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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성장 서사가 현대 청소년이 ‘청소년이기에’ 경험하
는 특수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
년의 정체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
성 형성을 촉발하는 교육 내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
의 정체성 형성 서사로서의 특성과 현대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자아 발달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이라는 독자를 중심으로 기획된 장르로,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의 텍스트 내적 구조에 따라 청소년 소설을 청소년의 경험을 다루며, 이를 청소
년 인물시각에서 서술하는 소설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청소년의 경험은 청소년 소설
의 내용이 되고, 청소년 인물시각은 형식이 되는데, 내용면에서 청소년 소설의 정체성 
형성 서사는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가 정체성 형성을 거쳐 사회적 봉합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반대자 및 조
력자 인물 관계 속에서 표상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정체성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환경에 대응해 자기만의 특성을 형성하
는 방식으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미화 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현대 청소년의 정체성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 하는 방
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청소년은 신체의 성숙을 
비롯한 자기의 특성에 적응하는 것, 기성세대의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실
천하는 것, 가치체계와 미래의 현실성을 고려해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가진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 청소년은 세 가지 발달
과업아 관련해 자의식의 과잉, 기성세대에 의한 주도권 상실, 대입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청
소년기의 정체성 위기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문제 범주를 
‘자의식의 문제’,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진로 설정의 문제’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문제 범주는 III장에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분석 범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에릭슨이 재구성한 간디와 루터의 전기를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긍정
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인 자기 초월, 세대의 계승에 대한 의식, 세계와 자
아의 관련성 이해를 도출하였다. 긍정적 정체성에 내재한 자아의 확장은, 청소년 소설
의 결말에 제시된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가 갖는 특성과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의 구조를 기반으
로, 이 연구는 III장에서 9편의 청소년 소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체성 분석 범주별로 나타나는 서사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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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1절에서 정체성 형성 서사가 전개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자의식
의 문제는 논쟁 지향적 갈등으로 심화되며, 결말에서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서사와 
‘내가 보는 타인’의 서사의 연쇄가 나타났다.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는 균형 파괴적 
갈등으로 심화되다가, 기성세대의 생애사가 삽입됨으로써 청소년 인물이 기성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포용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을 보였다. 진로 설정의 문제
는 배타적인 사회구조를 문제 삼는 구조 지향적 갈등으로 심화된다. 때문에 진로 설
정의 서사는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고, 대안적 사회상을 그리는 서사와의 교
차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서사 전개 및 구성을 통해 귀납한 정체성 범주별 특성을 바
탕으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에서 청소년 인물, 반대자 인물, 조력자 인물을 제시하
는 양상을 분석해 각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우선 청소년 인물은 자아의 욕구를 
추구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는데, 본 연구는 정체성 위기를 내적 욕구 간 대립 상황으
로 정의하고, 정체성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인물이 보이는 심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자의식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 인물은 회피적 태도를, 주도권의 문제는 불
안을, 진로 설정의 문제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심리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시각을 통해 반대자 인물과 조력자 인물을 묘사한
다. 반대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을 억압하는 이념을 상징하고, 청소년 인물시각은 반대
자 인물의 이념적 특성을 직접묘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반대자와의 대립은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 인식 과정을 표상한다. 반면, 조력자 인물은 
간접묘사로 제시되어 청소년 인물의 심리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격이 구성된다. 조력
자 인물은 청소년의 결핍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체성 형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며, 조력자 인물과의 소통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표상한다. 

이 연구는 IV장에서 청소년 소설 수용이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
여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1절에서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 및 문학치료 
원리를 참고해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 독자의 긍
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네 가지 청소년 소설 수용 경험을 추출했다. 이
에 본 연구는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가 
자아 인식 경험, 자기위로 경험, 긴장 용인의 경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경험을 축
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절에서 본 연구는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제 청소년 학습자의 청소년 소
설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학습자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에 공감해 
자기를 위로했고, 소설로부터 정체성 위기 극복 전략을 탐색해 자기 문제에 적용했으
며, 조력자 인물을 모델 삼아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 수용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인식, 미적 거리
두기,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탓에 독서 경험을 긍정적 정체성으로 의미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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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수용 양상에서 보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창작 및 비평의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 소설에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서사로서의 장르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소설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대입 경쟁 속에서 자아의 결함을 돌보지 못한 청소년 학습자가, 
자신의 심리-사회적 단계 및 문학 능력에 알맞은 소설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편하게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문학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청소년 소설의 효과
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은 
청소년 소설이 성인 소설에 비해 학습자와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이룰 것을 전제한
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의 문학 치료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주요의 : 청소년 소설, 정체성 형성 서사, 자의식, 주도권, 진로 설정, 조력자, 반대자
학번 : 2016-2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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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고는 청소년 학습자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청소년 소설 교육 내용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의 청소년은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입시 준비에 몰두
하느라 자기 존재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다1). 학업을 마치고 건강한 자아를 지닌 
어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만, 그러기에 당장 오늘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이 몹시 두렵다. 게다가 현재 중·고등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형과 누나가 청소년 시절 모든 것을 견디며 
공부했지만 대졸 백수가 되어 버린 현장을 목격한2)” 세대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애써 누르며 더욱 절박하게 경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아는 그 시기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적 · 정신적 성숙과, 새롭게 부여되는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미래 계획에 대한 요구 등을 겪는다. 

자아 내부 및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아가 ‘자기다움’을 유지하고, 자기
답게 세상을 살기 위해 청소년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를 성찰할 기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다.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기다운 특성을 의미하는데,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개별성은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을,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나 행
동양식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
해도 과거의 나에서부터 미래의 나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3) 이처
럼 정체성은 개인 내부의 일관된 동일함에 대한 인식(계속성)과 외부와의 관계에서 공
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개별성, 총체성)을 동시에 의미한다. 본 연
구는 정체성의 두 가지 의미 중 후자의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정체
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체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설의 다성성(多聲性)
으로 인해 청소년 소설 속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도 다양한 인물 관계 속에서 표상될 

1) 구자황은 현대 청소년을 그리는 청소년 소설을 ‘성장통 없는 시대의 성장 소설’로 표현했
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성장통을 느끼기에는 꿈꿀 시간 자체가 모자라고, 꿈이란 본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구자황,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
의 가능성-교육 정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7, 우리문학회, 2012, p.197.) 하지만 
현대 청소년의 무통(無痛)함은 자아의 성숙에 따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아의 결함을 인식
하는 것을 방해한다. 즉, 정체성의 병을 부지불식간에 키울 위험이 높은 것이다.

2) 오세란, 「청소년 소설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양상」, 『창비어린이』 11(4), 창비어린이, 2013a, p.34.
3) 정옥분, 『발달심리학 : 전 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2004,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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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여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중심
으로 청소년 인물의 자아가 일으키는 심리적인 변화를 살펴, 청소년의 정체성을 분석
하려 한다. 

본 연구가 주요 연구 자료이자 교육제재로 삼은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들의 삶과, 
실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4)된 
소설 장르이다. 작품 내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독자층 중심의 문학 장르인 
청소년 소설은,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창
작된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 연구는 소설 연구인 동시에 청소년 존재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기의 정체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현
대 청소년 독자의 언어로 전달해 청소년의 흥미와 공감을 기반에 둔 삶에 대한 성찰
을 이끄는 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소설은 교육제재로 
다루기에 진지한 문학이 아니라고 여겨진 탓에 오랜 시간 교육 제재로 다뤄지지 않았
다. 하지만 “문학성은 도달해야 할 높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 속에서 
산출되는 것”5)이며,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학습자의 자아와 그를 둘러싼 세계를 청소
년이 느끼는 대로 그리기 위한 기획 하에 생산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소설은 청소
년 학습자의 삶에 쉽게 연결되고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
시할 수 있는 문학 교육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성장의 의미는 논쟁적이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소
설이 근대사회의 교양소설에 나타나는 성장과 차별되는, 청소년이 주체가 된 성장을 
보여줌을 긍정하면서도, 그 이면에 사회로 청소년을 포섭하는 기제가 있음을 근거로 
청소년 소설이 교훈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6) 비판은 
특히 소설의 결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청소년 독자를 의식한 데에서 생기는 필연
적인 검열 때문에 청소년 소설에서는 나쁜 결말이 나올 수 없다7)는 것이다. 청소년 
소설가들은 교훈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린 결말, 또는 두 개의 결말을 보
이기도 하고, 결말까지도 청소년 인물의 냉소를 유지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러나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 및 사회적 봉합을 그리는 결말 자체를 비판하고, 
스스로 “무성장의 서사”8)가 되려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수성 및 청소년 소설의 교육성

4) 창비 청소년 문학 기획편집위원회는 초등학교 시절에 동화책을 읽던 아이들이 그 다음 단
계에서 성인문학의 세계로 곧장 비약할 경우, 청소년 고유의 감수성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문제 등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은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이에 지금, 여기의 청소년이 가진 새로운 감수성을 담은 소설을 창작해 청소년 독자에게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심어 주고자 창비 청소년 문학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현, 
〈우리들의 스캔들〉, 창비, 2007, pp.214-215)

5) 김종철,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2011, p.100.
6) 청소년 소설의 문학성과 교육성에 관련한 쟁점은 2절의 연구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7) 김학찬, 「청소년 소설 침체 양상 연구-청소년 소설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5, 고

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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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하는 것이다. 자아에 대해 고민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일찍이 절박한 현
실에 노출된 현대의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자아의 결함을 위로받고 문제 해결의 희망
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주제가 문학 치료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이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가 긍정적 정체성 형성으로 변
화되기까지 나타나는 정체성 양상을 분석하고, 청소년 학습자가 소설 수용을 통해 보
다 성숙한 자아를 정립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모색하려 한다.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 긍정적 정체
성을 형성한 학습자는 자기존재의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는 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경쟁에서 낙오되어 타인에 비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게 될 때에도 학습자가 자기
다운 삶 자체에 대한 자긍심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를 둘러싼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성인세계 입문을 준비
하고, 인간과 세상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다음 세대의 주체로서 자신이 맡을 사회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

2. 연구사

청소년 정체성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 인식적 · 정서적 발달로 인한 
불안정성, 성적 호기심 상승 등의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지위 · 진로 설정 
등에 관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소년 소설은 서사의 전달에 
있어 청소년 인물 시각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재현하며, 청소년 
주인공을 둘러싼 다양한 인물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삶을 이루는 외적 요소 및 그러
한 요소를 경험으로 의미화 하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린다. 본 연구는 청
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에 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 내용을 제언하기에 앞서, 청소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와 청소년 소설 연구, 그리고 청소년 소설 교육 연구의 연구사를 살펴보려 한다. 

정체성 연구에 있어서 Erik Erikson이 정립한 이론의 핵심은 첫째, 개인의 정체성
을 ‘심리-사회적 단계’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보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의 심리적 · 사회적 특성과 함께 이뤄져야 함을 시사
한다. 그리고 둘째로, 에릭슨은 인간의 정체성을 ‘긍정적 정체성 대 부정적 정체성’의 
구조로 나타내고, 개인의 경험은 그를 의미화 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 정체성을 강
화할 수도, 부정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에릭슨이 제시한 정체성

8)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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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 및 정체성 형성의 작동 방식은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복합적인 정체성 양상
을 범주화하고,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사 흐름을 나누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발달이론은 한 개인의 발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의미를 자기 초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로, 그리고 인간의 총체적 역사와 
자아의 관련성으로 확대시키는 장대한 이론적 지평을 가진다.9) 그에 의하면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를 초월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다른 세대 및 인간 세계 전체와 자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타인과 세계에 대한 확장된 
관점은 강한 자아의 힘을 의미하는 표식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소설을 작품 외부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와, 좁은 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가 있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
할 경우10), 창작 주체, 향유 주체, 소재 혹은 제재,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①청소년에 
의해 쓰인 문학, ②청소년이 읽고 있는 문학, ③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문학, ④청소년
을 위해 선정한 문학 모두를 청소년문학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청소년문학을 이와 같
이 정의할 경우, 사실상 모든 문학을 청소년문학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
년문학를 지칭하는 적합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문학을 좁은 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들은 위의 넓은 개념이 포괄하는 외부 
행위 중 ‘③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문학’과 ‘④청소년을 위해 선정한 문학’에 주목해, 
‘좋은 청소년문학’, 또는 청소년에게 ‘적합한’11) 문학으로서 갖춰야 하는 텍스트 내적 
특성을 연구12)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해야 하며 
청소년의 정체성 모색 과정을 중심사건으로 한다. ②스토리와 텍스트 층위에서 청소

9) 박아청, 『정체감과 교육』, 교육과학사, 2015, p.39.
10) 우리나라보다 먼저 청소년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서구권에서도 이처럼 청소년문학

의 개념을 작품 내적 요인이 아니라 작품 외적 요인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Carsten Gänsel은 청소년 문학을 텍스트 자체보다 외부행위, 특히 생산자와 수
용자, 교육자로서의 관계를 반영해 개념화하고 있는데, ①청소년을 위해 적합하다고 여겨지
는 문학의 총체(의도성), ②청소년에 대해 쓴 허구적‧비허구적 텍스트의 총체(특수성), ③청
소년에 의해 수용된 허구적‧비허구적 텍스트의 총체(수용성)를 모두 청소년문학으로 본다.
(김중신, 「청소년 문학의 재개념화를 위한 고찰」. 『문학교육학』 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24-34.) Göte Klinberg 역시 ①청소년들이 읽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텍
스트, ②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 쓰인 문학, ③청소년들 자신의 작품, ④성인문학으로부터 
물려받는 텍스트의 존속을 목표로 하는 것, ⑤청소년들이 실제로 읽고 있는 것을 청소년문
학으로 정의하고 있어, 역시 김중신의 정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김정용, 『독일 아동·청
소년 문학과 문학 교육,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pp.3-4.)

11)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문학 텍스트란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정체성 형성과 관
련되는 것으로 문학적 심미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선주원. 『청소년문학교육론』, 역락, 
2008, p.41.)

12) 오세란, 「청소년 소설의 장르 용어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
회, 2010, pp.149-176.; 김경애, 「한국현대청소년 소설과 『위저드 베이커리』」, 『새국어교
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pp.49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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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방황하다가 세계로 봉합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다. ③청소년 인물의 인물 시각적 
시점에서 서술된다(지적, 심리적 수준이 청소년의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13)

청소년문학 비평을 기반에 둔 청소년문학의 효용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문학이 내포
한 교훈성을 중심으로 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으로 대립한다. 미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14)은, 청소년문학의 교훈성이 청소년의 미숙함을 강조하며, 성장의 보편적인 
모델에 대한 강박에 의한 청소년 인물 몰개성화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교육적 관점을 옹호하는 연구들15)은 사회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는 청소년문학은 교육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적 관점
도 아동기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어른의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등 청소년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수정(2012)16)과 박경희(2016)17)

의 연구는 청소년 소설이 일방적으로 청소년 인물이 가르침을 받는 성장서사가 아니
라, 청소년 인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기성세대 및 사회적 담론과 소통하는 경
향을 보이는 점에 주목한다. 이처럼 청소년 소설의 가치는, 청소년 주체의 시각에서 
자신의 내면 및 외부 환경에 대응해 자기다운 성장을 이루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
리는 데에서 발생한다.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연구18)는, 소설 텍스트가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리

13) 김경애(2013), p.509.
14) 김성진(2011), pp.60-83.;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현실 형상화 방식에 대한 연구」. 『우리

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pp.1-19.; 김혜정.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가족해체서사 연
구-2011년 출간된 청소년 소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
학학회, 2012, pp.177-193.

15)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연구-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의 역사적 고찰」. 서
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p.14.; 김중신(2002), pp.11-36.; 김지형, 「순진함으로서의 '
학생' 표상 고찰-〈완득이〉, <열일곱 살의 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16, 한국아
동문학학회, 2009, pp.206-226.; 김화선,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pp.279-300.; 전명희, 「현대 청소년 소설의 다양한 미학성-소재 및 주제, 서술방식을 중심
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21,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pp.167-204.

16) 신수정, 「2000년대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윤리-〈완득이〉, <열일곱 
살의 털>, 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pp.391-415.

17) 박경희, 「한국 청소년 소설 연구-가족 분화와 인물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전
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8) 공주영, 「고전소설을 활용한 자아정체성 교육 방안 연구-<소대성전> <조웅전>을 중심으
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민경, 「성장소설을 통한 자아 정체성 교육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설지연, 「자전적 소설을 통한 정체성 형성 연구-
박완서와 김원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손은주, 「자아정체성 신
장을 위한 성장소설 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17.; 오윤주, 「성장소설의 
서술 원리를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숙현, 「정
체성 중심의 여성 성장소설 교육연구-오정희, 박완서 작품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8.; 이진아, 「성장소설을 통한 문학 교육 연구-<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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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을 밝히고, 인물의 정체성 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
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경미(2009)의 경우, 전후 성장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 상황에 대한 반성과 대
응의 구조를 밝히고, 학습자가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형성 방법을 찾아
내는 교육을 연구했다. 전후소설 속 인물은 청소년 학습자와 시공간적 거리감을 갖기 
때문에, 전후 성장소설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정체성 문제의 자기화’, 즉 
인물의 정체성 문제와 청소년 학습자의 정체성 문제를 연결하는 방법이 핵심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 소설 속 정체성 문제와 청소년 학습자의 정체성 문제를 연결할 수 있
는 요소를 ①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 ②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 ③사회의 부패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④삶의 의욕 상실, ⑤가치관과 삶의 방향의 혼란으로 
추출하고 있다. 최경미의 연구는 전쟁이라는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인물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학습자가 인물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전후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서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정체성 위기에 관한 성찰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청소년
의 정체성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청소년 소설을 제재로 삼을 경우 보다 ‘청소년이기에’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
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19). 안소윤(2018)은 청소년 소설 속 죽음 충동을 중심으로'삶
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을 설계했는데, 그는 현대사회
의 ‘청소년’이 처한 정체성 위기의 계기들을 ‘청소년기의 실패’, ‘긍정적 조력자의 부
재’,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집단적 방관’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단계를 고려해 청소년기의 특수한 정체성 위기의 계기들을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소윤의 연구는 청소년 인물이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학습자가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가치에 대한 긍정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타인 및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자아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우상의 눈물>, <아우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경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교육 연구-전후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용욱,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텍스트 수용에서의 불안경험
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9) 국미진, 「청소년문학을 통한 자아정체성의 형성 및 세계에 대한 이해」,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8.; 성경수, 「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안소윤, 「청소년 소설 속 죽음 인식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8.; 오점정, 「청소년 소설의 문학치료적 교육방안 연구-공선옥 청소년 소설을 중심
으로」,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17.; 윤진아, 「청소년문학의 정체성과 교육적 의미」,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보영, 「청소년문학을 이용한 소설교육 방법」,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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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목표하는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경험을 새롭게 의미화
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정립하는 것이다. 삶을 선택하는 것과 안정적인 사
회적 자아의 정립은 서로 통하는 면이 있으나, 본 연구는 긍정적 정체성을 가치 추구
의 문제가 아닌 관계에 대한 이해로 파악한 차이가 있다. 

연구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양상을 분
석하기 위해 청소년 인물 시각과, 청소년의 시각으로 표상된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청소년의 정체
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처한 심리-사회적 단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경험을 청소년이 어떻게 경험으로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조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특수한 정체성 문제를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인물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위기의 계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청소년 소설 작품

본 연구는 II장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경험을 ‘자의
식의 문제’,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진로 설정의 문제’로 나누고, 다음의 청소년 소
설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정체성 분석 범주 청소년 소설 작품 목록

자의식의 문제
❶ 〈아는 척〉 (최서경, 문학동네, 2013)
❷ 〈직녀의 일기장〉 (전아리, 나무옆의자, 2015)
❸ 〈합★체〉 (박지리, 사계절, 2010)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❶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문학동네, 2011)
❷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 사계절, 2008)
❸ 〈하이킹 걸즈〉 (김혜정, 비룡소, 2008)

진로 설정의 문제
❶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2012)
❷ 〈오즈의 의류수거함〉 (유영민, 자음과모음, 2014)
❸ 〈완득이〉 (김려령, 창비, 2008)

 <표 1> 청소년 소설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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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의 청소년 소설 작품은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의 중·고등학생 인물이 
주인공이며, 회고형이 아닌 청소년기의 시각으로 자신의 현재 삶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이 작품들은 각 정체성 분석 범주에서 위기의 계기가 되는 
청소년 내부 및 외부 환경과, 정체성 형성의 계기 및 과정을 이루는 반대자 또는 조
력자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긍정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결말이 모두 드러나 있어, 청
소년기의 정체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타인과의 관계 속 자의식 확립 과정을 그린 세 편의 청소년 소설 작품은, 정체성 
위기 단계에서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 과잉을 야기하는 타인의 시선과 그로 인한 청소
년 인물의 회의감이 잘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세 편의 작품은 위기를 야기한 타인의 
시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직녀의 일기
장〉의 경우 결말에서 제시한 긍정적 정체성의 성격이 나머지 두 편과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과정을 그린 세 편의 작품의 경우, 청소년 인물과 기성세대 
인물 사이의 전형적인 마찰을 그린 〈열일곱 살의 털〉을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열일곱 살의 털〉은 다양한 기성세대 인물이 등장하며, 이들 각각에 대
한 청소년 인물의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관련한 청소년의 정
체성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열일곱 살의 털〉은 부당한 기성세대의 폭력
을 제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인물의 주도성을 발현할 때 유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을 섬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 조력자와 결말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불량가족 레시피〉와 〈하이킹 걸즈〉를 함께 분석했다.

진로 설정의 문제 과정을 그린 세 편의 작품은, 정체성 위기 상황의 경우 〈오즈의 
의류수거함〉를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의 경우 〈완득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는 〈완득이〉에 등장하는 두 가지 유형의 조력자 인물을 통해 진로 설정과 관련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과 진로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반면 〈완득이〉에 그려진 정체성 위기는 진로 설정의 문제와 함께 자의식에 관련
한 정체성 위기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의 특성상 입시 경쟁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가 비교적 미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시 스트레스가 뚜렷하게 드러
나는 〈오즈의 의류수거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간을 파는 상점〉은 청
소년 인물이 진로를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에 대한 욕구가 사회 질서에 대
한 관심과 결합할 때 생기는 청소년 자아 내부의 변화를 그리고 있어 청소년 소설에 
그려진 정체성 위기의 계기를 연구할 때 함께 분석하였다.

(2) 학습자 청소년 소설 수용 자료

본 연구는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청소년 소설이 그린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문제와 청소년 학습자의 정체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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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난점을 찾기 위해 〈완득이〉를 제재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을 진행했다. 

〈완득이〉는 청소년 소설 중 고등학생 학습자에게 친숙한 작품이자, 가장 먼저 교과
서에 수록된 작품이기도 해, 많은 학습자들이 〈완득이〉의 줄거리를 숙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수용에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완득이〉는 완득이의 특수한 배경과 
킥복싱 선수로서의 진로는, 정체성 형성 서사를 통해 현대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로 의미화된다. 완득이가 느끼는 열등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심리적·사회
적 배경과 진로 설정의 사회화 경험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독자는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임에도 그로부터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수집
차수

수집
시기

수집
대상

수집
인원

주요내용

예비
조사

2017 
5월 
12일

대구 
D고 

1학년

2개 
학급
60명

-〈완득이〉에 대한 선행 인식 조사
-‘싸움과 킥복싱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수용
-진로 설정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활동

실험
조사

2017
7월
8일~
19일

경기 
P고 

2학년

3개 
학급 

116명

-영화 〈완득이〉를 통한 전체 줄거리 파악 및 정체성 위기 
및 형성 과정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소설 수용-정체성 위
기의 계기 및 내용, 정체성 형성의 계기 및 긍정적 정체
성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
-완득이의 정체성과 현재 자신의 정체성의 비교를 포함한 
자기이야기 쓰기 진행(3차시) 

예비 조사20)는 고등학생 학습자의 〈완득이〉에 대한 선행 인식과, 교사의 지도 없이 
완득이의 진로 설정 과정을 수용할 때 학습자가 보이는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킥복싱과 싸움의 차이’가 주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제시하고, 킥복싱을 통해 사회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완득이의 정체성 변화를 설명하도록 했다. 

실험조사는 세 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시에서 연구자는 25분 분량으로 편집된 

20)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작품의 일부가 발췌되어 실
리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정도서나, 어머니와의 영화 관람 등을 통해 〈완득이〉의 
전체 줄거리를 대체로 숙지하고 있었다. 둘째, 학습자들은 완득이의 긍정적 정체성을 ‘진정
한 꿈을 찾은 상태’로 설명할 뿐, 진로 설정이 갖는 사회화 경험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하지
는 못했다. 셋째, 학습자들은 진로 설정 과정에서 스스로가 경험한 좌절을 환기하며, ‘진정
한 꿈’을 찾은 완득이를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조사에서 
진로 설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학습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구성했다. 또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수용함으로써 학습자
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자기이야기 쓰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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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완득이〉를 시청하며 전체 줄거리를 다시 숙지하도록 한 후, 일부 발췌 제시된 
〈완득이〉 읽기 지도를 했다. 제한된 차시 안에 〈완득이〉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의 복
합적인 과정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발췌본을 세 가지 테마로 
나눠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테마의 발췌본을 읽도록 했다. 세 가지 테마는 ➊킥복싱 
관장님이 등장하는 진로 설정 과정, ➋똥주 선생이 등장하는 사회적 소통의 과정, ➌
사회적 약자인 부모님이 등장하는 열등감에 대한 의미화 과정으로, 세 종류의 제시문
은 각각 ‘꿈’, ‘소통’, ‘열등감’의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38명~41명의 한 학급의 학습자들을 여섯 개 모둠으로 나눈 후, 두 모둠씩 
같은 테마의 제시문을 읽도록 했으며, 2차시에 모둠원들이 함께 학습 활동21)을 해결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연구자는 제한된 차시 내에서 청소년 소설에 나타
난 복합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을 학습자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둠
을 나눠 세 가지 테마의 제시문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하나의 테마에 대해 
두 개 모둠이 학습활동을 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테마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이루도록 실험을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3차시에는 완득이의 정체성과 현재 자신의 정체성의 비교를 포함한 자
기이야기 쓰기를 진행했다. 이는 청소년 학습자가 청소년 인물과의 유사성을 기반으
로 인물과 공유하는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인물의 스토리와 학습자 자신의 스토리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시 맞추는22) 
자기이야기 쓰기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경험을 
재의미화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치료적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을 분석

21) 세 테마의 제시문은 모두 (가)~(라)로 구성되었고, (가)는 정체성 위기, (나)와 (다)는 정체
성 형성 과정을 표상하는 다양한 인물 관계, (라)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한 긍정적 정체성을 
그리는 장면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이해를 위해 구조도의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제외한 활
동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시문 (가)에서 완득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소설에서 찾고, 찾
은 부분을 근거로 완득이의 정체성을 설명해 봅시다.
2. 학습지①의 경우 : 제시문 (나)와 (다)에서 싸움과 킥복싱의 차이를 찾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 봅시다. /학습지②의 경우 : 제시문(나)와 (다)에서 완득이와 똥주 선생이 서로
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습지③의 경우 : 제시문 
(나)에서 완득이가 공책을 집어 던진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제시문 (다)의 ‘우리 몸 우
리가 데리고 살자.’의 의미를 이야기해봅시다.
3. 제시문 (가)~(라)의 완득이를 비교해보고, 완득이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근거
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4. 완득이가 제시문 (라)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느낀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22) Joseph Gold, Read for Your Life, 이종인 역, 『비블리오테라피-독서치료, 책속에서 만
나는 마음치유법』, 북키앙, 2002, p.353.



- 11 -

해, IV장에 제시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하기 위
해 청소년 소설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때 나타나는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언하려 한다.

2) 연구 방법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 내용을 제언하려는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청소년 소설 및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청소년 학습자의 청
소년 소설 수용 양상 분석을 통한 교육적 수용의 설계이다. 

우선, 청소년 소설에 구현된 복합적인 정체성 형성의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정체성 위기의 인식 단계, 정체성 형성의 단
계, 결말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 제시 단계로 서사 흐름을 나누었다. 각각의 서사 흐
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인물 간 관계가 달리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 
비평과 청소년 소설 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청소년 주인공, 
반대자, 조력자로 분류했다. 세 유형의 인물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정체성 형성의 서사를 구성해나가는데, 이들이 가진 특성은 심리적 특성, 이
념적 특성, 기능적 특성으로 정리하였다.23) II장에서 정리한 인물의 특성 및 인물 관
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III장에서 각 서사 흐름을 반대자 인물과 그로 인한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인식,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와 그에 대한 조력자 인물의 도움과 
같이 인물 관계 양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근거로 삼으려 한다. 

다음으로 현대 청소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 
및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E. Erikson의 정체
성 이론을 주요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심리학의 이론들 중 에
릭슨의 정체성 이론은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단계를 심리-사회적 단계로 재구성했다
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에릭슨은 구강기의 자아 발달에 중요한 문제는 빠는 것에
서 오는 쾌감이 아니다. 그보다는 엄마가 아기에게 제공하는 보살핌과, 그 보살핌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아기 사이의 신뢰에 기반을 둔 상호 작용이 중요한 문제이다. 
어머니의 믿음직한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받고, 
다른 사람과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이 생긴다. 

23) 박혜숙은 소설의 등장인물의 유형은 심리적 특성, 이념적 특성,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
하는 것이 다양한 논의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p.25-37.) 여타 인물 연구에서도 대체로 세 가지 분류를 받아들이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 이상일은 이를 참고해, 인물의 성격을 ‘욕구 추구주’, ‘현실 반영주’, ‘서사 
기능주’로 범주화한 바 있다.(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인물 정보소를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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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은 위의 정체성 문제를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으로 명명하는데, 이처
럼 정체성 문제를 ‘긍정적 정체성 대 부정적 정체성’의 구조로 제시하는 것이 에릭슨
의 정체성 이론이 가진 두 번째 의의이다. 본 연구는 에릭슨이 제시한 정체성 구조를 
참고해 현대 청소년의 발달과업 및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성과를 재개념화 해, III
장에서 복합적인 정체성 양상을 범주화하는 세 가지 틀을 도출했다.

세 번째로, 에릭슨은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 및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자아 완성은 자기의 초월, 세대의 계승에 대한 고려, 세계와 자아 간의 
총체성 인식을 통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정체성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
는 이 세 가지 축은, 사회적 봉합의 결말을 그리는 청소년 소설의 내적 구조가 갖는 
문학적·교육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연구하려 하는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내용을 제시해준다. 

III장의 텍스트 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에고심리비평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에고 심리 비평은 저자 중심적이었던 이드 심리 비평과 구분되어 텍스트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시작된 비평으로, ‘개인적으로 욕구하며 열망하는 독자’에 주의를 기울인다. 
에고 심리 비평에 의하면 저자의 소망 충족 공상은 독자와 저자 공통의 소망 충족 공
상으로 옮겨가며, 작품의 형식은 환상을 위장해 독자를 억압한 대상을 우회한 ‘전희’
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에고 심리 비평에서 작품의 형식과 관련해 Simon O. Lesser
는 소설에서 형식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드 기능, 초자아 기능, 에고 기능에 따라 나
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이드 기능으로서의 형식은 쾌락을, 초자아 기능으로서의 형
식은 죄의식과 불안 덜기를, 에고 기능으로서의 형식은 감지력에 대한 부추김을 주는
데, 이러한 세 방식의 목적은 쾌락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제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규범적 장치가 된다.24) 

에고 심리 비평이 제시하는 형식이 갖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사이의 역동성은, 
청소년 소설에 내재한 미학성과 교육성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독자가 소망하는 환상을 구현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정체성이 사회적 
봉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락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의 내적 구조에서 에고 기능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감지
력을 부추기는 형식과, 이드 기능으로서 소망 충족의 쾌락을 가능케 하는 형식, 그리
고 초자아 기능을 하는 형식을 기준으로 청소년 소설을 분석하려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형식이 청소년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의 교육 내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다.

24) Elizabeth Wright, Psychoanalytic Criticism : theory in practice, 권택영 역, 『정신
분석비평 : 이론과 실제』, 문예출판사, 1997,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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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V장의 청소년 학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의 분석을 위해, 본 연
구는 우선 청소년 학습자가 동일시하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수용 자료를 
분류하려 한다. 인물에 대한 동일시는 대상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것
으로 인식한 독자가 그와 조금이라도 더 일치하기 위해 모든 특징을 자기 것으로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상적 모델로서의 대상은 반드시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
나 도덕적인 완전무결함을 의미하지는 않고,25) 독자가 가진 자아의 욕구에 따른 선택
이다. 

또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 및 문학치료의 이론과 방법론을 참고하려 한다. 특
히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는 예술 작품과 수용자의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하는 경험을 사용해 결
핍과 관련한 경험을 재의미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심리학적 예술치
료는 에릭슨이 정체성 형성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한 경험의 재의미화 과정을 치료적 
견지에서 구체화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자아
의 욕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독자가 청소년 소설 수용을 통해 형성하는 독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소설 수용 양상에서 보인 문제점을 반영해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 내용을 제언하려 한다.      

25) Jean Bellemin-Noël, La psychanalyse du texte litteraire, 최애영·심재중 역,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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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이라는 독자의 연령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탄생한 장르로, 
아동소설 및 소년소설이 초등학교까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청소년 소설은 중
학교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아동기의 독
자가 환상을 즐기는 향유자의 모습에 가깝다면, 청소년 독자는 현실에 대한 사색자 
또는 분별력을 갖고 작품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소설은 이러한 청소년 독자의 특성에 맞춰 장르 정체성을 정립해왔고, 2000년
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 소설들은 청소년적 경향과 정체성 형성의 과제를 형상화 하는 
소설적 장치로서 인물의 성격 및 서사 전개에 있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 소설 연구와 비평을 참고해 청소년 소설의 개념 및 인물의 특
성을 조망하려 한다. 이는 청소년 소설의 정체성 형성 서사가 가지는 흐름 및 특성을 
추론해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한편, 청소년은 자아를 정립하고 예비 성인으로서 사회화를 이룰 발달과업를 가진
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된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기의 자아 수준, 인식 
발달 정도, 공감 능력 및 문학 능력 등에 대한 수용 적합성 및 교육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3) 이에 본 연구는 E.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정체
성의 구성 요소와 정체성 형성을 통한 자아 발달 과정을 구조화하려 한다.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은 연령에 따른 개인의 경험을 여덟 개의 심리-사회적 단계로 나눠 각 시
기의 결정적인 정체성 위기를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개인이 놓인 심리-사회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여덟 개의 정체성 범주들은 
‘긍정적 정체성 대 부정적 정체성’의 형태를 띠며, 에릭슨은 청소년기가 결정적 시기
가 아닌 일곱 개의 정체성 범주에 대해서도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로서 재의미화하
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복합적인 정체성 위기와 긍정적 
정체성의 양상들을 범주화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1)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3, pp.205-206.; 최인자,「인성교육을 위한 ‘자
기이해와 수용’의 문학 독서: 박경리 소설 ‘토지’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41, 한국독서학
회, 2016, p.82.

2) 오세란(2013a), pp.33-47.; 오세란, 『한국 청소년 소설 연구』, 청동거울, 2013b, p.88.
3) 염은열, 「문학교육과 학습자의 발달 단계」, 『문학교육학』 11(11),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pp.185-207.; 최인자,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서사 텍스트 선정 원리 연구: 청소년 
학습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a,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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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소설의 개념과 정체성 형성 서사의 특성

1) 청소년 소설의 개념

청소년 소설은 텍스트 외부 행위를 기준으로 창작, 향유, 기획에 따라 정의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다루는 소재 혹은 제재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들을 정리하
면 다음의 네 가지 범주가 모두 청소년 소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범주인 ‘청소년에 의해 쓰인 문학’은 청소년이 창작 주체로서 자신이 공유
하는 문화나 공동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문학상대회
를 통해 산출된다. 그러나 청소년 작가의 창작 주체로서의 자질 부족, 창작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었고, 현재 청소년문학상 공모 대상은 기성 및 신인 
작가인 것이 대부분4)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날 청소년 소설은 대체로 ‘전문작가가 
청소년이라는 독자를 겨냥하여 쓴 작품’을 가리킨다. 

두 번째 범주인 ‘청소년이 읽고 있는 문학’은 수용 주체로서의 청소년 독자를 상정
한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읽는 문학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장르 규정
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세 번째 범주인 ‘청소년을 위해 선정한 문학’은 청소년용 권장도서 및 필독서를 의
미하는데, 김성진(2011)은 작품 선정 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을 위한’
다는 것이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만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 결말이나 교
훈성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을 제기했다. 

네 번째 범주인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문학’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현실을 제재로 
한다는 텍스트 내적 구조를 강조한다. 청소년 소설은 ‘현대의 청소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함께,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작가 나름의 답
을 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소설이 당대의 청소년을 그리는 방식은 그 자체로 다시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되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5)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소설 창작 및 독서는 청소년 존재에 대한 탐구를 겸하며, 청소년 소설의 텍스트 내적 
구조는 청소년의 존재, 청소년 독자, 청소년 담론 등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4) 1991년 당시 청소년문학상 공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문학사상사가 1991년
에 공모하여 1992년에 발간한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품집』의 공모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
생들이었으나, 2004년 제12회를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학상은 중단된다. 현재 청소년문학상
은 전문작가 양성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문학상
은 대산문학상이 거의 유일하다.

5) 권나무, 「청소년소설이 그려낸 당대의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 한국아동청소년
문학학회, 2010,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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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설의 내적 구조를 규정한 연구인 김경애(2013)는 청소년 소설의 서사를 
정체성 형성의 서사로 보고, 그에 따라 서술자, 중심 사건, 결말의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6) 그는 ①청소년 소설의 서술자는 경험자아이자 서술자아인 청소년 인물이므로, 
청소년기의 지적·심리적 수준에 맞는 청소년 인물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②중심사건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체성 모색 과정과 관련된다. 단, 청소년 소설의 갈
등은 ③스토리와 텍스트 층위에서 청소년이 방황하다가 세계로 봉합되는 결말로 나아
감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 및 긍정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교육적 효과
를 가진다. 그런데 이때 세계로 봉합되는 결말은 청소년 인물시각을 성급하게 어른의 
시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인물시각은 “단지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 전반을 관통하는 세계관의 문제”7)이므로, 세계로 봉합되는 결말
은 청소년 인물의 끊임없는 내면 및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탐
구한 자아와 세계의 진실이 집약되어 있다. 

2) 청소년 소설의 정체성 형성 서사의 특성

(1) 정체성 형성 과정을 표상하는 인물 관계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시각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성인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고 경험자아와 서술자아가 청소년으로 동일하다. 
현재 청소년 소설의 작가는 성인 작가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청소년기의 특수한 심리 
및 세계관을 재현함으로써 청소년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일으킨다. 청소년 소설 연구
에 따르면 청소년 소설의 형식을 이루는 청소년 인물시각은 실제 소설에서, 청소년의 
경험을 성인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등의 과정이 없이 대화가 바로 다음 대화로 이어지
거나, 심리 고백과 여타 인물들에 대한 매개적 묘사를 넘나드는 1인칭 청소년 서술자
의 ’중얼거리는‘ 독백, 생생한 청소년의 구어체가 가진 ’쿨한 서술‘, 성장의 무게를 가
볍게 만드는 인물들의 유머8) 등으로 실체화된다. 

한편, 청소년 인물시각은 성인 서술자의 회고 및 개입이 주를 이루던 근대 성장소
설과 다른 의미의 ’성장‘을 그리게 된다. 나병철9)은 〈기억 속의 들꽃〉, 〈유년의 뜰〉과 
같은 성인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성장소설과 〈완득이〉, 〈파랑치타가 달려간다〉와 

6) 김경애(2013), p.152.
7) 오세란(2013b), p.206.
8) 김화선(2008), p.287.; 오세란, 「웃음은 힘이 세다-최영희 청소년소설집 첫 키스는 엘프와 

푸른책들 2014」, 『창비어린이』 12(2), 창비어린이, 2014, p.269.
9) 나병철, 「청소년 환상소설의 통과제의 형식과 문학교육」,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

학회, 2011, pp.367-388.; 나병철, 「청소년 시점의 두 유형과 성장의 문학교육적 의미」, 
『청람어문교육』 5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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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00년대 이후 창작된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쓰인 청소년 소설이 그리는 성장을 
각각 ’의미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에서의 성장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은 
성인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현실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인의 방식을 어렴풋이 감
지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시점으로는 성인 세계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에 〈기억 속의 들꽃〉이나 〈유년의 뜰〉에 나타나는 소녀 서술자아는 ‘까닥모를’, ‘어디
선가’, ‘무엇인가’ 등의 관형어로 내면 변화의 징후를 암시할 뿐이다. 이러한 징후는 
성인 서술자아와 내포작가의 시점이 겹쳐지는 위치에서, “성인 내포작가와의 비밀교
신”을 거쳐 ‘의미의 세계’로의 입문으로써 ‘성장’의 결과를 드러낸다. 

이에 반해 청소년 소설은 성인의 현실로부터 독립한 ‘가치의 세계’를 청소년 인물이 
탐색하면서 경험하는 내면의 확장 과정을 그린다. 근대 성장소설에서 통과제의를 겪
은 청소년이 성인의 세계에 합류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 소설의 인물들은 세속적인 
성인의 세계와 거리를 둔 채 자기만의 미래를 탐색한다. 성인 서술자의 개입이 현실
에 대한 성인다운 인식을 핵심적 주제로 삼았다면, 청소년 소설은 일상에 매몰된 가
치적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어른들은 모르는 비밀”을 찾아낸다. 어른들이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가치의 세계’는 청소년 인물시각을 통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으
며, 청소년 인물시각은 근대 성장소설과 구분되는 청소년 소설의 특수한 ‘성장’을 미
학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에서 청소년 인물들이 경험하는 성장의 내용
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억 속의 들꽃〉 등의 근대 성장소설은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문제에 부딪히며 성인세계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이거나, 
또는 청소년의 고통을 묘사하는 데에서 그침으로써 소설 밖에서 독자가 현실의 부조
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완득이〉 등의 청소년 소설은 어른들에
게는 관심이 없는 세계에서, 어른들은 원치 않는 일의 경험을 통해 내면이 확장되는 
성장을 이룬다. 청소년 소설의 성장은 청소년 인물의 내면의 힘을 통해 실현되기 때
문에, 청소년 인물은 자기 내면의 변화 과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결말에서는 
확장된 내면이 발견한 ‘가치의 세계’를 통해 삭막한 현실을 버텨가는 미래를 예시하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 소설의 성장이 ‘의미의 세계’와 대비된다고 해서, 청소년 인물이 성
인세계와 철저히 독립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소년 
소설은 다양한 인물관계를 통해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모색 과정을 표상한다. 이러한 
다성성(多聲性)은 인물 관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내안의 너’ 또는 ‘네 안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10) 특히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청소년 인물의 성장을 그린 서사는 

10) 원종찬, 「단편의 매혹, 장편의 한계-최상희 청소년소설을 절반의 성공으로 보는 이유」, 
『창비어린이』 16(3), 창비어린이, 2018,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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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위주의 성장코드로부터 세대 간 소통의 문제로’11) 이행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인물시각을 통해 묘사되는 주변 인물, 및 그와의 관계가 만드는 경
험은 청소년 소설의 특수한 ‘성장’을 구현하는 주요 기제라 할 수 있다. 

정체성 탐색 주체로서의 청소년 인물이 주변인과 가지는 관계는 반대자 인물과의 
관계와 조력자 인물과의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12) 청소년 소설에는 청소년 인물과 
어른 인물의 대화적 담론이 나타나는데, 청소년 인물은 어른 인물과의 대화가 가진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국면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청소년으로서의 담
론을 구성한다.13) 

신수정(2012)은 〈완득이〉, 〈열일곱 살의 털〉에서 청소년 인물과 관계 맺는 어른 인
물들이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교감하며 조화를 이루게 되는 소통 과정을 분석하
고 있다.14) 〈완득이〉와 〈열일곱 살의 털〉에는 각각 청소년 인물(완득이)과 조력자 인
물(똥주 선생)의 관계, 청소년 인물(일호)과 반대자 인물(오광두 선생)의 관계가 그려
지는데, 우선 전자의 관계에서는 똥주 선생이 완득이에게서 ‘외로운 타인의 얼굴’을 
대면하고, 끊임없이 완득이와의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교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력자 인물과 청소년 인물의 관계 변화는, 외로운 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
고 있던 청소년 인물이 조력자 인물을 비롯한 세계와의 교감을 이루게 됨으로써 긍정
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표상한다. 

또한 후자의 관계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으
려 하던 오광두 선생이, 일호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일관되게 외치는 목소리
에 차츰 귀 기울이게 되며 양자 간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대자 인
물과 청소년 인물의 소통은, 두 인물 모두에게 타자지향적인 내면 변화를 일으키고, 
반대자 인물은 청소년의 삶을 인정하고 청소년 인물은 성인의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든다. 이와 같은 인물 관계의 변화는 청소
년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과 타자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지점을 인식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소통 지점을 찾아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 및 자아와 세계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표상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묘사된 타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청소년 인물이 경험

11) 신수정(2012), pp.392-396.
12) 아동 인물이 거인을 극복하고 주체로 서는 옛이야기에는 두 가지 성격으로 분리된 부모 

형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어린이의 능력을 의심하는 부모, 즉 규범적인 반대자 인물과 건전
한 충고를 주는 조력자 인물이다. 조력자 인물은 반대자가 어린이를 낮게 평가한 게 잘못
임을 주장하고, 아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Bruno 
Bettelheim, The uses of enchantment, 김옥순·주옥 공역, 『옛이야기의 매력 1,2』, 시공
주니어, 1998, pp.205-217.)

13) 예를 들어, 〈완득이〉와 〈열일곱 살의 털〉의 청소년 인물들은 학생으로서의 ‘순진함’을 공
유하지만, 이들 각각이 갖는 인물 관계 속에서 ‘순진함’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표상하게 되
고, 그에 따라 이들이 구성하는 담론에도 차이가 생긴다. (김지형(2009), pp.212-223.)

14) 신수정(2012),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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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아와 세계의 관련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체성 인식 및 형성의 과정을 
표상한다. 특히 인물관계가 소통과 교감으로 진전한 정도는 인물의 정체성이 이룬 내
적인 조화와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의 정립과 맥락을 같이 한다.15) 이처럼 청소년 소
설은 청소년 인물시각을 통해 세속적인 성인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가치의 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그리지만, 또한, 청소년 인물이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드러냄으로써 ‘가치의 세계’와 사회적 자아의 균형을 모색한다.

(2) 정체성 확장으로서 사회적 봉합의 결말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봉합의 결말은 일방적인 순응이 아니라 긴장을 내재하고 
있는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며, 완전한 사회화가 아닌 ‘부수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 소설의 결말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인물이 사회에 
봉합되었다는 결과보다는 성찰과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청소년 소
설에 나타난 성장 서사는 청소년 독자에게 삶은 선택의 연속임을 이야기하고, 주체적
으로 선택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성장 과정이 됨을 지지한다.

청소년 소설은 분열적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기 정체성의 특성과 세상사의 양면성 
및 복합성을 화두로 제시한다.16) 청소년 소설의 결말은 종종 청소년 인물과 적대관계
를 이루던 기성세대 인물이 스스로의 미숙함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러한 결말은 기성세대의 패배 및 청소년의 자아가 가진 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인물에 의한 기성사회의 전복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양가적 기대가 드러나는데, 사회적 의미의 성장을 이뤄 순조롭게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안착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 대항하길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것이다.17) 

다른 한편, 기성세대 인물의 모습으로부터 청소년 인물이 “죽는 날까지 어리석음이 
끝나지 않는 게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성세대 인물의 삶은 청소년 
인물의 미래를 예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이 그리는 사회적 봉합의 결
말은, 청소년에 적대적인 대상이 패배함으로써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
니라, 양자 간의 공감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반대자에 대한 통찰을 이루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18)

15) 김화선(2008), p.293.; 김윤, 「[평론] 청소년소설과 가족 이야기」, 『창비어린이』 11(4), 창
비어린이, 2013, pp.199-201.

16) 오세란, 「청소년-되기의 서사-문학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창비어린이』 14(3), 창비어린
이, 2016a, pp.74-75.

17) 정미진·이영석,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인문학연구』 37, 경희대학
교 인문학연구원, 2016, pp.279-285.

18) 김남중, 「[평론] 자라고 싶은 털은 자라게 하라 : 김해원 청소년 소설 열일곱 살의 털 사
계절 2008」, 『창비어린이』 6(4), 창비어린이, 2008,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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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봉합의 결말에 대해 “자꾸 작가들이 독자를 한 수 가르치려는 도인, 
선생, 부모의 입장에서 쓰지 않나”19) 등 계도성과 관련한 비판이 있고, 청소년 소설 
작가들은 이런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열린 결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20) 
하지만 열린 결말, 또는 긍정적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 결말이 청소년 독자의 자아가 
가진 욕구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21) 오히려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정
립하는 청소년 인물에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청소년 독자는 자아가 가진 결함을 
치유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획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봉합의 결말을 곧 성급한 교훈주의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낙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긍
정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에 대한 통찰을 획득한 개인은 “모든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보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며,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2.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이
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체성 및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과 연구 성과를 조
망하려 한다. 실천 철학적 논의에서 정체성은 보편성의 부정, 질적 정체성의 구성, 형
식적 통합의 세 행위능력과 관련되는데,23)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질적 정체성과 형식적 통합의 행위
능력을 탐구한다. ‘질적 정체성의 구성’이란 투겐트하트(Ernst Tugendhad), 미드
(George H. Mead) 등이 정의하는 정체성 개념과 관련된 행위 능력으로, 개인은 자
신이 따라야할 사회적 규범에 대해 ‘예/아니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입장에 따른 정체
성을 구성하는 행위를 뜻한다. 반면 ‘형식적 통합’이란 에릭슨(Erik Erikson)이 정의
한 정체성 개념과 관련한 행위능력으로, “질적 정체성을 동일한 나 자신의 것으로 종
합하고 인정하는 당사자의 능력”24)을 뜻한다. 따라서 에릭슨이 정의한 ‘정체성’은 질
적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형성되는 질적 정체성들

19) 김경(2013), pp.142-143.
20) 박상률, 『나와 청소년 문학 20년』, 학교도서관저널, 2016, p.173.
21) “〈델 문도〉, 〈안드로메다의 아이들〉 같은 작품들은 거의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맺

음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런 걸 좋아하셨다니, 아이들은 싫어해요.” (오세
란,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청소년 소설」, 『어린이와 문학』 7월호, 어린이와 문학, 2016, 
p.40.)

22) 이현재는 하버마스 qmddl 제시한 도덕 발전 단계론의 마지막 단계, ‘탈규약적 단계’가 요
구하는 ‘규범 자체를 창조하는 원칙’을 통해 정체성 통합의 원리를 분석했다. (이현재, 「“정
체성(identity)” 개념 분석 :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試論)」, 『철학연구』 71, 철학연구회, 
2005, p.276.)

23) 위의 논문, pp.263-278.
24) 위의 논문,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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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일정한 정체성에 통합한 결과물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적 정체성들의 
내용을 가감해 내용적 종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통합해 바라볼 수 있는 추상의 능력, 즉 경험을 의미화하는 자아의 능력이다.25) 즉,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개인이 나름의 질서를 
부여해 그들을 의미화하는 방식이며, 또한 의미화된 결과물을 일컫는다. 이는 청소년
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그로부터 획득하는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아가 경험을 의미화하는 특성을 파악해야 함을 시사한다.

1) 정체성의 개념과 청소년기 정체성의 구성

(1) 심리-사회적 단계에 따른 정체성 발달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성은 “개인의 중핵적인 부분에, 그리고 그가 속한 문화의 중
핵적인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사실상 두 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26)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체성이 개인의 심리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
적 경험27)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에릭슨은 이를 ‘걸을 수 있는 아이’의 비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걸을 수 있는 아이가 계속해서 걸으려 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워진 상태에 대한 쾌락 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는 ‘걸을 수 있는 아
이’에 대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가 및 문화적 함의를 의식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기도 하다. 즉, 아이는 걷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
험을 하며, 두 경험이 결합하는 중에 ‘걸을 수 있는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28)

또한 ‘정체성 위기’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통합하고 있던 가치의 붕괴”이며, 그에 
의한 “자기 이미지의 해체”29)를 의미한다. 그가 제시한 심리-사회적 단계에 따른 정
체성 발달 과정에 따르면, 인간은 해당 연령에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심리-사회적 환
경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에릭슨은 이처럼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개별적 자아 내의 경
험의 조직화(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in the individual ego)’30)로 기술했

25) 이현재(2005), p.276.
26) E. Erikson, Ghandhi’s Truth, 송제훈 역, 『간디의 진리-비폭력 투쟁의 기원』, 연암서

가, 2015, p. 344.
27) 에릭슨은 개인의 생애 주기는 인간의 제도와 함께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경

험’이라 함은 해당 연령에 영향 받게 되는 제도와 관련된 경험을 뜻한다.
28)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송제훈 역,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 

pp.286-288.
29)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世界』, 교육과학사, 1990, p.59.
30) E. Erikson(2014),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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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회적 경험이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긴장성을 내재하더라도, 개인은 자기만
의 방식으로 경험을 의미화함으로써 정체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의 핵심은 생애 주기에 따른 정체성 발달 단계를 제시
한 데에 있다. 다음의 <표2>는 그가 제시한 정체성 발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특히 인간의 생애를 심리-사회적 규범의 발달 순서로 나타내었는데, 이는 프
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에 대치되는 것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사회적 경험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에릭슨의 인간관에 따른 것이다. 가령, 프로이
트의 경우 3세부터 6세를 남근에 관한 욕구 충동을 경험하는 시기로 개념화한 반면, 
에릭슨은 이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행동으로서 보행이동 및 그로 인한 지배와 
책임에 관한 아동의 심리에 주목하는 것이다. 표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대각선 
방향의 사각형처럼 정체성 발달의 범주별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한편, 대각선 위
의 면적과 같이 모든 범주는 전(全) 생애를 거쳐 점진적 발달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정체성 발달의 범주가 제시되는 결정적 시기를 중심으로 8개의 범주
가 뜻하는 정체성 형성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VIII 
노년기

자아 
완성 대 

절망

VII 
장년기

생산력 
대 

침체
VI 

성인기 
초기

친밀 
대 

고립

V 
청소년기

정체성 
대 

역할혼란

IV 
잠재기

근면성 
대 

열등감
III 

보행이동
-남근기

주도성 
대 

죄책감

II 근육 
항문기

자율성 
대 

수치심

I 구강 
감각기

기본적 
신뢰 대 

불신
1 2 3 4 5 6 7 8

<표 2> 에릭슨이 제시한 점성적 정체성 발달 단계



- 23 -

①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 출생에서 1세반 무렵의 유아가 어머니의 일관된 
보살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초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정체성 문제를 의미
한다. 따라서 기본적 신뢰의 정체성 문제는, 정체성 형성의 근본적인 층위31)를 이룬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 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포함32)한다. 

②자율성 대 수치심 : 1세부터 4세 무렵에 근육이 발달하는 유아가 보유와 배출에 
대한 통제, 즉 최초의 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를 의미한다. 수
치심은 스스로 노출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다른 사람 앞에 노출된 상황에
서 비롯된다. 마치 잠잘 준비를 하느라 바지를 내리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봤음을 알았을 때 개인이 느끼는 당혹감과 같은 것이다. 이 시기에 든든한 외부의 통
제가 없을 경우, 유아는 다른 사람 앞에 노출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배출을 노출하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③주도성 대 죄책감 : 3세부터 6세 무렵에 몸과 내면이 성장하는 아동이 스스로 목
표를 세워 자기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를 의미한다.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가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는 능동적으
로 과업을 맡아 실천하는 경험이 더해진다. 아동은 자신이 주도한 일에 책임감을 가
지며, 그 일이 실패할 경우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이 시기 아동은 자기다운 
목표를 찾기 위해 부모 이외의 현실적인 동일시 대상을 외부에서 찾는다. 이러한 점
에서 ‘주도성 대 죄책감’은 이후 세대 간 콤플렉스와 관련한 정체성 문제로 발전한다.

④근면성 대 열등감 : 5-6세부터 청소년기가 시작될 무렵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근면성(sense of industry), 즉, “도구적 세계의 인위적인 법칙”33)

에 적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를 의미한다. 모든 문화는 이 시기

31) 에릭슨은 모성과 유아의 만남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을 최초의 정
체성에 대한 감각이자,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라고 보았다. (E.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8, pp.105-106.) 또한 
기본적 신뢰는 통합된 자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sense of basic trust: it is the first 
and basic wholeness”)이며, 기본적 불신은 경험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혼란의 
총합(“Basic mistrust, then is the sum of all those diffuse experiences which are 
not somehow successfully balanced by the experience of integration”)(위의 책, 
p.82.)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은 정체성 위기의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32) “신뢰란, 타인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인 동시에 자신의 신뢰할 가치 있음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다.”(By “trust” I mean an essential trustfulness of others as well as a 
fundamental sense of one’s own trustworthiness.)(위의 책, p.96.)

33) 박아청(1990),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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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에게 놀이를 생산성을 갖춘 일로 대체하도록 교육하는데, 아동이 도구적 세계
에서 자신의 지위에 실망할 경우, 무능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고, 그 결과 도구적 세계
로부터 격리된 가족 관계 등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⑤정체성 대 역할 혼란 : 12세부터 18세 무렵의 청소년은 빠른 신체적·정신적 성숙
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34) 또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은 “운명적인 자람(가정)속에서 형성된 자기”35)에서 벗어나 사
회적 현실이나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시킨다.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정체성 
문제는, 아동으로서 경험한 정체성 문제들을 청소년으로서 새롭게 의미화함으로써, 
“유년기 초기의 전투들을 다시”36) 치르는 과정을 뜻한다.

⑥친밀 대 고립 : 18세부터 25세 무렵의 전기 성인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
람의 정체성에 용해시키려는 열망과 의지”37)로 인해 이전까지 자신이 소중히 여긴 것
도 희생하면서 귀속 및 협력의 관계를 지탱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체
성 문제를 의미한다. ‘친밀’은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정체성을 융합하는 능력으로,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밀’은 성적 생식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도 에릭슨
은 “사랑은 상호간의 헌신(Love as mutual devotion)”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때 개인이 자아를 상실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친밀감의 경험을 회피할 경우, 
개인은 고립감과 자기 몰입에 빠진다.

⑦생산력 대 침체 : 20세부터 50세 무렵 기성세대가 된 성인은 “다음 세대를 일으
키고 이끄는 일에 대한 관심”38)을 갖는다. 여기서 ‘생산력(Generativity)’이란 기본적
으로 부모 되기와 사회 다방면에 내재된 어른의 이상적 가치를 젊은이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의식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가 젊은 세대를 믿고 기꺼이 의존할 경우, 또는 
믿음이 결여될 경우, 그는 ‘생산력’ 또는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⑧자아 완성 대 절망 : 50세 이상의 노년기의 자아는, 질서와 의미에 대해 축적된 
확신에 의해 자기애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자아완성 대 절망’은 죽음
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지혜(Wisdom)’를 획득한 개인은 인생 자체에 대해 초연한 관심을 

34) “청소년기에 특히 내면적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음미하고 관찰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을 보는 타인의 눈도 이제는 의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모습의 일관성과 아울러 독자성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세계와의 
관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박아청, 『사춘기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0, p.90.)

35) 박아청(1990), p.249.
36) 위의 책, p.319.
37) 위의 책, p.322.
38) 위의 책,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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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큰 공포심 없이 직면할 수 있음을 뜻한다. 상대성을 인
정하는 중에 자신만의 유일한 생애가 가진 존엄성을 인식하는 태도는, 자기 삶의 완
결성과 인간 역사의 완결성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결여될 경우 죽
음에 대한 두려움에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위의 ‘⑤정체성 대 역할 혼란’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결정
적 시기를 맞는 정체성 위기는 이전까지 형성한 유년기적 정체성을 예비 성인의 역할
을 고려해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역할 혼란을 겪는 것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청소년이 놓인 심리-사회적 단계를 조망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에 부여된 역할, 즉 발
달과업를 다음 절에서 구체화하려 한다.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더해지는 시기이며, 거기에는 아동으로서의 역할과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뒤섞여 있거나 그 사이 어딘가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급격한 성장을 거치다보니, 자기 심층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도 익숙하지 
않다.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긍정적이라 생각했던 자기만의 특성이 맡은 역할에 부적
합한 것으로 판명 나는 등,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경험을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
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을 개별적 자아 내에 의미화
하는 자아가 가진 힘의 크기는 개인마다 다르다. 

역사적으로 ‘청소년’의 개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분화되면서 등장했다. 전통사회
에서는 5~7세가 지나면 성인으로 인식되었지만, 17~8C 핵가족의 등장과 학교 교육 
제도의 발달로 인해 아동기가 연장되면서 청소년기가 발생한 것이다.39) 한국사회의 
경우, ‘청소년’은 일제 강점기에 생긴 개념으로, 근대 사회의 미성년집단을 제도적으
로 통제하기 위해 기획된 개념40)이었다. 해방 이후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은 학
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강해졌고, 오늘날 청소년은 현실사회에서 분리된 제도적 

39) 아리에스에 의하면 고대사회의 ‘청년’은 근대 ‘청소년’과 사회적 위치가 다르다. 근대의 
‘청소년’은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되며, 성인세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청년’은 성인의 역할을 수행했고, ‘작은 성인’으로 인식 되었다. 
(Philippe Aries,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egime, 문지영 역, 『아동
의 탄생』, 새물결, 2003.)

40)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이다. ‘소년’의 경우, ‘어린이’와 유사한 의미를 보이다
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신문·잡지 등에서 ‘보호받고 개량되어야 할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청년’은 학령 구분에 따른 학생과 ‘네이션’에 의해 호출되
는 정치적 주체를 의미했다. 근대 청소년의 개념은 ‘청년’이 현실에서 사회 변혁 주체로 정
체성을 획득함에 따라 ‘청년’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통제와 관심 속에 훈육되어야 할 대
상으로 인식되어 갔다. (김현철 외, 『이팔청춘 꽃띠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인물과 
사상사, 2009,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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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기관인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법적으로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기본법 상 9~24세, 청소년보호법 상 만19세 미만

을 연령 기준으로 삼는다. 법은 청소년의 행위능력 및 판단능력의 미숙성을 근거로 
연령기준에 따라 ‘특별한 보호’로서 기본권을 규제한다.41) 법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는 ‘인격권42)’으로, 법은 건전하고 독립된 인격체
로 성장할 권리가 청소년에게 있어 보다 핵심적인 기본권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43)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규정은,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
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며, 교육 목표는 청소년을 건전하고 독립
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함, 즉 제도적 사회화이다. 그리고 미숙한 청소년을 성장시
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로서의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심리학에서의 ‘청소년’은 아동기를 벗어나면서 보다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기로, Jean Piaget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변화된 사고를 
‘형식적 조작(formal operation)’으로 기술했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사고는 인식
과 경험보다는 논리적 원칙에 따르며, 추상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행동의 논리적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
년은, 삶을 그들과 관련된 타인의 기대와 욕구에 적응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자아중심
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은 자신의 사고
에 몰두하고 타인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만 의존하는 등 자기만의 세상에 고립될 위험이 있다.44)

위와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상황과,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을 고
려하여, 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콜(M. 
Cole)의 논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①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고, ②사회적 역할을 습득

41)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들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은 취업, 군 입대, 결혼, 
정치 참여 등에 있어 성인에 비해 기본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연령기준 제한사항
만 25세 미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만 19세 미만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한, 선거권 제한
만 18세 미만 운전면허 제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 민법상 혼인 제한
만 15세 미만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한

42) 인격성장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인격성장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의 ‘인격권’
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했다.[“그의 인
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고 할 것이다.” : 헌재 2004. 5. 27. 선고, 2003헌가4 결정]

43) 정순원, 「청소년 보호의 목적과 헌법적 근거」, 『공법연구』 35(3), 한국공법학회, 2007, 
pp.109-138.

44) 김헌수·김헌실, 『유·소아 청소년 행동과학』,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2000, 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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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③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해, ④사회윤리를 습득하고, ⑤가치관을 
확립하는 등, 건강한 인격을 가진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발달과업로 가
진다.45) 또한, 청소년기를 전기(12~18세)와 후기(18세~22세)로 나눠 총 8개의 발달과
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전기의 경우 ①친구들과의 성숙한 관계, ②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 성취, ③자신의 신체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 ④부모를 비롯한 성인으로부
터 정서적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 해당하고, 후기는 ①결혼과 ②경제 활동을 준비하고, 
③가치체계를 습득하고 ④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해당한다.46)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청소년기 발달과업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❶신체의 성숙을 비롯한 자기의 특성에 적응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❷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은 독립적인 가치체계47)를 내
면화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❸자기의 가치체계와 미래의 현실성을 고려해, 구체적
인 직업, 또는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와 긍정적 정체성 형성

(1)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

현대의 자아는 가변적인 사회적 활동, 정보 등에 비춰 정체성에 대한 ‘항상적인 수
정’48)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기든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는 ‘성찰성’에 근거한 ‘성찰적 기획’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
다.49) 현대의 청소년 또한 자신의 심리-사회적 단계를 고려한 정체성의 항상적 수정 
및 성찰 속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를 수행하고 있다. 지연정·김병주(2018)50)의 질적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
기를 야기하는 상황을 청소년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신체적 성숙을 비롯한 자기다움에 대한 인식, 즉 ‘자의식’에 관해 청소년들

45) N. J. Cobb, Adolescence: Continuity, Change, and Diversity, New York: 
McGraw-Hill, 2007, p.15. 

46) 박아청(1990), p.247.
47) Kohlberg의 이론에서 말하는 후관례적 도덕성(post-conventional morality)은 개인적 

또는 우주적 도덕원리에 대한 위임과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후기 청소년
기는 통합적이고, 성숙된 가치체계를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데, 특히 그들 자신의 도덕적 믿
음을 위배하도록 하는 강한 압력에 직면한 경우에도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줄 융통성 있는 
가치체계가 필요하다. (김헌수·김헌실(2000), p.104.)

48) Anthony Giddens, Modern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1997, p.65.

49) 위의 책, p.82.
50) 지연정·김병주,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일탈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

구」, 『한국청소년연구』 29(3), 한국청소년연구원, 2018,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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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당히’,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응답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이 가진 독특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적당함’이라는 말로 표현된 주변의 시선, 특히 정상
화51)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자기다운 특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했다. 타
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특성을 감추려는 감정은 에릭슨의 ‘수치심’ 개념과 통한
다. 유아기의 과제인 ‘자율성 대 수치심’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
에 들어 ‘타인에게 보이는 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의미화가 일어난
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재의미화된 수치심을 ‘자의식 과잉(Self-Consciousness)52)’
이라 일컬었는데, 이는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에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자의식은 타인과 나의 관계에서 자아의 독특성을 확립하거나 회의하게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자의식에 관한 청소년기 정체성 위기의 연장선상에는 ‘친밀 대 고
립’의 문제가 있다. ‘친밀감’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자신의 정체성
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기꺼이 용해시키는 자기 포기 및 헌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아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 즉 자의식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전제
하고 있는 것이다.53)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재의미화된 고립감을 ‘양성적 혼란
(Bisexual Confusion)’이라 일컫는데, 역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립감의 측면에서 ‘적당함’을 해석하면,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그들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면서도 친밀한 관계가 되기는 회피한다. 때문에 자
의식에 관여하는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모두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
고 객체로 남아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상실한 모습을 보였
다. 응답자들은 기성세대의 부당한 권위를 비판했지만,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현실
적인 사고’라며 다시 정당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사회화를 내면화해온 것이다. ‘주도성’
은 동화책이 아닌 현실에서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을 목표로 삼아 역할 동일시를 실천
할 때 형성되는 긍정적 정체성으로, 특히 집단의 도덕원칙 및 금지에 대한 의식이 나
타난다.54) 그런데 청소년기는 대인관계의 패턴과 사회적 맥락에 있어 부모와의 대등
한 관계를 희망하고, 부모의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55) 때문
에 유년기의 죄책감이 금기를 거스르는 행위로부터 발생한다면, 그보다 더욱 적극적

51) 규율은 주체의 행동을 자신의 모델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을 정상화(Normalisation)
시킴으로써 이들을 통제 및 지배한다. 규율을 추진하는 권력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개
인에게 정상성(Normality)을 요구한다(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1, pp.193-298.).

52) E. Erikson(1968), p.94, 이후 청소년기에 재의미화된 정체성 위기를 나타내는 개념어에 
대해서도 Ibid. 

53) E. Erikson(2014), p.322.
54) 위의 책, p.315.
55) John C. Coleman, Leo B. Hendry, The Nature of Adolescence, 강영배 외 역, 『청

소년과 사회-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성안당, 2006,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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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역할실험을 수행하는 청소년기에는 죄책감이 재의미화되어, 억압적인 환경에 따
른 ‘부정적 역할 고정(Role-Fixation)’을 경험한다. 즉,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순응함
으로써 청소년 응답자들은 금기를 지켜냈지만, 금기를 거스르기를 열망하는 청소년 
세대의 욕구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56) 

이처럼 청소년 세대의 독립적인 가치체계는 기성세대의 억압에 순응하는 스스로의 
부정적 역할을 극복하고 주도권을 회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도권 회
복에 관한 청소년의 정체성은 세대의 연쇄와 주종(主從)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생산
력 대 침체’와 통하게 된다.57) ‘침체’는 청소년기에 ‘권위에 대한 혼란(Authority 
Confusion)’으로 의미화되는데,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왜곡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떤 권위를 따를 것인지에 혼란이 온 상
태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세대의 주도권을 위해 기성세대를 배척할 경우, 이는 외
부에 대한 관심을 끊고 과도하게 자신에게 탐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
다.58)

셋째로, 진로 설정과 관련해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지만59) 
이는 대체로 부모와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낙오자는 사회에서도 낙오자’라는 의식60) 속에서 대학 이름이 중요한 현실, 복잡한 
대학전형 등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
럼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향이나 일의 내용에 대한 탐색을 거치지 못한 
채 학교생활 중에 도구적 세계의 법칙에 길들여지고, 학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일 
마비(Work Paralysis)’에 빠지곤 한다.61) 경쟁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일
은 학업을 자기 가치에 대한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청소년들은 ‘인간존
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욕구불만’62)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로 설정 과정에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무력감은, 청소년기의 진로 설정이 직능이
나 계층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 세계와 자기다움의 균형을 찾는 문제63)임을 시
사한다. 이처럼 자아와 세계, 또는 자아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성찰해 자기와 잘 관련

56) E. Erikson(2014), p.335.
57) 위의 책, p.327.
58) Ibid.
59)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72.7%, 남

자 고등학생의 65.3%가 대학에 진학한다. 이는 2009년 이후 소폭 하락한 수치로, 2009년 
이전까지는 남녀 모두 80%를 웃도는 대학진학률을 보였다.

60)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가진 특징은, 이들을 전적으로 지적 발달의 관점에서
만 바라보며, 지식이 그들의 인생 및 사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보는 성공 이데올
로기와 강력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진경, 「아이들의 변화와 문학교육」, 윤영천 외 
엮음,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9, p.358.)

61) E. Erikson(2014), p.316.
62) 박아청, 『靑年과 아이덴티티』, 배영사, 1987, p.112.
63) 박아청(1990),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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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세계를 인식하는 지점은 ‘자아 완성 대 절망’의 정체성 범주와 통하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기에 ‘절망’은 ‘가치 혼란(Confusion of Values)’으로 의미화되는데, 이
는 자신의 경험과 사회의 흐름에 일관된 질서를 부여하지 못해, 자신의 삶이 갖는 가
치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현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와 관련해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를 조망했다. 자의식과 관련한 정체성 위기에서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내재
된 정상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맺지 못해 ‘보이는 나’와 ‘내
가 보는 나’ 모두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에 있었다. 또한 청소년 세대로서의 주도권 
상실과 관련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부당한 권위에 대해 혼란을 느끼면서도 왜곡
된 가치관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순응적 역할에 고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 설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무기력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성
찰이 부재한 상태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경쟁사회의 법칙에 길들여진 결과로, 이는 
자신의 일이 갖는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다움과 세계의 균형을 실체화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의 재의미화

정체성 위기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높은 차원에 해당하는 자아의 힘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진정한 자신의 고유성을 반영한 성숙을 이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기존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하는 과정은 위화적인 것으로 
여겼던 대상을 안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통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 
불평등한 상황과 적대적인 타인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에릭슨에 의하면, 청소년이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에서 ‘근면성 대 열등감’까
지의 결정적 시기를 이미 경험했다 해서 해당 정체성 범주들은 청소년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그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따라 새롭게 의미화되어 청소년 앞에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가 아직 ‘친밀 대 고립’에서 ‘절망 대 자아완성’에 해당하는 청소년
기 이후의 결정적 시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범주와 관련한 정체성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여덟 개의 정체성 문제는 청소년기
의 특수한 심리-사회적 단계에 맞춰 청소년기의 개인 앞에 새롭게 의미화되는데, 에
릭슨은 그의 저서 『Youth: Identity and Crisis』에서 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에 제시된 ‘V 청소년기’와 이어진 가로선은 각각의 정체성 문제가 청소년기의 속성
과 결합될 때 어떤 구체적인 혼란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 청소년기의 정체성이 가
진 불신은 ‘시간 감각의 혼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아직 아동인식, 또
는 벌써 성인인지를 혼란스러워 함을 의미한다. ‘시간 감각의 혼란’은 청소년기 정체
성의 기본적 층위에서 위기를 야기하며 자의식, 역할, 일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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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 정체성 형성을 방해한다.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개인이 경험하는 특수한 정

체성 위기를 정리하고,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방법을 도출하려 한다. 다음은 에릭슨이 
제시한 정체성 이론을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를 중심으로 정리한 표64)이다.

앞서 제시된 점성적 자아 발달 단계는 대각선 방향의 사각형들을 통해 결정적 시기
의 개인이 마주하는 발달과업를 보여주며, 각 발달과업 속에서 개인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그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의 삼각형을 이루는 공간은 “각 단계별 해결책이 준비되는 과정을 의미
하는 공간”을, 대각선 위의 삼각형을 이루는 공간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정체성의 파생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나타낸다고 설명65)하였다. 따라서 위의 
표는 V시기, 즉 청소년기까지의 개인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형성한 정체성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자아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일관된 법칙에 따라 의미화하는 것을 에
릭슨은 ‘경험의 의미화’라고 일컬었는데, 그는 개인이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더라도 
그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의미화함으로써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언급

64) Erikson(1968), p.94.
65) 위의 책, pp. 330-335.

시간 
감각의 
혼란

자의식 
과잉

부정적 
역할 
고정

일 마비
역할 
혼란

양성적 
혼란

권위에 
대한 
혼란

가치 
혼란

V 
청소년기

정체성 
대 역할 

혼란

IV 
잠재기

근면성 
대 

열등감
III 

보행이동
-남근기

주도성 
대 

죄책감

II 근육 
항문기

자율성 
대 

수치심

I 구강 
감각기

기본적 
신뢰 대 

불신
1 2 3 4 5 6 7 8

<표 3>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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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그러나 경험을 재의미화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임
상학적 견지에서 환자의 부정적 정체성을 분석하거나, 간디, 루터, 히틀러, 고리키 등
의 전기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이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어떠한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에릭슨이 제시한 
간디 및 루터의 사례로부터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의 구조를 추론하려 한다. 

에릭슨의 저서 『간디의 진리(Ghandi’s Truth)』는 ‘죄책감’의 부정적 정체성이 ‘생
산력’으로 승화됨으로써 강력한 ‘주도성’을 형성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간디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현실순응적인 아버지
를 대신해 자신이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6) 그는 아버지가 가진 절망적인 결핍을 
알지만 ‘가부장적인 시대에 조숙한 양심과 남다른 사명감을 지닌 아들’67)은 아버지를 
증오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고, ‘뛰어나고 창조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
에 가까운 감정’68)을 펼칠 수도 없었다. 이처럼 자신의 의무감과 아버지의 가치가 대
치되는 상황에서, 가부장적 시대의 청소년 간디는 어떤 역할도 선택하지 못한 채 죄
책을 느끼는 부정적 역할에 스스로를 고정시켜 놓았던 것이다. 즉, 청소년기의 간디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역할 고정’의 문제를 겪고 있었으나, 그 자신이 가
진 인도의 국민 및 인간 전체에 대한 사명감을 ‘생산력’으로 삼고, 아버지가 가진 ‘권
위에 대한 혼란’을 극복함으로써 ‘부정적 역할 고정’의 정체성 위기가 함께 승화되었
다. 에릭슨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청소년기 간디가 ‘생산력 대 침체’의 정체성 범주를 
‘조기 체험’했다고 표현한다.69) 앞의 <표3>에서 V-6에서 V-8까지의 면적은, 바로 이
런 ‘조기 체험’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의 또 다른 저서 『청년 루터(Young Man Luther)』는, 루터가 가진 ‘고통
스러운 자의식’, 즉 ‘자의식 과잉’과 관련한 정체성 위기를 ‘양성적 혼란’에 대한 조기 
체험을 통해 신앙적으로 승화시킨 사례를 보여준다. 루터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학대
와 억압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불안감 및 우울감에 시달렸
다.70)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꺼렸으며, 남녀를 막론한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접촉에 대한 충동을 드러내기도 했다.71) 루터는 이러한 자신의 내면에 대한 ‘평생의 
수치’와 유아기적 신뢰에 대한 향수를 신학적 해결책을 통해 타협을 이루는데, 그 해

66) E. Erikson(2015), p.157.
67) 위의 책, p.156.
68) 위의 책, p.166.
69) Ibid.
70) E. Erikson, Young Man Luther, 최연석 역, 『청년 루터(중판)』,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p.126-127. 
71) “루터가 30세-성적 욕구가 한 고비를 지나고 주체성이 확고하게 성립되어 인간의 이론적

인 유연성이 끝을 맺는 나이-가 될 때까지 수도사로서의 서약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위의 책,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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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란 “모든 의심에 앞서 존재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필요상 세속법의 칼을 휘
둘러야 하는 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순복하는 것”72)으로, 이는 자아에 대한 관심을 외
부로 확장시켜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루터는 신앙적 
진리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자의식을 극복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순복’하는 ‘친밀 대 고립’의 정체성 범주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73) 이처럼 에릭슨이 재구성한 루터의 전기는 자의식 과잉에 관한 
문제를 신앙적 진리에 의해 타인에 대한 신뢰로 승화시키는 재의미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두 편의 재구성된 전기를 종합할 때, 첫째,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는 과거 부모와
의 관계에서 형성한 유년기의 정체성이 청소년기에 와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인식되
고, 부모와 지금까지 이룬 관계, 즉 동일시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유용한지에 대해 
회의’74)하면서 발생한다. 둘째, 청소년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경험은 V-1에서 V-5
에 해당하는 결정적 시기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V-6에서 V-8까지의 면적의 경험, 
즉 성인이 된 이후의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경험도 포함된다. 에릭슨과 루터의 전기
는 그들이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권위에 대한 혼란’ 및 ‘양성적 
혼란’이 함께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정체성 범주의 ‘조기 체험’은 
유년기적 감정에 고착되어 있던 개인의 정체성이 ‘진리’의 단계로 승화되는 경험을 견
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년기적 정체성에서 의미화한 개인의 경험을 새로운 정체
성 범주의 국면에서 재의미화한 것이며, 개인의 부정적 정체성을 긍정적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분석의 범주

에릭슨이 재구성한 간디와 루터의 전기는, 청소년기의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
아의 성장을 이룸으로써 도표의 대각선 위의 공간, 즉,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정체성의 파생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채우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덟 개의 정체
성 범주는 청소년기의 개인 앞에 새롭게 의미화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진리’ 및 
‘신앙적 해결책’이 의미하는 V-6에서 V-8까지의 ‘조기 체험’의 공간이, 개인의 긍정
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간디의 경우 ‘부정적 역할 고정’과 ‘권
위에 대한 혼란’의 연결이, 루터의 경우 ‘자의식 과잉’과 ‘양성적 혼란’의 연결이 나타
나는데, 에릭슨은 이러한 정체성 범주의 인접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
나 앞서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를 다룬 질적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에릭슨이 

72) E. Erikson(2000), p.335.
73) Ibid.
74) 한성열 편역, 『에릭슨·스키너·로저스의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학지사, 2000,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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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정체성 범주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를 중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에릭
슨은 정체성 형성에 관한 발달론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세 가지 개념과 관련해 논리
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첫째로, 일상적 논리를 초월한 개인의 발달은 자기초월의 축
과 관련 있다는 점, 둘째, 앞의 세대에 의해 양육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연쇄와 
관련을 가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인의 발달은 사회 및 인간 역사 전체의 거대한 흐
름과 관련된다는 점이다.75) 이를 참고할 때, 에릭슨이 제시한 정체성 범주들은 자의
식의 문제, 세대 및 집단 간의 문제, 그리고 자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의 인물 특징과 청소년기 정체성에 대한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자의식의 문제’,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진로 설정의 문제’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려 한다.

1) 자의식76)의 문제

최현주(2002)는 성장서사를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성장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인식적 차원의 성장서사는 주체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
는 서사이며, 실천적 차원의 성장서사는 성장 주체가 꿈의 성취나 외부 세계의 문
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서사이다.77) 자의식의 문제는 이 중 
자아와 세계에 대한 주체의 인식을 통해 정체성 위기가 긍정적 정체성 형성으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식적 차원의 성장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에서 반대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는 외적 계기
로서의 이념을 대변하고, 청소년 인물은 반대자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자아가 가진 
욕구와 사회적 지위를 자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의식 과잉에 의한 정체성 위기
에서 청소년 인물이 마주하게 되는 반대자는 정상성의 이념을 내재한 타인 및 그들의 
시선이다. 즉, 자의식 과잉에 의한 정체성 위기는 청소년 인물의 ‘보이는 나’를 형성
하는 타인 및 그들의 정상성 이념이 갈등의 발단이 된다.

한편, 자의식 과잉의 문제는 ‘친밀 대 고립’의 정체성 범주와 연계되어 청소년 인물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이는 나’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보는 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75)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이해』, 교육과학사, 2010, p.242.
76) ‘자의식’은 II장에서 살펴본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에 제시된 ‘Self-Consciousness’의 

번역어로,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에서 이는 ‘Self-Certainty(자기확신)’의 반대어로 사용된
다. 부정적 자의식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욕구(wish to “get 
away with” others), 또는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afraid to be seen)을 느낀다. (E. 
Erikson(1968), pp.94-111.) 

77)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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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자신을 헌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식적 차원’의 결핍이 두드러진 갈
등에서 조력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이 회피하고 있는 긍정적 자의식에 관한 욕구와 조
응하게 된다. 청소년의 과대자기를 투영하는 모델로서의 조력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
의 ‘내가 보는 나’, 즉 과대자기를 지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이는 나’를 통제해주
며, 점차 청소년 스스로 자의식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

결말에서 제시되는 청소년의 긍정적 자의식은, 자의식 과잉의 문제와 함께 타인과
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타자 시선에 대한 자율성을 확
립한 상태의 청소년 인물과,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생기는 자아 포기의 가
능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자의식의 문제가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타인에게 보이는 
나’에 관한 인식, 즉 자아와 자의식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는 
청소년 세대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78)에서 발생한다. 청소년기는 타인과
의 관계에서 자아에 대한 인정을 이룰 발달 과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독
립된 가치체계를 정립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를 
다루는 정체성 형성 서사는,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전개되고 해소되는 
양상을 통해 청소년이 형성하는 세대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그리게 된다.  

청소년 세대의 주도권 회복에 관한 정체성 위기에서, 반대자 인물은 청소년 세대의 
독립적 가치체계를 억압하는 기성세대 인물, 및 그들의 이념이 될 것이다. 청소년 인
물은 스스로 자아를 강화시키고 싶은 욕구는 기성세대의 이념에 의해 억압되고, 특히 
기성세대가 가진 권위의 부당성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불온한’ 관점은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인물은 금기를 거스르고 싶은 욕구와 
왜곡된 가치관에 순응해 부정적 사회화를 이루는 기로에서 권위에 대한 혼란을 경험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세대의 주도권과 관련한 정체성 위기는 기성세대의 이념을 비판적으
로 인식하고, 청소년 세대의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세우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성장 서사79)를 겸하게 된다. 주도권을 회복하려
는 청소년 인물들은 과대자기에 대한 지지나 미래의 이상화 모델에 대한 탐색보다는, 
현재 자신의 세대가 가진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지니게 되며, 조력자 인물은 

78)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함의에 따라 행동한다. 개인의 자아는 개별적 자아의 정체성
이 집단적 정체성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느낌과, 그것이 자신이 속한 문화와 생애 
계획에도 부합한다는 느낌을 추구한다.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개인은 예비성인
으로서 독립적인 자아를 정립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E. Erikson(2014), p.288.)

79) 최현주(2002),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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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욕구와 조응해 그들이 가진 권위에 대한 혼란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청소년 인물의 욕구가 그들 세대의 이념으로 세련화되는 데에 필요한 건설적
인 대화 상대가 되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방향성 성찰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결말에서 제시되는 주도권 회복의 상황은, 기성세대와의 대립이 아닌 두 세대가 서
로 이끌고 의지함으로써 화해를 이룰 때 청소년 인물의 안정적인 사회적 봉합이 가능
해진다. ‘생산력 대 침체’의 정체성 범주에서 ‘생산력’은 한 세대의 다른 세대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두 세대의 균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기 체험은 두 세대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인물 측에서는 기성세대의 삶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생기고, 기성세대 인물 측에서는 청소년 세대에 대한 인식과 그들 자
신의 성격 및 가치체계의 변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3) 진로 설정의 문제

청소년기의 진로 설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직업의 형태로 재구성해, 성인
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가족의 울타리, 또는 청소년 세대로서의 
울타리 밖의 사회 및 미래에 대한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직업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계급에 속하게 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진로 설정 과정에서 
특권 계급의 문제, 즉 뛰어난 사람이 지배를 하고 우리 사회구조에 대한 그들의 영향
력을 인식하게 된다.80) 따라서 진로 설정의 문제는 자아의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지만, 인식의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식을 직업을 선택하는 등의 
실천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정체성 형성 서사이다.

진로 설정에 관한 정체성 위기에서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자기다움에 대한 성찰
을 거치지 못한 채 도구적 세계의 법칙, 즉 경쟁사회의 구조에 길들여지게 된다. 청
소년 인물에게서 보이는 일에 대한 무기력증은 실제 그들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 경쟁사회의 법칙과 자아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 기인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
물의 정체성 위기가 진로 설정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청소년 인물의 일에 대
한 무기력과 함께 자아-사회 간의 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진로 설정은 직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스스로 질서를 부여하는 
가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낙오되지 않기 위해 경쟁사회
의 법칙에 따라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다운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과 아무
런 관련이 없다. 즉, 일에 대한 자기다운 가치 자체가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조력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이 겪는 가치 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기다움을 실현
할 수 있는 일을 실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인물의 흥미와 맞고, 사회적으로 실

80) E. Erkson(2014), p.321.



- 37 -

현 가능하며, 그 일을 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
하려면, 청소년 인물은 특정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 설정 과정에 
등장하는 조력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이 갖지 않은 능력을 갖고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 인물의 ‘실천적 차원’81)의 성장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

결말에서 제시된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진로 설정의 상황은 우선 무기력에서 벗어
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근면하게 수행하는 청소년 인물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선택한 진로는 직능의 의미를 넘어 청소년의 자아가 자기다운 가치에 
따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영향력, 및 대안적 사회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III.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 분석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의 경험을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그린다. 청소년 소설 속 정체
성 문제는 청소년 인물이 청소년으로서 놓인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
체성 위기 상황으로부터 촉발된다.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인물은 자신의 정
체성이 가진 미래의 가능성을 불신한 상태에서 절망에 빠지고,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이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의 계기들을 이를 인식하는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그린
다. 이후 청소년 인물들은 정체성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정체
성 문제를 성찰하고, 정체성 위기의 계기가 된 경험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력자 및 반대자와의 상호작용은, 정
체성을 구성하는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 정체성의 긴장관계를 청소년 인물이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이를 기반으로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
다. 결말에서 청소년 인물은 새롭게 획득한 보다 성장한 자아를 사용해 자신의 발달
과업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청소년 소설의 결말은 청소년기의 긍
정적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독자에게 정체성 문제 성찰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1.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서사와 인물의 제시 양상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리는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의 심리와 사회적 위치 

81) 최현주(2002),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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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할, 그리고 개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소설에 구현된 청소년의 
정체성은 범주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나
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 소설 속 복합적인 정체성 양상을, 중핵사건1)을 
중심으로 서사 전개를 정리하고, 각 서사의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II장 3절에서 
분류한 정체성 범주별 특징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려 한다. 

서사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라포포트(A. Rapoport)의 갈등 이론을 참
고하였는데, 라포포트의 갈등 이론은 조남현(1990) 등의 연구에서 소설에 나타난 갈
등의 유형 및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된 바 있다.2) 그에 의하면 인간이 빚어내는 
갈등은 갈등 당사자의 성격, 이슈, 갈등 해소 방법의 세 가지에 따라 각기 다른 양태
를 보이며, 이에 따라 아래 <A>~<F>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내인성 갈등(endogenous conflict): 이때의 갈등은 전체적인 평정상태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위존재들의 갈등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상위의 작동방식이 있다. 

<B> 외인성 갈등(exogenous conflict): 상위 작동방식이 없는 갈등을 말한다. 
<C> 균형적 갈등(symmetric conflict): 비슷한 입장의 존재 간의 갈등을 말한다.
<D> 균형 파괴적 갈등(asymmetric conflict): 세력차이가 뚜렷한 존재들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이 갈등은 반란이나 혁명으로 발전되는 수가 많다. 어느 한쪽이 이기
고 다른 한쪽이 무릎을 꿇는 식으로 나타나기 쉽다.

<E> 논쟁 지향적 갈등(issue-oriented conflict): 이기고 지는 것이 뚜렷하지 않고 
균형유지적인 성격이 짙은 갈등을 말한다.

<F> 구조 지향적 갈등(structure-oriented conflict):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근본
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다. 혁명은 항상 구조 지향적 갈등 형태라 할 수 있다.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일관된 자아 정립, 즉 평정상
태의 한 부분이며, 자아의 작동 방식에 의해 개인의 경험이 의미화된다. 그러므로 정
체성 형성 과정은 본질적으로 ‘내인성 갈등’을 내적 과정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섯 가지 갈등 유형은 기성체제의 틀, 즉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갈등인 <A>, <C>, <E>와, 파괴하려는 속성을 지닌 <B>, <D>, <F>의 형태가 동일한 
성격으로 묶일 수 있다.3) 청소년 소설의 결말이 지닌 사회적 봉합의 성격을 고려할 

1) 중핵사건이란 줄거리의 전개 과정에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앞뒤의 중핵사건을 필연
성 있게 연결하는 매듭이 되는 사건이다. 반면, 위성사건은 생략되어도 줄거리의 전개가 파
괴되지 않고, 중핵의 서술과 전개를 보충하고 확장하는 보조적 사건을 뜻한다.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2판)』, 푸른사상, 2012, pp.65-69.)

2) 조남현은 라포포트의 갈등 이론을 가장 다각적으로 갈등의 유형을 분석한 이론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조남현, 『한국 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pp. 24-25.)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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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후자의 갈등은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 정립을 위해 기존의 갈등을 파괴
하려는 속성의 갈등을 전개시키되, 파괴와 봉합 사이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즉, 청소년 소설 중 결말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소설의 경우, 
중핵 사건의 갈등이 제도 속에서 해소되는 서사와, 제도 파괴를 통해 해소되는 서사
의 구성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각 정체성 분석 범주별 서사의 전개가 가지는 갈등의 속성을 
밝힐 것이다. 또한, 서사 구성상의 특징을 분석해 정체성 형성 서사가 사회적 봉합으
로 귀결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확인하고, 이로써 정체성 범주의 특성을 보충하거
나 범주 간 결합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1) 정체성 범주별 서사의 전개 및 구성

(1) 자의식 확립에 관한 논쟁 지향적 갈등

〈직녀의 일기장〉은 ‘문제아’인 청소년 인물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타인의 상(象)을 
모방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보이
는 나의 모습과 그에 대한 자의식을 받아들이는 청소년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4) 과
정을 그린다. 특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고
모의 삶은 고모를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생각했던 직녀에게 이상적인 자아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5)

㉮ 초등학생 때 직녀가 괴롭혔던 동창 정경자가 연예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달을 올려다보다 까마귀, 닭, 오리, 타조 등의 새들이 모인 다리를 

발견하고, 건너려 하지만 결국 떨어지는 꿈을 꾼다.

㉰ 음악선생님의 가방을 훔쳐 징계 받는 등 문제아 직녀의 일상이 그려진다.

㉰-1 왕따 ‘날파리’를 보며 왕따와 문제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을 한다.

㉱ 단짝 연주는 모델 오디션을 보고 와서 성형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1 직녀는 코 수술을 받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자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2 함께 아르바이트 하는 주희가 미용학원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하자, 직녀

는 자신의 이유가 ‘멋쩍어’ 책값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 60대 초반의 부유하고 ‘멋쟁이 싱글’인 고모가 친구 딸 결혼식 참석차 미국에서 오고, 학

비와 생활비를 다 댈 테니 미국으로 유학 와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다.

㉲-1 직녀는 차를 몰고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파티에 참석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지금의 

모든 일상이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느낀다. 

㉲-2 직녀는 결혼식 하객 중 가장 고가의 브랜드로 치장한 고모가 자랑스럽다.

4) 오홍진, 「제도적 삶의 너머를 꿈꾸는 소설의 풍경-청소년 소설 속의 ‘어른 인물’과 관련하
여」, 『문예시학』 20, 문예시학회, 2009, p.253.

5) 위의 논문, pp.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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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늙어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 말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직녀는 갑자기 고모의 치장이 고모를 더 늙고 지쳐보이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

㉲-4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고모는 지하상가 앞에서 급체해 누렇게 얼굴이 뜬 고모는 

부르르 떨며 먹었던 것을 게워내고, 지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난다.

㉲-5 집에 돌아오자 유학을 반대하던 엄마는 유학을 허락하지만, 직녀는 돌연 유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토하는 고모의 애처롭고 비굴한 모습을 떠올린다.

㉳ 정경자가 ‘친구야, 뭐 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친구로 직녀와 연주를 섭외한다.

㉳-1 정경자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직녀와 연주에게 창피를 주고, 직녀는 ‘정소라 

동창 닭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다. 

㉴ 고3이 되자 문제아 직녀를 두려워하던 친구들이 직녀를 한심하게 보기 시작한다.

㉴-1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뇌물을 받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녀는, ‘환자들 속에서 큰

소리를 치며 군림’하고 싶다는 생각에 간호대에 가기로 결심한다.

㉵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다. 

㉶ 직녀는 닭과 오리로 이루어진 끝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꿈을 꾼다.6)

위 정리한 서사 전개에서 드러나듯, 〈직녀의 일기장〉은 청소년 인물 ‘직녀’의 일상
적인 갈등이 인과관계가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연쇄(enchainment)’는 하나의 
계기(sequence)의 결말이 다음 계기의 가능성의 단계에 다다르지만7), 두 계기 사이
에 인과율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처럼 사건이 연쇄고리와 같이 전개될 경우, 
주인공이 갈등을 겪는 일은 늘 발생하지만 이들이 인과율에 따라 발생하지는 않기 때
문에 갈등은 고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8) 특히 세력이나 입장의 차이가 있는 두 존
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직녀 개인의 일상이 나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갈등은 
이기고 지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1, ㉱-1 등과 같은 일상에 대한 직녀의 반
응이 첨가될 뿐인데, 직녀의 반응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동창인 ‘정경자’, 왕따 ‘날파
리’, 아르바이트생 ‘주희’, 고모 등의 타인에 대한 의식 및 타인에게 비치는 자아상에 
대한 의식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사건 ㉲를 보면 직녀는 자신의 고모를 부유하고 ‘멋쟁이 싱글’이라고 
소개하며, 함께 미국에서 살자는 고모의 제안에 ㉲-1과 같이 화려하고 이상적인 자신
의 모습을 상상한다. 고모와 같이 사는 삶은 화려하고, 지금은 초라한 것으로 느낀다
는 진술을 통해 고모는 직녀에게 이상적인 인간형이었음이 드러난다. ㉲-2에서도 고
모에 대한 직녀의 동경은 유지된다. 다만, 고모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결혼식 하객 중 
가장’ 부유해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3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돌연 
고모를 초라하게 보는 모습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들의 고모에 대한 반응에 따라 고
모의 상(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4에서 심화된다. ‘멋쟁이 싱글’인 

6) 〈직녀의 일기장〉의 서사 전개를 ‘직녀’의 자의식과 관련한 사건을 중심으로 핵사건과 위성
사건을 나눠, 핵사건은 플롯 순서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고, 위성사건의 경우 ‘(핵사건 번
호)-(숫자)’의 형태로 나타냈다. 이후의 서사 전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7) S.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小說의 
詩學』, 문학과지성사, 1985, p.42.

8) 이은하, 『소설 창작의 갈등구조 연구』, 새미, 2009,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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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는 ㉲-5에서 ‘애처롭고 비굴한 모습’으로 직녀에게 인식된다. 이처럼 〈직녀의 일
기장〉은, ㉲~㉲-2처럼 직녀가 이상으로서 확신했던 자아상이 ㉲-3을 계기로 논쟁적으
로 변하는, 자의식에 관한 논쟁 지향적 갈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논쟁 지향적 갈등은 인과적 관계가 없이 개별 핵사건으로 전개되는데, ㉲와 
같은 쟁점은 ㉱, ㉳,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성형수술을 받고 모델이 되겠
다는 친구의 말에 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1),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동료의 말에 자신도 책값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
는(㉱-2) 장면은 명확한 자의식이 없이 끊임없이 이상형의 타인에게 동일시하는 직녀
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사건이 내용의 큰 변동 없이 여러 번 서
술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건의 여러 국면 혹은 정보가 여러 차례 서술될 경우, 이
는 반복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직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타인에게 스스로를 동
일시해보지만, 이상적인 자아상을 획득하는 것을 결국 실패하는 경험을 반복한다. 

반복 서술은 핵사건들이 우발성을 띠더라도, 위성 사건의 반복을 통해 인과성을 만
드는 효과가 있는데,9) 〈직녀의 일기장〉의 사건들 역시 반복적인 연쇄를 통해 전체적
으로 자아상에 관한 통찰 및 긍정적 자의식을 확립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인과율을 구
성하고 있다. 소설이 구성한 인과율은 ㉯의 꿈과 ㉶의 꿈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1에 이르기까지도 타인의 시선에 고착된 자의식을 보이는 직녀
가 별안간 ㉵과 ㉶에서 ㉯에 비해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우발성은 실패의 경험이 반
복되는 서사 구성을 통해 개연성을 가진다. 

한편, 반복은 ㉯와 ㉶에서 꿈에 대한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직
녀의 두 꿈 사이에 직녀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할 것임을 암시한다.10) ㉯
의 꿈은 자신과 멀리 떨어진 타인의 삶에 동화되려다 결국 긍정적 자의식 확립에 실
패하는 직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의 꿈이 진단한 바와 같이, 직녀는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문제아로서 사는 자기 삶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타인에 
기대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11) 반면 ㉶의 
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직녀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일련의 경험을 통해 
완벽히 이상적인 자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자의식은 타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과 같이 스스로를 주인공으로서 인식하는 것에 있음12)을 직녀가 통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 ㉶의 꿈은 공통적으로 다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실제 전래동화 속 직녀와 달리, 날지 못하는 새들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

9)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p.103.
10) 김화선,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 서사 연구-여성 인물이 주인공인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009, p.558.
11) 사건이 연쇄적으로 구성된 서사에서 갈등은, 하나의 계기에 대한 인물의 행동이 그의 뜻

대로 풀리지 않았거나, 인물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나, 문제의 속성이 개인의 힘으
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은하(2009), pp.221-222.)

12) 오홍진(2009),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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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작교(烏鵲橋)가 놓여 있다. 이는 논쟁 지향적 갈등에 내재한 이기고 지는 것이 
불분명한 긴장의 상태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자의식 확립의 결말에 제시된 긴장에 대
해서는 본 장의 4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처럼 자의식 확립에 관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는 일상적인 사건이 연쇄되는데, 타
인의 시선 및 자아상에 관한 유사한 쟁점들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 자의식 확립으로
의 갈등 해소를 이끌어 낸다.

(2) 주도권 회복에 관한 균형 파괴적 갈등

〈열일곱 살의 털〉은 청소년기 자아가 주도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갖지만 이러한 욕
구가 억압적인 기성세대에 의해 좌절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 인물과 대립하는 서사가 전개된다. 아래 정리된 바와 같이, 주도권 
회복에 관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 전개는, 청소년인물이 기성세대의 부당한 권력에 저
항함으로써 세력차이의 균형을 파괴하고, 소통으로13) 나아가는 균형 파괴적 갈등의 
심화 및 해소가 나타난다. 

㉮ 열일곱 살이 되는 날 아침, 이발사인 할아버지가 일호의 머리를 짧게 깎는다.

㉮-1 일호는 할아버지의 가위가 ‘열일곱 작은 욕구’를 무참히 깎고 있다고 여긴다.

㉮-2 이발소에 온 다른 아들들은 ‘제 입맛에 맞는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 할머니는 ‘지독하게’ 고지식한 일호의 고조부, 증조부 이야기를 한다.

㉰ 오광두 선생은 두발 규정을 어긴 ‘울프컷’에게 내일까지 깎아올 것을 명령한다.

㉰-1 일호는 ‘가장 모범적인 두발 형태’를 한 학생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는다.

㉰-2 일호는 ‘범생이 일호’라는 별명이 죄수 번호처럼 여겨진다.

㉱ 체육 선생 ‘매독’은 두발 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라이터를 대며 위협한다.

㉱-1 일호는 매독에게 달려들어 라이터를 빼앗고 운동장 바닥에 내팽개친다.

㉲ 일호는 폭력적인 교사와 부당한 두발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문 쓰기를 거부한다.

㉲-1 일호는 두발 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 열일곱에게 자유는 날개를 갉아먹는 독이라며 오광두는 일호를 설득한다.

㉳-1 일호는 오광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음을 발견한다.

㉴ 할아버지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맞서 ‘나라가 하는 일’에는 찬성해야 한다고 말

하고,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금전적 이익 때문에 찬성하는 거라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일호네 고조부부터 할아버지까지, ‘국가재건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 왔다.

㉵-1 일호는 그들의 순수한 신념이 친일 행위 등의 잘못으로 귀결된 것을 떠올린다.

㉶ 할아버지는 재개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 일호의 1인 시위를 할아버지가 알게 되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원망한다.

㉷-1 20년간 오지를 떠돌며 자유를 찾아 방황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빈다.

㉸ 할아버지는 일호네 학교를 찾아가고, 학생들의 머리를 함부로 미는 교사에 경악한다.

㉸-1 할아버지는 강당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다듬어준다.

13) 신수정(2012), pp.2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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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두가 일호네 이발소에 와서 머리를 깎고, 일호에게 소설책을 선물한다.

㉹-1 일호는 어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 일호네 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단속이 사라진다.

〈열일곱 살의 털〉의 서사는 ㉮~㉰까지의 사건과, ㉱~㉺까지의 사건이 성격을 달리
한다. 앞의 사건들에서 청소년 인물 ‘일호’는 할아버지, ‘오광두 선생’ 등의 기성세대 
인물의 통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의 ‘매독 선생’과의 대립을 계기로 결
말에 이르기까지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권력 관계를 전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일호가 순응하던 시기의 ㉮~㉰에서도 균형 파괴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
-1과 ㉮-2의 대비, ㉰과 ㉰-1~㉰-2의 대비에서 드러난다. 일호의 또래들은 이미 ‘제 
입맛에 맞는 어른이 되려고’ ‘울프컷’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반면, 일호는 자신의 
‘작은 욕구’를 인식해도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머리카락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기성세대의 욕구가 상충하는 지점을 상징하며,14) 청소
년 인물들은 권위적인 기성세대에 대한 균형 파괴적인 욕구를 가진 채 억지 순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을 ‘무참히’ 규제하는 어른 인물들은 청소년과 소통하지 않는 권
위적인 기성세대를 형상화 하며, 균형 파괴에 일조하지 못하는 ‘범생이’ 일호는 죄책
감(‘죄수 번호’)에 시달린다. 

㉱~㉺에 그려진 저항의 서사는 다시 ㉱~㉴의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 대립 상태와 
㉸~㉺의 화해 및 갈등 해소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 ㉲의 사건에서 일호는 부당
한 폭력의 도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균형 유지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확고한 목
적의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에서는 기성세대 측에서 일호
에게 순응할 것을 ‘설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호는 오히려 오광두 선생의 일그러진 
얼굴을 포착하며,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청소년 인물의 저
항은 ㉺의 두발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승리는 균형 파괴로 이루어지지
만, ㉸, ㉹의 과정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 소통의 지점15)을 그리고 있다. 기성세대인 
할아버지도 폭력적인 권위에 ‘경악’했고, 그러한 권위를 휘둘렀던 오광두도 소설책을 
선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호에 대해 화해를 시도하기 때문이다.16) 또한 ㉸-1의 머
리를 다듬는 행위와 ㉹의 소설책 선물이 상징하는 기성세대의 반성은, ㉹-1과 같이 
청소년 인물의 기성세대에 대한 타자지향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17) 
이처럼 주도권 회복에 관한 청소년 소설은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의 억지 순응에서 
저항으로 전개되는 균형 파괴적 갈등을 그리지만, 결말에서 두 세대 간 소통의 지점
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14) 신수정(2012), p.407.
15) Ibid.
16) 오광두 선생의 선물은 “너는 용기 있었고, 훌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bid.)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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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일곱 살의 털〉에는 ㉯와 ㉵의 일호네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로 이어지
는 이발사들의 생애사, ㉴과 ㉶의 도시 재개발 사안에 대한 할아버지와 주민들의 갈
등, ㉷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연이 삽입되어 있다. ‘삽입(embedding)’은 어떤 계
기가 가진 의미를 명확화 또는 상세화하기 위해 하나의 계기 속에 또 하나의 계기를 
삽입하는 것18)을 의미한다. 이들 삽입된 이야기의 공통점은 청소년 인물의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지만 사실상 기성세대 인물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이다.작가는 사
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인물의 내면이나 소설의 주제를 선명
히 드러내는데,19) 주요 사건이 전개되는 중 삽입된 기성세대 인물의 기억, 생애사 등
은 현재 진행되는 갈등의 근원 및 갈등 해소의 계기를 공유한다.

우선, ㉷의 이야기는 어른임에도 기성세대에 속하지 않는, ‘일호 아버지’라는 특수
한 인물과 할아버지의 갈등을 보여준다. 일호의 1인 시위를 보고 돌아온 할아버지가 
이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삽입되며, 일호 아버지의 가출은 고조부부터 이
어진 이발사라는 가업 등, 순응적인 삶에서 ‘자유’를 찾기 위함이었다. 이발사로서 가
업을 잇는 것이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도망친 아버지는 여행을 통해 주도권 회복에 
관한 깨달음을 얻고, 그의 깨달음은 아들을 응원하는 가운데 아들의 성장으로 전이된
다. 이를 종합할 때, ㉷은 일호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여정이 과거 아버지에게도 있
었음을 보여주는 것20)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은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세속적인 어른이 되는 길과 그들이 가지지 않은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진
정한 성장을 이루는 길로 제시하며, 이는 고대의 원시 사회가 가진 통과제의와 대비
되는 현대 청소년 세대가 경험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반영한 것21)이라 할 수 있다. 
㉷는 교칙과 신체의 자유, 또는 폭력적인 교사 개인과 청소년의 갈등을 세대의 문제 
및 현대사회의 특수한 통과제의의 과정으로 확장시켜 갈등의 역사적인 근원을 제시하
고 있다.

㉯와 ㉵의 이야기 역시, 〈열일곱 살의 털〉이 세대 간 갈등을 다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조부에서 증조부, 증조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일호로 이어지는 세대의 흐름
을 삽입해 갈등의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가 삽입된 시점
을 중심으로 삽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와 ㉵은 유사한 이야기임에도 정반대의 의
미를 갖게 된다. ㉯는 ‘열일곱의 작은 욕구’가 있음에도 할아버지에게 ‘무참히’ 머리가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호의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통해 삽입된다. 그 내용이 ‘송씨 
집안 남자들은 털을 뽑아 그 구멍에 다시 박을 사람들’이라는 ‘지독한’ 고지식함에 대

18) S. Rimmon-Kenan(1985), pp. 42-43.
19) 이은하(2009), p.217.
20) “『열일곱』은 두발 문제라는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통해 동시대를 펼쳐 보

이면서도, 동시에 그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들이 공유하는 완고함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고조부에서부터 유전되었던 것이다.” (김지형(2009), pp. 
216-221.)

21) 나병철(2011),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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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적임을 미루어, 이 장면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유사한 이야기가 삽입된 ㉵의 경
우,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과 ㉵-1에 연결돼, 일호의 기성세대에 대한 이
해, 즉 타자지향적 시선을 돕고 있다. 이처럼 고조부 등의 생애사는 순응의 서사에서
는 일호의 잠재된 균형 파괴적 갈등을 암시하고, 저항의 서사에서는 청소년의 기성세
대의 삶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의 지점을 찾는 과정을 매개한다.

㉴과 ㉶의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이어져 할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이 틀렸음을 확인하
는 사건이 되는데, 할아버지의 ‘혼란’은 ‘일그러진’ 오광두 선생의 얼굴(㉳-1), 할아버
지의 ‘경악’(㉸)과 맥을 같이 한다. 기성세대 인물들은 그 나름의 신념에 따라 고지식
하게 행동해왔지만, 일호의 성장은 완고한 기성세대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 모든 기성세대의 경험이 일호의 말로 전달되면서, 일호는 ㉹-1과 같이 ‘어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음’22)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과 ㉶의 삽입은, ㉸-1에서 
일호의 저항을 할아버지가 인정하고, 이에 동참하는 사건에 개연성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도권 회복에 관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는 청소년의 주도권에 대한 욕
구와 이를 억압하는 기성세대 권력 간의 균형 파괴적 갈등을 그리며, 단계적으로 순
응-저항-화해 및 소통의 지점 모색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서사 전개에서 삽입된 기성
세대 인물의 경험 및 생애사는 갈등의 심층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근원을 암시하거나, 
세대 간의 대립을 서로에 대한 타자지향적 시선을 갖는 결말로 인도하는 소통의 지점
이 되기도 한다.

(3) 진로 설정에 관한 구조 지향적 갈등

〈완득이〉는 청소년 인물 ‘완득이’가 ‘킥복싱 선수’로서의 진로를 설정하고, 연습에 
열정적으로 몰두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신뢰 및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진로 설정
에 관한 정체성 형성 과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청소년 인물이 진로를 설정하는 모든 
청소년 소설이 진로 설정에 관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앞서 ‘(1) 자의식 확립에 관한 논쟁 지향적 갈등’에서 제시한 〈직녀의 일기장〉
에서도 ‘환자들에게 군림’하기 위해 간호사가 되겠다는 진로 설정 장면이 나타나지
만,23) 그녀의 진로 설정은 정체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24) 그러므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진로 설정에 관한 정체성 서사의 특성은 진로 설정 장면의 유
무가 아니라, 진로 설정 사건이 갖는 의미로서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진로 설정이 완득이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견인하

22) 신수정(2012), p.408.
23) 〈직녀의 일기장〉의 서사 전개에서 ㉴, ㉴-1 참조.
24) 김성진은 〈직녀의 일기장〉의 진로 설정 장면을 무책임한 냉소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성

진(2011),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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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력의 의미를 〈완득이〉의 서사 구성을 통해 추론하려 한다. 

㉮ 사람들은 완득이를 ‘쌈꾼’이라 부르고, 완득이는 자기는 싸움꾼이 아니라고 독백한다.

㉯ 완득이의 아버지는 완득이에게 소설을 써서 대학에 가라고 한다.

㉯-1 완득이는 소설 작가는 자기와 종(種)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 아버지는 카바레에서 일하는 키 작은 장애인이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애 부르듯 부른다.

㉰-1 완득이는 아버지가 절대로 어린애가 아니라고 독백한다.

㉱ 혁주가 완득이 아버지의 직업(지하철 잡상인)을 비웃는다.

㉱-1 완득이는 혁주를 때린다.

㉲ 지하철에서 깡패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난쟁이 새끼’라고 부른다.

㉲-1 완득이는 깡패들을 때린다.

㉳ 똥주 선생이 완득이가 모르는 베트남인 어머니 이야기를 해준다.

㉳-1 아버지는 카바레 사람들이 어머니를 하녀 취급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 교회에서 만난 핫산의 소개로 킥복싱 체육관을 다니게 된다.

㉴-1 아버지가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다며 킥복싱을 반대한다.

㉴-2 완득이는 책상 앞에 앉는 소설가는 ‘내 몸에 붙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관장님은 킥복싱은 규칙을 지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며, 싸움 습관을 버리라고 말한다.

㉵-1 완득이는 ‘치사한’ 싸움의 기술을 알려준 카바레 조폭들의 말을 회상한다. 

㉶ 똥주 선생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를 신고했다가 유치장에 갇힌다.

㉶-1 교회는 똥주 선생이 마련한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였음이 밝혀진다.

㉷ 관장님은 완득이에게 킥복싱 시합에 나가보라고 말한다.

㉷-1 완득이는 부은 발로 걸으며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 완득이는 똥주와 똥주 아버지의 대화를 듣게 된다.

㉸-1 똥주는 어릴 때 알던 베트남인 이야기를 하고, 악덕 고용주인 아버지를 비난한다.

㉸-2 완득이는 장애인인 아버지에게 배타적인 사회에 분노한다.

㉹ 완득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집 아저씨에게 어머니를 소개한다.

㉺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몸을 숨겨온 과거를 이야기하며 킥복싱 선수의 꿈을 격려한다.

㉻ 완득이는 ‘TKO 승’의 목표를 다짐하고, 아버지는 교회 자리에 댄스 교습소를 연다.

〈완득이〉에서 ‘킥복싱 선수’라는 완득이의 진로는 ‘싸움꾼’과 대비된다. ㉵과 ㉵-1
에 나타난 킥복싱과 싸움의 차이는, 킥복싱 기술보다 더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뤄
진다. 킥복싱은 규칙을 지키는 스포츠로서 상대를 배려하지만, 싸움은 ‘치사한’ 방법
을 쓰더라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킥복싱은 
규칙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내포하고 있기에 사회에서 ‘능력’으로서 인정받는, 사회화 
경험으로서의 의미25)를 가진다. 

또한, 킥복싱은 아버지의 ‘몸’에 대한 관념을 통해 ‘소설가’와도 대비된다. ‘소설가’
가 될 것을 권유하는 아버지와 그에 대한 완득이의 반응이 나타나는 ㉯와 ㉯-1, ㉴-1
과 ㉴-2, 그리고 킥복싱의 진로를 격려하는 ㉺에는 모두 ‘몸’에 대한 관념이 등장한

25) 오세란, 「『완득이』의 정신분석적 접근-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29, 전
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6c,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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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몸’으로 하는 일에 아버지의 직업인 카바레 댄서와 완득이의 꿈인 킥복싱 선수가 
있다면, 그와 대비되는 소설가는 ‘대학(㉯)’과 ‘책상 앞에 앉는(㉴-2)’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1과 ㉴-2는 ‘몸에 붙다’는 표현이 내재한 ‘몸’의 또 다른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즉 자기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26)  

〈완득이〉는 ‘킥복싱’과 대비되는 위의 두 가지 이야기, 즉 ‘싸움’의 삽화와 ‘몸’의 
삽화가 교차전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27) 교차전개식 구성은 A 삽화의 이야기를 전개
하다 잠시 중단하고 B 삽화를 잇고, 다시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A 삽화를 이어가는 
방식으로,28) 완득이의 진로 설정이 갖는 의미는 두 삽화의 교차점에서 파악될 수 있
다. ‘싸움’ 삽화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보면, ㉱, ㉲와 같이 아버지의 약점을 비웃는 타
인에 대한 반응으로 완득이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득이의 폭력성은 
달리 말하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경쟁사회와 불화하는 한편, 
그러한 세계를 모방하여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29)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싸
움꾼’으로서의 능력에 대해 ㉮의 완득이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편, 그의 싸움은 ‘킥
복싱’ 선수로서의 능력으로 의미가 바뀌어 ㉷-1과 같은 높은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 ㉴-1, ㉺의 ‘몸’의 삽화를 보면, 아버지의 반대에는, 그 자신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경험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절대로’ 어린 애가 아니며, 훌륭한 댄서지만, 사람들은 아버지를 애 부르듯 부르며, 
그가 가진 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완득이가 자기는 싸움꾼이 아니라고 독백하
면서도(㉮) 싸움을 계속 했던 원인과 아버지가 완득이에게 소설가가 될 것을 권유하고 
킥복싱 선수의 꿈을 반대한 기저에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에 대한 사회의 배타적 시
선, 특히 능력에 대한 비하가 있다. 그러므로 두 삽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킥복싱’
은, 배타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과 그러한 저항 의식을 ‘독백(㉮, ㉰-1)’이나 ‘숨기(㉺)’
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아무리 자기는 
싸움꾼이 아니고, 아버지는 ‘절대로’ 어린애가 아니라고 독백을 해도 부정적인 상태에 
정체(停滯)되었던 완득이와 아버지의 자아는, 가장 자기다운 일을 통해 그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완득이〉는 완득이 부자(父子)의 이야기와 동남아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다시 
교차된다. 장편소설에 흔히 사용되는 복합 플롯(intricate plot)은, 대등한 플롯이 교

26) 킥복싱이 갖는 자기다움의 의미에 대해서는 III장의 3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27) ‘싸움’ 삽화와 ‘몸’ 삽화에 해당하는 사건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싸움꾼’ / ‘싸움’ 삽화 ‘소설가’ / ‘몸’ 삽화
㉮, ㉱, ㉲, ㉵, ㉷ ㉯, ㉰, ㉴, ㉺

28) 이은하(2009), pp.212-213.
29) 김지혜,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상상력과 교육적 의미 연구」, 『문학과환경』 

15(4), 문학과환경학회, 2016,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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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진행되는 구성과, 핵심적 플롯(main plot)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보조적 플롯(sub 
plot) 간의 교차가 진행되는 구성법이 있고,30) 〈완득이〉의 경우 후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플롯은 인생의 단면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그려내기에 유리한데,31) ‘똥주 선생’을 매개로 이주민이 등장하는 
㉳, ㉶, ㉸ 사건과 완득이 부자의 이야기는 소수자에 차별적인 사회 전체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는 인물의 소수자로서의 특성(➊)과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➋)에 대한 계
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➊ ➋
카바레 댄서

지하철 잡상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

배척
비웃음

‘난쟁이 새끼’
‘하녀 취급’
노동 착취

⁝

장애인이자 카바레 댄서, 또는 지하철 잡상인의 직업을 가진 완득이 아버지의 사회
적 지위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소수자들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혐오 발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1에서 악덕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 착취를 
성토하는 똥주의 이야기가 ㉸-2에서 장애인에게 배타적인 사회에 대한 완득이의 분노
로 이어지는 것도 이들의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와 ㉻에서 베트남인 어머니가 외부에 ‘어머니’로서 소개되고, 장애
인 아버지가 음지의 카바레가 아닌 교회 자리의 ‘댄스 교습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로 하는 결말은 억울하게 숨어 살아야 했던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이처럼 진로 설정에 관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는 타인의 시선과 개인 정체성 간 영
향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의식에 관한 서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완득
이〉는 여러 소수자의 삶을 교차시킴으로써 사회구조에 내재한 배타성을 드러낸다. 이
와 같은 배타성에도 자기다운 생산력을 신장시키는 청소년 인물의 진로 설정 과정은 
사회구조와의 갈등 속에서 전개되며,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은 똥주 선생이 마
련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1)과 같은 대안적 사회와 함께 제시된다. 

30) 송명희,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사상, 2006, pp.122-123.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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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소설의 인물 제시 양상

(1) 청소년 인물시각의 제시

① 청소년 인물의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이란 인물의 주관적 경험이 소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심리와 욕구의 소유자인 인물에게 보이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특질로 파악된다. 현
대의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기의 지적·심리적 수준에 맞는 청소년의 시각을 재현함으
로써 회고형 성장소설에 비해 청소년에 밀착되어 청소년의 삶을 그린다.32) 작가는 직
설적 어법, 비속어,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으로 청소년 인물 간의 대화 상황과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딴 말이 생각나지 않으니’, ‘좀 우습지만’33)과 같은 가볍고 명랑한 
어법을 청소년 인물시각의 표지로 사용한다. 이러한 청소년 인물 시각은 우선 청소년 
화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청소년 인물이 현재적 관점으
로 자신의 경험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체적인 청소년을 형상화하는 
효과가 있다.34) 만약 성인의 시각에서 청소년의 경험을 서술할 경우, 성숙한 주체의 
입장에서 미성숙한 대상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청소년 인물시각은 청소년의 ‘불온한’ 관점과 세계관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
회의 진실을 드러낸다. 정체성 위기 속의 청소년 인물들은 “허황된 희망이나 긍정이 
모독”35)이라는 어른의 시각에서는 ‘불온한’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 이들은 어른들이 
10대에게 기대하는 순수한 모습은 없고 오히려 위악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그들의 위
안은 청소년의 미성숙한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 계기로서의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함
께 드러낸다. 예를 들어, 청소년 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비행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거나 성장해서 득 될 게 없는 사회임을 영리하게 알아차린”36) 인
물로 그려진다. 또한 정체성 위기의 외적 계기로 자주 설정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 인물의 경우, 그들의 일상은 곧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상
처받는 희생양을 상징한다.37) 이처럼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청소년의 

32) 오세란, 「청소년문학과 청소년문학이 아닌 것」, 『창비어린이』 7(1), 창비어린이, 2009, 
p.143.

33) 위의 논문, p.146.
34) 오세란(2009), pp. 166-167.; 하채현, 「청소년 문학의 개념 고찰과 한국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 : 세계 각국 청소년 문학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8(4), 2018, 
p. 15~17.

35) 조군장, 「[서평]'화란이'를 보는 시선 : 신여랑 청소년 소설집 자전거 말고 바이크 낮은 산 
2008」, 『창비어린이』 6(3), 창비어린이, 2008, p. 245.

36) 오세란(2009), p.170
37) 이영희, 「완득이(2008, 김여령, 창비) 서평」, 『현대사회와 다문화』 3(2), 대구대학교 다문

화사회정책연구소, 2013, p.371.; 최정,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김중미 청소년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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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위기를 그림으로써 청소년 인물의 내적 방황과 함께 그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를 외적 계기로서 그리고 있다. 

정체성 위기의 외적 계기로서의 우리 사회의 부조리는 다시 청소년 인물 내면의 
‘불온함’과 만나 어른과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으로 첨예화된다. 자기 연민조차 없는 
청소년의 황량한 내면은 하나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경험한 삶
의 모순이 켜켜이 쌓인 ‘맨홀’과 같은 것38)이라서 청소년 인물은 자기 내면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함에 따라 이 문제
는 단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39) 비판정신
은 그들을 혼자 서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인물시각은 정체성 위기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심정을 마음껏 쏟아내는 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른과 세상
을 달리 봄으로써 기존 사회의 균열을 밝히고 반항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40)

마지막으로, 청소년 소설이 청소년 독자의 존재론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독자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가 바로 청소년 인물시각이다. 자기서사에서 
서술 행위의 동기는 서술자아 자신의 존재론적 요구에서 생겨나는데41), 청소년 소설
은 주로 성인 작가에 의해 창작되지만, 자기서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 소
설은 성인 작가가 ‘청소년-되기’를 거쳐 청소년기의 존재론적 요구를 서술한다. 청소
년기는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성적 호기심 등의 속성을 갖는
데, 청소년 소설은 그러한 속성을 타자의 시선이 아닌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그림으로
써 청소년기의 존재론적 요구에 부응한다. 작가는 직접 청소년이 되어 그러한 속성을 
살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의 속성은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이로써 ‘청소년-되기’를 거쳐 탄생한 청소년 인물과 청소년 독자
는 공명하고 인간과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42) 청소년 인물시각에 의한 일인칭 
시점은, 교훈적인 면을 뒤로 숨겨 인물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는 독자의 환상을 만들
고, 청소년 독자와 직접 교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43)

②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인물의 내면 제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 인물들의 인물시각에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모두 깜언 창비 2015」, 『창비어린이』 13(2), 창비어린이, 2015, pp.254-256.
38) 원종찬, 「구멍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듣다 박지리 청소년 소설 맨홀 사계절 2012」, 

『창비어린이』 10(4), 창비어린이, 2012, pp.267-268.
39) 박상률(2016), p.106.
40) 오세란(2009), pp.172-174
41)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p.52.
42) 오세란(2016a), p.73.
43) 김경애, 「한국현대청소년 소설과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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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심리학적으로 갈등은 한 개인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상호배
타적인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기화된 상황으로, 갈등을 분석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이다.44) 청소년 인물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갈등의 동기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욕구가 대립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쿠르트 레윈(Kurt Lewin)은 좋은 것에 접근하고 나쁜 것을 회피하려는 인간 욕구의 
배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갈등 유형의 분류는 청소년 인
물의 정체성 제시 양상을 분류하는 데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가) The avoidance-avoidance type(회피-회피 갈등 유형): 두 가지의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경우.
(나) The approach-avoidance type(접근-회피 갈등 유형): 바람직한 속성과 피하고 
싶은 속성을 다 같이 지닌 한 가지 목표가 있어 둘을 다 지녀야 하는 경우.
(다) The approach-approach type(접근-접근 갈등 유형): 두 가지의 바람직한 목
표를 추구하는 경우.

본 연구는 위의 갈등 유형에 상응하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 상황을 제시해, 
청소년 소설에 제시된 청소년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설명하려 한다. 특히, 위 세 가
지 유형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인물의 내면이 갖는 욕구의 성격을 회피 및 접근
에 대한 욕구로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세 가지 정체성 분석의 범주는 
자아-자의식의 관계, 청소년 세대-기성세대의 관계, 개인-사회구조의 대립에서 발생
하는 정체성 문제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관계로써 정체성 위기의 외적 계기
를 가시화할 수 있었다면, 청소년 인물 내면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성격 분석은 정체
성 위기의 내적 계기를 드러낸다.

(가) 
진정한 문제아는 절대 울지 않는다.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며 매를 휘두르거나, 

치열한 사회에서 허우적거리는 부모님을 들먹이거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로 협박을 해도 결코 동요해서는 안 된다. 눈물은커녕 표정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사실 문제아와 왕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문제아도 지속

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혹은 곧잘 마주하게 되는 기싸움을 버텨내지 못하

면 곧장 왕따의 자리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직녀의 일기장, 11, 37)45)

44) 조남현(1990), p.17.
45) 전아리, 〈직녀의 일기장〉, 나무옆의자, 2015, p.11; p.37. (이하 본문에 인용된 청소년 소

설 작품은 작품 제목과 페이지만 인용문 뒤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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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내 머리카락을 깎는데 아무리 깎아도 머리가 그대로인 거

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나는 오줌보가 터질 듯이 빵빵해졌다.(…)아이들

은 억지로 이발소에 끌려와 이발소 의자에 앉게 되면 아버지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상스런 욕을 내뱉었다. “씨팔, 좆도.” 나는 그 욕을 들을 때마다 통쾌했다. 아이들

도 나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남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나는 비로소 그들과 한 편이 

된 것이다. (열일곱 살의 털, 12)

(다)
의뢰인에게 마음이든 뭐든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 무엇보

다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시간의 경계를 나누고 관

장하는 크로노스야말로 온조가 생각했던 물질과 환치될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의 신

이었다. 시간을 분초 단위로 조각내어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 운용은 반드시 생산적

인 결과물을 낳아야 하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신이었다.(…)인간의 본능 중 행복한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욕구,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그 시간이 하나의 의미로 남는 것. (시간을 파는 상점, 42, 66-67)

우선, (가)의 청소년 인물의 성격을 보면, ‘진정한 문제아는 절대 울지 않는다’며 자
신의 ‘문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그러한 정체성에 따른 행위를 적극적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에 따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에서
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된 정체성의 모습
을 보여준다. ‘문제아’와 ‘왕따’는 종이 한 장 차이이므로, 그는 왕따가 되는 것과 지
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의 두 가지 대안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왕따는 ‘추락’하는 것이라 말하고 ‘문제아’는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 그는 이 두 가지 대안을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 드러난다. 이처럼 개인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협적인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할 
때 생기는 진퇴양난의46),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객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청소년 인물
이 주인공인 서사는 타인의 시선과 자의식 사이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찾아가는 것을 
그리는 자의식과 관련한 정체성 형성 과정과 관련이 깊다.

한편, (나)의 인물은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지만 깎이지 않는 
것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오줌보가 빵빵해지’ 듯한 불안감을 느낀다. 할아
버지가 통제하려 하지만 그에 통제되지 않는 그의 욕구는 이후 이어지는 또래에 대한 
관찰에서 드러난다. 다른 청소년들이 이발소에 ‘억지로’ 끌려 온 상황에서 자신의 아
버지에게 상스러운 욕을 내뱉는 모습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모습은, 할아버지가 아무
리 머리를 깎아도 자신의 머리는 깎이지 않는 것을 그가 욕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46) 조남현(1990), p.18.; 최승희·김수욱, 『심리학개론』, 한영사, 1997, pp.3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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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대상 혹은 상황, 목표에 대해 매력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개인
이 불안을 느낄 때 일어나는 (나)의 갈등 유형은 흔히 공격-불안 갈등, 성-불안 갈등
과 관련이 깊다.47) 위의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개인으로서, 또는 ‘한 편’이 되어 있는 
청소년 세대로서 그들 자신의 공격성, 또는 성적 충동이 내재된 욕구가 있으며, 그러
한 욕구에 따라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의 욕구
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은 기성세대에 의해 통제되기 마련이므로, 그들은 통제 
속에서 매력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형의 청소년 인물이 
나타나는 청소년 소설은, 기성세대로부터 주도성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 청소년 정
체성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의 인물이 접근하고자 하는 두 욕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관념으로 대비된다. 우선, ‘크로노스’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 돈’이 되
는, 물질과 환치되는 시간으로, 여기에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 및 구조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카이로스’
의 시간은 ‘시간이 하나의 의미로’ 남고, 타인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행복과 관련된
다. ‘의뢰인에게 마음이든 뭐든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 무엇보
다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은 위의 청소년 인물이 만든 
자신의 상점 강령인데, 그는 ‘무엇보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인식 알 수 없으나 그보다 앞에 타인에게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겠
다는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이 동시
에 나타나는 강령에서, 청소년 인물에게 있어 두 개의 목표 모두 바람직한 동기로 여
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목표가 이처럼 상충될 경우 모두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접근의 갈등 유형은 둘 중 하나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거나,48) 어렵더라도 두 동기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되면, 양자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 이처럼 (다)와 같은 성격의 청소
년 주인공이 제시될 경우,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이 ‘카이로스’적인 생산력과 ‘크
로노스’적인 생산력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함께 이룰 방법을 모색하는, 
경쟁사회의 생산력과 관련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리게 된다.

(2) 반대자 및 조력자 인물의 제시

① 반대자 인물의 이념적 특성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정체성 위기에서 자아의 성숙으로 나아간다

47) 조남현(1990), p.18.
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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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성장서사의 일반적인 구조인 ‘분리(separation)-전이(transition)-통합
(incorporation)’의 통과의례 단계를 따른다. 청소년 소설의 반대자 인물은 청소
년을 억압하는 이념을 내세워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함으로써 ‘분리’
의 의례를 촉발시킨다. ‘분리’는 청소년이 유아적인 세계에서 성인의 세계, 즉 이
념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지만, 반대자 인물로 상징되는 강제적이고 폭
력적인 이념과의 갈등을 수반한다.49) 이념적 특성이 특화된 반대자는 심리 표출보
다 이념의 갈등과 그 해소를 통해 독자의 이념적 이해를 매개하며, 그가 속한 배
경 및 계층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대변한다. 특히 반대자는 청소년의 정상성, 
또는 건전성을 중심으로 이념적인 억압을 행하는데, 분리 단계에 있는 청소년 인
물은 억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50)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적은 청소년에게 반대자의 이념은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저항할 경
우 생길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자의 억압이 갖는 부당성을 청소년 인물이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게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은 ‘전이’의 의례로 발전한다. 이념이 강요하
던 삶, 또는 청소년 인물 스스로 이념을 이상적 인간형으로 생각했던 삶을 객관화
하고, 청소년 인물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 ‘어른으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성
찰하게 되는 것이다.51) 또한, 반대자의 억압 속에서 청소년 인물은 억압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열망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게 된다.52) 특히 반
대자가 어른 인물일 경우, 청소년 인물과 어른 인물의 이념적 대립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대비로 나타나면서 성장세대와 기성세대 양편 모두의 특성을 부각시킨
다.53) 일반적으로 유년 서술자에 의한 서술상황은 순진한 시각을 통해 세계의 부
조리, 성인들 세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함이나,54) 청소년 소설의 서술자에게는 
순진성뿐만 아니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온한’ 관점이 내재해 있다. 기성세대의 
이념에 순응하던 청소년 인물은 제도에 반기를 들고 ‘불온한’ 청소년 세대의 이념
에 따라 행동하게 되지만, 그러한 행동이 새로운 이념과 가치의 모색55)으로 이어
진다. 이처럼 청소년 인물과 반대자의 관계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찰을 사회적으로 실
현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한다.56)

49) A.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전경수 역, 『통과의례 :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을유문화사, 1992, p.122.

50) 오홍진(2009), p.244.
51) 위의 논문, pp. 250-251.
52) 위의 논문, p.242.
53) S. Rimmon-Kenan(1985), p.107.
54) 최현주(2002), p.127.
55)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p.45.
56) 오홍진(2009),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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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대자 인물의 성격은 결말에서 변형을 보이기도 한다. 마치 탐정소설에서 악
인이 무죄한 범인으로 밝혀지는 것처럼,57)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한 반대
자 인물은 결말에서 이념의 소유자가 아닌 이념의 노예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스스
로의 삶을 회한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자의 무고함은 부조리한 사회 속의 
인간 소외를 드러내고, 청소년 인물은 부패한 사회 속 힘없는 약자라는 측면에서 반
대자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자 인물의 성격 변화는 청소년 인물에게 이념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삶의 방식이 한편으로 
자신이 앞으로 살게 될 미래를 예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58)이다. 이럴 경우 이처
럼 선과 악의 이분법이 사라진 상황에서 청소년 인물은 반대자와의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통합’의 의례를 치르게 된다. 청소년은 반대자의 삶에서 “부정하지만 부정할 수
만은 없는 삶의 진실한 의미”59)를 재인식함으로써 정체성에 변화가 생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안적 사회를 제시하기도 한다.

② 조력자 인물의 기능적 특성

청소년 소설의 조력자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과 조응하여 그들의 자아가 가진 
결함을 채워준다. 정작 결함을 보살펴줘야 할 부모는, 청소년 소설에서 종종 아이
보다 더 아이 같은, 철없는 성격으로 그려지거나, 충분한 애정을 주지 않는 등 오
히려 청소년 인물의 결핍감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60) 이처럼 청소년 인물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일시를 이룰 수 없을 때, 그들의 유사 부모로서의 조력자 인
물61)이 등장하게 된다. 조력자 인물의 성격은 주로 부모 못지않게 철없고, 뻔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따뜻함을 지닌 인물로,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에서 자기다움의 
특성을 자각하는 과정을 견인한다. 청소년 인물은 조력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
들을 나름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전이’와 ‘통합’의 의례로 나아가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인물이 조력자에게 보이는 호감 및 적극적인 소통은 청소년의 자
아 발달을 표상한다.62)

김병희(2007)는 성장소설의 시대별 변모 과정을 조망하며 주인공의 성장에서 보
이는 주인공과 조력자가 갖는 역할을 경중에 따라 분류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57) 이정옥, 「변용 추리소설에서 변형된 인물의 기능과 의미」,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인물
의 시학』, 태학사, 2000, pp.255-257.

58) 위의 책, p.242.
59) Ibid.
60) 김혜정(2012), p.183.; 한미화, 「최근 출간된 청소년 소설의 경향」, 『창비어린이』 11(4), 

창비어린이, 2013, p.30.
61) 오세란(2016c), p.178.
62) 위의 논문,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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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소설에는 〈무정〉의 병욱과 같이 주인공을 교육해 성인으로 이끌어 주는 
교화자로서의 조력자, 황순원 소설과 같이 주변인으로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는 조력자, 박완서의 〈나목〉의 옥희도처럼 주인공의 결함을 투영하
는 모델로서의 조력자가 나타난다.63) 이러한 조력자의 역할은 성장 주체가 가진 
자아의 결함과 조응해, 그의 자아가 가진 욕구에 따라 교화자, 이야기 상대자, 또
는 투영 모델로 설정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 인물은 자아의 결함과 관련해 결핍된 
욕구를 가지고, 조력자는 주인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조력자 
인물은 자기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대상(Selfobject)’과도 유사하다. ‘자기대상’은 
객관적으로는 대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킨 경험의 형태로 존재
한다. 따라서 의미화된 자기대상에 관한 경험은 자아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조력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의 자아가 가진 욕구에 따라 교화자, 이야기 상
대자, 투영 모델 등의 역할이 설정되어, 청소년 인물의 욕구를 충족시킨 경험으로서 
정체성 형성 서사에 나타난다. 이들은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
는 한편, 조력자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의미화를 통해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
정을 드러내는 서사적 기능을 가진다.  

③ 반대자 인물과 조력자 인물을 묘사하는 청소년 인물시각의 차이

인물 묘사 방법에는 작가나 화자에 의해 인물에 관해 설명하는 직접묘사와, 인물을 
독자에게 장면으로서 제시하는 간접묘사가 있다. 직접묘사로 인물이 제시될 경우, 인
물이 등장하는 초기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인물에 적용되는 원칙이 생기고, 인물은 
해당 원칙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 반면, 간접묘사를 통해 인물이 제시될 경우, 인물의 
성격은 결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소년 소설의 경우, 성인 작가
가 청소년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내레이터를 설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대자 및 조력자 인물의 성격을 구성할 때 인물에 대
한 묘사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 (가)와 (나)
는 각각 반대자 인물과 조력자 인물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인물에 대한 직접적 
진술, 희극적 요소, 명명(appellation) 및 말과 행동을 통한 극화 방식 등에서 반대자 
인물과 조력자 인물 제시에 차이를 보인다.64)

63) 김병희, 『한국 현대성장소설의 구조와 의미망』, 한국학술정보, 2007, pp.171-172.
64) 조진기, 「소설과 아펠레이션」, 『한국현대소설연구』, 학문사, 1984,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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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등지상주의자인 체육 선생의 신념은 ‘맞을 놈은 맞아야 한다!’는 거였다. 체육 

선생은 입 냄새가 고약했지만, 손버릇은 더 고약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

먹을 휘둘렀고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발이 나갔다. 태권도, 유도, 쿵푸 유단

자라고 으스대는 그의 발차기는 아이들이 겁을 집어먹을 만큼 현란했다. 아이들은 

툭하면 미쳐 날뛰는 체육 선생을 ‘매드 독’이라고 불렀는데, 곧 ‘매독’으로 축약되

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매독이 무서운 질병이듯, 오정고의 매독은 옛날 호환 마

마보다 훨씬 무서운 상처를 남겼다.(…)매독은 체육복을 입지 않은 옆 반 아이의 

뒤통수를 또 후려갈겼다. (열일곱 살의 털, 48-49)

매독은 좀 더 자기 힘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내 특별한 생일 선

물 ‘Timeless Time’이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다. 매독의 얼굴이 환해졌다.(…)모범

생이 불량학생이 되는 건 너무 간단했다. (열일곱 살의 털, 63)

(나) 
“하이고 새끼들, 공부하는 거 봐라. 공부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세상은 특별한 

놈 두어 명이 끌고 가는 거야. 고 두어 명 빼고 나머지는 그저 인구수 채우는 기능

밖에 없어. 니들은 벌써 그 기능 다했고.”

조폭 스승, 담임 똥주다. 자기가 조폭으로 키운 건 아닌데 제자들이 알아서 조폭

이 되더라나. 엎치나 뒤치나 그게 그거라며 스스로 조폭 스승이라고 한다.(…)입학

하자마자 있었던 싸움을 합해 체벌 99대에 집행유예 12개월이라는 이상한 선고를 

내렸다. 당장 맞는 건 아니라니까 머쓱하게 웃으며 교무실을 나왔다. 나는 아직 99

대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다. (완득이, 10-15)

“제가 담임이라 잘 압니다. 저 아이, 무척 성실한 학생입니다.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완득이, 48)

“새끼들, 이게 웬 미친 학습모드야.”

똥주가 돌아왔다.

“와!”

대단한 환호성이었다. 얘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똥주를 좋아했지? (완득이, 105)

(가)와 (나)는 각각 ‘매독’ 선생과 ‘똥주’ 선생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반대자와 조
력자 인물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우선 ‘매독’과 ‘똥주’라는 명명이 특징적이다. 명명
(appellation)은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서 독자의 습관과 인물 이름의 인상을 
부합시켜 인물의 성격을 생생히 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름은 한 인물의 과거의 일부
이자, 단일한 특성을 드러내는 고유명사로서 인물에게 존재의 확실성을 부여하는 장
치가 된다.65) (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매독’은 ‘mad dog’의 줄임말이자, 질병 이

65)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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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인 ‘매독’이기도 해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그 의미가 ‘미친 개’이든 병명이든, ‘매
독’이라는 이름은 우의적으로 그의 성격이 포악하며,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서운 상
처’를 남길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66) ‘입 냄새가 고약’하다는 외양 묘사와, ‘아이들이 
겁을 집어 먹는다’는 직접묘사는 그의 반대자로서의 성격을 더욱 확실히 규정한다.

반면, ‘똥주’는 ‘동주’라는 본명을 유사음을 이용해 희극적으로 변형시킨 별명이다. 
‘매독’이라는 별명이 선생의 ‘툭하면 미쳐 날뛰는’ 버릇에 대한 공포심 및 반감을 내
포한 별명이라면, ‘똥주’라는 별명은 학생들의 환호성을 미루어볼 때 친근한 애칭이
다. ‘똥주’ 선생에게는 ‘조폭 스승67)’이라는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조폭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키운 학생들이 조폭이 됐다며 자기 스스로 지은 별명이다. 하지만 
‘조폭 스승’을 자처하는 것과 반대로 그는 ‘집행유예’라는 제도로 학생에게 심한 체벌
을 하지 않는다. 

한편, 반대자 인물과 조력자 인물은, 인물의 행동 묘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인물의 행동은 작위 행위와 부작위 행위, 일시적인 행위와 습관적인 행위68), 그리고 
외면적 행위와 내면적 행위69)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매독 선생의 경
우, 주먹을 휘두르고 뒤통수를 ‘또’ 후려갈기는 습관적인 폭력성을 보인다. 또한 ‘맞을 
놈은 맞아야 한다!’는 말과 무술 실력을 ‘으스대는’ 발차기는 작위적으로 힘에 대한 
과시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매독 선생을 묘사하는 청소년 인물 ‘일호’는 ‘일등지상주
의자’, ‘손버릇은 더 고약했다’, ‘좀 더 힘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등의 직접
적인 설명으로 그의 반대자로서의 특성을 명시한다. 특히, 학생의 가방에서 담배
(‘Timeless Time’)가 나온 것에 일시적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그의 부작위 행위를 
포착함으로써, 일호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성격과, 모범생도 한순간
에 불량학생이 되는 이분법적인 학교문화를 폭로하고 있다. 

반대자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직접묘사는 청소년 인물이 자
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오홍진은 〈열일곱 살의 털〉의 
‘일호’가 두발 규제 등의 기성세대의 규율에 대해서는 반항에 그치는 반면, 제도를 근
거로 학생에게 군림하려는 선생의 권위적인 태도는 비로소 청소년 인물에게 비판적으

66) 우의적 방법의 명명의 대표적인 예로 흥부, 놀부, 길동 등을 들 수 있다. 흥부는 ‘흥하다
(興)’는 의미, 놀부는 ‘놀다+부(夫)’, 즉 게으른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우의적으로 인물
의 성격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흥부는 부자가 되고 놀부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예
견한다. 길동 역시 ‘길하다(吉)’는 글자로써 우의적 방법으로 인물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다. 
(오양호, 『한국 현대소설과 인물 형상』, 집문당, 1996, p.23.)

67) ‘조폭 스승’은 완득이의 별명인 ‘싸움꾼’과 짝을 이룬다. 오세란은 〈완득이〉에 대한 정신
분석적 비평에서 ‘조폭 스승’이라는 별명이 똥주 선생의 유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암시한
다고 보았다. 왜소하고 무력한 아버지에 비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똥주 선생이 아버지와 
실패한 동일시를 이뤄줄 새로운 아버지로 기능한다는 것이다.(오세란(2016c), p.178.)

68)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pp.29-30.
69) 최시한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인물의 심리, 반응, 태도를 ‘내면적 행위’라고 일컫는다.(최

시한(2010),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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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 되어 저항으로 발전함70)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청소년 소설 속 어른 인물
들은 청소년 인물에게 이중적으로 이해되는데, 첫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서 청소년 인물이 지양하는 삶의 방식이지만, 둘째는 결국 청소년의 미래를 예시하는 
삶이라는 것71)이다. 반대자 인물에 대한 직접묘사는 이중적 이해 중 전자와 관련이 
깊다. 한편, 후자의 이해가 이루어질 때는 아래 인용과 같이 간접묘사로 인물이 구성
되고 있음이 보인다.

오광두는 내게 소설책 한 권을 선물이라며 주고 어둑어둑해진 동네 길을 내려갔

다. 나는 오광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댕돌같은 오광두도 뒷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오광두의 뒷모습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른이 

되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른들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듯, 어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길들

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열일곱 살의 털, 208)

학생주임 선생인 ‘오광두’ 선생은 앞서 매독 선생과 함께 ‘오삼삼’의 두발 규제를 
강요했던 인물로 직접묘사 되었지만, 결말에서는 소설책을 주는 행위와 길을 내려가
는 뒷모습을 보여줄 뿐, 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묘사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인물이 얻는 통찰을 내면적 행위로서 제시할 뿐이다. 위에서 
일호가 깨달은 것은 어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로, 앞서 반대자 인물과의 대립에서
는 봉합되지 않을 것 같았던 적대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열일곱 살의 
털〉은 일호의 자아가 제도에 대한 저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도 속의 삶을 
사는, 사회적 자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72) 이처럼 청소년 소설은 반대
자 인물을 제시함에 있어 청소년 인물이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
정에서는 직접적인 부정적 평가를 드러낸다. 반면, 사회적 봉합을 이루는 정체성 형성
의 과정에서는 간접묘사를 통해 청소년 인물이 “부정하지만 부정할 수만은 없는 그들 
삶 속의 진실한 삶의 의미”73)를 성찰하는 결말을 그린다. 

그런데 조력자 인물을 묘사하는 완득이의 경우, 소설 초반부터 직접묘사보다는 간
접묘사를 통해 똥주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
고, ‘어차피 세상은 특별한 두어 명이 끌고 가니 공부하지 말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완득이가 폭력 사건이 휘말렸을 때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완득이를 변호하고, 선처를 부탁했던 사람이다. 완득이는 ‘얘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똥
주를 좋아했지?’라며 똥주 선생에 대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하지는 않지만, 그의 ‘이

70) 오홍진(2009), pp.244-245.
71) 위의 논문, p.242.
72) Ibid.
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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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선고’에 ‘머쓱한 웃음’을 지었으며, 자신은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
다는 그의 내면적 행위에서, 실은 완득이도 그를 좋아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력자 인물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직접묘사보다 간접묘사가 주로 활용되는 
것은, 조력자 인물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완득이〉에
서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변화하는 완득이의 똥주 선생에 대한 내면적 행위를 보여준
다. 1절의 ‘(3) 진로 설정에 관한 구조 지향적 갈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득이의 
진로 설정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소통의 확대로서의 의미도 가지는데, 아래 순차적으
로 인용된 말은 똥주 선생에 대한 신뢰도 및 친밀도의 상승을 보여준다.

‘제발 똥주 좀 죽여주세요.(…)아멘.’ (완득이, 9)

“내 밥 같이 먹는 사이.” (44)

요즘 똥주 하는 게 영 밉지는 않다. (79)

밤새 잠을 설쳤다. 유치장에 있는 똥주가 계속 떠올랐다. (97)

나는 똥주를 계속 바로 업으며 달려야 했다.(…)죽지 마, 죽지 마! 하나님 잘못했

어요. 그냥 다 잘못했다고요! 똥주 좀 살려주세요. (111) 

소설 초반에 똥주를 죽여 달라는 기도를 한 완득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똥주 선생
의 관심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호의에 대해서도 ‘영 밉지는 않다’는 등 무신
경한 반응을 보였다.74) 그러나 똥주 선생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똥
주 선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솔직
하게 표출하게 된다. 이처럼 조력자 인물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묘사는 긍정적 정체
성으로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소설 초반에 조력자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간접묘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물을 구성하
는 것은, 청소년 인물의 부정적 정체성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데에 유리한 방법이다.

2. 반대자 인물과의 대립을 통한 정체성 인식 과정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이 그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청소년기의 시
각에서 설명하고, 관계 변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모색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반대자 인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 청소년 인물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형성에 이르는 발단이 되기도 한다.75) 또한 반대자 

74) 완득이가 감정 교류를 언어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마음과 어긋나게 서술하는 특징은 
곳곳에 보인다. 이는 유아적인 정체성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오세란(2016c), p.175.)

75) 오홍진(2009),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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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 대한 청소년 인물 시각의 변화 과정은 곧 청소년 인물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
아 정립의 과정이 된다, 즉, 청소년 인물은 타자 또는 사회에 비치는 나를 스스로에
게 인식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타인에게 인식시키면서 자아에 관한 지식을 통해 
축적해 가는 것이다.76)

반대자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인물과 기성세대 인물의 대립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기성세대의 관점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세대
갈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 반대자와 청소년 인물의 생각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청
소년 인물은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다운 선택을 모색함으로써 정체
성 문제를 구체화시킨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교사와 청소년 인물의 갈등을 그린다
고 할 때, 청소년 소설은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확고한 나름의 교육철학
이 어떻게 폭력으로 실현되는지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여주거나, 교사의 폭력에 스
스로를 적응시켜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또래들의 모습을 보여준다.77) 이처럼 절대
적으로 옳은 선택이나, 순응해야 할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인물은 자신의 정
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반대자 인물이 담지하고 있는 이념과,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인물의 내면이 보이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체성 분석 범주별로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정체성 인식 과정을 밝히려 한다.

1) 자의식 과잉에 의한 정체성 위기

(1) 타인의 시선에 내재한 정상성 이념 

최서경의 〈아는 척〉, 박지리의 〈합★체〉, 전아리의 〈직녀의 일기장〉 등의 청소년 
소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청소년 인물이 자신의 자의식에 대해 수치심을 경
험하는 정체성 위기를 그린다. 수치심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이 보는 내가,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려 했던 자아와 괴리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의 영향으로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자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야, 오체, 너도 난쏘공이냐?” (…)

“그럼 작은 공은 뭔데?” (…)

76) Jacob Bronowski, The Identity of Man, 김용준 역, 『인간을 묻는다』, 개마고원, 2007, 
p.58.

77) 정미영, 「[서평] 재미도 있는 청소년문학 만세, 이현 청소년 소설 우리들의 스캔들 창비 
2007, 정유정 청소년 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비룡소 2007」, 『창비어린이』 5(3), 창비
어린이, 2007, p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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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은 그냥 작은 공이지 뭐야. 야, 근데 체, 너는 그냥 작은 공이 아니라 존

나 작은 공을 쏴야겠다. 안 그랬다가 떨어지는 공에 맞아 죽기라도 하면(…)난쟁이 

소리 듣기 싫으면 합이랑 합체라도 해서 커지든가.”

킥킥킥킥.

더 크게 번지는 웃음소리 (합★체, 71-74)

청소년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타인의 시선이 작은 키를 비롯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일 경우, 위의 〈합★체〉의 청소년 주인공 오합, 오체 형제처럼 친구들
의 비웃음에 내재한 사회적 편견의 시선을 받는다. 신체적 특징들은 ‘정상성
(normality)’의 표준을 갖고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구분되며, 모든 개인은 이러
한 이미지의 양자택일에 놓여 있다. 우월함과 열등함의 기준은 보통 ‘침해받은 (거세
된) 몸, 인조적 외집단 그리고 착취당하는 소수 집단’이 가진 특성으로, 개인의 무의
식은 부정적인 대상을 닮고 싶지 않다는 소망에 따라 열등한 정체성을 규정한다.78) 
특히 신체적 특징은 선천적인 속성이며,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여기에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변화까지 겹쳐져 신체에 대한 청소년의 자의식은 정
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경험이 된다.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과잉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야, 오체, 너도 난쏘공이냐?’는 말을 하는 한 명의 가해 학생이 행한 조롱이 ‘크게 
번지는 웃음소리’로 확대된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작은 키에 관한 우리 사회의 정상성 
이념을 공유학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자신들은 정상적인 집단에 속해있음을 드러내 
일체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79)

어른들에게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모양인식, 아이들만 보면 지칠 줄 모르고 물어 

대는 질문의 유형이 뻔하다. ‘넌 커서 뭐 될래?’, ‘넌 대체 왜 그러니?’ 등등. 그러

나 정작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을 건네는 사람들은 없다. 

본인들이 묻고 싶은 질문만 툭툭 던지고는, 그 답이 자신들이 지닌 모범 답안과 얼

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가름한다. (직녀의 일기

장, 111-112)

담임은 나한테 귀를 왜 그렇게 많이 뚫었냐고 물었고, 나는 속으로 ‘선생님은 바

보인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예쁘기 때문이

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담임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내가 피어싱을 한 이유가 무엇

인식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나의 반항심과 자기 파괴에 대한 욕구와 

78) E. Erikson(2014), pp. 297-298.
79) 청소년기는 집단에서 오는 사회적 일체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탈자를 더욱 가혹하게 대

하는 경향이 있다. (권이종·김용구, 『청소년이해론(제3판)』, 교육과학사, 2016,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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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향한 과시욕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는 척, 53)

한편, 청소년 인물은 ‘정상적인 청소년’을 규정하는 어른의 시선과도 대립한다. 청
소년 인물들이 의식하기에,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시선은 위의 인용된 두 소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인들이 묻고 싶은 질문’과 ‘자신들이 지닌 모범 답안’에 따라 청
소년 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식, 즉 정체성을 판단한다. 그런데 어른의 시선이 
청소년에게 갖고 있는 질문은, 청소년의 현재가 아니라 ‘커서 뭐가 될 것인가’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어른들이 청소년의 현재에 대해 갖는 관심이라고는 청소년의 태도에
서 ‘반항심’이라거나, ‘자기 파괴에 대한 욕구’, 또는 ‘과시욕’ 등 비행의 징후를 의심
하는 ‘대체 왜 그러나’하는 것뿐이며, 이 질문에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현재의 청소년에게 성급히 미래 성인으로서의 정상성을 가질 것을 종용하고, 그들
이 가진 현재의 욕구를 일반화시키는 어른의 시선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바
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실제의 자아와 괴리된 타인의 시선이다. 또한 어른들
은 청소년 인물에게 자신들이 정한 ‘모범 답안’을 설파하는데, 여기에는 가능한 한 일
찍 아이를 다 자란 누군가로 “조건화”80)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양육방법이라는 사회화
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인물은 자신을 판가름하는 어른의 시선을 ‘뻔
히’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예쁘기 때문이다’라며 의도적으로 자의식에 
대한 어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 인물의 태도가 다시 담임
을 ‘노발대발’하게 만들어 청소년 인물의 심리를 ‘반항심’으로 규정하는 부정적인 어
른의 시선을 강화시킨다. 

-ㅇㅇ 너 걔 소문 들었어?(…)강진희 어제 어떤 재수생 차에서 내렸대

어쩌라고.

-그 재수생이랑 잤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짝꿍은 주위를 살피더니 ‘잤대’를 황급히 문질러 지웠다.

-걔 원래 걸레라고 존나 소문났어.(…)

-그냥 아무나하고 막 자고 다닌대

-피임은 제대로 하나 몰라 (아는 척, 38-39)

또 다른 종류의 학교 폭력에는 형체가 없다. 피해자는 주위 친구들의 달라진 눈

빛, 자기를 둘러싼 공간의 기묘한 분위기 등으로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 감을 잡을 뿐이다. 어떤 게 더 나쁜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소문이 훨씬 

80) 이른 시기의 조건화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순응, 최대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조건화 실험을 통해 훈련된 개들은 그들의 새끼들을 조건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욕구를 제거하는 조건화는 아이들이 장차 자신의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함을 간과한 
것이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자율성을 획득하려면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스스로 유년기
의 혼란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rikson(2014),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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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소문은 상상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추상

적인 나쁜 소문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아는 척, 74)

또래의 시선 역시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 인물은 친
구들이 내는 나쁜 소문을 예민하게 의식한다. 위 〈아는 척〉에서는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는 소문 때문에 친구들의 눈빛과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를 느끼는 ‘강’이 그려진
다. ‘강’에 대한 소문은 어제 어떤 재수생의 차에서 내렸다는 것에서 원래 아무나하고 
막 자고 다닌다는 것까지 확대됐으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소문의 흔적을 황급히 지
울 만큼 금기의 내용을 담은 이 소문은 금방 ‘사실’로 둔갑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
도(75)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형체가 없는 학교 폭력’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탈선한 청소년 인물에 대한 또래의 정상성 이념을 내재하고 있으며, 나쁜 소문의 당
사자는 눈빛, 공기, 분위기가 규정하는 잔인한 자아의 상을 의식하고, 소문이 만드는 
‘상상의 여지’들까지 포함한, 자의식 과잉을 경험하게 된다. 

(2) 청소년의 고독감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타인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
겨버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를 표현할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81) 자의식 과잉
을 경험하는 청소년 인물들은, 사회적 일체감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
된 부정적 자의식에 억지로 따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진정한 일체감을 얻지 못한
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자아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된 청소년 소설은 ‘문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
진 것으로 보였던 청소년 인물이, 그처럼 타인에 의해 규정된 자아의 상을 무조건 수
용해서는 사회적 일체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중학교 때만 해도 ‘너 끝나고 나 좀 보자.’라는 말이면 모든 것이 통했는데, 여자

애는 그런 공갈에 쉽게 넘어갈 아이가 아닌 듯했다. 그 애는 나더러 들으라는 듯, 

자기는 고등학생씩이나 되어서 노는 척하고 설레발을 치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떠들어 댔다. 그런 애들은 아예 반을 따로 만들어서 인성 교

육부터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 보이기도 했다. (직녀의 일

기장, 154)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나가면 다른 반 아이들이 먼저 복도의 길을 비켜 주

거나 괜히 살갑게 인사를 걸곤 했는데. 어쩐지 요즘 들어 학교 내에서의 내 입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쟤는 뭔데 저렇게 한가하대?’라는 표정으로 나

81) 박아청(1987),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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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쳐다보곤 한다.(…)학교가 원래 이렇게 심심한 곳이었나. (직녀의 일기장, 217)

위의 청소년 인물 직녀는 ‘중학교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주변 친
구들에게 문제아로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데 직녀의 자의식은 자신의 공갈에 두려워하는 친구들, 또는 복도의 길을 비켜주는 
친구들 등의 타인의 행동에 대한 과잉 의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녀의 확고한 입지는 ‘요즘 들어 달라진 친구들의 시선’에 의해 곧바로 한심한 사람으
로 전락하며, 그 자신도 자신의 입지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녀가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심한 느낌, 달리 말해 
‘고독감’은 개인이 그 시점에서의 자아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
든다. 고독을 느끼는 당시에는 이전에 비해 정체성 위기가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독감은 자의식의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자아가 궁극적인 자기확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건전한 심리적 계기가 된다.82) 직녀의 경우에도 ‘학교가 원래 이렇게 심심한 곳
이었나’하는 고독의 경험은 공갈로 모든 것이 통하던 중학교 때까지의 사회적 일체감
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만든다. ‘중학교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하는 표현으
로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는 직녀의 모습에서, 고독감을 느낀 직녀가 자의식 과잉에
서 경험하던 사회적 일체감의 실체를 인식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뻔히 알고 있다. 아빠가 

없고 엄마는 집에 잘 안 들어온다더라. 우리에 대한 티끌만 한 사실 하나로도 소설 

한 권 분량의 무성한 소문을 지어낼 수 있는 게 인간들이다. 그 결과, 나는 결코 

엇나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가정환경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엇나간 비행 청소년의 전형이 되어 있었다. (아는 척, 156-157)

한편, 고독감은 스스로의 자의식 과잉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의식에 
영향을 미친 부정적 타인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 관
계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사회적 일체감을 위해 타인에 대한 강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
기도 한다.83) 그러므로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 과잉은, 본인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무
조건적 수용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 인물에게 시선을 보낸 타인들이 바
람직하지 못한 일체감을 추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된 〈아는 척〉의 강
은 ‘결코 엇나간 적이 없음’에도 ‘무성한 소문’에 의해 ‘비행 청소년’으로서 다른 친구
들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은 종종 실제 자기와 다른, ‘남 얘기 좋
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지어내는 ‘소설’일 뿐일 때도 있다. 

고독한 상황에서 강은 타인의 시선이 가진 진실성을 검토해, ‘나는 결코 엇나간 적

82) 박아청(1987), pp.142-143.
83) Coleman, John C., Hendry, Leo B.(2006),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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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 직녀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심심하다’ 또는 울
적하다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면, 강은 타인의 피드백과 자기개념의 괴리를 인식하
고, 그 피드백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다.84) 이처럼 고독감 속에서 청소년 인
물들은, 타인의 피드백의 영향으로 자기개념의 ‘고양’이 실패하거나 ‘확증’되는 자의식
의 형성 원리를 파악하게 되며, 그에 대해 정서적·인식적 반응을 하면서 자의식에 대
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획득할 가능성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고독감은 청소년 인물이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일체감을 의심함으로써 스스
로 자의식 과잉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거나, 부정적인 자의식을 형성한 타인의 시선을 
검토해,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도 자아가 자율적 통제권을 가질 계기가 된다. 이 두 
가지 고독감은 모두 고독감을 극복하고 자기확신을 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래 인용된 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 내재한 불가피한 고독을 그림으로
써 자기확신이 완전한 사회적 일체감으로 이어질 수는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넌 참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걸 고민이랍시고 말하고.” (…)

“그러는 니들 문제는 얼마나 대단한데?(…)지가 뭘 안다고 대수롭지 않대?” (…)

“죽을 용기까지는 없잖아.” (…)

물론 불행의 경중에는 개인차가 있다. 강은, 솔직히,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픈 상황

에 처해 있기는 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 연민과 혐오감으로 침잠하고 있을 뿐 우

리가 싫어진 건 아닐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아니었다. 나도 정

글짐을 떠났다. 강은 혼자 남았다.

언 땅은 딱딱했다. 겨울바람은 칼처럼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결코 서로

를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타인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자 소스라치게 외로워졌던, 겨울이었다. (아는 척, 134-137)

위 인용문은 청소년 인물들이 서로의 정체성 위기에 공감하기보다 그 경중을 따지
다가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독감을 느끼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들은 상대
가 가진 문제가 그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자꾸 자기 연
민으로 침잠해서 그 밖의 문제는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일 같다. 이처럼 ‘우리’가 무
너질 때, 사람들은 일시적인 퇴행을 겪는데, 위의 언쟁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미성숙
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나타난다.85) 이들은 자신의 충동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 행동화(acting-out)하고, 자신도 상대의 문제를 편한 것으로 여겼으면서 나의 
나쁜 점을 상대의 것으로 돌려 상대가 나의 문제를 쉽게 본 것만 문제 삼는 투사
(projection), 그리고 문제를 야기한 실제 대상을 두고 애매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분

84) 개인은 타인의 피드백에 감정적 반응을 함으로써 ‘자기고양 욕구’를, 인식적 반응을 함으
로써 ‘자기확증 욕구’를 표출한다. (박아청(2015), pp.240-244)

85) 정도언,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2009,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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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전치(displacement)하고 있다. 행동화, 투사, 전치 등의 방어기제는 개인의 불안
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는 있지만, 욕구를 의식의 세계로 소환하는 것을 막기 때문
에 자신이 무엇을 방어하는지 모른다. 만약 이런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습관으로 굳어
진다면 개인은 ‘마음의 진실’을 자기 자가치관차 볼 수 없게 된다.86) 하지만 위의 청
소년들은 자기 마음의 진실을 가렸던 타인에 대한 미성숙한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고독감을 인식한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타
인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소스라치게’ 고독한 정체성 문제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87)

2) 순응적 역할에 의한 정체성 위기

(1) 기성세대의 억압적 권력

김해원의 〈열일곱 살의 털〉은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두발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기성세대의 이념과, 기성세대의 이념에 순응하던 청소년 
인물이 자신의 역할에 의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은 기성세대
의 권력이 가진 억압적인 성격과 그에 억지로 순응하는 청소년 인물의 내면을 극적인 
비유 속에서 대비시킴으로써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순응적 역할이 정체성 
위기로 나타나는 과정을 드러낸다.

열일곱 살이 되는 날 아침, 나는 날이 바짝 선 가위 앞에 앉아야 했다. 아침 내

내 숫돌에 무뎌진 날을 갈리며 풀벌레처럼 울던 가위의 민날은 시퍼렇게 되살아나 

입을 꾹 다문 채 멋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위의 두 민날이 내 정수리 위에서 

서로 교차하며 머리카락 끝을 앙칼지게 자르는 순간, 나는 추운 날 오줌을 쏟아 낸 

것처럼 진저리를 쳤다.

할아버지는 다부지게 가위를 움직였다. 할아버지는 이제 겨우 세상 구경을 한 내 

가여운 머리카락을 모조리 쳐낸 뒤, 목덜미에 숨죽이고 있는 잔털까지 남김없이 밀

어 버릴 것이다. 할아버지는 열일곱 살의 머리카락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욕구

가 뒤엉켜 자라고 있어 그것들이 세상 밖을 기웃거리기 전에 무질러야 한다고 믿었

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능갈맞은 가위도 아직 사내가 되지 못한 사내아이의 욕구

를 뿌리째 뽑아낼 수는 없었다. 도리어 밤마다 자라나고 아침마다 솟아나는 사내아

이의 머리털은 가위 민날에 단련되어 쇠어졌다.(…)

86) 정도언(2009), pp.61-71.
87) 고독감은 그 시점의 자기 상태를 자아에 전달하는 신호기계로, 우리는 고독감을 통해 비

로소 자아를 의식할 수가 있다. 고독은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독을 
도피하려고 애쓰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고독을 견디고 그 고독에 머무를 때 진정으로 
자율적인 삶이 시작된다.(박아청(1987),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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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귀 쪽은 좀 덜 깎으셔도…….”

“열일곱 살이면 어른이다. 네 증조할아버지는 열일곱에 이 태성이발소를 맡으셨

다. 경성 최고 이발사셨지, 그 때 이미. (…)”

내 열일곱 작은 욕구도 무참히 쓸려나갔다. 입학식 전까지 며칠만 조금 더 기르

고 싶다거나 적어도 생일날에는 머리를 박박 깎이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것도 욕구

랄 수 있을까. 최고의 이발사가 되고 싶었던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욕구에 견

준다면 내 욕구는 어숭그러하다. (열일곱 살의 털, 5-7)

위의 인용문은 이발 현장을 강제 처형에 비유하고 있다. 가위의 날과, 가위의 먹잇
감 같은 머리카락의 이미지는 기성세대의 억압적 권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청소
년 인물인 일호의 시각에서 머리카락은 어리고 가엽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뒤엉켜 
자라는 것, 쓸모없는 욕구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귀 쪽은 덜 잘라달라는 일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올바른 욕구를 가졌던 일호의 증조부와 자신의 이야기
를 한다. 할아버지는 ‘열일곱 살이면 어른’이라고 하지만, 이는 열일곱 살임에도 올바
른 욕구를 갖지 않은 일호를 책하는 말이다. 그들의 기성세대에게 순응했을 지금의 
기성세대는 올바름에 대한 주요 보상으로 독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특히 타인에 대해 
도덕주의적인 감시를 지속해 불관용, 금지를 우세한 원리로 삼게 된다.88) 일호의 할
아버지는 열일곱 살의 머리카락을 도덕주의적으로 감시해, 짧은 머리카락을 올바름의 
척도로 삼았다. 그러므로 일호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 또는 일호의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는 것은 불온하고 위험한 욕구라서 모조리 금지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일호가 이처럼 할아버지의 금지에 허무하게 순응한 것은, 첫째로, ‘할아버지는 싸우
기에는 너무 오래되었’(13)기 때문89)이고, 둘째로,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존해 ‘내 
입에 밥알이 들어가고, 잠을 자고, 학교에 갈 수 있었’(14)기 때문이다. 일호는 이발이 
‘진저리’ 치도록 싫고, 자기 소멸에 이를 정도로 자신을 통제하는 할아버지의 ‘능갈맞
고 앙칼진’ 가위에 대해 분노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잔재는 스스로 소망을 억압해 무
기력 및 히스테릭한 거부로 표출된다.90) 자신의 욕구는 밤낮으로 솟아나며,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련될 것이라던 일호가 돌연 자신의 욕구를 ‘어숭그러하다’며 절하
해버리는 것에서 히스테릭한 거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례는 청소년이 현재 가진 주도권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는 성격을 띠는데, 이로 인
해 일호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순응과 반대를 경험하기 전에 그가 가져야 할 욕구
의 내용을 침범당한 것이다.91)

88) E. Erikson(2014), p.315.
89) 정신분석학의 임상 사례에 따르면 손자들의 무의식에 할아버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드러

내는 경우가 있다. 영향력 있는 할아버지들은 동질적인 세계를 마지막으로 대표하는 인물
로, 엄격하게 양심과 규율을 지켰으며 그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할아버
지의 우월함, 고집스러움은 종종 아버지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위의 책, p.383.)

90) 위의 책,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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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의 털〉은 이처럼 기성세대에 의해 청소년의 역할이 결정되는 상황을, 바
리캉 또는 라이터를 들고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는 교사와, 비인격적인 대우에 무기
력해진 청소년 인물의 구도로 구체화한다.92)

고등학교 입학식 날, 모든 식순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강당을 빠져나간 뒤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학생부장 선생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신입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자를 것은 잘라야 교문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미 학교 교칙을 숙지했을 것이다. 지금 바로 두발 검사를 시행한다. 오삼삼을 벗어

나는 녀석은 자발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학생부장 선생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었다. 

“오삼삼이 뭐야? 오징어 삼겹살도 아니고.”

(…) 입학식에 참석했던 2학년들이 썰물에 밀려 나가는 조개들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일사분란하게 강당을 빠져나간 뒤에도 신입생들은 새우깡을 찾는 갈매기들처럼 

시끄럽게 끼룩거렸다.(…)학생부장 선생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갈매기들을 압도하

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오싹한 느낌이라

고 할까. (열일곱 살의 털, 19-21)

위의 학생부장 선생이 말하는 ‘오삼삼’은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길이를 뜻하는 숫
자로, 위 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을 말한다. 선생은 입학식 날부터 대뜸 ‘오삼삼’을 지
키라고 말하지만, 정작 1학년 학생들은 해당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오
삼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선생은 두발을 규제하는 근거를 ‘자를 것은 잘
라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머리카락을 당연하게 ‘자를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열일곱 살의 머리카락을 ‘쓸데없이 뒤엉킨 욕구’로 보고 무참히 잘라냈
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도 겹친다. 

이처럼 그 내용이 공유되어 있지도 않고, 적합한 근거에 따라 공동체에 설득을 구
하지도 않은 ‘오삼삼’의 규정이 학교 교칙으로서 집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의 인용
문에서 드러나는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 때문이다. 일호의 시점에서 볼 때 학생부장 
선생의 ‘목소리’는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고 오싹한 힘이 있어 학생들을 
압도하는 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말은 목소리라기보다 갈매기의 ‘끼룩거

91) “정치적 무관심의 많은 부분은 선택을 요하는 문제의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막연한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문제를 하나의 굳어진 
사실로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는 그들이 배운 세상이란 어른들이 선택을 이야기하면
서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E. Erikson(2014), 
p.379)

92) 복합적인 적의 이미지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언어-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데, 이
는 1) 집단적으로 유통되고 사용되는 불이나 화약통과 같은 상징들, 2) 행위자의 ‘광적인’, 
또는 ‘예측 불가한’ 성격상의 전형적 특징, 3) 수용자가 놓이는 위협, 굴욕, 또는 공포의 상
황이다.(문학이론연구회,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 문학과지성사, 2002,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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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과 같다. 이미 1년을 그 학교에서 보낸 2학년들은 그나마 끼룩거리지도 않고 ‘입다
문 조개’와 같이 ‘썰물에 밀려’ 간다. 이처럼 해당 교칙의 집행과 관련해 권리의 주체
가 돼야 할 청소년 인물들은 그에 관해 발언할 ‘목소리’가 없어 언제나 객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서발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주도권은 스스로가 선택한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천되는 것인데, 위의 학교 문화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를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이미 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주
지 않는다.

(2) 청소년의 권위에 대한 혼란

청소년기는 사회가 기대하는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볼 기회를 가지며, 이들이 주도
권을 지니는지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부모, 교사와 같은 권위를 가진 
기성세대로부터의 독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주도권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 지도
자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욕구인데, 이때 청소년은 정부, 고용주, 연인, 부모, 친구 
등으로부터 자신이 충성심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음을 인식한다.93) 때문에 청
소년 인물의 주도권 회복의 문제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하는 권위에 대한 혼
란으로 구체화된다. 청소년 인물은 기존의 권위가 가진 합리성을 의심하고, 억압적 도
덕관념에 의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죄의식, 즉 유년기적 죄책감94)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의식에 따르는 새로운 권위, 즉 청소년 세대로서의 주도권을 실천
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 

청소년 소설에서는 청소년 인물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가진 불합리함을 문제 삼는 
첫 번째 계기로 종종 기성세대에 의한 신체적 폭력을 제시한다. 〈불량가족 레시피〉의 
경우 ‘불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폭력적인 가장이 등장하며, 청소년 인물은 이 ‘자초지
종은 따져 보지도 않고 폭력부터 휘둘러 대는 무식한 남자의 전형’(86)이 가진 권위에 
대해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열일곱 살의 털〉에도 ‘매독(mad dog)’이란 별명을 가진 
폭력적인 교사가 등장하는데, 기성세대 인물의 폭력성은 아래 인용문과 같이 그의 불
합리한 권위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매독은 느닷없이 라이터를 들어 아이의 머리에 갖다 댔다. 그리고 정말 불이라도 

붙일 양으로 라이터돌을 틱틱 그어 댔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놀라 육체를 지탱해 준 것은 귀가 닳도록 들어 온 할아버지 말

씀이었다.

“머리칼은 네 자신을 나타내는 징표다. 머리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네 자신을 

93) F. Philip Rice, K. Gale Dolgin, The 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정영숙 외 역, 『청소년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1, p.30.

94) E. Erikson(2014),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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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지나간 그 말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명징하게 보도록 했

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속엣말을 입으로 내뱉을 사이도 없이 매독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라이

터를 빼앗아 운동장 바닥에 힘껏 내팽개쳤다. (열일곱 살의 털, 50)

앞에서 일호가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열일곱 살에 가진 욕구에 비해 자신의 
욕구는 ‘어숭그러하다’고 한 것은, 기성세대 인물의 권위가 가진 합리성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일호는 체육교사인 ‘매독’ 선생의 라이터를 
학생의 귀 근처에 대는 폭력을 보고 그 합리성에 대한 의심을 시작한다. 매독 선생과 
할아버지는 모두 청소년의 머리카락은 짧게 유지해야 올바른 인격 성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체육교사의 행동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다뤄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권위가 된다. 일호는 합리적 권위로 여겨지
는 할아버지에 맞설 수는 없었지만, 체육교사의 폭력이 가진 명징한 불합리성 앞에서 
일호는 기존 권위를 의심하고 그에 대항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
럼 일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림으로써 불합리한 권위에 대해 반항하게 되지만, 이
는 폭력성에 대한 저항일 뿐 기성세대와 독립된 청소년 세대의 가치체계를 정립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래 인용된 부분과 같이, 소설은 폭력적인 교사와 다른 
기성세대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을 드러냄으로써 청소년 인물이 순응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찾을 계기를 만든다.95)

“얘가, 머리 좀 컸다고 자유는 무슨. 대학이나 가서 말해, 자유 따위는. 너희 나

이에는 공부할 자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송일호, 너 좀 삐딱해졌어.” (열일

곱 살의 털, 72)

“자유, 그래 자유 좋지. 하지만 너희에게 규율이 없는 자유는 결코 날개가 되지 

못해. 그 자유는 도리어 너희 날개를 갉아 먹을 수도 있어. 너희는 그걸 몰라. 그리

고 송일호, 아이들을 선동한 네 행동은 학생 신분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

야.”(열일곱 살의 털, 81)

95) 자아는 나쁜 것을 추방하는 외향투사와 좋은 것은 흡수하는 내향투사를 사용해 스스로를 
방어한다.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의 젖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좋은 것이자, 상상적
인 처벌자로서 나쁜 것이 된다. 이 분열에 대응해 유아는 ‘편집광적 분열증’과 ‘침체 상태’
의 불안을 경험한다. 전자의 경우 어머니의 젖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좋은 것으
로서의 경험만 이상화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한편, 유아가 어머니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 즉 ‘침체 상태’는 부분들을 응집할 수 있는 
‘숨은 질서’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나아간다. (Elizabeth Wright(1997), pp.110-122.)



- 72 -

교사의 폭력성 및 두발 규제의 부당함을 청소년 주인공인 일호가 강력히 문제 삼자 
〈열일곱 살의 털〉 속 기성세대 인물들은 위와 같이 경고한다. 정리하면,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청소년에게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입시 준비에 전념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학생 신분으로 ‘삐딱’한 생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의 
두 근거는 청소년의 미숙성과,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인 진로 설정과 관련되
는데, 이 점은 개인별 성숙도 및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청소년에
게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학생 신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삐딱’한 것이며, 이를 학생부장 
선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지막 근거는 학생인 청소년 전체를 향한다. 유년기의 개
인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불손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는 특히 정체성 형성과 자아 통합이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문화에서 발생하기 쉽
다.96) 위의 경우, ‘삐딱하지 말라’는 기성세대 인물들의 요구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형
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부족한 환경임이 드러난다. 두 기성세대 인물 모두 첫째로 청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함이라 청소년을 설득하지만, 둘째로 ‘그런데’ 또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 뒤에 ‘삐딱한 선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한다. 이 두 번째 근거는 
청소년이 목적으로 삼은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이 행위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여기에는 “마찰 없는 작동에 대한 기계적 이상”97)을 향한 기성세대의 
욕구가 들어 있다. 일호는 시위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인물에게서 ‘화를 내는 
것도, 웃는 것도, 애원하는 것도 아닌’(156), ‘괴상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포착한다. 이
는 청소년 인물의 주도성 발현은 개인의 정체성 발달일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구
축한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음을 뜻한다.98) 

내 특별한 생일 선물 ‘Timeless Time’이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다. 매독의 얼굴

이 환해졌다. 담뱃갑은 자신을 공격한 것이 절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물이었다.(…)매독은 완벽한 두발로 모범생 1호였던 나를 알고 있

었지만, 그건 다 지난 과거일 뿐이다. 모범생이 불량 학생이 되는 건 너무 간단했

다. 라이터와 담배만 있으면 된다. (열일곱 살의 털, 63-64)

엄마는 내가 단단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나도 엄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하고 훌륭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었다. 

머리칼 길이로 인간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잣대를. (열일곱 살의 털, 72)

96) E. Erikson(2014), p.294.
97) E. Erikson은 『유년기와 사회』의 8장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에서, 미국의 마찰 

없는 작동이라는 기계적 이상이 민주적인 사회 환경을 침범하여, 청소년의 반란에 대한 두
려움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위의 책, pp.346-395.)

98) 위의 책,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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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날개가 자유에 의해 갉아 먹힐까 걱정하는 교사라면, 일호의 가방에서 담
배가 떨어진 것에 ‘얼굴이 환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범생 1호’보다는 
‘불량 학생’인 일호가 기계에 마찰을 만들었을 때 기성세대 인물에게 있어 이 마찰은 
의미 없는 것으로 무마시키기 유리한 것이 된다. 이처럼 ‘라이터와 담배’는 학생을 이
분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찰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고자 하는 기성세대 인물들의 부
당하고 편리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 기성세대가 작동시키는 기계는 ‘머리칼 길이로 
인간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하는 것은 청소년 
인물이 생각하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처럼 일호를 훌륭한 사람으
로 성장시키겠다는 일호와 엄마의 같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일호가 엄마의 기대를 거
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처럼 철갑옷에 익숙하진 아이들이 자유롭게 날지 못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147) 그 철갑옷을 입고 자유롭게 날라고 요구하는 기성세대
의 청소년에 대한 모순된 요구 때문이다.

청소년 인물은 이처럼 권위에 대한 혼란을 통해 기성세대의 가치체계와 대립을 경
험하고,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이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학생 신분’ 전체에 대해 ‘마찰 없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순응적 역할에 의한 정체성 위기는 청소년인물에게 있
어 세대적인 정체성 문제로 인식된다.

3) 경쟁사회의 구조에 의한 정체성 위기

(1) 무기력을 야기하는 경쟁사회의 구조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발달과업은 진로 설정을 통해, 미래에 근면하게 일하는 성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진로 설정의 문제와 긴밀히 관련된 ‘근면성’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도구적 세계의 인위적인 법칙에 스스로
를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99) 청소년 소설에서 그리는 도구적 세계의 인위적 법칙
은, 경쟁사회의 구조사회를 상징하는 대학 입시 준비다. 열심히 학업경쟁을 벌이는 청
소년 인물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며 도구적 세계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은 아래의 인물과 같이 경쟁사회의 구조 속에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일과를 마치면 탈진한 채 잠이 들었어.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

는 나날들이었지. 유행하는 드라마나 가요도 몰랐고 친구도 없었어.(…)나는 저항 

없이 그 혼미함에 내 정신과 육체를 내맡겼지. 다가오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

어. 오히려 편안하고 아늑했지.(…)내 얼굴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 햇

99) E. Erikson(2014),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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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속에서 주위 풍경을 보며 천천히 거닐다가 나는 깨달았어. 내가 더 이상 이 세

상에 아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걸.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걸.(…)내게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 (오즈의 의류수거함, 120-125)

〈오즈의 의류수거함〉은 탈진할 만큼 공부하며 오히려 죽음을 편안하고 아늑한 것으
로 느끼는 청소년의 무기력을 그린다. 청소년 인물들은 경쟁사회의 법칙에 스스로를 
억지로 순응할 뿐, 유행하는 드라마도, 친구도 모르는 등, 자신의 일 속에서 어떤 자
아의 특성을 형성할 수도 없고, 사회적 일체감을 느끼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세상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없으며, 학생으로서의 생산적인 일인 학업을 열심
히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일로부터 스스로가 생산해내고 싶은 것, 즉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청소년 인물의 
무기력은 ‘눈부신 햇살’과 대비가 되어 그의 부정적 정체성을 부각시키지만, 또한 그 
죽음을 ‘편안하고 아늑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의 태도와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는 
그가 가진 자살에 대한 욕구를 ‘질풍노도의 시기’에 찾아오는 일시적인 감정 변화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인이라도 그와 같은 삶에서는 불가피하게 자살을 욕구
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위 풍경을 보며 천천히’ 거니는 중에, ‘깨달았
다’는 표현에서도 청소년의 무기력을 서술하는 소설의 같은 태도가 나타난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느낌이 없었다는 것도 무기력
의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으로서 ‘유행하는 드라마나 가요’를 모른다는 것, 그
리고 ‘친구도 없었다’는 것은 그가 청소년 문화 및 집단에서 유리되어 있었음을 뜻한
다. 청소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열망하며, 자신의 정체
성을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100) 이를 고려할 때, 위의 
청소년 인물은 학업 때문에 청소년기 자아가 가진 열망을 외면해야 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기술적 에토스(technological ethos)’는 어떤 기능을 개인이 해내는 집단
과, 그 기능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문화를 전제하는데,101)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인정받고 싶은 집단, 또는 문화의 기반이 없이 오로지 일만 존재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청소년 
인물이 느끼는 무기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 속 청소
년의 삶으로서 그린다.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나날’은 청소년 인물이 
자기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일 자체를 자신의 유일한 책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로서,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및 삶에 대한 의지와 대립하는 이념적 
반대자로 나타난다.

100) E. Erikson(2014), pp.320-321.
101) 위의 책,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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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두피를 바라보며 나는 곧 나에게 쏟아질 친척들의 훈계와 질책, 친구들의 

비웃음을 떠올려보았다. 그러자 남아 있는 머리마저 일순간 전부 빠져버리는 기분

에 휩싸였다. (오즈의 의류수거함, 22)

개인이 스스로를 도구적 세계의 법칙에 적응시키게 되는 것은, 그의 정체성에 사회
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102) 하지만 위의 청소년 인물의 
경우,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기보다 질책과 비웃음을 피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학업 경쟁에 임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의 청소년 인물은 훈계와 질책, 비웃음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는 강하게 느
끼고,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인식 편향성(cognitive bias)은 사회적 불안을 보
이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증상103)이다.  

“그거 잘 쓰면 대학도 갈 수 있다잖아. 너는……. 아니다, 저녁 먹자.” 

아버지는 마치 의상 박스와 말하는 것처럼 박스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아버지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게다. 그러니 소설을 열심히 써라, 는 

말도 덧붙이고 싶었으리라.(…)뭔가를 쓴다는 건 내 취향이 아니었고, 이런 낯간지

러운 대회 역시 내 취향이 아니었다. (완득이, 13-14)

“대학 가라.(…)좋은 데 가라는 말 아니다. 남들이 해보는 건 해봐라. 때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2호선 타고 도는데, 대학생 애들…… 보기 좋더라.” (…)

서른이 넘은 삼촌의 디스코, 보기 좋았다. (완득이, 22)

〈오즈의 의류수거함〉 속 청소년들과 달리, 〈완득이〉는 학업 경쟁으로부터 거리가 
먼 청소년 인물이다. 하지만 그도 대학 입시 위주의 진로 설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 가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대학생보다는 삼촌의 디스코가 ‘보기 좋았다’며 ‘내 
취향’은 대학과 관련 없다고 말하는 청소년 인물 ‘완득이’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에 
아무 흥미를’ 느낄 수 없음을 토로하고, 친척들의 훈계와 질책을 다년간 받아 탈모를 
앓는 앞에 제시된 청소년 인물들의 삶과 겹친다. 즉, 청소년 인물들은 그 자신이 학
업에 정진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않든, 대학 입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들의 
진로 설정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완득이 아버지가 소설이라도 써서 대학에 가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때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때를 놓칠 경우 2호선 타는 대학생처럼 보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게 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인물과 그의 부모들에게 대학

102) E. Erikson(2014), pp.316-317.
103) Arthur E. Jongsma, et al., The Child Psychotherapy : progress notes planner, 

김정휘·홍종관 역,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치료-교육상담의 이론과 실제(제3판)』, 시그마프
레스, 2010,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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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공적인 성인의 삶 및 특권계급의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또한 때에 맞
춰 대학생이 되지 못하면 그는 앞으로 하층 계급으로 살아갈 것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104) 이처럼 〈완득이〉는 경쟁사회의 구조로 인해 청소년 인물과 그의 가족이 느
끼는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있다. 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완득이 아버지는 완득이의 취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상 박스나 차며 ‘어설픈 맹부 
삼천지교’(59)를 할 수밖에 없고, 완득이도 한동안 속내를 숨기고 ‘내 몸에 붙지 않는 
소설가’(80) 행세를 할 수밖에 없다. 

(2) 청소년의 배타적 사회구조 인식

진로 설정 과정에서 경쟁 사회의 구조에 매몰돼 무기력한 정체성을 형성했던 청소
년 인물은 타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배타적 사회구
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재인식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구조의 배타성으로 인해 주류에
서 밀려난 타인, 즉 사회적 약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타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
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을 성찰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공유하는 정체성, 즉 경쟁사회
의 배타적인 구조 속에서 스스로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열등
한 존재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현대인의 근원적인 소외로 확장된다.

“나 같은 노인네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붙자니 자꾸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

어. 그 소외를 부추기면서 자꾸만 새로운 걸로 소비하게 만드는 게 요즘 시대야. 

(…)똑같은 성분의 약을 먹고 하나같이 취해있는 거 같아.”(…)

반 아이들 중 한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거의 다 가지고 있다. 휴

대폰이 아예 없는 아이는 외계인(…)그렇게 대입해보니 할아버지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달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자 경쟁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배웠다. 

한데 할아버지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의 이 가치는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으며(…)지금의 시간을 부끄러워할지도 모

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시간을 파는 상점, 63-64)

〈시간을 파는 상점〉은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사회의 구조가 갖는 배타성과 그
로 인한 현대인의 소외를 그린다. 청소년 인물 ‘온조’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경
쟁에서 소외된 인물의 삶을 인식하는데,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소외된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다. ‘똑같은 성분의 약을 먹고 취해있는’ 요즘 시대 사람들 전체가 사회구
조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 온조는 그의 말을 ‘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보이는 행태에 ‘대입’함으로써 경쟁을 미덕으로 여기는 도구적 세계의 법칙을 회의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소외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롯한 현대 청소년의 정체성을 재인

104) E. Erikson(2014),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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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다. 이는 ‘나 같은 노인네’의 정체성을 청소년의 정체성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지금의 이 가치는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으며’라고 하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인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회구조의 문제, 또는 인간 역사의 문제로 확장
된 시각에서 타인과 나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105)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
년 소설은, 인물의 무기력감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타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 인용된 〈완득이〉의 경우에도 
청소년 인물의 무기력을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병치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청소년 인물 
개인의 감정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약자들이 경험하는 소외 및 정신적 빈곤으로 의
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똥주는 성남 어느 식당에 내 어머니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 같은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린 나이에 남편 얼

굴도 안 보고 먼 나라까지 시집왔는데, 남편이 장애인이거나 곧 죽을 것 같은 환자

인 경우도 있다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넉넉한 나라에서, 꼴 같지 않게 제3세

계니 뭐니 해가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아낌없이 무시해주는 나라에서, 어머니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여기가 탁아소야 뭐야. 야, 꼬맹이 도! 이 새끼 여기 데

려오지 말랬지! 언젠가부터 혼자 끓여 먹던 라면. 냄비에 넘쳐흐르던 밥물. 젖은 가

스레인지. 나 산 대로라……, 좆같이 살았네. (완득이, 41-42)

〈완득이〉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난쟁이의 삶은 각각 완득이의 어머니와 아
버지의 삶으로서 완득이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인용된 부분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넉넉한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아낌없이 무시해주는 나라’와 같이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진 배타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
인 어머니의 삶은 완득이의 독백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자녀로 사는 청소년의 
삶과 교차되며, 두 삶을 제시하는 시점은 청소년 인물시각과 전지적 작가와 같은 시
각을 넘나든다. 우선 어머니의 삶은 똥주의 말을 전달하는 완득이의 목소리로 제시되
지만, 사실상 완득이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유사하다. 어머니의 삶을 되짚던 완득이는 이내 자신의 시
점으로 돌아와 스스로의 삶을 회상한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의 모습과 ‘혼자 끓여 먹던 라면’ 등이 보여주는 가난하고 소외된 ‘나’의 생활을 서술
하는데, ‘좆같이 살았네.’하는 분노로 귀결되는 그의 독백은 사회적 약자인 부모의 삶
과 자신의 삶 모두가 내포하고 있는 배타적 사회구조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다.

105)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자기 삶을 의미화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자기 자신만의 
삶이 지닌 존엄성을 지키고 ‘자아 완성’을 이루는 데에 필수조건이다. ‘자아 완성’은 한 개
인의 삶이란 하나밖에 없는 생애와 역사의 한 조각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인간의 완결성
과 자기 삶의 완결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E. Erikson(2014),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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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의 의류수거함〉에도 이러한 경향은 반복된다. 한국의 대학 입시 경쟁에서 벗
어나기 위해 호주로 이민 갈 돈을 마련하던 청소년 인물 도로시는, 동네의 의류수거
함을 뒤져 중고 옷을 판매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낮의 세상’과 ‘밤의 세상’의 조우가 
이루어진다. ‘낮의 세상’은 경쟁사회에서 승리해 학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고, ‘밤의 세상’은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두 세
상의 대비는 그 자체로 경쟁사회의 구조가 가진 배타성을 드러낸다.

도로시는 의류수거함을 뒤지면서 ‘낮의 세상’에서 ‘밤의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도로시는 밤의 세상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의 대화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전지적 작가와 같은 시점으로 그들의 삶을 서술하는데,106) 
그 주요 내용은 ‘탈북자에 대한 멸시가 넘쳐나는 이 사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
무나 후한 이 사회’(62)와 같이 배타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탈북
자의 삶은 남한에서의 삶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돈’으로 나뉘는 
계급이 있어 경제적 하위계층은 자신을 향한 멸시를 당연시하고, ‘내 자신을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기계라고 생각’(74)하고 사는, 정신적 빈곤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소외된 약자의 삶을 서술할 때 청소년 인물의 시각과 전지적 작가의 시
점이 중첩되는 것은 진로 설정 과정에서의 청소년의 무기력을 그리는 청소년 소설에
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는 청소년 일상과 함께 사회적 약자가 겪는 정체성 위기를 
복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인식
하는 과정을 드러내려는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다.107)

3. 조력자 인물과의 소통을 통한 정체성 형성 과정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력자 인물과의 소
통 과정을 그린다. 앞서 2절에서 반대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의 외적 
계기가 되는 어른 및 사회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또래 간 학교폭력을 다루
는 작품이 아니라면 주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기성세대 인물로 설정됨을 
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조력자의 경우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반하는 어른 조력자나, 청
소년 인물과 함께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또래로 설정되기도 한다.108)

조력자는 청소년 인물이 정체성 위기의 상황에서 불신하게 된 자아의 힘과 사회

106)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 상황은 그들이 사는 밤의 세상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밤의 세상
으로 밀려나게 된 경위이다. 이처럼 주인공인 청소년 인물의 시점 외에도 마치 전지작가적 
서술처럼 관점이 중첩되는 것은 서술자 개입을 위해 의도된 소설적 장치이기도 하다. (권택
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현대 서사이론을 찾아서』, 문예출판사, 1995, pp.244-245.) 

107) 이영희(2013), pp. 370-371.
108) 이민수, 「[창작]'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더 높게 날아라 : 배유안 청소년 소설 스프링

벅 창비 2008, 양호문 청소년 소설 꼴찌들이 떴다! 비룡소 2008」, 『창비어린이』 7(1), 창비
어린이, 2009,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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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내면의 긍정적 정체성을 지지해주고, 그 스스로
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이 되어준다. 청소년 소설에서 청소년 인물과 조력자 인물
의 관계 양상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데,109) 특히 어른 조력자 인물의 경우 미
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그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인물과 관계 맺게 된다. 조력자 인물
과의 소통은 어른과 청소년 간의 소통하는 방식을 전복시킴110)으로써 어른의 가르
침이 아닌 청소년 인물의 자아가 가진 욕구를 중심에 둔 인물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 두 인물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소통의 경험은 청소년 인물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경험으로 의미화 된다. 이
처럼 조력자 인물과의 소통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표상한다. 

1) 지지에 관한 자아의 욕구 주체화

(1) 자의식 형성에 대한 회피적 태도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이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타인의 시선, 
어른에 의해 반항적인 청소년으로 일반화되는 상황, 친구들이 내는 나쁜 소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시선에는 정상성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자의식이 스
스로의 의지대로 통제될 수 없다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청소년 인물들은 자의식을 스
스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부정적인 타인의 시선에 대한 단기적인 처세술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다.111)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는 세상이 자신을 바
라보지 못하도록 실제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자의식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
의 자의식을 과잉 조작하고, ‘수치심을 주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내밀한 충동’ 등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인다.112)

“학교 안 다녀.”

그 말만 하고 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학교를 안 다닌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일이 방학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인생 자체가 항상 이런 거야.”

“니 인생이 어때서?”

109) 박상률(2016), p.95.; 오세란(2013a), p.194.; 이상석, [창작] 나도 똥주 같은 선생 되고 
싶다 : 김려령 청소년 소설 완득이 창비 2008, 창비어린이 6(2), 2008, pp.293-295.

110) 김화선(2008), pp.290-291.
111) 개인의 자의식은 사회적 자아의 긴장을 부드럽게 하려는 욕구, 또는 자아가 고립되는 것에 대

한 공포를 예방하려는 개인의 처세술에 의해 유지된다. (E. Erikson(2014), p.141.)
112) 위의 책, pp.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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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도 다 알잖아. 이놈의 키. 나는 비정상이야.” (…)

“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니가 왜 비정상이야. 그렇게 안 좋은 쪽으

로만 생각하니까 더 위축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왜 죽었지?”

“뭐?”

“아버지가, 아버지가 보통 사람만큼만 컸으면 남들한테 난쟁이 소리나 들으면서 

재주 부리는 그런 일은 안 했겠지?(…)그리고, 보통 사람만큼만 컸으면 그렇게 차

에 치여서 죽는 일도 없었겠지?”

체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아버지 죽음은 개죽음이었어. 나도,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이놈의 키 때문에.” 

(합★체, 77-80)

자의식의 과잉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려는 회피적
인 태도를 동반하게 된다. 위의 청소년 인물은 ‘비정상’적으로 작은 아버지와 자신의 
키를 비관해113)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숨어 버리
는 선택을 한다. 자신이 타인에 비해 무언가가 작다는 느낌은 자아를 향한 분노로 발
전하는데,114) 특히 위의 청소년 인물은 자신을 향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한 개
인의 악의가 아니라 ‘정상성’, 즉 사회문화적 상대성에 따른 판단을 내포한 것임을 알
고 있다. 니는 ‘아버지가 보통 사람만큼만 컸으면 남들한테 난쟁이 소리나 들으면서 
재주 부리는 그런 일은 안했겠지?’하는 인물의 말에서 드러난다.

어머니는 체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의 방향을 체가 통
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체의 입장에서 ‘비정상’인 자신은 ‘거지같은 인생’의 운명을 
가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청소년기의 정서는 한 가지 사건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이처럼 하나의 절망을 두고 전체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
다.115) 체의 경우 자신처럼 작았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동일시까지 더해지면서116) 체
의 자아가 가진 자율성은 더욱 위축된다. 체의 아버지는 난쟁이 곡예사로, 공을 정리
하다가 ‘작은 곡예사를 못 본’ 운전자의 부주의로 ‘코끼리’를 실은 트럭에 깔려 죽었

113) 청소년 심리학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는 신체적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자기평가 관련 질문을 하면, 지적 특징이나 사
회적 특징보다는 신체적 특징을 지적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인정된 규범과 자신의 신체가 
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보통의 신체구조를 가진 아이들에 비해 손상된 자아개념
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권이종·김용구(2016), p.73.)

114) E. Erikson(2014), p.309.
115) 권이종·김용구(2016), p.140.
116) 부모에 대하여 아동 자신이 닮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도 

강해진다. 아동이 동일시에 의해 모방한 부모의 특성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실제 아동의 
정체성의 한 측면으로 확고히 굳어진다. (위의 책,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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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의 말처럼 아버지의 죽음은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 들어 있다. 곡예사라는 직업, 운전자가 ‘아저씨가 너무 
작아서’라는 말을 연발한 것, 그리고 트럭에는 동물 중에 가장 큰 코끼리가 들어 있
었다는 등의 모든 상징은, 우리 사회가 선고한 ‘난쟁이’의 삶으로, 청소년인 체가 전
복시키기에 너무 근본적이고 오래된 현실이다. 때문에 자신을 ‘비정상’이라 부르는 사
회적 시선에 대응해 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키가 가진 운명에 맞서기를 회피하는 
것뿐이다. 

한편, 긍정적인 자의식은 타인의 시선에도 개인이 자기다움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기확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배제하는 것이 아
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의식이 형성되는 원리 자체를 회피하는 청소년 인물들은 타인
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는 척〉의 청소년 인
물들은 소위 ‘입바른 소리를 하기 좋아하는 어른들’(19)의 말에 스스로도 과하다고 느
낄 정도로 짜증을 낸다. 

그러지 말라고 할수록 더 그렇게 행동한다. 속으로는 음침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능청스럽고 경쾌하게. 난 모든 사람을 골탕 먹이고 싶다. 내 기분을 엿 같게 만드

는 모든 사람들을 엿으로 만들고 싶다.(…)눈을 뜨고 있는 거의 모든 순간, 나는 짜

증이 난다. 나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날이 선 상태로 보낸다. 나도 내가 지나칠 정

도로 예민한 성격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 기분을 거스르는 

온갖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짜증이라는 것은 어느새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아는 

척, 21-23)

위의 청소년 인물은 짜증이 ‘어느새’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느
새’와 ‘되었다’는 모두 자의식을 통제하기를 회피하고, 정체성에 대해 객체 상태에 놓
인 청소년 인물의 상태를 보여준다. ‘나도 내가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성격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음침하고 능청스러우며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사람으로
서의 부정적 자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산재해 있는 기분을 거스르는 
온갖 요소에 대한 방어로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
된 분노는 여전히 개인을 심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117) 왜냐하면 ‘그러지 말라고 
할수록 더 그렇게 행동한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날이 선 상태로 보낸다.’는 인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짜증은 자의식과 관련한 자아 내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
으며, 여전히 개인의 자의식을 ‘그러지 말라’고 하는 타인의 시선에 묶어두는 것이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에 대한 회피적 태도는 구체적으로, 자아가 가진 지지

117) 공포 신경증 환자는 호신용 부적과 같은 ‘공포-방어용 대상’을 통한 어렴풋한 만족을 느
끼지만, 그 대상에서도 심리적인 자기 억제에 시달린다. (Jean Bellemin-Noël(200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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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욕구를 타인의 시선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청소년 인물의 
심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청소년 소설에 등장하는 ‘문제아’ 청소년 인물 ‘직
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제아를 
연기하며 계속해서 문제행동을 한다고 독백하는데,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독백을 통
해 그가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하는 과잉 조작은 인정 욕구에 기인함을 드러낸다. 

왕따들의 특징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고, 눈치 보고, 겁낸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기껏해야 저 자신을 괴롭히는 자학에서 그친다.(…)사실 문제아와 

왕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문제아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혹은 곧

잘 마주하게 되는 기싸움을 버텨내지 못하면 곧장 왕따의 자리로 추락할 위험이 있

기 때문이다. 그것도 보통 왕따들보다도 심하게, 평소 쌓여 있던 아이들의 복수심

까지 가중되어 처절한 따돌림 생활을 버텨 내야 한다. 내가 계속 사고를 치는 이유

도 다 그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영역 표시의 의미랄까. (직

녀의 일기장, 37)

친구들과의 ‘기싸움’과 관련한 불안 및 강박은 청소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만,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유대 및 가정의 안락함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친
구의 사회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긴급한 문제이다.118) 위의 
〈직녀의 일기장〉의 직녀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사고를 침으로써 친구들
의 사회에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겉으로 볼 때 직녀는 체와 같이 절망
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
만 소설은 왕따들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는 직녀의 모습과 ‘추락할 위험’, ‘버텨내야 
한다’ 등의 표현을 통해 직녀가 가진 공포심을 묘사하고 있다. 즉, 직녀는 매번 화가 
나지 않아도 강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이처럼 자의식에 대한 객체로서 직녀가 이
를 ‘버텨 내야’ 하는 이유는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왕따’의 삶과 ‘문제
아’의 삶은 ‘처절한 따돌림 생활’과 ‘살아남는 것’으로 대비되는데, 소설은 직녀가 의
식하는 두 가지 자의식을 통해, 학교의 생태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달리 말해 
‘영역 표시’를 하고 싶은 직녀의 욕구를 암시한다.

(2) 조력자의 정서적 지지

이처럼 청소년 인물의 부정적 자의식에는 긍정적인 자아의 상을 ‘비정상’의 것, 또
는 ‘그러지 말라’고 통제해야 할 것 등으로 규정하는 타인의 부정적 시선이 외적인 
조건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살아남고 싶은’ 청소년 인물
의 자아가 가진 욕구는 ‘짜증’이나 과잉 조작 등의 형태로 표출되지만, 그러한 방식으

118) 권이종·김용구(2016),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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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청소년 인물이 자의식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자아의 
상을 맡기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청소년 소설은 조력자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 인물이 자의식에 대한 주체화를 이루는 과정을 그리며, 조력자 인물과의 관계
는 청소년 인물의 결핍된 욕구와 조응해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방식의 소통 양상을 
보인다. 아래 인용된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 인물과 조력자 인물의 관계는, 조력자 인
물이 청소년 인물의 자아가 가진 지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소년 인물이 
자의식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재능이라니. 굉장하다니. 그런 좋은 단어가 나를 위해 쓰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나는 선생님한테 조용히 고백했다. 

저는 그림에 별 관심이 없고 단지 집에 있기가 너무 싫어서 여기 오는 것뿐이라

고.(…)선생님은 ‘집에 있기 싫다’는 내 말을 사춘기의 흔한 투정으로 치부하지 않

았다. 나는 아주 조금 더 용기를 냈다. 저는 아버지가 싫어요. (아는 척, 95)

“그림을 그리는 게 너를 괜찮아지게 하니?(…)그럼 네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이 

괜찮아질 수도 있어.”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굉장한 한마디였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나

한테, 우울한 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나한테 그만 우울해하고 희

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은 어른은 선생님이 유일했다. (아는 척, 96)

〈아는 척〉에는 어른 조력자인 미술 선생님이 등장하고, 이 선생님의 말은 모두 청
소년 인물에게 ‘굉장한’ 말들로 다가온다. 선생님은 위의 청소년 인물에게 ‘재능’이 있
다는 것과, 누구나 아버지가 싫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울
한 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첫
째, ‘다른 어른들과 다르게’ 청소년의 말을 ‘사춘기의 흔한 투정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는 것, 둘째, 청소년 인물이 현재의 조건을 바꾸지 않고도 ‘아름다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서상태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 미술 선생님의 말은 위의 
청소년 인물이 거듭 강조하듯 어른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
로운 의미를 청소년의 삶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력자 인물의 정서적 지지는 ‘정서중심 대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정서
중심 대처’는 Compas(1987)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유형의 하
나로, ‘문제중심 대처’와 구별된다. ‘문제중심 대처’는 자신의 정서상태가 아니라 환경
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면,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에서 초래
되는 자신의 정서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다.119)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
식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경험을 재의미화해 부정적 정체성을 긍정적 

119) Coleman, John C., Hendry, Leo B.(2006), pp.3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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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으로 전환시키는 정체성 형성의 원리와 통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의
식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갖는 영향은 불가피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서중심 대처’
는 청소년 인물의 자의식 과잉에 적용하기에 알맞은 대처 방법이다.

이처럼 자아 내부에서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은 외부의 환경적 
조건을 바꾸지 않고도 청소년 인물은 부정적 자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 가령, ‘단지 
집이 싫어서 여기 오는 것 뿐’이라는 도피로 기억되던 그림 그리는 행위는, 선생님의 
말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또한 ‘그런 네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이 괜찮아질 수
도 있다’는 경험에 대한 재의미화는 청소년의 “사회적 의미화”120)를 유도한다. 자아의 
지지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괜찮은 사람이라
는 느낌”121)으로 구체화되는데, 미술 선생님의 말은 청소년 인물의 부정적인 자의식
을 구성하는 경험들에 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재능’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조력자 인물의 정서적 지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경험을 재의미화하고,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인물은 타인의 시선을 초월한 현재의 자아에 대한 확신
을 보이게 된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 나도 그래. 나도 솔직히 내가 제일 

힘들어. 근데 넌 그냥 가만히 있고 난 발버둥 치고 있어.” (아는 척, 136)

당연하게도 우리는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열아홉

을 어른이 되기 전에 들렀다 가는 기항지처럼 여긴다는 것이다.(…)누가 뭐라든 우

리는 열아홉이다. 어리석은 열아홉도, 철없는 열아홉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아홉도 아닌 그냥 열아홉. (아는 척, 176-177)

자의식에 관여하는 타인의 시선은 불가피한 외부의 환경이나, ‘그냥 가만히 있는’ 
회피적 태도에서 벗어나 ‘발버둥’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아의 주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 ‘열아홉을 어른이 되기 전에 들렀다 가는 기항지처럼’ 여긴다면 
청소년이 보내는 지금, 여기에는 지향할 현실도 없고, 어른이 되기까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인물들은 ‘타인에게 보이
는 나’에 따라 자아가 결정되어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보
는 나’를 ‘발버둥’을 치며 주장함으로써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나간다. 특히 청소년기
의 자아는 예비 성인으로서의 과도기라는 점에서 마치 기항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
고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리면 성장을 이룰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청소년 인
물들은 ‘결말 없음’(173)의 상태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성급히 결말지어지는 회피적 

120) E. Erikson(2014), p.46.
121) 위의 책,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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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또는 청소년의 주체성에 대한 지지는 성인이 되면 저절로 주어질 거라는 식
의 유예를 거부한다.122) 이처럼 자의식의 문제를 그리는 청소년 소설은, 외부의 문제
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지금, 여기에 대한 재의미화를 통해 청소년 인
물이 긍정적인 자의식을 스스로 지지하게 되는 주체화를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서 제
시한다.

2) 성장에 관한 자아의 욕구 세련화

(1) 주도권 상실로 인한 청소년 세대의 불안

청소년 인물은 기존에 자신이 해온 기성세대에 대한 순응적 역할이, 기성세대와 독
립된 가치체계를 세우려는 청소년기 자아의 욕구와 부딪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김혜정의 〈하이킹 걸즈〉, 손현주의 〈불량가족 레시피〉, 김해원의 
〈열일곱 살의 털〉 등의 청소년 소설은, 기성세대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소년 인
물들의 욕구를, 가출이나 우선 규칙을 어기고보는 충동적인 행위로써 그린다. 하지만 
이처럼 세련화되지 못한 욕구 표출은 기성세대로부터의 일시적인 탈피일 뿐, 독립된 
‘가치체계’를 형성하지 못해, 청소년 인물은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어쩌면 나는 진짜 마법에 걸린 피오나 공주인식도 모른다. 내게 불을 뿜는 용이 

한집에 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가족이 그 용이다.(…)가출은 곧 권여울의 독립선

언이므로. 그래서 나는 가출이란 말 대신 출가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불량가족 

레시피, 9-10)

위의 인용문에서 ‘불을 뿜는 용’이란, 작품 속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안 어
른들인데, 이들은 언제나 청소년 인물의 행동을 하나하나 간섭하며, 대부분의 행동을 
버릇없거나 비행으로 보아 통제한다. ‘가출’과 ‘출가’의 차이는 단순한 회피와 뚜렷한 
목적의식에 따른 선택이다. 위의 청소년 인물에게 있어 집안 어른들은 자신이 주도하
는 자기다운 삶을 사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출이야말로 출가가 될 수 있다’
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인물들의 ‘출가’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 어른이 
되려는 자기다운 성장123)과는 거리가 있다. 아래 인용된 부분의 청소년 인물들은 무
작정 그만두거나 대열에서 이탈하는 등의 규칙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만, 이러한 행

122) 자의식에 대한 주체가 될 때 개인은 긍정적 자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Life’s not a 
spectator sport. If watching’s all you’re gonna do, then you’re gonna watch 
your life go by without you.(인생은 관전 스포츠가 아니야. 그러다간 네 삶은 너 없이 
지나가게 돼.)” (Disney, Hunchback of the Notre Dame, 1996.)

123) E. Erikson(2014),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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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정체성에 대한 성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렇게 해.(…)하겠다고 한 건 너희라고.”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했을 거야. 뭐 이

런 개떡 같은 일이 있어?(…)누군 걷고 싶어서 걷는 줄 알아요? 우린 어쩔 수 없이 

걷고 있는 것뿐이야!” (하이킹 걸즈, 45-46)

난 꼭 고장 난 자동차 같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바퀴는 왼쪽으로 가다가 

결국 펑 하고 터져 버린다. 언제쯤 내 삶을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어른’이

라는 자격증을 따고 나면 조금 나을까? (하이킹 걸즈, 141)

청소년 인물들은 자신이 선택한 역할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의 신체와 정신의 실행 능력을 넘는 조작을 하는 데에 어려움124)을 겪게 될 수 있다. 
또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도 왼쪽으로 가다가 바퀴까지 터져버리는 자동차’처럼, 
애초에 그러한 선택을 한 목적과 실제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위의 청소년 인물들이 ‘하겠다고 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걷고 있는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이들의 선택에는 ‘가출이 아닌 출가’라 할 만한 자
기다움을 찾으려는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인용문은 각각 소년원에 가는 것
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집단 따돌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
한 선택이므로, 위의 청소년 인물들은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주도적인 선택’은 아니
었던 것이다.

한편, 〈열일곱 살의 털〉의 청소년 인물인 일호는 비교적 자신의 자아가 가진 욕구
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욕구를 우선 표출하기보다 청
소년기에 추구하기로 바람직한 주도성의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열일곱 
살이라는 나이는 ‘자신의 충실했던 어린 양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 세
상을 이끌고 갈 건실한 어른이 되지 못할까 봐 걱정’(12)하는 아버지들의 걱정을 비웃
으며 ‘제 입맛에 맞는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13)칠 때이다. 일호는 이러한 욕구에 대
한 성찰은, 청소년 세대의 주도권은 무조건 규칙을 거스름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아니
라, ‘제 입맛에 맞는 어른’의 구체적인 내용, 즉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는 청소년의 주도권과 관련한 가치체계 영역을 선점하
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른이 되는 바람직한 방법에 청소년은 순응할 것을 요구한
다.125) 때문에 일호는 청소년 세대의 독립된 가치체계에 접근하려는 욕구와, 기성세대
가 선점한 가치체계를 어기기를 피하려는 욕구의 충돌 속에서 아래 인용된 부분과 같
은 불안을 느낀다.

124) E. Erikson(2014), p.313.
1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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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라. 바로 이 학생. 송일호처럼 머리를 깎아야 한다. 이 학생은 가장 모범적인 

두발 형태를 했다. 눈 크게 뜨고 봐라!”

오광두의 말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땅바닥에 꿇어앉아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시멘트 바닥보다도 차가웠다.(…)나는 살아 보겠다고 적에게 동지를 팔아먹

은 비겁한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다.

“범생이 일호.”

울프컷은 내 앞을 지나가면서 씹듯이 이렇게 말했다. 범생이 일호! 그건 나한테 

죄수 번호처럼 들렸다. 선생들한테 알랑 방귀 뀌어 비위를 상하게 한 비위훼손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두발손괴죄로 나는 가슴에 죄수 번호를 단 것이다. 범생이 일

호. 이호도 삼호도 아니고 일호.

나는 오광두가 이제 들어가라며 살짝 등을 두들길 때 남의 머리를 함부로 자르던 

고조할아버지와 그 뒤를 이어 모두 이발사가 된 할아버지들을 원망했다. 그리고 짧

은 내 머리털과 오광두에게 감사하다는 듯 인사를 하는 내 머리통 때문에 절망했

다.

나는 머리털로 아이들과 다른 부류의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범생이 일호라

니. (열일곱 살의 털, 29-31)

위의 인용문에서 일호는 학생주임 선생인 오광두로부터 단정한 두발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호는 선생의 칭찬이 아니라 친구들의 ‘시멘트 바닥보다도 차가운 
눈빛’을 의식한다. 인용문 속 청소년 인물들에게 강압적인 교사와 그에 저항하는 울프
컷 학생은 각각 ‘적’과 ‘동지’이고, 머리를 짧게 깎은 일호는 ‘배신자’이다. ‘범생이’는 
일호를 비롯한 위 청소년 인물의 시각에서 죄명과 같다. 왜냐하면 범생이의 존재는 
독립된 가치체계를 통해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다른 청소년 인물들의 욕구에 반하며,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호가 자신에게 금지를 명
령한 어른들과 스스로의 ‘머리통’에 분노하는 것은, 열일곱 살임에도 여전히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이다.126) 일호가 오광
두 선생의 칭찬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만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청소년 인
물들의 눈빛을 살피는 점, 그리고 ‘나는 머리털로 아이들과 다른 부류의 아이가 되고 
싶지 않’으며, ‘범생이’는 죄목이라고 말하는 점은 일호도 주도권 회복에 대한 자아의 
욕구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분노 속에서도 ‘고조할아버지와 그 
뒤를 이어 모두 이발사가 된 할아버지들’을 떠올리는 것은,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거
스르는 것 역시 일호에게 불안을 야기함을 암시한다. 

126) E. Erikson(2014),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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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력자와의 건설적 대화 

청소년 인물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청소년 인물과 함께 가치
체계를 세우는 청소년 세대의 또래들도 등장하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어른 조력자 인
물이 특징적이다. 그들은 청소년 인물의 올바름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 대화를 
통해 청소년 인물의 충동적인 욕구가 독립적인 가치체계로 세련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 또한, 인물이 속한 세대를 중심으로 볼 때, 어른 조력자 인물과 반대자로서의 기
성세대 인물은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점에서 어른 조력자 인물은 세속적인 어른이 되
는 것과 다른, 어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어른 조력자 인물과의 소
통은, 조력자 인물이 기성세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인물에게 질서를 거슬러
도 죄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허가’의 효과를 지닌다.127) 

“보십시오. 어제 일호가 이걸 만들어서 학생들은 선동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한참 동안 유인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아버지는 오광두에게 유인물을 돌려줬다.

“잘 보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숙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했군요.” 

(열일곱 살의 털, 107)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학교 권위에 도전했다고 보시는 거군요.(…)우리나라 

학교가 본래 규율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아이들은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드는데, 이

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반대 의견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 묵살하고 제재를 가하다 보면 올바른 교육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

습니까?(…)설령 시위를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도리어 시위는 선생님들께서 학

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테고, 그 뒤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개

선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일곱 살의 털, 

109-110)

반대자로서의 기성세대 인물들은 청소년 인물의 행위를 목적이 아니라 결과만을 문
제 삼아 ‘선동’하다가 ‘발각’되었다며 비행으로 낙인찍는다. 이들이 보기에 청소년의 
시위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미숙한 반항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른 조력자는 아
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목적을 살피기 위해 시간을 들여 유인물을 읽고, 청소
년의 주도성을 비행으로 보는 것은 ‘바뀔 때가 된 낡은 규율’이며, ‘올바른 교육을 해
칠 것’임을 지적한다. 기성세대 인물이 청소년의 시위를 억압한 것은 청소년이 미숙하

127) 어린이들이 결국 어른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옛이야기는, 부모에 의해 구연
되면서 더욱 특별한 효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들려주는 옛이야기는 어린이가 어
른을 이기는 상상을 하는 것을 부모가 ‘허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Bruno 
Bettelheim(1998),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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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장은 기성세대 인물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어른 조력자는 청소년 인물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그와 소통함으로써 
오히려 기존 규율의 문제점을 ‘안 그렇습니까?’하며 반문하고 있다.

조력자 인물의 지지 발언을 듣고, 청소년 인물은 ‘동지를 얻은 것’(116)에 대한 기
쁨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청소년 소설 속 어른 조력자 인물은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
대의 대립구도에서 청소년 인물이 올바르다는 것을 다른 세대의 입장에서 다시 지지
함으로써 청소년 인물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 또한 어른 조력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이 자기 관찰의 결과를 기성세대와 공유하
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노의 표적’이 아닌 ‘자신의 통찰을 나누는 협력자’
로서의 어른은, 청소년 인물의 욕구를 세련화할 수 있는 소통 관계를 이루게 된다. 
다음 〈불량가족 레시피〉의 경우, 청소년 인물 ‘여울’은 어른 조력자인 ‘미카엘 아줌마’
의 권유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면화는 
여울이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 표출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미하일은 세몬과 살면서 그 질문의 답을 얻는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며, 사람은 사랑 때

문에 산다는 게 그 답이었다.(…)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은 욕심이

며,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얻은 답이

다. 모두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

간은 한 명도 없다. 미하일이나 세몬은 책 속에나 등장할 법한 인물들이다. 톨스토

이는 구라를 너무 잘 친다.(…)톨스토이의 주장은 마치 그놈의 사랑이 결핍되면 문

제아가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괜히 읽은 것 같다.

가끔 이런 생각에 미치면 마음이 심란하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 같은 아이도 

잘 살 수 있는 건지…….(…)내게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같

은 아이도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통계 말이다. (불량가족 레시피, 103-10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하는 질문에 사랑이라고 답하는 톨스토이의 소설로부터, 
위의 청소년 인물 여울은 사랑이 결핍된 자신은 잘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읽는
다. 그런데 여울의 이러한 반응은 첫째로, 자신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라는 의미가 있다.128) 여울은 불량
한 가족으로부터 가출하는 것이 곧 주도적인 삶을 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사랑이란 없다는 냉담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독서과정에서 현재 자신에게는 

128) 의사들이 청소년의 우울증을 알아내는 데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은 보통 자기 
감정을 터놓고 표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성인우울증이 보이는 우울, 절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권이종·김용구(2016),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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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한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주도성을 ‘가
출’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여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식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주도성이 가진 방향성을 성찰하게 된다. 

이처럼 톨스토이의 소설을 통해 청소년 인물은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비합리적
인 사고를 마주하고,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사고를 하고 싶은 욕구
를 일깨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보란 듯이 성공한’ 성인으로서의 자신을 그려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결핍된 사랑을 앞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며 우울감에
서 벗어나지 못한다.129) 하지만 이는 다시 아래 인용된 미카엘 아줌마와의 대화를 통
해 사랑이란 것은 없다는 자신의 부정적인 전제를 멈추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뀐
다. 이로써 여울은 ‘출가’하겠다던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를 세련화하고, 주도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스스로의 가치체계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세몬이랑 미하일 같은 천사는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

“실망이다. 느낀 게 그 정도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깨달은 것도 있으니까.” (…)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해도 남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요.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아주 고리타분한 교훈이기도 하죠. 제가 정말 이

해할 수 없는 건요,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데, 어른들을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야, 어른이 되면 얼마나 말이 늘어나는지 아니? 말이 잔뜩 늘어나서 

자기가 내뱉는 말들에 발목을 잡혀 얽매이게 돼. 말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

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이 숨겨져 있어.” (불량가족 레시피, 180) 

미카엘 아줌마는 여울이 스스로의 가치체계를 성찰할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화 및 질문을 통해 ‘건설적인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다.130) 대화를 통해 톨스토이의 

129) I. Josselyn에 의하면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성인 우울
증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적대감으로 표현된다면, 청소년은 성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 ‘주체성을 잃은 자기 확신의 결핍상태(공허감)’, 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
는 데 오랫동안 실패했다는 지속적 ‘패배경험’의 형태를 가진다.(권이종·김용구(2016), 
pp.156-157.)

130) ‘건설적인 사고하기’는 청소년 우울증 인식-행동 치료 프로그램(CWD-A)의 치료절차의 
하나로, 부정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가 우울증을 야기하고 지속시킨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사고를 찾고, 중단하는 기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10대 우울증 환자가 갖는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세상에 사랑이란 것은 없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등이 있다. 비합리적인 사고는 과잉반응이나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면 나
는 영원히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생각을 예로 들 수 있다.(John R. Weisz,  
Psychotherap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evidence-based treatments and 
case examples, 오경자 외 공역,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시그마프레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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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청소년 인물에게 재의미화되는데, 우선 톨스토이는 책 속에나 등장할 법한 거
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는데’라며 톨스토이의 말을 
전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사랑이 결핍되었으므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이 부정적인 쪽에 강조를 두고 과잉반응을 하거나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는 ‘비합리적 사고’를 보이는 청소년은 ‘전체 사고(whole thought)’를 만
든 복잡한 반응 군집을 찾고 도전하는 방법으로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비합리
적 사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을 보편적인 신념으로 가장하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여울의 경우,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아가 될 확률이 높다는 보편적인 신념이 담긴 이
야기 밑에 숨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른들을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메시지를 
담은 톨스토이의 소설은 여울의 개인적 신념에 ‘정말로 그러한가?’하는 질문을 던진
다. 그 결과 미카엘 아줌마와 여울의 대화 과정은 여울의 비합리적인 신념의 원인인 
경험, 즉 기성세대에게서 사랑을 볼 수 없었던 경험을 ‘자기가 내뱉는 말들에 발목을 
잡혀’ 정작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잊었기 때문인 것으로 재의미화되고, 청소년 인물
은 자신의 가치체계를 성찰하게 된다.

3) 능력에 관한 자아의 욕구 실체화

(1)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재탐색 과정

진로 설정 과정에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청소년 인물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
목적으로 도구적 세계에 순응한 끝에 일의 의미를 잃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외부의 
질책, 및 사회적 낙오자가 될 것을 의식해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물들의 무기력은 도구적 세계의 법칙 자체, 또는 진로 
자체에 무관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은연중에 ‘내 취향’에 맞는 일
을 생각하고, 그 취향에 대한 고려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점차 자신이 잘할 수 있
는 일,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131) 

〈완득이〉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싸움꾼이 아니다’(10)라며, 싸움꾼으로서의 정체
성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말이 없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반
응을 하지 않는 완득이는, 아래 인용된 부분에서 보이듯, 무의식적으로 싸움 상황을 
열정적으로 분석하고, 엉뚱한 상황에서도 싸움의 기술을 떠올린다. 그는 격투 자체에 
흥미가 있고, 재능도 있지만, ‘싸움꾼’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하

pp.168-169.)
131) 직업선택은 발달적 과정을 따르는데, 청소년의 직업 선택 발달은 ‘흥미-능력-가치’의 순

서로 직업을 시험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F. Philip Rice, K. Gale Dolgin(2001),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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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은 아니다. 

교실로 들어오는 순간 똘아이 혁주가 범생이 준호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혁주 

자식 나하고 붙을 때는 몰랐는데, 주먹이 꽤 빨랐다. 스피드건으로도 찍을 수 없을 

것 같은 속도였다. 문제는 속도만 빠르지 펀치가 약하다는 데 있었다. 얼떨결에 몇 

대 맞았지만 맞고 보니 별로더라 하는 표정으로 준호의 반격이 시작됐다. 알맞은 

속도와 무게가 실린 주먹. 정확한 조준 능력. 그 입 다물라는 것처럼 혁주 입술 중

앙에 준호 주먹이 퍼펙트하게 꽂혔다. 눈치 없는 애들은 박수를 칠 만큼 깔끔한 펀

치였다. (완득이, 52)

저 그림을 잘 봐라. 세 명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구부정하게 서 있는 아줌마, 

싸움 좀 해본 사람이 확실하다. 지푸라기를 슬쩍 들고, 나머지 손은 좌악 펴 손가

락뼈를 맞춘 뒤 주먹 쥐기 일보 직전이다. 등과 가슴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측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저 낮은 자세도 수준급이다. (완득이, 76)

완득이를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완득이의 정체성을 싸움에서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기질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용된 완득이의 서술을 보면, 
그는 싸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지만 약한 펀치’, ‘정확한 
조준 능력’, ‘측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세’와 같은, 격투의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완
득이는 아버지를 조롱하는 상대에 대한 분노 표출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지
만, 사실 그는 격투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완득이는 ‘나는 싸움
꾼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싸움에 대한 자신의 흥미에 유념하지도 않고, 진로
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이후 완득이는 킥복싱 선수라는 진로를 설
정하며 킥복싱이 자신의 ‘몸에 오래도록 붙어 있을 일’(80)이라고 느끼는데, 킥복싱 
선수는 이러한 완득이의 흥미를 실체화시킨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온조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양쪽 눈 가장자리에 시야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질주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온조는 로봇 같은 

경주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최소한 왜 뛰는지는 알아야 경주에서 이기든 지든 의

미가 있을 것 같았다.(…)무엇보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오너가 되는 것도 매력적이었다.(…)사람들마다 그들 앞에 놓인 시간의 모습은 그

들의 수만큼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날 시간도 그들의 다변적인 모습만큼 

다채로울 것이다. (시간을 파는 상점, 38-39)

한편, 청소년 인물의 흥미를 격투와 같은 기술적인 능력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철학적 관심, 또는 이타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같이 개인의 포부 및 인
격적인 능력으로 제시하는 소설도 있다. 위의 소설은 ‘경주마’와 같은 고등학생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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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너’가 되고 싶은 청소년 인물 온조의 욕구를 대비한다. 온조는 경쟁사회의 구조
에 맹목적으로 스스로를 적응시키기보다 ‘이기든 지든 의미가 있을’ 일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진로에 대한 탐색은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따르는 삶의 방식과 구분
되는 것이면서도 자아의 내적 욕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내는 다채
로운 시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의식의 문제나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에 비
해 진로 설정은 자아 및 집단 내부의 독특성보다 그러한 독특성을 사회 구조 내에서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즉, 진로를 설정하는 청소년의 자아는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하는 자기 삶의 ‘오너’가 된다고 해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
다.132) 

자신의 능력을 사회구조에 적절히 위치시킬 진로를 실체화하지 못한 청소년 인물들
은, 사회구조에 매몰되지 않는 ‘오너’로서의 의미에 접근하려는 욕구와 자아의 능력을 
사회구조 내에 위치시키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에 접
근하려는 두 가지 욕구는 각각 반(反)-사회구조와 친(親)-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두 욕구는 상충되어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온조에게서 보이는 
이러한 ‘접근-접근’의 갈등 유형은 아래 인용된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은 양적·물질적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질적·심리적 시간을 뜻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대비시키며, 전자는 경쟁사회의 구조가 가진 시간관념을, 
후자는 삶의 소중한 경험, 특히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화하는 시간
관념을 가리킨다. 온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운용하는 ‘시간을 파는 상점’을 개설하
며 아래와 같은 조항을 만드는데,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와 넷째 조항은 서로 반
대되는 성격을 가진다.

나름 몇 가지 조항을 달았다. 자신의 능력 이상은 거절할 것, 옳지 않은 일은 절

대 접수하지 않을 것, 의뢰인에게 마음이든 뭐든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 무엇보다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 (시간을 

파는 상점, 42)

‘능력’ 및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통하는 조항이라면, ‘옳고 그름’과 ‘의뢰인에게 마음에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은 시간에 대한 질적으로 의미화된 시간, 및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지
향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통하는 조항인 것이다. 온조는 ‘시간을 파는 상점’을 개설
할 때 자신에게 두 가지 시간관념에 대한 접근 욕구가 함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온조는 상점을 개설한 이유를 ‘무엇보다 시간이 돈이 될 수 

132) E. Erikson(2014),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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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41) 위함이라고 주지하기 때문이다. 결말에서 온조는 
상점의 조항을 바꿈으로써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진로 설정 과정에서 보이는 경쟁사회
에 대한 비판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이처럼 이타적인 진로를 설정하는 것으
로 귀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청소년 인물들은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보이려 하면서도, 은연중에 질적인 시간관념을 추구하는 조항
을 덧붙일 뿐만 아니라, 아래 인용된 소설에서처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아닌 사회
복지학과를 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은 나를 방에 가두고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 봐도 내가 이 사회의 거대한 균열을 메울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균열을 메우는 데 필요한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 보탤 수 없는 건 아니었다. (오

즈의 의류수거함, 244)

위 인용된 청소년 인물은 경쟁사회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호주 이민을 계획했지만, 
결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기로 하며 한국에서, ‘사회의 거대한 균열을 메우는 
일’을 할 결심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결심이 실체 없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방에 갇혀 고민한 시간 속에 생겼다는 점이다. 청소년 인물의 
이타적인 태도는 단순히 순진한 청소년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앞서 〈시
간을 파는 상점〉에 서술된 온조의 말과 같이 ‘오로지 앞만 보고 질주해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지만, 그런 ‘로봇 같은’ 삶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한 것이다. 근대 이후 ‘일’은 차
별적 기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분업의 메커니즘, 즉 협동 문화에 대한 체득이 필
요하다.133) 따라서 청소년 인물의 진로에 대한 재탐색 과정은 도구적 세계의 법칙에 
자기다움이 매몰되지 않으려는 욕구와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사회 속에 위치시키려는 
욕구 사이에서 둘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또한 직업 및 
지망 학과로 제시된 진로는 능력에 관한 청소년의 욕구를 실체화한 것으로, 진로 설
정의 문제를 그리는 청소년 소설들은 경쟁사회의 배타성을 비판하면서도 사회의 균열
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이타적인 진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2) 조력자의 맞춤형 교육

청소년 인물이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고 무기력을 느끼는 정체성 위기의 상황은, 진

133) E. Erikson(2014),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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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설정하고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등 문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중심 대처’134)를 적용할 수 있다. 조력자 인물은 진로 설정에 필
요한 능력을 청소년 인물에게 전수함으로써 청소년 인물의 흥미와 재능을 사회적 행
위로서 실체화시킨다. 다음 인용된 〈완득이〉의 완득이와 킥복싱 관장의 대화를 보면, 
완득이의 싸움에 대한 흥미와 재능은 ‘치사한 게 어딨냐. 일단 이기고 봐야지.’(88)하
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능력이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문제가 있었
다. 이런 상황에서 킥복싱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킥복싱 선수로서의 기술을 배워 진
로를 설정한다는 문제중심 대처를 보인다. 

“상대에 대한 기본 매너가 전혀 없어.(…)스포츠하고 싸움은 다른 거야. 이게 종

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한 장 차이를 넘지 못하면 넌 그냥 쌈꾼인 거야. 알았

어? 녀석, 섬뜩하네. 사람 죽일래?” (…)

그냥 때리고 패는 것이 킥복싱인 줄 알았는데 규칙도 많고 조심스러운 운동이었

다. 잘 맞는 게 이기는 거라는 관장님 충고에 맞는 연습까지 해야 했다. 맞는 연습

을 하는 스포츠라… 조금 찜찜하지만 이거 해볼 만한 스포츠다. (완득이, 80-81)

관장님의 교육은 ‘상대에 대한 기본 매너’와 ‘맞는 게 이기는 거’라는 충고에서 완
득이에게 생소한 느낌을 준다. 킥복싱을 배우기 전까지 완득이는 상대가 다시 일어서
지 못하도록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기는 싸움 방식을 습득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청소년기는 이처럼 명확한 판단 없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
는 아직 고착(fixation)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135) 완득이는 관장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더킹’ 등의 킥복싱 기술이 능숙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점차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소설은 이처럼 조력자 인물의 교육과 함께 관장님의 충고
를 ‘이거 해볼 만한 스포츠’라며 금방 받아들이고 열심히 연습하는 완득이의 모습을 
통해 진로 설정에 의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표상한다.

한편, 청소년 인물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기술의 전수뿐만 아니라 〈완득이〉의 ‘싸움
과 스포츠의 차이’에 대한 강조에서도 보이듯, 반사회적 행위를 야기한 청소년 인물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서중심 대처’를 겸하고 있다. 소설은 관장님의 말을 통해 
완득이에게 싸움과 킥복싱에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규칙’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주지
시키는 장면을 그린다. 킥복싱은 학업이나 대학 입시 경쟁의 도구적 세계 바깥에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 킥복싱이 가지고 있는 ‘규칙’은 곧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개
인이 습득해야 할 도구적 세계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쟁사회의 법칙은 배
타성을 띠고 있으며 개인이 자기 일의 가치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지만, 관장님이 
교육하는 킥복싱의 규칙은 상대에 대한 매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쟁사

134) John C. Coleman, Leo B. Hendry(2006), pp.375-378.
135) 박아청(1987),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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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법칙과 달리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싸움의 
법칙에 익숙했던 완득이는, 킥복싱이 가진 협동의 규칙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과정
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반사회적인 정서를 성찰한다.

나는 싸움을 싫어한다.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놀리지만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다. 

그건 싸움이 아니었다. 상대가 말로 내 가슴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고, 나도 똑같

이 말로 건드릴 자신이 없어 손으로 발로 건드렸을 뿐이다. 상처가 아물면 상대는 

다시 뛰어다녔지만 나는 가슴에 뜨거운 말이 쌓이고 쌓였다. (완득이, 106-107)

완득이가 싸웠던 이유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놀리는 상대의 말이 자신을 건드린 
것을 신체적 폭력으로 복수해 상대에게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히기 위함이었다. 하지
만 이런 가치관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 완득이에게만 ‘뜨거운 말이 쌓이고 
쌓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관이, 미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 것임을 
그려낼 수 없을 때 개인은 가치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136) 완득이가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서라도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 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가 가진 능력을 무
시하는 배타적이고 치사한 경쟁사회의 법칙을 습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완득이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 공격도 제 몸을 지키면서 들어가야지, 무
턱대고 ‘정강이 대 정강이’가 될 경우, ‘차는 쪽 정강이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122)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공격은 ‘강한 한 방보다 강한 한 방을 노련하게 방어해’(123)내는 
것이다. 처음 킥복싱을 배울 때는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킥복싱이 ‘찜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규칙을 습득하면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때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킥복싱의 법칙을 습득해, 자신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삼게 된다.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의 시대”에서 교육은 보편적 가치의 쇠퇴에 영향 
받지 않을 인간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이때 말하는 능력은 상황에 
대한 자기만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자, “양심”이다.137) 싸움이 상징하는 경
쟁사회의 법칙은 상대가 자신을 반사회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상태를 바꿀 수 없었다
는 점에서, 완득이는 자기다운 양심을 형성하고 이를 사회구조 내에 위치시키는 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반면, 킥복싱은 ‘나는 싸움을 싫어한다’는 자기다운 감각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의미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조력자의 교육은 청소년 인물이 독특한 자기만의 능력을 통해 일의 생
산성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36) 박아청(1987), p.118.
137) Victor E. Frankl, Ein Psycholog erlebt das Konzentrationslager, 정태시 역, 『죽음

의 수용소에서 : 人間의 意味探究』, 제일출판사, 196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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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완득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력자에는 ‘똥주 선생’, ‘혁주’, ‘정윤
하’ 등의 인물들이 있다. 킥복싱 관장님이 킥복싱을 교육함으로써 완득이의 열등감에 
대한 문제중심 대처를 주로 하면서 스포츠맨십에 의한 정서에 대한 교육을 겸하고 있
다면, 똥주 선생 등의 인물들은 청소년 인물의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높여준
다.138) 이들은 청소년 인물과 친교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청소년 인물의 타인과 사
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청소년이 스스로 자아와 세계의 관련성을 찾으려는 욕구를 
실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야, 야, 도완득! 야자 땡 까는 건 좋은데, 내가 복도에서 사라지면 까셔.”

“…….”

“나온 김에 따라와. 앞 반에 어떤 놈이 쪽팔리다고 수급품 안 가져간 모양이야. 

너나 가져가라.”

“…….” (완득이, 11)

“너 말이야. 사실이 그런 건 그냥 그렇다고 말해버리는 게 속 편하다.(…)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남의 약점 가지고 계속 놀려먹는다만, 그런 놈들은 상대 안 하면 

돼. 니가 속에 숨겨놓으려니까, 너 대신 누가 그걸 들추면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 

되기 싫으면 그냥 그렇다고 니 입으로 먼저 말해버려.” (완득이, 120)

소설의 도입부에서 완득이는 똥주 선생을 죽여 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수급품’을 가져가라는 등의 완득이가 감추고 
싶어 하는 가정사를 자꾸 공개적으로 들추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말로 갈수록 완득이
는 똥주 선생을 고마워하고, ‘아직 숨지도 못했는데 “거기, 도완득!” 하고’(206) 밤낮
없이 자기를 찾아준 덕에 자신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똥주 선
생이 이처럼 완득이와 친교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사를 들추는 행동
도 결국 상대를 향한 치밀한 배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139) 그는 완득이의 약점
을 놀려먹는 ‘싸가지 없는 놈들’과 달리, 누가 상처를 들추기 전에 ‘그냥 그렇다’고 스
스로 말해버리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배려로 계속 완득이를 불러냈던 것
이다. 또한, ‘땡 까다’, ‘까다’, ‘쪽 팔리다’ 등의 어투에서 드러나듯, 그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마치 친구처럼 완득이와 소통한다. 소설 초반의 완득이는 묵묵부답
으로 일관하거나, 홀로 기도할 뿐 타인과 일절 대화하지 않는데, 가벼운 말투로 전달
되는 똥주 선생의 완득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완득이가 마음을 열고 타인과 친교 

138) 빈곤 청소년의 진로지도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빈곤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현재의 진로결정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엄태영·박은하·주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
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214.)

139) 오홍진(2009),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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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140)

3. 결말에 나타난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

청소년 소설은 정체성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얼굴을 가진 분열적 정체
성으로서의 청소년기 정체성과, 세상사의 양면성 및 복합성을 화두로 제시한다.141) 예
를 들어,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과 적대관계를 이루던 기성세대 인물도 한때 청
소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거나, 기성세대의 미숙한 점을 인정하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다.142) 그 결과 청소년 인물과 기성세대 인물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로써 청소년 인물은 사회적 봉합을 이룬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 대항해서 사회가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을 뒤좇는 
청소년 인물의 모습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양가적 기대가 드러난다. 사회
적인 의미의 성장을 이루어 순조롭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착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불합리한 사회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대항할 줄 아는 
용기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143)

한편, 이러한 봉합의 결말에 대해 “자꾸 작가들이 독자를 한 수 가르치려는 도인, 
선생, 부모의 입장에서 쓰지 않나”144)하는 비판이 있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린 결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 결말이 오히려 청소년 
독자의 요구에 반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45) 이처럼 결말에서 사회적 봉합이 나타나
거나, 그렇지 않은 것 자체는 청소년 소설의 정체성 형성 서사의 특성을 밝히거나, 
독자의 요구에 맞는 소설을 창작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다. 본 연
구는 사회적 봉합의 결말에는 청소년 인물과 밀착되어 있던 독자의 감정적 거리를 조
절하는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자아’가 나타남에 주목해, 청소년 소설을 통해 작가가 
암암리에 판단하고 있는 것, 또는 그러한 본심을 독자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생기는 
교육적인 지점을 분석하려 한다.146) 

140) 완득이는 여자친구 때문에 운동이 더욱 즐거워지거나 한순간에 시시해지는 걸 느끼고, 
킥복싱 대회장을 어머니가 사는 동네로서 떠올리기도 한다. 이는 친교가 확대되면서 완득
이의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사실 길에서 섀도 하는 거 정말 
별로다.(…)그런데도 한다. 정윤하가 버스 뒷자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147-148)/ 성남이라.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다.(…)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는 
동네에 간다. 꼭 이긴다.(166)

141) 오세란(2016a), pp.74-75.
142) 김남중(2008), p.263.; 이민수(2009), p.245. 
143) 정미진·이영석(2016), pp.279-285.
144) 박상률(2016), p.165.
145) 오세란(2016b), p.40.
146) Robie Macauley, Geourge Lanning, Technique in Fiction,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 소설의 이론(10주년 기념, 수정증보판)』, 예림기획, 2007, pp.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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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에 대한 긍정과 긴장성의 연쇄

(1) 자의식에 대한 자율성 확립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들이 자의식 통제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벗어나, 자율적
으로 자의식을 확립하는 결말을 그릴 때, 청소년 인물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타인
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제시한다.147) 청소년 인물들은 부정적 시선이 배제된 
공간에서 운동이나 예술적 표현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보이는 나’가 아닌 ‘내가 보는 
나’를 표현하게 된다. 〈아는 척〉의 청소년 인물들은 늦은 밤 동네 벽에 스프레이로 
자신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분노 및 긍정적 자의식에 대한 욕구 
등을 ‘승화(sublimation)’한다. 승화는 욕구를 미술, 조각, 문학 등 변형된 형태로 만
들어 의식 세계로 풀어주는 자아의 방어기제로, 억제에 비해 성숙한 형태의 방어 방
법이다.148) 이처럼 청소년 인물들이 긍정적 자의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면은, 아래 
인용된 부분과 같이 청소년 인물을 이상적 전형으로서 극대화시켜 보여준다. 이는 청
소년 인물이 ‘주체가 되는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나와 윤도 각자 하드보드지를 들고 벽 앞에 섰다. 벽을 보고 서는 것은 처음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칙칙한 벽 위로 수많은 검은색 점이 생기나 싶더니 곧 하나

의 면이 되었다. 이것들이 이 딱딱하고 거대한 벽 위에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

게 될 것이다. 너무 견고하고 차가워서 도저히 넘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타협이라

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 벽에, 우리는 말을 붙이고 있다.(…)순식간이었다. 허무할 

정도로.(…)강이 한쪽 옆에 이 그림의 제목을 새겼다.

‘너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제까지 내 주위를 휘감고 있던 더위와 두려움이 한 번에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림 속의 우리는 이렇다.(…)나는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로 우두커니 서서 

‘예쁘게 좀 봐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담임이 기겁을 하며 싫어하는,(…)피

어싱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은, 상체를 벌거벗은(…)가슴팍

에는 ‘걸레 아님’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어쩐지 문신 같아서 섬뜩했다. (아

는 척, 126-128)

‘칙칙한 벽’ 위에 ‘너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직접 그리는 상황은, 부정적인 타

147) 부모의 우울에 대처하는 청소년에 관한 Beardslee와 Podorefsky(1988)의 연구에 의하
면, 청소년들은 처음에 부모의 우울을 치료하고 싶어 했지만, 점차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 결국 그들은 부모의 증세와 무관하게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John C. Coleman, Leo B. Hendry(2006), pp.374-375.)

148) 모든 예술작품은 인간 본능을 예술의 형태로 승화한 것이다.(정도언(2009),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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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시선에 상처받은 청소년이 의지를 갖고 자신의 자의식에 대한 자율성을 확립하
는 과정을 상징한다.149) 여기서 ‘딱딱하고 거대한 벽’은 자신을 향하는 타인의 차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우리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표현
처럼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에게 자신은 사실 어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과정
을 뜻한다. 그 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청소년들이 뿌리
는 스프레이는 그 벽 위에 점을 만들고 그 점들은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없는 밤, 벽에 남몰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사소한 것이지만 청소년 
소설은 벽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지는지를 강조하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 단계 설명한다. 이로써 청소년 인물들의 사소한 
그림 그리는 행위는 거대한 성취로 표현된다.150)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완성된 그
림이었지만, 그 그림은 ‘너희가 모르는 우리 모습’을 ‘너희’에게 보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은 ‘너희’의 눈에 우리가 아는 우리 모습을 그림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긍정적 자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예쁘게 봐달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예쁘게 봐줄 리 없
는 커다란 피어싱을 하고 있고, 성생활이 문란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웃옷을 벗어 사
람들이 오해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성은 ‘섬뜩했다’는 그림이 가진 분
위기가 말해주듯 자신을 낙인찍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예쁘게 좀 봐 주세요’라는 부탁과 달리, 청소년 인물들
은 완전무결한 자의식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어딘지 불량해보이고 섬
뜩할 수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상적 전형에는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힘이 반영되어 있는데,151)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자의식을 통해 청소년 독자가 열망하는 힘을 긍정하게 된다.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의 서사는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계도 및 일방적인 
사회화가 아니라, 그 시기의 자율성과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는 내용의 
성장을 그린다. 이러한 현재 자아가 가진 상에 대한 긍정은 청소년 독자가 가진 욕구
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인물들의 그림이 오직 밝고 희망적인 모
습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섬뜩하고 기겁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독자의 공감과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는 어린이 독자와 구별되는 청소년 독자의 자아 발달에 따른 경향인데, 가령 〈신

149) 인물 전형은 그 인물을 위치시키는 ‘전형적 상황’을 포함한다. 소설은 전형적 상황을 통
해 전형적 인물을 묘사할 수 있다.(박혜숙(2004), p.53.) 

150) 어린이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낀다. 하지만 옛이야
기는 사소한 성취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언젠가 굉장한 결과가 나올 것을 제시한
다. 때문에 어린이는 옛이야기를 읽으며 환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옛이야기는 심리
학적이다. 또한 어린이가 서 있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기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Bruno Betteleheim(1998), pp.120-121.)

151) 박혜숙(2004), p.54.(상드의 편지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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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렐라〉를 읽은 어린이 독자와 청소년 독자가 있다고 할 때, 어린이의 경우, ‘자신과 
같은 사악함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천대할 것이고, ‘캄캄한 지옥으로 추방’시킬 것 같다고 
믿기 때문이다.152)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결백한 줄로 믿는 주인공(신데렐라)
이 등장하는 옛이야기는 어린이에게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청소년 독자의 경우, 신데
렐라의 결백함이 아닌, ‘재투성이’의 부정적인 자신까지 인정하기를 고집하는, 신데렐
라의 자기다움에 대한 강한 주장에 심리적인 동요를 느끼게 된다.153) 왜냐하면 청소
년기의 자아는 정체성이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의식을 주장하기
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한 자아
의 상을 표출하는 청소년 인물의 모습은, 청소년 독자의 열망, 즉 청소년기의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긍정하고 타인에게 그러한 스스로를 인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이상적 전형으로서, 독자의 지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2) 사회적 자아의 현실 수용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자의식을 모든 갈등의 요소가 사라진 무통(無
痛)의 상태로 그리지 않는다.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청소년 인물은 스스로의 자아가 긍정적인 면
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성찰하는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자아는 자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과의 
관계 및 현실의 불완전성을 의식함으로써 다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인물은 정체성 형성 과정을 거치며 그러한 현실의 긴장성을 자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자아의 성숙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는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현실의 경험
에 대한 ‘사회적 의미화’154)를 이루고,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정립하게 된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이 자의식 과잉의 상태에서 긍정적 자의식 확립으로 성
장하기까지 ‘타인에게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는 사건을 
연쇄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인물이 점차 현실을 수용하는 능력이 커짐을 보여준다. 
특히 〈직녀의 일기장〉에서는 개별 사건의 연쇄뿐만 아니라 서사의 시작과 끝에 유사
한 내용의 꿈을 배치하여 서사 전체를 꿈과 꿈의 연쇄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 인물 
직녀가 꾸는 꿈은 상징화된 여과장치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가 느끼는 긴장을 표현하
다. 또한, 꿈이 가진 환상적인 ‘황홀감’은 현실에서 오는 긴장이 ‘정서역전(reversal 

152) Bruno Betteleheim(1998), p.387.
153) 위의 책, pp.440-441.
154) E. Erikson(2014),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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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ffect)’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155) 정서역전은 긴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
정적 감정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소설 초반과 결말에 배치된 유사한 구성의 두 꿈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를 보
인다. 우선 두 꿈의 유사성은, 밤하늘을 가로지른 긴 다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다리는 오작교(烏鵲橋)가 아니라 각종 새들이 모여 만든 다리다. 그런데 초반의 꿈
에서는 긴 다리가 달을 반으로 나누고 있고, 직녀는 창문에 기대어 있다는 설명에서 
직녀가 다리에서 멀리 떨어져 다리를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 그려진다. 반면 후반의 
꿈에서는 직녀가 다리 한 쪽 끝에 서있고, 달빛은 머리 위에서 직녀를 비추고 있다. 
또한 두 꿈 모두 다리의 끝을 모르지만 다리에 대한 직녀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 초
반의 다리에 대해서는 그저 기이하다고 여기다가 ‘날지도 못 하는 새들이 재수 없게 
끼어들었다’(19)고 생각하지만, 후반에서는 새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초반의 꿈에서 직녀는 다리로 걸어갈 엄두도 못 내다 추락했지만, 후반에는 다리를 
밟고 나아갔다. 

부윰한 남빛 밤하늘을 가로지른 긴 다리가 둥근달을 반으로 나누고 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온갖 종류의 새 떼다.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심지어 타조와 오

리, 닭들도 보인다. 새들의 날갯짓으로 이루어진 다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나

는 입을 벌린 채 창문 밖으로 좀 더 몸을 내민다. ‘조금만, 조금만 더.’하는 순간, 

몸이 붕 뜨며 발밑이 허전해진다. 나는 창문 너머로 고꾸라져 추락하기 시작한다.

(…)내 이름이 직녀라 혹시 견우라도 만날 운명의 오작교를 본 것 아닌가 하고 기

대를 했는데 (직녀의 일기장, 18-20)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까치와 비둘기, 참새와 타조, 닭과 오리들이 만든 새 

다리의 한쪽 끝에 서 있었다. 달빛이 내 동그란 이마를 환하게 밝혀 주었다. 새들

의 날갯짓으로 출렁이는 긴 다리는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한 발

짝을 내디뎠다. 내 발 밑에 있는 새들은 나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더욱 단단하게 

등에 힘을 주고 부지런히 날갯짓을 해 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리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지, 끝에 맞닿았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좋

았다. (직녀의 일기장, 241)

직녀의 꿈에는 직녀의 본능 욕구와, 현재 인생 상황, 그리고 근래 있었던 일이 마음

155) 『심청전』 속 곽씨부인의 태몽에는 선녀가 나타나 장차 그녀가 낳을 아이는 죄를 짓고 
적강한 선녀임을 예언하며, 곽씨부인은 꿈에서 ‘황홀감’을 느낀다. 하지만 곽씨부인의 황홀
감은 그녀의 신앙심과 양심의 영향으로 ‘정서역전’된 두려움 및 분노로 해석될 수 있다. 곽
씨부인은 선녀에게서 월궁항아와 남해관음을 연상하는데, 월궁항아와 남해관음은 각각 남
편을 거스르는 자주성과, 남자 없이 혼자 사는 삶을 강조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조두영, 『프로이트와 한국문화』, 일조각, 1999,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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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아 만든 생각, 즉 ‘전날 잔재(day residue)’156)가 반영되어 있다. 직녀는 ‘내 이
름이 직녀라’ 이름대로 새로운 운명(견우)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자의식 및 긍정적 자의식에 대한 욕구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계속해서 직녀를 
꿈속의 오작교 앞에 세우는 것이다. 

꿈의 내용은 자아 방어력과 그에 맞서는 잠재몽 내용의 두 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157) 소설의 초반에서 꿈을 꾸던 직녀는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며 몸을 내밀다가 추락해 잠에서 깬다. 이는 자아의 방어력이 ‘조금만, 조금만 더’
하는 직녀의 조바심과, 아무래도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직녀의 현실 감각을 이기
지 못해 잠재몽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꿈의 황홀감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
다.158) 직녀는 이 꿈을 꾸기 전 초등학교 시절 ‘사자’인 자신과 그의 ‘생쥐’같았던 동
창의 관계가, 동창이 유명 연예인이 되면서 문제아로서의 자신에 비해 오히려 ‘사자’
로 지위가 전복되었음을 느꼈다. 이러한 ‘전날 잔재’에서 오는 위기감은 직녀가 평소 
갖고 있던 자기 이름에 대한 기대감 및 그와 괴리된 현실 등에 대한 생각과 섞여, 
‘직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다리가 있었고, 직녀는 추락하면서 그 다리와 더욱 멀어
졌다’는 상황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159)

그런데 직녀의 꿈은 닿을 수 없는 다리를 두고 추락한다는 꿈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꿈 사고와는 다른 중심점, 즉 ‘온갖 종류의 새들이 뒤죽박죽 모인 다리’가 나
타난다. 이 다리는 소설 초반 직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때도, 후반에 직녀의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똑같이 뒤죽박죽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꿈에는 전체 꿈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고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꿈의 중심에 고의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의 ‘이동’은 표면적인 가치에 
끼어들어 다른 의미를 만들기도 한다.160) 옛이야기 속 직녀는 까마귀 다리를 건너지
만, 위의 직녀가 보는 다리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섞여 있다는 상황은, 직녀가 다
리를 건널 수 있거나 없는 꿈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녀의 꿈에 나타나는 표상이다. 직
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리를 만나지만, 이야기 속 직녀의 다리와 달리 날 수 없는 
새들까지 섞여 있다는 결함이 있다. 앞의 꿈에서 직녀는 그 다리에 닿을 수도 없었기
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작교에 대한 직녀의 기대를 저버린다. 하지만 결말의 꿈에 나
타난 다리에는 까마귀가 아예 보이지 않는데도 이야기 속 직녀에 대한 동일시에서 벗

156) 잠재몽의 내용물에는 ①본능 욕구, ②꿈꿀 당시의 내적 자극, ③현재 인생 상황, ④전날 
잔재가 있다. (조두영(1999), p.42.)

157) 위의 책, p.43.
158) ‘잠재몽’은 자아의 방어기제에 의해 충동이 여과되어 ‘발현몽’이 되는데, 여과되지 않고 

적나라하게 발현될 경우 꿈꾸는 사람은 충격으로 잠에서 깨게 된다.(Ibid.)
159) 꿈의 여러 요소가 가리키는 꿈의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압축된 꿈 사고를 확인할 수 있

다. (S. Freud, Die traumdeutung, 김기태 역, 『꿈의 해석(제4판)』, 선영사, 2011, 
pp.329-332.)

160) 위의 책,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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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직녀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처럼 똑같은 다리에 대해 
앞의 꿈과 결말의 꿈이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앞의 꿈에서는 직녀가 인식하는 
불안한 현실을 표상함으로써 꿈의 황홀감을 깨는 요소라면, 결말의 꿈에서는 그 다리
가 직녀의 앞에 놓여있다는 점과, 직녀가 그 다리를 건너기로 결정한 상황과 맞물려 
황홀감이 유지된다. 단, 이러한 황홀감은 불완전한 현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긴장을 드러내되, 청소년의 정체성에 내재한 긴장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징화시켜 드러내고 있다. 

결말의 꿈을 꾼 날은 졸업식이 있었던 날로, 직녀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졸
업했고, 꿈의 대학은 아니더라도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꿈에서 다리 위
에 서서 달빛을 받는 직녀는 이런 인생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여전히 직녀의 
다리에는 타조와 닭과 오리 같은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지만, 직녀는 그런 자아의 불
완전함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히려 날지 못하는 새들도 그들이 ‘부지런히 날갯짓’을 
한다면 단단한 다리를 이룰 수 있다며 그 새들을 신뢰하고 있다. 또한 다리 끝에 무
엇이 있는지 여전히 모른다는 것에도 ‘아무래도 좋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자
기에 대한 요구를 할 때에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식의 당위적 언어에서 벗어나, 
미래의 좌절에 대해 온건하게 반응하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분노를 자율적으로 조
절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161) 직녀는 문제아로서의 자의식이 고등학교 졸업반에 들면
서 자꾸만 ‘생쥐’가 되는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해했지만, 사자와 생쥐를 떠나 모두 
‘자기 인생에서는 자신이 주인공’(235)이기 때문에 현실에 내재한 긴장성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정립하게 된다.

2) 화해를 위한 기성세대 서사의 삽입

(1) 청소년 세대의 주도권 회복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소설은 결말에서 기성세대와 독립된 가치
체계를 세운 청소년 세대를 그리고, 청소년 세대의 가치체계가 갖는 올바름을 기성세
대의 모순과 대비시킨다. 두 가치체계의 대비는 기존의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균
형을 파괴함으로써 청소년 세대가 가진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가진
다. 특히 〈열일곱 살의 털〉은 결말을 통해 청소년 인물의 올바름과, 청소년 인물이 
옳았음을 기성세대 인물이 인정하는 장면을 그려, 청소년 세대의 가치체계가 정당성

161) 품행장애/비행 청소년을 위한 중재 실행 중 ‘자기 대화 알아보기’는 내담자의 분노 감정
을 매개하는 자기 대화(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평가하고, 자기 대화에 나타난 당위적 언어
를 교정함으로써 좌절에 대한 온건한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JArthur E. Jongsma, 
et al.(2010),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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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한다. 소설에서 청소년 인물들의 욕구는 머리카락을 
덜 깎이고 싶다는 바람으로 구체화됐지만, 결말에서 사실 이들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머리카락 길이가 아니라 억압적인 기성세대의 문화였음을 명확히 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석이 나름대로의 제 빛깔을 찾아가듯’(215) 자기다움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한 청소년 인물들은 두발 자유화가 시행된다 해도 오히려 머리 모양에는 별 관심
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싫은 것은 싫다, 좋은 것은 좋다 말할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이 된 것을 스스로 확인한 기쁨’(59)이 그들이 추구한 성장이기 때문이다.

“별은 말야, 우리가 다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

리 마음대로 밀지 말라는 거지. 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인 

태성이발소의 3대 이발사셔. 그런 분이 보기에도 우리 학교 두발 규제가 문제가 있

다는 거야. 안그러냐?” (열일곱 살의 털, 199)

“사람들은 머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바꿔 달라, 왼

쪽으로 바꿔 달라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쉽지 않다. 머리털은 제가 타고난 대로 제

자리를 찾으려고 고집하거든. 아무리 뛰어난 이발사라도 타고난 머릿결 방향을 바

꾸지는 못하지. 좋은 이발사는 타고난 머릿결을 살려 이발해 주는 거야.” (열일곱 

살의 털, 208)

위의 두 인용문은 일호에게 합리적인 권위로 인식되었던 할아버지가 끝으로 기성세
대 인물들이 아니라 청소년 인물들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장면이다.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오래된’, ‘그런 분’에게도 청소년 인물들이 벌인 시위가 올바르게 여겨진 것은 청
소년 세대의 가치체계 및 그것의 실천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업적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와 같은 청소년의 완전한 승리는 청소년 주인공을 통해 ‘전지전능한 
나’를 찾고 싶은 청소년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162) 

한편 〈하이킹 걸즈〉는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이 올바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
년 세대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시도들은 그 자체로 지지받아야 하는 것임을 보인다. 
〈하이킹 걸즈〉의 두 청소년 인물인 은성과 보라는, 〈열일곱 살의 털〉의 일호와 달리 
각각 절도와 학교 폭력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부도덕한 청소년들이다. 또한 이들은 청
소년 세대의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던 일호와 달리, 
매일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육체적인 힘듦과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무책임한 이
유로 실크로드 도보 횡단 프로그램 중 대열을 이탈한다. 이들의 행동은 몹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답게 성장하겠다는 목적의식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이탈의 경험
에서 이들은 ‘하루 일과랄 것도, 앞으로 걸을 거리 또는 행선지라 할 것이 없는 도망

162) Anne Clancier, Psychanalyse et critique litteraire, 이준오 역, 『정신분석학과 문학
비평』,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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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삶’(195)을 살며 더 적은 거리를 걸어도 몸은 더욱 무겁고 지치기만 하는 것임
을 경험한다.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청소년들이지만, 〈하이킹 걸즈〉는 방황도 청소년이
기에 허용되는 것163)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인물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유머러스하
게 그린다. 자신이 빠진 어려운 상황을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농담을 하는 청소년 인
물의 모습은, 청소년 인물에 대한 독자의 연민이나 의심 등의 ‘감정 소모부담’을 낮추
어, 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독자가 비교적 쉽게 용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164) 

“이은성, 뜨거워서 안 돼. 빨리 장화 신어.”

“싫어요.”

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뜨거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아 발을 간질였다. 해변의 모래는 알갱이가 커서 밟으

면 아픈데, 여기 모래는 너무 가늘고 작아서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

“보라 너까지 그러는 거야? 이 뜨거운 모래 사막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은 너희

밖에 없을 거야. 둘 다 정말 못 말려.”

미주 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맨발로 걸었

다.

그런데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은 걷기 힘들었다. 찜질방에 있는 옥돌을 

밟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더워 찜질하는 기분으로 걷고 있는데, 발바

닥까지 찜질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와 보라는 다시 양말과 장화를 신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저 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이킹 걸즈, 254-255)

위 인용문의 청소년 인물들은 ‘명사산(明沙山)’의 고운 모래를 직접 느껴보겠다는 
생각으로 뜨거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화를 벗고 모래 산을 올랐다. 둘을 이끄는 
‘미주 언니’는 모래가 뜨겁기 때문에 장화를 신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두 청소년 인
물들은 자신들이 장화를 신고 싶을 때까지 맨발로 걷는다. 모래는 실제로 너무 뜨거
웠으므로 애초에 어른 말을 들었다면 ‘떡’이 생겼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움을 
의미하는 ‘떡’을 은성은 말 그대로 먹는 ‘떡’의 의미로 사용해 ‘저 떡 별로 안 좋아하
거든요?’하고 대답한다. 이런 유머에서 보이듯, 〈하이킹 걸즈〉 속 청소년 인물들은 규
율을 거스른 자신의 선택이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산 모래의 부드러움과 
뜨거움을 직접 경험하는 데에서 느껴지는 자아의 영향력165)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

163) 은성은 청소년기이기에 허용되는 여유 공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고만장하게 사고 
치고 다닐 수 있는 건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나이가 들면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어른이 되면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사고 치지 못하고, 
사고만 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고”(145)

164) 허창운 외,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민음사, 1997, pp.194-195.
165) 프로이트는 유머가 재담이나 희극에서처럼 해방적인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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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설은 결말에 나타난 청소년 인물들이 여전히 방황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
를 미숙함으로 그리지 않는다. 대신에 방황은 청소년이기에 허용되는 여유 공간을 유
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소설은 규율이나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안 좋아하는 
떡’은 안 먹는 청소년의 사소한 선택들에 유머와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 세대의 가치체계를 긍정적으로 의미화하고, 청소년 
세대의 ‘투쟁’이 갖는 가능성을 그 자체로 지지한다.166) 

(2) 사회적 자아의 기성세대 포용

〈불량가족 레시피〉, 〈열일곱 살의 털〉 등의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를 그리는 청소
년 소설은 기성세대의 서사를 삽입함으로써 청소년 인물들이 기성세대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성세대의 서사는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서술되며, 그들의 
일대기는 기성세대의 가치체계가 어째서 억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준
다. 때문에 기성세대의 서사를 되짚음으로써 청소년 인물은 기성세대 인물에 대한 연
민을 갖게 된다.167)

아빠는 그런 사람이다.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뒤는 생각 못 하는 지혜가 부족한 

아빠. 하지만 아빠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른다.(…)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필사적으로 해내려다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아빠의 고해성사에 알 수 없는 연민

이 생겼다. 아빠가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가 슬펐다. 

(불량가족 레시피, 186-187)

위의 인용된 〈불량가족 레시피〉 속 청소년 인물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에게 신
체적 폭력을 가하고, 두 번의 이혼과 한 번의 실패한 동거 이력이 있는 무책임한 여
성 편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그의 삶을 회고함으로써 연민
하고 있다. ‘불곰’같은 폭력성과 청소년 인물을 ‘불량가족’에 빠뜨린 그의 한심한 삶의 
태도는 어느새 청소년 인물에게 ‘우리의 처지’가 되고, 이러한 연민의 감정 속에서 청

가진다고 본다. 위대함이란 자기애가 갖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주장한 승리로, 성인은 유
머를 통해 현실상황의 불리함에 대항하는 어린아이의 유희로써 상상적 여유 공간을 갖게 
된다. (허창운 외(1997), p.196-198.)

166) 인생에서 투쟁은 개인을 고뇌하도록 하고, 고뇌는 개인이 무감동, 또는 심리적 응고 등
의 권태의 삶에 빠지지 않는 생기가 된다.(Victor, E. Frankl, Aerztliche Seelsorge, 유형
심 역, 『프랭클 심리분석과 정신치료』, 도서출판한글, 1992, pp.127-128.)

167) 타인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하는 것은, ‘각자성’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3
인칭 타자의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사건들을 서술할 때 자기와 타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의미’의 정신적 술어들을 사용한다.(Paul Ricoeur, Soi-meme comme un autre, 김웅권 
역,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p.48-56.) 청소년 인물은 기성세대의 삶을 서
술함으로써 동일한 정신적 술어를 가진 타자화된 자아를 확인하고, 이 ‘공유적 자아’를 통
해 기성세대를 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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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인물은 기성세대 인물에 대한 적대의식을 내려놓는다. 특히, 〈불량가족 레시피〉
의 경우, 기성세대 인물로부터 청소년 인물이 주도권을 회복한 결과로 가족 관계가 
정상화되는 상황을 그린다. 가족 관계는 개인이 스스로의 내적인 조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이다. 가령, ‘금발의 소녀(Goldilocks)와 곰 세 마리’ 
이야기는 가족관계에 잘 결합되어 안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곰 가족과, 그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탐색하는 소외자의 이야기로 해석된다. 곰들은 가족 관계에서 
자신이 위치한 자리를 정확히 알고, 서로를 아기곰 등으로 부름으로써 각자의 개별성
을 존중한다. 뿐만 아니라 삼인조로서의 가족 정체성은 ‘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
람인가’와 관련해, 인생에서 중핵이 되는 사회적 정체성을 상징한다.168) 따라서 위의 
청소년 인물이 보이는 포용은, 가족 관계 회복을 통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
회적 자아의 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을 서술하던 경험자
아와 서술자아가 일치된 청소년 소설의 형식은, 기성세대의 삶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술의 대상이 기성세대의 경험으로 바뀌는 특징을 보인다.169) 청소년 소설과 청소년 
독자의 수신자-발신자 관계에서 볼 때, 청소년 인물의 경험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서
술하는 것은 청소년 독자의 편에서 청소년기에 갖는 자아의 욕구를 공감하고, 이를 
대리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기성세대 인물의 경험을 청소년의 시각에
서 서술하는 것은 기성세대 인물의 입장을 공감하는 청소년 서술자를 그림으로써 청
소년 독자가 자기 삶의 기성세대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소통할 것을 설득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보편적인 능
력”170)을 청소년 독자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열일곱 살의 털〉은 청소년 인물과 적대관계를 이룬 기성세대 인물에 대한 설명과 
기성세대의 삶에 대한 연민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삶과 입장을 청소년 인물이 대변
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대를 이어온 기성세대와 성장세대의 관계를 통찰한
다. 이로써 청소년 인물 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관여하는 보편적인 세대갈등171)을 종

168) Bruno Bettelheim(1998), pp.354-357.
169) 외적 초점화는 서술자에 가까우며, 스토리를 전달하는 인식 주체가 경험자아가 아닌 서

술자아일 때다. 내적 초점화자의 시점은 작중 인물의 현재에 제한되어 있지만, 외적 초점화
자는 스토리의 모든 시간적 차원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S. Rimmon-Kenan(1985), 
pp.112-119.) 

170) 이현재는 하버마스 등의 도덕 발전 단계인 ‘탈규약적 단계’를 정체성 통합의 원리로 보
는데, 규약을 탈피해 규범 자체를 창조하는 것은 개별 자아 내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각에 대한 통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재(2005), p.276.)

171) 일반 대중들은 ‘세대차(generation gap)’가 필연적으로 세대갈등을 야기한다고 믿지만,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 세대갈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Noller & 
Callan(1990)은 청소년과 부모의 서로에 대한 편견과 달리 실제 부모는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고 청소년은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음을 밝혔다. 다만 Smetana의 연구에 의하면 세대갈
등은 서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가령, 부모에게 옷 선택은 타인의 
기대 또는 ‘관습의 문제’라면, 청소년은 ‘개인적 자유의 문제’인 것이다.(John C. Co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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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이해하고, 전(全)세대를 아우르는 정체성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래의 
두 인용문에서 세대의 문제를 조망하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일호의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기고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어른들과의 게임은 그렇다. 이겼다 싶어 득의만

면할 때 어른들은 손을 들어 주는 척하면서 슬쩍 패를 뒤집어 놓는다. 어른이 된다

는 것은 속임수를 능수능란하게 부리는 야바위꾼이 되는 것인지 모른다. (열일곱 

살의 털, 39-41)

댕돌같은 오광두도 뒷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오광두의 뒷모습은 내게 이

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른이 되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른들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듯, 어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길들

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오광두도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열일곱 살의 털, 208)

앞의 인용문은 어른, 또는 어른들의 방식으로 어른이 되는 것을 속임수를 배우는 
일과 같은 것으로 보고, 기성세대 인물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래 인
용문의 일호는 학생부장 교사인 오광두 선생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기성세대로서
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교칙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의 사
회질서에 반대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싸움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성세대로서의 삶
이 그들의 모순성을 부추겼음을 깨달은 것이다. 일호가 정체성 문제를 세대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끄는 일에 대한 관심’172)을 뜻하는 
‘생산력(generativity)’을 조기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른에 대한 아이의 의
존 못지않게 기성세대도 어린 세대에 대한 의존 관계를 필요로 한다. 성숙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자신을 보살피는 존재를 이정표 삼아 인간은 
성숙한다.173) 일호가 오광두 선생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은, ‘댕돌’이라서 아무 보살
핌도 필요 없을 줄 알았던 기성세대의 뒷모습에서, 자신처럼 사회의 부조리함에 길들
지 않으려 하지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어른의 삶을 느낀 것이다. 

오광두 선생이 자신의 신념이 있음에도 어른이기 때문에 일호와 같이 자신의 주도
성을 발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일호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주도적인 행동
을 한다. 일호는 자신은 할아버지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아침마다 할아버지와 
나는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주민 회의에, 나는 학
교 앞으로.’(173)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기성세대의 신념에 대해 혐오발언을 

Leo B. Hendry(2006), pp.126-128.)
172) E. Erikson(2014), p.326.
173) 위의 책,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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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적대하지 않는다. 후에 일호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
고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174), 청소년 소설은 기성세대의 위기를 바라보고, 
기성세대의 삶을 보다 포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 할아버지의 위기에 대응해 
일호는 할아버지가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동참’(168)하게 된 경위를 독
자에게 설명하고, ‘혼자 나라 위하는 척’을 한다는 다른 주민의 비방과 달리, 할아버
지는 ‘예의 바른 이발사’이며, 그러한 비방은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왜곡하는 
모욕이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할아버지의 믿음은 종로 태성이발소 이발사들로부터 비롯되어 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린 것이라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

“어르신, 괜히 혼자 나라 위하는 척하실 것 없습니다. 어르신이야, 가게도 집도 

다 자기 것이니 재개발 된다고 해도 손해 보실 게 없잖습니까.”(…)

예의 바른 이발사로 칠십 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가장 모욕적인 날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이 왜곡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

다. (열일곱 살의 털, 168-171)

한편, 기성세대 인물이 청소년 인물에게 모순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는, 청소년 인물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그와 같은 경우도 있다. 일호는 늘 단단한 사
람이 되라던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자신에게 ‘요령 있게 살기를’(146) 바
라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세상을 먼저 살아본 엄마의 눈물겨운 모성애’(146)라고 받
아들인다. 성인 신경증 환자는 그들이 내면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 특히 자신이 사
랑하는 사람에 대해 극단적으로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
한 자신의 임의적인 기준이 독선적 태도를 낳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175) 어머니의 모순적이고 다소 독선적인 요구들은 아들을 굴복시키거나, 현실과 비
겁한 타협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일호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 올바른 방
향을 잃은 것일 뿐이다. 

이처럼 청소년 소설은 여러 유형의 기성세대 인물이 가진 서사를, 그들의 삶의 궤
적을 포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청소년 인물시각을 통해 제시한다. 기성세대의 삶
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인물은 기성세대에게 어떤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한 대로 살 수 없는 삶176)을 오랫동안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

174) 신념으로 인해 정체성 위기를 겪는 대표적인 인물로, 〈레미자라블〉의 자베르 형사를 들 
수 있다. 자베르는 법의 수호자로서의 형사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타
인의 미움이나 무시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장발장을 체포하는 것과 체포하지 않는 것
이 모두 그의 신념에 반하게 되자, 그는 자살을 선택한다. (박아청(1987), pp.114-115.) 

175) E. Erikson(2014), pp.74-75.
176) “The mass of men lead lives of quiet desperation.(수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산다.)”(Henry David Thoreau, Walden, Peter Pauper Press, 1966, p.8.) 기성세
대도 한 때 청소년으로서의 자아를 갖고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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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이라는 이해에 다다른다. 이러한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포용적인 관
점은,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에서 발생했던 세대 간의 대립을 통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청소년 인물은 기성세대와의 화해를 통해 세대가 통합된 사회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정립할 수 있으며, 삽입된 기성세대 인물의 서사는 청소년 
독자 역시 포용적인 주도성을 형성할 것을 설득하게 된다. 

3) 청소년의 진로와 대안적 사회상의 교차

(1) 진로 설정을 통한 사회적 일체감 신장

청소년 소설에 그려진 진로 설정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은, 사회구조 속에서 
청소년 인물이 경험하던 무기력이, 선택한 진로를 중심으로 재의미화되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아래 인용된 〈완득이〉는 킥복싱 선수로서의 진로로 인해 완득이의 아버지
와 완득이가 ‘몸’과 관련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재의미화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를 긍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도 내 몸이 싫었다.(…)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길 바랐다. 

그래서 너한테서 자꾸 숨었지.(…)그 영감이 그러더라. ‘도정복이 이제 좀 살아 있

는 것 같네.’ 내가 민구 춤 가르쳐줄 때가 제일 신나 보이더래.(…)”

“저도 아버지가 항상 신나게 추는 줄 알았어요.”

“내가 춤을 추면 사람들이 자꾸 웃어대니까, 신나지는 않았다…….(…)그 영감이 

‘네 몸땡이는 멀쩡한데, 네 정신 상태가 문제야.’ 했을 때는 처음으로 대들었다. 당

신이 내 몸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숙소에서도 안 나오고, 남

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내 모습도 볼 수 없다고 혀를 차더라.(…)완득아. 우리 

서로 인정하고 살자.(…)너는 내 춤을 인정해주고, 나는 네 운동을 인정해주고. 우

리 몸이 그것밖에는 못 하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몸도 춤도 내게 물려주기 싫어했다. 누가 나를 보며 웃는 것조차도.

“하긴, 내가 춤 안 췄으면, 복싱 좀 했을 거다. 리듬감이라는 게 꼭 춤출 때만 필

요한 게 아니야. 운동도 다 리듬감이 있어야 돼.(…)녀석…… 다리 긴 것 좀 봐. 근

사하게 컸네…….(…)우리 몸, 우리가 그렇게 데리고 살자.”

아버지와 내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이 열등감이 아버지를 키웠을 테고 이제 나

도 키울 것이다. 열등감 이 녀석, 은근히 사람 노력하게 만든다. (완득이, 

174-179)

진로 설정의 문제는 사회 구조 내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정체성 문제라는 점에서 

삶을 살며 ‘마찰 없이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 것일 뿐이다. 어른의 삶은 달
리 말하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는 개인적인 주도성을 체념하며 살아지는 삶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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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선에 대한 의식이 동반된다. 인용된 결말은 완득이와 아버지가 가진 각자의 
정체성 문제가 완득이의 진로 및 ‘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교차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완득이가 배타적 사회구조로 인해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난쟁이 댄서인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몸과 직업에 대한 타인의 조롱으로 부정적 자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설은 아버지의 정체성 문제를 아버지의 목소리로 서술하는데, 이는 
청소년 인물의 목소리로 기성세대의 서사를 삽입함으로써 청소년 독자의 기성세대에 
대한 포용을 이끌어냈던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와 반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완득이의 아버지가 경험한 정체성 문제는 기성세대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완득이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완득이가 킥복싱 선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이념적 반대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위기를 아들에게 표상한 것이다.

아버지는 ‘영감’의 말을 회상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서는 그
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춤을 마음껏 출 수 없고, 자기 모습도 볼 수 없
게 됨을 깨닫는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신의 몸과 장애를 가진 몸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을 숨기고 회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몸은 그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타인의 시선은 세상 속의 삶이 가진 조건으로 의미화하게 된
다.177) 아버지의 정체성 형성은 완득이의 긍정적 정체성으로 전이되는데, 우선 아버지
의 시선에서 물려주기 싫고 인정하기 싫었던 완득이의 몸과 몸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운동은 ‘근사한 다리’, ‘우수한 리듬감’으로 인식된다. 또한 완득이는 아버
지와 자신이 가진 ‘열등감’을 스스로를 키우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의미화함으로
써, 이들이 더 이상 열등감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임을 예시한다,

진로를 설정한 청소년 인물은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현재의 삶에 임하며, 사회적 
행위로서의 일은 청소년 인물이 스스로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느낄 수 있는, 사
회적 일체감을 신장시킨다. 완득이는 아래 인용된 부분과 같이, 과거 멈춰버린 것 같
았던 나와, 휙 지나가는 오토바이, 움직이는 나를 대비시켜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일체감을 비유하고 있다.

발등과 발가락이 부어 걷기가 힘들다.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신발을 벗어버렸다. 밤이라 보는 사람도 없고, 봐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맨발로 

걷는 거 나쁘지 않다. 벌써 가을이라 땅바닥이 차다. 덕분에 뜨겁게 달아오른 발이 

시원해졌다. 하늘에 별도 없고 거리에 사람도 없다.

 이쯔까와 킷또, yeah. 아시따와 못또, oh. 이마와 스텝 바이 스텝, yeah oh.

동방신기의 「step by step」을 크게 튼 야식집 오토바이가 휙 지나갔다.(…)멈

춰버린 동네에서 내가 움직인다. 전에는 나만 멈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만 움직

177) 김지형(2009),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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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느낄 수 있다. 나, 대회에 나간다. 나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중이다. (완득이, 

110)

완득이는 킥복싱 연습을 하느라 걷기 힘들만큼 발이 부어있다. 하지만 발이 아픈 
이유가 킥복싱 대회 준비 때문이라서 완득이는 아픈 줄 몰고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
할 열정을 느낀다. 또한 맨발을 차가운 가을 바닥에 딛고, 그 덕분에 발이 시원해지
는 것을 느끼는 모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득이
가 그 자신으로서 세상과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화답 받은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완득이의 부어있는 발은 그의 실존적 독자성을 드러내고, 삶에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78) 인용된 일본어 노래 가사는 ‘어제는 반드시, 내일은 좀 더, 
지금은 한 걸음씩’으로 해석되는데, 킥복싱 선수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완득이
의 어제, 내일,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우는 과정이 됨을 간접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완득
이는 진로 설정을 통해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느끼는 ‘나만 멈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만 움직인다’는 서술에서, 진로 설정이 청소년 인물에게 갖는 사회적 의미가 드러난
다. 완득이가 걷고 있는 밤거리는 사람도 없고 별도 없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기 전
까지 완득이는 자신의 개별적 삶에 대한 만족감(시원함)만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휙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완득이로 하여금 다시 사회 구성원들의 삶(움직임)을 의식하도록 
하고, 완득이는 비로소 자아와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사회적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완득이의 서술은, 과거에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야식집 오토바이’처럼 동네를 휙휙 
다니며 움직였고, 완득이는 그 모든 사회의 움직임과 ‘나만’ 멈춘 상황을 의식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과거의 무기력은 지금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근
면성을 강화시키는 활력을 준다. 퇴행적 힘의 강도는 독립성과 자유를 추구해야 할 
강도에 비례한다는 점에서179) 완득이가 겪은 무기력의 크기만큼 대회에 나가는 일이 
완득이에게 주는 감동의 강도도 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어있는 발을 시원한 
바닥에 대면 더욱 시원하고, 멈춰있던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임이 더욱 예민하게 느껴
지기 마련이므로, 청소년 소설은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독자에게 인물의 긍정적인 감
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인용된 부분의 경우 ‘느낄 수 있다. 나, 대회에 나간다. 나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중이다.’하고 짧은 문장으로 이어진 서술을 통해 독자는 완득이
의 가쁜 호흡과 감격스러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

178) 노동의 의미는 직업 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실존적 독자성의 형성에 있다. ‘실업신경증’ 
환자는 노동으로 시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 반면 
실업 상태여도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운다면 실업신경증에 걸리지 않는다. (Victor, 
E. Frankl(1992), pp.136-140.)

179) 권이종·김용구(2016),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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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아의 인류애 실천

청소년 인물의 진로 설정은 단지 직업의 선택이 아니라 결말을 통해 개인의 생활양
식, 및 사회적 행위 근원에 있는 가치관 정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해당 진
로가 가진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물은 스스로를 사회구조 속에 안정적으로 위치
시키고, 또한 사회구조에 자기다운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관
련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진로 설정을 통한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은, 
일에서 느끼는 사회적 일체감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물에 의해 재의미화된 사회상을 
함의한다. 이때 청소년 인물이 선택한 직업과 재의미화된 사회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
라 서로 교차하며, 그 교차점에서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청소년 인물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기에 앞서, 경쟁사회
의 구조가 가진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 〈오즈의 의류수거함〉은 경쟁사회의 구조에서 
소외를 겪는 대상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상류층 사람들이기도 함을 청소년 인물
이 확인하게 되는 장면을 그린다. 아래 인용된 부분은 부촌인 ‘에메랄드 빌리지’의 의
류수거함을 뒤졌으나, 나온 옷과 가방이 모두 가짜 명품으로 밝혀진 장면이다.

전리품들은 대부분 가짜였다. 몇 개의 진품도 있었으나, 그것들은 그다지 값이 

나가지 않는 브랜드이거나 너무 낡아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었다. 

남자가 떠난 뒤 가게 안에는 사막 한가운데 같은 적막이 이어졌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195가 푸핫, 웃음을 터트렸다.(…)우리 모두는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웃었다. (오즈의 의류수거함, 213)

위 인용문에서 큰소리로 웃는 ‘우리’는 청소년 인물을 비롯한 ‘밤의 세상’에 사는 
탈북자, 노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웃음은 금제(禁制)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에 
대응하는, 자유로워진 심리적 에너지의 양과 같다.180) 옷을 훔치는 중에도 이들은 경
찰과 CCTV를 의식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소설은 계속
해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과, ‘(그것이 도둑질이면 어떠랴!)’(201)하는 속엣말을 드러
낸다. 그런데 그들이 훔친 물건이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과, ‘에메랄드 빌리지’의 
실체가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위의 인물들은 도둑질에 대한 
금제와 ‘밤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함부로 ‘낮의 세상’에 침범한 것에 대한 금제가 동
시에 풀리면서 웃음이 터진 것이다. ‘에메랄드 빌리지’의 실체를 본 경험은 청소년 인
물이 그동안 자신이 동경했던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
기가 된다. 아래 인용된 부분에 나타난 ‘선망과 동경의 색안경’은 자신의 능력은 더 
초라하게 여기고, 내가 갖지 못한 다른 누군가의 능력은 특별하고 화려하게 여기는 

180) S. Freud,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 임인주 역,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1997,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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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편향성”181)을 비유한 것이다. 인식편향성은 〈오즈의 의류수거함〉의 청소년 인물 
‘도로시’와 현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무기력한 중에도 일을 하고, 일을 
하며 무기력이 심화되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곳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과 빌라촌 주민들은 한눈에 구별할 수 있었

다. 전자는 여기저기 기웃대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반면(…)주민들의 경

우는 옷이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 고급스러웠다. 또한 그 행동거지도 어딘

지 굉장히 기품 있어 보였다.(…)광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랗고 화려한 청동 조형물

이 있었다.(…)여인을 보고 있자니, 그녀가 마치 이 에메랄드 성의 왕처럼 여겨졌

다. (오즈의 의류수거함, 137-138)

 

선망과 동경의 색안경.(…)이곳 주민들이라고 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

르지는 않을 것이다.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싸우고(…)색안경을 쓰고 서로

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이미테이션으로나마 자신을 포장

했던 것이다.(…)광장 한가운데 있는 말을 탄 여인상 역시 이전과 많이 다르게 다

가왔다. 겉모습도 상당히 조잡했고, 군데군데 묻어 있는 흰 새똥도 인상을 찌푸리

게 만들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에메랄드 성을 통치하는 왕의 실체를 오래도록 바

라보았다. (오즈의 의류수거함, 214)

유명한 부촌인 ‘에메랄드 빌리지’를 바라보는 도로시의 시선은 의류수거함을 뒤지기 
전과 후에 위와 같은 성격의 차이가 보인다. 전자의 경우 도로시는 빌라의 주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주민들의 행동거지는 ‘어딘지 굉장히 기품 있다’고 평가한
다. 또한 광장에 있는 조형물을 왕처럼 느끼는 데에서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의 위치
와 그들에 대한 도로시의 동경이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도로
시는 빌라의 주민들과 우리가 크게 다른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며, 광장의 조형물에서 조잡하고 새똥이 묻어있는 부분을 초점화한다. 
후자의 시선에서 빌라의 주민들은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이미테이션으로
나마 자신을 포장’하는 이들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조잡해보이는 조형물
은 빌라의 주민들을 비유하게 된다. 도로시는 ‘에메랄드 빌리지’의 주민과 광장의 외
형을 섬세하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초점화를 통해 독자는 그녀가 얼마나 강렬한 
눈빛으로 상류층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182) 결말에서 재의미화되는 경쟁사회의 실체는, 도구적 세계의 법칙에 맹목적으
로 스스로를 적응시키려던 청소년 인물의 상류층에 대한 동경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경쟁사회의 구조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181) Arthur E. Jongsma, et al.(2010), pp.270-275.
182) H. Porter Abbo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외 공역, 『서

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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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유한 정도에 따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던 청소년 인
물의 세계관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당하는 대다수의 삶을 인식한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 인
물은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지역 사회 전체, 또는 인간의 문제로 확장시키게 된다. 
도로시의 경우, ‘왕의 실체’를 보게 된 이후 우연히 자살 기사들을 들여다보게 된다. 
‘마치 손으로 보듬듯이’(225) ‘여중생, 십오 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강원도 영월, 
자동차에 숯불 피운 채……’ 등 소외된 수많은 타인의 죽음은 청소년 인물의 경험과 
교차되어 대안적 사회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고민으로 이어진다.

“어떤 일을 하든 목적은 같아. 나 자신이 누군지 찾아가는 것.(…)그건 곧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아. 이해는 밀착된 상태

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지.(…)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이야. 관찰하고 응시하는 힘, 그건 애정이란 사실이야. 자신에 대

한 애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애정.” (오즈의 의류수거함, 103-104)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195는 작고 미미한 물방울 

하나로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와도 다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역사

를 갖고 있을 것이다. 195이기에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 오직 그에게만 허락된 무

늬, 색깔, 향기 같은 것. 그리고 살아 숨 쉬고 있음으로, 그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즈의 의류수거함, 240)

전자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소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관
찰하고 응시하는 힘’을 매개로 교차됨을 서술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삶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맞물린 인간의 삶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련성 및 사회적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183) 무기력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는 정체성에 대한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경쟁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발생
한다. 때문에 배타적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과 세계에 대한 
애정을 모두 잃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미미한 
물방울 하나’와 같은 자아는 쉽게 힘을 잃고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일에 끌려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물의 독백은 자기 삶에서 ‘적당히 떨어져’ 확장된 시각에서 세
계를 바라보면, 그 자신은 거대한 물줄기 속에 속하면서도 ‘누구와도 다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또 하나의 완결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은, 자기다운 무늬, 색

183) 인류애적 관점과 관련한 정체성 문제는 에릭슨의 이론에서 ‘자아 완성 대 절망’으로 개
념화된다. ‘절망’은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며, ‘자아 완성’은 거대한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의 관련성을 인식함으로써 성취된다.(E. Erikson(2014), pp.32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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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향기에 대한 애정과 세계에 대한 애정을 잇고,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일체감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이로써 청소년 인물 개인의 정체성은 내적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의미화를 함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독특한 삶과 보편적인 인간의 역사를 교
차시킴으로써, 소설은 배타적인 사회구조에 매몰되었던 현대인의 ‘자기다움’을 되살리
고, 제각각의 가치를 지지하는 대안적 사회상을 독자에게 전달한다.184)

IV.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 설계

청소년 독자는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자아와 스스로가 속한 
사회적 집단, 및 사회구조에 대한 증진된 이해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소설의 경
우, 청소년 독자는 자신과 닮은 청소년 인물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정체
성 문제를 성찰하는 데에 있어 특수한 교육적 수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청소년 소설이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그리는 데에 있어 정체성 위
기로서의 갈등을 형성하고, 긍정적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끄는 다양한 인물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기 정체성 위기와 긍정적 정체성의 내용을 에
릭슨의 정체성 이론 및 현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를 분석했다. 이로써 청소년
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자의식의 문제’,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진로 
설정의 문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III장에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
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V장에서 앞서 살펴본 청소년 소설의 정체성 형성 
양상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독서 경험으로 의미화되는지 분석하고,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청소년 소설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모색하려 한다. 

1.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의 의미

앞서 II장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심리
-사회적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험을, 자기다운 질서에 의해 의미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자기다운 질서, 즉 개인이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자의식 과잉’, ‘부정
적 역할 고정’ 등의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정체성은 결과로서의 개념이 

184) “사랑은 사랑하는 인간에 대하여 가치의 풍부함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성을 높이는 것이
며, 모든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Victor E. Frankl(1992),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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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구성한 경험을 재
의미화함으로써 결함을 치유하고, 보다 성숙한 힘을 지닌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은 청소년 소설의 수용이 청소년 독자에게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청소년 독자는 소설 수용 과정에서 자신
의 경험을 재의미화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 독자가 청소년 소설을 수용함으로써 형성되는 독서 경
험이 그에게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으며, 수용을 통한 자아의 치유는 어떤 과정을 거
쳐 이루어지는지를 예술치료 및 문학치료의 원리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또한 청소년 
소설이 지닌 교육적 가능성 및 자아 치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청소년 학
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청소년 학습자의 
수용 양상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독자가 청소년 소설 독서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설 속 인물의 정체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제와, 경험
의 의미화가 긍정적 정체성으로 승화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청소년의 청소년 소설 독서 경험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

선주원(2008)은 청소년 소설이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 주목해, 청
소년 소설에서 청소년 독자가 요구하는 앎을 자신에 대한 앎, 타자에 대한 앎, 세계
에 대한 앎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1) 우선 자신에 대한 앎에 있어 청소년 소설은 청
소년들이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제공하며, 자아, 자신의 선택권 및 인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실은 상대성으로 둘러싸인 복잡한 갈등과 해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취해야 할 것으로 확신했던 삶의 태도들을 성
찰할 수 있다. 이는 타자 및 세계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되는데, 이는 청소년 소설이 
증진시키는 자기에 대한 앎이 곧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 및 세계와의 관련
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2)

한편, Norman N. Holland는 독서 경험을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정의하는데, 그에 의하면 독서 경험은 본질적으로 자아의 불안을 지양하고 재확신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거래’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최초의 접
근(Defense), 선택적 수용(Expectations), 소망 충족의 투사(Fantasy), 소망들을 주제
로 바꿈(Transformation)의 과정으로 진행된다.3) 따라서 독서 경험은 독자의 심리적 

1) 선주원(2008), p.99.
2) 위의 책,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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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자, 작가와 독자가 각각 속한 당시의 사회상에 기인
한 무의식의 세계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정체성의 재창조 과정”4)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의 심리적 요구-소망의 투사–사회상을 반영한 정체성 재창조’라는 
독서 경험의 측면은 “개별적 자아 내의 경험의 재의미화”라는 정체성 형성의 방식을 
상기해 볼 때, 자아가 가진 소망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이에서 정체성의 현실적‧사
회적 의미화로 넘어오는 일련의 단계를 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 작품이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의미화를 이
룸으로써 자아의 결함을 치유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예술치료 방법으로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를 들 수 있다.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는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을 이론
적 기반으로 둔 예술치료 방법으로, 내담자의 ‘자기대상 전이(Selfobject Transition)’
를 사용해 그의 결핍된 자아의 욕구를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충족시키도록 한다. ‘자
기대상’은 개인과 분리되어 있는 대상이 그의 자아에 풍부한 경험으로서 의미화 된 
상태에서, 자아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5)으로, 정체성을 사회적 관
계 속에서 경험의 재의미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코헛의 자기심리학은 에릭슨과 달리 치료적 차원에서 경험의 재의
미화에 필요한 처치들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예술 작품을 통한 ‘자기대상 전이’ 방법
을 제시한 차이가 있다.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가 실행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예술 작품과 내담자가 간의 
강력한 공감적 관계이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 시각에서 청소년의 삶을 그리며, 
무엇보다 청소년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장르라는 점에서 청소년 독
자와의 공감적 관계를 맺기에 유리하다. 공감적 관계를 바탕으로 치료자는 예술 작품
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대상 전이’를 이끌어내는데, 이 과정은 내담자에게 두 가지 경
험을 가능케 한다. ❶내담자는 자기대상에 반응함으로써 자아 및 자아의 욕구를 인식
하는 경험을 하며, ❷자기대상에 의한 욕구 충족을 통해 자기를 위로하는 경험을 하
게 된다. 

충분한 ‘자기대상 전이’가 이뤄지고 나면, 치료자는 내담자가 앞서 보인 자신의 반
응에 대한 관찰을 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을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ion)’이라
고 부른다. 왜냐하면 관찰적 자아의 성찰은 ‘자기대상 전이’의 경험에 내재한 욕구의 
미숙함, 또는 이상향으로 의미화 했던 자기대상의 불완전성 등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

3) Lubie Grujicic-Alatriste, Psychoanalytic Literary Criticism: Using Holland’s DEFT 
Model as a Reader Response Tool in the Language Classroom, Language and 
Psychoanalysis 2(1), 2013, pp.20-49.

4) 곽정연, 『정신분석-정신분석학과 문학비평』,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p.120.
5)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이제훈 역, 『자기의 회복』, 한국심리치료연

구소, 2006,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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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앞서 경험한 전이에 좌절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대상에 대한 좌절
의 경험은 내담자의 자아가 대상에 대한 의존을 그만두고 자아 내재적인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최적의 좌절’은 긍정적 정체성으로의 ‘변형적 내재화
(Transmuting Intern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자기대상에 대한 좌절에서 발생하는 욕구의 결핍과 욕구 자체의 성숙 사
이의 긴장을 내담자의 자아가 조절해, 긍정적 정체성으로 통합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내담자는 ❸정체성에 내재한 긴장을 용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6) 정체성에 내재한 
긴장이라 함은, 자신과 타인을 객관화함으로써 새로운 앎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앞서 선주원의 논의에서 언급한 삶을 둘러싼 복잡한 상대성,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앎이 만드는 긴장으로도 볼 수 있다.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의 원리는 문학치료의 원리 및 방법론과도 통한다. 문학치료
에서도, 작품과 내담자의 라포 형성 및 성찰을 위해 우선 내담자가 유사 대상을 정하
여 자기 이미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나누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인식과 공감의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 및 좌절된 욕구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자기대상 전
이’와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며, 내담자의 반응은 타인에 대한 분노나 두려
움에 대해 소통하고, 통찰을 거치게 된다. 소통과 통찰은 문학치료에서 본격적인 치료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찰적 자아가 자신이 앞서 보인 ‘자기대상 전이’를 성
찰하도록 하는 ‘최적의 좌절’ 과정과 유사하다. ‘치료단계’는 자기의 최초의 인식과 독
서 후의 인식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를 말하거나 기술해보
도록 해, 라캉이 말하는 ‘오인’이 ‘재인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유도7)하기 때문이다. 일
련의 문학치료 과정은 ‘긍정의 재의미화 단계’로 귀결되는데, 이 단계는 자신에게 부
정적인 감정을 낳은 경험에 대한 기억, 또는 그러한 경험을 의미화한 사고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8)

이처럼 청소년 소설의 수용은 청소년 독자에게 있어 자아가 가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경험을 형성하는데, 욕구 충족의 경험은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세 가지 
의의를 지닌다. 이는 첫째, 청소년 독자는 청소년 소설을 통해 자아의 욕구를 충족함
으로써 자아가 가진 욕구를 인식하고, 둘째,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한 자아의 결함
을 위로하며, 셋째, 가치의 상대성 및 타인 및 세계와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정체
성에 내재한 긴장을 용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김병훈, 『하인즈 코헛의 자기치료 해설서 : 현대정신분석의 임상기법』, 한국정신역동 치료
학회, 2009, pp, 222-295.

7)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p. 107.
8) 최소영, 『문학치료학 이론과 실제-시치료를 중심으로』, 고요아침, 2016,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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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목표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목표는 위의 자기심리학적 예
술치료 및 문학 치료의 원리 및 방법을 참고해 구체화한 청소년 소설 수용을 통한 정
체성 형성의 경험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자아 인식 능력 향상시키기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학습자와 비슷한 경험과 시각을 재현함으로써 학습자의 경험
과 생각을 유기적으로 조직해낸다. 이로써 청소년 학습자는 평소 자신의 삶에 밀착되
어 있어 인식하지 못했던 자아를 소설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
지만 실체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자아의 욕구와 정체성의 위기 상황을 자신의 실제 경
험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를 통한 정돈된 체험은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경험을 되돌아보고 다시 조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청소년 소설 수용은 학습자
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이자,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성찰함으로써 자
아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선 자아의 결함의 근원이 되는 부정적 경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와 문학치료는 모두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라
포 형성을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내담자가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자아와 유사한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자아는 다양한 경험에 
자기다운 의미화 방식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는 개인의 경험 및 정체성에 관여하는 상
위자라고 할 수 있다. 자아는 개별적 자아 내에서 경험을 의미화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적 자아에 대한 고려 속에서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의미화를 이루기 때문에,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정체성에 관여하는 자아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자아가 속한 사회 맥
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청소년 소설에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의미화하
는 작업은 그 자체로 독자의 외로움을 덜어주며 스스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안도
감을 준다는 점에서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 또한 나 이외 다른 사람도 비슷한 느낌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면, 학습자는 나의 존재가 남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된 것 같은 느
낌을 받을 수 있다.9) 이처럼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은 청소년 소설 수
용이 학습자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하고, 긍정적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
에서 청소년 학습자가 가진 자아의 결함에 대한 치료적 목표를 겸한다.

9) Joseph Gold(200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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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의 욕구에 대해 자기위로하기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를 어른의 시각에서 섣불리 
미성숙으로 단정하지 않고, 청소년기의 시각에서 정체성 위기의 계기가 되는 외적·내
적 요인들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존재론적 모순이나 현실의 부조
리 등이 드러나고, 청소년의 자아가 가진 욕구는 인정받거나 지지받기 때문에, 청소년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을 통해 자아의 욕구를 가시화하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자기위로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자기위로는 학습자가 자신의 유아적인 자아의 욕구를 확인하기 전 단계이
자,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자아의 힘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 자기위로에서 
종결되는 소설 수용은 본 연구의 교육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청소년 인물
이 드러내는 자아의 욕구를 통해 스스로의 자아가 가진 욕구를 확인하고, 소설이 정
체성 문제를 다루는 공감적인 태도로부터 자기위로를 하지만, 교사는 학습자가 가진 
자아의 욕구 및 위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소설 수용을 통한 자기위로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정체성 형성의 원리를 
시사한다. 개인의 정체성 위기는 외적·내적 계기를 갖는데, 대체로 개인의 정체성 위
기를 야기하는 외적 계기는 현실적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이다. 하
지만 외적 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소설을 통해 자아의 위기감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면, 이는 소설 수용 경험이 정체성에 관여하며 일어난 재의미화
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은 궁극적으로 소설 수용을 
통한 학습자 경험의 재의미화를 목표로 하며, 청소년 소설이 가진 청소년에 대한 공
감적 태도는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위로를 촉진시켜 재의미화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에 도움을 준다.

(3) 정체성에 내재한 긴장 용인하기

개인의 정체성에는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 정체성이 내재해 있으며, 이들 간의 간
장성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 및 대인관계 속에서 구체
화된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과 반대자의 대립 및 조력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
체성에 내재한 긴장관계를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결말에서 부정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체성이 어떻게 긴장관계 속에서도 안정된 자아를 이룰 수 있는지 독자에게 보여준
다. 이처럼 청소년 소설은 반대자 및 조력자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위로를 이룰 일으
킬 뿐만 아니라, 결말을 통해 반대자와 조력자 모두를 이해하는, 긴장 용인의 방법을 
제시한다.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 타인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
는 것은 정체성에 내재한 긴장을 용인하는 방법이 된다.10) 왜냐하면 개인의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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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각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표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감정과 타인
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정체성에 내재한 긴장을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타인은 내가 의도한 바와 
달리 나를 열등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지나
치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 그 자체는 아니지
만, 타인의 시선 및 외부의 기준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이 종종 정체
성 위기를 야기한다 해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
년 소설 교육은 청소년 소설에 그려진 정체성 문제 성찰의 기제들 중 특히 인물 간 
관계와 결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내가 보는 나와 외부에서 보는 나의 긴장
을 이해하고, 이를 용인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현실적 자아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하기

끝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 수용의 경험이 학습자의 현실에 적용되는 긍정적 
정체성으로써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설 속 정체성 문제를 자신의 경험과 연
결함으로써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통찰을 구체적 이미지나 정
보와 적절하게 관련시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소설을 자신
의 사회적, 정서적 현실과 관련시키는 과정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
후의 정체성 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청소년 학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

본 연구는 청소년 학습자가 청소년 소설 속 정체성 형성 과정을 수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소설 〈완득이〉를 진로 설정 과정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청소년 
인물 ‘완득이’의 정체성 문제와 자신의 정체성 문제의 비교를 포함한 자기이야기11) 
쓰기를 진행했다. 독서치료에서 독자와 인물의 ‘유사성’은 독자가 자신의 문제에 일정
한 거리를 둔 ‘안전한’ 상태에서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10) Joseph Gold(2002), p.49.
11) 이야기치료에서는 이야기가 가진 효능을, 문제를 내담자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제한적 진실과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 확신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의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야기 속 대상을 중심으로 성찰한 정체
성 문제는, 새롭게 쓰는 자기이야기를 통해 다시 자기 경험을 중심에 둔 성찰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참고해 본 연구는 〈완득이〉를 읽은 후 청소년 학습자가 자기이야기를 
쓰도록 하되, 자기이야기에 〈완득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공간을 반영하
도록 ‘완득이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의 비교를 포함’하라는 발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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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대부분의 독자가 개인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가진다.12) 이를 참고할 때, 청소년 학습자는 청소년 인물 완득이의 정체성 문
제와 자신의 문제를 비교함으로써 둘의 정체성이 가진 유사성 및 차이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교육적 수용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 
독자가 비교 대상으로서 선택하는 소설 속의 정체성 문제들은 자아의 성장에 필요한 
경험, 즉 자아가 가진 욕구에 대한 무의식이 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습자에게 수용 대상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한 〈완득이〉는 교과서에 수록되
어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된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장
편소설 〈완득이〉의 전체 줄거리를 주지하고 있었다. 이 점은 제한된 차시 내에 장편
소설인 〈완득이〉를 읽고, 자기 이야기를 쓰기 위해 정체성 문제가 드러난 주요 부분
만 발췌해 요약적으로 제공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주었다. 

1)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공감

(1) 표층사건에 기반을 둔 감상적 향유

소설의 사건은 요약의 추상적 수준과 그에 동원되는 논리적, 문화적 맥락의 성격에 
따라 표층사건과 심층사건으로 구분된다. 표층사건이란 객관적, 외면적 수준에서 파악
된 사건으로서, 서술에 사용된 언어, 또는 행동의 표면적 양상을 지시하는 언어로 간
추려진 사건이다. 반면 심층사건은 상황과 인물의 특성이 내면적으로 파악되며, 보편
적인 사상과 문화의 맥락이 반영된 추상적으로 진술된 사건이다. 작품의 해석은 표층
사건으로부터 심층사건으로 나아가는 활동으로,13) 이를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수용에 적용할 때, 학습자는 갈등의 심층에 있는 청소년으로서의 맥락, 즉 청소
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편, 표층사건 위주의 수용은, 청소년 인물과 학습자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왜냐하면 완득이는 난쟁이 아버지, 베트남인 어머니, 정신지체를 앓는 삼촌 
등 평범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갖고 있으며, 보통의 학생들과 달리 학업을 통해 진
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학습자들이 학업을 통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완득이가 처한 표층사건에만 집중할 경우 학습자는 청소년 인물
과 공감적 관계를 이루기 어려웠다.14)

12) Joseph Gold(2002), pp.51-52.
13) 최시한(2005), pp. 96-97.
14) ‘나는 그런 비웃음을 받는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득이와 같은 방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2-B(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완득이 같이 스펙터클한 삶은 없었다.[2-B
(가)]’, ‘나는 일차적으로 좋은 입시 결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 때문에 내가 
지금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써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예체능 쪽에 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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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표층사건에 기반을 둔 공감을 이룬 학습자의 경우, 완득이와 자신의 정체
성 위기가 가진 외적 조건상의 유사성을 분석한 후 자신의 고통에 대한 도취로서 수
용이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 설정 과정을 그리는 청소년 소설에서 청소년 인
물은 경쟁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데, 학습자는 완득이의 무기
력이나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 경험만을 환기한 것이
다. 이러한 수용은 독서 경험으로부터 부정적 경험을 재의미화할 수 있는 틈을 만들
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완득이는 막연하게 길거리에서 싸움만 할 때보다 킥복싱선수라는 목표를 가진 후 복싱 훈련이 

힘들어도 웃으며 버틸 것이고 결국 킥복싱 선수가 될 것이다.(…)공부를 잘 못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이라는 운동을 하였다. 육상이라는 운동을 해서 나의 꿈은 국가대표라

는 꿈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다. 공부를 못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면 행복할 것

이다.(…)하지만 선배들의 욕, 돈도 빌려가는 행위가 나와서 그걸 잘 할 수가 없었다.(…)나는 그

때 부상을 입어 대회를 4개나 못 뛰었다.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더 심하게 괴롭혀서 운동 선생님

들에게 얘기했지만 계속 한 번 더 하면 말하라고만 하시고 해결 되는 게 없었다. 운동을 할 때 

타인의 소통에는 거의 아무런 배움이 없다. 결국에는 운동을 접고 이 학교에 전학을 왔다. 난 여기 

와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한다. 

[2A-(가)]

위의 학습자는 킥복싱선수가 되려는 완득이처럼 중학생 때까지 육상선수를 준비했
다. ‘공부를 잘 못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를 하려고 했고, 완득이가 복싱 훈
련이 힘들어도 ‘막연하게 길거리에서 싸움만 할 때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버
틸 수 있듯이 자신도 중학생 때 운동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완득이와 자신을 동일
시하고 있다. 특히, 행복했던 경험은 ‘국가대표라는 꿈’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
동을 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운동선수로서 갖는 포부와 취미로서의 운동으로, 운동이 
갖는 사회적‧심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환기된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 부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위의 학습자는 완득이
와 달리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우선, 부상과 동료들의 
괴롭힘, 그리고 조력자의 부재는 위의 학습자가 자신의 부정적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너무 큰 좌절경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 위기를 완득이의 
정체성 위기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상황과 비교한 데에서 자
신의 능력은 초라한 것으로, 조력자의 능력은 훌륭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편향성이 나
타난다. 무엇보다 위의 학습자는 완득이가 정체성 위기를 극복한 것은 ‘킥복싱’이라는 
일 자체, 즉 운동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이라기보다 싸움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없다.[7-C(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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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완득이에게 킥복싱은 사회화의 경험이기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다.

나도 완득이처럼 부모님이 나의 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반대하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심리학 연구 및 상담, 밴드활동, 일본어 번역인데, 부모님께서는 이런 직업은 수입이 안

정적이지 못하다고 반대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완득이네 부모님처럼 내 꿈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나

는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자유가 없이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감옥 같은 생활

을 하는 것이 매우 싫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는 완득이처럼 탈선한 때가 없

는 것 같다.

[2-A(바)]

위의 학습자는 킥복싱선수가 되고 싶은 완득이를 아버지가 반대했던 사건과 같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를 경험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현재의 삶이 불행하며 ‘지루한 감옥 같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느끼는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학습자의 
경우 완득이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나는 완득이처럼 탈선한 때가 없는 것 같다.’는 
말에서 보이듯 완득이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차이점을 분석한 맥락을 
보면 학습자는 ‘감옥 같은 생활’이 갖는 장점을 제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이기도 하나, 학습자가 현재의 생활을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탈선한 때가 없는 것’은 청소
년기의 자아가 가진 주도권에 대한 욕구에 반하는 면이 있으며,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반대 이유에 반영된 도구적 세계의 법칙에 학습자가 자신의 욕구를 억지로 
끼워맞추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에서 간추려지는 표층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
체성 문제를 성찰한 학습자들은, 부정적 경험을 환기하고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불
행을 감상적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완득이가 느끼는 무기력의 계기로
서의 심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태에서 완득이에 대한 수용이 종료
됨으로써 ‘불행하다’는 감상은 긍정적인 의미화로 나아가지 못했다. 

(2) 심층사건에 기반을 둔 경험의 의미화

심층사건 위주의 수용은 앞의 경우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화
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가 표층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 인물에 자신을 동일
시할 경우, 자아에 대한 인식도 표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설 
속에서 정체성 위기가 극복된 것과 같은 표면적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나야 부정적 
경험에 대한 재의미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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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적‧사회적 계기를 분석해, 심층사건을 중심으로 동일시할 경우, 우선 학습자는 
자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측면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면적인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의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
가 보다 여유로워진다.  

완득이의 상황을 보았을 때 완득이는 스포츠가 아닌 싸움을 할 때는 목표도 없었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싸움과 스포츠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는 방향을 설정하게 됐다. 나는 중학생일 때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이전에는 공부를 할 때에 아무 

느낌 없이 성적이 좋아도 나빠도 그저 그랬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는 성적을 두고 

아쉽고 안타깝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공부에 대해 두려움, 즐거움 같은 것이 생겼다. 소설에서 완득

이의 삶에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태도, 말, 성격도 변화하듯이, 나도 목표

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나는 허망한 꿈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완득이

의 완고한 꿈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나에게 목표와 간절함이 없는 꿈에서 현실이 되는 비전으로 

바뀔 것이다.

[2-C(다)]

위의 학습자는 긍정적 정체성이 나타나는 결말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완득이의 정체성 위기가 갖는 심층적 의미를 파악한다. 학습자
는 완득이의 무기력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여부에 있음을 
분석해, 중학생 때 삶의 방향을 정하기 전과 후의 심리 변화를 환기한다. 이 학습자
가 환기한 경험을 앞의 표층사건 위주의 수용을 보인 학습자와 비교할 때, 위의 학습
자는 외적인 사건으로서의 경험이 아닌 자아 내부의 심리적 경험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득이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킥복싱 선수’라는 결과가 
아니라, 진로 설정을 통해 나타난 완득이의 태도, 말, 성격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미화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층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 학습자는 자아에 대한 심층
적인 인식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징후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삶에 목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심리적 변화는 위 학습자에게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허망한 꿈’인지, ‘현실이 되는 비전’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이로써 
‘허망한 꿈’을 어떻게 재의미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는 삶의 
목표가 없을 때는 ‘성적이 좋아도 나빠도 그저 그랬’지만, 방향을 설정한 후에는 ‘공
부에 대해 두려움, 즐거움 같은 것이 생겼’음을 이야기하며, 현재 가진 꿈이 자신에게 
열정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의미화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완득이에게 꿈은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내면을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하는 존재인 것 

같다.(…)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질문이 오면, 여전히 난 우물쭈물 대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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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라고 말한다.(…)그래서 꿈을 갖지 않으면 계속 방황할 뿐이다.(…)내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

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인생의 ‘꿈을 갖는 것’이다. 이 목표는 꿈이 없는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나는 꿈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이

다.(…)언젠간 꿈이 내게로 걸어 올거라 생각한다. 나도 나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다.

[7-A(나)]

위의 학습자 역시 꿈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내면을 가진 자신과 정체성 위기
를 경험하는 완득이의 내면 사이의 공통점과, 끝내 꿈을 찾아낸 완득이와 여전히 꿈
을 찾지 못한 자신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의미화를 이루고 있다. 
이 학습자가 꿈이 없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간 
꿈이 내게로 걸어 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꿈을 갖기로 했으므로 현재 방황하는 사람인 것 역시 괜찮다는 학습자의 
태도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꿈을 갖기로 한 데에는 앞의 [2-C(다)]학습자와 같이 꿈을 가짐으로써 완
득이가 심리적 혼란에서 벗어난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C(다)]의 경우 
‘싸움과 스포츠의 차이’를 언급하며 완득이의 진로 설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가’하는 방향을 제시했음을 분석한 반면, 위의 학습자는 꿈의 유무 자체를 중요시 하
는 것에서 진로가 함의한 가치관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
다. 하지만 두 학습자가 환기한 경험의 차이를 보면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소설 수
용 과정에서 독자가 환기한 경험은,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아의 결함, 또는 결핍된 욕
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전자의 학습자는 자신에게 두려움, 즐거움 등의 감정을 들게 
하는 일을 욕구하고 있고 후자의 학습자는 꿈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욕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2) 정체성 형성 전략에 대한 검토15)

(1) 자기 문제에 대한 전략의 적용

로젠블랫은 읽기의 두 가지 방법을 문학적 읽기인 심미적 읽기(aesthetic reading)

15) 정체성 형성 전략을 검토한다는 것은 '실천지(實踐知)'로서의 정체성 형성 능력을 운용하
는 것을 말한다.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전략을 수용할 때, 학습자의 자아는 개인이 처
한 특수한 상황 맥락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를 살피는 한편 자기주도적인 의문을 제기함으
로써 소설의 전략 자체를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혜진은 실천지의 운용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수행을 각각 '대상주도적 자기형성'과 '자기주도적 대상구성'으로 개념화한 바 있
다.(황혜진,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조선시대 애정소설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해 학습자 수용 양상을 ‘자기 문제에 대한 
전략의 적용’과 ‘정체성 형성 주체에 대한 자아의 대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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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문학적 읽기인 원심적 읽기(efferent reading)으로 구분한다. 원심적 읽기란 텍
스트를 정보전달적인 것으로 생각한 읽기 방법인데, 독자의 선택에 따라 정서표현을 
위해 쓴 문학 텍스트도 원심적으로 읽을 수 있다.16) 청소년 소설로부터 정체성 위기 
극복 전략을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문제에 적용하며, 그 효용을 검토한 청소년 학습
자들은 청소년 소설을 정보전달 텍스트처럼 수용해 원심적 읽기를 했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전략’과 ‘학습자의 정체성 문제’ 간 영향 관계
에서, 어느 쪽이 영향을 주는 쪽인지에 따라 학습자 수용 양상은 상이한 경향을 보였
다. 우선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전략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 문제
를 성찰함으로써 경험의 재의미화가 나타난 학습자 수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완득이는 아버지가 광대이고 키가 작으신 이유와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놀릴 때마

다 열등감을 느끼고 싸움을 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그 열등감을 극복해낸다. 나도 아이들이 나를 놀릴 때 항상 화를 잘 못 참는 편이다.(…)

사실 나도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지만 맞는 말 같을 때도 있다. 완득이와 같

은 답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화를 참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일 것이다. 

[1-C(바)]

위의 학습자는 완득이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난쟁이 아버
지, 베트남인 어머니, 가난한 형편 등에 대한 열등감 및 타인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
게 되는 전략에 주목했다. 학습자는 자신도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럴 
때면 완득이가 그랬듯이 화를 참지 못하곤 하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적용
해 자기의 놀림 받는 상황을 재의미화하려 한다. 학습자는 아이들의 놀림이 ‘억울할 
때도 있지만 맞는 말 같을 때도 있다’며, ‘화를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완득이가 아버지의 장애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머니를 받아들인 것은 부모님에 대한 타인의 조롱을 ‘맞는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
니며, 화를 참게 된 것이라기보다 조롱에도 정체성 위기를 겪지 않는 강한 자아를 정
립한 것이다. 위의 청소년 학습자가 완득이의 정체성 형성 전략을 이처럼 오독한 것
은, 첫째로 〈완득이〉에 나타난 ‘몸’과 관련한 사회적 맥락을 간과했기 때문이며, 둘째
로 청소년 소설의 결말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정체성을 마치 도덕규범처럼 형식적 가
치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소설의 바람직한 교육적 수용은 청소
년 소설에 나타난 긍정적 정체성을 학습자의 정체성에 완벽히 재현하는 것에 있는 것

16) Louise M. Rosenblatt,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김혜리·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 : 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론』, 
2008, p.445.



- 130 -

이 아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소한 성장을 이루더라도, 교육적 수용의 본질은 청소
년 소설 수용을 통해 학습자가 자아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자아가 가진 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독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실천지(實踐知)
의 운용 과정에 있다.

〈완득이〉에는 ‘열등감이란 녀석 은근히 사람을 노력하게 만든다.’는 부분이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다. 지금 나는 이게 부족하다. 열등감을 통해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열등감이 폭발해 버린다. 나는 왜이리 공부를 못 할까? 애초에 이 길이 내 길이 아

니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서 고생을 하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아

래로 더 아래로 데려간다. 하지만 완득이처럼 내 창피함과 모자람을 떳떳이 받아들이고 이해하

면 부정적인 생각은 이내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맑은 거울이 될 것 같다. 나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며 열등감이란 녀석을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만들어 이겨낼 것이다. 

[1-B(라)]

위의 학습자는 열등감에 대한 완득이의 의미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위 학
습자가 [1-C(바)]의 수용에서 보인 ‘완득이의 싸움 : 친구들의 놀림에 대한 나의 화’와 
같은 일차적인 유사성에 대한 동일시가 아니라 정체성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재의미화에 대한 분석을 했음을 뜻한다. 또한 긍정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청소년 소설
의 결말을 수용할 때, 열등감을 극복한 상태의 결과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능케 하
는 “의지의 능력”17)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리적 판단이 대상에 대한 동의 또는 반
대로 그친다면 미적 판단은 대상이 보여주는 의지의 능력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소설 
수용에서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가능케 한다.18) 위 학습자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나
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맑은 거울’로, 낮은 학업 성취는 ‘가능성’에 대한 긍정 및 극
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의미화하는데, 이는 완득이가 보여준 ‘열등감을 통해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 형성의 과정, 및 정체성 위기를 극
복하려는 갈망을 충족시키는 의지의 능력을 정체성 형성의 전략으로서 적용한 위의 
학습자는 단순한 적용이 아닌 자기다운 의미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17) 조현일, 「미적 동일시의 유형과 소설교육」, 『우리어문연구』 47, 우리어문학회, 2013, 
p.356.

18) “이 소설이 말하는 바는 내 가치관과 다르군.” 하는 것으로 끝나는 판단은 수용자의 인격 
형성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황혜진(2006), p.199.) 하지만 표층적인 요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소설에서 그리는 경험의 재의미화가 이뤄지는 방식에 대해 미적 판단을 한다
면, 독서 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의미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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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체성 형성 주체에 대한 자아의 대입

앞에서 살펴본 전략 적용의 사례가 청소년 소설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에 새롭게 의미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정체성 형성 주체
에 자신을 대입함으로써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및 
소설이 갖는 의의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양상을 분석하려 한다.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전환점을 지나게 된다면,(…)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향을 계속해서 좇으면, 나 자신을 계발하기 위한 열등감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열등감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완득이가 말한 답에 대해 나의 의견을 한번 써보자면, 완득이

의 ‘싸움질’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당당함은 나에 대한 떳

떳함을 전제로 하고 창피함은 나 자신에게 문 닫는 행위로 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

[1-E(다)]

정체성 형성 주체인 완득이에게 자아를 대입하는 양상을 보인 학습자들은 소설에 
제시된 ‘답’과 다른 답을 제시한 특징이 있다. 위의 학습자의 경우, 완득이의 ‘싸움질’
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족’때문일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실제 소설
에서는 말로 받은 상처를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위 
학습자가 싸움질의 이유를 ‘사랑의 부족’으로 보는 데에는 완득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부분을 떠올렸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는 ‘창피함은 나 자신에게 문 닫는 행위’라는 서술에서 암시된다. 한편, 
학습자가 완득이의 싸움질을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측면에서 해석한 데에
는 학습자의 자아가 가진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1-E(다)]는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전환점을 지나게 된다면’,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향을 계속해서 좇으면’, ‘나 자신을 
계발하기 위한 열등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등의 서술처럼 ‘나’라는 단어를 매우 자
주 사용한다. 또한 스스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아직 맞지 못했으며 이상향을 충분히 
좇지도 못했음을 의식하고,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의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위의 학습자는,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문을 열고 자아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탐구하는 경험을 욕구하고 있는 것이다. 

완득이라면 아마도 이 질문에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답할 것 같다.(…)나 역시도 무언가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나만의 상징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노력하게 될 것 같다. 완득이의 답에 대해 나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완득이의 답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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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남 몰래 숨겨왔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또

한 완득이처럼 상처를 당당히 드러내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얻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7-A(나)]

한편, 위의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 〈완득이〉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완득이
의 긍정적 정체성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독자는 이처럼 소설이 제시한 가치
나 문제 해결의 전략을 다시 소설에 적용하여 소설을 평가할 수도 있다.19) 학습자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처에 대한 대처법을 누군가 질문했다고 가정하고 ‘완득이라
면 아마도’ 했을 대답을 서술한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대답도 
밝히는데, 학습자의 대답은 완득이의 대답에 기대 자신의 읜견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
다. 우선 학습자의 말이 ‘나 역시도’라는 말로 시작해 완득이의 대답을 중심으로 제시
되기 때문이고, 그 내용도 ‘상처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과 ‘나만의 상징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과 같이, 상처를 드러낸다는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학습자
는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완득이의 ‘답’이 소설 외부 활동인 수용 과정에서 갖는 의의
를 평가한다. 그에 의하면 완득이와 같이 상처가 있는 인물이 상처를 당당히 드러내
는 모습은 다른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고취시킬 것이
므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 경우 학습자가 〈완득이〉를 수용하는 또 다른 독자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하고 있으며, 청소년 소설 수용을 통한 독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
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소설 수용에 관여하는 독자의 욕구를 의식할 때, [7-A(나)]
는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치료적 효과를 경험한 바 있거나, ‘이 세상에서 남몰래 상처
를 숨겨왔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3) 조력자 인물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20)

(1) 구체적 역할 모델로서 자기 삶의 조력자 관찰

‘역할 모델(Role Model)’은 아동발달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의 개념으로, ‘타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방할 만한 기준으로써 인식되는 실제 인물이나 가상적 인물’로 
정의된다. 모델링은 ‘모방할 만한 기준’과 자신의 유사성을 높이려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추동되며, Ibarra(1999)21)는 역할 모델을 구성하는 개인의 활동을 ‘합성

19) 황혜진(2006), p.204.
20) ‘역할 모델링(Role Modeling)’은 개인이 역할 모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닮고 싶은 행동 및 특성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모델링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의 
욕구에 맞는 특성을 선택하게 된다. (문지희, 「리더십 역할모델링 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
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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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과 ‘이상화(Idealization)’로 분류한다. 전자가 모델을 관찰해 그의 이
미지에 자신의 이미지를 맞추는 것이라면, 후자는 모델의 이미지에서 닮아야 할 부분
과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활동을 말한다.22) 청소년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
에 나타난 조력자 인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본 
연구는 Ibarra(1999)의 논의를 참고해, 청소년 학습자가 보인 모델링 활동을 ‘구체적 
역할 모델로서 자기 삶의 조력자 관찰’과 ‘선택적 모방을 통한 자기 역할 정체성 형
성’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청소년 소설 속 조력자 인물의 특성을 통해 구체
화된 역할 모델을, 학습자 자신이 아닌 자기 삶에 실제 있었던 조력자의 이미지와 합
성하는 수용 양상을 분석하려 한다.  

청소년 소설은 조력자 인물을 청소년 인물의 자아가 가진 욕구와 조응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적인 특성을 지닌 인물로 제시하며, 이러한 소통 과정은 청소년 인물
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맥을 같이 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로서 의미화된
다. 이처럼 청소년 소설은 조력자 인물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청소년 인
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 모델(specific model)23)을 제시한다. 실제 
청소년 학습자의 모델링은 청소년 인물과의 소통 과정 및 긍정적 정체성의 계기로서 
조력자 인물이 갖는 특성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완득이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동주의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무엇인가 인물

이 변화할 때, 완득이처럼 인물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에 우리 학교에 있었던 고종열 국

어 선생님도, 야구를 하다 부상을 당해 우울한 시절을 보내던 때 터닝 포인트를 준 사람은 선생님

의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의 자아정체성을 변화하게 해준 또 해줄 사람은 누구인

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사람은 아주 많지만 크게 3명인 것 같다.(…) 

[1-A(마)]

〈완득이〉에는 ‘똥주 선생’과 킥복싱 관장님, 그리고 ‘혁주’, ‘윤하’ 등의 조력자 인물
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똥주 선생’을 모델로서 선택했다. 그 이유는 첫
째, 완득이에게 ‘킥복싱 선수’로서의 특수한 직능을 교육한 관장님과 달리 ‘똥주 선생’
은 완득이와 친교 관계를 맺어 타인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 점
이 학습자의 자아가 가진 욕구에 더 쉽게 조응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둘
째로, 〈완득이〉의 정체성 형성 서사에서 조력자 인물인 ‘똥주 선생’이 가진 비중 자체

21) H. Ibarra, Provisional selves: Experimenti ng with image and identity in 
professional adapt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4), 1999, pp.764-791.

22) 문지희(2012), pp.5-10.
23) Gibson(2004)에 의하면, 역할모델은 모델이 가진 총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전체적 역할모

델(global role model)과 하나의 특성 혹은 작은 묶음의 특성을 강조하는 구체적 역할모델
(specific role model)로 분류할 수 있다.(위의 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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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24) 
인용된 부분 뒤이어 서술된 학습자 삶의 실제 조력자들은 아버지, 선생님, 친구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습자가 자신의 외모, 능력 등에 대한 불만으로 낙담해 있을 때,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저 가벼운 대화로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줌으로써 비관
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도왔다는 것으로, 킥복싱 관장님보다는 ‘똥주 선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자와 소통한 특징이 있다. 학습자는 자기 삶에서 만난 세 명의 조력자
뿐만 아니라 국어 선생님의 국어 선생님을 예로 들며 조력자의 이미지를 우울한 시절
을 보내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구체화하고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완득이는 변화를 해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변화를 해

낸 것은 똥주와의 소통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변화 전 완득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선생님이랑 소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다. 처음 소통하지 않을 때는 내가 먼저 남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친

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고, 반대로 나도 남들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내 삶은 완득이처럼 긍정적

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7-C(라)]

우리는 완득이처럼 소외된 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활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득

이와 같은 사회부적응자, 혼자 밥 먹는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D(가)]

위의 두 학습자는 소외된 완득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똥주 선생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력자 인물의 역할 모델을 관찰하고 있다. 그런데 [7-C(라)]의 경우 학습자 스스로를 
조력 받는 입장에 두고 있다면, [2-D(가)]는 그 자신은 ‘완득이처럼 소외된 아이가 아
니’고 ‘활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득이와 같은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
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력자의 이미지에 대한 두 학습자의 
관여 정도에서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는 똥주 선생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
여, 이를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 친구들의 이미지와 합성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먼저 다가가는 사람’으로서의 똥주 선생의 이미지에 ‘활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라는 성격적 특성을 추가한다. 또한 완득이의 이미지를 ‘소외된 아이’, ‘사회부적응
자’, ‘혼자 밥 먹는 아이’ 등으로 제시해 조력자 모델과 대비시킴으로써 이미지의 합
성이 아닌 ‘우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24) 김지형(2009:209), 오홍진(2009:133-134), 김화선(2008:296) 등의 연구는, 완득이의 성장 
서사에서 똥주 선생의 비중이 커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 완득이보다 똥주 선생에게 
무게감이 기울게 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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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모방을 통한 자기 역할 정체성 형성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모델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능숙한 모델의 
기술을 수용해 신입사원이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습득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둘째로 모델보다는 시험적인 자기들(provisional selves)25)을 중심으로 
내적 기준과 외적 피드백을 거쳐 새로운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는26) 자기화로서의 의
미가 있다.

완득이는 킥복싱을 배우면서 사부로부터 삶의 모습과 방향성을 배웠다.(…)그리고 만약 이 대답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나의 삶의 모습과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돌이켜보니,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모습과 방향성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나의 진

정한 목표는 그동안 막연히 ‘목사님’이라고 꿈을 정했는데(…)나의 진정한 목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다.(…)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A(라)]

위의 학습자는 완득이에게 삶의 모습과 방향을 알려준 ‘사부’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
선 자기 삶의 조력자를 찾는다. [2-A(라)]에게 ‘사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조력자는 
‘하나님’으로, 학습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
도록 하듯이,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력
자가 되겠다는 역할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런데 위 학습자가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조력의 의미는 〈완득이〉에 나타난 
조력자의 맞춤형 교육과는 관련이 없고, 학습자 삶의 조력자인 ‘하나님’의 이미지에 
국한된 것이다. 

그럴만한 인물들을 주위에서 찾아보자면, 동관이 같이 운동능력이 좋아, 나를 도와줄 친구, 주헌이 

같이 나를 활발하게 만들어, 빛나게 해 줄 친구, 종원이 같이 묵묵히 어디서나 자기 일을 하는 능

력을 주는 친구 등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친구들을 주위에 두려면, 나도 무엇인가 주는 능력있는 사람

이 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완득이는 싸움을 잘한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찾아보니, 내가 good 

listener가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 나는 good listener가 되려 한다.

[7-A(마)]

25) 자기화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모델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에서 ‘자기화를 통한 역할 정
체성 형성’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규정할 때, ‘시험적인 자기들’은 그 과도기에 있는 개별 
역할실험의 경험을 뜻한다.

26) 문지희(2012),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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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학습자는 스스로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선택함으로
써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가 선택한 능력은 ‘good listener’
라는 말로 표현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소설 수용을 통해 조력자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는 양상은 청소년기의 자아가 가진 특수한 욕구로 볼 수 있다. 아동
기의 자아는 성공적인 모델에 대한 완전한 습득을 욕구하는 반면, 청소년의 자아는 
인간의 미래 과제에 참여하고 자기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갈망한다.27) 즉, 청소
년 독자는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역할 모델을 선택적
으로 모방함으로써 자아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는 것이다.

3. 학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의 문제점 및 교육 내용 제언

김성진(2011)28)은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이 갖는 문학 교육적 의의를 ①청소년
이 무엇을 욕구하는가를 살필 수 있다는 점, ②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문
학에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 ③청소년기 정체성이 성장에 이
르는 과정을 형상화 하여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의의는 문학성과 교육성이 교차하는 청소년 소설의 속성29)에서 비롯된 것
으로,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은 인물 관계 및 결말로서 “문학화”된 청소년기 정
체성 형성 과정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다각도에서 보고, 다시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학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을 보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욕구하는 바를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에 공감 및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청소년 인물이 이룬 경험의 재의미화를 모델로 삼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전략을 찾고, 조력자로부터 이상적인 자아의 역할을 도출하는 것에서 긍정적 정체
성 형성을 향한 자아 발달의 토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 인물에 대한 동일
시에서 발전된 주체화,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이 가진 특성에 기반을 둔 세련화, 긍정적 
정체성의 실체화와 관련해 미비한 지점이 보였다.

27) 박아청(1990), pp.132-133.
28) 김성진(2011), pp.60-83. 
29) 김경연(2000),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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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에 나타난 문제점
 
(1)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인식 미흡

청소년 학습자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위기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했지만, 청
소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청소년의 내면은 청소년 인물
의 목소리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한 
우리 사회의 정상화나, 기성세대와의 대립, 경쟁사회의 구조 등의 이념은 외부에 드러
난 문제 상황의 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소설에 그려진 인물의 정체성 문제와 학습자의 정체성 문제를 연결하
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제는 ‘청소년으로서’의 공감대일 것인데,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 즉 발달과업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통찰이 없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청소년 소설 수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에 긍정적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 소설에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가 중점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념적 
특성을 지닌 반대자와 청소년 인물이 대립하는 정체성 인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청
소년 인물은 이 부분에서 정체성 위기의 외적 계기로서의 반대자 인물과 대립함으로
써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조력자 인물과의 소통을 통한 정체
성 형성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인물에게서 보이는 내적 갈등에서도 청소년기
의 심리 및 자아의 욕구가 묘사된다. 

이를 종합해 청소년 인물이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라고 할 때, 정체성 위기에 기반
을 둔 학습자들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불완전한 인물에 대한 ‘동정적 
동일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정적 동일시’는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한
편 고통 받는 ‘나’에 대해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
정이 타자와 나를 동일한 종류의 존재로 판단을 내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나 또는 
인물의 고통에 도취된 감상적 향유일 뿐, 인물과 독자 사이의 어떤 연대감도 자아내
지 못한다.30) 청소년 독자와 청소년 인물을 동일한 종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청소
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수한 사회적 경험이며, 소설에서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경험은 인물의 내면 등을 통해 심층사건으로서 나타난다. 

정체성 위기의 외적 계기에 해당하는 표층 사건에 주목한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 수
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내재된 부정적인 경험을 환기하는 모습은 보였다. 그러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고통을 감상적으로 향유

30) 조현일(2013), pp.3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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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외적 계
기들은 정체성 형성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중심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
문이며, 둘째, 정체성 위기의 심층적 의미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자신의 자아가 결핍
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심층 사건을 중심으로 동일시
를 이룬 학습자들은 청소년의 진로 설정이 갖는 심리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목표를 갖게 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2-C(다)]’, ‘나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7-A
(나)]’ 등의 부정적 경험을 재조직화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미적 거리두기의 실패

특히 ‘(1)자기 문제에 대한 전략의 적용’과, ‘(1)구체적 역할 모델로서 자기 삶의 조
력자 관찰’을 보인 청소년 학습자 양상에서 나타난 한계점으로 미적 거리두기의 실패
를 들 수 있다. H. R. Jauss에 의하면 미적 수용은 감정이입을 하는 동일시로부터 시
작되지만, 단순한 동일시와 구분된 ‘미적 동일시’는 독자의 현실적인 관심과 작중인물
로부터 거리두기, 즉 미적 거리두기를 겸한다. 조현일(2013)은 이러한 야우스의 미적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통한 소설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데, 
특히 완벽한 주인공에 대한 ‘경탄적 동일시’의 경우, 미적 거리두기의 유무에 따라 단
순한 모방과 본받기로서 경험의 질이 갈린다.31) 미적 감정에 있어 ‘경탄(admiration)’
은 ‘감탄(astonishment)’과 구별되는데, 경탄은 ‘새로움이 사라져도 그치지 않는 감
탄’으로, 단순한 감정을 넘어 대상의 삶이 갖는 이상적 속성에 대한 판단을 내포한다. 
경탄은 이상을 염두에 두고 대상에 비추어 자신을 측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미적 거
리두기 과정을 거쳐 얻는 감정이며, 조현일은 인격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학습자가 
감탄의 미적 감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한다. 감탄의 결과로 학습자는 대상
을 모델로 행동 유형을 모방할 수 있는데, 이때 전형의 존재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
라, 전형의 존재가 가진 ‘자율적 통찰과 의욕’32)을 본받을 때,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자기화 된 본받기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 소설의 결말 및 조력자 인물에게서 탐색한 긍정적 정체성의 요소 및 이상적 
속성을 자기 삶에 직접 적용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는 데에서 그친 학습자들은 
자신이 동일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의 행위 그 자체를 전략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 소설 속 인물이 보인 정체성 형성의 전략은, 그 인물이 가진 자기다움
과 조응한 산물이다. 청소년 인물과 청소년 학습자, 또는 조력자 인물과 청소년 학습
자가 공유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정체성이란 본질적으로 사회

31) 조현일(2013), pp.341-346.
32) “전형의 존재가 의지하고 행동하는 바에 따라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 (M. Schel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이을상·금교영 역,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 서광사, 1998, p.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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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유지되고 독특한 것으로 인식되는 자기다움이다. 이러한 점에
서 단순한 동일시 및 전략 위주의 단순 모방은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
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3) 긍정적 정체성과 현실의 긴장관계 간과

‘(2) 정체성 형성 주체에 대한 자아의 대입’과 ‘(2) 선택적 모방을 통한 자기 역할 
정체성 형성’을 보인 학습자의 경우, 청소년 소설의 스토리와 학습자 본인의 스토리로
부터 거리를 둔 미적 거리두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
들은 단순한 모방에서 발전된 자기화 된 수용 경험을 나타냈다. 하지만 두 유형의 학
습자 모두 정체성 형성의 전략을 적용한 자아,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직접 실천하
는 자아의 전망을 이야기할 때 정체성에 내재한 긴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성찰적인 
낙관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 소설의 결말은 정상성 이념을 내포한 타인의 시선, 기성
세대 등이 부정하는 청소년 인물의 자아가 가진 주체적인 힘을 긍정하고, 이념을 이
겨내어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기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결말에 제시된 청소년 인
물의 정체성은 홀로 고립된 장소에서 자아의 힘을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및 사
회와의 관계성 속에 다시 스스로를 위치시킴으로써 현실과 긴장관계에 놓인다. 

청소년 학습자가 이러한 긴장관계를 간과한 데에는 정체성 위기를 보여주던 소설 
전반부와 달리, 결말에서는 동일시보다는 갈등을 해소한 모델로서, 인물이 사용한 전
략을 탐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체성 위기를 중심으로 동일시를 이룬 학
습자의 경우 앞서 ‘(1)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인식 미흡’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감상적 향유를 주로 보인 반면, 조력자 인물 및 결말을 중심으로 수용한 학습자는 
동일시 및 감정의 교류보다는 원심적 읽기(efferent reading)33)를 하는 경향이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 소설은 결말에서 청소년의 주체성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독자의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화를 온전히 내면화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근대적 성장소설과 
구분되는 특수한 ‘성장’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긍정적 정체성이란 갈등이 없는 무통
(無痛)의 상태가 아니라, 갈등의 경험을 자기다운 방식으로 의미화함으로써 갈등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자아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흔들지 않는 상태라는, 정체성의 본질
이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의 결말은 청소년 소설이 가진 문학적 특성이자, 청소년 학
습자가 정체성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33) Louise M. Rosenblatt(2008),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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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을 위한 교육 내용 제언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학습자의 청소년 소설 수용 양상의 특징과 문제점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적 수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를 참
고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는 Heinz Kohut이 제시한 심리
치료에서 내담자의 자아가 욕구하는 지지와 이상을 제공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예술작
품이 담당하는 치료법이다. 코헛의 자기심리학은 정신병리를 본능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고전 심리학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은 자아의 
구조에 결함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치료자가 내담자의 결함을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
한 치료를 제시한다.34)

앞서 청소년 소설 수용이 형성하는 독서 경험을 파악하는 데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의 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기심리학적 심리치료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 위기를 인식하고,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청소년 소설 속 정체성 
형성 서사의 흐름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다. 또한, 내담자는 예술 작품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이뤄야 하고, 작품은 내담자가 가진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치료의 
필수 조건을, 청소년의 인물 시각 및 청소년기 정체성에 내재한 자아의 욕구를 내적 
구조로 하는 청소년 소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갖출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
심리학적 심리치료 과정을 참고해 단계별로 청소년 소설 교육 내용을 제언하려 한다.

(1) 청소년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적 반응 활성화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시각을 재현하고, 그 시각을 통해 청소년으로서 경험 
하는 정체성 문제를 그리기 때문에 청소년 독자는 여타 소설 작품보다 청소년 소설을 
더욱 자기 이야기와 비슷한 것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청소년 인물이 느끼는 정체성 
위기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독자들은 자신의 정 
체성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내적 계기들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체성 위 
기에 직면하는 것 자체에 저항할 수 있으며, 정체성에 관한 모호한 인식들을 구조화 

34) Michael St. Clair, Object Relations and Self Psychology, 안석모 역, 『대상관계이론
과 자기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0, pp.245-248

자기심리학적 심리치료 과정
상담자의 공감을 
통한 내담자의 
자기대상 탐색

→
자기대상

전이
→

최적의 좌절
▽

변형적 내재화
→

자아와 자기대상 사이에 
성숙한 성인 수준의 

공감적 의사소통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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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때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계기들과, 그

러한 계기에 대한 청소년 인물의 반응을 일관되게 구성함으로써 청소년 독자들이 자
신의 정체성 문제를 성찰할 때 필요한 인식의 경계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소
설에 그려진 정체성 문제를 공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독자 의식하지 못
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한 느낌 및 반응을 인식하는, 자기대상 탐색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 밖에서 자신의 혼란을 대신 떠맡는 청소년 인물을 인식
할 때 “우리가 너무 밀착하여 볼 수 없던 더 큰 그림”35)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자는 소설을 공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설 속 인물에 스스로를 동일
시하고, 인물의 삶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매개로 자기 삶의 억압과 상처를 표출하고, 
환기하게 된다. 최인자의 연구36)는 학습자의 감정적 반응이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
는 데로 나아가는 학습자 반응 양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독서치료에서 치료자는 독자
의 단순한 반응들, 과거 회상, 의견 표현으로부터 자아를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러
한 자아 인식의 재료들을 활용해 학습자는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부분’, 특히 남들
과 달 리 내게 특히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 특정 인물
이나 배 경, 주인공의 고민 등으로 자신의 단순한 반응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보인 반응의 계기를 학습자 스스로 검토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과거 경험 및 어떤 주제
에 대한 의견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소설 전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확인한 후
에는 학습자가 소설 속 특히 어떤 요소를 자신과 강하게 동일시하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성찰을 구체화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주요하게 인식
할 자기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소설 속 인물, 또는 소설에 묘사된 정서나 일부 장면에 
대한 통쾌함(poignancy)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37) 통쾌함의 감정적 반
응은 학습자가 자아의 욕구를 어떤 부분에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대상을 탐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동일시를 통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자기위로

‘자기대상 전이’의 단계에서 청소년 소설 수용은 청소년 독자에게 자아 인식의 경험 
및 욕구의 결핍과 관련한 위로의 경험으로 의미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청소
년 소설에 나타나는 자아 인식의 경험은, 반대자 인물과의 관계를 통한 청소년 인물
의 정체성 인식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소설 속 반대자 인물들은 청

35) Joseph Gold, 앞의 책, p.50.
36) 최인자(2016), pp.93-118.
37)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치료』, 학지사, 2004. pp.37-39;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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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한 이념적 계기로서, 청소년기의 특수한 사회적 지위
를 반영한다. 또한 반대자 인물과의 대립은 청소년 인물의 과대 자기를 억압하는데, 
이 상태에서 청소년 인물의 내면을 통해 묘사되는 부정적 정체성은 청소년기의 자아
가 가진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청소년의 특수한 심리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인물에 대한 동일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청소
년으로서’ 경험하는 심리적‧사회적 경험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학습자가 자아
를 인식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대자 인물과의 대립에서 반대자 
인물이 상징하는 이념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처한 사회적 위치 및 정체
성 위기의 심층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열일곱 살의 털〉의 청소년 인물 ‘일호’는 반대자 인물인 폭력교사 ‘매독’과의 
대립을 통해 무력하게 순응했던 기성세대의 권력이 가진 부당함을 깨닫고 권위에 대
한 혼란을 경험한다. 이 작품은 청소년을 억압 하는 학교문화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
머니 등의 인물로 그려지는 가족문화 및 청소년 에 대한 비행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
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권위들로, 학습자는 ‘일호’가 복잡한 내면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과, 그러한 권위의 부당함을 확신하는 순
간 보이는 주도적인 면모를 대조하며, 자신을 둘러싼 권위들을 새롭게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일호의 욕구가 충족되었음이 드러나는 부분은 일호가 ‘울프컷’을 비롯한 또래들과 
관계가 개선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짧은 두발 때문에 또래들 사
이에서 위축이 되고, 자기에게는 ‘범생이 일호’라는 죄수번호가 붙어있다고 생각했던 
일호가 ‘매독’의 부당한 권위에 반항한 후 안정적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된 것이
다. 일호가 ‘범생이’라는 별명을 ‘죄목’처럼 느끼는 장면과 ‘매독’에게 반항한 후 자신
에게 손을 내미는 ‘울프컷’의 모습에 기뻐하는 장면은 일호가 또래들과 유사한 성장을 
이루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청소년 소설에 그려진 청소년 
인물과 반대자의 대립 상황은, 청소년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 및 자아의 욕구를 인식
하는 계기가 되며, 청소년 학습자는 반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일시를 이룰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Heinz Kohut은 자아의 결함과 관련해 심리치료에서 이뤄야 할 자기위로를 
세 가지 욕구에 대한 것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❶과대적-과시적 자기 이미지를 반영
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❷다른 사람과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느낌으로써 자아를 보완하고 강화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 ❸무기력한 자
기 이미지에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이상화하고 싶은 욕구이다.38) 청소년 소설에서 청
소년 인물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은 조력자 인물이다. 예를 들어, 〈완득

38) Heinz Kohut(2006), pp.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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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킥복싱 관장은, 세상에 대한 분노 표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던 ‘완득이’에게 
스포츠 규칙에 따르는 킥복싱을 교육함으로써 킥복싱 선수로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
는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킥복싱 기술은 단순히 직업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득이’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 이는 관장의 교육 내용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싸움과 규칙 에 따르는 킥복싱의 대비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수용 양상에서 살펴본 바, 자기 삶의 조력자를 기억해내는 것에서 그 치는 학습자
도 있었지만, 조력자의 이상적인 속성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스스로 이타적인 조
력자의 역할을 하려는 욕구를 보이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1) 구체적 역할 모델로서 
자기 삶의 조력자 관찰’을 보인 학습자의 경우, 조력자의 이상적 속성을 찾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안정감을 회고하는 데에서 그치므로 경험의 재의미화를 이
루는 데에 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2) 선택적 모방을 통한 자기 역할 정체
성 형성’을 보인 학습자의 경우, 조력자가 가진 이상적 속성을 수행할 만한 스스로의 
장점을 탐색하는 등, 동일시가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 소설에 등장하는 어른 조력자 인물들은 어른임에도 기성세대 인물과 반대되
는 삶의 태도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완득이》의 ‘똥주 선생’은 악덕 공장주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고, 《열일곱 살의 털》의 ‘일호 아버지’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 방식을 
두고 ‘오광두 선생’ 및 자신의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력자 인물들
은 결말에서 청소년의 정당성에 대한 상대적 패배를 겪는 기성세대 인물들과 대비되
어 기성세대가 빠지기 쉬운 타성을 이겨낸 인물, 현실의 무게에도 자기다움을 꺾지 
않은 인물로서의 이상적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인물형에 대한 동일시는 근래 지양해
야 할 어른의 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꼰대’나 ‘갑질’의 속성과 관련해 청소년 학습자
가 미래의 자신을 이상적인 어른으로서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미적 거리두기 활성화와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통찰

동일시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청소년 학습자 자신의 실제 삶에서 거리를 두고 
소설 속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일시다. Jauss는 미적 수용에서의 동일시, 즉 
미적 동일시는 미적 거리두기가 내포된다고 주장하며, 미적 거리두기를 다시 독자의 
현실적인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외적 거리두기’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는 ‘내
적 거리두기’로 구분한다.39) 앞서 학습자의 감정적 반응을 활성화하는 단계가 ‘외적 
거리두기’를 내포한 동일시 단계였다면, 그러한 대상이 학습자의 자아 내부에 표상된 
상태를 뜻하는 ‘자기대상’은 오히려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는 ‘내적 거리두기’ 를 실
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찰’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

39) Robert C. Holub, The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최상규 역, 『수용
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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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객관적인 인식을 체득하는 것”40)으로, 축적된 경험을 재의미화함으로써 자아를 재
정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찰의 단계는 자아의 욕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는 현실, 또는 
타인을 주목하는 것으로, 통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인상의 ‘병치’가 필요하다. 독서치
료의 단계에서 ‘병치(juxtaposition)’는 독서치료 참여자가 새로 입력된 인상에 비추
어 처음에 나타났던 반응을 돌이켜보고, 특히 처음에 나타났던 가치, 상황, 개념, 태
도, 느낌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않은 사항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41) 

청소년 소설은 결말에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 청소년 인물을 그림으로써 자기 
확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느끼는 청소년이 가진 강한 자아를 지지한다. 하지만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적 봉합의 결말은, 청소년 인물 개인의 강한 자아를 다
시 사회적 관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여전히 존재하는 타인의 시선, 기성세대의 삶에 
내재한 삶의 진실 등을 제시해 갈등의 불완전한 해소를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에게 
타인 및 세계와 자아의 관련성을 끊임없이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소
설의 결말은 청소년 인물 및 독자에게 있어 ‘최적의 좌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불량가족 레시피〉의 청소년 인물 ‘여울’은 가족들에게서 혼외자식이라 
는 이유로 무시 받고, ‘불량한’ 가정환경 탓에 가출 계획을 세운다. 이런 ‘여울’을 친 
엄마처럼 지지하는 조력자, ‘미카엘 아줌마’는 가족들에 대한 여울의 불신에 대해 ‘어 
른이라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인정한다. 학습자는 미카엘 아줌마의 말로부터 전 
복에서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조력자는 여울과 코스프레 취미를 공유하는 
데, 코스프레는 여울을 공주로 변신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그러나 〈불량가족 레시피〉의 결말은 여울이 흩어진 가족들을 모으고 아버
지와 할머니를 챙기기로 결심함으로써 가장의 역할을 떠맡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소설은 여울이 가족수호자가 되기까지 그의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가족수호자가 됨으로써 ‘불량가족’에 대한 여울의 기억이 어떻
게 재구조화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학습자 수용 양상에서 결말의 청소년 인물에 대한 동일시는 정체성 형성 전략의 적
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소설 속 전략을 그들의 생
활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전략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학 속에
서 상상된 문제해결의 상황은 그 자체로 독자에게 통제의식과 성공의 느낌을 심어준
다. 설사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고찰하는 
것만으로 문제해결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42) ‘(2) 정체성 형성 주체에 대한 자아의 

40) 손정표, 『신독서지도 방법론』, 태일사, 2000, p.39.
41) 한국독서치료학회(2004), p.56.
42) 에릭슨은 조루 증세로 고민하는 남자에게 최면을 건 다음, 소설 속 조루문제를 해결하라 

고 요청했다. 최면에서 깨어나 남자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조루문제는 해결되어 있
었다. 한편 삶에 무기력을 느끼는 중산층 여성에게 치료사는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
다〉를 읽고 주인공의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 여성은 여주인 
공의 의사소통 부족과 자신감 부족이 그런 비극을 낳았다고 답변한 후 이러한 성찰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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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에 제시된 학습자들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에서 제시하는 정체성 형성 전략은 정체성과 관련한 경험의 범주에 따

라 다른 성격을 가진다. 우선 자의식과 관련한 정체성 위기의 경우 정서중심 대처가 
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합★체〉의 조력자 인물은 자신의 작은 키를 거부할 수 
없는 ‘개죽음’의 운명으로 여기는 청소년 인물에게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는 대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기성세대의 권위, 또는 경쟁사회구조의 배타성과 같이 
청소년 인물이 놓인 사회의 부당한 균형 및 구조가 문제가 될 경우, 직접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문제중심 대처가 나타났다. 그러나 〈열일곱 살의 털〉에서 일호의 두발 
반대 시위가 일호의 기성세대에 대한 타자지향적 이해로 이어진 점, 그리고 〈완득이〉
에서 ‘킥복싱’이 갖는 사회화로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문제중심 대처는 청소년 인물
의 타인 및 세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정서중심 대처를 겸한다고 할 수 있다. 

(4) 청소년 소설 수용 경험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 형성

독서치료에서 ‘프레임 다시 짜기(reframing)’는 대인관계, 상황, 문제에 대해 생각
하는 방식을 바꾸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말하는데, 문학의 ‘프레임 다시 짜기’ 능력
은 스토리 속의 상황이 독자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설의 스토리와 독
자의 스토리를 짜서 다시 맞추기 위해 독자는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고, 그 때문에 아
주 단단해 보이던 인식의 프레임 밖으로 독자는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독서는 사
람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져다주고 전에 인식하지 못한 태도를 꿰뚫어보게 하는 것
이다. 소설의 스토리와 독자의 스토리가 만드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을 
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적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단, 자기적용의 과정은 미적 거
리두기를 통해 학습자가 통찰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와, 자아가 맺는 타인 및 세계
와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
성’이다. 진정성은 내면적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태도로서, 인습
에서 벗어나 독특한 자기표현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자신을 검증받
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43)

심은영·김정모(2004)44)의 사례연구는 우울 성향의 아동이 가진 부정적인 자기 지각
이 긍정적인 자기지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이야기를 통해 ‘꼭 잘해야 하는 완벽성에
서 탈피해 결과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의 결혼 생활에 적용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Joseph Gold(2002), p.354.)
43) 최인자, 「'서사적 대화'를 활용한 문학 토의 수업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9, 서울대학

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b, p.298.
44) 심은영·김정모, 「이야기치료를 통한 우울 성향 아동의 자아개념, 우울수준, 문제행동 변 

화 사례 연구」, 『놀이치료연구』 8(2),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0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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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한다. 이는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의 재의미화가 반드시 자아가 가
진 모든 결함을 걷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의 힘
은,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독특성, 자신
이 속한 집단과 자아가 맺는 총체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도 계속성 유지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에 있다.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및 부정적 정체성의 계기가 되
는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
나 청소년의 주변에 산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직녀의 일기장〉 속 직녀가 꾼 
소설 초반과 결말의 유사한 꿈처럼, 청소년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 사고를 
통해 재의미화하더라도, 청소년은 여전히 ‘다리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의 앞에 완벽한 오작교가 놓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 
수용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형성하는 긍정적 정체성은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좋았다.’하고, 현실의 긴장에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태도라 할 수 
있다.

4. 정체성 형성 중심의 청소년 소설 수용의 교육적 시사점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을 위한 교육 목표 설정과 청소년 학습자의 실제 청소년 
소설 수용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육 내용을 제언한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가 청소년 소설 창작 및 비평과 교육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 및 한계점
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아래에서는 장르적 특성을 확고히 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는 청소년 소설에서,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양상을 중심으로 한 장르적 기준을 
세울 수 있음과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통해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1) 청소년 소설의 창작 및 비평의 장르적 기준 제공

현재 청소년 소설은 문학성과 교육성 사이에서 청소년 소설만의 장르적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침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김학찬(2018)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교
훈적이고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로 인해 ‘흥미나 관심사, 폭력성이나 음란성에 대
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심의’45)가 청소년 소설의 창작에 있어 소재나 표현을 일부 제
한시키며, 청소년 소설에 대한 비평도 교육성에 대한 고려가 나타남을 지적한다. 청소
년 소설이 청소년이 쓰는 말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
육적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런 적나라한 표현은 순화시켜 표현’할 것을 말하는 전명희 

45) 김학찬(2018),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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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평에서도 미학성과 교육성의 기로에 선 청소년 소설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청
소년 소설이 그 자신의 장르적 기준을 확고히 하지 못하면, 김성진이 우려한 바와 같
이 ‘타락한 교양 소설’46)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봉합’의 결말을 그리는 청소년 소설에 대해 교육성을 비
판하기보다 그러한 결말에 나타난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자아가 갖는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청소년 소설에 있어 교육성은 문학성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학적 특징임을 밝히고 있다. 단, 청소년 소설의 ‘교육성’이 사회화에 대한 일방적인 
계도가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가 가진 힘에 대한 긍정과 청소년의 시각에서 벌어지는 
타인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동시에 담고 있을 때, 교육성은 청소년 소설만의 특수한 
문학성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의 시각에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와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 본래 성찰의 과제는 한
편에서 가장 자기다운 본래성으로 되돌아가는 행위지만, 다른 한편에서 자기다운 본
래성에 관련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47) 청소년 소설은 자아와 세계를 청소년답게 인식하고, 자신의 관점을 보다 성숙
한 것으로 확장시키는 모습을 그려, 청소년 독자에게 정체성 성찰에 관한 모델이 된
다는 점에서 교육성을 지니지만, 청소년 독자의 공감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
는 문학적 장치들은 문학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청소년 소설은 문학성을 지니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나, 위악적인 청소년 
인물, 또는 부정적 주제를 드러내는 결말을 작위적으로 담으려 하기보다, 현대 청소년
의 정체성과 청소년다운 인물시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성이 곧 문학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소설 작가 및 비평가들은 교육성이 곧 문학
성이 되는 특수한 장르적 기준을 통해 일반소설과 구별되는 ‘좋은 청소년 소설 작품’
을 축적해갈 필요가 있다.48) 

2) 청소년 학습자의 정체성에 대한 문학 치료적 효과

청소년 소설은 개별 작품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성인 소설에 비해 ‘마
치 주인공이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면서 끝나는 어린이책처럼’ 안전

46) 김성진(2011), p.77.
47)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2002, p.313.
48) 김학찬이 제시한 청소년 소설 침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청소년 소

설 장르가 따로 있다고 해서 일반 소설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청
소년 소설의 문학성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문학적이라고 간주될 경우 문학성이 있는 
소설을 ‘굳이’ 청소년 소설로 출간하려 하지 않는다. ③문학성에 대한 기준은 일반 소설의 
것을 빌려 쓰고, 청소년 소설 장르를 분명히 할 개별 작품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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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말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49) 이는 독서 치료에서 독서 대상으로 삼는 작품의 
주요 조건인 ‘긍정적 주제’와 통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긍정적 주제’라 함은 독자
의 “장점을 강화시켜 주고 자신의 삶, 특히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좀 더 창의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자료”50)를 의미하는데, 긍정적 주제가 곧 낙천적인 단순화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낙관은 독자가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마치 별 것 아닌 
듯이 묘사하는 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확
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료는 치료적 효과를 갖지만, 부정적인 해결이나 반
응이 불가피하다는 암시가 있는 자료는 치료적 효과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소설은 정체성 위기의 상황을 그릴 때, 청소년 인물이 가진 청소년기 자아
의 욕구와, 이를 제약하는 정체성 위기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며, 이 모든 내적·외적 요
인을 청소년 인물시각을 거쳐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아가 가진 욕구의 
의미가 상술되고, 청소년에 대한 외부의 제약이 청소년의 생활공간 및 대인관계에 따
라 다양하게 유형화된다. 이처럼 청소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전달하
는 청소년 인물의 공감적인 태도는, 독자가 자신의 정체성 위기 경험을 떠올리는 데
에 도움이 된다. 특히 청소년은 인생의 문제를 향한 올바른 훈련과 준비가 부족한 상
태에 있고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권고, 또는 비판은 오
히려 그들 자신이 깊은 늪의 바로 앞에 서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51) 따라
서 청소년 독자가 자신의 자아 및 정체성의 상태를 인식할 때, 청소년에게 명령하고 
권고하기 쉬운 어른의 시각보다는 청소년의 있는 그대로를 공감하는 청소년 인물시각
이 효과적이다.

또한, 독서가 갖는 치료적 효과는 과거의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일
어났던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목적으로 과거를 탐구하는 데에서 오는데52), 과거의 
경험을 재의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
적인 경험을 기억하기를 꺼려해 이를 억압하지만 사실 억압된 기억은 그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숨겨지지 않는다. 단지 당사자가 원인을 알지 못할 뿐, 그의 정서적 반응, 
특히 고통의 반응은 억압된 기억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억압된 기억을 의식
으로 떠올려 사회적인 ‘스토리’로서 공유하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소설이다.53) 소설의 
‘스토리’는 “고통을 잘 이해하게 해서 더 큰 인생의 그림틀 속으로 그것을 끼워 넣
는”54)방법을 보여준다. 때문에 소설을 읽는 것은 첫째로,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며, 습관적 반응에 의존해 경험을 구조화하던 개인에

49) 한미화(2013), p.31.
50) 장혜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의 실제』, 중문, 2009, p.49.
51) A. Adler, H. Ogler,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설영환 역, 『아들러 심리학 해

설』, 선영사, 2015, p.122.
52) Joseph Gold(2002), p.64.
53) 위의 책, pp.65-67.
54) 위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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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자신이 실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통찰을 제
공한다.55)

V.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 소설의 정체성 형성 서사가 현대 청소년의 특수한 정체성 문제를 
그리고 있음에 주목해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의 정체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
한 이를 토대로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 내용
을 제언하였다. 

정체성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환경에 대응해 자기만의 특성을 형성하는 방
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그의 심리적·사회적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소설 읽기를 통
해 독자는 인물의 삶 속에서 보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따라서 소설교육은 인물과 학습자의 공감을 기반에 둔 심리적·사회
적 경험의 장이다. 또한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
년기에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를 현대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룬다. 여기에는 현대 청소
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우리 사회, 또는 작가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시
각, 그리고 청소년이 형성하기에 바람직한 정체성의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에 대한 연구는 소설 연구이자 청소년 존재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소설 연구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는 II장에서 청소년 소설의 개념 
및 서사의 특성과, 현대 청소년의 정체성을 연구한 이론을 탐구하였다. 먼저 II장 1절
에서는 청소년 소설의 개념과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특징을 분석했다.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이라는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텍스트 외부의 생
산, 소비, 기획 행위 등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연구자도 있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의 텍스트 내적 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경험을 다루며, 이를 
청소년 인물시각에서 표현하는 소설로 정의했다. 또한 청소년 소설의 내적 구조는 김
경애의 정의에 따라 청소년 인물시각, 정체성 모색 과정을 다루는 중심사건, 사회적 
봉합의 결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청소년 인물, 반대자 인물, 
조력자 인물은 각각의 내적 구조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물이 
가진 심리적 특성, 이념적 특성,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인물
의 특징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2절에서 본 연구는 현대 청소년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E. Erikson의 

55) Joseph Gold(2002),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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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현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와 청소년의 자아 인식
을 통합적으로 조망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미화 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현대 청소년의 정
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의
미화 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단계에서 청소년은 신체의 성숙을 비롯한 자기의 특성에 적
응하는 것, 기성세대의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실천하는 것, 가치체계와 미
래의 현실성을 고려해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가진다. 또한 청소년의 자
아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 청소년은 세 가지 발달과업아 관련해 자의식의 
과잉, 기성세대에 의한 주도권 상실, 대입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
다. 본 연구는 E. Erikson의 정체성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기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문제 범주를 ‘자의식의 문제’,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 ‘진로 설정의 문제’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문제 범주는 III장에
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분석 범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에릭슨이 
재구성한 간디와 루터의 전기를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
는 경험인 자기 초월, 세대의 계승에 대한 의식, 세계와 자아의 관련성 이해를 도출
하였다. 긍정적 정체성에 내재한 자아의 확장은, 청소년 소설의 결말에 제시된 청소년 
인물의 긍정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가 갖는 특성과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의 구조를 기반으
로, 이 연구는 III장에서 9편의 청소년 소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체성 분석 범주별로 나타나는 서사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본 
연구는 1절에서 정체성 형성 서사가 전개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자의식
의 문제는 논쟁 지향적 갈등으로 심화되며, 결말에서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서사와 
‘내가 보는 타인’의 서사의 연쇄가 나타났다. 세대 간 주도권의 문제는 균형 파괴적 
갈등으로 심화되다가, 기성세대의 생애사가 삽입됨으로써 청소년 인물이 기성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포용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을 보였다. 진로 설정의 문제
는 배타적인 사회구조를 문제 삼는 구조 지향적 갈등으로 심화된다. 때문에 진로 설
정의 서사는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고, 대안적 사회상을 그리는 서사와의 교
차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서사 전개 및 구성을 통해 귀납한 정체성 범주별 특성을 바
탕으로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소설에서 청소년 인물, 반대자 인물, 조력자 인물을 제시하
는 양상을 분석해 각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우선 청소년 인물은 자아의 욕구를 
추구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는데, 본 연구는 정체성 위기를 내적 욕구 간 대립 상황으
로 정의하고, 정체성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인물이 보이는 심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자의식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 인물은 회피적 태도를, 주도권의 문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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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진로 설정의 문제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심리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시각을 통해 반대자 인물과 조력자 인물을 묘사한

다. 반대자 인물은 청소년 인물을 억압하는 이념을 상징하고, 청소년 인물시각은 반대
자 인물의 이념적 특성을 직접묘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반대자와의 대립은 
청소년 인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 인식 과정을 표상한다. 반면, 조력자 인물은 
간접묘사로 제시되어 청소년 인물의 심리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격이 구성된다. 조력
자 인물은 청소년의 결핍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체성 형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며, 조력자 인물과의 소통은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표상한다. 

이 연구는 IV장에서 청소년 소설 수용이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기
여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1절에서 자기심리학적 예술치료 및 문학치료 
원리를 참고해 청소년 소설의 교육적 수용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 독자의 긍
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네 가지 청소년 소설 수용 경험을 추출했다. 이
에 본 연구는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가 
자아 인식 경험, 자기위로 경험, 긴장 용인의 경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의 경험을 축
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절에서 본 연구는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제 청소년 학습자의 청소년 소
설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학습자는 청소년 인물의 정체성 위기에 공감해 
자기를 위로했고, 소설로부터 정체성 위기 극복 전략을 탐색해 자기 문제에 적용했으
며, 조력자 인물을 모델 삼아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청소년 소설 수용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인식, 미적 거리
두기,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탓에 독서 경험을 긍정적 정체성으로 의미화하지 
못했다. 수용 양상에서 보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창작 및 비평의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 소설에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서사로서의 장르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소설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대입 경쟁 속에서 자아의 결함을 돌보지 못한 청소년 학습자가, 
자신의 심리-사회적 단계 및 문학 능력에 알맞은 소설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편하게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문학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학습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청소년 소설의 효과
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설 수용 교육은 
청소년 소설이 성인 소설에 비해 학습자와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이룰 것을 전제한
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의 문학 치료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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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identity patterns of adolescent protagonists in young 
adult novels a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 specific growth narrative 
containing an adolescent identity that resembles that of contemporary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education that triggers positive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Specifically, the identity formation narrative in young adult novels, identity 
crises of contemporary adolescents, and positive identity as the ultimate 
goal of identity formation are analyzed in this study. 

 This thesis defines the young adult novel, a genre mainly projecting 
adolescent readers, as a novel that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from the adolescent protagonist’s perspective. Therefore, the 
content of the young adult novel includes adolescents’ experi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olescent protagonist. Regarding content, the young 
adult novel shows how an identity crisis in adolescence proceeds to social 
suture through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Regarding form,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the adolescent protagonist is represen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agonist and opponents or assistants.

 In addition, identity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 that is 
also related to one’s response to the environment. Individuals form their 
identities by organizing their own experiences at the psychosocial level. 
Therefore, to understand identity among contemporary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ir psychosocial level and the way they organize 
their experiences. At this level, adolescents have development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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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adapting to their own characteristics (e.g., maturity of their 
bodies), developing value orientations that are independent from those of 
the older generation, and planning their careers according to their value 
orientations and future realities. The study on the self–percep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were experiencing negative 
self-consciousness, the loss of initiative by the older generation, and 
helplessness resulting from academic stress. This article includes a 
proposed theoretical framework for Erik Erikson’s view of identity for 
analyzing adolescent identity crises. The three categories of issues that 
constitute the identity of an adolescent are the “issue of 
self-consciousness,”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initiative,” and the 
“issue of career planning.” These categories form the basis for 
classifications of identity formation patterns in young adult novels (Chapter 
III). Meta–analyses of biographies of Gandhi and Luther reconstructed by 
Erikson a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the ego-expansion experience that 
forms positive identity—including self–transcendence, consciousness of 
generation succession, and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the ego—is developed. A finding of the study is that 
ego-expansion is embedded in the positive identity of the adolescent 
protagonist presented at the end of the young adult novel.

 In Chapter III, the patterns of identity formation among adolescent 
protagonists in nine young adult novels are analyz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y formation narrative and the structure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Section 1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constitution of the identity formation narrative, infer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rrative according to three identity issues. The issue of 
self-consciousness deepens into an issue-oriented conflict, and it is 
resolved with the narrative connection between the narrative of 
self-consciousness and the narrative of other-consciousness.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initiative deepens into a balance-destructive conflict, and 
it is resolved with the embedded narrative of the life history of the 
opponent, a member of the older generation. The adolescent protagonist 
comes to understand the opponent and embraces him/her. The issue of 
career planning deepens into a structure-oriented conflict that questions 
the exclusiveness of contemporary society. Therefore, the narrativ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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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lan extends to insight regarding social structure and intersects with 
the narrative depicting an alternative society.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young adult novel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dentity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development and constitution of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rotagonists, opponents, and assistants are 
also examined in this the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dolescent 
protagonist ha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desires of the self. 
Based on the definition of an identity crisis as a conflict between inner 
desires, the adolescent protagonist’s psychology during an identity crisis 
were investigated. One protagonist experiencing a crisis of self–
consciousness displayed avoidance; one experiencing the crisis of initiative 
exhibited anxiety, and one experiencing the crisis related to career planning 
showed confusion when faced with a dilemma. 

 Young adult novels depict opponent and assistant charact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olescent protagonist. The opponent character 
symbolizes the ideology that suppresses the protagonist and is portrayed 
critically through direct depiction by the adolescent protagonist. The 
confrontation with the opponent represents the protagonist’s recognition of 
social status and identity in adolescence. However, the assistant character 
is portrayed through indirect depiction, so his/her personality is gradually 
formed according to the psychology of the adolescent protagonist. The 
assistant mediates identity formation by satisfying what is lacking in the 
adolescent protagonist’s ego. Communication with the assistant represents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In Chapter IV, the investigation includes ways of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positive identities among adolescent learners through the 
acceptance of young adult novels. Section 1 clarifies the meaning of 
educational acceptance of the young adult novel, referring to the principles 
of self–psychological art therapy and literary therapy. Accordingly, this 
study cites four kinds of experiences that are needed to form the positive 
identity of the adolescent reader who accepts the young adult novel: self–
awareness, self–soothing, tolerance for the tension embedded in identity, 
and the formation of a positive identity.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accepting the young adult novel is to build up adolescent experienc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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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 positive identity.
 Section 2 describes an analysis of actual experiences of adolescent 

learners in conjunction with their acceptance of young adult novels, which 
embody the contents of education. Findings indicated that the adolescent 
learners either sympathized with the identity crises of adolescent 
protagonists and soothed themselves or explored strategies for overcoming 
such crises described in the novels, which they applied to their own 
problems. Alternatively, they tried to form positive identities by modeling 
the traits of assistant characters. However, the learners failed to organize 
their reading experiences in order to form positive identities because they 
were unaware of adolescent social experiences. Further, the absence of 
aesthetic distance and inconsideration of reality also hindered positive 
identity formation. This study makes up for such weak points with a 
proposal that the contents of young adult novel education aim specifically 
for the formation of the positive identity of adolescent learn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young adult 
novels, for which standards of creation and criticism have not been 
established, by providing the standard for the identity formation narrative 
as a genre. As young learners cannot treat their ego defects, though they 
compete fiercely on entrance exams,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with regard to the search for the therapeutic effect afforded by the 
acceptance of young adult novels that suit the psychosocial level of 
adolescent learners. 

 However, this study limits the validity of the young adult novel's effect 
on the positive identity formation of adolescent learners. Young adult novel 
education aimed at positive identity formation presupposes a strong 
empathic relationship with adolescent learners compared to that possible 
through the adult novel. Therefore, empirical research on the 
literary/therapeutic effects of young adult novels should be performed in 
subsequent research. 

 Key words: young adult novel, identity formation narrative, self–
consciousness, initiative, career plan, assistant, op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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