해나가는 과정에서 비평가의 치열한 자의식 전개 양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원로 비평가들의 비

평은 자신의 비평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이론화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학연구와 차이점이 모호한 양상을 보인다.37) 이에 비하여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비평가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학연구와 문학 비평의 경계에 있

지만 비교적 동적인 양상으로 자신의 읽기와 자신이 읽은 텍스트를 문제 삼는 모

습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2000년대에 활발한 평론 활동을 보였던 비평가들은 

비평이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전문성의 권위를 갖고 비평논리의 정합성을 옹호하

였던 기존 비평가들과는 차별화된 작품 평가 기준의 정립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 

역시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비평적 자의식은 비평 주체의 주관성에 기

35) 김광명, 앞의 책, 54쪽.
36) 해당 선집의 평론가 선정 기준은 작품집의 각권 서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문학

비평가협회에서 밝히는 기획 의도 중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는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동시대 현장에서 감당한, 신진에

서 중견에 이르는 과정의 평론가에게 ‘젊은평론가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출발한 이 상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으며, 매해 가장 활발하고 수준 높은 평론 활동
을 펼친 비평가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http://zmanzclassics.blogspot.com/2011/06/2000.html
37) 모든 원로 비평가들이 문학연구와 같은 체계화된 비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치열한 쟁

점 도출을 전면에 내세운 비평의 본질적 성향이 짙은 경우 역시 많은 것은 물론이다. 
특히 자신의 비평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만큼 비평 
경험이 많은 원로 비평가의 경우의 스스로의 비평적 자의식이 갖는 의의를 잘 드러내고 
이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가 뚜렷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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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가나 소개에 치중하던 비평의 원래 성질을 넘어서

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비평의 역할과 의의에 기대어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자

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연구 대상인 실제 학습 독자의 비평 텍스트는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여 비평적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여 확보하였다.38) 이때 대상은 총 세 작품

으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김승

옥의 《무진기행》이다.39) 해당 작품들은 모두 한국 소설의 정전으로 인정받는 

작품으로 2009, 2012, 2015 교육과정에서 다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만큼 교육적 

가치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40) 문학교육을 통해서 혹은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은 우선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공동체

를 쉽게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년간의 문학교육 경험을 갖고 있는 학습 독자가 알고 있거나 작품에 대한 독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을 자극할 수 있기에 적

합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중심적인 대상 작품으로 삼은 《우상의 눈물》은 학교 

38)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과 절차는 이어지는 
연구 방법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39) 이 연구에서는 해당 작품들의 여러 판본 중에서 서로 다른 출판 시기와 표기 방식 등
의 문제에서 일관성을 설정하기 위해 1995년에 출판된 한국소설문학대계의 전집에 수
록된 작품들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승옥, 『한국소설문학대계 45권 김승옥』, 동아출판사, 1995. 
   전상국, 『한국소설문학대계 47권 전상국』, 동아출판사, 1995. 
   조세희, 『한국소설문학대계 51권 조세희』, 동아출판사, 1995. 
40)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복 수록된 작품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정전으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양윤모의 연구도 있었으나, 그만큼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는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총 
7종의 교과서(창비, 지학사, 신사고, 미래엔, 동아, 비상, 금성)에 수록되었다. 이는 교과
서 집필 및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와 문학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까닭으로 
보고 본격적인 비평 텍스트 수집을 위한 실험의 예비 조사에서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
다. 작품들의 자세한 교과서 수록 양상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
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9, 한국언어문학회, 2014.

   양윤모, 「교과서 수록 현대소설과 정전의 형성과정 연구 -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교과서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어문교육』 1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2.

   양윤모, 「중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소설과 정전의 의미」, 『語文論集』 62, 중앙어문
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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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관찰과 정치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학습 독자의 경험 현실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를 지

닐 수 있으며 독자가 작품을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 사유하게 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와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41)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중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Ⅱ장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이론적 전제에 대한 검토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테오도르 아도르노(T. W. Adorno)의 비평, 소설, 읽기에 대한 각각의 

논의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읽기의 원리는 위의 세 이론가 외

에 추가로 예술 감상에 있어서 감상자의 자의식이 활성화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논구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양상을 분석하여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교육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Ⅳ장의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고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교

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업은 연구의 대략적인 의의를 검증하기 위

하여 전문성을 갖춘 문학 교사의 대리 수업 진행을 통한 예비 조사를 통해 설계

하였다. 이 예비 조사의 주된 목적은 실제 학습 독자들이 자신을 평가의 주체로 

상정하며 소설을 읽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이 연구의 필요성과 

41) 《우상의 눈물》은 독자로 하여금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 먼저 인물들의 첨예한 
대립과 핍진한 심리묘사는 독자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집단이 가하는 육체적 · 정신
적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환기시킨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개인과 개인 혹
은 학교라는 특수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희생을 전제하는 인간의 잔인성과 같
은 본성이나 사회의 전체주의적인 본질에서 비롯된다는 작가의 암시적 서술을 통해 작
품이 제시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시킨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박선양, 「성장소설로 본 《우상의 눈물》의 함의」, 『국어문학』 54, 국어문학회, 2013.
   김영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偶像(우상)의 사회적 함의 -이청준의 「뺑소니 사고」, 전상

국의 「우상의 눈물」, 현길언의 「사제와 제물」을 중심으로-」, 『現代文學理論硏究』 6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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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본격적인 수업의 세부적인 방향 설정의 근거를 수집하고자 함이었다. 예비 

조사를 위한 자료가 되는 작품은 조세희의 연작 소설집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 소설을 선정하였다.42) 구체적인 예비 조사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예비 조사 개요>

예비 조사는 평가를 전제한 소설 읽기가 학습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습 독자들이 자신이 직접 작품을 평가한다는 인

식을 통해 스스로의 비평적 자의식을 고취하고 자신의 평가 기준을 자문함을 독

려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는 특별한 교사의 지시나 설명 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습 독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과 자신이 직접 읽음으로써 경험한 문학 사

이의 관계를 비평이라는 매개체를 근거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둘 사이의 

괴리를 인지하고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들의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기 

42) 김윤식에 의하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소시민의 방황과 회의 그리고 자각
이 끼어 있는 것으로서 난쟁이, 꼽추 등의 기형적 존재로 형상화된 소외계층의 목소리
를 대변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학습 독자의 현실과 이질적인 인물의 삶을 다룬 작품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13, 436쪽.
   김종성,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구사된 어휘의 상징 연구」,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배경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소외양상 고찰」, 『人文硏究』 

6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구분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1차 

예비 

조사

17년 5월
M 고등학교 

10명

작품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입장으로 읽

고 이처럼 문학을 읽은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

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평적 감상문을 

작성하게 함.

2차 

예비 

조사

17년 5월
M 고등학교 

10명

1차 예비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비

평적으로 읽었을 때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변화 유무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편의 짧은 

글을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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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업을 구안하였으며 서로 다른 3곳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43)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수업 개요>

43)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의 대상 학교는 다음을 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ⅰ) 해당 연구의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여 과정의 통제성과 결과의 신
빙성을 보증할 수 있을 것. ⅱ)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해당 학교 교사들과의 유
연성 있는 협의가 가능할 것. ⅲ)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나 수업이 수업에 방해되는 자
체의 요구 사항이 없고 수업의 보편성을 저해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1차 수업을 진행한 서울 J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학교였다. 아울러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업의 설계와 진행에 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2차와 
3차 수업의 대상인 경기 K 고등학교와 I 고등학교는 연구자가 직접 문학 비평과 관련된 
수업을 일정기간 동안에 개설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수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구분 일시 수업 대상 대상 작품 교수자 비고

1차 

수업 

18년 

7월

서울 J 

고등학교 

2학년  

전체 12개 

학급 360명

전상국, 

《우상의 

눈물》

6개 

학급
연구자

정규 수업 

시수 2차시 

활용6개 

학급

3개 학급 당 

 해당 학교 

문학교사

각 1명, 총 2명

2차

수업  

18년 

7월

경기 K 

고등학교 

3학년

15명 
김승옥, 《무진기행》

연구자

방학 기간 

수업 시수 

2차시 활용

3차 

수업

18년 

8월 경기 I 

고등학교 

3학년

1개 학급  

30명

정규 수업 

시수  

2차시 활용
4차 

수업 

18년 

9월 ~ 

12월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상국, 《우상의 눈물》5차 

수업 

19년

1월

방학 기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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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내용은 1차 수업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여 

이하의 2차부터 5차까지의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44) 학습 독자들이 작성한 

비평적 감상문은 각 수업이 종료된 직후 전량 교수자들에 의해서 수거되었으며 

연구자에 의해서 질적 연구의 방법론에 의하여 분석 및 해석되었다. 해석에 있어

서는 해석학적 현상학 관점의 접근을 취했는데, 이는 감상문에 대한 해석적 연구

에서 표준화된 일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지양되며 학습 독자들이 작성

한 비평적 감상문에서 파악되는 양상을 근거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의 경험에서 ‘보편적인 실재(universal essence)’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추출하기 

위함이었다.45) 

연구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지점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지점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 함께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들과 담당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였다. 이는 우선 개별 학습 독자들의 감상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보다 

실제 현장 교사들의 문학교육 수업 전문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다. 

아울러 해당 학습 독자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상호작용해왔

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비평적 

자의식이 독자의 삶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가치관 및 세계관과 지니는 밀접한 연

관성에 의하여 개별 학습 독자들의 특성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

기 때문이다. 

44) 수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이어지는 Ⅲ장에 상술하였다. 
45) 조영달, 『질적 연구방법론 :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이론편], 近思, 2015, 178 

~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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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이론적 전제

1.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념

문학교육에서 비평을 하나의 장르로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닐 때 이를 논구하는 

가치는 비평이 문학과 독자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다.46) 앞선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문학교육에서 독

자의 주관성을 긍정해 오던 일련의 흐름에 비평이 교육의 형태로 도입되면서 거

꾸로 텍스트의 타자성이 강조되는 역행적인 반동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비평과 작품읽기의 접목에 있어서는 독자가 텍스트에 자극을 받아서 삶을 

변화시키면서도 자신의 자율성을 갖는, 가치의 감정이라는 비평의 본래 기능에서 

이탈하여 독자가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잉여 혹은 초월의 기제로서의 비평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다소의 모호함을 감수하더라도 비평을 독자의 삶과 관련하여 

그 속에서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평적 자

의식에 의한 읽기는 작품에 대한 독자 자신만의 평가를 정초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읽기와의 차이점은 독자가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를 읽기에

46) 우문영은 그동안의 비평교육이 ⅰ) 전문적인 비평이론을 적용한 문학연구와의 동일시 
ⅱ)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표출로서의 비판과의 동일시 ⅲ) 비평 후의 활동인 비
평문에의 동일시라는 세 가지 잘못된 비평에 대한 접근에 의하여 그 의미가 왜곡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작품과 독자의 ‘관계맺기로서의 비평’을 설정한다. 해당 연구가 제시하
는 관계맺기는 비평 대상과 비평가, 비평 환경의 구성적 요소인 ‘관계소(關係素)’에 의
한 작품과 독자의 ‘통합(integration)’이다. 이는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감상 및 수용의 
틀을 벗어나서 변형과 결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하여 비평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여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관계
소의 추출로 제한되기 때문에 학습 독자가 비평을 기제로 작품과 관계 맺는 양상이나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화가 한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학습 독자가 비평을 바탕
으로 작품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성실할수록 그것은 그의 삶에 더욱 초점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교육적 유의미나 예측 가능한 범주를 넘어섬으로써 오히려 본격화될 것이기 때
문이다. 우문영, 「비평교육의 방법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 ~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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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실행하고 지속하며 의미화하는지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를 비평

적 자의식이라는 중심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비평적 자의식의 정의

비평이 특정한 글쓰기 결과물이나 장르를 지칭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 생산을 위한 수행적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할 때 이는 ‘비평 활동’이라 

할 수 있다.47) 김성진(2004)은 비평의 세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비평 활동을 정

의하였는데, ⅰ) 직관의 표현 ⅱ) 논리적 설명 ⅲ) 이념적 실천에 대한 지향이 그

것이다. 논자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주관

적인 직관을 표현하고자 하고 논리적 설명으로 이를 정당화하며 이념적 실천에 

대한 지향을 통해 가치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비평 주체의 의식이 전제된다. 따라

서 활동보다 상위의 층위에서 활동을 실행하고 통어하는, 활동의 원리가 되는 것

이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메타적인 비평 의식으로서 비평을 인식하고 의지적

으로 실행하는 비평 주체의 의식을 ‘비평적 자의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을 이어나갔을 때 비평 주체와 관련하여 강경화는 비평 주체로서의 비

평가를 문제 삼고 비평을 존재케 하는 ‘자기’를 주목한다. 강경화는 비평에 대한 

논의에서 ‘비평을 행위하는 자’인 비평 주체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다뤄

진 까닭이 비평 담론과 비평 주체의 지나친 동일시(결과물로서의 비평문에 대한 

천착) 혹은 분리(개별 비평가의 작가론에 대한 천착)라고 지적한다. 비평 담론이 

비평 주체의 일반적인 문학 수용과는 다른 특정 인식이 구현된 것으로 본다면 비

평 주체의 독자적인 비평 인식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대상을 주체

적으로 인식하는 자기화의 과정이 비평의 존재 형식”48)이라는 강경화의 표현은 

비평이 작품에 앞서 자기정립적으로 주체의 관점을 세운 뒤에 성립함을 시사한다. 

강경화는 이처럼 인식의 자기화를 가능케 하는 비평 주체의 관점인 ‘비평 인식

(critical knowledge)’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ⅰ) 문학과 비평의 정의와 기능 

등 문학과 비평에 대한 인식인 ‘비평의 인식(knowledge of criticism)’ ⅱ) 비평

47) 김성진, 「비평 활동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8) 강경화, 『한국 문학 비평의 인식과 담론의 실현화 연구』, 태학사, 1999,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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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자의식인 ‘비평가의 자기인식(self-knowledge of critic)’ ⅲ) 비평 주체가 

문학 · 대상 · 상황을 수용하는 양상과 비평의 소통 지향성 및 전략적 측면 등 비

평으로 담론화되어 비평에 내재된 것들로서의 ‘비평에 내재된 인식(knowledge in 

criticism)’의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비평 인식이 구성된

다는 것이다.49) 

요컨대 독자가 스스로를 비평가로 인식하는 것, 자신을 평가의 주체로 전제하

는 일종의 태도 혹은 그에 내재된 인식이 비평적 자의식일 테다. 그러나 세분화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경화가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 비평 주체의 인식 문제

가 온전하게 해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식의 주체가 되는 ‘비평가의 자기인

식’이 다시금 비평 인식의 구성 요소로 귀속됨으로써 동어반복 되어 그 층위가 해

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평 주체의 의식이 비평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면 

스스로가 깨닫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비평이다. 따라서 비평 주체의 의식은 

비평이라는 행위에 대한 독자의 인식인 초인지(meta cognition)50)의 성격을 갖는

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을 때 독자가 비평을 하려 하는 이유로서 

스스로가 비평 상황을 초래하는 읽기라는 행위에 대한 주체의 자각이 무엇을 뜻

하는지 우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초인지는 문학교육이 아닌 독서교육에서 주로 자기주도적 독서를 위한 기제로 

논의되었다. 이는 1980년대 베이커와 브라운(Baker & Brown, 1980)이 ‘자신의 

사고와 학습 활동에 대한 지식과 통제’라고 규정한 것을 기초로 독서 주체의 자율

성 신장을 주목하는 양상으로 설명된다. 대표적으로 ‘자기 선택적 독서프로그램’

을 제시하고 있는 박영민 외(2008)는 독서 주체가 읽는다는 행위에 대한 외부적

인 메타 인식이 독서의 동기가 되며 읽기의 효능감을 보장한다고 말한다.51) 독서 

49) 강경화, 앞의 책, 31쪽.
50) 관련하여 연구자에 따라 초인지를 ‘상위인지’, ‘메타인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

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기 통제
(self control)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상위’라는 어감이 ‘meta’가 아닌 
‘super’의 이미지를 지니는 점, 메타인지보다 초인지라는 용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초인지’로 단일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Irwin. J.,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 (3rd Ed.), 천경록 외 옮김, 
『독서교육론』, 박이정, 2012, 191쪽.

51) 박영민 외, 「개별 논문 : 읽기 동기 신장을 위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 구성 방
안」,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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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자각과 활용이 능숙한 독자의 요건이며 독자의 초인지 인식과 점검

의 숙달 여부를 강조한 최숙기(2010)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라

고 할 수 있다.52) 

텍스트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의 올바른 습득을 의미하는 독서교육에서의 독서

와 문학교육에서 논하는 허구적인 글인 문학작품을 읽고 발생하는 반응적인 연상

을 중시하는 독서가 상이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주체의 행위에 대한 자각이 행

위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시사점을 마련해 준다. 특히 독서교육의 주요한 영역에 국

한되어 초인지 활용 양상이 ‘독해 점검을 촉진하는 자기 점검 질문’이었던 것에서 

더 나아갔을 때 읽기에서 초인지의 역할은 더욱 명료해진다. 이소라(2017)는 해

석학에서 설정한 독자의 인식지평을 독자의 지식과 앎에 대한 신념인 ‘인식론적 

신념’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독서 양상을 ‘다중관점 읽기’라는 개념으로 제시

한다.53) 행위의 목표가 명확하게 인식되었을 때 주체의 대상에 대한 관점이 수립

되는데, 이는 신념에서 기인하는바 의지라는 정의적 속성을 가지며 다중관점 읽기

는 자신에게 합당한 관점을 구성하는 읽기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정

리하였을 때 읽기에서 주체와 행위가 맺는 관계는 주체가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를 위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은 타자의 언어인 문학에 기대어 존재하지만 주체의 확립을 위해 비평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자문하게 된다.54) 이 자문이 곧 대상을 인식하는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초인지적 행위일 테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의 방향은 비

평의 목표에 대한 탐구로 진행됨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비평은 일정한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양상으로 생산 및 수용되어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

한 대답이 상호배타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55) 그에 따라 비평은 “문학에 관한 

52) 최숙기, 「읽기 전략에 대한 독자의 상위인지 인식 양상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53) 이소라, 「다중관점 읽기의 발달 양상과 교육 내용 연구 : 인식론적 신념을 기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54) 신재기, 『비평의 자의식』, 국학자료원, 1997, 93쪽.
55) 비평의 실체가 갖는 모호성과 그 정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폴 헤르나디가 엮은 책의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비평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보다 비평이라는 활동의 원리로 전제될 수 있는 다양한 설정들에 따라서 비평의 의
미역이 일정하지 않다는 공통된 언급이 특히 주목을 요한다. Sparshott. 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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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일반(discourse about literature)”56)으로 폭넓게 인식되어 왔는데, 비평에 

대한 김윤식의 정의는 개별적인 비평 주체의 행위 목적을 부각시킨다. 김윤식은 

‘독자가 작품을 읽고 자기 의식의 가장 치열한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동(첫

인상)을 타인과 교환 가능한 보편화된 형태로 표현한 것’57)을 비평으로 보았다. 

독자의 자의식을 비평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인데,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을 자각하는 것은 확실히 자의식의 발현이며 소통을 위해 이를 가공하는 것은 목

적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조르주 풀레(Georges Poulet)는 “나의 삶이 아닌데도 다른 삶

을 나의 삶처럼 의식하고 놀라는 것”58)이 비평의 의식이라고 정의한다. 독서를 

통해 독자는 작가의 사유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사유를 텍스트를 서술하고 있는 

작품의 논리인 작가의 사유로 대체하게 되는데, 작품에 대한 몰입과 그 논리에 대

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읽기’라는 행위 자체의 주체인 자신에 대한 자각 때문에 

기존 의식의 함몰은 일어나지 않는다.59) 따라서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

식을 발견하는 것은 동시에 독서를 하고 있는 행위 주체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의 의식과 독자의 의식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양자에 의

한 공통 의식이 형성되며 사유의 형태가 달라지고 사유의 대상은 독자가 형상화

한 작품일 때 사실상 작품의 객관적 양상이 배제된 주체성을 포착하는 계기가 된

다. 독자는 이에 의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유인 작품의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놀라움이 표현으로서의 비평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이 

자신의 발견이 비평의 전제가 되었을 때 비평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독자의 자의식, 그중에서도 이 의식의 발현을 담보하는 특정한 욕

망이다. 사실상 비평을 기제로 작품을 통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자 하는 독자의 의식이 바로 그 욕망이라고 하겠다. 

Problem of the Problem of Criticism; Ellis. J, The Logic of the Question 
“What Is Criticism?”. Hernadi. P., What Is Criticism? 최상규 옮김, 『비평이란 무
엇인가』, 예림기획, 1998.

56) Hernadi. P., 위의 책 365쪽. 
57) 김윤식, 「비평의 현장성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사회』 10, 문학과 지성사, 1997, 526 

~ 546쪽.
58) Poulet. G., La conscience critique, 조한경 외 옮김, 『비평적 의식』, 지식을만드는

지식, 2013, 395 ~ 449쪽. 
59) Poulet. G., 위의 책, 452 ~ 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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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근거로 자신을 사유하여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비평을 발생시킬 

때 비평 주체의 욕망은 곧 평가를 통한 독자의 자기실현이며 비평은 작품을 통한 

독자의 자기실현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욕망은 비평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 비평

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독자 모두가 갖추고 있을 터이다. 따라서 비평은 독자

가 지닌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독자가 작품에 의한 자신의 발견이라는 욕망을 평

가의 형태로 추구하고자 하는지에 의해 실행된다. 이때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의해 스스로를 사유하게 되는 자신을 인식하게 하며 그 욕망을 지

속시키게 하고 작품에 대한 평가로 가공해 내는 비평 전체의 실행 원리가 된다. 

이것이 독자의 작품에 의한 자기실현일 때 비평적 자의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실현이 갖는 구체적인 성질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독서를 작

품 의미의 추출로 한정하였던 기존의 문학 담론이 독자의 욕망을 억압해 왔음을 

비판하고 비평을 독자의 자기실현의 기제로 파악한 바르트의 ‘즐거움의 미학’60)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즐거움의 미학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독자의 전폭적인 지위 상승이다. 바르트

는 저자가 의미의 기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믿어짐으로써 

작품 의미의 담지자로 존재해 왔음을 ‘저자의 죽음’61)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60) 바르트가 “프랑스어에는 즐거움과 즐김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애매하다”라고 시인하
였다시피 사실상 ‘즐거움(plaisir)’과 ‘즐김(jouissance)’의 명확한 개념적인 구별은 용이
하지 않다. 즐거움과 즐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서술된 
이 둘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인데, 즐김은 즐거움의 최대치로 표현되는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즐김의 순간에 즐거움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보다 상술하자
면 즐김의 원어인 ‘jouissance’는 ‘즐김’, ‘환희’, ‘쾌락’, ‘희열’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
기서는 바르트의 경우 역동성을 지니는 즐김이 가진 미완결성에 주목하고 있는 김현과 
김희영의 견해를 따랐다. 김희영은 즐거움과 즐김이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이 둘이 독자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에 목적을 둔 개념이기에 그러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독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부합하는 번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는 즐거움과 즐김 각각의 의미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바르트가 『텍스트의 즐
거움』에서 언급한 ‘즐거움의 미학’이라는 표현 그대로를 가져와 서술한 것이다. 이하에
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즐거움과는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는 즐김임을 명시하여 적
었다. 특히 바르트가 즐김이 자동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문에
서는 즐김의 서술적 표현인 ‘즐기다’를 다소 어색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즐김하다’, ‘즐김
하는 것’ 등으로 서술하였다. Barthes. R., Le Plaisir Du Texte, 김희영 옮김, 『텍스
트의 즐거움』, 동문선, 2002, 12 ~ 14쪽, 그리고 51쪽의 관련 부분에서 옮긴이 김희영
의 주해 참고.    

61) 바르트는 저자라는 개념이 중세 이후에 사회에서 개인(individu)과 인격(personne 
humaine)이 발견되어 작품의 최종적이고 단일한 의미의 기원이 되는 인격체로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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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의했을 때 저자는 단지 독자가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질료가 되는 텍스

트를 제공할 뿐이며 의미의 기원은 저자가 아니라 언어로서의 텍스트일 따름이다. 

텍스트의 과거이자 의미의 담지자로서의 저자가 부재한 자리에 텍스트의 의미는 

오로지 독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며 독서에서 의미를 구현하는 것으로 독자

의 역할이 부상하게 된다. 이때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비평은 더 이상 

기록 · 확인 · 재현 · 묘사된 결과물로서의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독하여 저자를 

오류 없이 발견하는 지식서사적인 서술로 역할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62) 바르트

는 이와 같은 비평이 저자의 개념과 함께 붕괴되고 있으며 비평의 새로운 형태와 

의의를 글 읽기라는 행위를 하는 독자의 욕망에 기초한 능동성에서 모색한다. 

의미가 저자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독자가 만드는 것이라

면, 그것은 독서의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결정화(結晶化)되는 것이다. 이 과정의 

방향은 저자가 아니라 독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독자에게 텍스트에 대한 연속적인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은 의미의 가치판단과 결부된 자문

을 바탕으로 이뤄진다.63) 결정화 과정 중에 있는 순간적인 의미를 위해 판단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독서에서 감상과 평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자가 작품을 읽으며 스스로가 의미 있는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초인지적으로 

실감하는 쾌감이 즐거움이며 독자가 작품을 즐김하는 것일 테다. 때문에 작품에 

대한 독자의 판단은 책을 읽는 모든 순간에 무수히 이뤄지며 작품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평가인 비평은 읽기의 종료 후에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같을 때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에

게 하나의 유희가 되며 비평은 독자가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지속하여 즐

거움을 느끼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즐김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생산물로 파악한다. 기존의 문학 담론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귀결인 실증
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도덕관에 의해 저자에게 최대의 중요성을 부
과해 왔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체(langue)는 저자 외부의 무수
한 문화를 인용하며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傳記)적이고 심리적인, 언어 이
전의 의미 주체에 대한 저자의 설정은 잘못된 접근이 된다.

62) Barthes. R., 앞의 책, 31 ~ 34쪽.
63) 바르트에게 작품에 의한 대리 체험이나 작품 속 형상화된 사건과 감정의 모방, 즉 재

현을 통한 읽기는 한계적이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문학이라는 상품의 소비다. 바르트는 
즐거움이 “텍스트적인 즐거움의 장소는 모델과 흉내의 관계(모방의 관계)가 아닌, 다만 
속임수와 흉내의 관계(욕망 · 생산의 관계)일 때 즐거움은 독자가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Barthes. R., 앞의 책,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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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즐겁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집중할 때 독자는 텍스트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세부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며 인상 깊지 않은 부분은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건너뛰며 읽게 된다. 최종적으로 추출해야 하는 진리나 교훈을 자아내

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용이하게 환기시키는 세부적인 것에 

대한 선택적인 주목으로 읽기에는 텍스트의 원상태를 존중하지 않는 독자의 개별

적인 읽기의 ‘리듬’64)이 형성된다. 독자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지루해지

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텍스트에서 자신이 관심이 가는 부분을 집중

하여 읽는 리듬적인 읽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독자의 관심사에 진지함을 둔 읽

기이다. 때문에 텍스트는 독자의 자의식에 의한 ‘무정부적인 독서’65)를 통해 독자

에게 다른 어떠한 내용도 아닌 독자 자신이(pour moi) 읽는 그대로만 읽히는 것

이다. 이는 독자가 특유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 텍스트를 즐김하는 독특한 관점

에 따라서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을 때 독자의 욕망에 의한 

64) 바르트가 제시한 리듬적인 읽기는 다음의 개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샤르티에와 카발로는 기존에 독서가 지니고 있었던 질서와 작품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
고 독자가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읽는 방식을 ‘재핑(zapping)’이라고 말한다. 재핑은 원
래 텔레비전의 시청자가 리모컨을 사용해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채널을 돌려 
재미있다고 느끼는 채널을 찾는 무질서한 채널 변경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텔레비전에 
대한 시청자의 의존행위이면서 동시에 거부행위인데, 시청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지속적
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에 의존하지만 텔레비전에 의하여 자신의 관심사가 변경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재핑에 의하여 계속 변경되는 채널 속에서 각각의 프로
그램은 원래의 형식과 의도를 잃고 파편화된 잔상이 시청자의 관심사에 의하여 개별적
인 볼거리로 새롭게 창조된다. 그 결과 원래의 프로그램이 담지하는 메시지로서의 의미
는 누락되고 단지 시청자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 내는 의미의 질료로서만 기능한다. 이것이 확장되어 책을 포함하여 광고, 만화 
등에 대한 인간의 읽기 전반에서 발견되는 것이 현대인의 독서가 지닌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정보 수집과 문화 수용에서 단일하거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활자로 고정된 기록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메시지로서
의 영상물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가 전제되어 있다. 
Chartier. R. & Cavallo. G, A History of Reading in the West, 이종삼 옮김, 『읽
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581쪽. 

65) 책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독자가 전력으로 집중하는 독서의 기존 관
념에서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대비되는 형태의 포스트모던적인 독서를 일컫는다. 앞
에서 언급한 샤르티에와 카발로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독서할 때의 자세, 독서를 하고 
싶은 공간, 서적을 보관하는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엄숙주의가 만연한 이전과
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자의식에 집중하는 독서법을 발견하였다. 독서법의 변화는 독서
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독서가 전제하는 욕망과 이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유의 변화를 
암시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그 변화가 보다 독자 자신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Chartier. R. & Cavallo. G, 위의 책, 579 ~ 5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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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저자의 발견이 아니라 작품을 고유한 관점에 의해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방법이 된다. 

이 즐거움과 즐김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자의 판단은 

오로지 텍스트에 형상화된 내용이 자신의 집중을 받기에 적절한가, 자신의 관심사

를 자극하는 것인가이다.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판단이 독자의 관심사에 국한될 

때 텍스트의 평가 척도는 독자에게 일반화된 대중적 요소의 반복이 아닌 스스로

에게 의식된 정체성에 가해지는 ‘절대적인 새로움(nouvea)’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지의 여부이다. 새로움은 독자의 관심사로 표출된 정체성이 텍스트를 통해 확장되

는 특정한 감각이다. 이와 같은 감각에 의한 의미의 생산을 바르트는 ‘시니피앙스

(signifiance)’로 설명하며 텍스트를 통해 확장된 새로운 자신에 대한 감각의 지속

적인 추구가 텍스트를 즐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66) 이는 텍스트를 원래의 상태

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복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발현된다. 즉 즐김은 텍스트를 자신의 관심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것에 집

중하여 읽음으로써 대상이 되는 작품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할 때 

독자에게 체감되는 육체적 · 관능적 감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평가

적 접근을 통해 생산되는 특정한 감각에 대한 통렬한 자각,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

려고 하는 것이 곧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일 것이며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자가 작품 읽기의 과정에서 자신을 작

품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특정한 초인지의 발현이다. 이는 독서를 통해 즐

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작품을 읽는 모든 순간에 고유한 

관점에 의한 판단을 지속하는 것에 의해서 발현된다. 독자의 작품에 대한 판단은 

작품에서 자신의 주목을 유발하는 내용에 대한 선별이며 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작품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이때 독자의 정체성 확장에 의한 감각적인 실존은 

텍스트를 읽는 순간인 현재에만 존재하는 휘발성(揮發性)을 가진다. 때문에 독자

가 텍스트를 즐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판단의 연속체로서의 비평은 독자가 작품을 

읽는 순간인 현재에 주목하게 한다. 텍스트는 언제나 현재의 방법론적으로, 실천

에 의해서만 독자에게 체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즐김을 추구하는 비평은 읽기의 

이후가 아니라 읽기와 함께, 읽기의 과정 중에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66) Barthes. R., 앞의 책,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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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즐김의 ‘현재화(présentation)’를 가능케 하는 원리가 곧 비평적 자의

식의 기능이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자신을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고 

작품 읽기의 과정 중에 고유한 평가 관점을 견지하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비평적 자의식과 작품 읽기의 관계

비평적 자의식을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읽기는 

일견 독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극대화시키는 읽기, 독자의 해석을 무조건적으로 긍

정하는 읽기로 보일 수 있다. 독서가 욕망 추구라는 목적지향적인 활동일 때 독자

의 욕망을 가장 높은 정도로 만족시켜주는 것은 독자의 취향에 충실한 읽기일 것

이다. 읽는 도중 언제라도 독서를 중단하거나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가 보장된 독자는 자신의 취향과 작품 해석을 작품 평가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는 비평

을 타인의 논의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취향과 직결된 배타적 감상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논리이자 동시에 해석의 무정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비평에 특별한 

전문성을 전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비평을 전문성을 갖

춘 특정한 독자들의 전유물로 만드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읽기는 독자의 무조건적인 긍정이 보장된 일반

적인 취미로서의 읽기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가. 이를 위해서는 비평적 자의식이 

전제되었을 때 독자가 수행하는 읽기에서 작용하는 구체적인 성질을 토대로 비평

적 자의식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비평적 자의식과 작품 읽기가 

가지는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논제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비평이 외부에 존재하

는 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작품에 적용하는 심판자로서의 독자 혹은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취향을 절대화하는 소비자로서의 독자 모두를 부정하는 비평

적 자의식을 지닌 독자를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1)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 확립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읽기는 독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판단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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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과정의 순간적인 현재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을 요구한다. 이때 텍스트를 구

성하고 있는 문장들은 읽는 주체인 독자에 의하여 동등한 층위에서 해석되지 않

으며 독자에 의해 그 지위가 결정된다.67) 따라서 독자가 현재 읽고 있는 내용이 

자신이 주목할 만한 대목인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 텍스트는 분절되며 독자가 자

신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내용을 위주로 재구성된다. 독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유의

미한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빈번하고 정교하게 진행할수록 작품은 보다 독자의 

삶에 중요한 것으로 재구성되며 이에 따라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의 정체성을 ‘완

성된 텍스트를 읽는 자’가 아닌 ‘자신만의 텍스트를 쓰는 자’로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르트가 상정한 ‘필사자(scripteur)’68)라는 개념이 강조하는 언술행위의 

현재성과 행위 주체의 자의성에 의해 설명된다. 독자가 단순히 글을 읽고 저자가 

사전에 작품 속에 내재시킨 의미를 도출해내는 존재라면 독자는 텍스트에 도취되

어 작품의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해독하며 읽는다. 이는 독자에게 ‘읽혀지는 것(le 

lisible)으로서의 텍스트(text)’, 읽혀지는 텍스트를 대하게 한다. 여기에는 독자가 

텍스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대해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

자로서의 독자와 저자의 관계분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읽기는 독자는 한 편

의 글을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할 뿐이며 독자가 지닐 수 있

는 권한은 텍스트를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단조로운 선택지로 제한된다. 

이와 같을 때 독자의 욕망은 억압되며 비평은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자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저자는 자신의 언어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 텍스트를 초월할 수 없으며 텍스트를 서술하는 언술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때 언술행위는 저자가 문화 속에서 가져온 언어로 이뤄지는바, 저자는 사실상 

기존의 글쓰기를 베끼고 변형하는 필사자일 따름이다. 필사자인 저자의 글은 무수

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용의 결과물이며 의미를 담보할 무수한 기원을 갖기에 

67) 선주원, 「문학 읽기와 문학성, 그리고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0(24), 2007, 16쪽.
68) 이로써 의미의 기원이자 텍스트의 과거로서의 텍스트 이전 심리적인 주체로서의 저자

는 필사자의 개념에 의하여 다시금 부정되는데, 저자의 존속은 글을 쓰는 시간에만 이
뤄지는 현재성을 갖게 된다. 이는 글을 읽는 시간에만 실존하는 독자의 현재성과는 대
비되는 것이다. Barthes. R., 앞의 책, 31 ~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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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미의 기원은 저자일 수 없다. 따라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주체적

인 판단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글을 읽고 있다는 인식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읽기에서 독자의 자율성에 주목할 때 독자 주관의 투사 강화에서 즐거

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즐김을 실천하는 동일한 의미실천이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69) 의미의 기원이 저자가 아니라 언어인 텍스트일 때 언어로서

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현재에 집중하여 자의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서술성이 해체되고 

독자의 이야기(histoire)가 독서의 과정 중에 서술된다. 독자의 리듬적인 읽기에 

의하여 텍스트는 원래의 것과 독자에 의해 분열되어 ‘다시 씌어진 것(le 

scriptible)’으로서의 텍스트라는 두 가지 복수태(複數態)로 구성되는 것이다.70) 

그러므로 비평의 관점에 의한 읽기가 쓰기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독자가 작

품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서술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에 근거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독자에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의 담지체로서 독자는 자신의 관

점이라는 작품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실현시켜 나간다. 

이때 독자가 작품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복수의 텍스트는 자신만의 텍스트로서 

작품에 대한 특정한 독자의 관점을 반영한 텍스트이다. 원래의 텍스트라는 언어체

는 독자의 관점에 의해 분절되어 독자에게 ‘내면화된 타자성(otherness)’71)으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72) 독자의 텍스트는 고유한 관점을 통해 실현된 

69) 즐거움과 즐김의 문제는 순전히 독자의 태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르트는 
즐거움의 텍스트와 즐김의 텍스트를 구별하며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재성의 
개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독자의 주관을 흔들고 정체성에 혼란을 불러일으키
는 즐김의 텍스트는 현대적인 저자에 의해서 서술되지만, 현재가 과거로 진행됨에 따라 
그 역시 즐김에서 즐거움의 텍스트로 변질된다. 바르트는 이를 ‘문화로의 회수’라는 개
념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는 문화에서 빌려온 것이며 현대
의 문화는 점점 더 전위적인 것들을 ‘사실임직한(vraisemblable)’ 것으로 포섭하고 있
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구분이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보다 그 간
격을 넓히고 있으며 파편화와 개인화는 현대에서 당위로 인지되는 범위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있는 맥락이다. 이것이 서론에서 문제 상황으로 언급한 문학의 개인화와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Barthes. R., 앞의 책, 195 ~ 196쪽.

70) Barthes. R., S/Z, 김웅권 옮김, 『S/Z』, 동문선, 2006, 26쪽. 
71) Hernadi. P., 앞의 책, 321쪽.
72) 작품과 독자의 상호작용은 창작과 해석의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상황 맥락적 

혹은 전기적 지식의 맥락화를 통해서 구현되는 범위를 넘어선다. 정진석, 「소설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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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서 특정한 방향, 곧 개별 독자에게 중요한 것이자 그에게 텍스트를 고유

하게 읽게 하는 이유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된다.73) 따라서 이를 만드

는 독자는 원작의 재현이나 그에 대한 올바른 독해 결과로서의 텍스트를 의도하

지 않으며 작가와는 다른 종류의 서술 행위를 하게 된다. 이 행위의 목적이 작품

을 자신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함이며 그에 따라 독자가 

하는 서술 행위는 작품과 자신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

을 때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에게 고유한 서술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영향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2) 독자의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유도

비평적 자의식이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을 확립시킬 때 독자가 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하도록 선별하는 판단에 의해서 작품은 재구성된다. 사실상 

독자의 관심사라는 판단의 기준은 대상이 되는 작품을 독자의 관점으로 해석함으

로써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작품이 자신에게 

유의미함을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독자에 의하여 작품이 특정한 내용으로만 읽힌

다면, 작품의 인식은 독자에 의하여 초점화된 하나의 해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을 갖춘 독자가 서술적 정체성에 의해 생산하는 자신만의 텍스트는 

작품에 대한 고유한 해석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벤야민은 비평이 갖는 이와 같은 해석적 인식의 기능에 주목하여 비평을 비평

가의 예술작품의 인식에 대한 사유 체계로 규정한다. 벤야민은 『독일 낭만주의의 

예술비평 개념』에서 피히테(J. G Fichte)의 객관적인 사유에 대한 무한한 사유라

는 인식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유하는 존재의 무한성을 통해 존재자를 

사유의 대상으로 위치시킨 슐레겔(F. V Schlegel)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평을 대

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國語敎育學硏究』 49(1), 국어교육학회, 
2014, 600쪽.

73) 서술적 정체성은 리쾨르의 용어로서 특히 『시간과 이야기 1』의 미메시스 Ⅲ를 다룬 단
락에서 바르트와의 접점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독자가 독서 행위를 통해 특정하게 
실현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놀이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리
쾨르가 즐거움으로 표현한 대목이 특징적이다. Ricoeur. P., Temps et recit. 1, 김한
식 외 옮김,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2017,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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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해 사유하는 존재자인 비평하는 감상자의 정립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로 

설정한다.74) 인식이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인 직관(취향)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독특한 접근으로서의 비평이 전제될 때 인식은 대상에 대한 주

체의 반성(reflexion, 성찰)으로서의 형식과 성격을 갖는다. 비평가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고민하기에 작품이 자신에게 자아내는 의미에 주목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을 때 비평은 ‘인식자(비평가) - 인식 대상(작품) - 인식자

의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비평가의 작품 인식)’이라는 자기정립으로서의 변증법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인식하는 자로서의 감상자와 인식되는 것으로서의 작품에 

의해서 인식하는 감상자의 작품에 대한 자기인식이 환기되는 것이다.75) 

그러므로 벤야민은 비평은 자아가 활동하며 대상에 의해 규정된 자신을 산출하

는 자기정립적인 인식 체계가 되며 대상에 대한 자기인식을 소환하는 하나의 실

험이자 관찰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비평이 독자의 사유를 작품의 관점으로 한정시

키는 반성적 인식의 체계일 때 작품은 사유의 체계를 구성하는 질료이며76) 독자

74) 벤야민이 독일의 낭만주의를 문제시한 이유는 특정 예술사조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
한 개념 제시를 목표로 했기 때문은 아니다. 벤야민에 의하면 낭만주의자들은, 특히 초
기의 낭만주의자들의 경우 작품에 대한 근거지어진 판단과 작품을 통한 의미의 실천작
용이라는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두 가지 인식으로 혼란스럽던 비평의 개념을 분리시켰다
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벤야민은 작품의 영향을 철학적
으로 밝혀내는 것을 비평의 과제로 삼았는데, 낭만주의가 예술과 철학을 집약시켜 비평
이론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낭만주의는 예술작품의 서술형식 중에서 최고
의 상징적 형식으로 소설(Roman)을 꼽고 그에 기초하여 비평가의 역할을 ‘예술판정가
(Kunstrichter)’가 아닌 ‘예술비평가(Kunstkritiker)’로 본격적으로 옹립하였다는 점에
서 이 연구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는 문예미학과 비평에 국한시켜 벤
야민의 낭만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벤야민과 낭만주의가 갖
는 철학적 연관성, 특히 낭만주의의 반성 개념에 대해서는 박지용의 다음 연구에 정치
하게 설명되어 있다; 박지용, 「발터 벤야민과 독일 낭만주의」, 『시대와 철학』 27(2), 
2016.  

75) 대상에 의해 제약된 자아가 대상을 흡수하여 포함한 온전한 자아인 것은 아니다. 벤야
민에 의하면 모든 인식이 결국 대상에 대한 인식자의 자기인식이지만 이것은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자 내에서의 사유에 의해 자기의식이 자아 속에 반사되어 변화된 것
이기 때문이다. Benjamin. W., Der Begriff der Kunstkritik in der deutschen 
Romantik, 심철민 옮김, 『독일 낭만주의의 예술비평 개념』, 도서출판 b, 2017, 89쪽.

76) 이처럼 비평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외부의 가치척도와 무관하게 대상에 대한 
자기인식의 사유체계로서 비평을 설정하는 것이 곧 ‘낭만화(Romantisieren)’이다. 앞의 
각주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벤야민이 낭만주의 및 소설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은 비평
을 재개념화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벤야민이 기대고 있는 것이 18세기의 
초기 낭만주의의 소설 개념이며 이에 의하여 비평을 재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아니라 ‘회귀’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벤야민의 시대는 물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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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평가로서의 태도를 견지하는 한 독자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감각을 정립

하고자 하는 인식적인 사유를 야기한다.77) 이 독자의 작품에 대한 감각이 자신의 

관심사에 의한, 스스로의 정체성에 천착한 작품의 해석적인 인식인 것이다. 이때 

반성은 주체가 외부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갖는 접촉에 의해 무한한 연관성을 가

지는 체계이다. 따라서 비평은 독자의 작품에 대한 자기정립적인 사유의 무한성, 

곧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표상으로서의 자신의 작품 해석을 지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체계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을 때 비평은 통념과는 달리 독자의 일방적인 작품의 가치 평가라는 개

념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것은 오히려 양방향의 형식으로서 독자가 자신이 주목해

서 읽은 내용으로 재구성된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관심사로 표출된 정체성을 확

인하는 자기인식의 과정이 된다. 비평적 자의식이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을 촉구

할 때 독자가 작품에 대한 일방적인 소비가 아니라 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문학현상에 참여하게 된다. 그 결과 비평적 자

의식을 갖고 소설을 읽는 것은 독자가 작품을 통해, 작품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일련의 ‘해석학적 경험(hermeneutical experience)’78)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의 작품 인식으로서의 해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이뤄지는 현실적인 실천지(實踐知)의 성격을 가지며 대상이 되는 작품이라

는 ‘원형 그 이상’을 독자 개인의 현실 속에서 인식하는 예술경험이자 진리경험에 

해당한다.79) 

에도 예술가에 대한 우상화와 작품 판단 기준의 단일화 욕구에 따라 비평에 대한 일반
적인 인식이 작품에 대한 가치 판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확장으로 표현함이 맥락상 보
다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77) 이와 같은 대상인식적인 행위로서의 비평에 의하여 작품이 자동적으로 긍정되는 종류
의 비평을 벤야민은 일정한 미학적 기준에 의해 작품을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평가 대상
이 되는 작품을 ‘무효화시키는 비평(annihilierende Kritik)’과 비교하여 ‘긍정적 비평
(positive Kritik)’으로 명명한다. 긍정적 비평에서 작품은 독자의 자기인식을 호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전제되기 때문에 긍정된다. 벤야민은 긍정되지 않는 것, 독자의 자기
인식을 호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작품이 아니며 이것이 예술과 비예술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문학의 본질이 감상자의 외부에 위치한 개념 설
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 의미화된 체득의 성질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Bd. 1-7, 최성만 옮김, 『서사
(敍事) · 기억 · 비평의 자리』, 도서출판 길, 2012, 507쪽.

78) Gadamer. G., Wahrheit und Methode : Grundzu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이길우 외 옮김, 『진리와 방법』, 문학동네, 2014, 132 ~ 133쪽.

79) 가다머에 의하면 탈은폐 이전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현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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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독자의 작품에 의한 경험 현실 환기

비평이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특수한 관점에 의한 특수한 내용으로의 독해, 곧 

독자의 작품에 대한 해석텍스트를 만들게 한다고 하였을 때 이 해석텍스트의 내

용은 독자의 삶과 밀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작품을 생산한 작가보다도 독

자의 현실이 작품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만든다. 비평적 자의식을 갖

는 것, 독자가 자신을 비평가로 전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결국 독자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신의 삶에서의 작품이 갖는 기능과 쓰임새에 근거하도록 만드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을 강하게 가질수록 작품은 

더욱 독자에게 가까운 것,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사유의 질료가 되며 그에 

따라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는 독자의 경험 현실이 된다.  

아도르노는 이를 감상자가 작품을 특정한 방향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몰아가

는 추동력인 ‘모멘트(Moment)’80)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작품을 이루고 

있는 문체, 소재, 작가의 삶, 역사적 배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은 서로 다른 중요

성을 가지며 작품의 의미를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하나의 작품 

속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멘트들은 각기 대립하며 

작품의 ‘짜임관계(Konstellation)’81)를 형성한다. 제각기 상이한 모멘트들을 하나

획득한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이다. 실천지로서의 해석학적 지식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석자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초점화되며 작품을 통해서 
“현현되는 것(das Dargestellte)이 어떻게 현현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인식의 근
거가 되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의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김동국, 「진리경험으
로서의 예술경험에 대한 연구 –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7, 11 ~ 13쪽.

80) 동역학에서 ‘물리량’을 의미하는 영어 Moment를 뜻한다. 아도르노의 저서를 번역한 
다수의 옮김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칭하는 맥락에서 모멘트를 ‘욕구’나 ‘의도’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와 달리 문병호는 아도르노가 “예술에 대한 물음을 기본적으로 
동역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점을 들어 이를 영어식 표
현 그대로 모멘트로 옮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아도르노가 직접 자신의 미학 이론
에 대해서 강의하였던 내용을 녹취하여 기록한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역학적인 의
미로서의 ‘욕구’, ‘충동’, ‘방향성’ 등을 포함하는 맥락을 충실히 담기 위하여 그대로 모
멘트로 표현하였다. Adorno. T., Ästhetik(1958/1959), 문병호 옮김, 『미학 강의 Ⅰ』, 
세창출판사, 2014, 337 ~ 338쪽.

81) 짜임관계의 원어는 별자리를 뜻하는 성좌(星座)를 의미하며 일부 번역에서는 성좌라는 
말 그대로 쓰이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번역을 따르고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짜임관계’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아도르노뿐만 아니라 벤야민 역시 예술작
품의 변증법적인 성질에 주목하여 매개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기 위해 짜임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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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작품으로 종합시키는 것은 작품의 구성(Konstrucktion)인데, 작품 속에는 

언제나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는 모멘트들의 역동적인 대립인 긴장관계가 존재한

다. 즉 예술작품은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내부에 모순된 모멘트들이 야기

하는 긴장의 중지 상태이며 “예술작품 자체는 실제로 힘이 움직이는 장(場)이며 

과정”82)이 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한 긴장관계로 종합된 모멘트들은 의미를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끌고 나아가려 하지만 구성의 지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에게 매개되어 있는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로 독자의 독해가 기울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멘트도 감상자에게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으므로 예술

작품은 특정한 방법에 의존하는 감상으로는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83) 

그 결과 작품의 의미는 특정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자가 답을 

찾아야 하는 ‘규정된 부정(die bestimmte Negation)’84)의 형태로서만 인식되는 

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별자리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서만 볼 수 있기에 순간적이며 
완료된 경험이 아니라 과정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또한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한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서로 다른 별들을 이어 하나의 별자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도르노는 개념을 별자리의 알레고리를 통
하여 그것이 고정되지 않는 과정이라는 점과 주체의 적극적인 경험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진용, 「개념적 매개에 대
한 아도르노의 비판과 성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82) Adorno. T., 위의 책, 337쪽. 
83) 오히려 어떠한 모멘트를 다른 것보다 우선한 것으로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역

설적으로 작품의 완벽한 의미의 성취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독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이 본문의 앞에서 다룬 바르트의 독자 선
택적인 독서와 벤야민의 독서 주체의 대상인식으로서의 독서와 이어지는 아도르노의 접
점이다. 이와 같을 때 저자의 죽음과 그로 인한 독자의 지위 부상은 필연적이게 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독자가 무엇을 근거로 작품을 특정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독서하였는
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것이 독자의 자기 자신임, 즉 그의 관심사에의 집중으로 표
명된 정체성임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84) 아도르노에 의하면 이는 예술의 ‘수수께끼적 성질’인데, “예술작품이 무엇인가를 말하
면서 동시에 그것을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감추어진 것을 아도르노는 현실에서 부
재하지만 어떤 ‘부재함’을 알려주는 흔적이라는 뜻인 ‘비존재자(Unwesen)’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는 예술에 의해서 ‘자연’은 현실에 표상되지만 예술 자체가 자연을 형상화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미가 직접적으로 자연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
한다. 그것은 언제나 주체에게 매개된 특유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예술의 수수
께끼적 성질은 자연이 ‘어떻게’ 억압되고 고통 받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연이 그 대상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자연을 고통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는 않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도르노에게 있
어서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인신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미를 종결시키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수수께끼를 푼다는 것은 수수께끼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



- 37 -

것이다. 이처럼 의문으로서의 작품의 의미, 완결되지 않은 형태의 “술부(述部)가 

없는 논리”85)로서의 의미는 감상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유도한다. 

이 개입의 형식이 바로 작품에 대한 참된 감상으로서의 비평이며 아도르노는 비

평가의 역할을 작품에 나타난 규정된 부정의 상황인 의미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한다.86) 이 의문 제시의 근거는 바로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

는 작품 세계가 아니라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고 상기하는 자신의 현실이다. 예

술작품을 이루고 있는 모멘트들이 작품의 생성 시점에 작가가 살았던 구체적인 

시공간이 전제되는 것처럼 작품의 감상 역시 감상자의 시공간을 전제하기 때문이

다. 더욱이 비평가는 작품의 가치를 자신에게 문제시되는 것으로 설정하기에 비평

적인 태도가 전제될수록 작품의 창작 시점에서의 모멘트와는 더욱 먼 거리를 갖

게 된다.87) 결국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자신의 삶이 지닌 문제를 작품의 관점에 

의해서 사유하도록 하는 체계 설정의 역할에 그 가치가 설정된다. 따라서 예술작

품과 감상자가 전제하는 현실의 차이는 예술이 자율성을 갖게 하는데, 이는 예술

의 본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평적인 감상자에게 자신의 현실을 상기시키는 매개

성을 지님으로 인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Adorno. T., Ästhetische Theorie, 홍승용 옮김, 『미학이
론』, 문학과지성사, 2017, 194 ~ 197쪽, 그리고 260쪽.

85) Adorno. T., 앞의 책, 448쪽.
86) 아도르노는 비평이 이와 같은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을 태도로 내면화한 것이라고 보

았는데, 이를 집약시킨 중심 개념이 바로 ‘미메시스(Mimesis)’이다. 작품은 끊임없이 감
상자에게 현실을 상기시키는 매개성을 지님으로 인해서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자율적인 영역, 예술의 자율성을 획득한다. 예술작품의 의미는 그 생산의 순간의 상황
에 의하여 선험적으로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읽는 현재에 독자
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 하에 다시 한번 생산됨으로써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예술작품을 비평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할수록, 예술작품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
어나서 작품에 의한 자기한정의 경험을 강하게 가질수록 감상자의 경험 현실이 정교하
게 결정화된다는 것이 감상자의 ‘능동적인 수동성(passive Aktivitat)’으로서의 미메시
스 개념이다. 

87) 이는 독자의 작품 의미에 대한 완벽한 성취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작품이 독자 사유의 
지속을 유도함으로써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을 통해서 제기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해결 가능한 문제일 경우라면 이
는 독자의 정체성과 결부된 중요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감상을 지속함으
로써 자신의 삶의 문제를 첨예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것, 자발적인 인식의 연속적인 경
험은 자신의 삶이 지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종결시킴 없는 태도를 요청한다. 이것이 예
술작품을 통해서 감상자가 획득하게 되는 일종의 윤리적인 삶의 태도의 성격을 갖게 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dorno. T., Minima Moralia: Reflections from Damaged 
Life, 김유동 옮김, 『미니마 모랄리아』, 도서출판 길, 2016, 41쪽, 74쪽 그리고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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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비평에 의해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술작품을 비평적

으로 감상할 때 감상자의 현실은 언제나 환기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

식을 갖고 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진단하는 것, 작

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장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작품

의 관점은 사실상 독자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작품이 비평에 의하여 경험되는 

것일 때 탈은폐되는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는 독자가 작품의 어떠한 내용

에 주목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떠한 관심사를 갖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

다.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학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작품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성립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은 독서의 과정에서 독자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강하게 결부된 독자의 

현실을 환기할 것을 유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식에 기반한 

작품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정체성을 작품을 근거로 탐구하는 행

위가 된다.

 3)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정의

지금까지 비평적 자의식과 작품 읽기의 관계에 대해서 비평적 자의식이 독서의 

과정에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밝혔다.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서술

적 정체성을 갖고 작품을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변용하게 하며 작품을 자기정립

적인 인식 행위로서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독자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작품을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텍스트의 특성에 따른 독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이 비평적 자의식

에 의한 작품 평가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비평적 자의식이 문학작품

을 독자의 삶에 근거하여 사유할 것을 유도한다면 문학작품의 장르 특성으로서의 

서술형식은 독자에게 특정한 영향을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설이 지닌 서술형식의 특성이 비평적 자의식의 발현으로서의 독자의 자기실현

에 방향성을 갖게 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 문제되는 소설의 특성과 비평적 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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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읽기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자와 소설이 갖는 상호작용의 방

향성에 대한 규명은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소설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소설이 갖는 ‘근대성(modernity)’88)의 개념이다. 문학에서의 근대성은 “끊임

없이 스스로를 찾아나섬으로써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문제 삼고 그 자신

의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문과 믿음으로 자신의 이야기의 주제를 삼고 있는 

문학의 움직임”89)으로 정의된다. 유사하게 유종호는 중세 로만스 이후 근대적 의

미에서의 소설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한 공감의 붕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제각기 찾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특징으로 ⅰ)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을 기본적 구조로 한다는 점 ⅱ) 현실이 인습적인 교육

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 ⅲ) 이와 같은 시사를 통해 

다양성의 폭과 그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을 꼽았다.90) 전(前)근대가 표상하고 있던 

총체성의 세계가 지닌 절대성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개인과 세계의 직접적인 대

면을 그려냄으로써 갈등을 형상화하는 것이 소설의 중심적인 화두인 것이다. 

루카치(Georg Lukacs)의 ‘문제적 개인(problematic individual)’이라는 개념은 

소설의 개인 문제에 대한 장르 본질적인 관심을 잘 나타낸다. 『소설의 이론』에

서 루카치는 외적 현실과 경쟁하는 소설 속 문제적 개인인 주인공의 세계와의 합

치에 대한 좌절된 시도가 곧 소설이라는 문학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와 같

은 구도에서 소설의 구성적 주체로서의 자아는 세계와 불가피한 싸움을 벌이는데, 

“우발적 세계와 문제적 개인은 서로를 조건 짓”91)기 때문에 사실상 자아가 갈등

하는 세계는 자아의 개별성에서 기인한다. 문제적 개인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이 

88) 넓은 의미에서 소설을 단순히 허구적인 이야기로만 설정하여 고대의 신화나 중세의 로
망스도 소설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설은 근대의 산물이
다. 이때의 근대는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는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
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주의의 성립과 시민사회의 형성이 본격화된 18세기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현대소설연
구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26 ~ 31쪽.     

89) Robert. M., Roman des origines et origines du roman,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
원』, 문학과지성사, 2001, 9쪽.

90)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13, 291 ~ 306쪽.
91) Lukacs. G., Die Theorie des Romans,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6, 89쪽.



- 40 -

문제적 개인인 까닭에 불가능한 시도로서의 세계와의 갈등을 포기하지 않는다. 심

지어 “이 싸움이 몹시 절망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더

욱더 절망적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92)는 것이다. 이는 곧 그가 작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까닭에 스스로가 손상되거나 억압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고자 

하는 욕망,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기 때문이다.93) 

소설이 개인의 자기실현 욕구에 대한 타자로서의 세계와 대립하는 갈등의 서사

일 때 소설의 문제적 ‘개인’, 세계와 불화하는 ‘자신’은 누구인지가 중요해진다. 그

것이 소설의 내적 차원에 국한되어 설명된다면 작중 배경 속에서 사건을 경험하

는 인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소설을 비평적으로 읽는 독자, 자신의 욕

망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시키고자하는 독자에게는 인물의 문제가 앞설 수 없다. 

또한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갖는 이 독자가 텍스트와 무관한,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에 위치한 경험 현실의 존재일 수는 없다. 소설의 문제적 개인은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자의식에 의해 읽는 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르트와 벤야민 모두 비평을 논하며 소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특히 인상적이다. 우선 바르트는 ‘소설적인 것(romanesque)’

이라는 개념으로 작품의 고정된 줄거리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는 독자의 자기실현

을 설명한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자신의 현재에 초점을 두고 비평적 자의식을 

지속해서 활성화시키는 읽기로 텍스트를 다시 쓴다면 그 질료가 되는 체계로서의 

소설이 지닌 서사성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을 한정시킨 범주 내에서 새롭게 분열

된 텍스트를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읽기가 독자의 고유한 관심사에 대한 천착으

로 텍스트의 요소를 선별적으로 집중하여 읽음으로써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이는 원래의 텍스트인 소설과는 다른 서사성을 지니게 된다. 텍스트의 

새로움을 통한 즐김 여부의 판단으로 독자에게 다시 써진 텍스트는 장르나 비평

이라는 특수한 체계의 방식으로 구축되는 것이다.94) 그 결과 독자의 텍스트는 활

성화된 자의식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질료로서의 소설이 사라진, 소설을 통한 독

92) Lukacs. G., 앞의 책, 98쪽. 
93)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200쪽.
94) 저자가 서술한 원래의 텍스트가 질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독자의 작품 내용 재구성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독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바르트의 전제가 된다. 
Barthes. R., 앞의 책, 13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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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기실현 완성체로서의 ‘소설 없는 소설적인 것’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 바르트의 주장이다.

유사하게 소설과 독자의 관계를 벤야민은 유관개념인 이야기와 비교하여 독자 

개인의 고립적인 부각으로 파악한다.95) 동화나 전설 등과 같은 이야기와 소설은 

일정한 배경에서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의 서술이라는 서사문학의 특징을 공유하

지만, 소설은 집단 속의 구두로 전승되는 이야기와 달리 그 서술이 온전히 책(문

자)에 의존함으로써만 성립될 수 있다.96) 인쇄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확산된 소설

은 구두 전승에 자발적으로 소외됨으로써 독특한 향유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독자의 고독이다.97) 청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여 화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와는 달리 소설의 독자는 오로지 독자일 따름이다. 이는 소설의 

말미에는 명확하게 ‘끝’이 표현되어 있으며 독자는 소속될 전통이 없기 때문인데, 

소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제로 독자는 자신의 삶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소설이 

형상화하는 시공간으로부터 단절된 독자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

95) 본문의 앞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벤야민의 문예관은 기본적으로 문학이 그것의 생산
관계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말
해 문학 속에 어떠한 의미가 선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문
학이 “한 시대의 문학적 생산관계 내부에서 작품이 갖는 기능”으로 파악될 때 장르는 
문학이 소통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그 서술형식에 근거하게 된다. Benjamin. W., 반성
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16, 371쪽. 

96)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Bd. 1-7, 422 ~ 423쪽.
97)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구두로 제시하는 것은 바르트가 말하는 소설적인 것의 개념

처럼 이야기와 다르다. 마찬가지로 구두로 언술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문자로 정착시켜 
텍스트를 구성하더라도 이는 소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소설
이라고 할 수 없다. 벤야민이 말하는 소설의 특성은 그것이 소통되는 언어 형식의 차이
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각각 청자와 독자라는 구별된 개념을 
요청한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는 집단과 개인이라는 관점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다. 본문에서 루카치 등을 빌려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와 소설의 목표는 전통 속의 편
입에 따른 전승적 조언의 ‘기억’과 전통 외의 고립에 따른 개인적 문제의 ‘환기’인지에 
따른 구분으로서 서사성보다 앞선 장르 특성이 된다. 벤야민은 이야기꾼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소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점점 더 사적인 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만들어낸 형식.

   이야기꾼: 그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마치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이야기할 줄 아는 
듯이 작용한다는 점. 이야기된 모든 것은 그의 전 생애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생애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지”라고 묻는 것은 진정한 청자(聽者)를 사로
잡는 충동이자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메아리이다. 이야기꾼은 삶의 심지를 조용히 타오
르는 이야기의 불꽃 속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자이다.” Benjamin. W., 위의 책, 484 
~ 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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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다만 소설에 의해서 독자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가 인식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설은 독자에게 모범이 되지도, 삶에 대한 조언을 해주지도 않은 채 단

지 독자의 삶을 소설을 바탕으로 심화시켜 바라보게끔 하는 역할만을 지닌다.98) 

이와 같이 소설의 작가와 독자는 이야기의 화자와 청자와 달리 소설을 매개로 ‘타

인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것(das Inkommensurable)’인 각자의 현실을 기반으

로 저마다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회상(Eingedenken, 상기)의 원리에 의존하며 소

설을 쓰는 것, 그리고 읽는 것은 벤야민에게 철저하게 고독한 행위이다. 

이를 근거로 벤야민은 소설에 대한 노발리스(Novalis)의 개념을 빌어 비평가가 

‘참된 독자’99)여야 함을 주장한다. 참된 독자는 확장된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바

탕으로 작품의 구상을 드러내고 그 숨겨진 의도를 실행하는 존재이다. 이때 비평

은 작품을 작가에 의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독자는 후차적으로 자신의 주관

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벤야민이 언급한 비평의 과제는 독자의 주

관에 의한 작품이라는 객관의 규정이 아니라 반대로 객관에 의한 주관의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비평이라는 인식의 체계를 통해 작품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주체가 되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사유의 내적 체계 속에서 대상인 작품을 해소하

는 역할을 갖는다. 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소설의 관점을 통해 바라보

게 할 때 비평은 소설에 형상화된 삶의 문제를 독자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

게 만든다. 결국 소설에 대한 평가는 독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환기의 기능에 대한 것이 되며 이로써 비평은 하나의 창조적인 가치

를 지니고 작품을 통한 독자의 자기인식의 생산, 더 나아가서는 삶의 기술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100) 

98) 이야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며 이야기를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는 즉시 전통의 
연쇄라는 동일한 이야기의 전승 구조에 포함된다. 전승 과정에서 이야기가 변질되더라
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구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의 발생과 전
개, 진행과 결말에 대한 기억(Erinnererung)을 원칙으로 하는 까닭에 집단적 시각에서 
이야기는 체현(體現)된다. 동일한 사건이 함의하는 청자와 화자의 동일한 삶의 문제에 
대한 공유된 시각의 조망은 이야기로 하여금 청자가 활용할 수 있는 조언의 효용을 가
질 수 있게 한다. Benjamin. W., 앞의 책, 423쪽.

99) Benjamin. W., Der Begriff der Kunstkritik in der deutschen Romantik, 108쪽.
100) 벤야민의 비평 개념은 인식의 계기를 포함하지만 그것이 대상을 온전하게 오류 없이 

인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작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유로의 전
개를 내재하고 있다. 벤야민은 괴테에 대한 비평에서 비평을 작품에 대한 지식적인 해
설로서의 주해(Kommentar, 논평)와 평론(critique)으로 나누고 이 둘의 조합이 비평이
어야 할 것을 말한다. 이글턴은 이를 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미학적 감응성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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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비평적 자의식을 자신에게 작품이 

갖는 가치를 평가하는 즐거움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독자의 초인지적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을 때 독자가 어떤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볼 것이고 작품과 관

련하여 어떤 화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가 현재의 읽기에 결부되어 있다면 비평적 

자의식은 고정되거나 완성된 형태로 독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품을 인식하는 문학경험 속에서 탐색되고 갱신되는 읽기의 동기가 된다. 비평은 

이를 위한 인식의 체계를 제공해 주며 독자가 개별적인 작품에서 출발하여 자신

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탐구하는 문제의식적인 사유로 기능하는 것이다.101) 그러

므로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에 집중하여 작품을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특정하게 인

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작품에 대한 특정한 평가를 읽기의 과정 중에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이 작품을 독자에게 더욱 집중된 것으로, 독

자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작품을 변화시킬 때 이미 평가

의 기준은 독자의 개별적인 삶에 대한 문제적인 관점으로 전제된다. 

이와 같을 때 소설은 독자의 비평 체계에서 이뤄지는 삶의 문제의식 탐구에 얼

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

한 독자의 최종적인 평가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화되어 있는 삶에서의 쓰임새, 

즉 기능에 대한 것이다. 이 특정한 평가는 개인의 견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

한적이지만, 동시에 독자가 가장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삶을 근간으로 작품

과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가 소설을 자신이 지닌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사에 집중하여 읽고 평

가함으로써 의미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 주해들을 경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 현상에 위치한 독자(비평가)의 
몫이라는 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벤야민의 비평이론이 작품에서 근거하여 작품을 넘
어서서 문학, 문화 등 거대담론을 파괴하는 혁명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비평이 문학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활용하는 독자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
의 논지와 일치한다. 특히 이글턴은 관련한 대목에서 비평이 근본적으로 감상자의 작품
에 대한 인식 행위라는 벤야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인용 및 검토하며 비평의 전통으로 
‘회귀’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Bd. 1/1 :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최성만 옮김, 『괴테의 친화력』, 도서출판 길, 2012, 50 ~ 51쪽.

   Eagleton. T., Walter Benjamin : or Towards a revolutionary criticism, 김정아 
옮김, 『발터 벤야민 또는 혁명적 비평을 향하여』, 이앤비플러스, 2012, 208 ~ 209쪽 
그리고 218 ~ 219쪽.  

101)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Bd. 1-7,, 544쪽 그리고 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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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

이상의 이론적 전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읽기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비평적 

자의식을 갖고 소설을 읽는 것은 개별 독자에게 유의미한 삶에서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개별적인 평가를 유도한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작품

에 접근하는 문제의식의 수만큼의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며 이로써 소설을 통한 

자기실현이 가능해진다. 여기서는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 근거하여 작품에 대한 다

양한 평가를 파생시키는 원리로서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를 

서술하고자 한다.

비평적 자의식이 구체적인 소설 읽기와 갖는 관계는 앞서 ⅰ)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 확립 ⅱ) 독자의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유도 ⅲ) 독자의 작품에 의한 현

실 환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과

정에서 세 가지 층위에 걸쳐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ⅰ)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 

내용의 선별적인 재구성 ⅱ) 평가 기준의 의식적 조회를 통한 설정 ⅲ) 작품에 대

한 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조정이 그것이다. 먼저 독자가 소설을 즐

김하기 위하여 서술적 정체성을 가질 때 독자는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여 작품 

내용을 선택적으로 읽음으로서 원래의 작품은 분절되고 평가의 대상은 독자에 의

해 재구성된다. 이것이 독자에 의해 자기정립적으로 선별된 대상인식이자 작품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므로 독자는 자신이 인식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인식 기준을 모색하게 된다. 끝으로 소설이 독자에게 자신의 삶의 문

제를 환기시킬 때 독자는 소설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서 반추(反芻)함으로써 자신

의 평가를 정당화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비평적으로 소설을 읽는 독자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사고가 중층적 · 동시적 · 순환적으로 전개된다고 하겠다. 

각 층위에서의 사고가 서로 분절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전제하는 것으로서만 진행

되는 것이다. 먼저 독자가 작품을 인식하는 과정과 독자가 삶을 문제적으로 조망

하는 과정, 작품이 갖는 기능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중층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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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평이 전제하고 있는 평가를 중심으로 비평적 자의식이 활성화되지만 평

가는 독자가 비평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독자의 인식이 반성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전개 순서는 자기인식을 정립하는 순

환성을 가진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의 대상 설정 - 

기준 조회 - 평가 정당화 전체가 비평의 구도에 따라 소설 읽기라는 행위로 구체

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할 때 전제되는 것인 만

큼 모호하지만 독자가 자신을 비평의 주체로 인식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도 하다. 비평을 위한 지적 자원의 학습이나 비평문의 모델링이라는 비평가의 

‘인지적 도제 관계’102) 외의 가능성은 학습 독자와 전문 비평가의 양상이 자아내

는 차이가 현격하더라도 발견되는 원리의 유사성에 있다. 그러므로 비평가의 비평

적 자의식이 나타난 양상을 근거로 원리를 설정함으로써 단일한 읽기 전범이 아

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략적인 실행 원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전문 비평가는 그와 같은 자기인식을 특화시킨 독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비평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존재로 완성된 기준을 통

해 작품을 판정하는 기계적인 비평을 거부한다.103) 때문에 스스로가 비평가라는 

102) 박인기, 「한국 독서문화와 비평적 읽기 : 독서문화의 형성과 비평의 작용」, 『독서연
구』 24, 한국독서학회, 2010, 15 ~ 16쪽.

103) 벤야민은 이와 같은 노력이 구현된 것이 비평이며 이를 위해서 비평문은 하나의 노력
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
평가가 작품을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일체의 미학적 범주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의 구도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평가 대상 설정 주체로서의 인식 의미에 대한 의문 제기

구현 원리 작품 내용의 재구성

평가 기준 설정 독자 삶의 전경화 작품의 기능 확인

구현 원리 평가 기준의 의식적 조회

평가 정당화 비평관의 강화 비평관의 수정

구현 원리 평가 기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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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확고한 전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는 보다 뚜렷한 비평적 자의식을 검출

하기에 용이한 대상이 된다. 이때 전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는 한 편의 완성된 

글이기에 여기서는 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제 글쓰기의 전략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고 해당 부분의 서술이 내포하고 있는 사고의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서술

하였다. 

 1) 작품 재구성을 통한 평가 대상 설정

비평적 자의식을 갖춘 읽기는 독자에게 독자의 삶에 바탕을 둔 쓰기로서의 읽

기이며 이는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에 근거한다. 비평적 자의식을 통해서 독자가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소설은 이를 추동하는 배경을 제공한다는 상호작용이 

전제된 점에서 소설은 비평이 전제될 때 독자의 필연적인 탈중심화가 전제된 발

산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구 서사로서의 소설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방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작품 세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104) 때문

에 작품 의미의 담지체로서의 형상화된 작품 세계는 언제나 독자의 삶을 환기시

키기 때문에 독자에게 올바른 재현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소설은 비재현성을 갖는데, 이처럼 원본이 부재하며 생산된 이미지로서의 텍스트

와 질료로서의 실체가 동일한 독자의 고유한 해석텍스트는 작품에 대한 시뮬라크

르(simulacr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는 자신이 구성한 텍스트가 소설

의 실재로서 인식되는데, 비평적 자의식에 의하여 독자에게는 소설을 읽는 현재에 

반드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에게는 실재보다 

텍스트가 더욱 실재인 것으로 인식되는 파생실재(hyperreal)가 된다. 독자가 텍스

트를 구성하여 의미를 생산하는 비평적 소설 읽기는 적극적으로 ‘시뮬라크르 하는 

회의와 반성에 의하여 자신의 삶에 근거한 사유 속에서 역사철학적인 의미를 생산해 내
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비평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메타적인 체계라는 것이
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비평, 즉 도식적인 미학 범주에 의한 작품 판정이거나 
혹은 기존 미학 범주를 발전시킨 기준에 의한 작품 판정이 아니어야 함은 물론이다. 
Benjamin. W., 앞의 책, 553 ~ 554쪽.      

104) 바르트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평적으로 소설을 읽는 것은 재현을 목적으로 
갖지 않는다. 이를 보드리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가가 구상한 소설의 작중 세계는 
플라톤적 재현 체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실 세계가 이미 형이상학적 본질 세계의 
모방이므로 특정한 원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Baudri-llard. J.,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민음사, 2017,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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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의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선행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반한 재해석 작업을 거쳐 자기표현

으로서의 2차 텍스트를 생성하는 대상인식적인 ‘다시쓰기(rewriting)’105)로서의 

생산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다시쓰기는 바르트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

었던 것처럼 독서의 현재라는 순간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을 띄며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휘발성을 갖는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독자의 고유한 해석텍스트 

생산은 독서의 과정 중에 비평을 기제로 한 독자의 내적 체계 속에 무의식적으로 

서술되는 현재적인 다시쓰기인 것이다. 소설을 다시쓰기함으로써 그 의미는 독자

가 자신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될 때 독자의 반응은 텍스트를 독

자의 안에서 재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갖는다. 

소설에 대한 현재적 다시쓰기로서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의 

자기화를 위한 해석을 포함한다. 소설이 해석의 대상으로 상정될 때 소설의 내용

과 의미라는 복수의 계열이 구성되며 기표로서의 작품 내용은 서로 일대일의 대

응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설의 모든 내용이 전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106)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며 내용 중에서 자신이 새로움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판단

105) 여기서의 ‘다시쓰기’는 기존의 개념을 활용한 일종의 비유로서의 표현이다. 이인화는 
문학교육 내에서 다시쓰기의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독자의 능동적 실천으로서
의 패러디가 다시쓰기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인화의 연
구는 패러디가 지니고 있는 텍스트의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에 큰 축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읽기와 거리가 있다. 앞서 여러 이론가들에 대한 논의를 통
해 주지하였듯이 비평의 개념이 비판에 치우친 것은 비평에 대한 축소된 이해에서 비롯
된다. 따라서 패러디가 독자의 비판적인 의도에서 실행되는 텍스트에 대한 활동임에 비
해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텍스트 생산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 
특별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패러디가 창작을 통
한 학습 독자의 자기표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작품의 보완, 완성의 개념을 
지닌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읽기와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시쓰기에 대
한 박은미의 논의는 독자의 생산을 별도의 창작이나 표현으로 보지 않고 문학의 수용에
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이자 결과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박은미의 경우 독자의 작품 수용 범위
를 보다 확장적으로 규정하여 읽기의 종료 이후 작품의 보다 적극적인 자기화라는 기제
로 다시쓰기를 상정하고 있어 독자에 의한 작품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인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은미, 『한국 현대시의 '다시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06) Deleuze. G., Logique du sens, 이정우 옮김, 『의미의 논리』, 한길사, 2015, 143 ~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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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목을 통해 인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특이점’과 그렇지 않은 ‘보통점’을 통

해서 작품의 의미와 무의미가 선별된다. 작가가 작품에 형상화한 허구 세계를 완

성시키기 위하여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현실에 가까운 것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최소 격차(隔差)의 원리(the principle of minimal departure)’107)에 의

해 능동적으로 소설은 재구성된다. 이때 동일한 서사라고 하더라도 독자마다 특이

점을 집중하여 명제를 분화시키는 방향은 각기 다르다.108) 또한 독자가 내용을 

구성할 때 자신이 특이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기표들은 생략된다. 복수의 특이점의 

연결하는 일련의 기표들은 보통점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독자의 집중을 받지 못하

게 됨으로써 기의를 할당받지 못하는 무의미로 남는다.109) 독자가 평가를 내리는 

대상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설정된다.

  (1) 작품 완성의 주체로서의 인식

비평적 자의식의 가장 뚜렷한 전제이자 특징은 작품을 완성된 상태로 보지 않

으며 비평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서술 주체로서의 인식이다. 

독자가 작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시킬 때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작

품은 작가의 것이며 비평이라는 특징적인 체계를 통해서만 독자의 작품은 완성된

다. 따라서 비평가는 작가가 제시한 소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

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작품을 완성된 상태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

정하는 행위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지 않는다. 소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

영하지 않고 굴절시켜서 표현함으로써 문학성을 획득할 때 그에 대한 비평가의 

독해 역시 작품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허구 세계의 현실 그 자체로’ 인식하지 

107) 이는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의미의 공백을 독자가 자신의 현실에 기반하여 채우게 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작품에 대한 무정부주의적인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독자는 작품과 지니고 있는 시공간의 거리감을 고려하여 최소 격차의 원리가 실행되는 
까닭이다. 번역된 외국 소설을 읽으며 독자가 인물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
지는 않으며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한일관계를 떠올리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앞에서 다뤘던 작품에 의한 규정된 부정으로서의 자기 제한과 유사
한 개념이다. Hernadi. P., 앞의 책, 85 ~ 93쪽.

108) Deleuze. G & Guattari. F., 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2,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3, 155쪽.

109) Deleuze. G & Guattari. F., KAFKA :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이진경 옮
김,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4,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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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110) 소설이 서사의 완결을 위해 상호의존적으로 형성한 작품 요소들과의 

관계가 비평가의 자의식에 의하여 문제제기의 형식으로 재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소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문학적으로 왜곡시켜 표현한다면 

소설의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자의식적으로 조망하여 재구성하는 인식으로

서의 다시쓰기를 하는 주체, 자신이 작품을 사실상 완성시키는 역할을 지닌 존재

라는 확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넘는 의도적 독해를 이어 가 본다. (중략) ‘정념은 민폐’라고 말하는 것과, 

이 과도해 보이기까지 하는 ‘관리’들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일까? (중략) 내 바깥의 명

백한 원인들조차 ‘내 안’으로 수렴해서 혼자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이한 ‘자기의 테크놀

로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추상하자면 결국, 모든 문제를 ‘자기 원인’, ‘자기 책임’

으로 내면화하는 ‘문제적인’ ‘나’에 대한 이야기. (중략) ‘정념은 민폐야’라는 말 속에서, 

‘자유’라는 이념이 개인을 자발적으로 세계 신민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상황의 

역설을 다시 읽는다. (중략) 어쩌면 재현 대상으로서의 세계, 그리고 시스템으로서의 세

계 속에 복속된 실제 삶들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창조해 삶을 

유혹하고 삶이 모방하기를 기대하는 편이 역설적이지만 현실적이다. 이 기대감을 넘어

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소설과 소설 독해를 초과하는 일이다. 다만, 역설의 

일종일지라도, 서사보다 세계보다, 구체적인 ‘삶’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기대감

을 환기하는 것은 여전한 문학의 몫으로 두고 싶다. 

- 김미정, 「서사의 곤경인가, 세계의 곤경인가 – 신자유주의의 통치술과 ‘나’들」111) 

위에 인용된 비평문에서 비평가는 “소년은 왜 ‘정념’을 ‘민폐’라고 말하는 것일

까?”112)라는 한 가지 의문을 집요하게 추궁한다. 이는 김미정이 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주인공인 ‘소년’이 “정념은 민폐”라고 말한 문장 자

체를 자신이 주목할 만한 특이점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비평문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이것이 전체 글의 논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

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사실상 김미정의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서술적 정체성

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킨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김미정은 “정념은 민폐야”라는 

자신의 관심사를 강하게 자극하는 부분적인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110) 권영민, 『권영민 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153 ~ 154쪽.
111) 강조 부분 인용자. 김종훈 외, 『2014년 젊은평론가상 수상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

식, 2014, 117 ~ 144쪽.
112) 김미정, 앞의 글, 앞의 책,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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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유를 전개한다.

비평가의 문제제기적인 사유에서 작가의 지위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자의식을 

우선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서 작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작가의 생각과는 거의 무관하게 결정된다. 작가의 텍

스트와 독자의 텍스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서술 주체에 의해서 서술되며 각

기 다른 내용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 여기에서 김미정이 ‘정념은 민폐’라는 ‘소년’

의 말을 특이점으로 판단한 이유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미정은 ‘정념’과 ‘관리’의 관계를 자신에게 문제시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작품의 

문맥에 비춰보았을 때 원래 의도되지는 않았을 터인 강박적인 위장으로 독해한다. 

작품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집중할 때 《두근두근 내 인생》은 시스템에 복속된 자폐적인 개인의 세계 논리 

내면화라는 특정한 문제 상황을 표출하는 작품으로 재구성된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작품을 읽고 평가하는 독자의 몫이 주장될 때 소설은 본격적으로 작가의 텍

스트와 독자의 텍스트로 분열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것이 작가에 의해서 작품에 설득력이 부족한 채로 구

현되어 있다고 김미정은 인식하고 있는 지점이다. 작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혹

은 작가의 서술에서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작품의 요소가 비평가의 특정한 관점

에 있어서 평가의 중요한 기준에 인식되었을 때 이는 비평가에게 작품의 설득력

이 부족한 지점이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비평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 논리를 내면화한 실제 삶의 재현보다 구체적인 삶의 논

리의 창조를 우선하는 문학의 의미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김미정

이 작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작품을 창

작한 작가와 동일한 위치에서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비평가의 입장에서 읽었

을 때 자의식은 포기되지 않고 오히려 ‘텍스트를 넘는 의도적 독해’를 지속하며 

더욱 활성화된 까닭이다.   

  (2) 작품 의미에 대한 의문 제기

비평가는 작품의 가치가 자신의 평가 이전에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작품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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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텍스트를 생성하고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이 전제된다. 독자가 자신이 서술적 

정체성을 가질 때 소설에 제시된 구성으로서의 짜임관계는 비평가의 주목을 받은 

특이점들의 연결인 다시쓰기로 인해 재구성되며 비평가의 관점에 따라 새로운 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관계에 의하여 작품의 의미는 비평가가 문제 삼는 특정한 

방향으로 초점화되고 작가가 서술한 원래의 구성이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작품 그자체로 비평가에게 인식된다. 비평가는 작품을 다시쓰기함으로써 해석에 

의하여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작품의 의미가 비평가의 삶

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심과 의문의 제기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독자가 비평의 관점을 갖고 작품을 대할 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일단 가치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독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의해서 소설을 인식함으로써 경험적으로 가능한 대상과 이론적으

로 전제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소설을 구분한다. 독자는 이를 대상인

식적인 사유를 통해서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사유는 자신의 불완전한 삶의 

경험에 의해 즉시성을 가지고 생성된 대상과 자신이 투사하는 규범으로서의 작품

의 총체로서 가정된 대상 사이의 긴장 사이를 왕복하게 된다.113) 따라서 실제의 

대상은 독자의 인식 밖에 있으나 대상 자체는 잠정적으로 가치 있을 것으로 독자

에 의해 평가가 간접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비평의 관점을 전제한 독자는 이 간

접적인 평가를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독자가 평가에 의해서 완성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대상, 자신의 삶에 의하여 재구성된 작품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각을 통해 구체화된 세계는 독자에 의해서 특정하게 ‘지각된 세계’이며 독자와 

작품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한다.114) 독자와 작품, 주관과 객관의 긴

장, 삶과 예술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는 지각된 세계에 의하여 독자의 경험 현실의 

113) 이에 대하여 크레이거는 비평가를 ‘내적 개인’이자 ‘시적 자아’로서 작품에 대한 판단
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작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완수하는 주체로 설
정하며 이것이 독자 일반의 역할로 확장되어야 함을 들어 ‘비평가-독자’라는 개념을 제
시한다. 이를 읽기의 모든 맥락에서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이 연구에서 그 개념이 
지니는 긍정적인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였다. Kreiger. M., Theory of Criticism : A 
Tradition and Its System, 윤호병 옮김, 『비평의 이론』, 현대미학사, 2005, 93 ~ 
143쪽. 

114) 이재복, 「지각의 방식과 예술의 형식」,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4(8), 
한국현대문학회, 2014, 237 ~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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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탈은폐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독자는 비평의 대상인 소설을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가치일 것인지 자신의 삶에 근거해서 의문

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설에 의한 탈은폐의 경험을 위

해서는 작품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완성하고 그 의미에 스스로가 의문을 제기하는 

비평적 자의식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작품을 통해 후일담이나 강남 문화를 전시하기 위한 배경으로 등장하곤 했던 

1990년대는 공장이나 탄광에서 죽어라 일만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암울

한 청춘들을 위한 시공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나아가 작품 속 세종파의 절망과 분노를 

낳은 자유주의와 경제주의의 문제는 지금의 시대 현실을 성찰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어느새 1990년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와 폭력의 기원적 시

공으로 새롭게 의미 부여가 된다. 또한 소설 속의 세종파가 제기하는 폭력에 대한 진지

한 성찰의 필요성 역시 간과하기 힘들다. 세종파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 폭력

의 극한을 보여 줬지만, 동시에 독자는 세종파라는 괴물을 보며 그러한 괴물을 만든 구

조적이며 상징적인 폭력의 괴물성 역시 성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

이 이러한 괴물성이야말로 오늘날의 폭력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이다. 『1994년의 어느 

늦은 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지존파라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기에 더욱 구체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 이경재, 「장편소설의 새로운 가능성」115)

인용된 글의 원문에서 이경재는 서두에 2000년대의 장편소설에 대한 다양한 

평론을 검토하여 근대소설이 지니고 있는 시대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근대 

이후의 소설에서는 희미해졌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당대의 전형

적 인물을 통해 시대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대소설이 가진 현실

과의 뚜렷한 연관성이었다면, 그 이후의 소설이 가지는 연관성은 무엇이겠느냐는 

물음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비평가가 읽고 있는 작품이 대상으로 탐구되고 있으

며 동시에 문학과 현실과의 연관성, 다시 말해 문학이 현실에서 갖는 기능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중요한 평가의 초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경재는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유현산의 《1994년의 어느 늦은 밤》이 

두루 회자되었던 지존파 사건이라는 실화에 기반하고 있지만 “엽기적인 소재에 

기댄 흥미 위주의 스릴러”116)가 아닌 것을 각별히 초점화한다. 작품이 실화를 바

115) 강조 부분 인용자. 이경재 외, 『2013년 젊은평론가상 수상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
식, 2013, 21 ~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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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되 스스로의 근간인 사건의 실제 범죄 양상이라는 속성이 축소된 지점

에 대한 주목은 사건의 발생 배경인 1990년대를 주목하게 하여 지존파 사건이 

지닌 특수성을 1990년대의 특수성으로 대체시킨다. 소설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집중이 작품을 인식하는 초점을 역전시켜 1990년대가 지존파 사건에 의해서 설

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존파 사건이 1990년대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이제 

1990년대의 문제, 자유주의와 경제주의가 곧 세종파 사건을 낳은 원인이자 본질

적인 괴물로 부상한다. 지존파 사건은 세종파 사건에 의해 1990년대의 화려한 강

남 문화의 극치로서의 일탈과 광기가 아닌 희망이 없는 세대의 절망과 분노로 새

로이 조명된다.

이와 같은 의문 제기에 의한 초점의 전환은 작품의 의미를 1990년대에 발생한 

지존파 사건의 잔혹함, 요컨대 실화로서 독자에게 흥미를 제공하는 스릴러로 제한

하는 것을 중단시킨다. 문제는 근대 이후의 소설이 얼마나 현실적이냐가 아니라, 

거꾸로 현실이 얼마나 소설적이냐 하는 것에 더욱 가까워진다. 소설이 지니고 있

는 가치가 현실의 모방에서 기인하지 않고 “현실이 얼마나 소설에 의해서 포착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로 새

로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을 때 이경재가 제기한 작품의 평가는 현실을 문학

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현실의 어떠한 성질을 문학에 의해서 조명하고자 하는 

작가의 문제제기적인 시선의 효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1994년의 어느 늦은 

밤》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은 1990년대와 지존파 사건이라는 구체적으로 고

정된 시간을 넘어서게 하며 소설의 의미를 의문화함으로써 1990년대도, 지존파 

사건도, 장편소설도 새로이 재해석한다. 이는 비평가의 현실에도 존재하는 폭력의 

본질적인 괴물성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짐으로써 가치를 증명한다. 이처럼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서술적 정체성은 비평가가 작품을 평가하는데 본격적으로 개입하

는 지점을 의문의 형식으로 포착하여 스스로에게 인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2) 독자 삶에 근거한 평가 기준 조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평가의 구도를 취함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설

116) 이경재 외, 위의 책,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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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독자가 텍스트를 다시쓰기하는 작품 재구성의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동시에 모색된다. 비평적 자의식이 발현되었을 때 독자는 자기정립적으로 대상을 

인식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재구성된 작품에

는 독자의 관심사에서 비롯된 특정한 기대치가 평가의 기준으로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비평이 인식으로 기능함에 따라 이 평가 기준은 독자가 소설을 읽어나가

는 내용이 자신이 주목할 만한 내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회된다. 이를 독자가 작품을 비평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데, 이것은 완성되거나 분명한 형태로, 다시 말해서 읽기의 이전에 이미 결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으로서의 작품이 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증법적으

로 정립되는 것처럼 평가 기준 역시 독서의 과정 중에 점차 명료화되는 양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가깝다. 

리처즈(I. A. Richards)는 『문학비평의 원리』에서 독자의 판단을 진술한 것으

로서의 비평적 진술이 ‘기술적 진술’과 ‘비평적 진술’로 구성되며 비평 대상의 미

적 특징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비평가의 평가적인 감상 경험을 구별한다.117) 여

기서 비평가의 경험을 유발하는 작품의 미적 특징은 작품에 온전히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리처즈는 코울리지의 상상력 개념을 

빌어 예술작품의 자극에 대한 감상자의 충동들 간의 조절과 공동작용이 반응으로

서의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비평)을 야기하며 이것이 예술 경험에 있어서 비평적 

진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예술적 경험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 대상으로서

의 작품을 감상자의 “정신 속에서 분해-확산-분산하여 새로운 통일체를 재창조하

는 것”118)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감상의 과정에서 인식되는 자신의 반응을 통

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적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곧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가하는 작용으로서의 비평에 해당한다.119)

따라서 작품이 비평가 자신에게 가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평적 진술은 비

평가의 주관성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기술적 진술은 개인의 관점에 입각하여 작

117) Richards. I., The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이선주 옮김, 『문학비평의 원
리』, 동인, 2005, 80 ~ 84쪽.

118) Richards. I., 위의 책, 294 ~ 309쪽.
119) Selden. R.,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정정호 외 옮

김, 『현대문학이론』, 경문사, 2014, 69 ~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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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내용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는 곧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반응이 작품의 가치 

일반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평이 진술로서 타당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먼저 작품의 특정한 부분이 가치 있다는 근거에 대한 비평가 자신의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평적으로 작품을 읽는 주체인 독자가 자신의 담론으로서의 비

평을 독서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할 때 자신의 판단이 타당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의 납득 여부가 끊임없이 독자에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독자의 자의식에 의해서 

활성화된 작품 세계가 독자의 삶에 기초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것일 때, 독자는 자

신이 소설을 통해 확장적으로 경험한 삶의 체험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작품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에 의해 비평가는 전율하지만, 거기에 압도되거나 

이를 전적으로 수용 혹은 부정과 같은 단조로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비평적 자의

식에 의하여 비평가는 그와 같은 작품에 의해 자신의 현실이 해석되는 경험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하는데, 형상화된 작품 세계와 독자의 현실이 지닌 간극이 

작품에 의해 교차됨으로써 독자는 기존에 해명하지 못했던 삶의 체험이 작품을 

통해 해석되며 작품 세계와 현실 세계의 종합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품

의 가치에 대한 확장적 탐구는 소설의 관점을 통하여 독자가 자신의 삶을 규정함

으로써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한다. 이 

위치는 독자가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이를 해석하고 난 

이후의 지점이며 이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기준의 조회는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작품의 가치를 그 기능에 근거

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독자 삶의 전경화를 통한 작품 의미화

비평가는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현실을 무화시키지 않는다. 

이는 비평적 자의식이 실제 독자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특수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것이며 비평가의 관심사와 정체성은 현실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은 자신의 현실을 작품 속에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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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독자의 삶은 작품 평가에 있어서 의

미화를 위해 전경화된다. 소설에 의해서 매개된 자신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조회하

고 환기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에 투철하게 몰두하는 행위이다.120)

비평가가 자기정립적인 비평의 사유로 작품을 인식할 때 반성은 직관이 아닌 

개념적인 사유 체계로서의 기능한다. 벤야민에 의하면 체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거할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이 대상의 형식이 개념인 것인데, 비평이 대상에 대한 

인식의 근거를 호출하는 까닭에 이는 구체적인 대상 작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자기규정이며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비평가에 의해 개념에 대한 반성적

인 인식으로 독자의 삶을 반영하여 해석된 작품이 탐구된다. 벤야민은 이를 작품

에 의한 독자의 자의식으로의 ‘침잠(versenkung, 천착, 탐닉)’으로 설명한다. 반성

이 순환적인 체계이며 대상인식에 대한 사유가 언제나 비평가에게 회귀하는 것일 

때 사실상 사유의 주체인 비평가 자신의 사유는 지속적으로 현실에 근거하여 심

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전제하고 활성화하는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소설은 비평가에게 작품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 현실의 재

조명이라는 창조적 반성 행위의 매개체가 된다.121) 

  이를테면 무심코 읽던 소설에서 이런 대사를 발견한다고 치자. 우리는 ‘익숙하게 낯

선’ 이러한 광경에서 기시감을 느끼지 않는다. (중략) 윤고은의 소설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정점에 달한 근미래의 암담한 상황이 종종 등장한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

120) 작품에 대한 독자의 특정한 인식은 독자의 관심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관심사가 탐구되게 만든다. 인식 주체인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사유가 객체인 작품에 
의하여 한정됨으로써 구성되는 인식은 해체적인 의미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뿐이다. 주체와 객체가 지닌 대립적인 성질이 인식 속에서 사실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
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변증법은 벤야민이 『독일 비극의 기원(Der Urspt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에서 제시한 ‘정지된 변증법(Dialektik im Stillstand)’
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벤야민은 변증법의 정지에 의해서 주체의 사유가 중
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침강을 겪기 때문에 인식은 더욱 주체의 관점에서 심화된
다고 보았다. Zima. P., Erkenntnis der Literatur, 김태환 옮김, 『비판적 문학 이론
과 미학』, 문학과지성사, 2000, 62 ~ 66쪽.

121) 이는 예술작품이 본래적으로 창조적 반성 활동의 매개체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가 아니라, 감상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벤야민의 비평이 갖는 특징은 그
것이 어디까지나 방법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고 또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예
술의 본질이나 비평의 특성보다도 감상자의 태도와 실천으로서의 행위가 우선하는 것은 
그러한 까닭이다. 감상자가 비평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술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가
능성으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준다. 이태영, 「발터 벤야
민의 비평이론과 가능성으로서의 예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3), 2018,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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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겪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우의적인 변용이라고나 할까. 그

러나 블랙 유머의 외피를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겪는 현실과 다르

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실감과 비-현실

감, 끔찍한 상상과 지루하게 연속되는 일상의 사건은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의 경계를 허

물면서 뒤섞이고 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되묻게 한다. 우리의 삶이야

말로 웬만한 SF 보다 낯설고 잔혹극보다 끔찍하며 소극(笑劇)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것

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지경까지 몰고 온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문학은 때

로 기이한 지점에서 예언의 역할을 맡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상치 않은 징후는 두 

개의 따옴표(“”“”)가 겹치는 부분이다. 이 대목은 이 글의 ‘들여쓰기’ 표기에 의해 의도

치 않게 세 겹의 인용으로 처리되는 기이한 숙명에 놓여 있다. 거울에 비친 거울상처럼 

허구가 허구를, 현실이 허구를, 허구가 현실을 반영하는 이 복잡 미묘한 구조는 가상과 

실제를 가르는 경계를 해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이소연, 「폐허에서 온 고지(告知) - 4.16 이후, 길 없는 길 위에서 읽은 글들」122)

이소연은 원문의 서두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인 2014년 4월 

16일을 언급하면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이며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낸다. 사건 이후에 읽는 소설들은 이소

연에게 인간과 문학의 관계, 문학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자문하게 한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이후의 문학을 읽은 것과 그에 대한 고민이라는 삶 자체가 하나의 

질료로 전경화된 것이다. 동일한 작품 읽기의 흐름으로 이소연은 재난을 허구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실제 재난에 의해 

파국적으로 끝을 맺는 윤고은의 소설 《밤의 여행자들》을 읽고 현실에서 발생했

던 재난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린다. 물론 《밤의 여행자들》 속의 사건과 현실의 

사건은 동일하지 않으며 그렇게 뚜렷한 대입으로 읽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환기한 이소연은 소설 속에서 재난이 시스템 속에 일부로 

위치해 있으며 문명의 기저에 자리한 자본주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둘 사이의 알레고리를 발견한다. 

이때 알레고리를 발견하는 이소연의 독특한 읽기 방식이 주목을 요한다. 이소

연은 작품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특징적인 들여쓰기 표기로서의 두 개의 따옴

표에 집중한다. 이는 소설 속에 삽입된 이야기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이지만 작품

의 특정한 대목에 서술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마찬가

122) 강조 부분 인용자. 고봉준 외, 『2015년 젊은평론가상 수상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
식, 2015, 146 ~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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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이소연의 삶 속에서 《밤의 여행자들》은 이소연이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문제의식으로서의 시스템에 의한 재난에서 문학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고민을 환

기시키고 사유하게 하는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을 때 이소연이 작

품을 자신의 관점에 의하여 인식하는 기준은 곧 작품이 그와 같은 관점의 확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되며 이것이 곧 작품의 평가 기

준으로 조회된다. 작품 읽기의 과정에서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전경화된 자신의 

삶이 작품의 인식과 평가를 전개하는 관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평적 자의식의 작용으로 이소연은 《밤의 여행자들》에 대하여 허

구와 현실의 경계를 해체하는 삶에서의 문학의 기능에 부합하는 작품이 되며 ‘블

랙 유머’라는 평가를 내린다. 허구인 소설이 실제인 현실의 왜곡된 상으로서 블랙 

유머로 기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구를 해석하고자 하는 비평적 자의식은 비평가의 경험 현실을 적극적으로 환기

하게 만든다. 이는 문학이 현실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

으로 현실을 문학에 반영하였을 때 보다 다양하고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의미가 생

산되기 때문이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자신의 삶을 전경화함으로써 획득되는 것

은 현실의 결과물인 작품에 대한 명징한 파악이라기보다는 작품에 의한 해석의 

결과물로서 현실에 대한 비평가의 새롭게 탈은폐된 인식에 해당한다.  

  (2) 작품의 기능 확인을 통한 기준 인식

앞서 언급한 여러 이론가들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시피 비평적 자의식 중심

의 소설 읽기는 변증법적 사유 체계를 전제로 한다. 소설이 지닌 작품과 독자 현

실 매개성의 형식이 비평가의 작품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접근을 방지함으로써 비

평가의 개입은 장려된다. 그 결과 사유가 전개되는 연속적인 과정의 단계들은 서

로 맞물려서 연계되어 있으며 비평가의 경험 현실은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때문에 

비평가의 삶에 의해 모색된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비평가로 하여금 작품이 삶

에서 갖는 기능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사유할 것을 유도한다.123) 자신의 삶 속에

123) 특히 변증법의 구도에서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논의할 경우 이런 확장적인 경향은 보
다 심화된 형태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우저와 루카치의 대담을 옮긴 다음의 논
저를 참고할 수 있다. 반성완, 『변증법적 미학에 이르는 길』, 문학과 비평사, 199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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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학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조회되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앞서 전경화된 삶에서 비평가가 작품을 선별한 인식 기준이 

되는 자신의 문제의식이 작품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독자의 

삶이 비평적으로 소설을 인식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경화됨으로써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소설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해석학적 경험이 된다. 이

와 같이 비평가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는 

소설에서 문학이 사회학, 철학, 미학 등 제반 분야와 다른 고유한 영역을 발견한

다. 이때 문학의 고유 영역은 그 개념적인 본질에 의해서 비평가에게 인식되는 것

이 아니라 현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현실 속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의

하여 모색된다. 

  ‘쓰고 싶다’는 욕망과 ‘그만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비명”같은 글쓰기를 이어 나

가는 작가와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읽는 행위만으로도 외부 세계의 더러움

으로부터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경계한 채 이 지난한 독서를 끝까지 이어 나

가야 할 것이다. 어떤 장편 소설은 읽는다는 행위를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체험

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그 불만족스러운 체험이 오히려 문학의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한다. 다른 누구에 비해 나는 조금도 아름답지 않다. 전혀 깨끗하지도 않다. 박솔뫼의 

소설을 끝까지 읽은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수치에 노출된다. 그 부끄러운 얼굴로 사랑

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수치의 나라’를 떠돌다 결국 ‘사랑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

게 된다면, 읽는 일의 불만족을 끝끝내 감내한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

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 만족스러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두꺼운 책을 앞에 두고 

불만족과 만족, 불가능과 가능을 오가는 우리의 ‘읽기’는 끝까지 계속되어야만 한다. 

- 조연정, 「왜 끝까지 읽는가 – 최근 장편 소설에 대한 단상들」124)  

이 글에서 조연정은 서사의 부재, 개연성의 부족, 총체적 인식의 결여와 같은 

최근 장편 소설이 보이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근대의 합

리적 이성과 시간 의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불

안으로 연결한다. 이와 같은 장편 소설 개념 자체의 성립이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조연정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장편 소설을, 문학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지를 생각하며 장편 소설 읽기의 지난함을 언급하며 읽기와 자신의 삶이 지닌 문

쪽, 49쪽, 그리고 129쪽.
124) 강조 부분 인용자. 김종훈 외, 『2014년 젊은평론가상 수상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

식, 2014,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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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등치시킨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이 독자의 만족을 위하여 삶에서 이뤄지는 

하나의 행위일 때 읽는다는 것이 지니는 불완전함이 삶이 갖는 불완전함과 조응

하며 삶에 대한 문제적 시선으로 고찰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읽기가 곧 삶의 문제로 치환됨에 따라 계속 읽는 것이 계속해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짐으로써 질문의 비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

답이 성급한 낙관론이나 당위적인 일반론에 귀결되지 않은 것은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끈기어린 사유에서 비롯된다.  

문학 및 문학 읽기에 대하여 계속 고민해 보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삶과 살기에 있어서 “오히려 문학의 가능성을 증명”125)하는 것이듯 삶의 가능성

을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삶 자체와 살기의 가능성임을 희망적으로 조망하며 

문학의 의의를 신중하게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비평에 의한 개념 정립으로서

의 인식이 비평가의 삶에 대한 ‘진단(Clinique)’으로 나아간 것이다.126) 이와 같은 

문학과 인생에 대한 조망이 박솔뫼의 소설이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수치를 감각하

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삶에서의 작품 기능 확인이라

고 할 수 있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통한 작품의 기능 확인은 사실상 작품을 자

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작품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독자의 사유에 해당한다. 작품이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만 인식되며 가치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때 삶과 작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이와 같은 사유

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는 비평가가 작품을 비평하는 일은 그것이 직업으로서의 

이유이기 이전에 작품을 비평적으로 고찰하는 일, 작품을 비평적으로 읽음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인 것이다.127) 이로써 비평적 자의식 중심

125) 김종훈 외, 앞의 책, 같은 쪽.
126) 들뢰즈는 비평에 의해 정립된 대상인식적인 개념들이 비평가의 삶에 대한 진단적 지

식으로 전환됨을 들어 문학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비평이 환기하는 인식 근거로서의 기
준은 독자의 삶의 문제를 조망하게 하며 이에 따라 작품과 삶이 매개된다. 이때 지식화
한 개념에 의해서 해석되지 못한 소여 부분이 비평가의 지속적인 사유에 의해서 해명되
고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삶의 다른 문제로 남게 된다. 지식이 대상과 주체의 총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유를 연속적으로 전개시키고자 함에 따라 비평적으로 문학을 읽음으로
써 인식 · 해명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연속적으로 제시한
다. 이는 비평(Critique)이 지닌 비평가의 삶에 대한 진단(Clinique)적인 성질이라는 것
이 들뢰즈의 주장이다. Deleuze. G., Critique et Clinique, 김현수 옮김, 『비평과 진
단』, 인간사랑, 2000, 25 ~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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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설 읽기는 독자가 문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설정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을 추동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3)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한 평가 정당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로 형성되는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고유

한 것이며 독자의 삶에 근거한 작품의 개별적인 해석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

가 평가한 작품을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한 하나의 상(像, image)이라고 할 수 있

으며 독자가 작품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통해 작품을 해체하여 생

성시킨 자신만의 해석이다. 이 해석의 성질은 들뢰즈(Gilles Deleuze)의 ‘소수성

(minority)’128)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들뢰즈가 설명하는 소수성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ⅰ) 다수언어의 소수적 사용으로 인한 언어의 탈영토화

(deterritorization) ⅱ) 개인적인 것의 정치화 ⅲ)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가 그것

이다.129) 독자의 작품 해석은 비평을 기제로 평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지

만, 그것은 인식 대상인 소설의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작품에 대한 

자기인식 결과이다. 따라서 이때의 해석은 원래 작품의 의도와 기능에서 이탈한 

것으로 독자의 관점에 특화된 제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의 평가에 내재된 

해석은 의미의 근원이자 기성 언어로서 권력을 지닌 다수성을 지닌 작품을 자기

127) 바르트와 벤야민에 대한 단락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비평가의 역할을 문학에 대한 전
문성에 두지 않고 자기 삶의 태도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만 전문
성을 갖는) 전문적인 아마추어’로서의 비평가가 지니는 특징이다. 이글턴은 이와 같은 
낭만주의 비평이 오히려 비평의 ‘전통적인’ 역할이며 문학연구의 일종으로 전문성을 전
제한 비평은 자본주의와 정치권력에 의해 비롯된 근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더 나아
가 아마추어적인 비평으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이 회귀는 문학이 대학의 강단을 벗어난 
대중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존재하는 현대의 문학현상을 고려했을 때 복고적인 경향은 
아니라는 것이 그 논지이다. 이 연구에서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비판하
고 있는 문학연구와의 지나친 유사성, 전문 비평가를 모델로 한 학습 독자의 답습이라
는 점에서 이글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Eagleton. T. & Jameson. 
F., Function of Criticism, 유희석 옮김, 『비평의 기능』, 제3문학사, 1991.

128) 들뢰즈가 말하는 소수성은 다수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절대적인 양적 수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소유 여부를 통해서 구분된다. 소수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다수적인’이란 ‘지배적인’ 내지 ‘주류적
인’이고, 언제나 권력이 함축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소수적인 것은 그 지배적인 것에서 
다수적인 것의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Deleuze. G & Guattari. F., KAFKA :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43쪽. 

129) Deleuze. G & Guattari. F., 위의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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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욕망으로 자기화하는 독자의 ‘언어의 소수적 사용(Minor Use of the 

Language)’130)의 결과물인 것이다. 

비평적 자의식이 독자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작품을 인

식하고 평가하게끔 할 때 독자가 작품을 비평적으로 읽고 있는 상황 역시 중요한 

현실의 구성 요소이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지닌 평가 구도는 비평

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통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에 의한 공동체

와의 관계 맺음이 전제된 읽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평이 반성적 사유행위이면서

도 이것이 개인의 내적 경험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전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131) 이때 독자가 전제하는 해석공동체에 대한 공적 · 사회적 소통으로서

의 실천인 비평은 다른 구성원들이 생산한 담론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따라서 비

평이 상호 경쟁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속성을 갖게 되므로 소통을 전제하고 있는 

독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함으로써 비평적 자의식을 중심으로 소

설을 읽는 과정을 유지시켜온 동력으로서의 욕망, 자기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그 결과 독자는 소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정당화함으로써 평가의 생

성을 완료하고 공동체에 개입하고자 한다.132)

이와 같을 때 평가의 정당화는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자신의 해석

에 대한 조정, 그와 같은 해석을 낳게 한 인식 기준으로서의 평가 기준을 조정하

여 확정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는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읽기 과정 중에 지속적으

로 조회된 독자의 평가 기준이 구체적인 작품에 조응하여 설정되기 때문이며 사

130) 언어의 소수적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언어의 ‘다수적’ 사
용이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과장된 은유 등을 통해 현실을 미화시키려 한다면, ‘소수적’ 
사용은 어휘가 빈약하고, 문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그
리며, 반항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정호, 추재욱 엮음, 『들뢰즈 철학
과 예술을 말하다 : 횡단과 탈주의 스토리텔링』, 도서출판 동인, 2015, 496쪽.

131) 도정일은 이처럼 비평이 사회 속에서 통용됨으로써 사회에 인문학적 가치를 성찰하게
끔 유도하는 것을 ‘비평의 인문학’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한다. 이때 도정일은 사회 속
에서의 비평이 인문학적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반성적 사유로 기능
함을 들어 그 가치를 제시한다. 비평이 본질적으로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적인 반성적 
사유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정한 지향점이 설정된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학의 
책임을 도정일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공감을 중심으로 형성
된 ‘느낌의 공동체’이며 문학이 느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비평의 인문학이 성립한다는 것이 도정일의 논지이다. 도정일 · 박광성, 「‘비평의 인문
학’을 위하여」, 『작가세계』 2016년 봄호, 작가세계, 2016, 24 ~ 26쪽.

132) 김미혜, 앞의 글,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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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 단계에서 독자의 평가 기준은 독자 자신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 기준의 조정에 있어서는 작품과 관련된 내 · 외적 사실에 대한 지

식이 우선시되지 않는다. 평가 대상과 기준이 독자에게서 비롯됨으로써 비평이 작

품의 독자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수행성을 바탕으로 정의될 때 문제시되는 것은 

독자가 얼마나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면밀히 조회하고 평가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충실하게 조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된다.133)

  (1) 평가 기준의 강화를 통한 정당화

비평가는 자신의 작품 평가 기준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비평적 읽기의 

과정 중에 능숙하게 이를 조회하는 독자이다. 비평가는 과학적인 객관성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 문학작품의 가치가 평가될 수 없음을 이해하며 평가에 있어서 개인

의 경험과 양식, 이론적 선호 등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134) 오히려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평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비평이 애초에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취향의 

응집체 혹은 결과물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평가의 활

성화된 자의식은 작가와 대등하거나 혹은 보다 우위의 입장에 스스로를 위치시키

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소설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시키는 조정의 양상을 야

기하기도 한다.    

  최근 장편 소설들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점 교차와 연대기적인 서술의 방식은 이러한 

기록적 서사에서 일부 파생된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사실적 기록과 문학적 

허구의 긴장 속에 다양하게 상반되는 요소들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장편 소설의 실질적 

생산 과정은 장르 자체의 탄력성과 유효성을 여전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략) 아

쉬운 점은 이러한 폭력과 착취의 반복,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분열된 내면의 

이야기가 소설의 후반부에서 같은 강도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소설의 공간이 광주에서 

다시 새정지로 옮겨 가면서 ‘오일팔 또라이’에 얽힌 고통스러운 현재적 사연들은 ‘노래 

부르는 여자’와 분열된 기억들의 상징성을 반복하는 형식적 장치에 압도되는 문제를 보

인다. (중략) 이러한 형식적 장치의 반복성에 대한 비판적 논평은 광주 이후의 삶은 과

연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서사적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와 현재, 꿈

133) 도정일, 「비평은 무슨 일을 하는가?」, 『문학동네』 22(3), 문학동네, 2015, 1 ~ 9쪽.
134) 도정일,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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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실을 가로지르는 인물들의 다양한 사연과 분열된 목소리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언어의 성채에 구멍을 내고자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닿아야 할 것은 현실과의 대

면이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빗속으로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가뭇없이 

사라”(259면)지는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또 다른 ‘오월 이야기’의 과제

를 암시하는 듯하다. 

- 백지연, 「역사를 호명하는 장편 소설」135) 

인용된 백지연의 위 비평문은 최근 장편 소설들의 특수한 경향으로 ‘시점 교차

와 연대기적 서술의 방식’을 들며 그 의의를 장편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지닌 

사실과 허구의 결합과 연결 짓고 있다. 이는 백지연이 비평적 자의식을 갖고 공선

옥의 소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읽기에서 작품 내부의 짜임관계

를 파악하는 중요한 특이점이다. 이때 실제로 벌어진 사건으로서의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의 평가의 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

며 평가의 과정에서 비평가는 자신의 평가 기준을 분명하게 조회하여 확인한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에 직접적으로 서술된 등장인물들의 비극적인 삶이 

환기하는 현실의 5.18 민주화운동의 이미지는 시대와 연동하는 장편 소설이 갖는 

기록으로서의 지위를 적실하게 살린 대목으로 꼽히며 백지연의 기준과 부합하여 

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비평가의 평가에서 자신의 기준과 일치하는 것만이 강화에 기여하는 것

은 아니다. 활성화된 비평적 자의식은 장편 소설을 단지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기

록으로 보는 것을 부정한다. 소설이라는 형식이 갖는 기법의 반복과 충실함이 역

설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닐 수 있는 현실의 변화 양상에 대한 수용 능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136) 작품의 내용이 시대적 변화를 탐지

하고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소설의 형식 역시 강도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이

를 민감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백지연의 진단이다. 요컨대 내용과 형

식의 상호작용이 작품의 평가 기준으로 내세워진 것인데, 애초에 백지연이 제시하

였던 ‘사실적 기록과 문학적 허구의 긴장’이라는 장편 소설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 

견지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장편 소설

135) 강조 부분 인용자. 이경수 외, 『2016년 젊은평론가상 수상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
식, 2016, 95 ~ 104쪽.

136) 김치수, 『김치수 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148 ~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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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과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긴장이 후반부에서 형식의 강박에 의해 역설적으

로 소멸하였다는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을 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작품의 미흡한 

지점, 평가를 낮추는 지점 역시 비평가에게는 자신의 평가 기준을 강화시키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비평가는 문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 대

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별 작품을 비평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비평가가 문학 

비평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문학이 갖는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평가 

기준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의 수정을 통한 정당화

비평적 자의식이 전제될 때 비평가의 문제의식은 경험 현실에서 발현되지만 구

체성에 국한되지 않고 시공간을 넘나들며 확장된다. 이는 작품의 문제적 상황에 

의해서 인식되는 인간과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편성을 갖기도 하기 때문인데, 

비평적 자의식은 이를 호출함으로써 자신의 평가 기준을 수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평가는 주관적 감상의 절대화가 아니라 작품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의 깊이와 밀

도에 대하여 자신이 내린 평가의 당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실을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평가는 자신이 소설을 통해 경험한 문제의

식의 확장으로 작품을 감상한 경험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작품에 대해서 내린 평

가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지점이 거꾸로 해명되거나 확장된 가능성이 조망되는 것

인데, 기존의 특이점에 의해 집중되지 않았던 보통점에 대한 인식과 해명까지 이

뤄지면서 비평가는 작품에 대해서 폭넓은 인식을 갖게 된다.137) 이와 같은 새롭

137)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기존 개념에 대한 재평가와 재개념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비평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독자가 비평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비평가가 문학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근거를 빈번하게 발견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열규의 다
음과 같은 발언을 들 수 있겠다. 김열규는 우연성이 두드러지는 조선조 소설을 근대 이
후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개연성 개념의 발전 이전의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던 기존 문
학사에 반론을 재기하며 인생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우연성을 조선조 소설이 삶에 
대한 환상과 꿈의 긍정적인 가치로 제시하였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김열규는 본인
이 내린 작품에 대한 비평적 견해를 바탕으로 조선조 소설을 재평가하며 나아가서는 한
국문학의 개념을 재개념화하여 우연의 세계와 대비되는 인과의 세계로서의 소설에 대한 
문학공동체의 견해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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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획득된 작품에 대한 인식은 작품이 비평가 자신의 삶에서 갖는 기능이 확장된 

것이며 기존의 평가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반영된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파견의 의미가 흥미롭다. 국어사전이 일종

의 규정이나 규범으로서 그 일반적 의미를 정의하다면, 인터넷 검색은 더 현재적인 의미

에서 사회적 소통의 장에서 구체화된 의미를 지시한다. ‘다음’의 검색에서 ‘파견’의 연관 

검색어는 ‘파견의 품격’, ‘파견직’,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이며 ‘불법 파견’에 관한 지식 

검색, ‘파견’ 노무법인의 업체 링크, 또는 각종 파견 업체 사이트 링크가 뒤따른다. 정리

하자면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임지로 보내는”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되지만, 그것

은 이미 죽은 언어이며 현실의 문맥에서 파견은 ‘비정규직’, ‘아웃소싱’의 동의어로 통용

된다. 국어사전의 ‘파견’과 검색어의 ‘파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중략) 편혜영

의 ‘파견’은 이 중 어떤 맥락 속에 있을까? (중략) 파견은 낯선 임지로 이동하는 것이지

만 곧 익숙한 동일성으로 복귀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의 연속이다. 그러나 또한 이 파견자

들은 파견지의 불안에 시달리며 그 안에서 소멸하거나(<산책>), 혹은 원근무지로 돌아가

는 길 위에서 불안과 공포로 멈춰 선다(<크림색 소파의 방>). 일상의 동일성을 반복하는 

폐쇄적 원환 구조와, 파견지와 길 위에서 마주친 불길하고 낯선 타자들, 이것은 이를테면 

사전어와 검색어 사이의 균열이며 알레고리와 구체적 현실성 사이의 균열이다. 

- 서영인, 「문학의 빈곤과 전환의 상상력」138) 

이 글에서 서영인은 편혜영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파견’이라는 키워드를 

특이점으로 인식하고 흥미롭게 관찰한다. 등장인물들의 삶의 한 부분에서 소설로 

형상화된 특정 시기를 집약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파견’은 그들

의 삶에 의하여 사전적인 의미에서 설명되지 못한다. 서영인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의 ‘파견’이 얼마나 현실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문학이 현실에 대한 구체

적인 관심을 통해 얼마나 ‘파견’을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는지를 읽어낸다. 이를 

통해서 문학이 현실의 균열을 보여줌으로써 개념과 현실의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

   “그다음에 또 하나 우연을, 예컨대 한국문학사의 상당한 수가 조선조 소설의 우연을 얼
마나 깔보고 능멸하고 업신여겨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코인시
던스(coincidence), 컨티전시(contigency), 그런 것들이 문학작품에서 무시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우연의 연속이고, 우연일수록 필연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우리들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것을. (중략) 그래 가지고 환상을 깔보고, 꿈을 깔보
고, 그러면 그런 식의 환상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그따위가, 그 너절한 것들이 어떻게 
사라져 가는가를, 그러면서 근대사의 기점을 자랑스럽게 위로 가져가려고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화론이고 이른바 발전주의 사관입니다.” 김열규, 『김열규 평론선집』, 지
식을만드는지식, 2015, 265 ~ 266쪽. 

138) 강조 부분 인용자. 이경재 외, 앞의 책, 109 ~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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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문학이 독자로 하여금 그 거리를 가늠케 한다는 것을 말한다. 추상화된 개념

과 이론이 보여주지 못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맥을 문학이 보여주는 것

에 대한 독해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서의 문학을 규정함이 아니다. 이

는 문학의 고유한 영역을 특유의 표현이 빚는 “감각과 인식의 재배치”139)에서 찾

는 서영인의 독자적인 평가 기준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읽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근거로, 문학연구의 읽기

가 현실을 설명한 이론을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명징한 작품의 의미를 드러

내고자 할 때, 비평적인 읽기는 반대로 현실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해한다. 작품

을 통해서 이해된 현실은 비평가의 시선에 의해 재평가 받으며 ‘균열’이 포착되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현실을 탈주시키는 비평적 자의

식에 의해 소설을 읽은 서영인에게 ‘파견’은 사전적 의미에서 출발하지만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사전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파견’은 편혜영의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밀착한 ‘일상의 동일성을 반복하는 폐쇄적 원환 구조와, 

파견지와 길 위에서 마주친 불길하고 낯선 타자들’을 전제한 의미로 수정된다.

비평가가 자신의 기준을 수정하는 방식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작품이 갖는 기능

을 확장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점은 분명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평가는 

자신의 기준을 근거로 현실을 재단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작품이 현실에 대한 직

접적인 반영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문학의 본질보다 작품의 기능이 우선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의 갱신은 그 자체 관점의 예각화에 가치를 

갖는다. 비평가에게 문학과 현실은 둘 사이의 접점에서 평가 기준을 통해서 조응

하며 그와 같은 상호작용에서 기능을 갖기 까닭이다.

3.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교육적 의의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스스로를 평가의 

139) 서영인, 앞의 글,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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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비평적 자의식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것은 자신을 

비평가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춘 읽기이며 작품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자신의 고유

한 반응을 주목하는 읽기이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작품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전문 비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독자, 학습 독자가 교육을 통하여 비평적 자의식

을 갖게끔 하는 것이 지니는 가치는 비평이 문학교육에서 갖는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에 대한 메타담론으로서의 비평은 주로 문학연구자들

에 의해서 생산되어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이 소통을 전담하다시피 하여 활성화

되었으나, 평가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의 강조가 대중으로부터 비평을 유리시켜 비

평의 고사(枯死)를 야기하였음도 사실이다. 단일한 평가 기준에 의한 경험 현실의 

무화는 불가능하며 독자 개인의 삶은 포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기표현의 욕구를 실현시킨다면 독자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 자신을 표현한다. 더욱이 총체성 상실 이후의 인간과 세계의 서사인 소설은 작

품외적 자아의 개입을 통해 성립되며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특수한 성질인 비동

일성(non-identity)140)이 소설에 상존할 때 다양한 생각의 공존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소설이 파생하는 서로 다른 견해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도덕

(moral)의 문제가 발생할 때 학습 독자가 비평을 매개로 이 관계 설정의 주체가 

되는 것에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을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읽는 것이 독자의 삶에서 근거한 의미 있는 평가 

행위일 때 그에 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언급 역시 독자의 삶을 바탕으로 설명

되어야 할 것이다. 

 1) 문학경험의 질적 고양

문학작품을 비평적으로 읽는 것은 비평적 자의식의 통어에 의해 진행되며 이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이다.141) 이와 같을 때 비평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라는 

140) 비동일성은 아도르노에게는 비동일성의 성질을 지닌 존재이자 개별적인 것을 뜻하는 
‘비동일자(das Nichtidentische)’로 표현되었으며 들뢰즈에게는 존재를 구별하고 규정
하는 ‘차이(différence)’ 그 자체로 설명되었다. 여기서는 각 이론가들이 언급한 정의 
중에서 공통된 성질인 ‘개인의 고유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41) 김윤식, 『김윤식의 소설 현장비평』, 문학사상사, 1997, 89 ~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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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 비평가의 주관성에 기반한 다양한 쟁점의 도출로 확장되

는 것을 비평가의 자의식이 진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작품 해소로서 비평의 완성

이라고 볼 수 있다.142)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독자의 읽기는 작품과 독자의 상호

연관으로서 비평이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의 수행(遂行, performance)143)적 성격

을 갖게 한다.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는 감상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감상자가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문학경험에 있어

서는 더욱 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스 페컴(Morse Peckham)은 비평의 성격을 수행으로 규정하며 이와 같은 성

질을 설명한다.144) 행동 과학의 분류에 의하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행

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적합한 원안(protocol)과 일치하는 행동인 ‘행위(action)’, 

그리고 그러한 원안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란 뜻인 ‘수행(performance)’이 그것

이다. 행위와 수행은 동일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며 

그 적절성이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는 원안으로서의 상황

에서 이와 일치하는 행동은 작품을 읽고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

상이 단순히 나열된 글자를 읽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에 그칠 경

우 이것이 경험의 차원에서 구성될 수 없다. 문학경험은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자

의 인식 노력과 의미 부여라는 문자 인식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반응적 성질을 

내포해야만 한다. 

독자가 자신의 평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작품과 적극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하게 되며 적극적인 감상으로서의 비평이 기능

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지니는 가

치와 그와 더불어 소설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문학의 사회적 효용보다 문학에 대

한 개인적 감각과 표현을 문제 삼는 ‘문학의 개인화’145)가 두드러지는 현대에 독

142) 유성호, 「[심사평] 비평적 자의식의 진화」, 『서정시학』 22(2), 2012, 83 ~ 84쪽. 
143)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폴 헤르나디가 엮은 책의 원문에서는 ‘연행(連行)’으로 서술

되었지만 문학교육 내에서 ‘performance’를 ‘수행’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기에 여
기에 맞춰 수행으로 옮겼다.  

144) Hernadi. P., 앞의 책, 71 ~ 75쪽. 
145) 이를 지적한 이재복은 근대문학의 이데올로기 편향성과 90년대 이후 문학에서 두드

러지는 탈이데올로기 편향성 양자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문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고 평가하며 공적 감성과 사적 감성의 회복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2000년대의 한국 
문학에 대한 진단에서 문학의 탈이데올로기 편향성이 개인적 감각의 중시라는 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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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가 주체로서의 설정은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문학에 초월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서 문학교육의 가치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

라 독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문학의 가치 있음을 실감하고146) 이것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 때147) 가치 있는 문학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석공동체 확장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의 관점에 입각한 작품의 인식으로서의 

해석을 산출하며 여기에는 비평이라는 행위를 통한 타자와의 소통이 전제되어 있

다. 독자는 자기실현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 해석공동체와 소통하며 타인의 읽기

에 개입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작품 평가 속에 내재된 해석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때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독자의 인식 기준이자 비평 대상을 바라보

는 방식이며 좀 더 폭넓게는 비평가가 비평 대상을 포함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이다.148) 독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지니고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평가 역

시 다양한데, 여기에는 작품에 대한 각자의 고유한 관점에 근거한 해석이 전제되

어 있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 해석을 갖는 것은 해석

공동체에 개입하는 근거를 생성하는 행위가 된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독자마다 

다양하지만 제도로서의 문학의 역할과 기능에 의거하여 비평의 목적이 비평가들

에 의해 공유되므로 평가의 전반적인 합의가 가능해진다. 현대비평이 달성하려는 

개인화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문학의 개인화가 극복되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청된다. 그러나 거대 담론의 논리에서 문학이 
이탈하는 흐름이 현대문학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연구
는 문학의 개인화에 대하여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이재복, 『현대문학의 흐름과 전망』, 작가, 2004.
   홍용희 외, 『2000년대 한국의 젊은 비평』,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15 ~ 17쪽.
146) 구인환 외, 앞의 책, 196쪽.
147) 문학을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고정한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

다’는 정의와 문학의 현실적인 가변성을 염두에 둔 ‘문학은 언어로 형상화된 체험의 소
통이다’는 정의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문학을 ‘언어로 형상화된 가치 있는 체험의 소통’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구인환 외, 앞의 책, 85 ~ 
86쪽.

148) Tyson. L., Critical Theory Today, 윤동구 옮김,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26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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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범박하게 표현했을 때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인간상을 

모색하는 것”149)이다. 이처럼 문학 및 비평의 역할과 의의를 상호간에 전제한 해

석공동체의 담론의 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가 공존하면서도 동일한 

행위상의 목표에 의하여 작품의 가치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는 해석공동체 속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경쟁 관계에서 각 담론은 상호 논증(demonstration)과 설득(persuasion)의 세

부 관계를 형성한다.150) 개별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가 결과인 진(眞)의 사실로 

판명되는 진술을 도출하기 위한 논증으로서의 비평 담론은 서로의 판단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가며 상호 논증하고 “그것과 상충하는 다수의 실제 또는 가능한 발화

들을 허위로서 거부”151)하면서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고 시도한다. 

이와 같은 역동성을 갖춘 것이 해석공동체의 성질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작품에 대한 평가, 그 평가에 내재된 작품의 해석은 학습 

독자의 고유한 삶에 기인하고 있으며 작품을 읽는 현재에 초점화된 것이기에 완

벽하지 않으며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제한성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현재에 글을 읽는 모든 독자 나름의 견해를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떠한 독자의 평가도 완벽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개별 독자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것으로서의 평가는 해석공동체의 존중과 참여에 의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긍정의 방식이 서로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소통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평가 주체의 복수화를 통한 해석의 

복수화는 해석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작품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경쟁하며 소통되는 건강한 역동성을 낳는 동력이 될 수 있다.

 3) 문학적 태도 함양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스스로를 작품의 가치를 고민하는 비평가로 인식하는 

하나의 태도이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을 갖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도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149) 이명재, 앞의 책, 28쪽.
150) Hernadi. P., 앞의 책, 53 ~ 61쪽. 
151) Hernadi. P., 앞의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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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ⅰ)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포함 

ⅱ) 지속적인 심리적 경향 ⅲ) 학습이나 경험의 결과로서 형성됨이 그것이다.152) 

이를 문학교육의 장 안에서 다뤄질 때에 한정하여 문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문학적 태도는 문학교육의 상위 개념인 국어교육이 교육 내용을 지식, 경

험, 수행, 태도로 거시적으로 구분한 이래153) 많은 연구자들이 그 실체를 규명하

고자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창원(2013)154)은 문학 능력의 차원에서 문학적 

태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문학에 대한 능동적 · 적극적인 태도 및 가치관’으

로 범박하게 설명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학습 독자의 문학 자체에 대한 태도

인 ‘문학 태도’를 포함하여 문학을 통한 삶의 긍정적 변화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고유한 해석과 의미구성이라는 자발적 감응을 바탕으로 인식의 변화를 통한 인격

의 고양을 목표로 하는 문학적 사고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155) 

문학작품을 읽는 것의 의미가 독자에게 쾌락이나 교훈으로 필요에 의한 우상화

(偶像化)된 차원에 그친다면 문학은 학습자에게 효용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상품

으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며 문학을 접하는 경험은 단순한 향락에의 소비 경험

으로 물화(物化)된다. 이와는 반대로 독자의 삶 속에서 문학의 가치를 그 기능에 

의거하여 고민하는 사유가 전개될 때 문학작품이 학습 독자의 삶을 해석하는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문학경험이 될 수 있다. 비평적 자의식을 갖는 것은 

비평가적인 태도를 전제하는 것이며 이 비평의 목적은 독자 자신의 삶에 의거한 

작품의 가치 해명에 있다. 이는 독자가 스스로 작품의 가치에 자문자답하는 과정

을 전제하는데, 문학경험의 지속과 질적 고양을 통해서 학습 독자는 자신과 세계

라는 삶을 조망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을 갖는 것은 문학을 통해 삶을 사유하는 것으로서 

삶에 대한 비평적 태도와 동일하다. 특히 성장기의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자신

의 삶에 근거하여 해석한 소설의 가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바탕으로 자

신의 삶과 정체성을 함께 사유하게 된다.156)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이 완성되는 

152) 하근희, 「문학 교육에서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 초등에서의 서사 텍스트를 중심으
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53) 김대행, 앞의 글.
154) 김창원, 「문학교육학 및 문학교육의 방법론 검토 : "문학 능력"의 관점에서 본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학의 철학과 방향」,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155) 구인환 외, 앞의 책,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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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중단되지 않고 비평적으로 소설을 읽는 모든 경험에 의해서 다시금 조회

되듯이 학습 독자의 정체성 역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56) 정체성이 개인의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일 때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사
회문화적인 요소들에 근거한 삶의 성찰은 스스로의 인생사에 대한 조망이기도 하다. 특
히 김근영의 다음 연구에서는 에릭슨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바탕으로 서
술적 정체성이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갖는 가치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김근영,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연구의 대안적 접근: 서술적 정체성 발달」, 『청소년학연
구』 19(3), 2012, 90 ~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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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양상

이 장에서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한 수업의 결과를 통해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 대한 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학습 독자가 평가를 인식하고 있을 때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서 소설을 읽는지의 여부와 앞서 원리를 서술하면서 분석하였던 전문 비평가

들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비평

가들과 학습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교육에서 비평적 소설 읽기를 어떻

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Ⅳ장의 기

본적인 전제를 설명해 주는 의의가 있다.

학습 독자들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양상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에 

앞서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한 수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 

수업은 전체 수업의 구도와 진행의 근간이 된 1차 수업을 바탕으로 한다.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적인 수업은 1차 수업에서 있었던 한계점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수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157) 

먼저 교수자는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위하여 연구자 외에 문학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2명의 해당 학교 교사를 선정하였으며 직접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구

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6개 학급의 기존 수업 담당 교사를 초청하여 수업 배경에

서부터 설계와 실행, 비평적 감상문을 토대로 한 비평적 자의식의 해석 과정 전체

에 걸쳐서 의견과 조언을 반영하고자 하였다.158) 이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

157) 1차 수업 이후의 수업이 지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론의 <표 2. 수업 개요>에 서술
하였다.

158) 이와 같은 둘 이상의 실험자를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의 실험 구상을 통하여 실
험의 설계와 진행, 해석에 있어서 신빙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실험에서는 연
구 전체의 목표와 실험 의도를 상세히 알고 있고 특정 결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연
구자의 선호를 최대한 지양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었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의도하지 않은 유도 진술을 배제함으로써 학습 독자들의 삶의 경험을 
자유롭게 반영하여 감상문을 작성하는 것이 실험을 통한 의의의 증명에 필요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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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읽기 교육의 실제 교육적 의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기획하고 설계하

여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연구자 외의 일선 문학교육 현장의 조력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의 학습 독자들과 사전에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학습 독자들이 작성한 감상문에서 비평적 자의식의 전개를 

확인하여 분석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교수자들 

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수업에 대한 정보 공

유 및 수업 설계에 도움을 받았다. 사전협의에서 교수자들은 먼저 이 연구의 목표

와 의의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념 및 배경 이론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수업의 세부 일정 및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상 학습 독자들의 일반적 

· 특수적인 정보와 현재까지 해당 학교의 문학교육 현황 및 지향점, 기타 고려 사

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율하였다.

수업의 실행은 해당 학교의 국어과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학습 제재인 《우상

의 눈물》159) 실제 수업의 시수인 총 5차시 중 마지막 4, 5차시를 각각 1차시, 2

차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차시에서 학습 독자들은 다음 차시인 2차시에 작

성하게 될 비평적 감상문을 위한 사전 안내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시

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시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자신이 직접 소설

의 평가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160) 이에 따라 학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신규철, 『질적 연구의 이해와 
접근』, 글로벌콘텐츠, 2014, 93 ~ 94쪽. 

159) 이 연구의 비평적 감상문의 대상이 되는 작품인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의 개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인 주인공 ‘유대’는 학급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기표’
와 그의 일당들인 ‘재수파’에 의하여 린치를 당한다. 평소 기표를 학급의 문제아라고 생
각하고 있던 ‘담임선생’은 유대를 충동하여 기표를 학급에서 얌전하게 만드는 것을 계
획하지만 유대는 이에 반대한다. 담임선생은 유대 대신 학급의 반장인 ‘형우’를 통해 기
표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삐뚤어져버린, 동정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전락시킨
다. 폭력과 공포로 군림하면서 악의 화신과도 같았던 기표는 이에 반발하지만 담임선생
과 형우의 연이은 공작으로 아이들의 동정에 의해 수줍음 많은 불쌍한 학생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결국 기표는 학급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내성적인 학생이 됨으로써 
담임선생과 형우는 기표를 축출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유대는 이를 기표의 물리적인 
폭력과는 다른 종류의 정신적인 폭력으로 느끼며 또 다른 공포에 전율한다. 점차 기표
에 대한 학급의 인조된 미담이 학교 밖으로 널리 알려져 영화사에서 기표에 대한 영화
를 만들 계획까지 진행되자 기표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편지를 남기고 잠적해버리며 소설은 끝난다.     

160) 이와 같은 인식을 유도한 것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비평적으로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태도의 형성과 변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교육의 이전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답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인지하게 하여 메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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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독자들은 작품을 감상한 다음 자신의 감정 정의해보기, 작품에 별점 평가 및 

한줄 평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161) 학습지 활동 작성을 종료한 이후

에는 학급에서 지원자를 포함하여 5명 내외의 학습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성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 교수자들은 학습 독자들이 자신이 

직접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학습 독자들의 발표

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차이가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들이 비평이 지닌 소통의 구도를 인식하고 학급 규모의 해석공동

체에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음 차시인 2차시 수업에서 학습 독자들은 이전 차시의 활동 내용에 대한 상

기를 바탕으로 비평적 감상문을 작성하였다.162) 이때 감상문은 학습 독자들이 작

품 자체에 대한 평가 주체의 위치에서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에 주

안점을 둘 수 있도록 비평적 감상문임을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제공하였다. 아울러 

학습 독자들은 비평적 감상문이 단순한 호불호의 판단이나 감정적 반응으로 귀결

되지 않도록 실험자들의 지도를 통해 작품이 촉발한 사유를 지속시킬 것을 요구

적 성찰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홍
영일,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위한 교수 원리 탐색 및 전략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61) 해당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학습지의 구체적인 발문은 다음과 같다.

1. 《우상의 눈물》을 읽고 느낀 감정을 한 단어/문장으로 정의해 보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

어 봅시다.

○ 나의 감정:

○ 그 이유:

2. 《우상의 눈물》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별점과 한줄 평으로 남겨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해 봅시다.

○ 나의 별점: ☆☆☆☆☆ (5개 만점 ex: 3개 ★★★☆☆)

○ 한줄 평: 

○ 이유:

162) 해당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학습지의 구체적인 발문은 다음과 같다.

《우상의 눈물》에 대한 비평적 감상문

○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상의 눈물》에 대한 비평적 감상문을 작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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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비평적 감상문의 작성에는 구성이나 분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하여 학습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최대한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배하였으며 작성 시 유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만 제공

하였다. 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쓸 것 ⅱ) 내용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쓸 

것 ⅲ)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쓸 것이라는 세 가지 사항만을 제공함으로써 학

습 독자들이 진솔한 생각을 적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외의 교수자의 참여는 원칙적

으로 배제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독자들에게 교수

자들은 해당 활동이 정답이 있는 활동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관점을 통

해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부담감을 

가지지 말 것을 지도하였다. 작성 이후에는 이전 차시와 마찬가지로 학습 독자들 

중에서 지원자를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

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들이 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봄으로써 독자의 삶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통용될 때 가치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끔 하였다.

이상의 수업을 통해서 확보한 비평적 감상문에 대한 분석은 앞서 전문 비평가

의 비평 텍스트에서 도출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와의 유사성

을 근거로 하였다. 비평적 자의식이 자신에게 작품이 갖는 가치를 평가하는 즐거

움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독자의 초인지적 의식일 때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소설을 근거로 탐구하여 작품이 

지니는 기능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특징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소설을 읽었다면 비평적 자의식이 구

체적인 읽기에서 보이는 영향, 즉 ⅰ) 서술적 정체성의 확립 ⅱ) 자기정립적인 대

상인식 ⅲ) 작품에 의한 경험 현실 환기를 보여야 한다.

분석 결과 학습 독자들은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양상인 ⅰ) 작품 

재구성 ⅱ) 평가 기준 조회 ⅲ) 평가 정당화를 상당 부분 전문 비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상은 학습 독자들의 실제 감상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여 분석 내용의 증명을 의도하였다.163) 아울러 비평적 

163) 사례로서 제시된 학습 독자들의 비평적 감상문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원칙을 두
되, 분량 관계상 부분 인용만 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편집의 경우 의미 전달의 용이
함을 위하여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같은 사소한 오기를 바로잡고 맥락상 의도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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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양상에서 발견된 한계적 사례를 추가로 서술하여 교육 

설계에 있어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계 양상에 대한 교육적 처치에 대해

서는 이 장에서 분석한 성공적인 사례의 양상을 참조하여 다음 Ⅳ장에서 본격적

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1. 학습 독자의 작품 재구성 양상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가장 첫 번째 층위인 작품 재구성은 독자가 

서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작품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자신의 삶에 기초하

여 작품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들의 비평적 감상문의 분석에

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재구성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문 비평가에 비해 

작품 완성의 주체로서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학습 독자들은 

소설을 읽는 것을 학습 혹은 취미 활동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인식하는 경

향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작품의 판정이나 소비로 소설 읽기의 양상이 굳어져 있

었다. 특히 자신이 작품을 평가하는 주체라는 것, 즉 비평가로서의 자신을 전제하

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습 독자들도 더러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갖고 비평을 하는 비평가와는 달리 읽기 대상이 되는 작품 선정이 자유

롭지 못하고 학교라는 공간과 수업의 일환이라는 특성이 학습 독자의 읽기 자율

성을 상당부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164) 

이 분명한 탈자에 대한 괄호 처리하여 수정만을 가하였다.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 
내용의 경우에는 문맥 상 중복되는 내용을 압축하고 표현은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
데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용어나 비속어, 은어 등을 연구논문의 취지와 양식에 맞추어 
표준어나 일반어로 순화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조정만을 거쳐서 인용하였다. 아울러 학
습 독자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자신의 진솔한 삶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
를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그대로 노출할 수는 없으므로 학습 독자의 익명성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구문은 최대한 피해서 인용하였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당한 일
반 명사 중에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나 문장으로 대체하거나 중간 생략 혹은 공백처리로
서의 ‘00’ 표시 등을 하여 해당 비평적 감상문의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수정하였
다. 아울러 인용된 비평적 감상문은 검증실험 차시, 작품명, 실험을 진행한 학급, 실제 
이름 익명화에 따라 ‘<1-우-1-㉮>’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164) 박영민은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이 행위에 선결함을 통해 읽기 동기가 읽기의 시작은 



- 7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자의식이 확립하는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은 학습 독

자에게 작품의 재구성을 촉발시킨다. 이는 평가의 구도가 전제되었을 때 주체의 

적극적인 대상인식, 다시 말해 작품 해석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유도되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습 독자들이 작품을 재구성하는 양상은 크게 인물 중심의 

재구성, 학습 독자 과거 경험 해석, 그리고 상호텍스트적인 확장 세 가지로 구분

된다.165) 각각의 경우에 학습 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작품에서 핵심적이라고 판

단한 내용을 통해서 작품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삶과 유기적

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학습 독자가 서술적 정체

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작품을 보다 자신의 삶에 초점화시키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는 것인데, 재구성이 작중 인물이 아니라 독자의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이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작품을 

탈중심적으로 확장시키는 경우에는 서술적 정체성이 극대화된 경우로 평가된다. 

 1) 작중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

학습 독자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중심인물 혹은 감정을 이입하거나 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양상은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이

는 서술적 정체성이 비교적 약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 재구성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인물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기본적으로 인물이 겪는 사건을 서술한 

물론 그 지속과 강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한다. 박영민의 설명에 의하면 읽기 
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 인정-중요성, 읽기 효능감, 흥미, 몰입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
며 이를 독려하기 위한 학습 독자의 자율성 보장이 읽기 동기의 침식을 방지하여 읽기 
동기 신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학습 독자가 자신의 읽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행위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동인(動因)이 침식되며 이는 읽기의 과정 중은 물론 
이후의 읽기에 기반한 후속 활동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문에서 언급
하고 있는 것은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의 자발적인 포기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것이 비평적 자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으
로서 학습 독자의 한계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박영민 외, 앞의 글, 203 ~ 205쪽.

165) 이와 같은 구분이 명백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 독자들
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유사한 경험과 비교
하여 이를 해석하거나 소설 혹은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사건이나 구성을 활용하여 이와 
비슷한 서사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특정 인물을 선택하기도 하였으며 세 가지 양상이 
모두 이뤄진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여기서는 서술적 정체성의 강화에 따라 두드러지는 
양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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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독자가 평가를 위해 작품에 형상화된 대상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특정 

인물의 입장에 위치해 봄으로써 용이해진다.166) 때문에 인물은 작가가 작품을 통

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초점화시켜 표현하기에 유용한 소설의 장치임과 동시

에 독자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편리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재구성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그 자체로 인식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물의 시점으로 대

상세계를 관찰할 때 인물이 겪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의 적실한 인상은 그가 

느끼는 감정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독자가 선택하는 특정한 인물은 독자의 

관심사를 조망하는 인물로서 독자가 자신의 관심사로 작품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작품에서 문제시되는 세계의 문제가 인물의 시점을 통해서 전달될 

때 학습 독자가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를 중심으로 소설의 내용을 재구성하

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관을 환기하는 데에 있어서 유효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은 다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니깐 감정이 이입된 소설은 지금까지 적었다. 소

설을 읽으면서 감정 없이 그냥 문자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소설에서 

내가 이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표이기 때문에 기표 중심으로 소설의 모든 상황들이 받

아들여졌다. (중략) 사회의 개미만큼의 일부의 상황에서일지라도 내가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내 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이 나를 억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체

계적인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은 없을 것 같다. 그 개인이 선량한 자신이든 범죄

를 저지른 사람이든 간에. 그 개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두려움을 극대화시킨

다. 

- <1-우-1-㉳>

형우의 행동을 보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사

회도 그러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형우의 행위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행위를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

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이중적인 것처럼 느껴졌고, 나 또한 말로만 선을 주장하는 

건 아닐까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다. 기표가 부린 폭력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했기에 어

쩔 수 없었지만 형우의 행위는 분명 나쁜 행위였다. 하지만 문학은 현실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실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소설의 결말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도 소설을 읽으며 각자 자

166) 정은주, 「현실을 반영하는 인물시점과 감정이입 미학의 소설교육 -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을 중심으로 -」, 『교원교육』 34(4), 2018, 83 ~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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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악해지고 싶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

다. 

- <1-우-8-㉶>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양상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독자가 어떤 인물을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인물로 선택하였는가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서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시각을 전제할 때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재구성되

며 그에 따라 학습 독자가 생성해낸 작품의 의미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위의 

두 학습 독자는 각각 ‘기표’와 ‘형우’라는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두 인물

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때 학습 독자가 작품의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의문은 재구성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1-우-1-㉳> 학습 독자는 기표에 감정이입하여 그를 ‘체계적인 권력에 

희생당한 개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소설의 내용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권력의 부

당한 폭력에 대한 것이며 학습 독자는 자신이 권력에 의해 억압되는 것을 간접적

으로 체험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조망하고 있다. 

이때 학습 독자는 작품을 통해 “체계적인 권력은 항상 정당한 것인가?”라는 형태

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상의 눈물》은 권력이 지니고 있는 개

인에 대한 배제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나타난다. 

반면 <1-우-8-㉶> 학습 독자는 기표와 반목하여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형우의 행위가 ‘나쁜 행위’이며 이에 따라 ‘씁쓸한 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학습 독자는 <1-우-1-㉳> 

학습 독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서를 가능케 하는 체계와 그 체계를 옹호하는 

권력이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나 정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

나 <1-우-8-㉶> 학습 독자는 기표의 악행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거기에 희

생되는 다른 개인들을 상기하며 체제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이때 학습 독자에 의해 작품의 의미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가 완

전할 수 있는가?”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문학은 현실의 거울’이라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환기한다. 이에 따

라 《우상의 눈물》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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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는 가치를 갖게 된다. 

나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기표의 기분은 현재 어떨까?” 학급원, 선생님들이 기

표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재수파 무리들조차). 기표는 컨닝페이

퍼를 원했을까? 남이 사준 체육복을 입고 싶었을까? 형우가 폭행죄들에 대해 말하지 

않길 원했을까? 재수파들이 가난한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주길 원했을까? 영

화가 만들어지길 원했을까? 사실 기표는 어느 하나 자신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중략) 나 또한 타인에게 괜한 참견을 했던 적이 있던가? 선명히 기억은 안 나

지만 분명 있었을 것이다. 위선적이었을지도 모르는 내 태도에 조금 구역질이 나려고 

한다. 

- <4-우-3-㉴>

명백히 저지른 잘못으로 사람들인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속단하며, 오로지 시선이 나

에게 꽂히는 감정은 이렇다 표현할 길이 없다. 내가 저지른 잘못만큼이나 명백히 두려

운 감정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로 짓누르는 느낌. 기표는 명백히 두려웠을 것

이다. 나는 기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기표는 떠난 그 당시 혹은 얼마 지나

지 않아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생에게 학교를 떠난다는 생

각은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중략) 나의 성격이 먼저 그러한 것인지, 생각이 부족했던 

것인지 나는 평소처럼 말을 끝없이 더듬었다. 끝없이 관중의 눈치를 보는 것은 우울로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기표의 벌점은 몇 점이었을지 생각했다. 기표는 그

때의 나처럼 우울했을까?  

- <1-우-6-㉰>

특정 인물 중심 재구성양상에서 동일한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하였더

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해 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학습 독자

는 모두 소설의 중심적인 등장인물을 ‘기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소설을 읽었다. 동일한 인물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하더라도 학습 독자가 주목하는 

내용의 특이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습 독자가 구성한 소설의 내용은 달

라진다. <4-우-3-㉮>의 학습 독자는 인물을 ‘타인의 무례한 친절에 상처받은 존

재’로 해석하고 있으며 <1-우-6-㉰>의 학습 독자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죄책

감을 느끼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중심인물의 갈등이 외부에 위치한 동의 

없는 친절을 가장한 폭력인지 혹은 내부의 죄의식과 이에 따른 고통인지 두 학습 

독자가 파악한 내용에 따라 다른 재구성 양상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 독자

가 제기하는 의미에 대한 의문 역시 분화되는데, 원치 않는 친절을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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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친절의 양면성에 대한 성찰과 자신의 잘

못을 질시하는 타인의 시선에 따른 부정적 감정에 대한 성찰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 양상의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소설

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감정이입이 인물과 독자의 동화로서의 동일

시(identification)에 따른 공감적 자기화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다. 이는 비평적 자

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구도 안에서는 감정이입이 인물을 비롯한 작품의 긍정

적 수용 혹은 윤리적 차원의 공감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167) 앞서 풀

레의 비평적 자의식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서술하였다시피 독자의 자의식이 활성

화되는 비평을 기제로 하였을 때 독자는 인물을 위시한 작가의 사유에 스스로를 

대입하여 동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평은 언제나 그 시선을 독자 자신의 문제로 

회귀하게 하는 것이다.168) 평가의 시선이 보다 확고하게 견지되고 있는, 다시 말

해 서술적 정체성이 보다 분명한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서는 이처럼 자신

의 삶 속에서 작품을 재구성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물을 중심으

로 작품을 재구성하지만 인물이 겪은 작품 속의 사건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소설

을 통해 환기된 자신의 관심사를 보다 강하게 환기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내용을 

확대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기표에게 너무나도 무서웠던 건 어떤 것이

었을까? 타인들로 인해 스스로가 부정되고, 다른 모습의 내가 강요되었을 때 아닐까 싶

다.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했

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기에 기표도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중략) 내겐 나

도 모르게 나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사회에서 요구되는 나를 부정하는 건 끝없이 나의 삶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반복되어질 것이다. 《우상의 눈물》을 읽으며 앞으로 내가 짊어지게 될 또 다른 ‘나’를 

167) 특히 공감에서 동일시로 포섭하지 못하는 독자의 반응에 대하여 조현일은 기존 문학
교육이 윤리성에 지나치게 천착하여 소설 읽기에서 공감의 문제를 다소 획일적으로 규
정하였던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소설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사건과 그에 조
응하는 학습 독자 현실의 윤리적 판단의 문제는 물론 중요한 작품의 평가 종류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획일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앞선 본문의 내용에서 
서술하였다. 조현일, 「미적 향유를 위한 소설교육 -감정이입과 미적 공체험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459 ~ 460쪽.

168) 이처럼 독자 자신의 문제로의 회귀를 풀레는 비평을 인식하고 있는 독자가 작품의 질
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다시쓰기의 성질과 유
사한 점을 짚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Poulet. G., 앞의 책, 430 ~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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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보게 되었다. 부정해야만 하는 ‘나’도 나의 일부인 것인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 <4-우-1-㉮>

위의 학습 독자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재구

성을 통해 자신에게 유의미한 자문을 생성해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때 작품

의 내용을 인물에 의한 인물 자신의 부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학습 독자는 인물

이 실제 겪은 내적 갈등을 소설 속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내적 갈등에 비춰서 해석한 것이다. 이는 <4-우-3-㉮>, <1-우-6-㉰> 앞의 두 

학습 독자가 개인과 대립하는 세계라는 소설의 구도를 전제하고 인물의 갈등을 

자아내게 했던 것을 폭력적인 친절, 타인의 비판적인 시선 등과 같은 자아 외적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심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에 

대한 공감 혹은 동일시보다 이 학습 독자에게 문제시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감정

을 자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적인 차원의 해명이다. 비평이 인식의 기

제가 되었을 때 감각은 인식을 위한 정보의 수집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169) 이에 

따라 학습 독자는 자기긍정 혹은 자기회의와 같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

는 작품으로서 《우상의 눈물》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4-우-1-㉮> 

학습 독자에게 평가하는 대상은 작가가 생성해낸 텍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구성의 차원에서 도출된 해석텍스트가 된다. 

2) 경험 해석을 위한 조응으로서의 재구성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 외에 두드러지는 양상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

신에게 환기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재구성하는 경우이다. 감정

이입과 경험 환기는 유사하게 발생하며 구분되지 않거나 심지어 동시적으로 표현

169) 벤야민은 감각의 이와 같은 활용을 통해 독자에 의한 작품의 내용에 대한 감각이 칸
트와 피히테에 근거하여 비평의 반성적 정립 활동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파악하고 있다. 
칸트가 대상의 인식에 있어서 지식의 창조성이 감각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 반면, 피히
테는 자아가 인식을 통해 발현되는 것을 인식하는 반성적인 운동이 감각에서 발생한다
고 보고 있다. 벤야민은 이 둘을 종합하여 절대적인 사유 체계로서의 주체의 반성적 인
식을 정의하고 있다. Benjamin. W., Der Begriff der Kunstkritik in der deutschen 
Romantik, 47 ~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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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지만 이 둘은 대체로 서로 다른 재구성의 양상을 보인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입의 경우 공감과 연민 등과 같은 

정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반면, 학습 독자 과거 경험 해석은 이전에는 불분명했

던 자신의 경험이 소설이 환기하는 문제의식에 의하여 새롭게 조명되는 인지적인 

깨달음의 특징을 보인다.170) 따라서 소설에 형상화된 구체성은 축소되는 반면 서

사의 내용적인 요소들은 학습 독자의 과거 경험에 최대한 가깝거나 동일한 것으

로 재구성된다. 이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에 비해서 보다 독자 자신을 

중심으로 소설을 파악하는 것이며 한층 강하게 확립된 서술적 정체성에 의한 것

이라고 하겠다. 

내가 초등학교 때 행실도 좋고 맨날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고 반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아이가 있었다. 그 친구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다녔는데 항상 우리

들 사이에서는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였다. 그 친구가 뒤에서 몰래 누군가를 

정해 나쁜 소문을 낸 다음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

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다시 왕따 당한 아이에게 잘해주면서 우리 무리로 데리고 왔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에게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었고 그 친구 중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시 한번 깨달았다. 그 친구는 형우와 같이 매우 교활하고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아이

였다. 

- <1-우-8-㉵>

생활기록부 고작 몇 줄을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바꾸고 또한 바른 학생처럼 보이려

고 노력한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 이야기 속 형우의 

반 친구들, 즉 형우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아이들과 내가 다를 바가 거의 없어 보인다. 

도덕적이지 않고 경쟁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 작품을 

교과서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보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들의 사회를 

보이지 않는 형우와 담임선생님이 조종하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수많은 ‘기표’가 생긴다

170) 아도르노는 이를 ‘이디오진크라지(Idiosynkrasi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원어는 배
설물이나 혐오체, 기형 등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주치면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말초적인 
불쾌와 혐오의 대상에 대하여 움츠러드는 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다소 은유적이지만 아
도르노에 의해 예술작품에 의하여 계몽과 교양의 이름아래 배제된 “고통을 표현하고, 
억압을 고발하며, 이질적이고 낯선 것을 들춰내고, 언어를 빼앗긴 것의 언어”에 대한 
감상자의 새로운 인식에 대한 전율적 반응으로 사용된다. 박구용, 「예술의 종말과 자율
성」, 『사회와 철학』 12,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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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기표 같은 인물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불안감과 스트

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 

- <1-우-11-㉰>

위의 두 비평적 감상문은 경험 해석을 위한 작품 내용의 재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학습 독자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설을 읽으며 기존에는 해명하지 못했던 경험의 의미를 소설의 관점을 빌려 고

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1-우-8-㉵> 학습 독자의 경우 《우상의 눈물》과 유사

한 인물과 만난 과거의 경험을, <1-우-11-㉰> 학습 독자는 《우상의 눈물》이 

형상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학습 독자의 현실 경험을 적극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작품을 각기 다르게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소설의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생성되

는 작품의 의미는 두 학습 독자들에게 각각 명확한 과거와 매시간 과거화(化)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의문이 학습 독자로 하여

금 과거 경험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소설을 읽은 문학경험에 의하여 제기

됨으로써 소설 읽기의 의미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1-우

-8-㉵> 학습 독자는 소설을 읽는 것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깨달

음을, <1-우-11-㉰> 학습 독자는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소설에 의하여 특정화

된 시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힌다. 학습 독자의 소설에 

의한 경험 현실의 재해석과 탈은폐의 전율적인 인식이 작품 내용 재구성을 통해

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곳,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전학을 오기 전 동네에는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 꽤 있었다. 내 친구 중에서도 체험학습에 갈 돈이 없어서 지원받는 애도 있었

고, 기초수급자여서 나라에서 지원 받는 애들도 있었다. 걔네는 나랑 친했기 때문에 나

에게 자기 형편을 말했지만, 남에게 알려지는 건 죽어도 싫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기표가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한 것이 왠지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정형

편이 드러나 두렵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표가 반항의 상징인 ‘담배’를 고흐 

초상화 뒤에 숨겨두었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고흐는 기표를 상징하지 않을

까, 라는 의문이 든다. 고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으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

고 귀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 결국 자살했는데 기표도 보면 가난하였으나 사람들

은 도와주지 않았고 폭력, 담배 등 일탈을 하다 결국 가출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마지

막에 고흐처럼 기표도 자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1-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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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기표’를 만난다. 강인하고 어딘가 역동적인 맹수같은, 작

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또래와 무리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는 존

재. 그 대상의 행동이 옳건 옳지 않건 그 기에 눌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가까이 하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는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하

게 만드는, 그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 안에서 그 ‘기표’는 절대 쓰러지지도 약

해지지도 않는 하나의 우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도 중학교시절 기표를 만났다. (중략) 

다만 나의 그 기표는 부당한 군림자이자 한편으론 닮고 싶은 애증의 대상이었다. 이 소

설을 읽으며 나의 경험이 생각남과 동시에 주인공 ‘나’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다. 기표가 

무너져가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과 감정을 느꼈을까. 자신과 다를 

바 없다는 동질감이었을까? 아니,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상실감이었을 것이다. 강인해야

할 자신의 우상의 눈물을 보며 상실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일부분, 자아의 한구석이었을 

것이다. 

- <1-우-10-㉻>

학습 독자의 과거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 작품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작품과 적

극적으로 조응하며 현실과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위의 두 학습 독자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1-우-8-㉵> 학습 독자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성찰로서의 

읽기와 대조되는 경험 환기에 의한 재구성의 복합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학습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표의 행적을 해석함으로써 《우상의 

눈물》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경험을 환기하여 소설을 재구성하는 학

습 독자의 경우에는 작품에 제시되지 않았거나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곡해가 발생한다. 이는 소설이 지니고 있는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채우는 양상과 후일담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특히 소설의 후일담을 구성

하는 양상은 등장인물의 행적이나 사건의 전개 등이 상상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학습 독자가 확신하며 서술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정한 

다시쓰기로서의 후일담은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작품에 

근거하여 가시적으로 실현시켜 독자의 숙독과 확장적인 가치 고민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171)에서 경험 환기가 비평적 자의식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

171) 후일담의 교육적 가치를 논구한 최성윤은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작가 자신의 후일
담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는 독자가 설정한 후일담과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작가가 후일담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 작품에 내재된 다양
한 서사로의 확장 가능성과 독자의 해석 및 의미화의 다양성에 기인한다는 점에 근거하
였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또한 작가 자신이 후일담을 작성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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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아래의 <1-우-10-㉻> 학습 독자 역시 《우상의 눈물》에서 제목인 ‘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중 범죄와 일탈을 일삼으며 공포적인 존재로 묘사된 인물

을 학습 독자는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롤모델이 되는 우상으

로 설정하고 있다. 전근대적 야만의 공포로서의 우상(idol)이 숭배와 경외의 대상

인 아이돌(우상)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 개

인의 폭력과 집단의 폭력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우상의 눈물》은 

청소년기의 방황과 정체성 형성의 의존 문제에 대한 소설로 탈바꿈하며 권위와 

가식의 폭력에 등장인물이 흘린 ‘우상의 눈물’은 본받고자 하는 존재를 상실한 개

인의 고립감과 슬픔으로 의미화한다. 이처럼 비평적 자의식이 극대화한 학습 독자

의 작품 다시쓰기는 개인의 문학경험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소설

의 해석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효과까지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경험 해석에 의한 작품 내용의 재구성은 학습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

으로 삶 속에서 작품과 문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

에서 앞선 특정 인물 중심에 의한 재구성보다 더욱 진일보한 비평적 자의식 중심

의 소설 읽기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비평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평가 기준을 

자문하는 기제로 활용될 때 그 실행 원리와 형태가 독자에게 야기하는 영향에 의

하여 기능적으로 규정됨은 이론적 전제에 대한 검토에서 다루었던 바 있다. 자신

의 평가 기준 조회가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 근거하여 이

뤄졌을 때 보다 구체성을 갖는 기준이 모색됨은 물론, 개인의 삶이 반영된 창의성

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을 통한 재구성

작품의 내용 재구성은 작가에 의해 주어진 한정된 내용의 해체 및 조합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독자는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하여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작품

의 내용을 보다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이 가

은 소설 자체에 다시쓰기의 가능성이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도 하다. 최성윤, 「「무정」후일담의 소설 교육적 가치」, 『Journal of Korean Culture』 
2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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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발견되는 양상으로 특히 상호텍스트성은 비평가

와 학습 독자 모두에게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공통적인 양상이다. 

이때의 상호텍스트성은 문학연구에서의 양상과는 다소 다르다. 문학연구가 대

상 텍스트를 문학사 혹은 작가론이나 작품론 등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주

체의 사(史)적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반면, 비평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은 독자에게 연상되는 자신의 독서경험이라는 개인적인 독서사(讀書史)에서 비롯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언어가 지니고 있는 다의성은 문학을 이루고 있는 단어와 

구문으로 표현된 언어가 의미의 다양성을 가지게 하며 작품의 의미가 다른 텍스

트와의 관계 속에서 독자에게 선명하게 파악될 수 있기에 상호텍스트성은 독자가 

대상을 인식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172) 비평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특히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의미를 자신의 독서 경험 속에서 명료화하고자 하는 사고

를 야기한다. 비평 주체의 경험과 지식 외에도 대상 텍스트가 환기하는 무수한 복

수의 텍스트와 관련지음으로써 자신이 인식하는 텍스트를 선명하게 재구성하게끔 

한다.173) 따라서 상호텍스트성에 근거한 소설 내용의 재구성은 보다 확장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작품 내내 군국주의가 깔려있는 것 같아 군

인이 꿈인 나에게 혼란감을 주기도 하였고. 그러나 현재 여러 학교의 풍경이 30년은 

족히 넘었을 이 소설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

럴 땐 차라리 형우같은 아이라도 있어서 일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엔 이 소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리에게 주었던 찜찜함 이상

으로 시원치 않은 결말이 기다릴 것이다. 

- <1-우-2-㉯>

이 작품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80년대 작품치고 잘 끄집어냈지만 안타깝게도 해

결책이 없다. 마치 《허생전》과 같다. 허생이 조선시대 당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

판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도망갔다.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도망친 캐릭터의 속성도 

172) 남지현,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시교육의 구체화 －텍스트 선정을 중심으로－」, 『문
학교육학』 5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7, 38쪽.

173) 비평에서 상호텍스트성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 김현정의 연구는 비평문 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는 비평적 소설 읽기에는 작품 내용 재구성
의 비유적 표현인 다시쓰기가 포함되므로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김현정, 「문학 비평 글쓰기에서의 대화주의적 원리」,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534 ~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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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결국 아무 대책이 없는 게 비슷하다. 하지만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실 사회를 

바꾸려고 한 허생과는 달리 기표는 절대 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 불쌍해지고 

동정심이 유발되게 된 것이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한 경험이었다. 문학책 수록 작품 중 

제일 괜찮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 <1-우-9-㉳>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은 작품들의 상호텍스트성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평가 

기준 안에서 상대적인 좌표들을 설정하여 작품들의 연결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

해를 구축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174) 따라서 동일한 작품에 대한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이라고 하더라도 조회되는 개별적인 평가 기준은 학습 독자마다 각기 다르다. 

두 학습 독자 모두 《우상의 눈물》이 지닌 열린 결말의 특성과 가치를 자신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다르게 표현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학습 독자는 각각 대상 텍스트인 《우상

의 눈물》과 열린 결말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상호텍스트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1-우-2-㉯> 학습 

독자의 경우 자신이 읽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유사한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우-9-㉳> 학습 독자는 소설에 형상화된 문제적 상

황에 대한 작가의 뚜렷한 해결 방안 제시가 없이 마무리되는 결말을 통해서 《허

생전》과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때 인상적인 부분은 <1-우-9-㉳> 학습 독자가 차이점을 발견하는 지점인데, 

작품의 중심인물에 대한 심정적 동조의 여부가 그것이다. ‘허생’은 선의를 가지고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하여 잠적하였고 ‘기표’는 자신의 사욕을 채

우다가 권력화한 집단의 계략에 의해 도망하였는데도 학습 독자는 ‘기표’에게 연

민을 느낀다. 이는 각각의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사회와 그 문제와의 거리가 학

습 독자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독자와 소설의 

시공간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작품의 내용 재구성이 용이하며 학습 독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보다 자신에게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기 때

문이다.  

174) 남지현, 앞의 글,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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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은 후에 나는 《기억전달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회는 어

떤 일관성, 즉 같음을 유지하는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질서를 깨뜨릴 요소는 모두 없

애고 한 사람(기억전달자)을 선정하여 그 요소들 모두를 준다. (중략) 약간 《우상의 눈

물》이 문제점이고 《기억 전달자》가 해결책인 듯이 하나의 긴 스토리를 연결하여 읽

는 듯 했다. 

- <1-우-8-㉱> 

학습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은 대상 작품의 고정적인 이해에 국한되지 않

는다. 서술적 정체성이 강하게 전제됨에 따라 학습 독자는 작품의 내용을 선택의 

자의성 외에 확장된 재구성의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발현하기도 한다. 특히 

<1-우-8-㉱> 학습 독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예술작품이 제공하는 감상자의 인지

적 깨달음과 연관성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설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로서 존

재하는 것인 자연 스스로의 욕구가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부정당한 

불충족일 때 소설은 자연의 좌절된 욕구가 야기하는 고통의 표현이 된다.175) 학

습 독자는 이와 같은 현실의 부재로서 발생하는 고통의 표현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는 자신의 평가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때의 상

호텍스트성에 의한 작품의 확장적 재구성은 학습 독자가 대상 작품의 내용 자체

를 연장시켜 바라보게 함으로써 평가 기준의 탐색 및 조정의 깊이를 더하는 효과

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 독자의 상호텍스트적인 확장 양상에서 특기할만한 부분은 비평가와 

달리 소설 외의 장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김동환은 문학이 

문자를 기반으로 한 매체 텍스트임을 근거로 미디어 텍스트와 경쟁 관계에서 상

호작용하여 문학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바 있다.176) 이때 상호텍스트로서의 

미디어 매체는 문학과의 실천적인 관계에서 다뤄져야 함을 역설하였는데, 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온전한 사건을 재구할 것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실천적 

성질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습 독자가 보이고 있는 비평적 자의식 중

175) 이와 같은 특성은 작품의 미적 특성을 감상자의 인식의 문제로 바라본 아도르노의 미
학이 지닌 부분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작품이 감상자에게 인식도기 위해서
는 미가 자연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욕구의 부정으로 인한 고통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에게 예술을 경험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 된
다. Adorno. T., Ästhetik(1958/1959), 81쪽.

176) 김동환,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 소설과 매체 서사 교육의 상호작용적 방법의 모
색」,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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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소설 읽기의 양상에서는 작품 내용의 재구성에서 특히 서사적 성격이 강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와 소설 사이의 교섭 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

습이 다수 확인되었다. 

‘모두’라는 단체를 위해 ‘기표’라는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기표는 ‘모두’에 속하

지 않는 것일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얼마 전 학교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다. 이 영화에서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나타난 것 같다. 심지어 《우상의 

눈물》보다 더 폭력적인 방법이었다. (중략)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야할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생각을 많게 하고 걱정을 많게 하고 우울해

지게 하는 소설이었다. 

- <1-우-7-㉮>

얼마 전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봤다. 주인공은 상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과로하다 결국 아이를 유산한 동료를 대신하여 그 상사에게 처벌을 가하기 위해 애쓴

다. 나는 그런 주인공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의 눈물》의 형우를 보는 것

처럼 꺼림칙했다. 후에 울면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했어요. 난 언니를 더 힘들게 한 거

예요.”하고 자책하는 주인공을 보며 내가 느낀 감정의 이유를 깨달았다. 비록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정말 돕고 싶었던 ‘상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 <1-우-7-㉯> 

 

위의 두 학습 독자는 《우상의 눈물》에서 제시된 사건이 갖는 의미를 명료화

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을 다뤘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각각 환

기하고 있다. 이때 두 학습 독자가 보이는 상호텍스트의 활용 양상이 대조된다. 

<1-우-7-㉮> 학습 독자의 경우 소설을 읽고 느낀 경험에, <1-우-7-㉯> 학습 

독자는 작품에서 만들어낸 의미에 서로 다른 작품을 활용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역시 앞의 유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이 어떻

게 활성화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에 초점

이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을 통한 재구성이 보

이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작품 내용의 재구성이 비

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에서 진행되는 평가적 사유의 중단, 평가 기준 조회

의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 독자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작품이 자신

에게 제시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포착함으로써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의문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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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시키고 있다. 영상 매체와는 달리 구체적인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설

에는 결핍되어 있는 인물과 사건의 구체성이 사유를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학습 독자의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은 적극적인 비교와 대조로서 영상 매

체가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바르트가 제시한 

‘소설적인 것’, 벤야민의 ‘산문성’ 등에 의한 개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으로 독자의 작품 인식이 단지 문학 안에 국한되어 조회되지 않고 유사한 장르와

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서 분명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소설 외의 장

르, 특히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양상은 작품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하기 위한 목적

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같은 영화도 몇 번씩 보고는 하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 외국 유명 감독이 했던 말처럼 주인공의 시점

에서 한번, 조연의 입장에서 한번, 사물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초점을 다르게 두

어 보면 영화를 보다 더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다. (중략) 《우상의 눈물》도 여러 번 

다시 읽었는데 읽을수록 소름이 끼쳤다. 형우가 기표를 칭하는 말, 그리고 영리하게 기

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까지. 하나둘씩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략) 

나는 아직 이 작품을 완벽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느낀다. 내가 좀 더 커서 

많은 사회를 접하고 사고가 확장되었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길 바란다. 그땐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생각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 <1-우-10-㉴>  

<1-우-10-㉴>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은 영화의 감상 방법과 동일한 감상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소설도 동일하게 폭넓은 감상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이 발생하는 

사례는 전문 비평가보다 학습 독자의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관련하

여 장미영은 상호텍스트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매체성’이라는 유

관개념을 설정한다.177) 동일매체성은 하나의 매체가 지배적인 위치에서 다른 매

체를 흡수하는 현상을 말하고 이와는 달리 상호매체성(상호텍스트성)은 둘 이상의 

매체가 서로 합침으로써 매체의 경계가 와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1-우

-10-㉴> 학습 독자의 사례는 장미영의 분류에 의하면 매체 사이의 경계가 사라

177) 장미영,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 - 2000년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國語文學』 52, 국어문학회, 2012,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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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호텍스트성의 사례에 해당한다. 상호텍스트성이 활용되었을 때 학습 독자는 

자신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유보시키고 그로 인해 재독(再讀)의 기회를 소망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작품 재구성이 비교

와 대조에서 그쳐 작품이 지닌 변별적 자질을 초점화시키는 것보다 보다 장기적

이고 넓은 범위인 개인의 시간성에서도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2. 학습 독자의 평가 기준 조회 및 조정 양상

학습 독자의 평가 기준 조회 및 조정 양상은 작품 내용의 재구성과 함께 비평

적 소설 읽기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으로서의 

비평이 기능할 때 독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개별 작품이 재구성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인식자의 인식 기준은 평가 기준의 조회를 통해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는 자신이 서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재구성한 작품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그와 같이 대상을 인식하게 된 근거로서의 자기 기준, 곧 작품 

읽기에서 견지했던 개인의 관심사를 문제삼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동반하기에 학습 독자의 인식 기준이기도 한 평가 기준은 

우선 생산적으로 조회될 것이며 과제의 수행 이후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함으로

써 변화한다.178) 여기서는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 나타난 평가 기준의 조

회 및 조정 양상을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과정에 따라 각각 전 · 중 

·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벤야민은 이를 ‘비평가의 과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비평가의 과제는 개별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있었던 특이 사항이나 인격체로서의 작가를 복원 혹은 발

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은 그것이 생산됨으로써 그 자체가 의도하였던 세계의 

개별적인 성질에 대한 규명의 과제를 갖는데, 비평가는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현

178) 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접근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비평가 자신의 인식 기준이 주제나 
모티프의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음은 독자의 작품 평가 기준이 비평경험 이전에 선재
하는 완료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하에 서술하는 학습 독자가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회하고 조정하는 양상은 사실상 그것을 심화 형성하는 방식으로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는 것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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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것을 과제로 갖는다.179) 이와 같을 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비평가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구조에 대한 인식의 획득은 자신이 그것을 작품의 과제라고 인식하는 기준에 의

한 것이다.180) 이는 독자의 자기실현의 욕망이 우선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작품은 다시 써지고 비평가와 내면에서 조응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을 때 비평가와 학습 독자의 비평적 소설 읽기 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한 차이점은 평가 기준의 뚜렷한 인식과 민감한 조정의 여부이다. 비평가는 자신

의 고유한 평가 기준을 보다 특정하게 분류되는 비평관(批評觀)의 형태로 인식하

고 있으며 이를 읽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조회하고 조정함으로써 독

자성을 공고하게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표현된다. 반면에 학습 독자는 자신의 평

가 기준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이나 문구 혹은 사고의 흔적을 남기지 않

거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감상 속에서 녹여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먼저 양자가 전제하고 있는 해석공동체와의 소통이 명확하게 

구현되거나 인지되는 것인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잡지, 논문, 학회 등의 분명

한 유통 경로와 매체를 통해 짐작되는 확보하고 있는 비평가와는 달리 학습 독자

는 불특정의 해석공동체에 의한 소통만이 전제되거나 혹은 가정되기 때문에 소통

의 수단이 되는 근거를 특정하게 인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179)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비평은 예술이 철학 못지않게 요구하는 작품들의 진리
를 밝혀주어야 한다”는 벤야민의 선언이다. 이때 고려할 것은 벤야민이 설정한 비평가
의 과제가 비평가 자신의 현실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벤야민은 비평가 자신이 
천착하고 있는 개인적인 주제나 모티프에 대한 침잠의 일환으로서 작품에 대한 비평가
의 투사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작품에 대한 이미지의 형태로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비평가가 작가의 세계의 구현체로서의 작품에 침잠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식
은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종합되어지는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이때 비평가
가 자신의 주제와 모티프에 집중하였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통한 인식이 자신의 견해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은 작품에 의한 비평가의 자기 제한의 결과물이기 때
문이다.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Bd. 1-7, 46쪽, 98쪽, 116쪽 그리고 
563쪽.

180) 비평이 문학의 한 장르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창의성은 고유성에 다름아니며 이와 같
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자 하는 비평가의 욕망의 구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존 
문학 담론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소위 ‘주례사비평’과 예술적인 창의성을 갖춘 비평이 
지니는 본질적인 차이는 비평가의 자기실현의 진정성이다. 자기실현 외에 현실적인 욕
망에 의하여 비평을 서술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주례사비
평에 대한 비판을 다룬 논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글을 들 수 있다; 최강민, 
「해설비평, 비평의 타락인가 아니면 소통의 통로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2009 봄 
72권, 오늘의 문예비평,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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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학습 독자의 경우 평가 기준이 소설을 읽은 경험과 취향 등에 의하여 

모호하게 제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고정 

불변의 취향으로 확정함으로써 기준의 조정에도 실패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비평가는 비평이 전제하는 평가를 기제로 하여 문학을 통

해 자신의 사유를 점진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반면, 학습 독자

는 자신의 평가를 완성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더욱 강하기 때문인 것

으로도 풀이된다. 비평가는 개별 작품의 읽기에서 조회되는 작품 평가 기준을 근

거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작품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다 확장

시키는 경향이 다수 조회된다. 반면에 학습 독자의 경우 소설과 자신의 삶이 유리

되는 경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

구하고 학습 독자가 평가 기준을 성공적으로 조회한 경우에는 그것이 고정관념으

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높은 빈도로 조정되었다는 것은 비평적 자의식의 작동

이 원활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1) 읽기 이전의 경험 상기를 통한 평가 기준 조회

읽기 이전의 평가 기준 조회는 학습 독자가 소설을 읽기 전에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학 감상의 경험 혹은 문학수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상하는 

내용에 대한 서술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학습 독자가 소설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스스로가 가치를 고민하지 않고 평가를 위해 고정된 실체로서 작품을 

대할 때 평가의 고정관념으로서의 기준이 조회된다. 작품을 읽기 이전, 대상인식

의 이전에 특정한 관념으로 작품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는 학습 독자의 작품에 

의한 자기인식의 호출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평적 감상문에서 읽기 이전에 평가 기준을 지식화된 개념으로 분명하게 하는 

경우 다수의 학습 독자는 소설과 소설 읽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학습 독자 개개인의 관심사를 모두 반영해서 작품에 대한 선택 일체

의 자율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차치하고서라도 학습 독자가 소설을 

포함한 문학과 문학 읽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일정한 선입견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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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취향에 의한 작품의 소비 혹은 교훈

을 주는 매체로서의 소설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우상의 눈물》 본문이 적힌 프린트를 받았을 때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짜증이었

다. 이미 시험까지 봤는데 또 교육의 목적으로 책을 나누어주다니. (중략) 나는 (한국) 

현대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대소설의 내용 대부분은 ‘이 잘못된 사회에

서 나 같은 지식인은 인정받지 못하니 이 화를 내 아내를 때리며 풀겠다’와 비슷한 구

조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의 눈물》에 대한 첫인상은 나빴다. 읽는 도중

에도 큰 감동은 없었다. 딱딱한 어조를 빼면 지금 잘 기억나는 부분도 없다. (중략) 이

렇게 뻔하고 흔한 이야기를 왜 읽게 한 것일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는 현대문학 자

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계속 저 질문

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 

- <1-우-9-㉱>

위의 사례는 학습의 매체로 소설을 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

가의 기준은 독자에게 부담스러운 학습의 대상 혹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통해 선

언적인 교훈을 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소설이 학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부

담일 때 학습 독자들은 소설 읽기에 거부감을 가지며 소설이 파생하는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평적 자의식이 스스로를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스스로를 부정적인 교육 상황의 학습자로서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비평적 자의식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우

-9-㉱>의 학습 독자가 작성한 비평적 감상문에는 작품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기

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 인상이 나빴’다고 단정하는 모습이 학습의 일환

으로서 소설을 대하는 일이 갖는 부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학습 

독자가 소설 읽기를 교육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특정할 경우 비평적 자의식을 중

심으로 한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읽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글 잘 쓴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 속에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했다. 드러난 폭력과 선의에 가려진 정신적인 

폭력 중 무엇이 더 악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런 의문 말고도 정말 많은 쟁

점들이 있어서 쟁점이 많다는 책은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소설이라고 더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게 된 책이 처음이

라 인생에서 인상 깊은 책을 고르라고 하면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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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6-㉵>

‘이 소설 속 이야기가 나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라면?’, ‘내가 만약 유대의 상황에 

놓이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 등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다. 수없는 고민 끝에 나는 담임선생님과 형우를 비롯한 사회악

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남용한 모든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중략) 나의 근본적 물음은 이따금씩 생각날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였는

데 기표의 악에 대한 폭로나 완벽한 교화로 이상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에 만족하는 엔딩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소설이 담고 있는 특

징과 구조를 잘 나타내었던 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우상의 눈물》 뿐만이 아니라 소설이 원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다. 

- <1-우-3-㉯>

고정관념으로서의 평가 기준이 언제나 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만을 전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문학을 읽는 것이 대체로 즐겁고 유익하며 자신에

게 가치 있는 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학습 독자의 사례도 관찰되었다.181) <1-우

-6-㉵> 학습 독자의 경우 ‘쟁점이 많다는 책은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설이다’라는 자신의 평가 기준을 소설 읽기의 이전부터 비교적 명확하게 

지니고 있다. 폭력의 문제가 소설 속에 잘 형상화 되어 있고 학습 독자는 이를 자

신의 삶에 비춰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의 의문으로서의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는 자신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 작품을 ‘잘 쓴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1-우-3-㉯> 학습 독자는 다소 모호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소설이 담고 있는 

특징과 구조’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평가 기준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학습 

독자가 지니고 있는 소설에 대한 인식이 문학교육에 의해 제공되는 지식적인 개

념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이 평가 기준

181)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을 실행한 장소가 학교라
는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실적인 여건상 학교에서 
행해진 수업인 만큼 학습 독자들이 학업 평가와 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
기에 수합된 비평적 감상문이 학습 독자의 전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평가 기준이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조정
되면서 심화 형성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소 고정적이기 때문에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은 아니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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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어지는 ‘소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문장과 대비되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학습 독자는 자신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소설을 읽는 경험이 다양한 종류의 자문자답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평가 기준이 작품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통해서 학습 독자에게 경험의 형식으로 

생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읽기 도중의 의문 제기를 통한 평가 기준 조회 

학습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이 확고할 경우 자신의 평가 기준은 읽기의 과정 중

에 적극적으로 조회되며 그에 비춰 작품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양상이 활발

하게 일어난다. 이때 학습 독자가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조회되는 작품 평가

의 기준은 대체로 읽기 이전의 평가 기준이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읽

기 이후의 평가 기준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자신이 

비평적으로 소설을 읽은 현재의 경험과 강하게 결부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적인 비평가의 비평문에서는 작품을 읽은 시점이나 구체적

인 읽기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사례가 거의 전무하였

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이는 분명 학습 독자의 사례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기

할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통해 접한 작품에 국한되

어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회하였을 때 현재의 읽기를 지속시키는 읽기의 동인으

로서 갖는 의미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나서 

느낀 감정을 어휘 혹은 문장 수준으로 제시하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비평이라는 사유 체계 속에서 유의미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유

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독서가 이뤄지는 경험 현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 기준에 대한 조회 경험이 부족한 까닭인 것으로 보인

다.182) 이와 같은 학습 독자의 발견은 ‘신기한 경험’, ‘새로운 경험’ 등과 같이 서

182) 학습 독자가 개별 작품에 근거하여 평가 기준을 조회하는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학습 독자 자신이 스스로를 소설 혹은 문학을 잘 읽지 않으며 읽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서술한다는 것이다. 독서 경험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해서 사유하는 기회가 적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의 평가 기준을 조회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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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다. 학습이나 취미생활 이외의 비평적인 소설 읽기에 대한 경험의 부족은 비

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독자의 평가 기준 조회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기

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기분 나쁘다, 라는 감정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 

읽던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라 열린 결말이었기 때문에 마치 연작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다가 작가가 연재를 중단했을 때 느낀 감정마냥 허탈감을 느낀 것이다. 이 허탈감은 

나로 하여금 더 이 책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라진 결말을 두

고두고 곱씹으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 책을 정독하게 되었다. 2~3번 더 읽어보

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기분 나쁜 게 책을 이해하

게 만들어서 신기했다.

- <1-우-3-㉮>

《우상의 눈물》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조금 비슷한 작품이어서 다른 소

설들에 비해 쉽게 읽어졌다. (중략) 그리고 이 책을 읽은 계기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호기심 삼아 다시 한번 읽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우상의 눈

물》과 비교하면서 읽으니 내가 몰랐던 책의 내용도 알게 되었다. (중략) 이 소설은 열

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기표가 숨어버린건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다시 ‘파’를 

만들어서 무력을 뽐내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자살을 했는지...... 그래서 이 책은 독

자의 창의력을 키우고, 더 궁금하게 만든다. 

- <1-우-5-㉮>

위의 두 학습 독자 모두 《우상의 눈물》을 읽고 느낀 감정을 열린 결말의 구

조가 주는 불쾌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고 느끼는 불쾌

한 감정이 소설을 읽게 만드는 것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신기함을 언급하고 있

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작품에 의해 촉발된 자신의 불쾌함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대상을 인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작품에 의한 독자의 자기제한은 인식

의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자기 반응에 대한 면밀한 주목은 학습 독

자로 하여금 작품을 읽게 하는 원동력이자 궁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준다. 

이에 따라 각자 <1-우-3-㉮> 학습 독자는 작품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거나 

<1-우-5-㉮> 학습 독자는 유사한 내용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는 등의 추가적인 

학습 독자가 비평적으로 작품을 읽은 현재의 경험은 여타의 소설 읽기의 경우보다 학습 
독자에게 소설 읽기의 경험에 대한 초인지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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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작품 내용 재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가

능하게 하며 작품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활성화시킴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읽기 

도중에 조회되는 자신의 평가 기준이 개별 작품을 비평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조

정되고 소설과 소설 읽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음은 이후의 평가 

기준의 조정으로 확인된다. 

사실 처음에 소설을 다 읽은 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었다. (중략) 요즘 소설책 읽

은 것들은 다 정해진 결론이고, 선이면 선이지, 악인지 선인지 생각해볼 소설은 처음 

읽어본 것 같다. 마치 소설이 나에게 의문점을 던지고 내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만 같다. 내가 생각한대로 소설이 또 다르게 느껴지다 보니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다. 

- <1-우-8-㉮>

왜 소설은 독자에게 ‘불쾌’를 주려고 하는가? -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

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쾌’를 주는 많은 소설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

을 것 같다.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인물간의 갈등과 해소의 반복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쾌를 준다. 그것이 우리에게 쾌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가 아닐까? 《우상의 눈물》과 같이 불쾌를 주

려는 / 주는 이유는 이러한 불쾌라는 감정을 통해 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인 듯하다. 

소설의 목적이 entertaining이 아닌 질문을 던져 생각을 유도하는 것인 것이다. 

- <1-우-3-㉮>

<1-우-8-㉮> 학습 독자와 <1-우-3-㉮>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서는 

읽기 도중에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회하고 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인다. 

<1-우-8-㉮> 학습 독자는 ‘요즘 소설책들은 다 정해진 결론’이라는 자신의 기존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새로운 경험’으로 《우상의 눈물》과 이를 읽은 경험을 의

미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결론이 없는 작품은 자신이 생각을 하도록 만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독자는 자신의 역할을 해답을 찾는 것, 작품의 의미를 바탕

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돋보인다. 유사하게 <1-우-3-㉮> 

학습 독자는 소설의 목적과 더 나아가서 소설 읽기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

각을 정립하고 있다. 이때《우상의 눈물》을 읽으며 느꼈던 불쾌함의 감정이 발생

하는 이유와 소설이 그와 같은 감정을 추동하는 이유에 대한 학습 독자의 고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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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학습 독자가 작품을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작품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와 같은 작

용을 하는지에 대한 집중이다. 학습 독자는 자신이 느낀 불쾌한 감정의 기원이 작

품에 형상화된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임에 주목하고 

이것이 ‘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라는 소설의 기능임을 포착해낸다. 이와 같을 때 

불쾌함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된 《우상의 눈물》은 학습 독자에게 현실을 알게끔 

해주는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소설이다. 이는 앞선 전문 비평가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소설이 자신에게 특유하게 인식되는 것을 초점화하여 자신의 평가로 활용

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읽기 이후의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한 평가 정당화 

학습 독자가 자신이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취향 외의 것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평가 기준이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

히 읽기 이후의 평가 기준 조정은 앞선 읽기 이전이나 도중의 평가 기준 조회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비평적 감상문을 작성하는 시점이 이미 평가 기

준에 대한 조정이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 독자가 감상문을 

작성할 때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개별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고유한 

관점을 갖고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의 조정

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비평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새롭게 얻은 인식을 서술하는 형태로 발견된다. 

평가 기준의 조정과 평가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가 기준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 독자의 평가 기

준 조정은 전문 비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화와 수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평

가 기준의 강화는 학습 독자가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을 때나 부정

적인 평가를 하였을 때 모두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고정관념으로서의 

평가 기준의 경우에는 강화가 아닌 재생산 혹은 답습이라는 점에서 비평적 자의

식 중심의 소설 읽기에 의한 기준의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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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반면에 평가 기준의 수정은 학습 독자와 비평가 모두 강화의 양상과 유사하

게 나타나며 동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상 강화와 수정의 양상은 배타적으

로 나타나지 않으며 평가 기준의 조회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평가와 달리 학

습 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평가 기준 강화를 수업이라는 학습의 효과로 간주하

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업이 진행된 학교의 수업이라는 시공간

이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상의 눈물》은 다른 소설들과는 새로운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보통의 학교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에서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이 악을 퇴치하는 구

조인데, 이 소설은 선과 악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대립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

문이다. 이 사실은 문학에 대한 나의 감상의 폭을 넓혀주었다. ‘편협한 생각으로 문학 작

품을 감상하여 문학을 못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 <1-우-8-㉷>

나는 한국소설이 싫다. 한국소설 특유의 그 느낌이 싫다. 그래서 몇 개 읽어보지 않

았다. 《우상의 눈물》은 그 몇 안 되는 내가 읽은 소설 중 하나이다. (중략) 계속 생각

하면서 느꼈다. 나는 여자들이 참 무섭다. 여고가 참 무섭다. 여자애들은 ‘반장’같다. 영

악하다. 포장된 행동을 한다. 교묘하게 괴롭힌다. 남녀공학이었던 중학교를 다녔을 때도 

생각했다. 남자애들은 주먹다짐을 한 뒤에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 금방 감정을 삭인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완전히 한명을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겉으론 그 친구를 위하는 척 

완전히 깔아뭉갠다. 그리고 여고를 와서 한 번 더 느꼈다. 육체적인 폭력도 정말 정말 

무섭지만 정신적 폭력은 더하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반장은 정말 영악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 소설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낯설지가 않다. 꼭 

내 주변에도 있을 일 같다.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읽게 되어서 좋았다. 

- <1-우-2-㉯>

첫 번째 <1-우-8-㉷> 학습 독자는 《우상의 눈물》을 자신이 읽었던 기존의 

소설과는 다른 지점을 중심으로 비평적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하고 선이 승리함으로써 권선징악의 도식적인 교훈으로 귀결되지 않는 작품

의 특징이 자신이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을 바꾸었음을 드러내

고 있다. 인용된 내용의 말미에 ‘문학을 못했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학습 독자가 

문학을 학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전까지

의 감상의 폭이 넓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학습 독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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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편협한 생각’이었음을 덧붙이고 있는데, 비평을 

기제로 하였을 때 학습 독자가 전제하고 있는 소설 읽기의 감상도 재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1-우-2-㉯> 학습 독자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전 · 중 · 후의 

세 단계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조회와 조정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소설을 읽기 이전에 ‘한국 소설이 싫다’는 표현에서 고정된 평

가 기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특유의 느낌’이라는 모호한 진술로 제시하고 있

다. 이는 사실상 한국소설에 대해서 불명확한 인상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읽기 도중 학습 독자는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정신적인 폭력을 바

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하며 소설이 자신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무의미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정신적인 

폭력의 기저에 가식적인 행동 속에 감춰진 영악한 이기심에 대한 두려움이 소설

을 통해서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는 더 이상 한국소설을 

막연하게 싫어할 수 없게 된다. 비평적 자의식이 발현되었을 때 계속 자신의 현실

을 생각할 것을 유도하며 동시에 과거에 느꼈던 불분명했던 감정의 진상을 해석

하는 기능으로 작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평적 자의식 중

심의 소설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정한 학습 독자는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게 되며 소설을 읽은 경험을 ‘읽게 되어서 좋았다’로 

의미화할 수 있게 된다.183)    

3. 학습 독자의 작품 평가 양상

비평적 자의식에 의하여 소설을 읽은 독자는 자신이 사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를 완성한다. 독자의 평가 기준이 비평의 체계 안에서 작품의 자

183) 이와 같은 양상은 강화보다는 수정에서 더욱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는 학습 독자가 
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였을 때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
문이며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전제하는 반성적 인식이 기능에 의하여 파악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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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에 동시적으로 조회되는 까닭에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개인의 

구체적인 관점에서 촉발되는 관점이라는 고유성을 가진다. 이때의 고유성은 작품

에 의해 환기되는 것이므로 비평적 자의식을 가질 때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자기한정의 침강을 통해 심화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184) 이와 같을 때 비평은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호오로 국한되지 않는다. 사유 체계로서의 비평이 요

구하는 것은 독자가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질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소설

을 통해서 지속하는 것일 때 독자는 소설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확장적으로 경험

하는 것이다. 

앞선 양상 분석에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학습 독자의 작품 평가는 평가 대

상의 재구성과 평가 기준의 조회 및 평가 정당화를 통한 조정을 거치는 과정 중

에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비평적 자의식은 평가에 대한 서술에서 집약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학습 독자가 작품에서 주목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무슨 이유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작품이 자신

의 삶에서 갖는 기능을 본격화한다. 여기서는 작품에 대해서 학습 독자가 내린 평

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유 가치 부여에 의한 긍정적 평가 

비평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소설을 읽는 것은 독자가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

기 위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 관점은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

가 기준이자 인식 기준으로서 독자가 실제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탐색되는 것이

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로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는 것은 독자가 자신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졌던 사유에서 소설이 성공적인 기능

을 하였다는 메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184)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미학이 지닌 핵심은 이와 같은 성질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은 대체로 유물론에 입각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심미적 인식과 변증법적 인식의 통합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체의 관점이 특유하게 문제되므로 기성(旣成) 혹은 미성(未
成)의 미학과 예술론, 실천 방법에 대한 주체의 비판적 점검을 통해 안정되지 못하는 
지속적인 사유가 견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전에서 비판 미학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아시아, 2008, 363 ~ 
364쪽.   



- 106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제목 외적으로 기억하기에는 내가 겁쟁이라서 그

렇다. 그래도, 공을 쏘아올렸다고 제목이 말해줘서 다행이다. 결국 공을 쏘아올린거다. 

제목만이 나에게 남는다면 나는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지. (중략) 그래도 공은 

올라갔지. 제목이 이미 그렇게 말했으니까. 마지막 “꼭”마저도 나는 희망차져서 주저앉

는 거다. 난쏘공의 결말은 폐허야? 주인공이 죽었잖아. 이들은 여전히 비극적이잖아. 현

실을 발음하기 겁내 하잖아. 아니야. 폐허 아니야. 이 꼭은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폐허의 종지부가 아니야. 이건 확장이야. 어떤 확신이야. 심지어는 환대야. 현실에 대한 

환대야. 나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곱씹을 거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기에 이건, 이 이야기는 절망과 가난과 비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죽음을 

기다리는 슬프고 유약한 서사가 아닌 거야. 

- <5-난-4-㉯>

<5-난-4-㉯>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는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언급하는 서술이 없지만 작품을 읽은 경험에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이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신이 경험

한 가난과 고통을 소설을 통해 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비극적으로 끝난 소

설과는 다르게 학습 독자는 이를 현실에 대한 저항과 희망의 서사로 읽는다. 

일반적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

려 소외된 도시 빈민을 위시한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의 문제185) 혹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지향 가치에 대한 성찰로 의미가 설정된다.186)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학습 독자는 작품의 제목에서 “쏘아올린”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서술적 정체성을 본격화한다. 이와 같은 가능한 의미역의 탐색은 

작품 완성의 주체이자 가치 판단의 주체인 비평하는 주체로서의 독자에 대한 전

제가 포함되어 있다. “쏘아올리다”라는 표현이 갖는 능동성과 저항성에 특이점이 

설정되었을 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서사는 작중 인물들인 난장이 

일가가 보여주는 현실에의 대항의지의 서사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가난과 고

통의 경험을 말하는 서사에 대한 학습 독자의 평가 기준은 함께 전환되며 소설과 

소설을 읽은 경험은 자신의 인식 전환에 중요하게 기능하는 가치 있는 대상이 된

다. 이에 따라 학습 독자는 작품을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메시

185) 정래필, 「소설 읽기 교육의 ‘전유’ 방법 연구 - 문학 교과서 ‘활동’을 중심으로 - 」, 
『새국어교육』 0(103),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186) 양정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교육의 주제 연구 ― 말과 지식의 
양가성을 중심으로 ―」, 『現代文學理論硏究』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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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담지체로 평가하며 소설 읽기라는 행위에 대한 긍정을 통해 자신의 문학경

험을 가치화하고 있다.187) 

 2) 한계 지적에 의한 부정적 평가 

학습 독자는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때 

비평적 자의식을 갖고 소설을 읽었다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학습이

나 쾌락 등과 같은 고정관념으로서의 평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귀

결되지 않아야 한다. 학습 독자가 소설을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바탕으로 읽게 되

면 스스로의 삶에서 비롯된 특정한 문제의식의 활성화에 소설이 갖는 기능이 기

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을 때 작품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소설의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식적인 사유에 소설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독서가 전개되어야 한다.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를 역사시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박

187) 비평에 의해 허구로서의 소설과 독자의 현실이 교차하며 비평이 소설과 같은 창작의 
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전문 비평가들에 의해서 관찰되는 모습이다. 사례로 제시하고 있
는 학습 독자는 메타적 글쓰기로서의 비평이 자의식에 의해 소설이 지닌 규범을 파괴하
고 독자를 확립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단계로까지 도달해 있다. 면담을 통해 해당 
학습 독자는 평소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비평에 대한 경험이 다른 학습 독
자에 비해 월등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대해서는 권영민의 비평에서 자의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통해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의 활성화가 전문성에 의해 좌우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된 글은 전문 비평가로서의 비평적 자의식에 대한 내
용으로 학습 독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평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는 점
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메타적 글쓰기에 일정 부분 의존한다. 메타적 글쓰기는 허구적인 
서사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필요하다. 메타적 글쓰
기는 하나의 소설을 창작하면서 동시에 그 소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진
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법은 창작의 과정과 비평의 방식의 차이를 없애버린
다. 그리고 소설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구조에 서로 얽혀 있는 상호 의존적인 기호 체
계라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메타적 글쓰기는 사실주의 소설이 신봉해온 잘 짜여진 플
롯이라든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영웅적인 주인공, 권위를 가진 서술자, 인과적인 서
술 등과 같은 규범적인 요건이 더 이상 서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
다. 그것들은 모두 가공된 것이며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적 
글쓰기는 허구와 리얼리티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설의 위상에 자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을 갖는 허구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권영민, 『권영민 평론
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153 ~ 154쪽. 



- 108 -

정희 때까지에 걸쳐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지금은 의아해도 잔말 말고 시키는 대

로 해’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다. (중략) 우리는 결국 체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저 

그 안에서 최대한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최소한 

그 부당함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남겼어야 했다. 현실에서는 우리들 대부분은 체제를 이

겨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각자의 현실과 싸우고 있다. 체제를 마냥 부정

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소설이 하는 일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우-3-㉮>

위의 <1-우-3-㉮>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은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 인상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비평적 감상문에서는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이 작품의 내용 재구성은 물론, 평가 기준의 조회와 조정을 

포함한 비평적 자의식의 발현에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 학습 독자는 《우

상의 눈물》을 읽으면서 이 작품과 유사하게 자신의 관심사를 자극했던 비슷한 

내용의 영화인 《효자동 이발사》를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회한 뒤에 강화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평가를 소설이 지녔어야 했을 지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때 학습 독자의 평가 기준이 이 두 서사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에 특히 주목

함으로써 생성된 점이 이채로운 부분이다. 학습 독자는 감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영화와는 달리 부정적인 암시로 끝을 맺는 소설이라는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내

용상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인 《우상의 눈물》이 특정한 서술의 방향성

을 가져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작품이 행복한 결말로 종결되기를 기대하

는 것과는 다른데, 학습 독자가 부정적인 현실을 형상화하는 예술작품이 갖는 의

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습 독자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이유가 특정한 메시지의 호소와 이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이 《우상의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까닭을 정

당화한다. 이 평가의 근거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 주목하는 초점에서 출발하

였으나 보편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된 것은 작품이 갖는 기능의 문제에 대해 주목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에게 작품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 지

적하는 지점은 대상 작품과 감상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상위의 차원인 예술

작품의 효용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유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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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품 평가 완성의 의도적 유보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평가를 유보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의 

일부로서 발견되었다. 학습 독자는 작품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다음을 기약하거나 

작품을 통해 발생한 자신의 사유를 종결시키지 않고 의문형의 형태로 자문을 거

듭함으로서 평가의 완성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평가의 유보는 사유의 중

단과 중압감에서 빚어지는 평가의 포기와는 달리 학습 독자가 자신이 작품을 평

가하는 일이 갖는 제한점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발생한다. 

마치 그런 것이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내 손에 땀이 나고,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적는 글도 그런 작은 순간들도,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과연 내가 쓰는 감상문은 제대로 글을 이해하고 적는 것

이 맞는가? 나는 이 글을 나의 주관대로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적게 되는 단어와 문장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나는 판단되고 싶지 않아 발버둥치지만, 결국에는 나의 모습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내 

모습을 보는 모순? 

- <3-무-2-㉮>

다소 모호하지만 <3-무-2-㉮> 학습 독자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를 통하여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학습 독자가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인 《무진기행》을 읽고 

나서 느낀 인물과 작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거나 반드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자신의 평가 기준자체의 불완전함과 유동성에서 발견하고 있다. 작품이 제

시하고 있는 인물들의 다양한 입장과 삶의 배경이 학습 독자에게 발견되고 있는

데, 이를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학습 독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과 연속적인 자문으로 서

술되어 있다.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가 완전할 수 없기에 대상에 대한 평가 역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학습 독자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점이며 이와 같을 때 학

습 독자는 자신이 대상을 규정짓고 판단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자문

하고 있다.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읽고 평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비평에 대한 비평으로서의 메타비평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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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주관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평가를 정당화하는 것 자체

가 모순임을 발견한 것은 학습 독자의 삶 전반에서 소설이나 문학 외에도 발생하

는 인식과 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비평적으로 소설을 읽는 

것, 더 나아가서 평가 자체를 메타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수준에 이른 학습 독자 

개인의 특성으로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한계 양상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에서 나타난 한계 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에서 확인되었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한계 양상은 대체로 

학습 독자가 평가를 둘러싸고 있는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 그리고 비평에 대한 

인식이 고정적일 때 발생하였다. 이는 학습 독자가 평가의 주체를 자신으로 인식

하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며 자신의 기준을 면밀히 조회하고 조정하는 비

평적 자의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평가는 학습 독자가 아닌 외부 주체에 의해서 단일화되며 

학습 독자는 비평을 기제로 소설을 사유하거나 경험할 수 없고 소설과 소설 읽기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 

비평적 자의식이 학습 독자가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될 때 학습 독자의 소설을 통한 자기실현은 스스로가 거부해야 하는 잘못된 행동

이 되며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실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사실상 

비평적 자의식이 독자의 읽기에 개입하지 못하고 단절되었을 때 이와 같은 한계

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강박적인 작품 학습자로서의 학습 독자 ⅱ) 작품 소비를 

위한 심판자로서의 학습 독자 ⅲ) 비전문적인 비평가로서의 학습 독자가 그것이

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점검하여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 내용 구안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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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일한 작품 내용 전제

학습 독자의 비평적 소설 읽기의 한계 양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단일한 

작품 내용을 전제하여 서술적 정체성을 갖고 작품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불안

감이다. 비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인 작품의 기준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을 개입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 독자는 주저하는 모습을 상당수 보인다. 학습 독자

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내용을 단일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자신의 역할은 

올바른 내용을 재조합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이와 같을 때 작가가 분명하게 서술

하지 않고 독자에게 할당한 내용이나 학습 독자가 작품을 읽고 발생하는 의문은 

자신이 작품을 잘못 읽었다는 것으로 오인된다. 학습 독자가 서술적 정체성을 갖

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음악선생은 왜 ‘나’와 만났을까? ‘나’가 여선생에게 있어서는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도피처였던 것일까? ‘나’ 역시 여선생을 도피처로 생각했던 것일까? 서울도 무진도 

사실 둘 다 안정적인 장소도 도피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진으로 왔을까? 마지막에 ‘나’가 편지를 찢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든 여선생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내가 적은 이 

모든 의문들은 사실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와 내 감상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된 것이다. 이 의문 또한 감상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 <3-무-3-㉴>

 위의 <3-무-3-㉴> 학습 독자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

을 겪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하여 이를 재구성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소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의 표지들은 학습 

독자에게 산발적인 불완전함과 미완결성으로 남게 되며 작품의 의미는 모호한 인

상으로 제시될 뿐이다. 따라서 학습 독자는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문을 가질 

의미의 포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의문을 갖는 것 자체를 잘못된 비평으로 생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습 독자는 

자신이 작품을 인식하는 기준이자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확신을 잃고 비평적으

로 소설을 읽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평가하는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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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을 때 평가의 대상은 고정되고 작품에 대

한 해석은 고착화된다. 

(작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어야 되었던 것은 기표가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고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책 내용전개 방식 자체는 흥미롭고 긴장

감 있었지만 소설이 주어야 하는 교훈 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해석이 나오게 만드는 책

이다. 

- <1-우-2-㉲>

위의 <1-우-2-㉲> 학습 독자는 소설이 당위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다양한 해

석 가능성 자체를 소설의 결점으로 파악하는 유형화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 독자가 자기실

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이 독자에게 교훈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대상일 때 재구성의 활용 지점에서 독자가 자신의 생

각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이 역시 앞선 사례처럼 사실상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실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독자의 소설

에 대한 생각이 단일한 대상과 단일한 해석으로 특정하게 물화되어 있는 경우에

는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소설 읽기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의 조정으

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재구성과 그로 인한 자신만의 해석에 대한 확신의 결여 혹은 의지

의 결여는 해석의 고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독자가 스스로의 관점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며 서술적 정체성을 갖는 것을 저해한다. 사실상 비평적 자의

식이 스스로가 자신이 작품을 다채롭게 해석함으로써 평가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

하는 초인지이므로 문학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 독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 독자가 평가에 있어서 

주체적인 위치를 가져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작가 혹은 기존 담론

의 구성원으로서의 문학연구자나 비평가 등에 비해 자신을 열등하게 인식하고 있

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작품에 대해서 단일하고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모

종의 강박이 학습 독자에게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를 부추기는데, 이에 대한 교육

적 처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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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정관념에 근거한 작품 인식

학습 독자가 소설을 인식하는 기준이 취향으로서 고정적이며 변할 수 없는 고

정관념으로 스스로에게 명백하게 인지될 때 비평은 심판이 된다. 이와 같은 심판

자로서의 학습 독자는 주로 소설을 포함한 문학의 가치가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인물이나 세계의 제시 혹은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있는 것으로 단정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을 읽고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소설 읽기와 평가 기준이 

단일해질 때 작품은 학습 독자의 고유한 사유를 불러오는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쾌락으로서의 소설 읽기가 자신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비평적 자의식

에 의한 소설 읽기와 다른 지점은 작품의 기능을 삶에 대한 의문 제기의 단초로 

보는 것이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독자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작품의 의미에 의

문을 갖고 고민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게끔 한다. 소설의 의미를 구

현하기 위해 결말을 실현하는 것이 독자의 역할이므로 독자는 소설을 자신에게 

어떠한 세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를 분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독자가 대상을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는 판단에 

의해서 구조화되며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형태를 식별하는 인지

의 즐거움이 독자로 하여금 소설을 체험하게 한다.188) 따라서 소설은 독자에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데, 소설은 현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험으로서 인식되는 것을 전제한다.189) 

자고로 이야기 속 주인공은 멋져야 한다. (중략) 하지만 한국소설 속 주인공들은 왜 

다 하나같이 멋지지가 않은가? 일단 이야기 속 주인공이 멋져서 이끌림을 받고, 그 후

188) Ricoeur. P., 앞의 책, 119쪽.
189) 해석학적 가정이 전제되었을 때 작품을 끝까지 읽고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독자에게 

의하여 구성된 시간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시간이 독자에 의하여 작품의 재구성된 줄
거리를 담지한다. 그러므로 비평에 있어서 작품의 내외적인 지식을 갖는 것,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하여 비평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독
자 문학관은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여기에 대한 리쾨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독자가 수용하는 것은 
단지 작품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로질러 작품의 대상 지시, 다시 말해서 언어
로 옮겨진 경험이며, 궁극적으로는 작품이 그 앞에 펼쳐놓는 세계와 그 시간성인 것이
다.” Ricoeur. P., 앞의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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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정이입을 해서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독자가 좋은 소설로부터 무의

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일 것이다. (중략) 독자들에게 사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불안정한 일개 18살 고등학생의 마음상태로 세상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 마음은 다 ‘유

대’같지 않으니 작가님은 그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 <1-우-4-㉱>

결말은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설마 그렇게만 끝나겠나 생각했지만 작가가 무책임하

게 끊어버렸다. 물론 의도는 알겠고 작가가 원하는 대로 나는 현실적인 결말을 보게 되

었다. 그래도 짜증나는 것은 짜증나는 것이다.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펴볼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도피를 원하기 때문에 영 내 취향은 아니었다. 

- <1-우-6-㉰> 

위의 두 사례는 학습 독자가 소설의 가치가 읽기 이전에 이미 각각 ‘인물에 대

한 동일시’와 ‘현실도피’로 뚜렷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하였을 때 자신의 

기존 관념에 일치하지 않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

을 때 독자가 작품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자신의 삶에서 근거한 관점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으로 제한된다. 학습 독자의 소설 읽기 과정 중에 이 기준

이 조회되거나 제한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기할만한 대목은 위의 학습 독자가 자신의 취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들고 

있는 소설 읽기의 기능이 즐거움이라는 점이다. <1-우-4-㉱> 학습 독자는 ‘멋짐

에 대한 이끌림’으로, <1-우-6-㉰> 학습 독자는 ‘현실도피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정서적 즐거움이 앞서 본문에서 

바르트의 논의를 빌려 설명한 즐거움 혹은 소설을 즐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의 두 학습 독자의 평가 기준이 자신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작품을 읽

는 것에 대한 쾌락으로 굳어져 있고 특히 작품에 대한 평가가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실상의 비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소설 읽기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자가 문화 상품의 소

비190)로서 소설을 읽을 때에도 평가 기준은 조회되지만 이는 작품에 대한 심판 

190) 이에 대해서는 아도르노의 소비 상품으로서 예술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참고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은 생산자로서의 작가와 유통자로서의 시장에 의해서만 조성
되지 않으며 감상자의 태도에 의해서도 기인한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아도르노는 진정
한 예술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주장, 즉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는 저
항력을 예술의 수수께끼적 성질에서 찾고 있다. 이는 아도르노가 문화 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쾌락 추구를 목표로 하는 가짜 예술인 문화 상품과 ‘진정한(현대적/새로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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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작용할 따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평가에 대한 인지적 부담

학습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소설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기준을 

조회 및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라는 체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자신의 사유를 학습 독자가 부담스럽게 인식하

거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비평이 독자와 작품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반응에 충

격을 느끼는데, 자신은 비전문적인 비평가이자 열등한 평가 주체로서 평가를 완성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특히 자신의 작품

을 통해 자신의 경험 현실을 환기하는 것을 꺼리는 양상을 통해 드러난다. 

밤 늦게 이 소설을 읽었는데 결말을 다 읽고 나서 특히나 어둡고 가족들도 다 자서 

그랬는지 팔에 소름이 돋게 무서워서 재밌는 영상 몇 개를 보고 잠이 들었다. 사실 깊

은 생각을 더 하기가 불쾌해서 나중에는 생각도 안 하게 된 것 같다. 

- <1-우-6-㉯> 

《우상의 눈물》이라는 글의 내용같은 일이 충분히 살면서 몇 번씩 일어날 수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서부터 사회생활에서 또 다른 주제

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떤 입장일까? 기표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형우, 선생님 

또는 반 아이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소설에서 기표와 형우, 선생님 등 인물들

의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이들과 다르게 상황을 더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인생이 진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 <1-우-3-㉯>

 

학습 독자의 비평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일 때 심한 경

우에는 자신의 평가 기준에 대한 사유의 포기 혹은 거부로서 작품에 대한 평가의 

포기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사실상 비평적 자의식이 작품과 독자

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작품을 통해 환기되는 자신의 현실과 삶의 문제를 마주

술’을 구분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Adorno. T. & Horkheimer. M., Dialektik der 
Aufklärung, 김유동 옮김,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17, 212쪽. 



- 116 -

한 충격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 학습 독자가 보이는 한계 양상에는 자신에게 사유

를 유발하는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에 대한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내재되

어 있다. 

<1-우-6-㉯> 학습 독자의 경우 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가 자신

에게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적극적으

로 사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1-우-3-㉯> 학습 독자는 소

설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품의 의미에 대한 의문 제기까지는 나아갔지만 이를 

성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소

설이 형상화하는 모습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에 학습 독자는 인지적인 

충격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작품의 경험은 오히려 학습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통

해 전개되는 자신의 사유의 중단이나 심한 경우에는 사유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소설이 본질적으로 독자의 다양한 생각을 

파생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인식이 전

제될 경우에도 학습 독자는 사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중단하거나 시작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소설을 포함한 문학이 현실에 대한 

왜곡됨 없는 반영 혹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라는 생각을 전제할 때 발생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유의 포기 혹은 거부는 학습 독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악순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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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

1.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작품에 대한 평가의 주체로 학습 독자를 설

정하며 학습 독자가 문학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유를 촉진

시켜 작품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갖는 방법이다. 앞선 서술에서 밝혔다시피 작

품이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사유되었을 때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은 곧 

그의 삶에 대한 사유와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가 독자의 삶과 유리된 곳에서 논의될 수는 없는 일이다. 비평적 자의

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는 학습 독자로 하여금 작품이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삶을 생각하고자 할 때 작품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다.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학습 독자의 작품에 대한 반응이 읽기의 초점으로 자리

할 때 비평적 자의식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것은 읽기를 지속시키고 의미화하

는 동력으로서 기능한다. 관련하여 스티븐 로저 피셔(Steven Roger Fischer)는 

영미권에서 수행된 지난 두 세기 동안의 읽기 교육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

과 독자의 작품 수용성(readiness)을 밝혀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부재할뿐더러 

독자가 전제하는 동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읽기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읽기에 어떠한 동기(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부상하는데, 이에 따라 읽기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을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ⅰ) 문화 관련 기록물의 유행과 실제 사회적 영향력

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ⅱ) ‘고급’ 읽기가 ‘인기물’ 읽기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끌어들이며, 대중의 태도를 더 잘 반영한다. ⅲ) ‘고급’ 읽기는 사회와 정치적 질

서를 지지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ⅳ) 엘리트가 아닌 일반 독자가 

‘좋은 책’의 기준이다.191) 피셔가 말하는 ‘고급’이 문학연구자를 위시한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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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독자로서의 엘리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고급 읽기는 유행이나 

전문성과 무관하며 읽기에 대한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자 하는 평범한 독자가 

자신이 읽은 책을 좋은 책으로 평가하는 경험으로 성립한다. 

이것이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이를 교육에서 

논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가치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화된 작품을 전

문적인 방법론에 의해 연구하는 문학연구자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대한 전문성

을 갖고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독자 자신에 대한 자각, 읽기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평적 자의식이다.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자발적

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의 비평 활동은 본받을 기준이나 모범을 갖지 않는 

아마추어로서의 읽기를 즐김하는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비평적 자의식 중

심의 소설 읽기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최대한의 집중된 긴장을 동반한 유희적

인 참여로서 이 전환의 오로지 실천적인 방법론에 해당할 것이며 그 목표는 독자

가 문학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학습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문학을 사유하는 경험을 

갖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의지적인 전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192) 

앞선 장에서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한계 양상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자기실현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은 문학과 자신의 삶을 분리시켜 

독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자의 영향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설계는 독자가 문학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욕망을 긍정하고 이것이 가능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보

191) Fischer. S. R., History of reading, 신기식 옮김, 『읽기의 역사』, 지영사, 2011, 
414 ~ 415쪽.

192) 이는 태도가 사회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태도가 한 개인
의 심리적인 기저에 영속적인 실체를 가지고 측정될 수 있는 인지적 구조에 대한 것으
로 정의될 경우 응답자의 태도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모호
하고 비중립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태도는 사회적 맥락에 반응하여 언어로 구
조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태도가 지니는 풍부함과 복잡성, 가변성이 언
어적 진술이 지닌 일관성에 의해 비교적 잘 포착될 수 있다.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
료에 대한 진술 자체의 목적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지, 응답자의 태도 자체가 일관적
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은 이와 같은 독자 태도의 확인과 전
환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을 제시해주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Irwin. J., Attitudes and Persuasion, 고은경 옮김, 『태도와 설득』, 시그마프레스, 
2006 23 ~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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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지원하여 이를 실행하는 조건, 즉 평가의 주체로서의 학습 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193)  

 

2.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감상과 평가의 분리불가능성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전제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비평적 자의식의 인식을 위해서는 

독자가 작품과 자신의 삶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작품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자신의 세계와 등치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현실을 환기

할 수 있으며 작품이 지닌 매개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작품이 추동하는 감화에 동조하지 않는 자신의 반응을 비평이라는 수단을 통

한 문학현상의 개입 여지로 남겨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학작

품 읽기에서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 전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읽기, 작품에 압도되어 수동적으로 감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읽기에는 독자가 자신

을 경험 현실의 존재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 독자의 한계 양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소설 읽기의 과정에서 자

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이에 대한 의지적인 활용의 실패가 독자에 대한 작품의 

압도로서의 학습, 작품에 대한 독자의 압도로서의 소비, 독자에 대한 평가의 압도

로서의 평가 포기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평적 자의식이 읽기에 미치는 영

향인 서술적 정체성의 확립,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경험 현실 환기가 발생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비평적 자의식의 생성과 확대, 발전을 촉

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단계적인 비계로 

서술하고자 한다.

193) 태도 자체가 전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상황적 조건들이 태도보
다 개인의 행동 선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자각이 태
도의 변화를 이끌며 이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
서 비평적 소설 읽기 교육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독자가 자신이 책을 읽는 상황으로 제
시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Irwin. J., 앞의 책, 88 ~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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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서술적 정체성의 강화

학습 독자로 하여금 서술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

설 읽기 교육의 첫 단계가 된다.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관점에 의한 작품의 

인식이므로 재구성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작품은 학습 독자와 작품의 상호작용

을 자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학습 독자가 자신을 소설을 공부하는 학습자

로 제한하고 소설을 단일한 내용만을 갖는 것으로 전제할 때 비평적 자의식에 의

한 서술적 정체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서술적 정체성은 자신에게는 그 자체로 인

지되기 어려운 자아를 독자가 문화적 · 상징적 매개를 통해 사유하는 행위에 근거

해서 서술할 때 존재할 수 있다.194) 이는 독자가 작품을 읽는 것을 의미의 해독

을 위한 인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유희(遊

戱)로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195) 따라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

에서 학습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중심을 전제하지 

않고 재구성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는데, 상호텍스트성은 이에 대

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문학을 경험하고 이를 사유하

고자 함으로써 서술적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평가 대상인 소설이 확장적인 산

문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르에의 침투에 

의한 장르의 붕괴, 곧 상호텍스트적 성질이 상대성과 특수성, 우연성과 다원성에 

기초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심적인 반본질주의(反本質主義) 성격을 나타내

고 있는 것이다.196) 관련하여 바르트는 텍스트를 서술하는 글쓰기가 사회적인 행

194) 양선규, 「서술적 정체성, 놀이, 독서(이야기)교육」, 『초등교육연구논총』 17(3), 대구교
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3, 24쪽.

195) 독서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대상이 되는 이
야기에 비춰서 반응하여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요구된다. 이는 작품과의 
의사소통적 실천으로서 독서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데,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응답하
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된다. 양선규, 위의 글, 
24 ~ 27쪽.    

196) 상호텍스트성은 독창적인 창조 능력을 지닌 초월적 존재로서의 저자의 죽음을 전제하
는데, 김욱동은 레이먼드 페더먼의 사례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에 자리한 유희적 성질을 
설명한다. 상호텍스트성에는 작가가 마치 다른 작가의 작품을 표절(plagiarism)하는 것
과도 같은 형태가 발생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의 근저에는 유희(play)적 성질이 자리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플레이지어리즘(playgiarism)’이 그것이다. 김욱동, 『포스트모
더니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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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서 작가는 그가 속한 사회와의 대면에 의해 글을 쓰지만 동시에 창조의 근원

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양면성을 언급한다. 작가 외부의 가치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신에게 기원을 두는 중립적인 글쓰기가 불가능하며 사회에서 기인한 

무수한 인용들에 의한 언어체로서의 글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97) 텍스트가 사

회의 문화적 요소들의 집합체로서의 산문일 때 이에 대한 독해는 마찬가지로 사

회에 속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 외부에 위

치하는 자신을 분명하게 자각함으로써 작품의 산문성을 이용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소설이 지니고 있는 산문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학습 독자가 다양한 작품과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재구성하고 이것이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제가 될 때 장르를 넘나드는 횡단적 수행

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서술적 정체성의 

강화를 보여주었던 학습 독자들의 주요 사례이다. 

또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작품 내내 군국주의가 깔려있는 것 같아 군

인이 꿈인 나에게 혼란감을 주기도 하였고. 그러나 현재 여러 학교의 풍경이 30년은 

족히 넘었을 이 소설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

럴 땐 차라리 형우같은 아이라도 있어서 일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엔 이 소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리에게 주었던 찜찜함 이상

으로 시원치 않은 결말이 기다릴 것이다. 

- <1-우-2-㉯>

이 책을 읽은 후에 나는 《기억전달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회는 어

떤 일관성, 즉 같음을 유지하는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질서를 깨뜨릴 요소는 모두 없

애고 한 사람(기억전달자)을 선정하여 그 요소들 모두를 준다. (중략) 약간 《우상의 눈

물》이 문제점이고 《기억 전달자》가 해결책인 듯이 하나의 긴 스토리를 연결하여 읽

는 듯 했다. 

- <1-우-8-㉱> 

위의 두 학습 독자가 작성한 비평적 감상문은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에 의한 서

197) 바르트는 이와 같은 작가의 직설법으로서의 중립적인 글쓰기를 ‘영도(零度)의 글쓰기’
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영도의 글쓰기는 작가가 추구해야 하는 글쓰기의 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데, 외부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 운동이
자 완성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의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Barthes. R., Degre Zero 
de l'Ecriture, 김웅권 옮김,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20 ~ 21쪽, 그리고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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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파악된다. 이때 학습 독자들이 작품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심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각기 중심으로 전제하

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 <1-우-2-㉯> 학습 독자는 자신이 읽은 다른 작품과 

평가 대상 작품이 동일하게 자아내는 군국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군인이 장래 

희망인 자신에게 주는 문제의식에 의한 혼란한 감정이 두 작품을 이어주는 접점

이 된다. 이와 같을 때 작품이 제시하는 의미에 대해서 학습 독자가 제기하는 의

문은 개별 작품만을 읽었을 때보다 더욱 강한 것이 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장래 

희망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에 작품들이 서로 갖는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비평적으

로 소설을 읽은 각각의 경험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을 통해 촉발되는 

자신의 반응에 주목한 서술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우-2-㉱> 학습 독자는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개개의 성질의 유사

성에 근거하여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내용적 유사성이라고 

하겠는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의 폭력성에 대한 학습 독자의 주목이 두 작

품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 독자는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을 읽

은 이후에 유사한 내용을 지닌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 다시금 소설에서 인식된 자

신의 문제의식을 환기하는데, 소설 읽기를 통해 자신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대상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어 있다.

이처럼 작품의 밖에 위치하는 학습 독자의 분명한 자각의 방식은 평가의 대상 

혹은 주체에 대한 주목을 통해서 서술적 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는 학습 독자가 산문성을 발현시

킬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제시를 위한 일련의 물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ⅰ) 학습 독자가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을 통해 유사한 반응을 느꼈던 경험에 

대한 환기 ⅱ) 유사한 내용으로 인식되었던 작품에 대한 환기로 집약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작품들의 연상이 교사가 아니라 학습 독자들에 의해서 이

뤄질 수 있도록 작품의 종류와 성질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독서에 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조회할수록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서술적 정체

성의 강화는 보다 자신에게 집중된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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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평가들의 경우는 물론, 앞선 학습 독자들의 비평적 감상문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이 지닌 산문성은 작품 내용 재구성에서 상호텍스트

성의 발현이 소설을 포함한 여타의 무수한 장르로 넘나들도록 확장시킨다. 문학에

서 장르란 문학이 어떠한 특정 제시 형식에 따라 독자와 접촉하는가에 대한 설정

이다. 이 설정에 의하여 장르가 구성하고 있는 독자와의 접촉면으로서의 내용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이 형성되는 것이다. 소설이 장르가 없는 글쓰기, 장르의 경계

가 무화되고 붕괴된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직성 완화의 경향이 심화되

는 현상은 독자로 하여금 보다 본격적으로 ‘중심을 벗어난 시각’을 전제할 것을 

요청한다.198) 따라서 소설 장르의 이와 같은 중심적인 변화는 독자가 이를 생각

함에 있어서 간(間) 장르적인 확장된 산문성, 상호텍스트성을 갖고 사유해야할 필

요성이 발생한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평가 기준에 어떠한 제재를 반영하여 산문

적 주체성을 발현시키는지에 따라서 기준은 다양하게 변모하며 보다 풍부한 의미

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의 변화 양상에 대한 모

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된 매체의 특성이 독서법과 읽기라는 개념 자체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가 친숙하게 인식

하고 있는 매체의 작품을 이용하여 학습 독자가 장르의 경계에 구애될 필요가 없

음을 주지시켜 주는 것은 학습 독자의 서술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독자의 산문성이 극대화될 때 독자가 결합시키는 것은 문자로 이뤄진 책의 

형태를 벗어난 범위에 이르게 된다. 웹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를 포함하는 영역

으로 횡단하며 일견 부적절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독자의 읽기는 상호텍스트성

의 폭 넓은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9) 

198) 김준오는 메타성과 탈장르 현상에 대하여 “삶과 문학에 대한 우리의 자동성과 무의식
성의 해독제일 때만이 그 의의”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며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비판의 
대상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은 표절과 창작의 경계가 허물어진 매체화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작가들의 윤리성 문제에 국한된다는 것에서 이 연구에서 논하는 독자의 상호텍
스트성이 염려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43 ~ 55쪽.

199) 앞서 샤르티에의 읽기 개념의 변천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읽기 대상의 다매체로의 확
장은 사실상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리터러시(literacy)의 개
념의 대상이 문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자가 의미하는 영역에 시청각의 요소가 포함되
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문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
다.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친숙하게 여기는 독자의 증대는 매체에 대한 정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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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대상인식 유도

로버트 슐즈(Robert Scholes)는 『문학이론과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비평가

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때 독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텍스트의 위력

으로서의 ‘텍스트성(textuality)’이다. 독자는 읽기와 해석, 비평이라는 세 단계의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각각 텍스트의 위력에 복종하고 텍스트의 위력을 공유

하며 마침내는 텍스트에 대립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텍스트의 위력을 주장하게 된

다는 것이다. 비평이 “텍스트의 위력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자 하는 시도 속에서 종결된다200)”는 표현은 슐즈의 비평에 대한 견해를 집약적

으로 나타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독자가 텍스트의 관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자기제한이 과연 텍스트에 

대한 ‘복종’의 성질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남는다는 점이다. 앞서 작품의 

인식에서 언급하였던 들뢰즈의 표현을 빌린다면 확실히 “기표작용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의미생성이란 없으며, 기존 질서의 예속으로부터 독립한 주체화는 없”201)

고 “탈영토화의 동력은 이미 영토 속에 변형적 벡터로 내재 되어 있”202)기 때문

에 텍스트와 전적으로 무관한 독자의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독자의 삶이 독서

의 과정에서 무화되지 않듯이 작품이 무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자기제한이 독자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은 텍스트의 관점을 취

하는 것으로서의 자기제한을 ‘복종’으로 부르는 것을 어색하게 만든다. 독자가 텍

스트를 자신의 삶 속에서 갖는 의미를 통해서 인식하고자 할 경우 이때 텍스트에 

독자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텍스트가 독자에게 복종하는, 사용 혹은 이

만 아니라 매체를 사용하는 수용자의 정의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 광범한 상호작
용을 전제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오늘날의 독자는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쉽게 접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체의 판도를 구성하고 있던 권력 관계를 뒤흔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 연구와 지니는 접점은 다양한 방면에서 모색될 수 있
겠으나 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이곳이 아닌 또 다른 논의의 장을 요청할 것이
다. 김혜정, 「대중독자의 독서 양상과 비판적 읽기 필요성」,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
회, 2010, 65 ~ 67쪽.    

200) Scholes. R., Textual Power : Literary Theory and the Teaching of English, 
김상욱 옮김,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도서출판 夏雨, 1995, 53쪽.

201) Deleuze. G & Guattari. F., 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2, 
155쪽.

202) 정정호, 추재욱 엮음, 앞의 책,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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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관계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독자가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작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변용과 부분 초점화를 통해 확장된 읽기를 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의미를 독자가 

여러 방향으로 확장시켜 사유하는 것은 작품에 내재된 성질이 아니다. 독자는 텍

스트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삶에 입각

하여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에 의한 특이점의 선

택과 보통점의 생략은 텍스트를 단일한 개체성(individuality)에 의해 관계하는 것

이 아니라 특이성(singularity)과 관계하는 행위다.203)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작품이나 독자 양자의 동일성 강화로 경험이 환원되지 않을 수 있는 까닭

은 독자의 선택에 의한 삶의 변화 경험이며 이와 같은 독자가 문학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의의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수업에 있어서 서술적 정체성 강

화 이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습 독자가 작품을 재구성하고 이를 해석함에 있

어서 자신의 기준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관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교사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이전에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의 전달보다 평가의 주체인 학습 독자의 경험 현실과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삶의 부분을 환기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벤야민은 예술비평

의 개념이 미학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독자와 작품이 관계를 맺는 독특한 

방식으로서 형식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작품에 대한 독자의 주관주의적 

실천비평은 창조적인 자율 행위로서 외부 객관의 준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완결

적인 앎과 판단을 통해 객관 대상과의 통일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벤야민이 

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갖는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문학을 고찰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주관적인 실천비평으로 작품과 독자의 상호작용이 강조되었을 때 작품은 

개별 독자들의 삶에 근거한 개별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독자 개개인의 

작품에 대한 인식이 문제시된다. 따라서 벤야민에게 비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은 특권화된 전문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전문화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

합적 교육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며, 이로써 문학적 자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산”204)으로 설정된다. 

203) 고미숙 외,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출판, 2002,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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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기분 나쁘다, 라는 감정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 

읽던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라 열린 결말이었기 때문에 마치 연작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다가 작가가 연재를 중단했을 때 느낀 감정마냥 허탈감을 느낀 것이다. 이 허탈감은 

나로 하여금 더 이 책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라진 결말을 두

고두고 곱씹으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 책을 정독하게 되었다. 2~3번 더 읽어보

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기분 나쁜 게 책을 이해하

게 만들어서 신기했다.

- <1-우-3-㉮>

사실 처음에 소설을 다 읽은 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었다. (중략) 요즘 소설책 읽

은 것들은 다 정해진 결론이고, 선이면 선이지, 악인지 선인지 생각해볼 소설은 처음 

읽어본 것 같다. 마치 소설이 나에게 의문점을 던지고 내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만 같다. 내가 생각한대로 소설이 또 다르게 느껴지다 보니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다. 

- <1-우-8-㉮>

위의 두 학습 독자는 작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통

해서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우-3-㉮> 학습 독자는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을 읽고 느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전제되어 있으며 <1-우-8-㉮> 학습 독

자는 작품을 읽고 발생한 내용 이해의 실패 경험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두 

학습 독자 모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열린 결말의 구조가 갖는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작품 인식의 중요한 특이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작품의 평가를 완료하고 있다. 만약 위의 두 학습 독자들이 작품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요구 받았다면 이와 같은 ‘작품을 이해하게 만들’고 ‘내

204) 벤야민은 예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대중의 작품 감상에 유의미하게 인식됨으로
써 유통망을 확보하는 현대적 의미에서 비평의 시작 지점을 신문의 문예 비평란에서 찾
고 있다. 감상이라는 소비를 위한 상품으로 팔리기 위해 생산되는 예술작품은 부르주아 
신문의 문예 비평을 통하여 홍보된다. 이와 같은 광고로서의 비평이 가지는 기능은 예
술의 대중화와 세속화를 의미하는데, 동시에 예술의 수용에 있어서 자격 제한이 완화되
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지 않은 대중이 비평의 수용자
가 되었기 때문에 예술이 전제하는 감상 자격은 특권층 혹은 전문가를 위한 교육에 의
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개개인이 문학을 읽음으로써 문학화되는 저마다의 ‘삶
의 조건들’이다. 따라서 상품화된 예술이 비평을 통해 더욱 대중화되고 세속화되었기에 
비평은 예술에 대한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예술
작품과 감상자 삶의 매개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아도르노의 논의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Benjamin. W.,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255 ~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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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경험이 발생하기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이해를 전제한 작품에 대한 평가 혹은 작품에 내재된 의

미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으로서의 비평에 대한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면 학습 독

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주목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교육에서는 학습 독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관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품에서 강하게 파생되는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가 주목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작품에 대한 개인

의 고유한 반응이 곧 작품에 대한 인식 기준이자 평가 기준으로서 독자의 관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교사는 학습 독자가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을 읽고 가장 

강렬하게 인식되는 반응을 골라서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평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학습 독자가 자신의 반응을 제한

받지 않을수록 학습 독자가 대상을 자기정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의 폭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평가 기준으로서의 관점을 다각화하는 것은 비평을 하는 방식의 

다양성 보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 독자가 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관심사에 

입각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에 자신의 삶을 반영하여 의문을 제시되는 

것을 통해 개별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앞선 이론적 전제에 대한 검토에서 언급하였던 것

처럼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사실상 작품의 가치 평가라는 원래의 기

능에서 이탈하여 비평을 기제로 독자의 삶 속에서 문학의 기능을 고민하는 것에 

그 주된 기능을 갖는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평가를 하

려고 할수록 작품의 의미는 보다 그의 삶에 밀착된 형식으로 인식되며 그에 따라 

의문 역시 학습 독자의 삶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서 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는 자신이 제기한 의문에 답변하는 것의 곤궁함을 경험할 것이고 비평

의 불가능함을 토로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문의 제기가 가치 있

음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습 독자가 비평이 갖는 기능을 보다 폭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추동하는 사유의 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한 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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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자가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다양한/개별적인 평가적 관점을 갖는 것, 학

습 독자의 관심사가 얼마나 긍정되는가에 해당한다.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매개의 

원리를 통하여 독자와 작품의 특이적인 것이 관계할 때 독자가 전제하는 평가의 

관점, 다시 말해 문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자신의 삶과 그 속에서 문학이 

그동안 지녀오고 있었던 특정한 지평에 의해서 결정된다.205) 문학에 대한 해석과 

감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평가의 자율성, 문학을 좋아할 수 있

는 선택뿐만 아니라 싫어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보장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에 선험적인 의미가 부재하며 독자가 이를 생성하는 것을 통해서 문학교육이 

가치를 지닐 수 있을 때 독자가 평가에서 지닐 수 있는 관점의 다각화는 긍정되

어야 할 것이다.   

 3) 평가 재고를 통한 경험 현실의 환기 지속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설을 읽은 경험을 

근거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소설을 읽는 과정 중에 대상을 인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현실을 환기하는 것은 물론, 소설을 읽고 난 이후에 자

신이 소설을 평가하며 읽고 있었던 현실 역시 환기되는 것이다. 비평적 자의식이 

독자의 초인지로서 기능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가 자신이 평가의 

주체로 작품을 읽은 경험 자체에 대한 환기를 평가의 재고(再考)를 통해 지속적으

로 유도함으로써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학습 독자가 주체적으로 교

육의 경험을 마무리하고 의미화할 수 있게 해준다.

학습 독자가 평가를 돌이켜 보는 행위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으로서 평가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이는 대상이 되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생산

적인 사유이며 자신이 평가의 주체로 평가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작업은 독자가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는 지식 생

산 주체의 확장을 특성으로 갖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료타르의 논의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료타르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메타 담론(méta discourse)으로 성립하

는 거대 서사(Grand Recit)에 대한 회의(懷疑)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한다.206) 

205) 고미숙 외, 앞의 책, 15 ~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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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의 주체가 개인일 때, 개인이 생산하는 지식(savoir)은 과학이나 객관화된 

인식(connaissance)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때의 지식은 단순한 지시적 진술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가 기준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능력에 이르는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은 특별한 진술 범주에만 연관된 자질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가지 담

론 대상을 서로 관계 짖는 주체의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지식은 “광범한 능

력 형성 수단들과 일치하며 다양한 능력 분야들로 구성된 주제에 구현된 유일한 

형식”207)이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은 독자의 

생산적인 사유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평가에 대

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평가했던 자신의 

지식으로서의 평가 생산의 동기, 수행, 결과물에 대한 상호 연계된 자기 비판적 

이해를 통해 진행된다.208)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가 생성하는 작품에 대한 평가

가 쾌락의 충족 여부에 대한 단순한 판정 혹은 외부 주체에 의해 사전에 마련된 

학습이라는 관계망의 이용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교육 내용은 학습 독자가 자신이 직접 작품과 자신의 현실의 관계를 설정

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문학수업은 이를 위한 

문학교사의 교육적 처치가 제공되는 것일 테다. 

206) 료타르는 헤겔식의 역사와 담론을 통칭하는 거대 서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서사
(Petit Narrativ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소서사는 전체주의 경향이나 총체성에 대항
하는 개념으로서 탈현대의 세계는 총체성을 지향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질적인 다수의 
소서사를 지향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서사가 
거대 서사의 논리를 완전히 삭제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의 흐름이나 개인의 역사성에 
매몰된 개념은 아니다. 소서사와 그 형성에서 중시되는 것은 거대 서사에 포섭되지 않
는 개인의 관점인데, 이 관점의 생성은 개인의 생득적, 선험적인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서사가 거대 서사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나, 거대 서사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재해석과 관점의 반영이 하나의 역사성으로 묶였을 때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고영복, 『사상사개설』, 사회
문화연구소, 1996, 443 ~ 451쪽.

207) Lyotard. J., Condition Post Moderne, 유정완 옮김,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2018, 78 ~ 80쪽.

208) 인용한 저서의 원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를 구분하고 있지만 저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탈구조주의를 포함할 수 있는 보다 큰 
개념의 경향(스타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에서 인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Peters. A. M & Burbules C. N., Poststructuralism and 
educational research, 심승환 옮김, 『탈구조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7, 67 ~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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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소설이 싫다. 한국소설 특유의 그 느낌이 싫다. 그래서 몇 개 읽어보지 않

았다. 《우상의 눈물》은 그 몇 안 되는 내가 읽은 소설 중 하나이다. (중략) 계속 생각

하면서 느꼈다. 나는 여자들이 참 무섭다. 여고가 참 무섭다. 여자애들은 ‘반장’같다. 영

악하다. 포장된 행동을 한다. 교묘하게 괴롭힌다. 남녀공학이었던 중학교를 다녔을 때도 

생각했다. 남자애들은 주먹다짐을 한 뒤에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 금방 감정을 삭인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완전히 한명을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겉으론 그 친구를 위하는 척 

완전히 깔아뭉갠다. 그리고 여고를 와서 한 번 더 느꼈다. 육체적인 폭력도 정말 정말 

무섭지만 정신적 폭력은 더하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반장은 정말 영악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 소설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낯설지가 않다. 꼭 

내 주변에도 있을 일 같다.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읽게 되어서 좋았다. 

- <1-우-2-㉯>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같은 영화도 몇 번씩 보고는 하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 외국 유명 감독이 했던 말처럼 주인공의 시점

에서 한번, 조연의 입장에서 한번, 사물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초점을 다르게 두

어 보면 영화를 보다 더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다. (중략) 《우상의 눈물》도 여러 번 

다시 읽었는데 읽을수록 소름이 끼쳤다. 형우가 기표를 칭하는 말, 그리고 영리하게 기

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까지. 하나둘씩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략) 

나는 아직 이 작품을 완벽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느낀다. 내가 좀 더 커서 

많은 사회를 접하고 사고가 확장되었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길 바란다. 그땐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생각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 <1-우-10-㉴>  

위의 두 학습 독자는 작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모두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경험의 이전과 도중, 이후의 자신의 현실을 언급하며 평가 경험을 돌아

보고 있다. 평가의 과정 중에 환기된 자신의 현실이 평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독자에게 인식되며 그것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완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

고 이후에도 학습 독자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에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독자가 평가를 형성하게 된 근거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자신이 생성해낸 작품의 평가를 스스로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에 연결시켰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을 때 학습 독자의 작품에 대한 평가 형성 경험으로서의 비평적 자

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경험은 재고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습 독자의 평가는 비평적으로 소설을 읽는 경험의 반복과 

누적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명료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습 독자의 작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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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체성의 탐색적 인식으로서의 평가는 완료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연, 자신의 인식을 종결시키지 않고 평가의 경험을 계속해서 

사유해 나가는 것은 문학적 태도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대상에 대한 객관

적 일반성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전제되는 개인의 고유성을 점진적으로 

심화시키는 사유의 방향으로 초점화된다고 할 수 있다.209) 

관련하여 아도르노에 의하면 인식은 기존 사고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인식에 누락된 것들을 명료화함으로써 대상의 고유한 질을 바탕으로 

대상의 환원불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210) 따라서 규정된 부정으로 형상화된 

작품 의미는 독자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는 종결되지 않은 형태이기에 하나의 진

테제로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주체에게 포섭되지 않고 저항하여 경험

을 완료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을 때 아도르노는 이를 미적 경험에서 조우하는 타

자로서의 작품이 제시하는 절대적 차이를 토대로 감상자의 성찰적 사유의 지속을 

예술 경험(체험)의 본질로 설명한다.211) 예술작품은 본래 하나의 절대적인 의미를 

209) 이와 같은 특징적인 사유의 형태는 헤겔의 변증법을 역전시킨 구도로서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Negative Dialektik)'으로 설명된다. 부정변증법은 교양의 확충이라는 계몽
의 논리를 비판하는 테제이다. 헤겔 변증법의 핵심은 정신이 스스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자기 생성 운동 속에서 테제(These)로서의 주체(정신)와 그 부정으로서의 객체(대
상)가 조우했을 때, 주체가 객체를 전유하여 자신에게 통합시킨 뒤, 정반합을 거쳐 완성
된 진테제(Synthese)로 완결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보편적인 절대지(絶對知)를 구
축해 나가는 것에 있다. 헤겔 변증법에서는 주체의 ‘자기 유지(Selbsterhaltung)’와 그 
욕구가 당위적으로 정당한 것이기에 주체는 객체를 인식할 때 자신의 중심에서 ‘잘못된 
투사(falsche Projektion)’를 통하여 객체를 객체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주체를 위
해 개념화된 객체에 대한 고정된 지식으로 전락시킨다. 객체가 주체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물화됨과 동시에 객체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고 주체의 투사
를 받아 주체와 교환 가능한 거래 관계에 있는 동일한 성질, 동일성을 지닌 대상으로서
만 인식되는데, 이것이 헤겔 변증법의 동일성 사고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물화에 대한 부정”이며 변증법적 사유는 모든 존재와 개념이 서로 매개
되어 있다는 것이 근간이기에 타자로 고립된 개별자를 파생시키는 헤겔 변증법은 변증
법의 잘못된 형태라고 보았다. 비평적 자의식이 개인의 삶에서 작품의 기능을 지속적으
로 문제삼음으로써 실천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독자적인 평가와 그에 내
재된 정체성의 심화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dorno. T. & Horkheimer. 
M., Dialektik der Aufklärung, 280쪽.

210) Adorno. T., Negative Dialektik, 홍승용 옮김, 『부정변증법』, 한길사, 2014, 17쪽.
211) 아도르노의 저서를 번역한 논자에 따라서 ‘경험’과 ‘체험’이 각 번역서에 혼용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경험’이라고 옮겨지는 것이 확인되나, 이순예의 경우에는 아도르노가 
예술을 감상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본 감정적 요소인 ‘전율’에 주목하여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번역어로서의 ‘체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어 ‘Erfahrung’은 체험
을 뜻하는 Erlebnis와 동의어로 각기 대체가 가능하며 아도르노가 그 둘을 구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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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비평에 의한 의미의 현재화를 통해 언제나 감상자에게 

사유를 유발하는 문제제기의 형식으로 감상 경험 전체 의미에 대한 단초를 제공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 작품에 대한 인식을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 작품이 제공하리라고 가정되는 가공적인 종결 형식의 의미는 비평

에서 존재할 수 없다.212) 

개별 작품에 대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읽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학습 독자의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연됨으로써 그 정립을 지속시킬 수 있다. 비평이라는 

사유의 체계가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생성해 내는 의미 분화의 기

능을 갖는다면, 한 명의 개별 독자가 동일한 작품을 재독(再讀)하거나 다른 작품

을 읽을 때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자신이 읽었던 작품을 호출함으로써 다시금 

평가 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는 갱신의 기능 역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213) 작품의 평가에 있어서 학습 독자가 대상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현재

의 관심사는 이후에 변경되어 작품의 또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동

일한 관심사를 유지하더라도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새롭게 가치를 부

여함으로써 새로운 평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 비평의 체계 안에서 작품과 관계 맺

을 때 현재라는 시간성이 강조된다면 학습 독자가 자신의 비평을 지속시키는 한 

평가와 함께 해석과 평가 경험에 대한 사유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 독자가 평가의 주체가 된 경험을 의미화하는 현실의 지속적인 

환기 유도는 다른 소설은 물론 소설이 아닌 장르의 문학이나 인접한 다른 매체의 

비평적 ‘읽기’ 경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상호텍스트성은 평가 기준

의 조회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기능한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적용한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 독자의 평가 기준이 완결된 것이거나 

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번역어 ‘경험’을 따랐다. 또한 문학교육에서 
논하는 ‘경험’과 구태여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적 속성에 대한 미학적 논의로서
의 경험을 들여오고자 함이기도 하다.

212) 아도르노는 비평에 의해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예술작품의 특성을 “단순한 격언으로 
환원되지 않으려 하는 것”과 “위로의 말로써 팔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다. 각각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Adorno. T., Ästhetik(1958/1959), 406
쪽, 그리고 Adorno. T., Ästhetische Theorie, 72쪽. 

213) 이에 대해서는 김준오의 장르 인식에 있어서 전통과 관습의 재구성을 참고할 수 있
다. 대상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것이 문학사를 구성한다는 것이 
해당 단락에서 김준오의 골자다. 김준오, 앞의 책, 11 ~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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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것이 아니며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비평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

될 수 있음을 주지함으로써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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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학습 독자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고유한 관점을 기준으로 작품의 가

치를 고민함으로써 소설을 자신에게 의미 있게 읽는 사유의 틀로서 비평적 자의

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개념과 원리 및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작품을 평가할 수 있을 때 비평적으

로 문학을 읽는 것은 독자가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문학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기제가 된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학습 독자가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 작품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다양화를 통해 문학교육에서 비평이 

지닐 수 있는 함의를 소설을 통한 독자의 자기실현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의 Ⅱ장에서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에 대한 이론

적 검토를 통하여 그 개념과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비평은 독자가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갖고 작품을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한 욕망이 전제된 목적지향적인 

행위이다. 작품 읽기에서 평가 주체로서의 위치가 부각될 때 독자는 작품을 자신

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심사에 유의미한 대상인지 지속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내용 선별에 의하여 개별적인 독

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의 선택 결과로 재구성된다. 이와 같을 때 비평적 자의식

은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가 자신을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고 작품 읽기의 과정 중

에 고유한 평가 관점을 견지하는 의식이다. 정의할 수 있다. 

비평적 자의식은 독자의 작품 읽기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ⅰ) 독

자의 서술적 정체성 확립 ⅱ) 독자의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 유도 ⅲ) 독자의 작

품에 의한 경험 현실 환기. 독자는 스스로가 대상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판단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자문하게 되며 독자의 특수한 관심사에 의해 인식됨으로써 재

구성된 작품 내용은 이 기준의 결과물이 된다. 독자의 판단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전제하고 있고 평가의 대상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인식 기

준은 곧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때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문제적 상황에 대한 형

상화를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 현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데, 독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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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내용들로 재구성된 소설의 내용은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의 확장을 반영한 것이 된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의 경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작품의 시각을 통해 탐구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소설이 

독자의 삶에서 갖는 기능이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소설을 근

거로 탐구하여 작품이 지니는 기능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특징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구체적인 원리는 이상의 비평적 자의식과 

작품 읽기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전문 비평가의 비평문에 나타난 비평적 

자의식을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비평은 독자의 성찰적인 대

상인식에 의한 평가의 형성이기에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소설 읽기는 ⅰ) 작품 

재구성을 통한 평가 대상 설정 ⅱ) 독자 삶에 근거한 평가 기준 조회 ⅲ) 평가 기

준 조정을 통한 평가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세 층위는 비평의 과정

에서 중층적 · 동시적 ·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품 재구성을 통한 평가 대

상의 설정은 작품 완성의 주체로서의 인식, 작품 의미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해 

실행된다. 재구성된 평가 대상에 대하여 독자는 자신의 삶에 근거한 작품 평가 기

준을 모색하는데, 이때 독자의 삶은 전경화되고 삶 속에서 작품이 갖는 기능에 따

라서 작품이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개별 작품을 평가하며 인식하게 된 새

로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Ⅲ장에서 학습 독자의 비평적 감상문을 분석하여 비평적 자

의식의 발현을 확인하고 전문 비평가와의 사고가 지닌 낙차에 주목하는 것이 아

니라 비평적 자의식에 의한 사고의 유사성을 검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학습 

독자는 비평적 자의식에 의해 서술적 정체성을 확보했을 때 작중 특정 인물을 중

심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해석하는 것에 용이하게 작품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상호텍스트적인 확장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폭넓게 조망

하기도 하였다. 이 읽기 과정의 전 · 중 · 후에서 일부 학습 독자는 고정관념으로

서의 작품 평가 기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평가의 

주체로 강하게 인식한 경우 작품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이 되는 작품이나 자신의 



- 136 -

삶에 근거하여 읽기의 전과 도중에 조회하고 읽기 이후에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

다. 또한 비평적 자의식에 의하여 평가 기준을 조회한 학습 독자는 대상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자신의 평가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정

당화하여 형성하였다. 

이상의 양상을 통해서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원리가 전문 비평가

보다는 낮은 차원이지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 독자가 서술한 작품의 

평가는 작품에 대해서 고유 가치를 부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자신의 관

심사를 확장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작품의 기능이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하며 부정

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작품에 대한 평가의 완성을 의도적으로 유보함

으로써 비평에 의한 사유를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아울러 

학습 독자의 실제 읽기에서 나타난 한계 사례로는 작품의 내용을 단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강박적인 작품 학습자로서의 학습 독자, 자신의 고정관념에 근거한 작품 

인식을 통해 작품 소비를 위한 심판자로서의 학습 독자, 평가에 대한 인지적 부담

을 호소하는 비전문적인 비평가로서의 학습 독자의 경우가 발견되었다.

학습 독자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한계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Ⅳ장에서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학습 독자가 자신을 평가 주체로 상정하지 못할 때 비평적 자의식은 발현되지 않

으며 서술적 정체성의 저조와 자기정립적인 대상인식의 거부, 경험 현실 환기의 

포기라는 양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학습 독자가 소설 읽기를 자신의 취향을 만

족시켜주는 쾌락적인 소비 경험 혹은 고정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학습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비평을 전문 비평가에 비해서 열등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할 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ⅰ)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학습 독자의 서술적 정

체성 강화 ⅱ) 작품 평가에 대한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대상인식 유도 ⅲ) 평가와 

평가 경험에 대한 재고를 통한 경험 현실 환기의 지속을 교육적 처치로 제시하였

다. 이는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에서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여 비평적 자의식을 생성, 촉진, 발전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교육 내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독자가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적극성의 폭을 확대하여 문학경험의 질적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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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꾀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독자가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인식한 작품의 재구성

된 내용은 그 자체로 작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며 이는 비평이라는 소통을 전

제한 행위를 통해 해석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성장기

의 학습 독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확장적으로 경험하고 자신

의 삶이 지닌 문제의식을 탐구하는 경험은 문학의 가치 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하여 문학적 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을 때 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문학교육의 변화된 흐름에 비

평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이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인 서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는 문학이 독자의 

삶에서 갖는 기능에 근거하여 문학을 정의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평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실천을 통해서 그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문학교실에

서 독자가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세부적인 

문학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학습 독자의 개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자 

개개인의 삶을 하나의 관점으로서 문학작품과의 상호작용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

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수행연구 등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학습 독자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교수자를 추가로 섭외하고 연구자가 직접 비평적 감상문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현상적으로 추적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미진한 부분으

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문학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 여건을 

갖춘 연구자들의 비평적 자의식 중심의 소설 읽기를 활용한 수행연구를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보완될 부분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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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in literature education. When 

reader realize that he or she has the right to evaluate the value of 

literature for their own, criticism can do the role of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the reader and the text, especially on literature education. 

However simple imitation of critic based on professional behavior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may lead the education of literary, historic, 

philosophical knowledge for reader. Furthermore, there is no certain 

absolute objectivity and standard in our modern time, therefore literature 

is getting more focused on the specific problem of individual life.

Thus, using criticism in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dealt in the view of 

reader’s variation based on the variety of their life. Criticism includes 

interpreting and analysing the text like the traditional study of literature, 

nevertheless this contains immersed reader’s controversial aggression 

necessarily. The meaning of criticism in literature education is revocation 

of epoche about the text and literature due to the activated subjectiv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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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der.      

When the author realizes his or her identity by writing text, the reader 

realizes his or her identity by criticizing text. ‘Critical Self-consciousness’ 

is a concept of this reader’s self realization desire during the reading. It 

can be defined as a specific reader’s self-consciousness that stick to their 

own critical viewpoint during the reading literature. To put it concretely, 

‘Critical Self-consciousness’ affects reader in three way. ⅰ) Establishment 

of reader’s narrative identity. ⅱ) Inducement of reader’s self-correctional 

recognition object. ⅲ) Arousal of reader’s real life experience.   

Accordingly,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is 

reader’s critical novel reading which is based on their evaluation using 

reader’s specific viewpoint from real life experience. It’s executed by 

Critical Self-consciousness, and doing this can set up the literature into 

the reader’s real life. In this context,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is actually a reader’s specific attitude for literature 

premising continuous thinking of a point of view based on reader’s life. 

Therefore, using criticism in literature education can obtain the function of 

reader’s reflective recognition for literature and the text. 

In this study, by analyzing hermeneutically various young professional 

critics’s ‘Critical Self-consciousness’ from their critic text, constructed 

actual principle of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ⅰ) Setting subject of evaluation by reconstituting the text. ⅱ) Inquiring an 

appraisal standard based on reader’s real life experience. ⅲ) Justification 

reader’s evaluation through adjustment of reader’s appraisal standard. 

Actual principle of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was fully verified by analyzing hermeneutically learning readers’s ‘Critical 

Self-consciousness’ from their critic text.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made learning reader restructure the content 

of a text depending on the learning reader’s own interest and produ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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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it. This induced a self inquiry of learning reader’s opinion on 

literature and reflecting the evaluation, learning reader’s a point of view 

for text was gradually adjusted. 

However, when learning reader could not or weakly obtain ‘Critical 

Self-consciousness’, novel reading by using ‘Critical Self-consciousness’ 

was almost impossible. Failed learning reader had very weak reader’s 

narrative identity and stereotype view for the literature or novel reading, 

fear for the arousal of reader’s real life experience. Those failed aspects 

were occurred when learning reader got a mistaken concept of ‘Critical 

Self-consciousness’.

Therefore, this study designed three educational treatment based on failed 

learning readers’s aspects. ⅰ) Reinforcement narrative identity through 

intertextuality. ⅱ) Inducement through diversification of viewpoint. ⅲ)  

Continual arousal through reconsideration of evaluation. Those treatments 

were specifically designed for activation of ‘Critical Self-consciousness’.   

By doing ‘Novel Reading Focusing on Critical Self-consciousness’, reader 

can achieve his or her own original a interpretation for the text. Moreover 

this is the actual opinion that enables communication about literature, since  

increasing of various viewpoints can extends the interpretation-community 

when the individual readers are fully assigned. Lastly, learning reader’s in 

growth period can develop his or her identity through experience of 

literature, and also this contributes toward literary attitude development. 

Keyword : criticism, critical self-consciousness, novel reading education, 

reader-response-centered education, learning reader

Student Number : 2017 - 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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