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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수필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 속 경험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내적인 문학 형식으로서의 수필을 창작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 양상에 

주목하여 수필 쓰기의 유의미한 부분 및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교육 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할 

것이다.

  수필이란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 즉 실제의 일을 바탕으

로 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서술자로서 직접 내세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작자의 인격적 개성과 정서를 형성하여 독

자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장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필의 특성에 주

목하여,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을 내면화하는 장면과 이를 구체적으로 

외현하여 잠재 독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장면을 수필 내적인 형식으

로서의 원리로 도출하고자 한다.

  수필 쓰기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중학교 문학 

교실 안에서 통용되는 수필로 한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수

필 쓰기는 교육과정상 학습자의 일상 속 경험들을 성찰하여 하나의 완결

된 글로 표현하는 활동들로 나타난다. 학습자는 보통 일상생활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일상적 경험들을 수행한다. 그런데 수필 쓰기

를 통하여 학습자는 일상세계를 의식적으로 돌아보며 내면의 깊은 곳에

서의 충격에 집중하며 일상의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전체적인 

삶과 연관하여 조망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의 특별

한 의미들을 주체적으로 내면화하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수필의 원리가 외적 형식이 아닌 내적 형식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필 쓰기 활동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

의 의미들을 견인한다는 전제를 입증하고, 이를 통한 수필 쓰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수필의 내적 형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필 장르들에 관

한 이론들을 통하여 수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들을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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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피고, 한편으로는 경험과 일상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수필 작가들의 수필론 및 수필 작법을 분석 자료로 삼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헌연구와 근거이론으로써 일상 속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의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원리는 첫째, 기분으로서의 일상세

계 인식, 둘째, 서사적 상상으로서의 구성, 셋째, 체험의 결성으로서의 

의미화이다. 이러한 쓰기의 원리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때로 중첩하여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으

로, 실제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의 과정에서는 상호적으로 연합할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 자료의 양상을 범주화하였는데, 먼저 실험을 통해 

수필 장르가 어떠한 장르적 특질을 지니는지에 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

여 범주화였을 때 첫째, 경험 서술하기, 둘째, 정서 표현하기, 셋째, 자아 

성찰하기로 나타났다. 수필 쓰기의 선호로서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의 

의미 있는 부분들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다는 긍정적 인식

도 드러난 한편, 수필 쓰기 교육 상황에서 다수의 학습자들은 ‘무엇

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

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방식으로서 수필의 처음-중간-끝을 

계획하는 사전 활동은 수필 쓰기에 효과적인 교육적 지침이 되지 못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 활동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교육적으로 처치해야 할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수필을 쓰는 양상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서

적 관계를 통한 경험의 형성은 행위에 대한 기분으로 촉발되고 대상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서사적 구성을 통한 경

험의 연합은 서사로서 경험을 재배치하는 것과 수사적 상상력이 개입된 

형상화로서 나타났다. 셋째로 의미화를 통한 경험의 평가는 자아성찰을 

통한 의미부여와 이러한 의미를 개방하여 열어놓는 소통 지향적 태도로 

나타났다. 분석 내용 가운데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의미 있는 관계로 연합하

고, 이러한 경험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

점들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점들은 곧 각각의 양상에서 객관적인 정보

를 통한 논증, 시간 순대로 경험 나열, 개인적 의미의 성급한 일반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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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로 도출되었다.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수필 쓰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학습자가 경험의 주체적 의미를 생성하고, 창조적 형상화의 가능

성을 확장하며, 작품 소통의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수

필 쓰기 교육의 목표 하에 수필 쓰기 교육 내용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구

체적인 경험을 도출하고, 이 경험을 학습자와의 주관적인 관계를 통하여 

재구성하며, 또한 그러한 쓰기의 지향성으로 공감적 해석으로서 가치가 

상호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는 경험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한 경험에서 특정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고, 감각과 기분을 연결하

고, 이상의 과정을 성찰을 통하여 의미화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체 내 가

치의 수용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를 스스로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성찰 및 표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생산자로 보고, 실제 학습자의 수필 텍스트를 분석 자료

로 하여 문학 교실 내 수필 쓰기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수필 

쓰기의 방법을 학습자의 삶을 기반으로 내적인 형식으로서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경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또한 공감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수필, 수필 쓰기 교육, 경험, 일상, 기분, 서사, 구성, 의미화, 형

상화  

학  번: 2015-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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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의 수필 쓰기에 활용되는 수필의 원리와 그 

내용을 규명하려는 연구 목적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의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이 수필의 원리를 거쳐 문학 형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문학교육적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수필 

쓰기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 및 검증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쓴 수필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두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광

범위한 수필의 장르 개념을 우선 오늘날 문학교실에서 통용되는 수필에 

한정되는 의미로 좁히는 단계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

필에 관한 이론들을 토대로 삼아 오늘날 전문 작가의 수필 작품들과 비

교하여 수필의 원리를 탐색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

과 맞닿아있다. 

  첫째, 수필 쓰기의 방법을 비문학적인 논리·논증적 글쓰기와 마찬가지

로 서론-본론-결론 식으로 개괄하여 제시하는 현(現) 교육과정상의 문제

를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필 작품의 이해는 전체적인 글의 서술을 

세 단계의 순서로 나누고 작품 속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치

우치게 된다.1) 수필 쓰기 활동의 경우에도 글감 또는 경험을 선정하고 

1) 2019년 기준 신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로 예를 들면, 박지원의 
「상기(象記)」라는 작품을 읽고 학습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
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어떤 대상을 인상 
깊게 보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경험에서 받은 느낌을 정리해 보자(경험/
느낌), ②앞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성찰했는지 정리해 보자, ③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해 보자(처음-중간-끝), ④앞선 단계를 토대로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 보자, ⑤앞에서 쓴 글을 친구와 바꾸어 읽어 
보고, 각자의 글이 지닌 개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여기서 개요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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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게 한 후 곧바로 처음-중간-끝

의 구조를 갖춘 한 편의 수필을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러한 쓰기 전략은 핵심 정보를 추출하여 기록한다는 점에서 모든 작문 

과정의 공통적인 단계이지만, 학습자의 내면화된 체험을 표현하는 수필

의 문학적 원리들은 퇴색될 수 있다. 이 경우 수필이란 실제 있었던 경

험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작자의 느낀 점을 덧붙임으로써 단순한 구조만 

지키면 되는 글로 통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수필 쓰기의 전 단

계와 후 단계가 제시되는 경우에도 이는 계획하기와 고쳐 쓰기(수정/퇴

고하기)의 단계로 주로 나타나는데, 글쓰기의 생성과 검토는 학습자의 

사고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변증법적 과정의 

양상으로2), 이러한 쓰기 전략이 한 편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분리된 선

후 단계로서 존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총체적인 

삶을 연관하여 한 창작품으로 완수하는 과정의 사고 구조를 살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교육과정상 수필은 대체적으로 역사적 갈래로서 설(說), 기(記)

와 함께 교술 장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 수필은 전통

적인 교술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도 나

타나고 있다. 기존 교술 장르처럼 서술자가 독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진리를 탐구하거나 가치를 설파하는 ‘고루한 훈계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주관적 내용과 형식3)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날 수필 작품들은 

전통적인 교술의 성격이 지닌 논리적 객관성을 바탕에 둔 논증, 설득보

다 ‘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선에서 자신

성하게 하는 활동은 처음-중간-끝을 제시하고 각 단락에 주요한 표현 방식
(예: 묘사, 비유법, 열거법, 대조법, 설의법 등)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한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수필 쓰기 방식을 검토하였을 때, ①직접 경험을 
떠올리거나, 교과서에 제시된 경험들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②글의 계획 
단계를 넣거나, 생략하고, ③생각 또는 느낀 점을 기록하고, ④한 편의 수필
로 완성하거나, 완성하지 않고 활동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김혜연, 「쓰기 과정에서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역동적 상호작용」,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90면 참조.

3) 장도준, 「수필의 장르적 의미와 형상성에 대하여」, 『한국말글학』35호, 
2018,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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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식 및 재조명하기도 한다. 또한 잠재적 독자에게 깨달음을 전달하

려는 목적보다는 개인의 독특한 사색을 통하여 공감을 기반으로 한 주관

적인 의미와 정서를 표현하는 등의 변화를 꾀해 왔다. 이때 수필을 쓰는 

행위란, 고전 및 근대적인 의미에서 그러하였듯 작가가 독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교훈을 전달한다거나 객관적 일상세계의 도입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 제기한 물음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구체화할 수 있

다. ‘오늘날 문학교실에서 통용되는 수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

는가?’이다. 그런데 수필의 범주란 교육과정상에서도 교과별, 과목별로 

상이한 층위를 지닐뿐더러, 문학 담론 속에서 생성되는 수필 작품들 역

시 개별적으로 다양한 자질을 지니며 작자의 성향에 따라 각자의 개성적

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피는 수필의 범주는 ‘일상적 경험에 대하여 한 

편의 수필 쓰기’라는 구체적 과제로 한정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수

필을 쓰는 전제로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목표 또한 ‘자신의 일상을 돌

아보며 경험을 쓰’는 일이며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이다.4) 

특히 학습자의 수필 쓰기 활동에 관하여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서술하며 성찰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필 쓰기 교육의 목적이

란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주체적으로 밝히고 자아

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있음을 드러낸다. 

  즉 수필이 “다른 어떤 문학형식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없는 특정한 삶

의 문제와 체험을 표현하는 형식”5)이라고 할 때, 수필을 쓰는 일은 단

지 ‘현실 세계를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의 일반적 작법 문제가 아니라, 학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경험을 쓰는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1~2학년군부터 계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를 장르적 글쓰기로 전환하여 ‘수필’이라는 용어로 제시한다. 교육과정
을 반영하여 교과서의 수필 쓰기 활동의 순서에서도 ‘경험 기술하기’가 첫 
단계로 실린다. 

5) György Lukács, die Seele und die Formen, 반성완·심희섭 역, 『영혼과 
형식』, 「에세이의 본질과 형식 – 레오 포퍼에게 보내는 편지」, 심설당, 
191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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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마주하는 일상적 경험들이 학습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정서를 

거쳐 특별한 체험이 되는 다기적인 내적 층위에 관한 문제가 된다. 경험

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국면, 즉 ‘내적 형식’

의 문제6)라는 것이다. 여기서 수필 쓰기의 본질은 학습자의 글 솜씨가 

아닌 학습자의 일상이 가치화되는 내면적 층위에서 획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과 안에서도 넓은 범주를 지니는 수필의 개념을 

문학교육의 실천적 구도 속에서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좁혀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필을 실제적으로 학습자가 실

현하는 수필 쓰기로서 일상 속 경험을 쓰는 것, 즉 학습자가 타성에 젖

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잠시 의미 있는 틈을 발견하여 경험의 가치를 스

스로 성찰하고 서술하는 것으로서 살피고자 하였다. 경험 쓰기란 작가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서술하고 또한 

그러한 경험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을 갖추며, 이때 학습자 

자신의 일상과 문학은 전체적인 삶 속에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

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삶과 문학에 대한 지

식을 지닌 채, 글쓰기를 통한 소통으로서 이를 의미화하며 다시 자신의 

지식을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관점과도 

상통한다. 일상생활에 침잠하여 무의식 속에 소외되었던 경험들을 수필 

쓰기를 통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삶에서 유의미한 부분들을 

직접 도출해내고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유의미한 교육환경을 형성한다(Bruner, 1986). 이 점에서, 

문학교육의 학습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의미의 수용자로 보지 말고 적극

적인 의미의 생산자로 그 위상을 규정해야 한다.7)

  이 연구의 우선적인 목표는 자기의 일상 속 경험에서 의미를 내면화 

및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서 수필 쓰기의 원리란 무엇인지 추출하는 일

6) 김혜영, 「내적 형식에 의한 수필 읽기의 가능성」, 『독서연구』제6호, 
2001.

7)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0,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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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음으로, 실제 문학교실에서 학습자의 수필 쓰기 양상을 살피고 

문제 상황들을 확인하여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 교육의 실제적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일상 속 경험 쓰기를 중심으로 한 수필 교육을 다루며, 이

를 위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첫째, 수필 장르 연구

  둘째, 수필 교육 연구

  셋째, 자기 서사 창작 교육

  먼저 수필의 국어교육 내 위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필의 장르적 특성

을 살피는 방향에는 수필의 형식을 무형식이라고 하였던 초기적 단계8)

에서부터 언어적 속성에 주목하기까지 다양하다. 김경석(1990)은 수필의 

언어적 속성을 탐구하였는데9), 이때 각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수필 

텍스트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나 수필 전반을 아우르는 원리는 

제시하지는 않은 채 개별 수필 작품의 장점을 귀납적으로 추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서양의 에세이와 동양의 수필 장르를 아울러 수필의 범주를 논하

8) 김상배, 「수필론」, 『문학에의 초대』, 단대출판부, 1996. 김상배는 수필
의 특성을 개별 텍스트를 넘어서 작가의 정신에서 찾는데, 작가의 교양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텍스트는 소외될 수 있다.

9) 김경석, 「수필언어의 몇 가지 특성」, 『중국조선어문』 제5권, 1990. 김
경석은 수필의 언어적 속성에 주목하여 ‘수필언어’라는 항목 하에 형상성, 
정확성, 논의성, 정론성, 개괄성, 회화성, 음악성을 위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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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10)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수필의 원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조(觀照)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김은수(2000)는 수필

이 가치관 문제라고 하였고 박장원(2007)도 ‘멋’과 ‘분위기’를 제시함으

로써 이와 유사한데, 수필의 서술 원리에 관하여 텍스트 외재적인 개념

에 기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수필 작품이 산문이라는 외적 형식 외

에 타 장르와 구별되는 내적 형식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작가를 들어 수필의 구성 원리를 밝히려는 경우도 이어져 

왔는데11), 개인의 생애사로 치우쳐 작가론이나 개별 작품에 한정된 논의

에 머물렀다. 한편, 수필 장르의 명칭이 역사적으로 수립되어 온 과정을 

살핀 연구12)의 경우, 문혜윤(2007)은 수필 장르의 명칭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내포를 지녔는지 분석하며, 수필의 발달을 근대적 글쓰기와 연결

시켰다. 특히 근대적 문체의 성립에 주체(자기), 관찰(시선), 감정과 인식

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서 수필의 작동 원리를 암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만호(2010)도 근대 문학장에서의 수필 장르의 역할을 살폈는

데 이때 수필의 특성은 저널리즘과 연결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현재 

문학 교실에서 실현되는 수필의 성격과는 구분된다.

  수필과 소설이 겹치는 지점을 살피는 연구로, 김상태(2009)의 경우13) 

수필과 타 장르가 겹치는 지점에 대해 수필의 외연이 더 넓으므로 모두 

수필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소설의 허구성과 수필의 

실제성이 사실상 텍스트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는 장르의 분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필이 장르

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범주를 살피는 일인데, 수필을 지나치게 포괄적으

10) 김은수, 「수필의 역사」, 『수필이란 무엇인가』, 다나기획, 2000. ; 박장
원, 「멋과 분위기 –윤오영 수필을 중심으로-」, 『현대한국수필론』, 2007. 

11) 정진권, 「수필 문학 구성 고찰 –<인연>과 <나의 사랑하는 생활의 경우>
-」, 『새국어교육』 39권, 1984. ; 조해옥, 「이상 수필의 문학성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38권, 2010. ; 허만욱, 「백석 수필의 미적 특성 연
구」, 『어문론집』 63권, 2015.

12) 문혜윤, 「‘수필’ 장르의 명칭과 형식의 수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제48호, 2007. ; 장만호, 「식민지 말기 수필문학의 양상과 문학장의 변화 –
최초의 수필 전문지 『박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권, 2010. 

13) 김상태, 「소설과 수필의 경계」, 『현대소설연구』 42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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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어서 모든 언어적 영역을 수필로 귀결시키게 되는 논리적 위험성

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수필을 문학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살피는 

연구들이 있다. 그 중 수필 감상에서 두드러지는 표현법을 글짓기로 연

결시키려는 경우14) 이현복(1994)은 당시 주변문학이었던 수필을 국어교

육의 중심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수필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징적인 문체

들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삶과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

치를 들었다. 곽동훈(2001)은 수필 감상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수필의 

특성으로 있었던 일을 다룬다는 점과 주제의 선명성, 직설적 표현을 꼽

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범이 제시될 뿐 수필 쓰기 교육

의 실제적인 원리와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김길영(2001) 텍스트 언어학을 통해서 수필의 구조를 분석하고, 수필

을 감상하는 수업 설계에 적용하였다.15) 그런데 이때 분석된 내용은 비

문학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수사적인 문장이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뜻을 

함의하는지에 천착될 수 있다. 김혜영(2001)16)은 수필의 내적 형식에 

입각한 읽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수필에 핵심적인 개념들인 일상성, 

미시성 등을 통해 장르 독자적인 읽기를 구안하려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하되 수필이 정서적인 글쓰기라는 점을 추가

하였다.

  특히 수필 읽기에서 수필 쓰기로의 연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오

정훈(2014)은 감상교육이 창작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삶

의 가치를 깨닫는 점이 감상과 창작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수필의 특징이

라고 하였다.17) 그러나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구체화하는 방식에 있어

14) 이현복, 「수필 문학 교육의 지향점」, 『국어교육』 85권, 1994. ; 곽동
훈, 「수필 지도의 원리와 방법」, 『배달말교육(모국어교육)』 22권, 2001. 

15) 김길영, 「수필 텍스트의 해석과 수업 설계」,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
호, 2001.

16) 김혜영, 「내적 형식에 의한 수필 읽기의 가능성」, 『독서연구』 6권, 
2001.

17) 오정훈, 「수필 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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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들 간의 논제를 모으거나 감상을 나누는 등의 학습 활동은 제

시되어 있으나, 수필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

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언어·문화의 통합적 교육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필의 활용성에 

주목하는 연구18) 역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수필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품 외재적인 문화적 속을 고찰하기에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 내 일반 학

습자들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작품 생산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작문 교육의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방향은 우선 서사 교육에서 발

전되어 왔는데, 문학교육에서 창작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며19), 주로 소

설을 토대로 한 서사 쓰기 연구들20)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김근호

(2014)의 경우 창작을 통한 실천, 경험, 지식의 과정 각각에 대해 주체

성, 대화성, 성찰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전문작가의 소설에 한정됨으로써 본고의 연

구 대상과는 다른 범주를 지닌다. 

2014.
18) 이영조, 「수필을 통한 문화 교육의 실제와 효과 연구」, 『한국언어문학』 

87권, 2013. ; 강소영, 「수필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
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3권, 2014. ; 장미경·이승연, 「국어학 국
어교육 한국어 교육학 : 한국어 읽기 이해에 문화 스키마가 미치는 영향 연
구」, 『우리어문연구』 23권, 2015.

19) 구인환, 「문학연구와 창작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
학』 제138권, 2004. ; 우한용, 「생산론적 문학교육의 구상」, 한어문교육 
제20집, 2009.

20) 최인자, 「<무진기행>의 ‘자기 반성’ 서사 전략」, 『국어교육연구』 제
5집 제1호, 1998; 우한용, 「소설 창작의 이론화 가능성 탐색」, 『현대소설
연구』 1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이형빈, 「고백적 글쓰기의 표현 방
식 연구: 해방공간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구인
환 외, 『창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1; 김근호, 「허구 서
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9; 「소설 창작 교육의 성
찰적 지식화 –소설가의 ‘작가노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
21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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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자전적 서사 표현 연구들21)이 있는데, 학습자들이 자기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 중에

서 임경순(2002)은 경험의 서사화 방식에 주목하였는데, 그 요소로 서사

의 대상인 경험, 서술 주체, 시간 의식을 들었다. 그런데 임경순의 연구

는 유소년기 전쟁 경험을 다룬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 폭력, 가

난 등과 관련된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다루므로, 본 연구에서 살피는 학

습자들의 일상 속 경험과는 구분된다. 오윤주(2008)는 학습자의 총체적

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서사로 표현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서사 표현의 주요한 요소로 제시하는 개념은 

플롯과 상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필 쓰기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다. 또한 홍인영(2014)은 인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야기되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진정성을 중요시하였다는 데서, 본고의 

창작 과정을 통한 주체 형성의 문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인 수필은 작가가 자기를 형상화한 허구적 인물을 따로 설정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워 정서 표현 및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므로, 서술자의 주관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장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외에도 전쟁 경험이나 트라우마를 서술하면서부터 사회적 공감을 촉

구하기까지의 연구들22)이 있는데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서술자의 위

21) 최인자, 「정체성 구성 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현대소설연
구』 제1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임경순,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2; 오윤주, 「성장소설
의 서술 원리를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8. 박태진, 「문학교육과 창작 능력 : 서사 능력과 서사물 쓰기의 새로운 
방법 모색 -고등학교 자기서사 창작교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문학교
육학』 27권, 2008. 정대영, 「자전적 서사의 반성적 쓰기 교육 연구」, 서
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2; 홍인영, 「자전적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연
구」, 2014. 

22) 김장원, 「전쟁 상처의 잔혹성과 상처치유의 가능성: 오상원의 “백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5권 , 2005. ; 김미령, 「‘공감적 자기
화’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 ‘문제 발견 및 해결형’ 글쓰기와 관련하
여」, 『대학작문』 12권, 2015. ; 여금미,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역사 서
술 : 로맹 구필의 영화와 68세대의 초상」, 『영상문화』 27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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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란 학습자의 일상 속 경험에서 내면화된 의미를 표현하는 장면이므로 

직접적인 인용을 하기는 어렵지만, 수필 텍스트가 독자들과의 한 사회적 

소통으로 교류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소통 맥락에서 발전하여 수필을 통해 실제

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문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하는 방향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23)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일상적 삶을 고찰하며 쓴 수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들의 성찰을 

유도하지만 이를 반드시 문제 해결로 완결하려는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

으므로 본 연구와는 연구 대상 및 목적의 차이가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오늘날의 수필 작품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수필 

이론과 전문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통해 수필의 특성을 살펴본 후, 문학 

교실에서 실행되는 학습자들의 수필 텍스트 양상을 분석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필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특성과 수필 

이론에서 제시되어 온 특성들과의 비교, 학습자들의 수필 텍스트 간 비

교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를 통해 문학 교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수

필 쓰기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다. 기존의 수필 이론에서 제시하는 수필의 핵심 요소들과 실

제 수필 작가들의 작법 및 작품을 비교·적용하여 코딩함으로써 원리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또한 실제 학습자들이 수행한 수필 텍스트에 나타나

는 특질들을 앞서 도출한 원리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수필 장

르에 대한 글쓰기 과정을 세부적으로 개념화하였다. 근거이론에서 이론

23) 김미령, 「‘공감적 자기화’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모형: ‘문제 발견 및 
해결형’ 글쓰기와 관련하여」, 『대학작문』 12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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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귀납적으로 출현하는데, 먼저 가설과 자료를 비교 및 분석하여 핵심 

개념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다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분석하는 순환

적인 과정이 개념의 포화 상태까지 지속된다. 

  연구자는 개방코딩(open coding)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요

한 정보들의 범주로 코딩하는 것이다.24) 범주는 사건, 해프닝, 사례 등

으로 구성된 정보 단위를 대표한다(Strass & Corbin, 1990). 이로부터 

중심 현상을 확인하고 주위의 범주들을 만드는 축코딩25)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앞선 범주들을 서로 결합하거나 발전시키며 기술하는 선택코

딩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문헌연구로 수필 이론들을 살폈고, 이를 통해 

추출된 특성들을 수필 작가의 작품들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필 작가가 직접 쓴 수필 작법 및 수필론, 창작노트를 수

필 작품과 비교하여 살펴 핵심 범주를 코딩함으로써 수필 쓰기의 핵심 

범주를 도출하여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주된 자료는 「隨筆文學」의 별

책부록4 『나의 隨筆作法: 作家 63人의 體驗的 隨筆論』26), 『나의 수

필 쓰기: 한국대표 수필가 72인의 이론과 실제』27), 『나의 수필작

법』28) 등이며, 이외에도 수필 문예지들에서 수필가들이 스스로 수필이

란 어떠한 요소를 지니는지, 수필가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등에 

24) John W. Creswell, 조흥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 2015, 
113면.

25) 축코딩은 개방 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들을 범주들로 묶는 것으로,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하면 중심 현상을 둘러싼 범주들의 조건에는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 있다.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가리키며, 중재적 조
건(intervening condotions)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및 변화시키는 것들을 의미하고,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앞
선 조건들에서 도출되며 이들이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내도록 시공간적 차원
으로 교차하며 상황을 만들어낸다.

26) 강석호(발행·편집), 「隨筆文學」 별책부록4 『나의 隨筆作法: 作家 63人
의 體驗的 隨筆論』, 수필문학사, 1989.

27) 윤재천(엮음), 『나의 수필 쓰기: 한국대표 수필가 72인의 이론과 실제』, 
문학관, 2002.

28) 한국수필작가회, 『나의 수필작법』, 진실한 사람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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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차수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호
인
원

실행 방법

예비
조사

2016. 10. 경기 K대 학부생 ㉠ 20 에세이 작성

2017. 3. 경기 S고 3학년 ㉡ 3
수필 설문조사① 작
성

1차 2017. 4. 경기 S중 2학년 A 25
수필 쓰기 계획 학
습지 작성, 수필 쓰
기 

2차 2017. 7. 인천 G고 3학년 B 14
수필 쓰기, 수필 설
문조사② 작성

3차 2017. 12.

서울 S중 1학년 C 46 수필 쓰기 계획 학
습지 작성, 수필 쓰
기, 수필 설문조사
② 작성 

서울 S중 2학년 D 24

대해 쓴 글들29)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취합하여 총 203편의 수

필론 및 72편의 수필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는 중학생이며, 수필 쓰기 활동에 적합한 수준

으로 판단되었다. 그 근거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표현하는 

일은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는 

문학의 장르 개념이 도입되고 완결 형식을 갖춘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수필이라는 장르 교육의 쓰기 활동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

다.30)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9) 『광주수필』 2017년 상반기 65호부터 2019년 상반기 69호, 『청색시
대』 1996년 제2집부터 2008년 제14집에서 수필가가 쓴 수필론을 찾아 연
구 자료로 참조하였다.

30) 중학교 과정부터 문학의 장르 개념을 익히게 되며,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겪은 일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교육 목표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연계
된다.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내용 요소는“일상생활에서 겪
은 일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가 5~6학년(군)에서“일상 경험의 극화”라는 
문학적 지식이 개입하고, 중학교 1~3학년에서는 “일상에서의 정서 표현 활
동”으로 문학과 삶을 연계하고, 고등학교에서도“일상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목표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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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17. 12.
서울 S중 1학년 E 23 수필 설문조사 일부 

문항 수정하여 3차 
조사 보충서울 S중 2학년 F 72

5차 2017. 12. 서울 G중 2학년 G 98
상동 활동 후 모둠
별 감상 교환 활동

  예비조사는 학습자들이 특정한 주제를 받아 수필을 쓰는 가능성을 확

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31) 이를 바탕으로 수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하여32), 실제 조사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였다.33) 예

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 사항을 본 조사 설계에 반영하여, 주제를 연

구자가 제한하여 주는 방식 대신 학습자가 사소하더라도 평소 마음에 남

았던 점을 떠올리도록 유도하였다. 1차 조사는 본격적인 연구를 실행하

기에 앞서 경험을 선택하여 수필 쓰기의 계획 단계를 적는 활동지와 수

필 텍스트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도 전문작가와 유사한 수

31) 처음 예비조사에서 보편적인 주제인 ‘행복’에 대한 에세이를 수집하였는
데, 학습자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일 경우 자신의 실제적인 일상과 
연결하기 어려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사항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때 
에세이는 일상적 경험에 토대를 둔 감상적이고 주관적인 글이라기보다 논지
를 갖춘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글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에세이란 오늘날의 
수필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의 
일상에서 주제를 자유롭게 찾아 수필을 쓰도록 요구하였다.

   1. 수필은 어떤 글쓰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수필과 유사한 장
르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 3. 수필이 다른 장르와 구분되는 하
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수필이 다른 장르와 구분되거나 구분
되지 않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 5. 수필을 쓸 때 수필에 대한 지식들을 
활용하면서 쓰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자신이 쓴 수필에서 
어떤 부분을 ‘수필다운 것’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 7. 알고 있는 수
필 작품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8. 수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작품이 
있습니까? 해당 작품들을 모두 적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 
주십시오. / 9. 교실에서 받은 수필 교육의 모습과 그에 대해 느낀 점을 
적어 주십시오.

32) 내용은 아래와 같다.

33) 예비조사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질문이 많을뿐더러, 질문 역시 지나치
게 추상적이고 답변하기 까다로워서 학습자의 답변 역시 성실하게 이행되기 
어려웠다. 학습자들의 답변은 여러 문항에 중복적인 내용을 쓰거나 ‘잘 모
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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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의 특성이 다소 편재(偏在)하여 발현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략적인 목차를 구

성하게 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연구의 틀을 구체화하여 1차 조사의 활동과 마찬가지

로 학습자의 일상 속 경험을 쓰는 수필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

에서 계획 단계는 생략하였는데34), 대신에 학습자가 수필을 무엇으로 인

식하고 썼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필 쓰기 활동 후의 설문조사를 보충

하였다.35) 고등학교 3학년인 2차 조사 대상은 중학교 학습자보다 심화

된 글쓰기 양식을 형성하여, 본 연구에서 중학생 학습자가 수행할 과제

를 구체화하는 비교 지점이 되었다.

  3차 조사는 연구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정하고 난 이후로, 수필 쓰기 

계획 단계36)부터 실제적으로 수필을 써보는 단계37), 마지막으로 수필을 

34) 이는 수필 쓰기의 계획 과정이 실제 수필 텍스트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유
효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학습자들의 계획이 본격적인 쓰기 과정에서 반영되
지 않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며, 하나의 텍스트는 쓰기 과정에서 내용이 생성
되기도 한다(다음 참조: 김혜연, 「쓰기 과정에서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역
동적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수
필은 다른 문학 양식보다 그 과정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기존에 제
시한 처음-중간-끝의 계획 방식은 학습자들이 실제 수필을 쓰는 양상을 가
감 없이 보고자 할 때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1. 수필은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 
2. 아래 <보기>에서 수필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보기>에서 수필과 가장 비슷한 것, 가
장 안 비슷한 것을 각각 고르고 그 이유도 같이 써 주세요. (<보기>: 시, 
소설, 일기, 편지, 자서전, 기행문, 논설문, 칼럼, 블로그 글, 커뮤니티 게
시판 글, 카카오톡 대화방, 페이스북 글, 트위터 글, 게임 스토리, 다큐멘
터리, 기타) / 3. 자신이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을 ‘수필다운 것’으로 꼽
을 수 있을까요? / 4.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과 나눈 소감에 대해 자
유롭게 써 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친구의 글을 읽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
었는지 함께 써 주세요. / 5. 수업에 대한 소감이나 개선점을 적어 주세
요.

35) 내용은 아래와 같다. 

36) 사전 계획 단계가 없을 경우 글을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글을 관통하는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
상인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빈 원고지를 막막하게 느끼거나 본격적인 글쓰
기에 앞서 섬세한 사전 계획 단계와 어떤 글을 쓸지 모의하는 과정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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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후 설문조사에 답하는 과정38)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때의 

설문조사는 앞선 설문조사에서 무응답 또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 분

석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새롭게 문항을 추가·대체함으로

써 학습자들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수필 쓰기 활동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 단계로 

이어지는 수필 쓰기 계획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할지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첫 단계는 요즘 자신이 생각하거나 인상 깊었던 일, 사소하

지만 재미있었던 일 등을 적는 것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자 평범한 일

상 속에서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는 

일기나 자서전처럼 자신의 삶을 반영하지만 시간대는 하루의 일과를 적

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라고 부연하였다. 

이는 수필의 소재란 학습자의 생활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학습자

가 대상으로 하는 기억의 범위에 따라 시간의 외연을 조절하여 특정한 

경험으로 초점화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 단계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글감을 고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학생 학습자들은 활발한 참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연구자가 관찰한 것

은 학습자들이 함께 한 기억일 경우 서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보완

하다고 느끼는 점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37) 수필 쓰기 과제 역시 ‘나의 일상 속 의미 있었던 경험에 대해 써 보기’

라는 부제를 달아, 학습자들이 써야하는 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3.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수필을 썼나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3-1. 수필을 쓰지 않았거나 조금 썼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보기>에서 이유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보기>: ① 다 쓰기에
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②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③ 말로 이야기
하는 게 글로 쓰는 것보다 편해서, ④ 뭘 가지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⑤ 어떻게 쓰는지 계획 방법부터 이해가 안 되어서, ⑥ sns(카톡,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보다 낯선 글쓰기 방식이라서, ⑦ 내 사생활을 
다른 사람이 읽을까봐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⑧ 쓴다고 나한테 뭐가 좋을
지 모르겠어서, ⑨ 기타) / 3-2.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면 수필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쓸 수 있을까요?

38) 2차로 수정된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이 거의 쓰지 않았던 3, 4번의 문항
은 삭제하였고 이를 아래 문항들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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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처음 본인이 잡은 소재를 쓰는 게 좋을지, 혹은 여러 소재 중 무

엇에 대해 쓰면 좋을지 등을 이야기하며 글의 생동감을 높이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처음-중간-끝으로 이루어진 개요

를 따라, “고른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전, 처음-중간-끝에 어떤 내용

을 넣을지 고민해 적어 보세요. 이런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어떤 흐름으로 가면 좋을지 예상해보면, 글에도 통일성과 일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더 도움이 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처음-중간-끝으로 

나누는 과정이 어색하거나 어려울 경우 엑스(X)로 표시하고 여러분이 원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적어보세요.”라고 하여, 단절된 과정 각각에 너

무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수필 쓰기 활동 역시 과제의 분량을 A4 2매 정

도로 주되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도 된다고 하여 분량은 반 매에서부터 

2매 정도의 수필을 고루 수집하였다.39)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Ⅱ장에서는 수필 이론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며 수필의 장

르적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여기서 경험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수필

을 ‘일상 속 경험 쓰기’라는 문학 교실 내 활동으로 한정하고, 문학교실

에서 통용되는 수필을 일상 속 경험을 쓰는 구체적 활동으로 살펴 경험

담의 개념 및 특징을 논구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필 작가들이 

제시한 수필론 및 작법과 수필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하며 코딩하고, 도

39) 분량에 있어서 3차, 4차 조사의 대상 학습자들과 5차 조사의 대상 학습자
들 간 차이가 있다. 5차 대상 학습자들의 경우 2매 정도의 분량을 거의 다 
채우거나 최소한 1매 정도는 채움으로써 많은 양을 보여주었는데, 본 실험 
이전의 교과 수업에서 4~5차시에 걸쳐서 자신의 경험을 시로 쓴 전문 작가
들의 사례를 학습하고, 경험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고르고, 자신의 경험
을 직접 시 장르로 작문하여 보고, 학교 전체의 시화전으로 공유하는 등의 
연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3차, 4차 조사의 대
상 학습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1매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는데, 이 
학습자들은 본 실험 이전의 기존 교과 수업에서 별다른 연계 과정 없이 ‘수
필 쓰기’ 활동을 1회 경험하여 실험이 반복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 17 -

출된 범주들을 해석학적 현상학을 도입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수필 쓰기에

서 고려되는 주요한 원리들을 탐색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 양상을 살펴 볼 것인데, 먼저 학습

자들의 수필 쓰기 활동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

들의 수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수준을 확인할 것이다. 이후 학습자들

이 실제로 쓴 수필 텍스트들을 반복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수필 쓰기

의 양상을 코딩하는 작업을 하며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의 장면을 문학교

육적인 단계로 구체화하여 해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선 Ⅱ장의 수

필 작가의 작품과 공통된 자질 및 미숙하거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다.

  이상의 학습자의 양상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수필 쓰기 교

육의 전제 및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이 기술한 설문조사

의 내용은 수필 쓰기 수업에서 전제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학습자들

이 자신의 일상 속 경험을 문학적으로 전환하는 수필 쓰기의 교육의 구

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수필 쓰기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증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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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들의 일상적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로서의 

수필 쓰기의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그 전제로서 수필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그 뒤 수필 쓰기의 대상이 되는 일상적 경험의 개념과 특성을 

구체화하고, 중학교 문학 교실에서의 일상적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를 중

심으로 한 수필의 의미와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수필 이

론을 바탕으로 전문 작가들의 수필 작법 및 작품을 비교·적용하여 코딩

하여 수필 쓰기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상적 경험의 문학

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1. 수필 쓰기 교육의 전제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수필 쓰기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필의 개

념과 특성에 관하여 배경이 되는 이론을 논구하고자 한다. 특히 수필이 

어떤 글쓰기로 통용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전통적 개념과는 구분되는 현대 수필의 장르 개념의 제(諸) 문제를 

다루고(1.1.), 일상과 경험의 개념 및 특징을 밝혀(1.2), 이를 바탕으로 

수필의 문학적 형식과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살피고자 한

다(1.3.).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 살피는 수필의 범주는 중학교 문학 

교실에서의 자기의 실제 경험을 문학적 형상화의 원리를 거쳐 서술하는 

글쓰기 양식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문학 교실에서 통용되는 수필의 용어 

역시 다양한 범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필의 범주 역시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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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성적인 제재들을 수용하며 변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르로서

의 수필이 교육과정상 수필 장르류와 이어지며 위치하는 실제적인 근거

를 마련하고 중학교 문학 교실에서의 구체적인 수필 과제로 의미를 한정

하고자 한다. 또한 개개인의 개성이 묻어나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수필은 

타 문학 장르와는 달리 실제 저자의 삶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에서 학습자들의 실제적 생활 세계인 일상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하는 문

학교육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

  1.1. 수필 장르의 제(諸) 문제

  (1) 수필 장르의 개념

  먼저, 고전에서 호명된 ‘수필’이라는 용어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양의 ‘수필(隨筆)’ 명칭은 통상적으로 중국 남송시대 홍매(洪邁)가 다방

면의 독서로 쌓은 지식들을 망라하며 기록한 글들을 편찬할 때 『용재수

필(容齋隨筆)』이라고 칭하였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서 수필이라고 이름붙인 까닭에 대하여 홍매는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 

썼으므로 두서가 없어 수필이라 한다(意之所之 隨即紀錄 因其後先 無復

詮次 故目之曰隨筆).”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겸양에 지나지 않을 뿐 용

재의 수필은 철저한 고증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문제를 논의·타개하고자 

한 ‘학문적 담론’40)으로서, 용재의 수필은 ‘학문적인 목적 하에 고증을 

거친 논문의 성격’을 띠었으며, ‘개인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논하는 것과

는 거리가 멀’었다는 연구가 있다.41) 수필이라는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라는 뜻이 곧 학문적인 겸양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40) 다음 참조: 안예선, 「宋代 학술 필기와 洪邁의 ≪容齋隨筆≫」, 『중국학
논총』 제38집, 2012, 129-132면.

41) 홍매 저·안예선 편, 『용재수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안예선, 
「宋代 학술 필기와 洪邁의 ≪容齋隨筆≫」, 『중국학논총』 제38집, 2012, 
129-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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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문학에서 문장의 분류로서 가장 요령(要領)을 얻은 것은 청의 요

내(姚鼐)가 지은 『고문류찬(古文類纂)』 13종으로,42) 여기서 잡기, 서

발, 서설, 증서, 잠명, 애제 등이 오늘날의 수필에 대응43)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조종업(1972)이 우리나라의 ‘古代隨筆’을 한문 문체를 중심으

로 분류한 내용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44) 

  그런데 고전 수필 종류로 이해되는 기(記)·록(錄)·담(談)·화(話)·필(筆)‧
송(頌)‧찬(讚) 등에 대해서 “장르로서 구비해야 할 규약을 갖춤으로써 성

립한 것이 아니라, ‘수필이라 불리는 글들’에 덧붙여진 술어”45)로서 형

성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고전의 수필 쓰기 방식에는 ‘나’의 경험

이 아닌 ‘나’가 보거나 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형상화하는 소

설적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46)과 같이 장르적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필적인 글쓰기로 범주화를 이룰 때 ‘술어’로 작용하는 동

력으로 직·간접적인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자신의 개성적인 

생각을 담아 형상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품문(小品文)을 살펴볼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기존의 중국식 문장 분류를 따르면서 지식 소통 

언어인 한문으로 작문을 하는 일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글쓰기의 양상

42) 문선규, 『한국한문학』, 이우출판사, 1979, 70면. ① 論辨  ② 序跋  ③ 
奏議  ④ 書說  ⑤ 贈序     ⑥ 詔令  ⑦ 傳狀  ⑧ 碑誌  ⑨ 雜記  ⑩ 箴銘  
⑪ 贊頌  ⑫ 辭賦  ⑬ 哀祭

43) 최승범, 『韓國隨筆文學硏究』, 정음사, 1980, 46면. 
44) ① 辭·賦 (詩와 散文의 中間體), ② 表·策·啓·奏·疏 (朝廷이나 官府), 

③ 書 (편지), ④ 序·記·跋·箴·鉻·贊·頌 (어떤 事物의 狀態를 알리거
나 讚揚하는 文章의 名體), ⑤ 行狀·傳·碑誌 (주로 個人行蹟의 記錄들), 
⑥ 祭文·祝文·上樑文 (慶·吊의 祝祭文), ⑦ 雜著·雜識類 (이런 이름은 
위 隨筆類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文集」에서 보면 「雜著」라 하여 여러 
가지를 包含시키는 수도 있다.) 등의 文體(오늘날 말하는 文體가 아니라, 옛
날에 말한 文學形態를 意味한다.)들은 모두 現代隨筆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
는 것들이다. (조종업, 「韓國女流隨筆에 대하여 – 특히 古典作品을 主로 하
여-」, 『文敎部 연구보고서』, 어문학계 3, 국립중앙도서관, 1972.)

45) 문혜윤, 「‘수필’ 장르의 명칭과 형식의 수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제
48호, 2008, 128면.

46) 다음 참조: 윤원호, 「한국수필의 片貌―고려 李朝隨筆을 중심으로」, 一石
李熙昇先生頌壽紀念論叢,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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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다양화되어 하나의 장르를 공고히 하는 것 보다 제각각의 개성

적 모습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조선에

서는 이전까지 강대한 영향력을 지녔던 주자학적 사유체계가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적 

모색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요구되었다. 고문(古文)이라는 

격식을 파괴하며 유행한 대표적인 양식인 소품문(小品文)은 그 중에서도 

수필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47) 

  소품문이란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고 자유로운 필치로 일상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쓴 글이다. 이들은 권력과 출세를 위하여 글을 

쓰는 사대부 집단이 이전의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문장 이론에 의하여 

각 문체에 적절한 격식을 요구하였던 것과 달리, 이러한 체계의 경직성

을 완화 혹은 파괴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48) 이때 단지 겉으로 드러

47) 이전 글쓰기와 구분되어 기존 질서로부터 탈피하는 소품문의 성격은 다음
과 같이 볼 수 있다: “이전의 글쓰기에 비하여 소품문은 형식적으로 길이가 
비교적 짧은 글을 쓰고, 조정에 상소하고 관료에게 청탁하는 등 실제사무에 
쓰는 소장(疏章), 책문(策問)과 같은 문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언어사용에서는 구어(口語)와 비속어(卑俗語)의 사용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개인적, 일상적 정감 표출이 많아진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로 
부각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현상은 기존 문체를 이용하되 그 독
특한 격식과 내용을 탈피하여 해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안
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회, 『한국한
문학연구』 28권, 2001, 99면.)

48) 정조는 이러한 경향을 강하게 규탄하며 “최근 선비들의 趨向이 바르지 않
은 것은 대체로 小品의 글에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소품의 글이란 곧 명·청 
문체의 지류다.”(『정조실록』 21년 11월 8일. : 癸酉/次對。上曰: "近日士
趨之不正, 多由於小品之書, 所謂小品之書, 卽明、淸文體之支流也。 及今矯捄
之道, 在於一變其道, 而亦不必過費辭敎。 但當人其人, 火其書而已。 家而父
兄, 朝而主司者, 若思回漓反樸之道, 克用出奴入主之政, 則何患其俗不變而士不
正哉.)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조는 당대 유행한 한문문체를 
개혁하여 순정고문(醇正古文)을 회복하려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주장하였
다. 이에 소품문을 창작하기도 하였던 남공철 역시 각 문체에 어울리는 격식
이 있다고 인정하며 고문 이론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序와 記는 序와 記의 
법이 있고 碑誌에는 碑誌의 법이 있다. 章과 疏策과 論은 章·疏·策·論의 
법이 있고, 書牘과 題跋은 書牘과 題跋의 법이 있다. 明淸의 小品으로 이를 
王公의 碑誌를 짓는 데 效則하면 그르치는 것이다.”(南公轍, 『歸恩堂集』 
권4, 「與金國器載璉論文」, 5면.) 이러한 기록들은 당대에 소품문이 정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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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형식의 자유로움만이 아닌 내적인 형식으로서도 다루는 제재 및 사상

의 자유로움이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소품문을 생산한 이덕무가 주목하

는 세계란 ‘지극히 미세’하면서도 ‘만물의 원리를 내포’49)하는 곳이며, 

이옥의 잡기류에서 볼 수 있는 제재들 역시 ‘생활 주변의 소박한 것

들’50)을 다룬다. 

  이러한 소품문의 경우 대상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로부터 형성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대상에 대하여 탐구적이고 관찰적인 태도를 보인다

는 점은 전통적인 특징이다. 또한 현대적 수필에 비하여 자기 반영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낮아, 작가의 자의식의 반영이 철저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51) 그러나 오늘날 수필의 소재가 되는 경험의 층위가 사물, 사

건, 대상 등 다양한 층위를 가지더라도 공통적으로는 작자의 일상 속에

서 재조명된다는 특징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수필에는 작자의 실생활의 

반경이 투영되고 그로부터 사상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고전 수필은 전통적인 고전 수필의 성격을 지니고 있되 한글로 

쓰인 것을 가리킨다. 한글 고전 수필의 범위는 개화기 에세이 장르가 수

입되기 이전의 작품들에 해당하는데, 시기적으로는 19세기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52) 한글 고전 수필 작품은 한문 수필에 비해서도 그 연원

인 고문에 대립되는 자유롭고 파격적인 문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드
러낸다. 

49) 이덕무, 「이목구심서」, 『국역청장관전서 8』, 민족문화추진회, 1980, 
17쪽. : “어린 아이가 울고 웃는 모습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파는 것을 
또한 익히 보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고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모습과 
영악한 고양이가 스스로 재롱떠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해 보면 지극한 이치가 
그 속에 있다. (…) 이 모두가 지극히 세밀하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지극히 오묘하고 무궁하게 조화로운 만물의 원리가 담겨 있다. 무릇 천지의 
높고 넓은 것과 고금의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면 이 또한 장관이고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다.” 

50)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 세계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35-136면.

51) 김균태, 위 논문, 134면.
52) 채훈(蔡壎)은 “우리나라 현대 수필이 등장할 만한 바탕은 《소년지(小年

誌)》를 통해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채훈, 「현
대수필문학사 Ⅰ」, 수필문학 통권 53호, 1976.10.). 이때 소년지는 1906년 
11월 《소년한반도》가 최초로 창간되었는데, 채훈은 현대수필을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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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고 양적으로 적은 편으로, 한문 수필과 달리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다. 한글 고전 수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계축일기(癸丑日記)’, ‘한

중록(恨中錄)’과 같은 궁정수필, ‘남정일기(南征日記)’, ‘무오연행록(戊午

燕行錄)’, ‘의유당관북유람일기(意幽堂關北遊覽日記)’와 같은 기행수필, 

‘조침문(弔針文)’,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論記)’와 같은 의인체수필이 

있다. 이외에도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 ‘양인문답(兩人問答)’, ‘백

화국전(百花國傳)’, ‘백화국재설증흥록(百花國再設中興錄)’, ‘여용국평란기

(女容國平亂記)’ 등의 작품들이 있다.

  위와 같은 분류는 한국문화민족대백과사전에 근거하는데53), 여기서는 

국문수필을 “훈민정음 창제 이후 주로 여인들에 의해 쓰인 수필”이라고 

정의하며, 그 배경을 “조선 초기에는 운문(韻文)이 성했으나 서민문학이 

흥성해진 이후에는 주로 여인들에 의해 기행문이나 일기문 형식의 국문

수필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 언급된 작품들과 같이 국문수필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주로 부

녀자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이 경우 기존 한문 격식에서 벗어나 한글로

써 주관적 정감을 섬세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문수필은 철학적인 거대 담론이 아닌 개인적, 일상적 생활사로

부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에

서 창작자는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는 논리적인 전개를 갖추기보다 자신

이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하여 독자들과의 정서적 공감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에세이와 현대 수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에세이

전후, 1920년대 전후, 1930~40년대 전후, 1950~1960년대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채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전 수필은 근‧현
대 수필 개념이 들어서기 이전인 19세기까지라는 범위를 잡았다. 

53) 이러한 분류는 한국문화민족대백과사전의 구인환 집필의 “수필” 용어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국문수필은 궁정수필(宮廷隨筆)·기행수필(紀
行隨筆)·의인체수필(擬人體隨筆)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한국문화민족대백과
사전의 분류에 의하면, 숙종 대의 박두세가 쓴 ‘요로원야화기’의 성격은 
단편산문에,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백화국전’과 ‘백화국재설중흥록’은 
고전소설에,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작품인 ‘여용국평란기’는 규방수필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각각의 작품들이 수필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
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며, 나아가 하나의 일관성 있는 수필 장르로 포섭되는 
원리를 밝히기가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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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i)”라는 단어는 원래 “무게를 달다, 측량, 숙고하다”의 의미로, 완

성된 상태가 아닌 이를 향해 가는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실험이라는 의미

이다.54) 특히 문학에서 사용되는 에세이의 의미를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

과 같다.

  여러 작품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들을 가진다. 이것은 몽테뉴

의 에세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주제들에 접촉하며 이를 다루는 작가들에게

서 서술 및 창작된다. 또는 저자가 특정 주제를 다룬 작품을 가리킨다. 그

러나 주제를 심화시키거나 철저히 고찰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세부적 사항들과 모든 논의의 형식으로 그것을 다루지

도 않는다. 현대의 많은 작품들이 에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작가 입장에서의 겸허인가? 이를 따르는 것이 정당한가? 판단은 독자의 몫

이다.55) 

  위와 같은 정의가 나타난 시기는 18세기 중반으로, 몽테뉴의 『수상록

(Les Essais)』(1580) 출간과 베이컨의 『수상록(The essays)』(1597) 

출간으로부터는 약 150~170년 이후가 된다. 즉 에세이라는 용어가 책

의 제목으로 직접 사용되고 난 이후에야 일상적 용어가 아닌 문학적 용

54) le mot "essai" provient du latin post-classique "exagium", qui 
signifie àl’origine "pesée, pesage" et au figuré, "examen précis, 
exact". (Kang-Soek Oh, L'essai chez Montaigne et Bacon la 
naissance d'un genre, Paris : Université de Paris III, 박사학위논문, 
2000, p.19.)

55)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publié 
par M.Diderot de l’Accadémie Royale des Sciences & des Belles 
Lettres de Pruffe, 1750, 984면. (Kang-Soek Oh, 위 논문, p.21 참조.) 
본문은 다음 번역 : “Ce mot employé dans plusieurs ouvrages, a 
differentes acceptions; il se dit ou des ouvrages dans lesquels 
l'auteur traite ou effleure differents sujets, tels que les Essais de 
Montaigne, ou des ouvrages dans lesquels l'auteur traite un sujet 
particulier, mais sans prétendre l'approfondir, ni l'épuiser, ni enfin le 
traiter en forme & avec tout le detail & toute la discussion que la 
matiére peut exiger. Un grand nombre d'ouvrages modernes portent 
le titre d'essai; est-ce modestie de la part des auteurs? Est-ce une 
justice qu'ils se rendent? C'est aux lecteurs à en ju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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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에세이 형식의 시초로 알려진 몽테

뉴에게서 본래 의도는 문학적 장르를 창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고안한 형식으로 글쓰기를 한 것이 아닌, 철학적 이론서와 비견되는 부

담으로부터 벗어나 생활 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볍게 서술하기를 시도

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세이의 의미가 ‘시도해본 것’이라는 점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의 완성 작품을 내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몸짓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저서의 원래 제목인 《에세이》는 ‘비판력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

도해 본 결과’임을 뜻하며, 저작 전체가 앞서 기술한 진리 탐구에 대한 

방법의 적용임을 밝히고 있다.56) 

  몽테뉴가 선택한 제목인 ‘에세이’는 시도, 시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

다면, 이 제목을 통해 동시대인에게서 암시되는 생각은 임시 결과, 즉흥 

연주, 미완성 등이다.57) 이러한 자세가 문학작품에 적용될 경우 위 사전

에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그 서술 방식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철저

한 논리적 형식으로 무장하는 철학과는 다르다. 이때 작가가 처음 지녔

던 문제의식으로서의 주제는 그 개념이 정연해진다거나 심화되지 않으

며, 오히려 에세이를 통해 밝혀지는 것은 전체적인 텍스트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서술자의 사상, 즉 이것을 쓴 사람이 무

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주제가 될 것이다.

  에세이의 생성 「원형」(Urform)까지를 거론한다면 세네카(Seneca)의 

서한문이나 호라츠(Horaz)의 강연문 및 성서까지를 거론할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 인본주의 사상가들(Plutarch, Cicero, Lukian, Theophrast, 

Marc Aurel)의 글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플라톤의 대화도 문학적 

형식을 갖춘 에세이적 시도로 본다.58) 그러나 본격적인 에세이 장르가 

시작된 것은 몽테뉴가 자신의 글에 대하여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56) 김문성, 『교양의 즐거움』, 브레인, 2005, 79면.
57) 다음 참조: Kang-Soek Oh, 위 논문, 25-26면.
58) 오한진, 「독일 에세이의 초기단계 개념 연구」, 『독일 에세이론』, 

1998, 15면. 여기서 오한진은, “그러나 이는 에세이 이전의 「예비형식」
(Vorform)”(참조: Gerhard Hass: Essay. Stuttgart 1969. p.6.)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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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부터이다. 몽테뉴는 에세이를 통해 삶의 다방면에 걸쳐 착상된 생

각을 주관적인 사상으로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하였다. 즉 

철학적 질문들에 착안하여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다방면으로 연관시키

면서 물음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나름의 답을 구축한다. 그러기에 

그의 『에세이』(Essais)의 핵심은 스스로의 「자문자답」(ein 

Selbstgespräch)이라고 한다.59) 그런데 이러한 인생관을 드러내는 자문

자답은 몽테뉴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아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관찰하고 정립하도록 하며 이루어진다. 그는 이와 같은 연

접의 원리로 하여 마침내는 스스로를 보편적인 인간성을 짊어지는 대표

자로까지 생각게 만드는 것이다.60)

  에세이라는 용어의 확산을 이끈 것으로, 1597년 영국에서 베이컨이 

출간한 『수상록 (The Essays)』가 꼽힌다. 몽테뉴가 17년을 앞서긴 하

지만, 베이컨은 자신의 에세이 형식의 기원이 몽테뉴가 아닌 세네카의 

서한문(epistles)과 같은 작품처럼 고대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물론 이는 베이컨이 몽테뉴의 에세이 의미를 의식하면서 언급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61) 그러나 베이컨이 에세이의 정립에 있어서 몽테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초 에세이 개념은 독립된 

(그리고 현대적인) 문학 장르로서 인식되었다.62) 

59) Hugo Friedrich: Montaigne. 2. Aufl., Bern 1967, p.10.
60) 정봉구, 「Essais의 問學장르論的 考察 -특히 Montaigne에서 起源하는 

Essais槪論을 바탕으로」, 『숭실어문』 제1권, 1984, 117-118면. 여기에 
몽테뉴의 ‘사람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 속에 인간적인 조건의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제 Ⅲ권 제2장)이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이를 통해 몽테뉴의 
에세이가 자기에 관하여 말하는 자아 탐구의 글쓰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서 타자를 발견하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볼 수 있다.

61) 베이컨의 에세이는 동사의 “attempt”가 명사로 전의(轉意)하여 사용된 
사실이 New English Dictionary에서 밝혀진다. 즉 “The use in this 
sense is app. taken from Montaigne, whose Essais were first 
published in 1580.”에서 보는 바이다. (공덕룡, 앞 논문, 25면.) 

62) Robert Atwan,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an Essay, River 
Teeth: A Journal of Nonfiction Narrative, Volume 14, Number 1, 
Fall, 2012, p. 111. 한편, 베이컨만이 몽테뉴의 ‘에세이’를 격하한 것이 
아니라, 에세이 전형을 연구하려 한 초기의 학자들도 ‘몽테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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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의 에세이란, 몽테뉴에 비해 객관성이 강하며 자명한 논리를 추

구하는 소논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몽테뉴의 언어가 「자연발생

적인 언어체」(ein spontaner Sprechstil)에다 「감상적이고 관조적이며 

구체적인」(sinnlich, anschaulich, konkret) 언어체라면 베이컨의 언어

는 「수사학적이고 유머 없는 엄한」(rhetorisch, humorlos, streng) 언

어체라고 하겠다.63) 다시 말해, 몽테뉴의 에세이가 생각의 유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형식이라면, 베이컨의 에세이는 경구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조직을 이루며 교훈에 도달하는 학문의 형식이다. 종합하자면 

양쪽 모두 본질적인 의미에서 ‘소박한 형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서로 다

른 표현 방식으로 인하여 두 가지 형식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는 오늘

날 경수필과 중수필, 또는 미셀러니(Miscellany)와 에세이(Essay)라는 

용어로 구분되어 각각을 대표하는 사례가 되었으며, 후대 에세이스트들

의 작품들이 몽테뉴의 에세이에 더 가까운지 베이컨의 에세이에 더 가까

운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로 구분되는 기점이 되었다.

  한편, 1743년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아무것도 아닌 에세

이』(Essay on Nothing)를 출간하였다. 『톰 존스』의 다양한 챕터를 

에세이들로 소개하였는데. 그의 목적은 ‘더 어렵고 지적으로 도전적인 

장르’를 쓸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자기 소설의 모조품들을 저지시키고

자 한 것이었다.64) 이때 필딩이 사용한 에세이의 의미란 ‘특정 대상에 

대한 간결한 분석’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이후 에세이라는 장르가 저널

리즘(journalism) 성격으로 변화되는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에

세이는 당대 독자층의 거대한 수요와 함께 일간지의 확산과 맞물려서, 

1960년대 문학적 에세이가 거의 멸종하였던 반면에 언론‧논평의 분야에

서는 비문학적인 언어로서 그 이름을 계승할 수 있었다.65) 

(Montaignean)’ 에세이를 까다로운 학술적인 구분으로서 경멸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음 참조: Robert Atwan, 앞 논문, 112면.) 베이컨이 몽테뉴
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에세이 개념이 역사적으로 문학적 장르가 
되는 방향을 가리킨다면, 에세이 연구 학자들의 방향은 비평사로부터 이어져 
온다.

63) 오한진, 앞 책, 35면.
64) 다음 참조: Robert Atwan, 앞 논문,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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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캠브리지 영어사전66)에 실

린 의미로, 첫 번째는 “특정 주제에 관하여 쓴 짧은 글로, 특히 강의의 

일부 과제로 학생에게 쓰임.”이라는 뜻이며, 두 번째는 앞서 살펴 본 어

원과 같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에세이가 본질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작가마다 다양하게 열린 초안들을 가

지게 된다. 에세이에서 작가가 자유분방하게 사고의 흐름을 전개하면서 

철학적 논의의 중심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러한 탈선은 더욱 

큰 탈선으로 이어지면서 에세이들을 종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파

악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이 점에서 아도르노는 “에세이의 가장 본질적

인 공식 법도는 이단이다.”라거나 “에세이는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비논

리적으로 진행된다.”라고67) 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필에 대하여 앞선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기저에 둔 

근대 수필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한다. 생활에서 느낀 바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방식은 근대 들어, 감상(感想), 기행(紀行), 논문(論文), 

단문(短文), 만문(漫文), 만필(漫筆), 보통문(普通文), 상화(想華), 소품(小

品), 소화(小話), 수감(隨感), 수상(隨想), 일기(日記), 잡기(雜記), 잡문(雜

文), 잡찬(雜纂), 찬송(讚頌) 등 다양한 용어들로 일컬어졌던 개화기 수필

로 이어졌다. 이러한 명칭들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어원적으로 다

른 배경에서 도출되어 서로 구분되는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예컨대, 보

통문이나 산문은 포괄적인 명칭이었다가 소설 장르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수필만 남게 된 경우이며, 논문은 이광수에 의해 서양 에세이 개념에 착

안하여 주장한 문학적 논문 개념이다. 

  수필이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들과 경쟁한 사례는 여러 문예잡지를 통

해 볼 수 있다. 1925년 1월 창간된 『생장』은 ‘감상’이라는 용어를 쓰

65) 다음 참조: Robert Atwan, 앞 논문, 112면.
66) 첫 번째로는 “a short piece of writing on a particular subject, 

especially one done by students as part of the work for a course.”, 
두 번째로는 “to try to do something”이 나와 있다.

67) Theodor Adorno, “The Essay as Form” in Notes to Literature, 
ed. Rolf Tiedemann, trans. Shierry Weber Nicols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3-23면.



- 29 -

다가 같은 해 5월 4호에서 ‘수필’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한편 1924년 

4월 『신천지』 2호에도 ‘수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같은 지면에 

유사한 작품은 ‘단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등 혼란을 거듭하였다. 같

은 해 8월 『영대』에서 ‘수필’이라는 명칭의 통일이 처음으로 나타났으

나, 이 시기의 다른 경쟁 용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1927년 2월 『문

우』 4호, 5호와 비슷한 시기 『습작시대』에는 작품들을 싣고 ‘수필’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정착하기 시작한다. 잡문은 1927년 11월에 창

간된 《문예시대》 2호의 〈현상잡문모집〉에서 사용되는 것을 비롯하

여 언론에서도 쓰였으나 경시의 의미가 있고, 감상문은 일본 문단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1930년대까지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문

예시대』 2호의 〈현상잡문모집〉(광고)을 보면, “현상으로 잡문을 모집

합니다. 종류는 수필, 상화, 기행, - 무엇이든지 무방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때 잡문 안에 다른 경쟁 용어들이 포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필적인 글쓰기를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을 통하여 아직 수필이 하나

의 대표 장르로 확립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전통으로부터의 계승 및 새

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용어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살

펴볼 수 있다.1930년대 들어서 수필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김광섭, 

김기림, 최재서를 비롯한 문인들의 수필 이론이 담론을 이루고 하나의 

대표적인 장르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장르적 명칭의 다양성은 수필이라는 용어가 이들 용어의 대

표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이전으로, 다른 문학 장르들이 전문적으로 분화

되어 가고서 남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때 다

양한 장르적 명칭들을 단 채 발표된 작품들은 모집 요건에서 앞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자신이 느낀 바를 길지 않은 분량으로 가볍게 서술한 산

문’이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예컨대 동지 창간호의 문예현상모집 요건(광고)을 보면 수필이라는 용

어 대신 ‘단문’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단문은 “문장 연습을 위한 과제

이니 감상문, 일기문, 소론문 등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단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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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 안에 감상문, 논문 등이 유사 개념으로서 포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연습을 위한 과제’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수필적 글쓰기란 근대에 유입된 장르적 글쓰기를 초보자들

이 배우도록 권장하는 목적이 강했다.

  이를 통하여 근대 수필은 구체적인 장르로 분화되기 이전의 폭넓은 의

미를 지니되, 특히 개인의 일상적 관심사에 기반하며 창작된 기초적인 

산문으로서 인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에 들어와 주목된 

‘개인’의 개념과 관련되어,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대하여 관

찰하고 사색한 내용을 글로 서술한 것으로, 이러한 근대 수필을 독려하

는 경우 주로 지성적인 글쓰기의 한 교육적 방안으로 통용되었다. 그런

데 이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철학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견해

를 밝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자의 사상 및 세계관이 개인의 일

상사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지점을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수필 장르는 당대 개화 지식인들에 의해 서양 문예 장르의 

하나인 ‘에세이’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종종 논의되었다. 앞선 에세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근대 에세이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 에세이가 아

니라고 주장한 측은 “에세이에는 그 필자의 개성 또는 성격이 드러나 있

어야”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68) 즉 작가의 자기반영성 여부를 중시

한 것이다. 에세이 개념을 수입하여 기존의 수필에 대응하려 한 근대 문

학의 시도가 함의하는 것은, 수필의 초점이 세상사를 ‘기록’하는 일이 아

닌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일로 작자의 개성적인 세계관에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광수 역시 에세이 개념을 번역할 때 개인의 평론적 성격이 담긴 이

지적인 장르라는 점에서 논문이라고 쓰되 ‘문학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정치적·과학적 논문과는 거리를 두었다.69) 수필이라는 형식을 통해 추구

68) 廚川白村: 廚川白村全集, 제3권.
69) “다소 理智的 요소를 남히 너허 평론 비슷이 쓰기를 조하하는 이는 논문

작가 될 것이외다(논문이라는 말이 적당치 아니합니다마는 나는 영어로 
Essay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칼라일, 에머슨 가튼이는 영문학에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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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과 문명과 같은 삶에 광활한 깨달음을 주는 데 목

적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점에서,70) 수필이 특정 주제에 관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의 지성적인 글쓰기여도 그 실현은 엄정한 논리의 완결이 

아니라 삶의 가치 실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김광섭 역시 수

필이 이지적인 장르이지만 유머와 위트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전자는 무의식적 소성(素性)에서 피는 꽃 같은 미소요, 후자는 지혜와 

총명의 샘과 같다.”고 하며 수필 창작은 오직 “사로잡히지 않는 평정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71) 엘리엇(T. S. Eliot), 리처즈(I. A. 

Richards), 리드(H. Read) 등 영미 주지주의 비평가들의 영향을 받은 김

기림 역시, 수필 장르의 지성적 특성을 강조하였다.72) 그에 의하면 수필

이 소설보다 문명으로 가는 지성의 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는 근대 문

명인이 지닌 논리적‧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신봉하고 기존 문학의 봉건주

의를 비판하며 문학 분류상 그 위치가 모호한 수필 장르를 옹호하기도 

하였다.73) 이때 예시로 드는 수필 작품들은 몽테뉴, 파스칼, 알랭 등의 

논문학자 Essayist외다.”라고 하였지만, “논문이라 하면 신문잡지의 정치
적 논문도 논문, 모든 과학적 논문도 논문인즉 논문이라함도 적당치 아니하
나 가련 에머슨의 엣세를 예로 들면 역사론, 연애론, 교우론, 이 모양으로 동
양말로 번역할 때에 논자달릴 것이 만흐니 이 의미로 논문이라 할 것이외다. 
아마 문학적 논문이라 하면 좀더 적당할는지 모르겟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광수, ｢문학에 뜻을 두는 이에게｣, 『개벽』 21호, 1922. 3.)

70)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 1932. 9. : “아무것도 주지 못하
는 한 篇의 小說을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부로 쓰여진 느낌을 주는 한 篇
의 隨筆은 인생에 대하여 文明에 대하여 어떻게 많은 것을 말하는지 모른다
고 생각한다. 거기는 無視된 어떤 종류의 活動을 위하여 얼마나 넓은 天地가 
許諾되어 있는지 모른다.”

71) 김광섭, 「수필문학소고」, 『문학』, 1934. 1.
72)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 1932. 9. : “한 篇의 隨筆은 朝

飯 前에 잠깐 끄적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잘못은 없다. 香氣 
높은 ‘유머’와 寶石과 같이 빛나는 ‘위트’와 大理石같이 찬 理性과 아름
다운 論理와 文明과 人生에 대한 찌르는 듯한 諷刺와 ‘아이러니’와 ‘파라
독스’와 그러한 것들이 짜내는 隨筆의 獨特한 맛은 우리 文學의 未知의 處
女地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있을 隨筆은 이 위에 多分의 近代性을 攝取하여 
縱橫無盡한 時代的 寵兒가 되지나 않을까.”

73) “그러니 문학이라면 시, 소설, 희곡으로 막아버리는 고집스런 생각은 이 
또한 봉건주의의 찌꺼기라고 할까. (…중략…) 著者 또한 때를 따라 隨筆에 
붓을 적셨다. 다만 文學의 定義의 테두리만 돌아다니는 이 不平分子인 隨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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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문인이 아닌 교양을 지닌 지식인들의 에세이들이다. 김기림에 

의하면 이들의 글에 나타나는 유머, 위트, 풍자, 아이러니, 패러독스 등

은 우리의 기존 문학에는 없었던 것으로 수필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한 

작자의 개성적 스타일, 즉 문장의 참신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74) 

  물론 유머와 위트 등의 개화기 지식인들이 제시한 에세이의 요소들은 

오늘날의 수필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수필이라

는 형식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과 문명과 같은 삶에 광활한 

깨달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점에서,75) 수필이 근대 

언론의 대중성 및 상업성에 부합하여 특정 주제에 관하여 논리를 전개하

는 방식의 저널리즘 글쓰기로서 확산되었을지라도 그 실현은 엄정한 논

리의 완결이 아니라 삶의 가치 실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나아가, 수필은 과거의 경험 그 자체의 기록이 아닌 이로부

터 거리를 둔 개인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며, 또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주관적인 글쓰기 방식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광섭의 말처럼 

“수필의 味는 결국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대상에 작자의 

기분이 부딪쳐서 표현되는 인간미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 

수필은 개인의 진지한 사색을 바탕으로 한 이지적인 장르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정합성의 형식으로 구조화되는 비

문학적인 글과는 다르다. 수필에서는 진리의 일반화를 통한 결론을 도출

하려는 목적보다 진리를 탐구해 가는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과정 자체가 

더 중요시 된다.76) 이때 수필이 삶에 대한 물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숙고

의 편을 들려한 데 지나지 않는다.” (김기림, 「머리말」, 『바다와 肉體』, 
평범사, 1948.)   

74)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 1932. 9. : “나는 고백 한다. 그
가 말하는 내용에 대하야는 나는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그가 말하는 방법에 대하야 흥미를 느낀다.”

75)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 1932. 9. : “아무것도 주지 못하
는 한 篇의 小說을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부로 쓰여진 느낌을 주는 한 篇
의 隨筆은 인생에 대하여 文明에 대하여 어떻게 많은 것을 말하는지 모른다
고 생각한다. 거기는 無視된 어떤 종류의 活動을 위하여 얼마나 넓은 天地가 
許諾되어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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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인의 사상이 작품의 개성적 태도로 반영된다.

  오늘날에 이르러 수필은 일상적이고 신변적인 소재로 시작할지라도 단

지 현상에 대한 짧은 소감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경험에 대

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며 독자적 삶의 의미를 포착

하고자 탐구하는 하나의 장르 형식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장백일은 수필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생각·기분·정서를 표현하

는 하나의 시도”로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글”77)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필의 종류로 칼럼, 감상문, 서정문, 서간문, 일기문, 

기행문을 두는데 소재를 어디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며 포

멀 에세이와 인포멀 에세이에서는 인포멀이 다수78)라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장르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현재 문학 교실에서 통용되는 수

필이 보다 정서적이고 개인의 일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필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양식들을 포

괄할 때의 공통적인 특성이란 자유로운 형식의 산문이라는 점 이외에도, 

사실과 논리가 포함되더라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에 중점을 

둔 글쓰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오영은 수필의 ‘수(隨)’에 대하여 “독서성령(獨抒性靈)에 불구

격투(不拘格套), 즉 홀로 마음 속 깨달음을 펼 뿐, 투식에 구속되지 않는

다”라고 풀이하고, ‘필(筆)’에 대하여 “산문이란 뜻이니, 리듬이 있으면 

문이요, 리듬이 없으면 필(有韻曰文, 無韻曰筆)”79)이라고 풀이하였다. 다

시 말해, 외재적 형식은 산문이라는 공통성 이외에는 자유롭다는 점과 

개인의 주관적인 깨달음이 소재 및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리듬이 없다는 것은 수필이 기존 고전 문장의 수사법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76) 김기림, ｢문예좌담회」,『조선문학』, 1933. 10. 16. : “지금은 단편소설
형태를 나서수필형태로 전환하고잇지안슴니 단편소설쓰는 작가에게잇어
서 형태의 구속을버리고 자유로운형식으로 자유로운주관으로 새로운힘을 어
더서 쓰도록함에 잇다는 것이 제가 주장한바입니다.” 

77) 장백일, 『隨筆의 理解』, 현암사, 1977, 15-16면.
78) 장백일, 위 책, 58-59면.
79) 윤오영, 『수필문학 입문』, 태학사, 2001,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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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
교육 내용

  나아가, 수필의 특색에 대하여 윤오영은 “문제를 제기하되 소설적 테

마가 아니요, 감정을 제기하되 시적 이미지가 아니”며 오히려 바깥에서 

얻은 소재를 소화하는 개인의 지성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신비적 이미

지’80)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필이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산문으로

서 개인의 지성적 사유를 바탕에 둔 문제의식을 이미지를 통하여 정서적

으로 표현하는 문학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수필 장르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통하여, 수필이란 다음과 같

은 글들을 총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작가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재로 한 것, 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매우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는 데

서 소재가 시작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서술자 ‘나’의 입장에서 산문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단지 객관적인 대상을 묘사하는 데 그치

지 않고 대상과 관계 맺고 있는 자신의 주관적 정서와 판단이 강조된다

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작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독자적인 삶의 태도를 표명한다는 점이다.

  (2) 문학 교실에서의 수필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

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급에서 수필 쓰기 

교육 성취기준의 흐름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필 쓰기 교육 

내용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필에 대한 

특성이 이전의 2009 개정 교육과정(2011)과 비교 및 참조해 볼 만한 

지점은 【2009】표시로 구분하였다. 

80) 윤오영, 위 책,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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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

정

초

등

학

교

국어

5~6학년 국어자료의 예 / 글 / 일상생활

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의미 있는 체험이 

잘 드러난 감상문, 수필

중

학

교

국어

1~3학년 국어자료의 예 / 글 / 독서나 일

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대화, 수필 【2009】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은 수필 

고

등

학

교

문학
1학년 국어자료의 예 / 글 / 경험, 정서, 

삶의 성찰을 담은 글, 수필, 자기소개서

화법과 

작문

【2009】 3. 내용 / 가. 내용 체계/ (1) 

글의 유형 / (라)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

기: ④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감상

문, 수필, 회고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

을 쓴다. 

화법과 

작문

【2009】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 나. 

세부 내용 /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 /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작문- / (30)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씀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

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

른다. / 감상문이나 수필, 회고문 형태의 

글을 써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관조

해 보고 긍정적 정서를 기르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글쓰기 문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필 관련 내용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의 쓰기 영역에서 수필이라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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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며, 다만 성취기준의 【10-국-03-0

3】과 같이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라

는 간접적인 문장을 통해 교실 현장에서 수필 쓰기 활동을 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자신의 실제 경험이어야 한다는 

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점, 그 목적이 논

리의 엄정성이 아닌 정서의 표현에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수

필 장르에 해당하는 특성이지만 반드시 그 문학적 형식이 수필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정에서 시나 자전적 소설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수필이 인용되는 대목은 〈중 1~3학년 국어 자료의 예〉

나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자료의 예〉와 같이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문

학적 쓰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등장하는데, 여기서 ‘경험, 정서, 삶, 성

찰, 생각, 감정’과 같은 개념들은 수필 장르에 주요한 개념들로 함께 묶

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수필이 다루는 경험의 층위란 작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서 매우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이지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세계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그 초점이 외부

가 아닌 작가의 내면의 감정과 정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표현하는 경험의 의미는 수필 쓰기를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이 

경험은 무의식 속에서 일회적으로 소모된 것이 아니라 작자의 삶 속에서 

성찰과 정서를 통한 의미화를 이룬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겪은 

실제의 경험을 일차적 경험이라고 한다면, 수필 쓰기라는 구체적인 생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체험을 삶과 연관하는 이차적 경험을 하

게 된다.

  특히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 수필 장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군에서

도 국어 자료의 예로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의미 있는 체험이 

잘 드러난 감상문, 수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수필이 학습자의 성장과정

에 있어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으로 연계적으로 활용되는 근거를 밝히

고 있다. 이때 수필의 소재를 일상생활 또는 학교생활에서의 것으로 한

정하여, 학습자의 일상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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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의 소재가 일반적으로 무궁무진하지만, 문학 교실에서 통용될 때 수

필이 다루는 경험 대상의 층위는 학습자의 일상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수필 쓰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발

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가진다. 

  위 교육과정 표에서 수필은 ‘감상문’과 함께 묶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 

수필은 ‘자기소개서’나 ‘논설문’, ‘토론문’과 같은 비문학 장르와 함께 묶

이는 반면, ‘시’나 ‘소설’과 같은 타 문학 장르와는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

다. 예컨대 고등학교 자료 예시에서 ‘경험, 정서, 삶의 성찰을 담은 글, 

수필, 자기소개서’ 등으로 나오는데 수필과 함께 묶이는 글쓰기 장르란 

우선적으로는 산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수필이 산문 형식을 취할 때 언어적 제약을 볼 수 있다. 수필

이 산문 형식을 취할 때 다른 문학 장르와 구분되며 동시에 비문학 장르

에 가까운 언어적 속성으로 묶인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문학적 

언어라기보다 일상적 언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처럼 

특정한 운율을 살리거나 문학적 허용으로 일상적 언어의 규약에서 벗어

나는 것, 또는 소설처럼 플롯의 배치와 인물 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비일상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수필의 산문성은 일상에서 있었

던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에 기반하고 일상적 세계의 틈을 

보여주는 데 있다. 시대적 일상성이란 기실 따지고 보면 산문성으로서의 

열린 세계81)라는 점에서, 수필의 산문성은 특히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언

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함으로써 실제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을 형상화하

는 것과 관련된다. 즉 수필의 산문성은 학습자의 일상에서 발생하였던 

일에 주목하고, 이를 일상적 언어로써 구체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일상적 

세계를 의식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일상적 언어로 표현되는 산문으로 그치지 않고 수필이 비문학적 장르

의 산문성과 구분되는 것은 주제를 다루는 구성 방식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위 교육과정 표에서 수필은 특정 대상이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장르로 이해되고 있다. 수필의 주요 특성은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주제를 형성한다는 점인데, 실제 교과서에 게재된 전문 작

가들의 수필에서 드러나는 서술 방식은 대체적으로 서사적 구성으로 진

81) 김윤식,『김윤식선집: 문학사상사』, 솔, 1996,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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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82) 예컨대, 수필 제재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

영희의 작품들의 경우 단지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순하게 

작품명 (작가) 횟수
활동 분류 

(횟수)

괜찮아 (장영희) 4

문 학 / 쓰 기

(1), 말하기

(1), 문학

(1), 문학/말

하기(1)
먹어서 죽는다 (법정) 3 읽기(3)

별명을 찾아서 (정채봉) 3
읽기(2), 문

학(1)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성석제)
2 문학/쓰기(2)

누에와 천재 (유달영) 2

읽기/말하기

(1), 말하기/

쓰기(1)

막내의 야구 방망이 (정진권) 2
읽기(1), 문

학/쓰기(1)
내 마음의 희망등 (이순원) 1 문학/말하기
나무 (이양하) 1 문학/읽기
우주에서 바라다보라 (강인선) 1 읽기
축복받은 성격 (이시형) 1 읽기
나의 아버지 (박동규) 1 문학/읽기
연탄이 있던 집 (안도현) 1 문학/읽기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1 문학/쓰기
우표 한 장 (박동규) 1 문학
책을 따라다니며 (김용택) 1 읽기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1 문학/쓰기
심재현, 사랑해 (최은숙) 1 읽기/쓰기
다시 시작하기 (장영희) 1 문학/쓰기
개구쟁이의 추억(김영곤) 1 말하기
그림엽서 (곽재구) 1 말하기/쓰기
맑은 슬픔 (공광규) 1 쓰기/말하기
크레파스가 있었다 (정성화) 1 읽기

[표 7]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수필 작품 예시

82)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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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거나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주제의식 하에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성찰을 서사적으로 배치한다.

  반면, 법정의 작품은 특정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과 일

상 세계를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글이 아닌 교훈적 어조로 논리적인 전개

를 보여준다. 그런데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에게 쓰기를 요구하는 수필이

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글쓰기 양식이라는 점

에서 법정의 작품은 학습자가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서의 수필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정채봉, 성석제, 정진권을 비롯한 대

부분의 수필 작품은 법정과 같이 특정한 의문을 가지고 고찰하더라도, 

냉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논술보다는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돌이켜 삶의 근원적인 의미로 연결하는 서사적 인식에 기반하

고 있다. 

  한편, 수필이 서사적 산문 장르인 소설과 구분되는 주요한 특성은 비

허구성(非虛構性)으로서 위 교육과정 표에서 ‘자신의 삶을 기록’한다는 

측면을 볼 수 있다. 벤야민에 의하여 일상성은 실제 그 시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구체적 경험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때 기록

의 대상은 역사의 거대 서사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시 서

사에 주목된다. 수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대신 새롭

게 배열하고 실제 살았던 사람의 삶을 여러 관계 속에서 재형상화하기 

때문에 이 경험은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수필을 쓰는 작

가의 주관적 입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수필이 개인의 미시 서사로서의 삶에 주목하여 주관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은 실제의 사건과 실제의 인물에 바탕을 둔

다는 근본적 틀은 유지한다. 다시 말해, 수필의 내용이 실제 사실에 얼

마나 부합하는지, 실제 인물과 얼마나 닮았는지 등을 중요시하는 역사 

기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거나 가상의 인물

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는 학습자가 수필을 쓸 때 자신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세계가 아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즉 일상세계로부터 자

신의 삶을 기록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이다.  

  선택 교과 중 수필이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된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서는 수필에 대하여 무형식의 글로 설명함으로써 ‘붓 가는 대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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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았던 수필에 대한 초기의 소박한 관념83)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

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개별 수필 텍스트의 형식 분석을 넘

어서 수필 장르의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

다.84) 이때 수필은 어떠한 글인지, 또한 학습자들은 수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통상적인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관찰-의미 발견–

표현-수정’으로 단순화85) 되어, 국어교육에서 수필이 고유한 장르성이나 

독자적인 방법의 체계를 갖춘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 발생한다.

  이상의 문제는 공통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수필에 대한 

관점과 교육적 의도가 혼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 교과에서는 직접적

인 장르 언급을 자제하는 반면 간접적으로 수필이 활용될 토대를 마련하

고 있다. 반면에 문학 교과에서는 수필이라는 장르 명칭을 개념적으로 

불완전한 측면을 지닌 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일반적으로 수필이라고 

인식되는 제재들을 활용되고 있다. 문학 교과의 수필 제재들과는 달리 

작문 교과에서 다루는 수필 제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 사람들의 

비문학적 산문인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논설문이나 비평문에 가깝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도 수필의 범주가 달라지며, 실제 가리키

는 수필 제재 역시 서로 상이하므로 수필의 의미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글쓰기가 의사소통적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쓰

기에 대한 흥미나 효능감 역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가리킨다. ‘쓰기 효능감’은 ‘자아효능감’에서 비롯되는데, ‘자아효능

감’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나 

83) 수필에 관하여 隨筆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 ‘붓 가는 대로’라는 의
미로 이해하는 것은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진 중국 남송시대 
홍매의 『용재수필』에 기원을 둔다. 독서를 통해 얻은 자신의 지식을 자유
롭게 기록한 홍매의 입장은 에세이스트 사무엘 존슨의 “에세이는 자유로운 
마음의 산책, 즉 불규칙하고 소화되지 않는 작품이며, 규칙적이고 질서 잡힌 
작문이 아니다”라고 하였던 것과도 상통한다. 

84) 다음 참조: 이삼형 외, 『화법과 작문』, 지학사; 박영목 외, 『화법과 작
문』, 천재교육; 김동환 외, 『화법과 작문』, 미래엔; 박영민 외,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85) 위 교과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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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나타내는 인지 구조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의 선

택, 노력,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Pajares, 1996; 

Schunk & Swartz, 1993; Zimmerman, 1989, 2000).86)

  따라서 수필 쓰기는 단지 지식 습득이나 기능적 글쓰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소통하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수필에서 소재

의 바탕은 학습자의 실제적 삶인 일상에 둔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작문의 하위 내용 요소인 ‘정서 표현의 글[진정성]’과 ‘성찰하는 글[체험

의 기록]’87)등을 포괄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소설과 달리 수필은 

작가가 직접 겪은 일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작가의 체험과 그에 대한 성찰 과정, 작가의 솔직한 정서 표현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진정성 있는 작가의 인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38종에서 수필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 각주와 같다.88) 표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교과서에 수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이다.  

86) 한경숙, 「쓰기 동기 형성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작문연구〉 31
권, 2016, 103면.

87)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 화법과 작문 /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 가. 

내용 체계 
   ‘작문의 원리와 실제’ – 내용 요소: 정보를 전달하는 글[정보의 선별과 조

직], 소개하는 글[작문의 맥락], 보고하는 글[절차와 결과], 설득하는 글[논
거와 설득 전략], 비평하는 글[필자의 관점], 건의하는 글[현안 분석 및 해
결], 친교 표현의 글[독자 고려], 정서 표현의 글[진정성], 성찰하는 글[체험
의 기록]. 

   위에서 ‘비평하는 글’은 중수필 혹은 에세이라는 범주, ‘친교 표현의 
글’은 서간문이라는 범주로 이해된다면 넓은 의미의 수필에 사실상 포괄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삶에 맞닿아 긍정적
인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데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학습자가 일상에서 의미
를 발견하고 주관적 감정을 일반화하는 글쓰기라는 좁은 개념의 수필로 한정
하고자 한다.  

 ‧ ‧     수준  

  교과서‧ ‧ ‧ 개념 특성 글쓰기 방식

88) 아래 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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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창

비

(이

도

영 

외)

중

일정한 형식을 따르

지 않고 인생이나 자

연 또는 일상생활에

서의 느낌이나 체험

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

자유로운 형식, 글

쓴이의 개성, 비전

문적, 삶의 지혜

구성(경험과 관

련된 소재, 일관

성, 처음-중간-

끝), 표현(진실

성).

국

어

두

산

동

아 

(전

경

원 

외)

중

*생활 체험의 글: 생

활 속에서 겪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

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이다.

-

글감 선정, 솔직

한 표현, 생각 

및 느낌 자유롭

게 쓰기.

국

어

Ⅰ

창

비 

(문

영

진 

외)

고

*교술 갈래: 실제 경

험과 사실을 기술하

고 전달하는 문학 갈

래이다. 

*교술 갈래: 수필을 

비롯하여 수기, 르

포, 일기, 기행문, 전

기 등이 교술 갈래에 

속한다. 오늘날의 대

표적인 교술 갈래는 

수필이다.

서정이나 서사, 극

과 달리 비허구적

인 성격, 세계가 

자아의 주관적 입

장에 따라 변형되

지 않음(자아의 세

계화), 작품 바깥

에 실제 세계 존재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

-

국

어

Ⅰ

미

래

엔 

(윤

여

탁 

고

*교술 갈래: 일상적 

체험을 통해 얻은 깨

달음이나 교훈을 전

달하는 데 중점을 두

는 문학 갈래

일상적 경험과 삶

에 대한 교훈을 담

은 문학, 교훈과 

감동의 직접적 표

현, 주제의 직접적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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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에 제시된 수필의 개념을 설명하는 빈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 까닭은 고등학교 교육과

외)

국

어

Ⅰ

교

학

사 

(김

중

신 

외)

고

*교술 문학: 교술 문

학은 작가가 삶에서 

체험한 것이나 어떤 

대상을 설명‧묘사하

여 독자에게 알려 주

는 문학 양식이다.

작가가 직접 드러

나 작가와 독자와

의 관계가 직접적, 

작가의 개성, 특별

한 형식 없음, 비

전문성. 예: 일기, 

편지, 기행문 등.

-

국

어

Ⅰ

비

상 

(한

철

우 

외)

고

*교술 갈래를 대표하

는 수필은 형식이 자

유로우며 작가의 개

성이 잘 드러난다. 

수필은 생활 경험

을 제재로 한다는 

점에서 경험을 서

술하는 교술 특징, 

작가의 깨달음을 

집약적으로 서술하

므로 길이가 짧음, 

역사적 갈래 제시.

-

국

어

Ⅰ

비

상 

(우

한

용 

외)

고

*교술 갈래: 일정한 

형식적 제한 없이 일

상생활에서 얻는 깨

달음이나 교훈 등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

수필 외에도 일기, 

편지, 비평, 한문으

로 된 서(序), 설

(設), 발(跋), 기

(記) 등도 교술 문

학의 하위 갈래.

-

국

어

Ⅰ

천

재 

(김

종

철 

외) 

고

*교술: 글쓴이가 자

신의 경험이나 생각

을 객관적으로 드러

낸다.

역사적 갈래 제시. -

국

어

Ⅰ

신

사

고 

고

*교술: 작가가 자신

이 경험하거나 깨달

은 바를 바탕으로 그

역사적 갈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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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부터 수필을 비롯한 우리 문학의 갈래를 구분하고 각 갈래의 성격

을 교육하도록 요구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위 

(이

숭

원 

외)

에 대한 감동이나 교

훈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

국

어

Ⅰ

두

산

동

아 

(신

동

흔 

외)

고

-*교술 문학은 글쓴

이가 자신의 경험이

나 생각을 있는 그대

로 전달하는 문학이

다.

-교술 문학을 여러 

하위 갈래로 나누지 

않고 그냥 ‘수필’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데, 이때의 ‘수필’이

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란 의미이다.

-생활 속에서 얻는 

갖가지 경험이나 생

각을 자유로운 형식

으로 쓴 글을 수필이

라 한다. 

-역사적 갈래 제시

-생활 주변에서 일

어나는 사소한 일

을 소재로 한 경수

필과 무거운 내용

을 담고 있는 논리

적‧객관적인 성격

의 중수필 구분.

-수필은 작가가 화

자가 되어 자기 삶

을 있는 그대로 드

러내는 글로 주관

적, 고백적 면모. 

개성적인 가치관과 

표현 조화 필요.

-

국

어

Ⅰ

지

학

사 

(이

삼

형 

외)

고

-*교술 갈래: 개인의 

경험이나 성찰을 자

유롭게 표현하는 문

학

-수필: 작가는 시나 

소설과 같은 엄격한 

형식이나 기법을 사

용하지 않는 대신 독

자에게 친숙한 사실

이나 경험을 활용하

역사적 갈래 제시.

일상적 체험, 심미

적 감동과 윤리적

인 교훈, 비평의 

경우 대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함.

개인적이고 진솔

한 표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

롭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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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면 고등학교부터 수필 개념은 단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술 갈래’라는 상위 개념의 아래에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

여 짧고 인상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전달. 

국

어

Ⅰ

해

냄

에

듀 

(조

현

설 

외)

고

*교술 갈래: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

신이 말하고 싶은 것

을 자유로운 형식으

로 표현하는 문학 갈

래

교술 갈래에는 발

견과 성찰에서 얻

은 깨달음과 가치

관을 작가가 개성

적인 문체로 나타

내는 경우가 많음.

-

화

법

과 

작

문

비

상 

(박

영

민 

외)

고

-자기 성찰을 위한 

글에는 대표적으로 

수필, 회고문, 감상

문 등이 있다. 

-수필은 일상적인 

삶의 체험이나 주변

의 사물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이나 느낌 등을 자

유롭게 표현한 글이

다.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남, 제재와 

형식의 자유로움, 

심미적‧철학적 가

치를 지님. 경수필

과 중수필로 구분

됨.

자기 성찰을 위

한 글쓰기:

자신의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

찰 → 의미 있는 

체험이나 깨달음 

발견 →  글을 

쓰기 위한 내용 

선정과 조직 → 

자기 성찰을 위

한 글의 표현

화

법

과 

작

문

지

학

사 

(이

삼

형 

외)

고

수필은 일상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로부터 얻는 깨달

음을 회고, 편지, 묘

사, 고백 등의 다양

한 형식으로 서술한

다.

필자의 개성, 독자

의 공감, 평범한 

소재로부터 격조 

높은 지성을 통해 

내용 형성, 자유로

운 형식과 주제의 

심각성 사이에서 

긴장감 유발.

수필, 회고문 쓰

기: 

대상에 대한 생

각이나 느낌, 체

험, 성찰 등 → 

의미 있는 내용

의 선택 → 독자

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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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의 갈래를 서정, 서사, 극이라는 정통

적인 3분법과 이에 속하지 못한 교술 갈래를 함께 설명하고, 수필은 교

술 갈래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경우가 ‘국어Ⅰ’ 5건, ‘화법과 작문’ 2건

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교술’의 의미에 따라 수필이 객관적인 외부 세계를 반영한다

고 설명하는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개 전통적인 한문 문장의 

갈래가 수필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국 문학에 특질

적인 ‘교술’이라는 위치 속에 수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필 작품에서 

작가가 실제 겪은 일을 소재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 세계 자

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은 어디까지나 작

가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일을 저마다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또한 개성적

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신의 일상을 ‘의미화’하지만, 자

신의 일상을 공적인 기록물처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필 쓰기를 요구하지만 타 장르와의 변별성 없이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답사 기록이나 여행기, 감상문, 회고문이 모두 보편적인 글쓰

기 단계가 되어 흡사한 방식의 활동을 요구한다고 할 때, 굳이 장르 개

념을 변별하여 쓰는 의미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수필이 무

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활동에서 ‘수필’ 쓰기를 요구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필이라는 장르가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수필이라는 장르에서 특징적인 개념

들은 타 장르와의 구분에서 유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필의 독특한 

지점들을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1.2. 일상적 경험의 개념과 특징 

  (1) 경험의 개념

성 → 개성적인 

표현.

[표 8]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수필 개념 및 수필 쓰기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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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은 실제로 겪은 일, 또는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르는 말로, 그

간 수필이 허구성의 대척점에서 진실성을 담보하며 소설과 구분되는 장

르적 근거89)로 여겨졌다. 그런데 작가의 입장에서 경험을 서술하고 의미

를 부여하여 창작한 ‘경험담(經驗談)’이 되었을 때 문제는 달라진다. 자

신의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수필 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 서술자, ‘나’의 합일을 통해 타 문학 장르

보다 더욱 주관적으로 작가 자신의 실제적 삶에 토대를 둔 태도가 드러

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이때 수필의 작가가 수행하는 과거에 관한 묘사는 실제 사건에 토대를 

두고 핍진하게 표현되었을지라도, 외부 세계 그 자체가 아닌 현재의 기

억으로 재구성된 이미지로서 다시 형성되는 작품의 내부 세계에서 타당

성을 지닌다. 작가가 자신의 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삶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주관적으로 도출 및 해석한다는 점에서, 

수필이 가리키는 세계는 객관적인 논리로 사실관계나 진리를 입증하는 

세계가 아닌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작자의 삶에서 하나의 의미라는 소박

한 완결성을 가지는 세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경험담이란, 사

실 전달의 논리적‧분석적 언어 행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

계이다.90)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간 축으로 되돌려 다시 형상

화하는 일은 서사의 틀을 거치며 필연적으로 상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험에 대해서도 가다머는 우리가 이미 이해의 과정에서 사건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

다.91) 우리의 선입견을 거치지 않은 채 외부 세계가 수용될 수는 없으

며, 경험은 단순히 기존의 지식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문학적 글감을 발견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대

89) 장도준, 「수필의 장르적 특성 연구」, 『한국말글학』 29집, 2012, 
198-120면 참조.

90) 신동흔,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
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160면 참조. 

91) H. Georg-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 역, 『진리와 방법 
2 :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07, 440-4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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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서 발생한 과정으로 존

재한다. 마찬가지로 지식 역시 종래의 객관주의적 관점과는 다르게, 구

성주의의 관점이 확산됨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현실에서 경험적이고 인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지식은 인간

의 구성물로 간주92)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주관

적으로 재구성된 지식을 형성한다. 

  경험(life experience; Erfahrung)은 체험(lived experience; 

Erlebnis)과도 유사한데, 후설에 의하면 체험은 경험을 상정한 개념으로 

인간의 내면적 삶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 두 개념을 구분하여 

쓸 때는 세계와 주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세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반면, 체험은 주체에게 

한정된 특수한 경험을 뜻한다. 

  후설의 견해를 이은 딜타이는 직접적 경험(Erlebnis)이 지니는 총체성

과 강렬성을 언급하며, 직접적 경험은 인지적 기능을 지니지만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는 전체로서 성립93)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경험을 

인간이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내면의 

표상으로 들여온다고 보던 기존의 영국 철학과 달리,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들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는 삶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경험은 인간 생활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전적으로 분리

되어 하나의 극적인 사건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다시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94) 

  벤야민은 이야기꾼이 끄집어내는 이야기의 원천은 구전하는 경험인데 

진정한 이야기의 본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용한 그 어떤 것을 내포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과학적 관찰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의 대중적 행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혜에는 판단과 평가들

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전승되거나 전통으로서의 경

험이 사라지고 대도시에서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경험만이 남았으며, 대

92) 한국과학교육학회, 『과학교육학 용어 해설』, 교육과학사, 2005.
93) 이돈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3, 43면 참조.
94) 이돈희,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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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간의 경험은 바로 체험95)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체험이란 무의식

의 영역으로 넘어간 무의지적 기억으로, 벤야민은 보들레르를 대표적인 

예로 꼽아 트라우마에 집착하는 유형(traumatophile type)으로 보았다.

  이 지점에서 경험담의 두 가지 층위를 추출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와

의 일치를 조정하며 나아가는 주체와 세계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

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체험되는(erlebt) 순간적으로 강렬

한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쟁 체험에

서 비롯된 트라우마에 관한 글쓰기, 수기(手記) 등으로, 이 연구에서 일

차적 대상이 되는 경험이란 일상 속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인 경험을 가리킨다. 그러나 수필 쓰기 활동에서 주체는 일상적 세

계에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상적 삶을 의식적으로 

성찰하며 내면으로부터의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자인 

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한편, 듀이는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삶 그 자체의 맥락으로 복귀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통적 경험의 이론을 대표하는 흄이 이미 발생한 과

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경험의 핵심이라고 본 반면, 듀이는 경험의 

생동적 행태를 두고 말한다면 기억 속에 혹은 의식에 주어진 것(the 

given)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실험적 노력이 오히려 더 중

요한 특징96)이라고 하였다. 듀이에 의하면, 막연한 덩어리째 있는 경험

이 일차적 경험인 반면, 반성적 사고가 개입하여 다듬어진 경험이 이차

적 경험으로, 이차적 경험은 일상적인 사물들을 통제하고 보다 광범하게 

활용하여 또한 즐기는 수단으로 만든다. 또한 이차적 경험은 하나의 완

전한 경험이며 내적으로 통합되고 일반적 흐름 속에서 다른 경험과 구분

되어, 그것의 끝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결성(consummation)으로서 각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특한 개성을 지니게 된다.97) 이때 주체

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해석을 거쳐 한 편의 수필이라는 결과물로 

95) Walter Benjamin,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2』,  새물결, 2005, 
1804쪽.

96) 이돈희, 위 책, 51면 참조.
97) 이돈희, 위 책, 54-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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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하는 작업, 즉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일은 이차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체의 내면적 층위에서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완성적 경

험의 단위를 성립시키는 것은 그 전체에 “편재되어 있는 질

성”(pervasive quality)98)으로, 구체적인 활동이나 삶의 과정에서 전체

를 조직 및 구성한다. 

  (2) 일상과 경험

  일상과 경험을 연결하여 보는 일은 앞서 살핀 경험의 측면 중 개인의 

사적이고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 발견되는 생동적 장면을 구체화하는 일

이다. 일상을 문학화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행위의 다양한 측면

들을 거대모델과 거대체계로 합리적 조직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들의 

위기와 관련되어 왔다.99) 여기서 일상성은 단지 개별 작품의 구체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작품의 시대적 맥락까지 읽어볼 수 있다는 데서 

주목되어 왔다. 이 관점은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인의 주관성을 정태적이

거나 유아론적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동태적‧사회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

고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혹은 역사), 주관과 객관 등 범

주를 대립적으로만 설정함으로써 야기되었던 사회과학의 장애를 극복하

는 데 기여해 왔다.100)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상성을 포착한 벤야민은 자신이 살았던 시

대를 ‘새로운 야만성(Barbarentum)’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사적인 경험

만이 아닌 인류의 전체에 있어서 ‘경험의 빈곤(Erfahrungsarmut)’이 나

98)“삶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행진이나 흐름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삶은 
역사를 지닌 삶이며, 각각에는 그 자체의 구성이 있고, 발단이 있으며 종결
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고, 자체의 독특한 리듬을 지니고 있다. 각각
의 삶에는 그 삶 전체에 편재되어 있으면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 자
체의 특질이 있다.”(John Dewey, Art as experience; 이돈희, 「존 듀이 
敎育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78p.)

99) 김한식, 『현대소설과 일상성』, 도서출판 월인, 2002 참조.
100)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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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시대라고 파악하였다.101) 벤야민에게 있어서 위선적으로 얻은 경험

을 던지고 인류의 경험 빈곤을 인정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적은 것으로

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생긴다. 

  벤야민에 의하면, 야만의 기록은 실제로 경험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아무런 경험에 의해서도 헤집어진 적이 없는 기념비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침적물102)이다. 따라서 벤야민은 기념비적인 것으로부

터 빗겨나 문화적 기록으로 전승되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자, 

사소하고 하찮은 일상적인 것들에 눈을 돌린다.103) 다시 말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 기록한다. 그리고 

특히 건축물에 대하여 공간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일상성에 대한 관점은 단지 대상을 ‘눈앞의 사물’로만 보는 것

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을 중시한다. 즉,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였던 일상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주목하는 것이

다.104) 이러한 일상성은 사람들의 습관과 닿아있는 속성으로, 사람들이 

종종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감각들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

상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행위는 무의식 속에 머물러 있던 ‘익숙

함’(Gewohnheit)을 일깨워 경험의 빈 곳들을 상상으로서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벤야민은 건축물들과 더불어 도시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101) 다음 참조: 발터 벤야민, 「경험과 빈곤」, 『발터 벤야민 선집5』, 길, 
2008, 174면.

102) 발터 벤야민, 위 책, 276면.
103) 심혜련, 「파국와 야만의 시대에서 경험과 사유」, 『시대와 철학』 25

권, 2014, 286면.
104)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Werkausgabe BandⅠ, hrsg. 

von Rolf Tiedemann und Hermann Schweppenhäuser, Suhrkamp, 
Frankfurt a. M., 1980, pp.504-505. : “건축물의 수용은 이중적 측면, 
즉 사용과 지각, 더 정확히 말하면 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
한 수용방식은 우리가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어떤 유명한 건물 앞에서 주의력
을 집중하여 그 건물을 수용하는 식으로 상상하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시각적인 면이 갖는 관조에 해당하는 것이 촉각적인 면에는 없기 때
문이다. 촉각적 수용은 주의력의 집중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습관
(Gewohnheit, 익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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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대중)’에 주목하여, 군중이란 모호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혼재되어 

있는 무리라고 보았다. 이러한 군중은 도시에 단지 기계적으로 적응하여 

그의 행동 자체로는 그 개인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 벤야민

은 군중의 기계적 행동을 ‘충격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보았다. 이는 

도시의 내·외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서 기

인하는 것이다.105)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집단적인 힘에 의하여 ‘일상의 

영역’에서의 개인적 영역이 소외되는 것과 관련된다.106) 여기서 ‘대중은 

개인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107) 것으로, 앵겔스에 의하면 몰개성적이

고 탈인격적이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포착될 뿐, 이 거대한 덩어리

(mass)를 구성하는 개인은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이다.108)

  ‘산책자(flaneur)’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노동, 시간, 관계 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자본주의의 외부자인 동시에, 자본과 권력이 생산하는 판타

스마고리아에 도취되는 군중의 일부이다.109) 산책자는 도시의 급변하는 

속도를 거슬러 거북이처럼 느릿한 속도로 도시를 풍경처럼 관찰하며 거

니는 존재이다. 도시의 공간을 자신의 실내 공간처럼 상상함으로써 대중

들은 도시를 자신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산업의 속도에 반하는 산

책 속도를 발견함으로써만 도시라는 리바이던을 마주볼 수 있었다.110) 

즐기면서 정원의 풍경을 구경하는 산보자(promeneur)와 달리, 이들은 

도시 속에서 혹은 군중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도시와 군중으로부터 고독

한 거리를 둠으로써 외부 세계에 도취되어 자신의 개성을 잃는 것이 아

니라 세계의 이면을 예민하게 포착한다.111) 다시 말해, 산책자의 경험은 

105) 권용선, 『세계와 역사의 몽타주,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그린비
출판사, 2009, 189면.

106) Sigfried Giedion, 『19세기 프랑스의 건축』, K 1a, 5. :“이전의 어떤 
시대와도 달리 모든 행위에 ‘개인주의적’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지하의 
감춰진 곳에서는, 즉 쉽게 무시되는 일상의 영역에서는 마치 뭔가에 취한 것
처럼 집단적인 뭔가를 위한 온갖 요소를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107) Benjamin, W., Gesammelte Schriften Band Ⅴ: Das PassagenWerk. 
2 Teilbände, Suhrkamp, Frankfurt M. 16, 3, 1980. 

108) 권용선, 위 책, 191면.
109) 권용선, 위 책, 195면.
110) 권용선, 위 책, 199면 참조.
111) 빅토르 푸르넬, 『파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 M 6, 5.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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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집단성에 경계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상에 균열을 내고 다른 

삶 혹은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데카르트식 지성

(intellectio)이라는 인식작용으로 눈앞에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일상적인 세계-내-존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의 총체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우

리의 가장 친근한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세계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세계로서 주위세계(Umwelt)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

위(Um)라는 말은 어떤 공간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공간적

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 주위의 

친숙한’ 세계라는 사실, 즉 세계성에 입각한다는 것을 가리킨다.112) 또한 

하이데거는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세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세계의 존재

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교섭’(Verhalten)이라고 부르

며, 동물적으로 본능에 의하여 세계를 구획하는 ‘얼빠진 채로 반응함

(benehmen)’과 구분한다.

  여기서 인간은 보통 일상적인 삶에 몰입하여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의

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러한 평균적인 삶은 사회존재로서 세계-내-존재

와 등근원적(等根源的)으로 일상적인 공동존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립

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익명의 세상사람이다. 우리는 일단은 고립된 주관

으로 존재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113) 그러나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삶

에서는 격차성, 평균성, 평준화라는 세론(世論)의 특성114)으로 인하여 익

수한 산책자는) 항상 자기 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반대로 구경꾼은 
외부 세계에 열광하고 도취되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은 외부 세계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만다. 구경거리에 정신이 빼앗긴 구경꾼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
다.”

112)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5, 118면 참
조.

113) 박찬국, 위 책, 171면.
114) 격차성(Abständigkeit)이란 일상세계에서 현존재가 타인에 비해서 사회

적으로 얻는 가치의 차이를 의식하는 것, 즉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평균성의 지배 아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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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세상사람(das Man)의 한 실존적 변양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익명의 세상사람에만 몰입하여 자신을 퇴락한 상태로 

둘 경우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물음을 던지는 과정은 소외된다. 여기

서 개시된 세계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다양하

게 부여받은 역할들의 기대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된 세계를 자신의 주관적인 감각으로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즉, 자

신의 존재가 내던져져 있음을 ‘문득 엄습해 오는 불안감’ 으로서 깨닫는 

일상의 균열에서부터 깊숙이 있던 존재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체험의 다양성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본래

적인 자기동일성을 깨닫는 실마리는, 우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기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데 있다. 

세계의 내부적인 존재자들을 경험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한 객관

적인 사물을 응시하는 것을 통하여 지각되는 것이 아닌, 접촉되는

(gerührt) 감관을 통하여 그 결과 우리를 촉발(Affektion)하는 것이다. 

  

  1.3. 수필의 문학적 형상화 요건

  수필의 서술 방식은 단지 수필이 소재로 삼는 작품 속 사건과 현실의 

일치 여부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아닌, 같은 사건 및 사물을 보더라도 

작자의 개성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흘러갈 수 있는 독창적인 

논리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필의 형식을 해명하는 일은 

곧 비문학적인 글이 지니는 객관적인 입증의 형식과는 다른 수필의 문학

적인 형식을 해명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위의 물음들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루카치의 에세이에 관한 논의를 빌

려서 수필의 형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어대사전에 의하면 ‘에세이’와 ‘수필’은 같은 의미다. 단, 루카치가 말한 

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존재
가능성들은 하향평준화(Einebnung)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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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작품의 예시는 고전 플라톤까지 올라가는 만큼 오늘날 통용되는 

수필 장르에 선행하며 보다 공적이고 넓은 범주를 지닌 글쓰기 형식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루카치가 논하는 에세이의 범위보다 오늘날의 수필의 범위가 

사적이고 좁음에도 불구하고, 에세이의 보편적인 속성은 현대 수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루카치는 이미지 중심의 문학이나 의미 중심의 철

학에 명징하게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글쓰기 형식으로서의 에세이의 

특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오늘날 수필이 완전히 사실도 아니고 완전히 

허구도 아닌 중간자적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장백일 역시 에세이의 구체적 내용을 논하며 “에세이는 분석 또

는 해석을 그 본질”로 가지며 “그것을 다소간 어떤 제한된 입장이나 개

인적인 입장에서 다루되, 그것을 다루는 문체와 방법은 자유로운 형식”

이라고 하며 그 특징을 산문성, 형식의 자유로움, 주제의 특수성을 갖는 

개인적인 글이라고 하며 이는 수필과 공유되는 지점이라고 지적115)하였

다. 

  구체적으로, 수필과 에세이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글이라

는 점, 수필에도 포멀 에세이의 요소인 객관적인 면과 사회적 유형으로

서의 특수성을 갖는 개인적인 면이 있으며 이를 모두 일반적·보편적 서

술로 짜며 논리적이라기보다 감성적으로, 체계적이라기보다 인상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수필에 에세이가 포함된다는 것116)이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루카치가 논한 에세이의 주요한 형질을 오늘날 수필의 형질에 관

한 논의로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루카치가 에세이에 관하여 논할 때, 그가 말하는 에세이의 대상이 되

는 체험이란 ‘어떠한 몸짓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없으면서도 그래도 표

현을 갈망하는 체험’으로서, 감상적(sentimental) 체험, 직접적인 현실,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현존재 원칙으로서의 지성(Intellektualität)과 개념

115) 장백일, 앞 책, 45면.
116) 장백일, 앞 책,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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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Begrifflichkeit)이다.117) 수필이 다루는 대상은 현실의 작자가 직접 

경험한 현실적 실제들인데, 이러한 체험은 작품의 소재로서 작자가 표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한편 또한 어떠한 표현으로도 곧바로 대치되지 

않는 작자의 독자적인 체험이다. 이 체험은 허구가 아닌 이미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이 삶에 대한 물음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거나 답을 결론으로 

주지는 않는데, 이러한 불충분의 아이러니를 무시한다면 체험이 왜곡될 

수 있다. 

  에세이는 없었던 일을 새로 지어내는 게 아닌, 이미 과거에 겪었던 체

험을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새로 배열 및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예

술·문학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문학 형식은 작품의 창조

된 세계 내부에 나타난 주인공의 독자적인 삶을 조명·구성하는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에세이의 주인공 역시 실제 살았던 사람을 형상화한 것

이지만, 루카치에 의하면 작품의 묘사와 실제의 인물이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추상일 뿐이다. 중요한 본질은 이 인물

의 삶의 어림하기 힘든 부분, 인물의 내면이 나타내는 빛과 그 빛이 주

변에 미치는 반사이다. 이러한 인물의 삶은 다른 문학과 마찬가지로 에

세이에서 형상화될 때, 그 자체의 효과와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에세

이는 제각기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보다 높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그러한 세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에세이는 그것의 톤이나 색깔, 강조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의 내부에 여전히 머문다.118) 

  이러한 에세이 예술의 형식은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궁극적 물음을 던

지는 목적을 가지며, 삶이란 무엇이고 운명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

인지 등의 근원적인 성찰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 심원한 물음들은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며 또한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오로

지 독자적으로 삶의 여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주목될 뿐이다.119) 따라서 

117)  György Lukács, 위 책, 15면.
118)  György Lukács, 위 책, 22면.
119)  György Lukács, 위 책, 22-23면 참조(강조는 인용자 표시): “삶과 

진실에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기준이 없다. 그리고 ‘실제’의 괴테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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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스트는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을 좇아가며, 결국은 그가 찾지 않았

던 목표, 즉 삶에 도달하게 된다.

  수필의 어원이 ‘붓을 따라가는’ 생각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듯 에세

이의 어원 역시 ‘잠정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글쓰기의 과정적 장면을 강

조한다. 루카치 역시 에세이란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단 

또는 끝에 이르기 직전의 단계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120) 에세이스

트는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서 개별 현상들을 판단하지만, 도달되어야 할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닌 동경이 저기 존재한다고 가리키며 나아

간다. 이때 하나하나의 목표는 모두 진정한 목표이자 한 길의 목표로 나

아간다. 그러나 이때 동경은 에세이가 단지 특정 목표의 부속적인 수단

이 아닌 독자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동경

은 단지 실현을 바라는 것, 도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경은 또한 삶의 전체에 대해 취하는 근원적이고도 심원한 태도이자, 

체험가능성의 더 이상 지양될 수 없는 궁극적 범주이다.121) 그리고 그것

은 내재적이면서 표현하기 힘든 상태의 체제와 생생히 살아 있는 삶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122) 에세이가 자신의 체계로 심판하는 과정은 전 

세계(ganze welt)를 포괄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하는 과정이다.123)

  루카치의 개념에서 나아가, 손택은 “자신에 대해 쓴다는 것(다시 말해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개 뻔뻔하게 여겨지므로 정당화할 필요

가 있”124)다고 하며, 이러한 정당화란 타인을 의식한다고 보았다. 다시 

서 그림이나 딜타이, 슐레겔이 야기한 괴테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까닭은, 우리의 괴테상과 엄청나게 
서로 다른 수많은 괴테상 역시 우리들에게 이들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불
러일으키기 때문이고, 또 이와 정반대로 설령 다른 사람의 상에 의해 우리의 
상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의 상이 지닌 희미한 숨결은 우리가 지닌 상에 독자적인 삶의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20)  György Lukács, 위 책, 32면.
121)  György Lukács, 상동.
122)  György Lukács, 상동.
123)  György Lukács, 위 책, 33면.
124) Susan Sontag, Where the Stress Falls: Essays, 수전 손택 저,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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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에세이스트의 존립기반이 루카치에서처럼 ‘자기 자신’에 머무는 것

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125)다고 보았다. 즉 “화자가 무덤에

서 쓰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126)라는 것이다. 수전 손택은 몽테뉴와 루소, 소로우 등

의 에세이들을 언급하며 이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평하였다.

자신의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극복해야 할 망설임이

나 억눌림(겸손,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작품이 소박하고 꾸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아도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 분명한 관심사(대단한 경력을 가졌다든지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는)도 없고 일기나 편지처럼 사적 문서를 

단순히 옮긴다는 구실도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에 대해 상세히 

말한다는 것은, 저자 스스로가 보기 흉하고 주제넘은 일이라고 암묵적으

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호의적인 일부 독자들만을 위해 경솔함을 보인

다는 식이다.127)

  위 인용문에 의하면 수필을 쓰는 저자는 수필을 쓰며 일종의 ‘도전’을 

하는데, 이는 대단한 경험에서 촉발된 분명한 주제를 갖추지도 않고 또

한 단순한 기록 이행 작업도 아닌 오로지 일부 독자를 위해 자신을 드러

내는 ‘경솔함’이다. 이 경솔함, 주제넘은 일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특정 주제에 대해 정확한 답안이나 혹은 보편적인 것(universalia)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단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독자와의 공감대

를 형성하고자 한다. 즉, 세계-내-존재로서 주체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

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를 통하여 경험이 수필을 통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거칠 때의 주요한 

특성들을 추출해 볼 수 있다. 먼저, 수필은 자기의 실제 있었던 경험을 

소재로 하지만, 그러한 경험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세계가 아니

경 역, 『강조해야 할 것』, 도서출판 시울, 2006, 234면.
125) 박진희, 위 논문, 26면.
126) Susan Sontag, 위 책, 235면.
127) Susan Sontag, 상동. 생략 및 강조는 인용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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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체의 사상과 감정이 녹아있는 주관적인 문학 형식에 있다. 여기서 

수필의 본질은 수필에 기록된 부분들이 실제 현실세계와 일치하는 사실

인지, 또는 실제 현실을 얼마나 수필의 내용으로 잘 반영하였는지를 가

리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입장에 있

다. 

  또한, 작가의 실제 경험은 삶에서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재해석된다. 

이때 주체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답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

니며,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탐구하기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수필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지만, 특정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 해답을 제시함

으로써 결론을 내리거나 실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필의 본질은 사적 경험들의 의미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메

타적인 자의식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에 있다.

  나아가, 수필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세계-내-존재인 작가의 사소한 

일상적인 생활세계로부터의 경험을 주체의 특정한 기분을 통하여 독자적

인 체험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생활하

는 일상적인 부분에 균열을 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자

신이 목표하는 바를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수필은 작가가 실제

로 겪은 자신의 독자적인 체험을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입장 표명으로서, 

다른 경험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예술적인 감흥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생에 관한 성찰을 유도하는 형식을 추구한다.

2. 수필 쓰기의 원리

  수필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할 때 이는 수필의 원리가 없다

는 것이 아닌 타 장르보다 비교적 가볍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

다.128) 수필 쓰기의 원리란 현실에서의 경험이 하나의 완결성을 갖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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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형식으로 변모되는 과정에 존재한다. 앞서 살핀 수필 쓰기의 형식

과 특성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수필 작가의 수필 작법 및 수필론을 코

딩한 후 해석학적 현상학에 기반을 두고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

해 ‘기분으로서의 일상세계 인식’, ‘서사적 상상으로서의 구성’, ‘체험의 

결성으로서의 의미화’라는 세 가지 원리를 도출하였다. 

  루카치는 에세이의 형식이 다른 예술형식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다양성 

속에서도 평형을 유지하여 내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수필 쓰기의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때로 중첩하여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개념이다. 이 

절에서 구분한 단계들 역시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개념

이 아니라 실제 쓰기의 과정에서는 상호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단계를 구분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문학 

교육 현장에 수필 쓰기 교육 방안을 적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필 쓰기 교육은 수필 쓰기 활동을 ‘처음-중간-끝’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각 단락마다의 내용을 채우게끔 하였다. 이러한 글

쓰기 방식은 전문 작가들에게는 당연한 과정일 수 있고, 실제로 일부 기

성 작가들에 의하여 수필이란 자연스럽게 써 내려가면 되는 글이라는 주

장이 있기도 하였다.129) 그러나 학습자들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문

학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쓰기의 장면을 구체화하여 수필 쓰기의 생생한 지침으로서 제시할 수 있

128) 수필이 ‘붓 가는 대로 쓰는 무형식의 글’이라는 입장은 국내에서 초기 
수필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대표적으로 김진섭(1953), 피천득(1969)이 지
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윤오영(1975), 김우종(1973)에 의해 수필에 형식이 
없다는 입장은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인환(1976), 
신상철(1976)에 이르러 완전히 부정된다. 현재는 ‘붓 가는 대로’라는 설
명은 수필과 수필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본다.

129) 수필을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설명한 피천득(1969)의 입장, 
그리고 이를 ‘천의무봉’으로서 ‘누에가 실을 뽑듯’ 나타나는 글쓰기라고 
해석한 윤오영(1975)의 입장과 관련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필의 구성이
란, 작자의 치밀한 글 솜씨에 기반을 두고 자연스럽게 짜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수필 쓰기의 과정은 별도의 원리가 없이 어떠한 글쓰기에도 적
용될 수 있는 방식이기에 어떤 것은 수필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게 되는 
기준이 작자의 글 솜씨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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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에 얼

핏 규칙 없이 산만해 보이는 전문작가의 수필 작품들에서 각 원리들을 

구분하여 살핌으로써 그 근거를 확인하고 구체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상 속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의 단계로 제시한 

‘인식-구성-의미화’라는 과정은 일상세계가 주체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의 

틀이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일상은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생산하는 현

실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130)이다. 이러한 일상의 공간은 ‘공간적 실

천(spac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al of space)’, ‘재현

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라는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일상을 지

각하는 것은 그 공간 속에서의 실천 행위를 인식하는 일이고, 합리적으

로 구획된 개념을 실제의 공간으로 적용하는 일이란 그 공간을 재현 및 

구성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주체가 능동적으로 재구성한 공간이란 사

람들에게서 새롭게 의미화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론에 의거하여 수필 작가들의 작법 및 작품들을 수집한 자료

의 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를 각 원리 단락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이러한 코딩 작업은 개방 코딩-축 코딩-선택 코딩을 통하여 이론화

하는 단계를 거쳤다.131) 그리고 이 단계를 도표화할 때 김민재(2016)의 

논의를 참조하였다.132)

130) Lefébvre, Kritik des Alltagslebens, Bd. Ⅱ, Kronberg/Taunus: 
Athenäum Verlag, 1977, p.52.

131)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표의 반대 방향인 원자료들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였는데 우선 단어 및 문장 사이의 단위로 쪼개어 살폈다. 축 코딩에서
는 각 자료들을 비교·대조하여 검토함으로써 개방에 일정 기준을 두고 하위 
범주들의 속성을 발견하여 이를 상위 범주로 연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상위 범주는 이론적 코딩으로 이론적 개념을 이루고자 하
였으며, 이 단계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다시 반대 방향으
로 원자료를 정밀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132) 김민재, 「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37-38면. 김민재의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체험 표상
의 양상을 근거이론의 코딩 방식을 도입하여 도식화하였는데, ‘핵심범주-
상위범주-하위범주-원자료 중 표본자료 예시 ’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본고
에서는 이 틀을 바탕으로 수필 작가들의 양상을 분석하여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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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자료 예시

기분으

로서의 

일상세

계 인식

일상적 

경험의 

균열

일상적 경험에 

대한 관찰

일상생활이 단조롭더라도 눈을 뜨
고 찬찬히 살펴보면 경이로운 것
(박양근)

충격을 통한 경험 

구체화

일시적인 감상의 언덕을 넘어 심
혼에 깊이 와 닿는 구체적인 충격
(김규련)

정서의 

자극

기분에 의한 

촉발133)

어떤 일에서 벅찬 감동을 느낄 때 
감성, 미묘한 감정들(김희선)

상상력의 허용

이(정서의 강렬성)를 재구(再構)하
고 확대하는 상상력이 개입(신상
철)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

대상과의 교감

비록 미세하고 비천한 대상이라도 
그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상
대방을 사랑하여 가슴을 맞대(정
목일)

독자적 관점에서 

재해석

그것을 사방에서, 또는 다양한 시
각에서(이철호)

  2.1. 기분으로서의 일상세계 인식

  일상 속 경험은 보통 특별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체의 

삶에 대한 구체적 물음도 무의식 속에 잠겨있다. 일상적 생활에 몰입하

는 경우 저마다의 사회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며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고

자 하는 ‘세상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상적 생활에 대하

133) 여기서 ‘기분에 의한 촉발’이라는 범주는 작가 내면의 어떠한 충동이 
곧바로 즉흥적인 글쓰기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수필을 쓰는 계
기가 작가 내면에서의 감흥에 토대를 둔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며, 비문학적 
글과는 다른 감상을 유발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 어떤 감동이라도 가
슴에 농축시켜 놓았다가 감정을 여과시킨 후 수필로 승화시켜야 된다.”(심
정임, 2007)에서 보듯, 수필 작가들은 충동을 느끼더라도 관조와 인내의 시
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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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롭게 의식하는 것이 일상적 자아에 대한 균열을 내고 경험을 재구

성할 수 있는 기초 자원이 된다. 

  수필 작가들이 수필을 쓰고자 마음먹는 경우란, 청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렬한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또는 충동적인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존재자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

(betreffen)이 가능한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와 

닿을(angehen) 수 있도록 내-존재 자체가 심정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134)

  루카치에 의하면, “에세이의 주인공은 언젠가 이미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삶은 형상화”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이러한 삶 역시 “무

릇 문학에서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작품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

다.135) 다시 말해, 수필을 통해 형상화되는 삶의 일면은 외부 객관 세계

를 비추지만 작품 내부의 타당성과 전제를 갖추어 형상화된다. 다시 말

해, 형상화된 대상은 외부 객관 세계의 순수한 눈앞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기분을 통하여 발견된 대상으로서136) 작가와의 관

계 속에서 작품 속에 형상화된다.

  고정희는 문학작품에 드러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인 정서

(emotion)를 하이데거의 개념인 ‘기분(Stimmung)’을 통하여 더 사적이

고 체험적인 것으로 심화하였다.137) 여기서 기분은 현존재(Dasein)를 

직·간접적으로 개시한다. 이러한 기분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현존재

의 존재는 모든 인식과 의지 이전에 그리고 인식과 의지의 개시범위를 

훨씬 넘어서 항상 기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개시되어 있다138). 여기

134) 박찬국, 앞 책, 191면.
135) 게오르그 루카치, 앞 책, 22면.
136) 가장 순수한 이론적 관조라고 해도 기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이론적 관조에서 동일한 눈앞의 사물로서 드러나는 것은 
이론적 관조가 존재자들을 안정된 기분으로, 즉 유유자적한 기분으로 볼 경
우에만 가능하다. (박찬국, 앞 책, 192면.)

137) 고정희,  ｢시의 정서(emotion)와 기분(Stimmung)에 대한 연구 – 마종기
의 <낚시질>과 <중년의 안개>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제14집, 한국
문학치료학회, 2010.

138) 박찬국, 앞 책, 189면. : 즉 현존재의 존재는 모든 인식과 의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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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체는 외부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유기적 관계에 

위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학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정서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분’으로 보았다.

  개시성이란 현존재에게 주어지는 존재이해로, 이러한 개시성 내에서만 

개별적인 존재자들과 관계하고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139) 그런데 현

존재는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일상적으로는 기분에 의해서 일정한 개시

가 가능해진다. 기분에 의한 조율 속에서 현존재는 늘 이미 자기가 실존

하면서 존재해야 할 존재로서 스스로 거기에 인도되었으며, 그러한 존재

자임을 언제나 기분적으로 열어 보이고 있다.140) 즉 기분에 젖어 있음으

로서의 심정성에는 ‘현존재는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근거 없이 존

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존재를 자신의 존재로서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개시되어 있다.141)

  김대행은 ‘ORM 구조’를 명명하며 시조, 10구체 향가, 설(說), 칼럼, 수

필 등이 ‘대상(object) - 관계(relation) - 의미(meaning)’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진술 구조상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

니라 진술 양식이 보여주는 사고의 구조가 중요하며, 이는 ‘대상을 대상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그 대신 그 대상이 나를 향하여 던지는 의미가 무

엇인가를 해석’142)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수필 작가는 형상을 구체화하

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관계 맺기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

한 고려(Besorge)143)를 심화하여 미세한 대상이어도 사랑하고자 노력한

그리고 인식과 의지의 개시범위를 훨씬 넘어서 항상 기분을 통해서 자기 자
신에게 개시되어 있다. 

139) 박찬국, 앞 책, 31면.
140)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 동서문

화사, 2015, 175면.
141) 박찬국, 앞 책, 184면.
142) 김대행, 「시조형식의 의미」, 『시조학 논총』 제11집, 한국시조학회, 

1995a ; 김대행, 「손가락과 달 : 시조 형식을 통해 본 문학교육의 지표
론」, 『선청어문』 제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5b

143)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는 세계라는 열린 지평에서 존재자들을 존재자
로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발견활동을 고려라고 부르고 있다. 이
러한 고려는 세계라는 지평에서 나타나 있는 존재자 자체와 관계하는 현존재
에게만 가능하며, 이런 의미에서 현존재가 존재자와 맺는 관계를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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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진리라는 현상은 감정이나 기분과 무관한 순수한 

이론적 태도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여는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하려고 한다.144)

  또한 수필의 서술 방식은 대상에 대하여 개념화나 정의(定義) 혹은 원

리를 수립하는 일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문

장들을 통한 표현력과 저회(低徊)하는 서술 등의 감각적 구성으로 대상

의 형상화를 꾀한다. 이는 “에세이는 근대 초기 데카르트가 확립한 규칙

에 대한 항의”라고 한 것, 즉 수필의 서술 방식이 근대 초기 데카르트에 

의해 제창된 ‘참’(진리)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규칙145)과는 대조되

는 양식임을 드러낸다. 

에세이스트는 실험하며 글을 쓰는 사람, 대상을 여기저기 조사하고 물어보

고 모색하고 시험하고 순간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 다각

도에서 대상에 몰두하며, 자기가 본 것을 마음의 눈에 집중하는 사람, 글을 

쓰면서 생겨난 여러 조건이 제시하는 새로운 내용을 그때그때 음미하고 이

용하는 사람이다.146)

  위 아도르노의 에세이스트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수필의 서술 방식이 

객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과의 관

라고 한다. (박찬국, 앞 책, 105-106면.)
144) 박찬국, 앞 책, 193면.
145) 아도르노는 “에세이는 근대 초기에 데카르트가 확립한 네 개의 규칙에 

대한 항의이다.”(아도르노, 「수필의 형식」, 『문학노트』, 1958.)라고 하
였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참된 진리에 도달하는 직관으로서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고자 네 개의 규칙을 정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이
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참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2. 당면한 문제
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작은 조각들로 나눌 것, 3. 내 생각을 일정
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가장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것, 4.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검사를 
행할 것.”이다.

146) Teodor W. Adorno, “Der Essay als Form”, Noten zur Literatur 
Ⅰ(Frankfurt am Main: Suhrkamp), 1958,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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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자료 예시

서사적 

상상으로

서의 구성

시간성 

이해

일상적 시간과 

거리두기

메마르고 가파른 생활 속에서도 때
로는 나 자신에 돌아 올 때(구인환)

시간의 구조화

모든 것을 거기에 정지시키고 원근
법적으로 이양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시간(원형갑)

상상적 

서술

시적 표현에 의한 

수사

아름답게 묘사될 수 있는 시적 표현
(김산옥)

사색의 흐름에 따른 

구성

저회(Rambling Structure)하는 듯한 
구성(공덕룡)

경험의 

유기적 

결합

소재의 배합
재료의 배합을 고루 잘해서 한 작품
을 완성(김시헌)

소재와 주제의 결합

주제는 소재가 없이는 생겨나지 않
고, 반면 소재에 주제가 담겨지지 않
으면 그것은 한낱 텅 빈 현실(이창

계 속에서 작가의 내면에 일으키는 표상들에 집중한다는 점을 볼 수 있

다. 나아가 수필의 서술 방식이 사색에 의한 흐름이라는 극단으로 갈 경

우 “일관성과 완전성에 대한 요구까지도 취소하려는 욕망”147)을 보여주

기도 한다. 이는 수필 작가가 ‘감정과 상상의 자발성’148)에 의하여 수필

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다. 다시 말해, 수필 쓰기를 통하여 

형상화되는 대상은 감성에 바탕을 둔 주관성으로서 개시된다.

  2.2. 서사적 상상으로서의 구성

147) 이정전 외, 『인간 문명과 자연 세계: 자연, 물질, 인간』, 민음사, 2014, 
111면.

148) 이정전 외, 상동. 이 책에서는 데카르트의 네 개의 규칙에 대한 에세이의 
항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에세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인
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에세이는 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전체를 가정하지 
않는다, 3. 에세이는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고 복합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4. 에세이는 누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정전 외, 
111-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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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서사적 상상(narrative imagination)이란, 서사에 관여하는 상상력으로

서 인간이 인식을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표상을 질서화하는 방식으

로 나타난다. 칸트에 의하면, 모든 인식은 시간을 통하여 구조화되는데 

감각에 의한 지각상과 개념화 사이를 상상력의 구조로써 매개한다.149) 

이때 상상력은 마음의 종합적 능력으로, 구조화의 작용이며, 패턴을 가

진 통일적인 표상을 획득한다.150) 다시 말해, 서사적 상상은 허구를 가

공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 경험과 감각, 감정들을 서사적

으로 이해 및 표현할 때 작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수필을 쓰기로 한 작가가 자신의 경험들 속에서 이야기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수필의 중심적 소재로 구성하는 과정에는 상상력

이 개입한다. 만약 여러 경험들이 주체에게 상상의 가능성을 주지 않고 

단지 그대로 기록되기만 한다면, 문학 작품이라기보다 단편적인 사실의 

기록에 그칠 것이다. 모든 문학은 상상적인 틀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51)

  통상적으로 수필의 세계란 현실의 작자와 단절되어 허구로 창작된 세

계가 아니라 현실 속 작자가 인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서 실제 작자

의 삶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허구

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엄격한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두고서 현상을 있

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수필의 세계는 현실

로부터 나왔지만 작자의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에 의해 창작되어 구

성된 현실로서, 실제와 허구의 사이에 있는 문학으로 허구성이 일부 용

인된다.152) 누군가의 삶과 경험을 표현하는 글쓰기 방식이란 실제적 사

149) 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전원배 역, 『순수이성비판』, 삼
성출판사, 1983, A.138~B.181 참조.

150) 임경순, 「서사교육의 의의, 범주, 기능」, 우한용, 앞 책, 57면.
151) 노드롭 프라이, 이상우 역,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집문당, 2000, 33

면.
152) 수필의 허구성이란 우선, 수필에 대하여 단지 “이미 있어온 과거형의 이

야기를 들려주는, 즉 현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작품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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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부터 픽션을 분리하여 구분하기 이전에 앞서 선험적으로 통합 또는 

혼재되어 있는 경험 구조의 존재가 의식된다.153) 

  앞서 살펴본 “서사 지향적 인식은 이야기의 대상에 삶의 형상성을 부

여하는 일”154)이라는 점에서,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과정에는 형상

하는 것을 벗어나 문학 형식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역동성 인과
율의 자연법칙, 그 해석을 위한 당위적 표징이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하길남, 「수필적 일상과 일상적 함몰」, 『문예운동』, 2001, 399
면.). 또한, 수필은 단지 사실의 기록이 아닌 창조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정진권, ｢수필문학의 허구성 고찰｣, 수필학 창간호, 1994, 163면.)에 
의해 수필의 허구성 논제가 촉발되어 왔다. 허용론 측면에서는 내용이나 표
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수필계의 환골탈태를 택하는 방법
이었고, 불허론 측면에서는 원론적 본질론을 앞세우면서 수필의 고유의 위상
을 지키려는 자세였다(정문권·이영조, 앞 글, 235면.).수필의 허구성을 소설
과 비교하며 “소설은 대체로 간접 경험에 의하여 쓰이는 것이라면 수필은 
직접 경험에 의하여 쓰”이는데, 그 비율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소설은 간
접 경험의 분량이 훨씬 높다는 것”(김상태, 「소설과 수필의 경계」, 『현
대소설연구』, 2009, 18면.)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수필에 필연적
으로 개입하는 허구성 문제로 인하여 최근 수필은 문학과 비문학의 ‘사이’
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사이문학으로서의 수필은 문학과 비문학의 접점
에 위치하기에 문학적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문학적 구성요소를 
엄격하게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에 창작과 감상에서 유연함을 가지게”(오정
훈, 「수필 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현대교육연구(구 중등교육연구)』 
제26집, 2014, 148면.) 되는 수필의 실천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153) 리쾨르는 “역사적 이야기와 픽션의 이야기를 통합할 수 있는 경험 구
조”에 관하여 이야기적 동일성이 이야기와 픽션의 교착 지점에 위치한다는 
가정, 나아가 “자기의 이해는 하나의 해석이다. 차례로 자기의 해석은 많은 
기호들과 상징들 가운데 이야기 속에서 우선적인 매개체를 만난다. 이 매개
체는 하나의 삶 이야기를 허구적 이야기로 혹은 이게 좋다면, 역사적 이야기
로 만들면서, 또 전기들의 역사기술적 문체를 상상적인 자서전들의 소설적 
문체와 교차시키면서 픽션과 역사에서 차용한다”라고 하였다(폴 리쾨르, 김
웅권 역, 「개인의 자기 동일성과 이야기적 동일성」, 『타자로서 자기 자
신』, 동문선, 2006, 58면.). 한편 포터 애벗은, “역사(history)라는 단어 
속에는 스토리(story)라는 뜻도 포함”되며, “프랑스어에서 역사와 스토리
는 모두 histoire로 표기되”므로 “역사란 정말로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일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 그 과거를 서사화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 Porter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295면.)

154)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49면 참조 :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인식, 즉 세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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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단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루카치는 에세이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없는 공허한 무로부터 새로운 사물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

가 이미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을 새롭게 다시 배열하고 정리하는 것

이 에세이의 본질의 하나”155)라고 하였다. 수필은 작가가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경험의 새로운 배열 

및 정리를 통한 글쓰기 방식을 요청한다. 

  여기서 경험은 수필 작가가 실제로 겪은 일로, 작가 자신의 삶을 서사

적으로 반추하는 기반이 된다.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선

조적인 과정 속에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형성을 해나가

는 선험적인 조건이 바로 경험이다.156) 이때 ‘과거-현재-미래’는 하이데

거 식으로 말하면, ‘기재하면서-현전화하는 도래’로서의 시간이다. 이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시간적 성격을 보여준다. 즉, 현존재는 항

상 장래를 향해서 자신이 구현할 가능성을 기투하고 이러한 가능성의 빛 

아래에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개시하는 존재

인 것이다.157) 따라서 현존재의 과거는 현존재의 뒤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현존재를 앞서서 인도하는 것이다.158) 다시 말해, 서사적 사고란 

에서 발생하고 전개되는 사건을 인과적인 이야기의 형태로 인식하는 일이다. 
이것을 ‘서사 지향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서사 지향적 
인식이 가능 세계를 넘어 허구 세계를 지향할 때 미적 형상성으로 기울게 된
다. 허구 세계의 미적 형상성이란 ‘마치 ~같은 것(comme si)’으로서 다
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그것은 현실의 제한성을 넘어 새로운 가능 세계
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다. (…) 서사 지향적 인식은 이야기의 대상에 삶의 
형상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는 이야기의 시공간을 확정하는 것이기도 하
다.”

155) 게오르그 루카치, 앞 책, 20면.
156)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62-63면.
157) 박찬국, 앞 책, 56면.
158)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5, 49면. 하

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는 시간적인 존재 방식을 취하며, 이때의 시간은 단
지 현재 중심의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인간의 유한한 존재 방식의 근거가 된
다. 현존재는 자신의 삶이 구현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기투(Verstehen)하
며, 과거로부터 전승된 해석에 의거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가능성을 개시 
및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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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존재

방식으로서, 이미 존재하면서 새롭게 구성되며 미래를 지향하는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또한 현재의 수필 작가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필 작가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앞서서 재해석의 길을 제공한

다. 작가가 자신의 과거에 겪은 무수한 경험들 중 하나를 건져 수필 작

품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현재에서 일

깨우는 것, 즉 체험이 기재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각설하고, 내가 선택할 수필의 소재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무궁무진하다 

하겠지만, 그러나 막상 수필의 소재를 선택하려고 하면 새삼 소재의 빈곤

에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단편적인 소감

이라든가 신변에서 느끼는 잡상들이 바로 수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새로운 체험을 그대로 서술적으로 늘어 놓는다고 해서 바로 수필이 되

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기행이나 기사밖에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행각의 체험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생활의 발견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발견이 우리 생활의 타당성 속에 흡수되고, 용해될 때에

는 더욱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새로운 생활의 체험을 심화시켜 보다 차원 높은 경지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전과의 연관을 지어 보기도 한다.159)

  수필 쓰기에서 수필의 소재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중 ‘무엇

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수필 작가들은 소재를 찾는 단계부터 고심

을 한다. 위 인용문에서는 수필의 소재들이 생활 속 도처에 있다고 하면

서도 이것이 기행이나 기사와 같은 비문학적 장르와는 다른 근거를 ‘새

로운 생활의 발견’에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경험들 자체만으로는 글감

이 되기란 어려우며 이미 존재하는 경험들을 다시금 발견하여 자신의 생

159) 김병권, 「자율적인 경지에서」, 『나의 수필 쓰기: 한국대표 수필가 72
인 이론과 실제』, 문학관, 2002, 100-101면. (중략 및 강조는 인용자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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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글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단지 수필을 쓰려는 작가의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이끄는 기반이 되며, 이는 작가

의 사상을 심화하여 살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수필가가 인식하는 시간은 단지 통속적인 ‘지금이라는 시점들의 연속’과

는 구분되는 의미를 가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원적인 시간은 현존

재의 존재의미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자기를 향해’, ‘……으로 돌아와’, 

‘……을 만나게 함’이라는 의미에서의 장래, 기재, 현재로 이루어진

다.160) 수필 쓰기에서 작가는 장래에 기투하며 현재 자신과 관계하는 생

활 세계를 다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필에서 통속적인 시간과 구분되는 본래적인 시간성은 일상적 생활세

계에 의해 규정된 세계 시간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드러난다. 다시 말

해, 일상적 시간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이라는 현존재의 유한한 시간성

을 깨달음으로써 본래적인 자신이 드러난다. 이는 일상 세계의 ‘나’에게

서 망각되었던 본래적인 ‘나’가 취하는 삶의 태도를 살피는 것이다.

  서사는 경험을 정리하는 언어적 처리 과정과 결과이다.161) 자연과학적 

지식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규정 및 정리하는 개념적 인식과 달리, 경험

을 대상으로 하는 수필은 ‘총체적이면서 반성적인 극을 대표하는’162) 서

사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다. 파편화된 경험들은, 서사라는 방식에 의해

서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시간이 된다.163) 

  서사적 인식은 사소하고 파편적인 경험들에 삶의 총체적인 의미를 부

여한다. 다시 말해, 현존재의 삶이라는 시간적 지평 위에서 경험들은 의

미와 질서를 갖게 된다. 이 점에서 ‘서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과거와 미

160) 박찬국, 앞 책, 420면.
161) 우한용, 「서사의 위상과 서사교육의 지향」,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7면.
162) 문영진, 「서사의 교육적 작용」,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205

면.
163)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3 vols., Kathleen McLaughlin & 

David Pellauer(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vol. Ⅰ,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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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당겨다가 꿈을 꾸는 방법’이며 ‘미래를 꿈꾸는 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을 당겨다가 의미화하는 것’164)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재가 유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종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자기를 향해 도래하는 것’으로서의 장래가 놓여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수필은 앞서 어원을 논의하며 살폈듯 ‘잠정적’이라거나 ‘시도’라는 의미

를 내포함으로써 “자체의 단편적인 성격을 학문적인 정확성의 사소한 완

결성과 인상주의적인 신선함에 대립”165)시키는 형태의 결말을 지닌다. 

자신의 삶에서 사소한 이야기를 발견하여 성찰한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

의 결말에 이르기 마련인데, 이 점에서 루카치는 “진정으로 진실을 찾을 

능력이 있는 에세이스트는 자기가 가는 길의 마지막에 가서는 찾지 않았

던 목표, 즉 삶에 도달하게 되는 것”166)이라고 하였다. 

  수필 작품에서의 끝맺음을 강조한 한 수필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이를 

보고자 한다.

 

시간은 간단없이 흐르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열기

는 마찰에서 생기는 것, 타는 불꽃은 언제 봐도 아름다운데…….167)

  위 인용문의 작가는 ‘성냥’을 제재로 글을 쓰고자 하였을 때 성냥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볏가리와 지붕 한 귀퉁이를 

태우던 내 유년의 방화사건’, ‘성냥 한 개비를 찾지 못해 불을 밝히지 못

하고 읽던 소설을 마저 보기 위해 역 대합실까지 가서 밤을 새웠던 고등

학생 때의 기억’ 등은 작가가 겪었지만 아직 의미화를 이루지 않은 것들

이다. 그리고 여러 제재들을 엮어서 하나의 의미망을 이루고자 할 때, 

수필가는 자신의 ‘인생의 변모’를 살피면서 성냥의 열기를 자신의 열정

으로 비유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  

164) 우한용, 앞 책, 8면.
165) 게오르그 루카치, 위 책, 31면.
166) 게오르그 루카치, 위 책, 23면.
167) 신상철, 「수필 한 편의 집필과정 ― 성냥 한 개비를 예로 들어」, 『나

의 수필 쓰기: 한국대표 수필가 72인 이론과 실제』, 문학관, 2002,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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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자료 예시

체험의 

결성으

로서의 

의미화

자아의 

인지

자아에 대한 성찰

나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노력, 감
추지 말고 자신의 부족한 면까지 
성찰하고 고백하는 과정(반숙자)

메타적 평가

‘감동하고 있는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자기(임선
희)

의미부여

삶의 통일적 의미

부여

인생의 발견, 인생의 연마, 인생
의 길(정목일)

긍정적 태도 제

안168)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보려
고, 아웃사이더의 자리에서 그것
을 구명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하
려는 자세(이상보)

관계 

지향적 

구도 

정립

인품의 간접적 제

시

의도함이 없이 은연중에 작가의 
인품이 작품에서 풍길 때(김태길)

독자와의 공감 형

성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같
이 공감하고, 어떤 의미에서의 사
회적인 정화(淨化)(박영자)

  2.3. 체험의 결성으로서의 의미화

168) 수필은 현실의 소외된 면을 밝히더라도 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취하며, 
고난 역시 극복하는 자세로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현
실의 부조리함 또는 자아와 현실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드러내는 소설과 내재
적으로 다르다. 김윤식(1993)에 의하면, 에세이는 세계인식에 대한 그리움
으로 삶의 궁극적 근거를 탐구하며, 영혼과 형식이 직접성으로 대응한다. 이
를 발전시켜 김혜영(2001)은, 수필의 의미화 지향점은 삶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고, 이는 ‘수필에서 관계를 모색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곧
바로 삶의 실천적인 국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았
다. 장도준(2018)은 ‘소설의 주된 장르적 특징의 하나가 현실의 적나라한 
해부와 고발이라면 수필은 그런 태도에 좀 인색하며 따뜻한 시선을 선호’한
다고 하였다. 또한 ‘수필이 현실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교훈주의에 빠지게 되어 문학으로서의 활기를 잃고 논
설문이 될 위험을 가짐은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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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되지 않은 일차적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하여 

해석하여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경험을 완성하는 것은 내적으로 

통합된 완전한 경험으로서 다른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과 구분된다. 

이러한 경험의 끝은 중단 및 정지가 아니라 결성(consummation)으로, 

삶의 통합성 속에서 형성된다.

창작 활동 중 창작 주체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세목까지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교섭을 거친다. 그러면서 구상했던 의미를 확정하고 적

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형상을 점차 구체화한다.169)

  위 인용문은 창작 과정에서의 창작 주체가 갖는 자기의식을 보여준다. 

수필 작가가 쓴 수필론에서는 개별 작품마다 수필가 개개인의 인품이 드

러나 있다는 인식이 다수 수용되었는데, 이는 수필 작품을 실제 수필 작

가의 삶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이해한 것이다. 또

한, 스스로에게 혹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에 정직한 자세를 취하고자 

하거나 ‘작가의 양심’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필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수필 쓰기 과정에는 자아에 대한 

의식의 반영을 필요로 함을 것을 수 있다. 이러한 자아는 세계-내-존재

로서 수필 작가는 스스로의 존재에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이다.

  수필은 실제 경험을 다루지만 논픽션이나 위인과 같은 인물이 자서전

적으로 역사적 진실들을 기록하는 장르는 아니기에 실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를 요구받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수필을 통해 밝혀

지는 진실이란 사실(fact)보다는 의미(meaning)로서 작품의 주제로서 독

자에게 전달된다. 여기서 수필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 ‘철학’, ‘주제’ 등

으로 코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에 대한 의미부여로 수렴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궁극목적으

로부터 ‘그것을 위하여’에 의미가 계속적으로 부여된다고 파악하며, 이러

169) 김근호, 위 논문, 63면. 나아가 논문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작 활동을 생생하게 수행하는 학생의 경험은 곧 끊임없는 자기 형성의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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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연관의 전체성을 세계의 본질, 즉 세계성이며 유의의성이라고 보

고 있다. 궁극목적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지시연관을 하이데거는 의

미를 부여하는 작용, 내지 유의의화작용(Be-deuten)이라고 파악한

다.170) 유의의성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및 도구들에 각각의 의의를 부

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궁극목적에서 시작되는 목적연관의 전체성이야말

로 세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 즉 세계성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것을 유

의의성이라고 부르고 있다.171) 궁극목적은 어떤 ‘……위하여’(Um-zu)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필 쓰기는 이러한 끊임없는 의미 부여를 통

해 궁극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런데 루카치에 의하면, 서술자가 자신의 성찰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

이 답을 찾으려 하는 시도의 근저에는 서술자의 마음 속 가장 깊이 감추

어진 ‘동경’이 있다. 수필의 서술자들이 삶에서 제기하는 의문들이란 여

전히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텍스트 내부로부터 어떠한 닫힌 결

말을 얻기 어렵지만, 루카치는 “진정한 동경은 주어진 사실과 경험의 천

박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승

리를 거둔”172)다고 하였다.

  동경이란 ‘저기’ 존재하는 것으로 어떤 길의 목표가 된다. 이 길은 가

치, 형식, 척도, 질서, 목표를 향한 단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지 않고 독

자적인 삶의 형상만큼 하나하나의 진정한 목표들을 지니게 된다. 이 점

에서, 동경은 “실현을 바라는 그 어떤 것 이상의 것, 다시 말해 가치와 

그 자체의 존재를 지니는 영혼”이며 “삶의 전체에 대해 취하는 근원적이

고도 심원한 태도이자, 체험가능성의 더 이상 지양될 수 없는 궁극적 범

주”173)이다. 이 동경은 전 세계(ganze welt)를 향한 심판을 포괄하지만, 

심판 그 자체보다 심판하는 ‘과정’이 더 중요시된다.

  세계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현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170) 박찬국, 앞 책, 142면.
171) 박찬국, 앞 책, 141면.
172) 게오르그 루카치, 위 책, 31면.
173) 게오르그 루카치, 위 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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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가 세계로서 개시되는 것은 현존재가 세계적으로

(weltlich), 즉 ‘세계를 개시하는 존재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내-존재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의 열린 지평에서 존

재자들과 관계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루카치에 의하면, “에세이스트의 판단기준은 실제로 그의 내부에서 만

들어지지만, 그러한 판단기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이를 행동에 옮기

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며, 이는 “언젠가 도래하게 되겠지만 아직 

한 번도 도착하지 않은 자이자 또 유일하게 판단의 소명을 받은 자”174)

이다. 그는 바로 “현재 에세이스트 스스로로부터 기인한 판단기준과 이

것을 다시 판단하는 미래의 자기 자신”인데, 여기서 “현재의 자기 자신

이 갖고 있는 ‘동경’은 바로 미래의 자기 자신과 현재의 자기 자신을 연

결해주는 통로가 된”다.175)

  3. 수필 쓰기의 교육적 의의

  3.1. 일상적 삶의 문학적 형상화 능력 향상

  문학과 학습자의 실제적 삶의 맥락을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과

제이다.176) 수필 쓰기는 학습자가 일상과 문학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문

학을 내면화하는 국어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수필을 쓰는 시

작은 학습자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할 것

174) 게오르그 루카치, 위 책, 30-31면.
175) 박진희, 「에세이영화의 조건과 경계에 관한 고찰 : 에세이영화의 정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1, 24면.
176) 초등학교 1~2학년(군)의 내용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표현”

하는 것이었다가 5~6학년(군)에서 “일상 경험의 극화”라는 문학적 지식이 
개입한다. 나아가 중학교 1~3학년에서는 “일상에서의 정서 표현 활동”으
로 문학과 삶의 연계가 강해지며,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
상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목표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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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받는 데서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때 학습자의 경험과 학습자의 문

학에 관한 지식은 상호적으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토대가 되고, 완성

된 글이 수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문학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수필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하여 자신이 삶에

서 바라볼 수 있는 의미화의 지점들을 통일성을 가진 틀로 구성하고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수필을 쓸 때 자신의 실제 경험을 문학 형식으

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경험 중 특별히 기억에 남

거나 의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

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겪었던 경험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수필로 쓰일 

수 있을 만한 경험이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자신이 오래 고민하였거나 

오래 되새기며 추억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기억을 조회한다. 이는 학습

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이 문학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삶의 의미란 무엇인지 고민하

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으로, 학습자들은 또래집단과 같은 타인의 수필을 읽으면서도 자

신의 삶과 연관하여 타인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타인의 판단은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라면 어떠할지, 자신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고 먼지 등

의 다양한 판단을 내리며 읽는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수필을 공유할 

때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한편 타인의 수필 텍스트 역시 타인의 실제 삶

으로서 이해하고 이와 인간적으로 관계하며 쓰거나 읽는 것이다. 이는 

곧 수필에서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수필 텍스트 자체의 

구조가 아닌 그러한 수필을 쓰게 된 작자의 삶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필을 쓰며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현재적 자신의 입장에

서 과거의 삶을 해석하고 미래의 자신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

게 된다. 이때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어떠한 느낌과 감

정을 가지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그리고 당시의 자신과 비교하

여서 현재는 어떠한지 등을 서사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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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문학은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서사적 지

평 하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삶과 문학을 오가며 유의미한 내용을 창출

한다. 즉, 학습자는 수필 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구체적인 실상이 어떠하였으며 현재는 어떠하고 앞으

로는 어떠할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심화할 수 있다.

  3.2. 자기표현 능력의 신장

  학습자의 수필의 소재는 거대 담론이나 트라우마 같은 충격 체험이 아

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면서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의미들로 채워지고, 학습자에 의하여 특정한 

심상으로 초점화된다. 이때 수필 텍스트에서 형상화된 소재는 실제의 현

실과 얼마나 흡사한가의 문제가 아닌 ‘자신만의 관점’ 즉, 학습자의 주관

적 표현에 관한 문제로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수필 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자아정체성 구성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모델의 구체적 

사례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교과운영 및 지도안에서 주로 자서전쓰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다 다양한 글쓰기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177)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자기표현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대학생 

이상의 교양 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대상에 대하여 표현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자

신이 어떻게 생각 및 행동하였고 왜 그런 생각 및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하여 발전시켜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메타적으로 

평가하고 서술을 전개해나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아를 인식

하며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자기표현의 글쓰기로서 수필 쓰기 활동이 

177) 김윤경, 「감각적 글쓰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교과운영 사례연
구」, 『대학작문』 14호, 2015,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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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임을 드러낸다. 

  자기 자신을 메타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이해 및 해석과 말로써 세계

를 표현하는 행위는 곧 ‘언어를 통한 세계의 재현과 소통’178)에 목적을 

둔다. 즉 수필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표

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세계와의 소통을 지향한다. 이때 학습

자는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자신은 어떠한지, 다양한 관계의 

망 속에서 어떠한 갈등 또는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가 특정한 

감정으로 자신을 추동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수필 

쓰기의 과정을 통하여 풀어나가고자 노력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며 자기의 입장 및 세계관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핍진성 있는 묘사를 하였다고 평가받는 

작가의 경우 “필연적 의식에서 유로되는 절박한 감정의 파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자기 표현욕이다. 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술 본능

이라고 부르고 싶다.”179)라고 하였는데, 이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자기

표현의 욕구가 도출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앞서 수필 작가들이 밝

혔듯 수필 쓰기의 출발이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자기표현 욕구라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경우에도 수필을 통하여 자신을 메타적으로 성찰하는데, 일

반적으로 경험 당시의 강렬한 감정으로 수필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감정을 경험 당시에 느꼈던 그대로 옮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필 쓰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여러 상황에 비추어 조망하거나 경험 당시

로부터 거리를 둔 채 주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관찰하여 정화한다. 또

한 이러한 학습자가 자신의 정서에 기반한 자기표현을 각자의 형식을 갖

춘 작품으로 승화함으로써 자기의 태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자신

의 바람직한 입장을 구성한다. 즉 수필 쓰기를 통하여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자기표현의 욕구를 해소하는 한편, 학습자들이 스스로 세계-내-존

재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178) 김윤경, 앞 논문, 236면.
179) 최서해, 「문단시감」, 『현대평론』 6호, 1927.7.1.(『전집 下』, 3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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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동체 내의 자기평가 조절

  자기노출이란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 느낌과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Derlega, 2009)이다. 이는 자기표현

과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자기를 의식 및 구성하는 자기표현의 

지향점이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수용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수필 쓰기는 단지 수필을 쓰는 작가 혼자 말하거나 

고백하는 방식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독

자 입장에서의 특정한 읽기 방식을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그

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소통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한다. 예컨대 

잠재 독자가 잘 모를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자 자신만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

서적 글쓰기라고 할지라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

다. 물론 이 경우, 관심사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 및 정서를 함께 표현함

으로써 정보는 재해석되고 삶 속에서 의미화되는 것을 수반한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과 나눈 지나치게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독자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도록 어느 정도 추상

화하여 차단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이야기를 

선정하고 이에 관하여 세세히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일반 독자 

입장에서 이것이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관하여 고민한다.

  객관적 사실에 관한 쓰기나 진리를 증명하려는 글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밝히고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일

지 고심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수필로 서술할 때 가

치관 또는 세계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 공감을 형

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자신이 세계에 대하여 독자적



- 81 -

으로 취하는 태도란 삶의 수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수필을 쓰는 입장에

서는 자신이 부여한 의미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도록 고심하게 된다.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기 자신 및 세계와 인격적 만남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수필 쓰기는 겉으로 드러난 텍스트의 형식뿐만이 

아닌 특정하고 고유한 누군가의 삶으로서 그 누군가(타자)를 만나는 방

식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는 ‘자신의 눈’(관점)으

로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대상으로 둔다는 것’(거리)이다.180) 이는 

곧 자신의 관점을 중시하는 한편, 또한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입해 있지 

않음으로써 특정한 거리를 수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거리는 학습자 스

스로도 메타적 점검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데, 특히 공동체 내에서 자신

이 평균에 비하였을 때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고 어떻게 인식될지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상의 과정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가늠하는 기능을 한다. 학습자는 수필 쓰

기를 통하여 자신의 사적인 의미들이 어떻게 자신과 다르게 살아온 타인

에게서 공감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자기 자신의 일상 속 편향적 역할에

만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 속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조명하며 객관적으

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

  

180) 정연희,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의미 -공감과 치유의 효과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9호, 2013, 8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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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습자들의 수필에 대한 인식 양상

  앞서, Ⅰ장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단락

에서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 263명과 더불어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살피는 대

상은 중학교 학습자로 이들의 설문 답안을 인용하며, 고등학교 학습자는 

비교 지점으로 참조하였다. 우선 학습자들이 수필 장르를 무엇이라고 여

기는지 살펴 전문 작가의 수필론에서 드러나는 수필 장르에 관한 인식과 

비교하여 코딩하였다(1.1.). 그 다음으로는 실제 수필을 써 본 학습자들

이 자신이 경험한 수필 쓰기 활동에 관하여 가지는 개별적인 호불호와 

그 근거를 살펴보았는데, 이 단락에 관한 설문은 기존 실험에서 학습자

들의 반응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던 지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1.2.). 이 단락에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은 무성의, 무응

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의 계획과 실제 학습자들이 쓴 수필이 앞서 학습자

들 인식한 수필이라는 장르의 본질 및 선호의 요소들에 다가가는 데 상

호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수필 쓰기 교육의 

전제와 목표로 삼고자 하였다(1.3).

  1.1. 수필 장르에 대한 인식

  이 단락에서는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수필의 장르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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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자료 예시

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이며, 다른 하나는 “아래 

<보기>에서 수필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동그라

미 표시해 주세요. (표에 없는 것이 떠오른다면 기타 빈칸에 써 주세요.) 

그리고 <보기>에서 수필과 가장 비슷한 것, 가장 안 비슷한 것을 각각 

고르고 그 이유도 같이 써 주세요.”이다.181)

  첫 번째 질문인 수필이 무엇인지 쓰는 것과 두 번째 질문의 수필과의 

공통성 또는 이질성의 근거를 밝히는 부분에서, 학습자들의 답안을 정리

하여 코딩하였다. 코딩은 먼저 학습자들의 답안인 원자료를 미시 분석적 

방법으로 단어에서 문장 사이로 분해하여 개방한 후, 이를 축코딩으로 

현상에 유의미한 정보 단위로서 하위 범주의 조건들을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와 조건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도출된 하위 범주들의 조건들을 서로 교차 및 결합하여 추상화하여 

상위 범주를 두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화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

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코딩하였다. (‘↔’ 표시는 수필

과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문장이며 괄호는 연구자 표시.)

<보기>
시, 소설, 일기, 편지, 자서전, 기행문, 논설문, 칼럼, 블로그 글, 커뮤니티 

게시판 글, 카카오톡 대화방, 페이스북 글, 트위터 글, 게임 스토리, 
다큐멘터리, 기타: (    )

<보기>
시, 소설, 일기, 편지, 자서전, 기행문, 논설문, 칼럼, 블로그 글, 커뮤니티 

게시판 글, 카카오톡 대화방, 페이스북 글, 트위터 글, 게임 스토리, 
다큐멘터리, 기타

181) 두 번째 질문에 제시된 보기는 아래와 같다.

   이상의 <보기>를 통하여 정통적인 문학의 갈래에 속하는 장르부터 비문학적 
장르들, 국어교육에서 제재로 다루어지는 장르부터 학습자들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오락 장르들, 서사적인 내용이 있는 장르부터 탈서사적인 장르들, 실
용적인 목적이 있는 장르부터 자유로운 감성에 의해 쓰이는 장르까지 다양하
게 포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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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서술하기

경험에 대한 자각

회상을 통한 경험 

수집 

인생의 기억, 일어
난 일을 되돌아보
는 것

경험의 특이성 

자각

추억, 한순간의 추
억, 나의 경... (*
연필로 그음) 특별
한 경험을 글로 쓰
는 것, 의미 있던 
일

경험에 대한 구성

글로 표현

글로 쓰는 것, 글로 
적어내는 것, 그대
로 쓰는 것, ↔ 산
문이 아니기 때문
에

자유로운 구성

마음대로 쓴다, 쓰
고 싶은 글쓰기, ↔ 
형식에 맞추어 쓰
니까,  ↔ 정해진 
범위가 있어서

서사적 인식의 

반영

일상이 소설과 같
은 생활, 자신의 과
거와 미래, 자신의 
이야기

정서 

표현하기

주관적 관심의 

표현

개인적 표현
재밌었던, 최근에 
감동을 받은 일

사소함에 대한 

관심

아무거나 쓸 수 있
는, 평소, 일상

정서의 형성

감정에 따른 서술 

흐름

감정과 느낌을, ↔ 
목적이 있음

감성적 해소 목적
마음에 탄을 푸는, 
마음에 담아둔걸

자아 

성찰하기
자아에 대한 의식 자기의식

자신의, 나의, 지금
의 자신, 자신한테, 
↔ 자신과 상관없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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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구체화

생각, 자기의 생각 
등 평소에 있는 일
에서 느낀 것

삶의 진실성 확보

반성을 통한 삶의 

의미화

되돌아보는, 반성하
는, 내 인생, 삶

잠재 독자를 위한 

진실성 증명

있었던 일, 거짓이 
없어서, ↔ 실존하
는 인물이 아닌, ↔ 
읽는 사람이 정해
져 있어서(*편지의 
경우 특정 독자가 
정해져 있음),  ↔ 
사실이 아닌 내용
들

미완적 삶의 

아이러니

게임은 죽으면 리
셋되지만 인생은 
리셋이 안 되기 때
문에

  학습자들은 수필에 대하여 서술할 때 가장 먼저 ‘경험’에서 수필의 소

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반으로 쓰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전제한다. 

여기서 기억은 경험적 사실로서의 측면과 그것의 담화적 재현을 매개하

고 포괄하는 개념182)으로서 사용된다. 다시 말해, 기억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조회하는 한편 경험이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재현되도록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학습자들에게서 회상을 통하여 수필의 소재

가 되는 경험을 수집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선별된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추억’이나 ‘특별한 경험’, ‘의미’ 있는 일로 나

타나, 일상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개인의 내면에 어떠한 특이성을 

남겨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 작가들이 경험을 단지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 자

182) 신동흔, 「시집살이담의 담화적 특성과 의의 -‘가슴 저린 기억’에서 
만나는 문학과 역사」, 『구비문학연구』 제32집, 2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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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와 닿는 충격이나 정서적 강렬성에 이르는 일종의 ‘충격 체험’으

로 해석한 것과 달리, 학습자들은 이러한 충격이나 정서적 강렬성의 개

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다양하게 분포된 경험들에 대하

여 의미를 얻고자 의식한다는 점에서 경험을 자각하는 면모를 볼 수 있

다. 

  또한, 기억을 통하여 경험을 구성한다고 할 때, 형상화되는 기억의 표

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글로 쓰는 것’이거나 ‘그대로 

쓰는 것’이라는 등 수필 쓰기의 문학적 원리를 의식하지 않고 평이하게 

있었던 내용을 글로 옮기면 되는 수준으로 설명함으로써 외재적으로 수

필보다 넓은 범주이거나 모든 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가리켜 장르적 변

별성이 희박한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간의 수필 쓰기 교육에서의 

쓰기 원리가 수필의 특화된 지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면은 수필이 타 장르들로 전문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기초

적인 글쓰기라는 근대적 장르 인식과 유사한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유

성은 수필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 즉 수필은 학습자들에게 구성의 자율

성을 줌으로써 타 창작 장르보다 상대적으로 쓰기의 부담감과 진입장벽

이 낮다. 이는 학습자들에게서 ‘마음대로’라거나 ‘쓰고 싶은’ 것을 쓰면 

된다는 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창작의 주체인 학생

들 대다수가 ‘가장 창작하기 쉬운 문학 장르’로 수필을 들어, 현실로는 

수필을 창작하기에 제일 쉬운 장르로 꼽는 성향183)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수필의 내적인 형식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인

식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상이 소설과 같은 생활’이라는 응답을 통하

여 학습자는 일상생활을 무자각 속에 묻어놓은 그대로 꺼내는 것이 아니

라 소설과 같은 서사적 구성을 통하여 인식 및 구성한다는 것을 드러냈

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과거와 미래’라는 삶의 유기적인 시간 

구조 틀 속에서 통합하여 이해함으로써 삶의 연속성을 서사적으로 이해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서사적 사고는 ‘자신의 이

183) 박태진, 「문학교육과 창작 능력: 서사 능력과 서사물 쓰기의 새로운 방
법 모색 -고등학교 자기서사 창작교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
학』 제27호, 2008, 3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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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라는 응답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라는 서사적 형식으로 표

현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교실 상

황에서의 수필은 외적 형식으로는 모호하고 개방된 면이 있지만, 내적 

형식으로는 서사적 통합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학습자의 정서(emotion)는 작품 속의 분위기로 형성되기에 앞서,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과 

달리 내면에 솔직해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다. 개인적이고 사

소한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주관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사소함이라고 하였을 때 ‘평소’라거나 ‘일상’이라는 

응답에서 수필의 반경은 거대서사가 아닌 자신의 주변적인 생활세계로부

터 도출되는 미시적인 것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소’와 ‘일상’은 수필이라는 문학 형식에서 그 자체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상생활에 몰지각한 채 기계적으로 반응

하는 ‘군중’(mass)으로부터 산책자(flaneur)로서의 거리를 두었을 때의 

틈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인식

이 없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앞서 살펴 본 주체의 사적인 기

분(Stimmung)과 관련되는 것, 즉 학습자들의 인식에서는 기분을 통하여 

생활에 균열을 느끼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감정과 느낌을 따르는 서술의 흐름으로서 목적에 맞추어 서술이 진행

되는 글쓰기와 구분된다는 인식도 있었는데, 여기서 목적이 있는 글쓰기

와 구분된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수필과 가장 먼 장르로 ‘편지’를 적고 

그 이유로 목적성의 여부를 밝힌 것으로, 여기서의 목적이란 외부세계에

서의 관계에 입각한 실용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수필의 목적은 

철학이나 학문과 달리 감성에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많은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를 ‘마음’과 연관하여 마음에 있는 것

을 글로써 풀어내려는 지향을 보임으로써 수필의 목적이 논리적 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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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나 외부세계의 사실 관계 또는 실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글쓰기의 정화 효과, 즉 카타르시스에 주목한 것으로 

‘자신이 겪은 경험에 맞서고(직면하고) 그것들에 대해 기술하면서(고백하

면서)’ 경험을 단지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극복하고 승화시키

는 힘’184)이 되기도 한다.

  학습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인식은 ‘자아(Ego)’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또는 ‘나의’ 

등의 수식어를 통하여 자기(self)를185) 의식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의 역

할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는 구분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자기를 일깨우는 것이다. 자기를 의식하는 반응은 학습자들의 인식

에서 ‘자신의 생각’, 즉 어떠한 일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

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수필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구

체화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아를 통하여 반성적 사고로서 자신의 경험과 삶을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인식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당시 경험의 행위 및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현재의 시점에서 의미 있는 지점들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의 내적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잠재 독자를 전제한다. 개인의 독자적이고 주관적인 삶에서 도출

되는 가치는 주관성을 띠지만 동시에, 그 당시의 자신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 채 다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가지기 때

문이다. 

  그런데 수필 쓰기를 통하여 도출되는 가치는 진리의 증명과 관련된 가

치가 아닌, 서로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수

184) 정기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4호, 555면 참조.

185) 정기철, 위 논문, 529면: “일반적으로 자아(Ego)와 자기(Self)를 구분
하지 않고 쓰기도 하지만, 자아는 나의 내부 세계를 조절하고 외부 세계의 
어느 것을 받아들여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조절하는‘나’이고 자기는 아
직 출현하지 않았거나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나를 포함한‘전체로서의 
나’ 혹은 ‘본래의 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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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쓰기의 작자는 가장 내밀한 고백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독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잠재 독자들을 의식하며 이들에게 진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수필의 진실성이란 실제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고 인식되었는데, 허구로 만들어 낸 세계와 달리 수필에서 형상화되는 

인물의 삶은 항상 미완적 과정에 있다. 이때 일부 학습자들은 수필 쓰기

가 삶의 과정적인 글쓰기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적인 

삶의 탐구를 통하여 잠재 독자와의 삶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인식까지

는 이르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인생과 관련되어 진실해야 한다는 수

준의 인식에 그쳤다.

  1.2. 수필 쓰기에 대한 선호 및 난점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수필 쓰기 및 수필 쓰기 활동의 수업 시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아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수필을 썼나

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지 문항에 대

한 답변이다.

【G-12-설문】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반성을 하며 썼다. 나는 ⓑ앞으로 

이 습관을 고치며 살 것이다.

  위 학습자의 경우, “게임을 왜 시작했을까”라는 제목과 그러한 제목에 

맞는 의문과 내용으로 수필을 썼다.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

신이 언제, 왜 게임을 시작했는지를 고찰하고 게임을 안 했으면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하며, 게임을 계속 했을 때 자신의 미래는 어떨지 

자신의 인생을 서사적으로 돌이켜보았다. 여기서 학습자는 단지 게임을 

한 경험을 일회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반성(ⓐ)을 보

여주는데, 이는 수필이 하나의 경험을 자신의 전체적인 삶과 연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돌이켜 질문하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자

신의 인생에 대하여 반성적 태도를 취하게끔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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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찰적 자세로부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위 학습자의 경우 좋

지 않은 습관을 고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 스스로 어떠해야 하는

지 이상적인 모습을 고민하며 깨달음을 얻고 있다. 위 이 점에서 수필을 

쓴 후 반성과 개선의 다짐을 보임으로써 만족을 보였다. 

【G-24-설문】 수필을 쓰라고 할 때 ⓐ왜 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쓰다 보니까 이모들도 보고 싶고 ⓒ재미있는 추억까지 생각났다. 재미있는 

부분은 자기 경험 떠올리는 걸 간단하게.

  다음으로, 위 학습자의 경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 ‘이모’”라는 

제목으로, 이모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화들 및 그에 대한 친근

감을 표현하는 수필을 썼다. 처음 수필 쓰기 활동을 지시하였을 때 교실 

수업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쓰기로 옮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왜 쓰지?”라고 의문(ⓐ)을 표현한다. 그런데 

수필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내면적 변화를 경험한다. 바로 ‘쓰

다보니까 보고 싶고(ⓑ)’라는 감정의 동요가 나타난 점인데, 이는 수필 

쓰기가 정서적 감흥을 유인한다는 전제와 닿아 있다. 또한 ‘재미있는 추

억까지 생각(ⓒ)’났다고 하여 경험을 의미없이 무지각한 상태로 흘려보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경험의 의미 있는 부

분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거부감을 보였던 것과 달리 학습자는 충실하게 주어진 수필의 분

량을 다 채웠는데, 특히 마지막까지 이모와의 일화를 세 가지를 소개하

며 세 번째 일화까지 성의를 가지고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이때 학습자

는 대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의 추억과 대상에 대한 애정이 되

살아났다고 밝힘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근감과 감정이입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G-58-설문】 내가 느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함으로써 좋은 추

억이 될 것 같다. (수필이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낀 점 등 평소에 있는 

일에서 느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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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위 학습자는 수필 쓰기를 통하여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 것뿐

만 아니라 수필을 쓰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원경험을 새롭게 구성하는 

이차적 경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는 과거의 일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 ‘추억을 만든다’ 라는 표현에서 보듯 현재 시

점에서 재구성 및 의미화를 이룬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학습자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인 ‘내가 고민하는 것’, ‘요즘 일’과 같은 ‘지금, 여기’의 

순간이 되고, 또한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마리로 삼고 있다.

  반면, 수필 쓰기의 어려움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 수필을 쓰지 않았

거나 조금 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의 이유를 밝혔다.

  ➀다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30명, 40%), ➁뭘 가지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20명, 26%), ➂말로 이야기하는 게 글로 쓰는 것보다 편해

서(18명, 24%), ➃처음-중간-끝으로 계획하기부터 어렵고 이해가 안 돼

서(12명, 16%), 내 사생활을 다른 사람이 읽을까봐 부담스러워서(12명, 

16%) ➅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10명, 13%), ➆sns보다 낯선 글쓰기 방

식이라서(4명, 5%), 쓴다고 나한테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서(4명, 5%) 순

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문제는 수업에서 수필을 쓰는 시간을 더 주면 되는 간단한 처

치이지만, ➁의 뭘 가지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과 ➂의 글로 쓰는 

것의 불편함은 수필 쓰기를 마주한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수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일상 속 경험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

을 찾고 또한 경험에 대하여 자신이 성찰한 바를 글로써 형상화하여 자

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과정이 보다 친숙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

신의 일상 속 경험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라는 점

에서, 수필 쓰기의 내적 형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➃의 계획의 문

제는 다음 절에서 실제 수필 쓰기 계획이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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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지니는지 실제 수필 텍스트와 비교·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피

고자 하였다(1.3.). 

  한편, ➃의 사생활 노출의 문제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겪은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타인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들은 수필이 일기처럼 자신에게 있었던 일

과 및 느낀 점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개선점을 찾는 장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신의 사상 및 세계관이 공동체 내에서 안착될지 가늠하

고 적정 수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장르라는 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➅의 글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경우 글쓰기에 대한 선이해와 경험

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기본적인 글쓰기에 대한 단계를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➆의 경우도 글쓰기 방

식에 대한 친밀도의 문제이지만, sns라는 매체와의 관련성에서 수필 쓰

기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필 쓰기를 통

하여 어떤 점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응답에는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 교육

이 단지 한 편의 수필을 완성하였다는 데서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

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수필을 완성한 이후에 그러

한 수필 쓰기 활동을 통하여 교육적 의미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수필 쓰기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수필 작품들을 서로 공유하고 재

생산하며 얻을 수 있는 가치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수필 쓰기와 읽기라

는 문학 현장에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수필 쓰기 수업의 문제점 반성으로 이어졌다. 수필을 

쓰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수필 쓰기에 앞서 사전 

활동을 제시할 때 활동의 단계들이 실제 수필 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점, 또한 학습자의 입장

에서 연필로 글을 쓰는 일반적인 작문 활동 자체의 어색함을 완화할 장

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들은 차후 수업의 설계 시 참조 

사항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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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필 쓰기 계획의 반영도

  앞서 언급하였듯, ‘처음-중간-끝’의 방식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계획 작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잡다한 키워드들만을 나

열하는 등 계획과 수필 간 일치도가 낮은 경우도 보였다. 그밖에, 경험

을 실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논설문처럼 근거를 순서대로 들거나 

줄거리를 전부 제시한 후 느낀 점을 적는 등 경직된 구조를 취하는 문제

점이 나타났다. 아래 설문 예시들의 경우 처음, 중간, 끝의 내용을 연구

자가 표시하여 인용하였다.186)

【D-19-계획】 [처음] 쓰는 이유 [중간] 게임 설명 [끝] 평가

  위 학습자의 경우 수필 쓰기의 분량은 주어진 양을 모두 채웠을 뿐 아

니라 더 쓸 자리가 없어 여백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이 즐겨 하는 게

임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그러나 게임 설명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지면을 

할애하여 자신이 하였던 게임 경기들과 결과들을 상세히 적고 마지막 단

락에 ‘팀워크’라는 의미를 하나만 덧붙이며 마무리하였다. 

  이때 또래집단의 평가 역시 “수필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의 느낌이 많

이 난다.”라는 좋지 않은 평이 나왔는데, 그 까닭은 중간의 내용이 사실

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각 문장들이 정

서적으로 적절히 의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쓴 

수필의 마지막 단락에서 평가의 부분 역시 의미화를 이루려고 시도하였

으나, 이미 앞선 정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처음
중간
끝

1. 요즘 내가 생각하는 일, 나의 마음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 일, 재미있었던 
일, 의미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간단히 적어 봅시다.

2. 그 중 하나를 글감으로 골라, 짝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3. 고른 글감으로 글을 어떻게 쓸지 구상해 봅시다.

186) 수필 쓰기의 사전 단계로 해당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



- 94 -

  여기서 처음-중간-끝이라는 계획의 구조 방식은 자신의 주장을 정한 

뒤 이를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로 상세하게 뒷받침하고, 마지막에 

주장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방식에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수필에서 중요한 것은 기승전결을 갖춘 논리적 흐름이나 특정한 주

장을 증명하는 목적이 아니다. 처음-중간-끝의 구조에서는 학습자의 내

면에서 어떠한 감흥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면화를 보이는지 등

의 경험의 가치를 의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계획에서부터 배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E-12-계획】 [처음] 창문 밖 하얀 눈송이들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중
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하얗게 물들어갔다. 눈길을 걸을수록 뽀드득 소리

가 났다. [끝] 소복이 쌓인 눈이 너무 예뻤다.

  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일상 중 눈 내리던 어느 날을 수필로 썼다. 

자신이 본 것을 먼저 제시한 후, 이후 이를 중간의 내용으로 묘사하겠다

고 밝혔고, 마지막에 자신의 감상을 평가하는 식이다. 앞선 학습자와 달

리 위 학습자의 경험은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학습자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때 학습자는 계획이 

처음-중간-끝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상

에 관하여 일관된 논리의 순서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처음-중간-끝 각각에 관하여, 대상을 발견하고 대상을 표현하며 대

상에 대하여 느낀 점을 서술하는 대응 방식으로 여긴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위 학습자가 실제로 쓴 수필 역시 단조롭게 당시의 대상

을 발견한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었다. 수필의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길에 눈을 발견하고, 눈을 감상하며 학교에 도착하고, 학교

에서 1교시 수업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때 서술의 흐름은 당시의 사건 

순서대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었고, 눈에 대한 묘사 역시 감각적 표현들

(‘모든 것이 하얗게 물들어’, ‘걸을수록 뽀드득’, ‘눈길에 취해’, ‘꽈당!’ 

등)로 생동감을 보였으나, 학습자에게 스스로 어떠한 충격과 의미를 주

었는지에 관하여 돌이켜보고 다른 사건이나 다른 대상과 연결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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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한 생각이나 삶을 돌이켜보는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F-5-계획】 [처음] 이번에 podo몰에 가서 옷과 귀걸이, 화장품을 샀다. 
[중간] podo몰에 있는 한 매장에서 검정후드티와 맨투맨을 샀다. 그리고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사고, 올리브영 맞은편에 있는 악세서리 가게에

서 귀걸이 세 개를 샀다. 크리스마스 행사로 모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

다. [끝] 나는 이번에 podo몰에서 내 것을 많이 사서 기분이 좋았다. 사고 

싶던 것들을 사니, 많이 사용하고 싶다.

  위 학습자의 경우에는 서사적 인식 자체가 계획 단계부터 희박하게 나

타났다. 처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하나의 경험을 제시하고, 중

간에 이를 상세화하여 경험을 잘 전달하려고 하였고, 끝에 앞선 경험에 

대한 자신의 기분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학습자가 당시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였던 의도는 보이지만, 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써

야겠다고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수필 텍스트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이

러한 계획의 정보들을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충실히 옮기게 되며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게 되었다. 

  위 학습자가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채운 내용은 【E-12-설문】의 

학습자처럼 단순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처음에 제시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경험에 대한 자신의 해석 없이 피

상적으로만 표현되었다. 여기서 처음-중간-끝의 방식은 경험에 대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유리한 방식이지만 경험을 소개하고 경

험에 대해 설명하며 그에 대한 느낌은 후략한다는 점으로 이어지기 쉽다

는 점에서, 경험 속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히 융화된 정서를 지속적

으로 서술하는 수필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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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주체와 세계의 관계에 따라 경험의 두 가지 층위를 주체와 세계

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경험인 에어파렁크(Erfahrung)과 주체의 

내부로부터의 충격이 강조되는 직접적이고 특수한 체험인 에어레프니스

(Erlebnis)로 나눈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경험은 일상

적인 경험에서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보편적인 경

험이지만,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느꼈던 내부

로부터의 충격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일상적인 삶에 대해 균열을 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체험

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학습자들이 평소 깨닫지 못하였던 일상적 경험을 수필 쓰기를 통하여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또한 듀이에게서

는 일차적 경험을 이차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완성한 수필 작품은 듀이에 의하면 학습자의 경험의 대상인 일상이 문학

적으로 형상화되어 이차적 경험으로 전환된 ‘결과’에 해당187)한다. 이는 

곧 수필 쓰기라는 창작의 과정 역시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경험을 형성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경험은 작품의 대상이 되는 과거 경험 자체

가 아닌 이야기된 경험, 즉 서사라는 경험을 조직하는 방법을 통하여 문

학적으로 형상화된 경험을 가리킨다. 

  한편,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경험적 사실로서의 역사성

과 재구성으로서의 허구성이 동시에 개입한다.188) 이 연구에서는 수필 

187)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2-47면 참조. 여기서 송지언은 시조 의미구조 경험의 체계를 논의하
며 존 듀이가 분류한 경험의 대상, 경험의 방법, 경험의 결과에 따라 대상으
로는 시조의 의미구조, 방법으로는 조직자를 활용한 학습자의 시조 창작, 결
과로는 학습자의 시조 창작물을 두고 이 창작물을 학습자의 일상을 문학적으
로 구조화한 결과인 이차적 경험이라고 본다. 이를 본고의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 양상에 적용하면 대상은 학습자의 일상적 경험, 방법은 수필 형식, 결
과는 수필 작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수필 형식은 타 문학 장르와 외
재적인 요소들로 구분되는 구조가 아니라 학습자가 수필을 창작하는 동안 경
험을 의미화하는 내면적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이때 경험의 대상, 방법, 결과는 학습자의 삶 속에서 유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88) 임경순, 앞 논문, 20면. 임경순의 연구에서는 경험의 서사화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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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통하여 경험이 재구성된 측면을 이차적 경험이라고 보고 이에 주

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먼저 대상이 되는 실제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의 정서를 떠올림으로써 형성되고, 또한 시간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서사

적 연결을 통하여 구조화되며, 마지막으로 일상적 주체가 아닌 전체적 

삶을 조망하는 자아에 의하여 실존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학습자가 

수행하는 이러한 이차적 경험의 분류를 실제 수필 쓰기 양상에 적용하여 

경험의 형성, 경험의 연합, 경험의 평가의 장면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1. 정서적 관계를 통한 경험의 형성

  학습자들은 회상을 통하여 과거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수필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형성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일상적 경험들 중 특정한 기분

이 들었던 장면을 포착하였다. 많은 학습자들은 일상적으로 평온한 상태

가 아닌 오히려 일상 세계의 평온함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신에 대한 위

협적인 기분으로부터 사건의 유의미성을 느끼고189) 기억으로 저장하였

다.

  특히 학습자의 수필에서 대상이 되는 사건 당시의 자신과 수필을 쓰는 

시점의 자신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자가 과거의 경험에서 느꼈던 당시의 기분은 누락되지 않고 오히려 경험

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수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촉

요소로 ‘서사 대상: 경험’, ‘서사 주체’, ‘시간 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경험은 순수한 객관으로 인식되는 것
이 아닌, 주체의 자아정체성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을 거치고 시간적인 구성
으로서 포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 기분을 통하여 일상적 경험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유의미
함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기분 그 자체가 곧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일로 전
환되지는 않는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유의의성은 도구적 용도라거나 눈앞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개시되어 있는 세계의 존재자로서의 세계성으
로, 현존재가 실존적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현존재는 일상적으로 ‘기분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불안이라는 기분에 의하여 존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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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며 서술의 흐름을 견인하고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형성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수필 쓰기의 경험을 문학적으

로 형상화하는 일은 일상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논리에 맞

추어 서술하거나 특별한 체험으로서 의미 있는 부분을 추출하는 일에 앞

서 우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의 강렬성을 인식 및 표현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때 수필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외부 객관 세계의 사건으로서 옮겨지

는 것이 아닌 학습자에게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는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다. 이러한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를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무의

식 속에서 매몰되어 있던 일상적인 경험을 수필 쓰기의 경험으로 전환하

는 장면을 살펴 볼 수 있다.

  (1) 행위에 대한 기분

  수필을 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던 경험 또는 인상 

깊은 일을 회상하는 일은 학습자에게 특정한 감정의 자극을 수반한다. 

특히 학습자들은 자신이 일상 속 무심코 했던 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기

분을 제시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이 느끼는 기분은 평온한 상태의 기분 

또는 유유자적함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상적 행위에 대한 저항적인 불안 

또는 불쾌에 가까운 특성을 띤다. 

【G-11-수필】 어느 날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

라서 ⓐ누나한테 물어보는데 ⓑ누나가 엄마가 알려주지 말랬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서 ⓒ“개띠껍네”라고 했더니 바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엄

마한테 전화가 와서 ⓓ“누나가 모의고사를 봐서 짜증이 나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학원이 끝나고 핸드폰을 보니 

엄마에게 문자가 와있었다. “누나가 많이 화나있다.”, 빨리 와서 사과해라”

라고 문자가 왔다. ⓔ하지만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아래 골목에 앉

아서 생각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빨리 사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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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했다. ⓕ그래도 난 사과하기가 싫어서 10분 정도 계속 듣다가 짜

증이 나서 그냥 대충 사과하고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자 누나

한테 미안해졌다. ⓗ별것도 아닌 일로 누나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이다. (중

략) ⓘ난 이 사건 이후로 가족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는 것

을 깨달았다. 

  위 학습자는 ‘누나’와 싸웠던 경험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먼저 사건

의 발단이 되는 ‘나’가 ‘누나’에게 질문하는 일상적 행위가 제시되었다

(ⓐ). 이후 자신의 물음에 답해주지 않는 ‘누나’의 거부 행위 및 그 이유

가 서술되어 갈등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한 감정적 반응을 

서술하였다(ⓒ). 또한 ‘엄마’ 역시 이러한 ‘누나’의 행위의 근거를 기분으

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행위 및 태도에 대한 개연성을 구체적

으로 부여하였다. 여기까지 사건의 주요한 갈등이 ‘나’와 ‘누나’ 간 일상

적이고 친근한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을 통해 ‘나’는 ‘누나’의 행위의 근거를 알게 되었으

나 이러한 갈등을 논리적으로 접근 및 해결하여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

라,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으로 인하여 ‘싫어’라는 불쾌감(ⓔ)으로 인하여 

‘엄마’와 ‘누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사과의 행동

을 실행에 옮길 때도 ‘싫어서’, ‘짜증이 나서’(ⓕ)라는 감정을 표현함으로

써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이때 학습자는 서술자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근거를 구체화하지 않고 다만 시간적·공간

적인 정보만으로 자신이 처해 있던 답답하고 불쾌한 상황을 정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이 다른 ‘미안함’이라는 감정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기분의 전환을 통하여 감성적 해소

(sentimental resolution)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때의 감정은 근거를 

가지고서 구체화되었고, 나아가 이 일이 ‘별 것도 아닌 일’(ⓗ)인 매우 

사소한 일이었다고 사건의 직접적인 행위 당시의 감정과 거리를 둔 채 

객관화하여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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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경험이 기억되고 다시 형성되는 일에는 단지 행위의 나열이 아

닌 그로부터 촉발되는 기분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 텍스트는 ‘누나와의 갈등’을 대상으로 두고, ‘누나’와의 관계와 그로 

인한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사적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얻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수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소박한 깨달음으

로서 경험의 의미를 부여할 때, 일상 속 매몰된 채로 자신의 행동을 흘

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일상의 자아를 의식하고 경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기분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또래 집단의 감상 역시 다른 지시사항이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독자의 태도는 공감 및 거리두기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대상이 누나든 동생이든 부모님이든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

을 것 같다. 가족이라서 사과하는 게 더 힘든 것이 당연한 것 같다.”, 

“나도 누나가 있기에 욕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공감된다.”, “나는 누나가 

없어서 그런지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나는 공감이 잘 안 

된다.” 등 수필 작품에서 형성된 경험과 독자 자신의 경험을 연관하여 

읽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었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 역

시 학습자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을 두고 읽었다는 점에서 앞선 반

응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삶에 대한 경험으로서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필을 쓸 때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되는 

지점은 단지 외부 세계의 반영이 아닌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감정이입하는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작 주체가 자

신의 가족과 관련된 매우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경험을 택한다고 할지라

도 타인에게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C-37-수필】 어느 날 나는 김XX라는 내 친구와 놀았다. 둘 다 격투기를 

좋아하기에 나와 내 친구는 매도우 복싱을 하였다. ⓐ즐겁게 하고 있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다. 그러던 중 친구가 실수로 나를 세게 쳤다. ⓑ친구

가 사과하였지만 나는 더 세게 쳐서 코피까지 나게 하고 서로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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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로 화해를 하긴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노는 것은 좋다. 서로 즐겁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 왕따 등이 될 수 있다. 

친구와 지켜야 할 선이란 친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놀리는 상황이다. 친한 친구라면 서로 놀리며 놀 때가 많

을 것이다. 놀릴 수는 있으나 친구끼리 장난으로 넘길 수 있을 정도만 놀려

야 한다. ⓔ몸으로 놀 때에는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말

조심 하여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결론을 보자면 친구끼

리 놀 때에서도 선을 지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위 학습자는 “선을 지켜 놀자”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는데, 제목부터 

무언가를 주장하는 교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 글에서는 이러한 주

장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예시의 내용은 자신이 친구와 함

께 놀다가 싸웠던 경험이다.  그런데 학습자가 이 경험을 인상 깊은 것

으로 떠올린 까닭은 학습자의 당시 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

서 하이데거에 의하여 현존재는 항상 기분 속에 개시되어 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그런데 학습자는 유유자적한 중립의 기분에서 자신의 일상

적 사건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분들에 의하여 경험을 자각하

고 의미를 찾고 있다.

  먼저 학습자가 자신의 친구와 복싱을 하는 일 자체는 처음에 긍정적인 

기분, 바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으로부터는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 장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묘사는 생략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친구

의 행위에 자신이 반응하며 ‘기분 나쁘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이러

한 ‘기분 나쁘게’라는 말은 주체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

서 가지런하게 정제된 형이상학적인 정서(emotion)가 아닌, 하이데거에 

의하면 형이하학적인 ‘기분상함(Verstimmung)’에 해당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분상함’ 속에서 오히려 현존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위 텍스트에서 주체는 친구와 갈등이 일어난 문제 상황에서 자신과 친구

의 기분을 들여다봄으로써 서로의 관계의 적정선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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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텍스트에서는 또한 친구와 어울리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분으

로 평가할 때 ‘좋다’, ‘즐겁고 좋은’(ⓒ)이라고 하였는데 앞선 긍정적 기

분(ⓐ)과 마찬가지로 이때의 기분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반복적 

사용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기분은 구체적으로 표현되

고 있지 않고 있다. 반대로, 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는 

‘폭력’, ‘왕따’(ⓓ)라는 서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앞선 긍정적인 단어들과 다르게 훨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주체의 충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위 학습자가 이러한 수필을 쓰게 된 동력은 바로 부정적 기분

으로서의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서’에 대하여 ‘질서화되고 유기

적인 감정’으로서의 emotion의 번역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각과 다

르게, 형이하학적인 짜증과 같은 질서화되지 않은 기분으로서의 

Stimmung이 포함된다.190) 이러한 기분을 고려하는 주체의 반응은 형이

상학적으로 정제된 이후의 것이 아닌, 오히려 일상적인 행위 속에 존재

한다. ‘몸으로 놀 때’,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말조심’(ⓔ) 등과 같은 

주체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체가 지향하는 것은 ‘기분을 상

하지 않게’(ⓔ)라는 것으로, 다음 결론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라는 

의미화로 축약되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수필에서 기분을 통하여 일상의 균열을 발견하

는 점, 특히 이때의 기분이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기분은 대개 긍정적 기분으로 

190) 우리말로 ‘정서’를 연구할 때는 두 개념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 이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motion을 최대한 폭넓게 이해한다면 그 안에 
Stimmung의 일부도 들어갈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질서화되고 유기적인 
감정’으로만 해석한다면 아예 Stimmung 쪽은 완전히 배제해 버리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작품 속의 정서와 독자의 정서가 교감하는 비
밀을 해명하기 위해서 Stimmung은 배제할 수 없는 개념이다. (고정희, 앞 
논문,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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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됨으로써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위 텍스트의 학습자가 

수필 쓰기를 통하여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주장의 목적을 보일지라

도, 그 서술의 궁극적 지향은 객관적 논증의 성격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대상에 대한 인상의 묘사

  학습자가 경험을 떠올리고 수필로 쓰는 과정은, 우선 관심과 관여의 

단계를 거친다.191) 여기서, 관심은 대상이 되는 경험을 인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학습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인상을 통하여 

대상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인상의 묘사란, 대상에 대한 묘사들을 통하

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에 대한 인

상을 밝힐 때 학습자는 자신이 대상에 관하여 가지는 판단과 기분을 표

현하며 자신의 내면세계의 작용에 주목하게 된다. 손광성(2014)에 의하

면, 세부 묘사 뒤에 그것들을 하나의 인상으로 묶는 것을 ‘통합된 인상’, 

즉 ‘중심적 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상들이 구심점을 이루는 

중심적 심상으로 묶이지 않을 경우 묘사의 효과가 떨어진다.

【A-16-수필】 따뜻한 봄이 왔다.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더 좋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좋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

꽃 그 외에도 많은 꽃이 잠에서 깨어나 알록달록 물들여진다. 우리는 꽃을 

보고 이리저리 사진을 찍는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언덕길에서 우리를 

반겨줘서 너무 좋은 계절이지만 나는 이 계절이 너무 싫다. 바로 그 이유는 

시험이라는 악마 같은 존재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창 벚꽃이 만개할 때면 

선생님들이 시험범위를 알려주신다.

191) 나단 쉐드로프(Nathan Shedro)는 경험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관심, 관여, 
결말, 확장으로 보았다. 이때 관심은 경험을 인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
는 지각이며, 관여는 주체가 환경, 상황, 사건 등과 내외적으로 경험을 지속
하는 것이며, 결말은 경험을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확장은 소통을 통하
여 경험의 의미를 전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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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학습자는 “시험은 돌고 도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다. 위 

학습자는 돌고 돈다는 제목을 통하여 시험이 다시 돌아와 반복된다는 것

과 봄이라는 계절이 다시 돌아와 반복된다는 것을 연관하여 암시하였다. 

특히 봄에 대하여 날씨와 다양한 꽃으로 묘사하고 ‘따뜻하다’, ‘좋다’, 

‘반겨준다’ 등으로 표현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한 후 그 다음에 뒤의 

대조되는 심상을 통하여 반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을 예고하였다.

  자세히 보자면, 위 학습자는 봄에 관하여 비, 온도와 날씨를 언급하며 

‘좋은 선물’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적인 

봄꽃들의 이름을 제시하며 봄꽃으로 물들여지는 이미지를 제시(ⓑ)하여, 

앞선 긍정적인 인상을 다시 강화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

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싫다’고 표현하였

다(ⓒ). 이는 앞선 묘사들이 ‘좋은’ 계절을 강조하는 효과들을 가진 것이 

‘우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좋다는 것임을 드러내고, ‘나’라는 자신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또한 경험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경우, 대상과 자신이 맺

고 있는 관계를 통한 경험의 형성 과정에 해당하므로 주체가 경험에 ‘관

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대상에 대하여 통념을 따르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주관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일은 ‘군중’의 흐름이 아닌 개인

적 영역으로서의 사적인 경험의 형성을 강조하는 일이다. 이는 학습자가 

평균적인 세론(世論)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물음을 던질 줄 아는 조건이 

되는데, 위 글에서는 왜 싫은지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흐름을 

의식화하여 포착하고 있다. 

  위 학습자의 경험은 자신의 실존에 관한 물음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

한 한계를 보였지만, 익명의 세상사람(das Man)이 아닌 고유한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대상을 느끼고 이에 초점

을 맞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나아가, 위 학습자는 대상에 대하여 묘사할 때 봄의 심상에 포함되는 

일부의 심상인 벚꽃의 만개하는 심상과 연관하여 그 시기와 시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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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다는 것을 근거로 듦으로써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

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을 통하여 주체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얼빠진 상태를 벗어나 대상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위 학습자의 경우 ‘싫다’는 정서를 강화하는 묘사는 거의 활용하지 않

았고,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의 ‘좋은’ 계절이라는 정서를 형성하는 묘

사를 대부분 표현하였는데 이는 중심이미지를 봄이라는 계절의 긍정적인 

느낌에 두고 이에 대비되는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의 개인적 의미로서 

독자적인 해석이 주는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봄’이라는 대상에 대한 의미를 세상사람의 시각과 거리를 둔 자신의 

주관적 인상으로서 강조하고자 한다.

【C-46-수필】 ⓐ그 국물떡볶이집은 삼양시장의 홈플러스 건너편 건물 쪽 

안쪽에 위치해있다. ⓑ나는 토요일 날 그 집을 누나와 찾아갔다. 메뉴판을 

보았다. 떡볶이 정식이 3000원이었다. 누나와 2개의 정식을 시켰다. ⓒ이

것이 맛집의 비법인가? 가격이 매우 싼 것이 비법인가? (중략) ⓓ건물 안에 

있는 초라한 가게를 보니 그렇게 맛있는 집은 아닌가 했다. ⓔ줄도 없었고, 

사람도 약간 차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맛이 궁금해서 식탁에 앉았다. 정

식이 나왔다. 매우 뜨거웠다. (중략) 못난이 만두는 누나가 말하길, TV에서 

엄청난 정성을 들여 만든 만두라고 설명해줬다. ⓔ겉보기에는 진짜 이름답

게 못난이였다. 그래도 한입을 먹어보니 정성이 느껴지는 아주 담백하고 맛

있는 만두였다. 

  위 텍스트의 학습자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본 국물떡볶이 집을 누나와 

함께 방문했었던 경험을 수필로 썼다. 학습자가 국물떡볶이 집을 찾아갔

던 경험을 떠올렸을 때, 우선적으로는 그 집의 공간적인 배경부터 설명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두가 아는 장소는 아니지만 학습자에게는 익숙

한 일상의 공간으로서 ‘건물 쪽 안쪽에 위치’(ⓐ)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에게 장소감은 매우 중요한데, 근대적 자아 

중심이 아닌 탈근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장소”[lieu qui f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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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Maffesoli, 2003: 225)]192)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학

습자의 경우 이러한 일상적 공간에 대한 자신과 장소의 관계를 의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다만 지리적 존재로만 표현하고 있다.

  위 학습자가 떠올리는 장소에 대하여 내면적 관계가 아닌 주변 위치만

을 설명함으로써 위 텍스트는 기록물에 가깝게 되었다. 이는 다음 문장

인 ‘토요일 날’(ⓑ)이라는 표현과 연관하여 주목할 수 있는데, 특정한 날

을 기록하는 일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학습자

는 수필과 유사한 장르를 꼽으라는 질문에 일기를, 자신이 쓴 수필에서 

무엇을 ‘수필다운 것’으로 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쓴 

글이 일기와 유사하다는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일기는 실제 있었던 하

루의 일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수필의 비허구성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

나 위 학습자는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여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로서 경험을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실제 겪었

던 일을 기록하는 데 그침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상을 심화하지 못하였

다. 즉 대상에 대한 인상이 당시 있었던 일의 사실적 묘사에 그치게 되

었다.

  다음으로, 위 학습자는 대상에 대하여 의문을 보였지만(ⓒ), 이러한 의

문점도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대상에 대한 인상

은 특별한 성찰로 연결되지 않았다. 단지 대상의 단편적인 인상, ‘가격’

(ⓒ)이라는 외재적 정보에만 주목하였기에 학습자가 진지하게 고려할 만

한 대상으로부터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에 대하여 ‘줄도 없었고 사람도 약간’(ⓔ)이라는 설명 역시 대상에 

대한 외부적인 묘사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가 느낀 기분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초라한’, ‘그렇게 맛있는 집은 아닌가’ 등을 

통하여 약간의 실망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인상이 초

반에 부정적이었던 점은 이후 ‘겉보기’와 ‘그래도’(ⓕ)라는 역접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인 인상으로 반전을 이룬다. 그러나 위 텍스트에서 중점이 

192) Maffesoli, L’instant Éernel, La Table Ronde, 2003.



- 107 -

되는 경험은 누나와 함께 한 국물떡볶이 집 방문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때 맛의 

묘사는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고 그에 따른 학습자의 기분

도 상당히 미약하게 나타나 대상에 대한 인상은 특별한 장소감으로서 구

체화되지 못하였다. 

  (3) 객관적인 정보를 통한 논증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으로, 원인과 결과의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서술의 흐름은 경험을 조회하고 대상과의 관계 속

에서 정서를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수필로서의 방식과 거의 대

척점에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대상과의 관계성도 거의 단절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정서 및 

삶에 대한 성찰 역시 희박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상에 대하여, 대상

의 문제를 고찰하더라도 자신이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나 

일반적인 개념 위주로 서술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나타

난다.

 

【C-40-수필】 ⓐ최근 그룹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가 엄청난 사실을 

발표했다. 바로 13명이던 멤버 중 1명을 빼서 12인 체제를 하는 것인데, 

계속 12인 체제를 유지할 것은 아니지만 세븐틴의 팬들 ‘케럿’에게는 충분

히 충격적인 일이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중략) ⓒ어떻게 된 것일까? 

―우선 세븐틴이 12인 체제를 진행한다고 한 것은 앞으로 계속이 아닌 빠

지게 된 멤버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이다. ⓓ그럼 이 멤버는 누구고, 또 왜 

빠지는 것일까? 빠지게 된 멤버는 중국에서 온 멤버인 ‘디에잇(서명호)’이

다. 또한 빠지게 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멤버는 워낙 외모도 출

중하고 춤, 노래 모두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춤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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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학습자의 경우 우선 대상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를 설

정하였다. 대상에 대하여 탐구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필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들은 ‘나’의 주관적 입장으

로부터 거리가 먼 세간의 입장으로 공적인 성격을 지녀 사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위 학습자는 자신을 ‘나’로 의식하고 자신

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괄호의 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입

장은 소극적으로 위축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이 느

끼는 충격을 구체화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속한 집단의 해석에 따라 그

에 편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발생한 일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일

의 경과 및 인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일의 진행 자체가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며 자신과의 어떠한 사적 관계도 맺지 못하였으므로 자신

의 삶 속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나아가 특정 멤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문제가 되는 대상을 초

점화하였으나(ⓓ), 이때 학습자의 관심은 그간 타인이 주목하지 못하였

던 부분을 학습자 혼자 발견해낸 지점이 아니라 소속사가 배포하였던 공

식적인 입장에 포함된 문제로 이를 다시 읊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하

여 학습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학습자는 

이후 대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보였지만(ⓔ), 역시 자신과의 관계 속

에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이 아닌 세간의 평가를 따라가는 

피상적인 정보 제공으로 그치게 되었다. 

  위 학습자의 글은 문학적 체험과 형식을 갖춘 수필 장르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비문학적인 장르와 흡사한 형식으로 완성되었

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의 수필 쓰기 과정에서 현실을 글로 옮길 때 

단지 실제에 틀리지 않게 허구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사실대로 기록하

는 데서 수필의 진실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오히려 수

필 쓰기 과정에 작동하는 학습자의 내면을 추동하는 정서와 학습자가 끊

임없이 형성해나가는 사고방식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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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수필】ⓐ12/10 일요일에 3시에 ○○이랑 봉사하러 갔다. 그때 당

시에는 ‘제설’이라는게 뭔지도 몰라도 그냥 자리도 있고 해서 승낙까지 해

서 갔다. ⓑ그런데 늦은 것도 아니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을 

‘다 퇴근시켰다’라고 말해서 그때는 나랑 ○○이가 당황해서 일단 담임 선

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전화를 네 번 해서 네 번 다 받

지 않으셨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무슨 일 있음 전화하랬는데 전화도 안 받

고 학교 가니까 전화 안 받은 적 없다면서 그냥 우릴 혼내기만 해서 ⓒ어

이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봉사를 알아보는데 <◇◇의 집>이었다. ⓔ그래

서 신청하고 두 시간이라도 하러갔는데 택시를 타고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

씨가 길을 잘못 찍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데에서 나랑 □□, ○○이를 내려

줘서 1시간 동안 ⓕ헤매다가 길 찾고 그냥 집에 갔다. 결론은 봉사는 못했

다. ⓖ그래서 또 혼났다.

  위 텍스트의 학습자는 정확한 날짜 및 요일,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그날의 일을 옮기고자 하였다. 수필에서는 일기와 같이 특정한 날에 대

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경험을 기

록하여 이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 학습자에서 

볼 수 있듯, 수필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정서를 표현하는 장

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기와 같은 특정한 날의 기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정한 날의 기록으로 이해한 경우, 그 날 있었던 일을 실

제 일어났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위 학습자는 봉사

활동을 준비하며 담당자 및 담임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정리하였는데

(ⓑ) 이 일을 통하여 의미를 추출하지 않고 단지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

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을 ‘수필다운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라는 설문지 문항에 대하

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번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전화를 

안 받은 적 없다 라면서 우리를 혼내셨다”라고 그대로 적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학습자는 수필 쓰기를 통하여 특정한 날에 있었던 일에서 자신이 

내면화한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날 있었던 사실관계를 맞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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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담임 선생님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경험은 학습자에게 특별한 체험으로 환언

되지 않고, ‘네 번’이라는 정확한 횟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담임 선생님

의 문제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물론 ‘어이가 없었다’(ⓒ)는 

표현을 통하여 기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담임 선생님의 잘못

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장들

은 ‘그래서’(ⓓ, ⓔ)라는 인과를 보이는 것 같아도, 앞선 기분으로부터 발

전한 인과가 아니기에 단지 발생하였던 일의 순차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

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론은 특별한 의미로 집중되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

(ⓕ)는 일의 결과로만 이어져 있다. 이는 일의 발생 순서에 따른 결과일 

뿐, 학습자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성찰하여 내린 결론은 아

니다. 이 경우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수확하지 못하

고 다시 ‘그래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 위 텍스

트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그래서’는 먼저 일어난 일 다음의 일을 서

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때 다양한 경험들은 하나의 의미로 집중되지 

못하고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정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2.2. 서사적 구성을 통한 경험의 연합

  학습자들은 경험 속 자신 및 자신과 관계하는 인물들의 행위와 근거를 

탐색하며 정서를 형성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의 경험은 서술자로서의 판

단에 의해 인과관계 속에 놓여 구성된 경험이다. 학습자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은 수필의 소재로서 의미화되는 지점을 찾게 되고,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한 의미를 어떻게 배열할지에 관한 구성 방식의 문제가 뒤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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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자신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단지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해석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 자기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묘사는 핍진성을 지

닐 수 있는데, 이러한 묘사가 겨냥하는 것은 객관대상이 아니라 작자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만나는 주관대상이기 때문에 사실과 일치하느냐 또

는 실제의 인물과 닮았느냐의 여부가 중요시되지는 않는다. 그보다 학습

자들은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을 파악하고 이 경험을 

특정한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언어로 형상화되는 대상이 실제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구현하는 일은 수필 쓰기의 행위의 본질이 아니다. 학습자가 수필

을 씀으로써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초점화되는 지점이란, 학습자 

자신과 관계하는 대상에 대하여 촉발되는 학습자의 정서와 주관적 해석

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조직하는 일과 관련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실제 현실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던 생

각과 의미들을 수필 쓰기를 통하여 탐색하고, 경험의 의미 있는 요소들

을 연합하여 조직하는 일이 중시된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의 

방법은 서사적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사적 경험들을 전체적 삶 속에서 

새롭게 조직하는 양상을 지닌다.

  (1) 서사로서 경험의 재배치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서사를 통한 삶의 실상에 접근하

는 일이다193). 학습자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경험을 떠올릴 

때 더욱 과거에 파묻혀 있던 경험을 이와 대조하여 의미를 탐색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서사적으로 보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시공간을 오가면서 경험을 구성하기도 

193) 우한용,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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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필 쓰기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는 주요한 방식은 서사

로,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의 의미를 찾을 때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자아를 바탕으로 파편화된 경험들을 연결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학습자가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기억을 되살릴 때, 이는 

현재의 자신과 구분되어 과거에 완결된 그 자체의 기억이 아닌 현재 자

신에게서 해석되고 구성된 기억이다. 다시 말해, 기억을 되살리는 그 순

간에 기억 주체의 여건과 이념이 기억을 어느 방향으로 보강하고 또 어

느 방향의 기억은 소거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기억을 만들어 내게 된다

(우한용, 2009). 

【A-7-수필】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나는 뛰어다니며 노는 어린아

이를 보면 ‘좋을 때다’하고 생각한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퍽이

나 부럽기만 하다. 내가 웃기만 했던 기억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슬펐

던 기억만 내 머릿속의 분량을 채운다. 그러다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소박하고 행복한 기억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벼

웠을 때, 나는 양손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쥐고 공중을 날았다. (중략) 

ⓒ참 많이도 붕붕 해주셨는데, 많이도 날았었는데 지금은 그날 한번밖에 흐

릿하게나마 생각이 안 난다.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어둑어둑한 밤 나는 공

중에 날렸다가 착지했다. 내가 붕붕을 다 마치자 엄마가 “이제 무겁다.”라

고 정감 있게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더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붕붕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붕붕을 못할 만큼, 평

생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이가 돼서 시험공부나 하고 있다. 

  위 학습자는 미래에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며, 현재 자신의 입장과 대

조되는 아이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부러움의 감정을 표

현하였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서사적 위치로 조망하는 것으로, 학습자

의 과거 경험은 미래의 자신의 이상향과 현재 자신의 현실의 관계 속에

서 조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학습자가 아이의 모습을 통해 떠올리는 기억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부모님과 행복했던 추억(ⓑ)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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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기억될 수 없으며 학습자의 시점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것이

다. 흐릿한 학습자의 기억에 의하면 학습자가 부모님의 손에 ‘붕붕’ 날던 

날은 어두운 밤이었고, 학습자의 ‘엄마’의 한 마디 정도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경험 당시에는 특별한 의미화를 이루지 못한 채 지금까

지 해왔던 것처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정도였으나(ⓓ), 이후 시간

이 흘러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을 때는 현재의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의 의미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손광성(2014)에 의하면, 소설 서사와 수필 서사의 차이는 원소재를 다

루는 ‘미적 변용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예술적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사는 ①사건의 취사선택, ②사건의 순서 바꾸기, ③허구적 사

건 추가와 같은 미적 변용 과정을 밟는데, 그러나 수필의 경우 ③은 허

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학습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추억 중의 사건

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자신이 미래의 시험을 떠올리고, 이와 

대조되게 아이를 보고 옛 추억을 떠올리고 다시 미래의 시험을 준비하며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논하는 구조로 형식에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반

영되었다. 그러나 허구적 사건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은 채, 다만 과거의 

경험을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적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수필의 진실성

을 높였다.  

【C-44-수필】ⓐ요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올라가서 1위를 찍었다고도 하

는 기사나 서로를 증오, 혐오하여 일어나는 죽음이 담긴 기사가 뉴스에 많

이 아니, 거의 매일 등장하곤 한다. 그런 뉴스를 볼 때면 괜히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안타깝고 마음이 찡할 때도 있다. 아마도 죽음이 주는 분위기나 이

미지가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도 같다.

  나는 죽음이란 단어가 그리 부정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물론 분위기

나 상징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 느낀다. ⓑ하지만 나는 ‘죽

음이 어느 사람에게는 도피의 수단이지 않을까?’ 이 말을 지인에게 들은 순

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변하였다. (중략) 죽음에 대해 짧

은 청소년 인생이었지만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았다. ⓒ최근 친척분 

중 한 분이 돌아가 그 당시에도 정말 슬펐지만 며칠 후 지나서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고 내 성격이 소극적이고 다가가지 못하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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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예전 학창시절에 혼자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나에 대한 자책과 죽

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고쳐지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다. (중략) 앞서 말한 

질문이 두 개가 되는데 ⓓ아마도 내 주위변화는 가족들이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날 것 같다. (중략) 또, 하나 그 당시의 나의 감정이다. 아마 나는 후

회를 할 것이다. ⓓ‘이때 저렇게 할 걸’, ‘이때 좀 더 욕심낼 걸’ 등의 생각

을 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다. (중략)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

끼겠지만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위 학습자는 자신이 요즘 떠올리는 것으로 죽음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

다. 먼저 ‘요즘 대한민국’의 뉴스를 떠올림으로써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

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안타깝고 마음이 찡’(ⓐ)하다는 정서적 동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의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하여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였다. 자

신과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외부의 사건을 자신의 감정으로 연결한 

학습자는 뉴스를 보던 시점과 또 다른 시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연결한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지인의 말을 통하여 전환된 시점

(ⓑ)이다. 

  이는 학습자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며 미디어나 지인 등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학습자의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의미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

린 예전의 것으로서의 과거가 아닌 기재(旣在, Gewesenheit)하는 것으

로서 현존재에게 항상 열려 있다. 위 텍스트에서 뉴스에 언급된 내용이

나 지인에게 들었던 한 마디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스쳐지나갈 수도 있었

지만, 학습자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성찰하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아가, 위 텍스트에서 제시된 여러 경험들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관적 입장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최근’, ‘며칠 후’, ‘예전 학창시절’, ‘그때’ 등 (ⓒ) 회고를 통한 기억의 형

상화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성

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최근의 주변 친척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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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슬픔 이후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죽음

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자신의 더욱 과거 경험인 학창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으로 내용을 심화하였다. 

  위 학습자의 수필 제목은 ‘극단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은 곧 삶과 죽

음에 관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질문은 앞서 루카치에서 앞서 살펴보았듯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

며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과정으로서 끊임없는 진행을 겪게 된다. 

위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그 ‘끝’은 죽

음에 대한 가족, 즉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깨

달음에 도달하였다. 이는 위대한 에세이스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

과 철학을 일치시켰다는 루카치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삶의 여

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되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미래가 도래할 가능성의 세계로서 제시되어 

학습자가 하나의 물음에 대하여 과거-현재-미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서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때 저렇게 할 걸’, ‘이때 

좀 더 욕심낼 걸’(ⓔ) 등의 표현으로 미래 자신이 하게 될 생각을 상상

하며 자신의 현재 및 기재하는 과거를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인식 하에 위 학습자는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것

은 ‘사소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위 텍스트에서 학습자

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더라도 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서사적으

로 인식함으로써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 학습자는 수필과 가장 비슷한 장르로 기행문을 꼽았다. 그런

데 그 내용은 실제 여행지를 다녀와서 기록하는 사전적 의미의 기행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바로, ‘인

생은 긴 여행이고 그 인생의 하나를 즉 여행에 관련된 글을 쓰는 기행문

처럼 여행으로 보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학습

자는 자신의 경험을 그 순간에 매몰되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 인식

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체적 삶을 조망하는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파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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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험들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초점화하였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

다. 

  (2) 수사적 상상력의 개입

  코울리지(S.T. Coleridge)에 의하면 상상력은 인간의 직관적 인식 능

력과 관련된 일차적(primary) 상상력과 인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언어

로 창조하는 능력인 이차적(secondary) 상상력으로 나뉜다. 본고에서 다

루는 상상력은 이차적 상상력에 해당하며, 특히 ‘문학적 상상력은 문학

의 매재(媒材)인 언어를 매개로 한 언어적 상상력’194)이라는 전제를 가

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수필 쓰기에 활용되는 상상력으로서 허

구성을 용인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허구적 사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대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대상에 관한 언어적 상상력은 개인의 주관적인 시선을 통하여 대

상을 표현하는 시 장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

서 전문 작가의 코딩을 통하여 확인한 것과 같이 수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관하여 시적 표현을 비중 있게 활용하므로 이를 수사학적 입장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수사학은 어떤 대상의 속성이나 진리가 아니라 그것

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주목195)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사적 상상

력이란,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개인이 대상을 언어로 상상하여 표현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G-31-수필】 ⓐ오토바이는 기름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마치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말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치킨집을 운영하신

194) 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
으로-」, 『문학교육학』 3호, 1999, 255면.

195)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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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마디로 우리 집은 맞벌이를 하는 집이다. (중략) 엄마, 아빠께서는 

집에 언니와 나만 남겨두는 것이 걱정되시고, 이제 학원을 다닐 나이도 된 

것 같아서 언니와 내가 다닐 학원을 끊어주셨다. (중략) 학원비 때문에 엄

마께서는 기름 앞에서 하루 종일 치킨과 탕수육을 아빠께서는 춥거나 더울 

때도 오토바이를 타시면서 배달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께서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붙어계셨고 오토바이와 기름처럼 서로가 없으

면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중략)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뒤로부

터 엄마, 아빠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만약 언니와 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할 필요도 없으실 텐데, 언니와 내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매일매

일 쉬지도 않으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날씨 상관없이 

가게로 나가셔서 일을 매일같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이다. (중략) ⓔ마지막

으로 나는 이 수필을 쓰면서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했다. 바로 “나도 커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했

다.

  윤재천(1995)에 의하면, 먼저 대상의 새로운 존재 파악으로부터 그것

은 수필을 쓰게 하는 소재가 되고, 그 소재에서는 정서를 얻게 되며, 그 

정서는 상상과 사상과 함께 미적으로 용해되면서 형식(수필)을 취하게 

된다. 대상에 대하여 주체는 정서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정서의 표현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감각으로서 상상력이 개입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필 쓰기에 개입하는 상상력은 단지 허구가 아니며, 

학습자의 일상세계의 여러 관계들과 그에 의한 모습들을 반영하며 구체

화된다. 문학 작품에 상상력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습

자의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창작주체의 세계관이나 

생활, 체험 등의 요소가 작품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게 된다.196) 

  위 학습자의 경우, 대상의 새로운 존재 파악이란 부모님에 대한 일상

을 평이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일상을 학습자 자신만의 해석을 거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상에 관하여 일

반적인 통념 또는 일상적인 이해로서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96) 윤여탁, 『리얼리즘시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1994,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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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일상적인 부모님의 일하는 모습으로부터 학습자는 독자적인 비유

로서 부모님의 원동력을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님의 관계에 대하여 언어적 상상력을 통하여 ‘서로가 없으

면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오토바이와 기름으로 비유함으로써

(ⓑ) 서로 힘을 합쳐 일하는 관계이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또한 

가게에서 그만큼 성실하게 오래 있어야 하며 한 명이 나가면 일손이 부

족해지는 관계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독자적

인 나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 다양한 관계를 

맺는 세상 사람으로 주어져 있다(gegeben)는 점에서, 학습자의 부모님

은 서로의 관계, 학습자 자매와의 관계, 손님과의 관계 등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하여 학습자는 다른 사물을 통하여 비유하였다.  

  나아가 위 학습자는 이러한 부모님에 대하여 이전처럼 부모님께 무조

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고 보답해야

겠다고(ⓒ) 발전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언니와 내가 없었더라면’(ⓓ)이

라는 가정을 통하여 현실에는 없는 상황을 상상하였고, 이어서 그러한 

만약의 상황이 없는 현실에서 역시 비, 눈, 더위, 추위 등의 다양한 상황

들을 대입하여 대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중심적 해석인 근면성실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상상은 학습자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자연스럽

게 사상의 정립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의 구체화이다. 위 학습자는 ‘수필을 쓰

면서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한 생각과 다짐의 

내용이란 위의 서술 대상에 대한 동경으로, 학습자의 삶의 한 목표가 된

다. 이는 부모님과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 그 당시에는 표현되지 않았

지만, 수필을 쓰며 새롭게 대상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획득되고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A-11-수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은 ⓐ힘

들고 짜증나고 억울한 존재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고 또 갇히고 계속 갇혀서 마치 학생이라는 녹은 초콜릿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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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예쁜 틀에 넣어 굳히는 것 같이 원래 자신 모습을 못 알아볼 정도

로 만든다. 초콜릿이 불량이 나오면 팔지 못하는 것 같이, ⓒ불량은 초콜릿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착각이 만든 대한민국의 학생 모습이다. 화

이트초콜릿과 다크초콜릿은 분명 다른데 ⓓ화이트초콜릿에게 ‘다크초콜릿이 

내는 맛을 너도 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어

른들이다. 아직 녹아있는 화이트초콜릿과 다크초콜릿이 자신들의 맛을 살려 

조금 미흡하지만 ⓔ자신이 만든 틀에 들어가 자신의 틀 안에서 굳어 초콜

릿이 되려고 하면 어른들이 달려들어 세상이 만든, 어른들이 만든 곳에 억

지로 넣으려고 한다. 

  위 수필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초콜릿들’이다. 이 제목은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는 위치를 비유한 것으로, 학습자는 자신이 학생의 입장에서 어

른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 이러한 수사적 상상력을 활용

하고 있다.

  먼저 학습자는 학생에 대하여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한 존재’(ⓐ)라고 

하며 그 이유를 학생을 초콜릿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세

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굳혀진 ‘녹은 초콜릿’, 특히 ‘팔기 위해 예쁜 

틀’에 넣어 놓은 초콜릿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특정한 

세상의 틀, 특히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고유한 개성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하이데거는 보통 사람들은 세론(世論)에 의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현존재를 의식해야 한

다는 점을 촉구하였는데, 이러한 현존재의 개시는 불안이라는 기분을 통

하여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위 학습자는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가짐으로써 고유한 개성을 찾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비판의

식의 기저에는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한’이라는 기분이 먼저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기분을 통하여 학생과 어른의 관계, 나아가 학생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

이다.

  나아가 위 학습자는 ‘불량은 초콜릿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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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라고 비판의 대상을 학생과 어른의 대립으로 집중하는데, 어른

들의 태도를 ‘화이트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에 대한 말로써(ⓓ) 자신의 

비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때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이나 행위와 같이 

학습자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상상으로 구축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어른

들에 대한 비판인데,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론의 

평균성에 대한 압박이다. 

  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 기준에 균열을 낼 때 수사적 

상상력을 개입한 것은 일상적 자아와 구분되는 현존재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은 형상화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세계관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표현하는 데 그치는 한

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스스로 틀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어른들

에 의하여 저항된다는 결론(ⓔ)에 이를 때에도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부

터 전개되고 다각도로 부딪히며 형상화된 사상이 아니라 기존에 고수하

고 있던 생각의 반복적인 결론에 그치게 되었다.

 

  (3) 시간 순대로 경험의 나열

  반면, 각각의 경험이 서사적 인식을 통하여 경험에 순서를 부여하거나 

이에 따른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전개되지 않은 채 시간 순서대로 단순

히 나열되는 경우도 있었다. 

【G-35-수필】 ⓐ사실 경험이라기 보단 중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주제이지

만, 나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이므로 적어본다. (중략) ⓑ중1일 땐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이 안됐다.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 많았지만 내가 썩 적응을 

못하여 약간 버거웠다. 시험도 처음보고 쉬는 시간엔 선생님 안 계시고 하

는 게 약간 낯설었다. ⓒ솔직히 초반엔 욕을 거의 안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갈수록 욕이 늘어 친구들이 좋게는 안 보는 거 같다. ⓓ2학년이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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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부담되었다. 1학년 때 한번 보고는 지레 겁먹어 어떻게 준비할지 

잘 몰랐다. ⓔ그렇지만 어찌어찌 넘긴 지금은 그냥 그런가보다 싶다. (중략) 

ⓕ5월의 수련회도 좋은 기억이었다. 2박 3일간 활동하였다. 장소는 잘 기

억나지 않는다.

  위 학습자의 경우, 별다른 제목을 붙이지 않은 채로 중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하였다. 여기서 경험이 아닌 단지 중학교에서 보낸 시간임

(ⓐ)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을 표

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중학교의 시간은 순서대로 중1일 때의 

경험부터 서술하였는데, 이때 적응을 못하였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학습 환경이 기존과 달라져서 낯설어 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정도로 어떤 문제를 겪어서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었는지 등의 내면은 생

략되어 있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주변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많았다

는 내용으로, 교우관계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란 짐작인데 이 친구들이 

왜 좋은지,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등은 모두 생략하여 학교 적응 문제의 

버거움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로 애매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후 중1에서의 문제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 자신이 초반에는 욕을 안 

했음을 언급하여(ⓒ), 전개의 인과적 연결이 생략되었다. 또한, 중학교 2

학년의 과정을 서술하였으나(ⓓ), 앞선 1학년의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

았다. 이로 인하여 문제의 연결점에 대한 정서가 심화되지 않음으로써, 

‘그냥 그런가보다 싶다’는 의미화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

어졌다. 또한 학습자는 좋은 기억을 찾고자 시도하였으나, 정보를 제공

하는 데 치중할 뿐 스스로의 판단이나 생각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상을 통하여 위 학습자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주체

적으로 재구성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학습

자는 과거의 경험을 단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한 피상적 정

보들을 의미의 연결고리 없이 기록할 뿐이다. 

【E-10-수필】ⓐ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루일과가 똑같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학교 끝나고 학원가고 학원 끝나면 집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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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하면 하루가 다 지났어요. 처음에는 무진장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서 별로 힘들지도 않게 됐죠. ⓒ하지만 그런 일과를 계속하다 보니 다른 것

을 하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하거나 아무것

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성적도 별로고 공부와 

게임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졌죠. ⓓ결국 기말고사를 잘못보고 혼나서 짜

증났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나갈 생각도 했죠.

  위 텍스트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여주는데, 중학교 학습자들의 수필 쓰

기 활동에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나열하는 경우는 종종 나타났

다. 그런데 위 학습자의 경우 ‘지루한 반복’이라는 제목 하에, 마치 인터

뷰에 응답을 하듯 구어체로 이 글을 완성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과거의 일을 서술할 때 문어체의 산문성으로 인하여 자신으로부터 최소

한의 객관적 거리를 두고 경험을 서술하는 경우와 달리, 위 학습자의 경

우 그러한 거리두기 없이 단지 실제의 반복적 일과와 있었던 일을 곧바

로 언급하였다.

  위 학습자는 자신의 일과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으로 

항상 ‘똑같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

서’부터 학교, 학원, 집을 오가는 내용(ⓑ)이다. 여기서 1학년 때부터 지

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의 일이 학습자의 일상적 시간으로서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상의 시간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의미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텍스트의 ‘의욕도 생기

지 않고’(ⓒ)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러한 일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하거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행위로 서술되는데 앞선 반복적 

일과의 이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러한 일의 결과를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혼나서 짜증’ (ⓓ) 났다는 내용으로 후술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 발생한 일의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일

상적 경험 자체에 대하여 다각도로 성찰하여 여러 경험들을 하나의 서사

로 완성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 학습자의 경우 수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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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실제 수필 쓰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처음] 독자에게 이 글을 쓴 이유를 설명, 지금의 문제점 [중간] 나의 예시

(경험)을 통해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것을 전달, 나의 예시(경험)을 통해 사

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원하고 도움이 되는 건 도전하라와 여러 가지를 경

험해보라고 전달한다 [끝] 다시 한 번 강조, 마무리

  위 계획에서 학습자는 처음에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가

지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시간을 아껴 다양한 경

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필 쓰기 

활동에서는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

부터의 일을 떠올려 보아도 아침부터 밤까지의 순서에 맞추어 반복되는 

일과의 틈을 찾지 못하였다. 위 계획에서는 ‘지금의 문제점’, ‘사소한 것

이라도’를 썼다가 지웠는데, 이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세밀하게 발견하는 

것의 필요성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수필을 쓰는 수행 활동

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 의미화를 통한 경험의 평가

 

  학습자들이 일상적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일은 이차적 경험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술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경험 자체와 이를 생

생한 삶의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구성하는 경험의 두 가지 층위에 따라 

학습자가 수필을 쓸 때 관여하는 자아 역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로 나뉘

게 된다. 이러한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거리를 두고서 그 거리의 정도

에 따라 수필 쓰기의 과정에서 서로 연합하거나 충돌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즉, 경험하던 당시와 현재의 서술행위 사이에 놓여 있는 시간적 

간격, 즉 경험자아와 그것을 회상하는 서술자아의 거리가 긴장을 유발시

킨다.197)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 당시를 서술하며 경험자아의 감정과 생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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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전하는 한편, 서술자아가 이러한 경험자아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돌

이켜보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

를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서 소재를 찾되 이를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장

르로 인지함으로써 일상의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아를 성찰하고 인생에 

대한 특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때 과거 경험은 

서술자아에 의한 의미화를 통하여 그 가치가 어떠한지 평가를 거치는 현

재적 경험이 된다.

  (1) 자아성찰을 통한 의미부여

  어떤 체험은 직접적 현현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현존으로

서 단지 반성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Max van Manen, 1994). 여기서 

지나간 현존이란,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기재하면서 현전화하는, 현재

를 앞서서 인도하는 과거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과거는 지나간 것으

로 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다시금 해석될 필요성을 

요구한다. 체험의 주체는 경험 당시에는 못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이후 

돌이켜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성찰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A-23-수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된 후로부터 “너도 

이제 중2병 걸리겠네”라고 한 말을 나는 내가 절대로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짜증나지는 이상한 중2병에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냥 “아니에요”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중2가 되던 해 3월 말부터 점점 감

수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더니 4월초 짜증도 점점 더 많이 사소한 것에도 

소리를 꽥꽥 지르게 되었다. ⓒ나는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중2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략) ⓓ이 중2병의 해결책은 무엇

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중2는 한 번밖에 안 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 번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대신 시험공부나 가족이랑 대화를 할 

197) 임경순, 앞 논문,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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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좋은 마음과 예쁜 말만 써서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상한 

마음을 주는 중2병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위의 학습자는 우선 자신에 대한 타인의 말을 의식하며(ⓐ) 자신을 타

인의 시선 하에서 메타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모습에 대

한 기억들을 떠올려, 자신의 모습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고찰해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학습자

는 이러한 모습에 관하여 기존의 자기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이 ‘중2병’이라는 것으로 변모하였음을 반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일어났던 과거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 이후에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인지를 되짚어 봄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 및 해명하고자 하는 노

력을 통하여 내린 판단인 것이다. 

  자아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도출한 학습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수필을 쓰며 고찰하게 되었다. 위 학습자는 스스로의 상

태를 점검 및 진단하며 문제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보다 조금 더 개선하는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

가 지나가서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모습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식하고 있다. 

  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모습에 관하여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

였지만, 이러한 자아성찰을 통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미는 부정적으로 

심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확인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발전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도준(2018)에 의하면, 수필의 장르적 특징은 현실을 부정

하거나 비관하는 태도에 대해 대체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때 수필을 쓰는 학습자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서 느끼는 삶의 문제란 

세계와의 불일치에서 오는 근원적이고 필연적인 소외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상적으로 가꾸어가려는 목적 지향적인 태도 속에서 과정적으로 

성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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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7-수필】ⓐ요즘 학생, 어른 등 누구나 구별할 것 없이 현재의 사람

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인다. 학생들은 아

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여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곤 한

다. 그리고 ⓑ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학교 수업 후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 운동으로 향한다. ⓒ나는 축구부이기 때문이다. 축구부는 늦게까지 공

부를 하지는 않지만 노는 것도 아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우리의 꿈들을 위

해 덥든 춥든 운동장에서 뛰며 운동을 한다. ⓓ이런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은 각자의 목적에 맞추어 하루를 살아가지만 모두 피로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중략)

  나는 계속 힘든 하루를 보내며 쉬는 날만을 기다린다. 쉬는 날에 집에 가

면 그 시간이 너무 짧아 또 새로운, 똑같은 날을 시작해야만 한다. (중략) 

ⓔ우리는 매일 우리 몸에 고통과 피로를 주면서 경쟁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많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

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나아

가야 한다. ⓖ나는 매일 언젠가는 오래 쉬겠지라는 희망과 생각을 가지고 

그 힘든 하루를 견디며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맞이한

다.

  위 학습자는 ‘휴식의 필요성,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위 수필을 썼다. 

그런데 휴식에 대해서 고찰할 때 쉬는 날에 대하여 자세히 쓴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휴

식을 떠올린다. 이 경우, 학습자에게 휴식은 자신이 매일 반복적으로 수

행하는 일과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상

의 의미를 발견케 하는 틈으로 작용한다. 

  위 텍스트는 먼저 ‘요즘 학생, 어른’과 같은 ‘현재의 사람들’이 ‘바쁘

게’ 하루 일과를 채우는 모습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습자 자신도 바

쁘게 수행해야 할 일과가 있음을 말하며, 일반적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

는 것이 자신에게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

는 자신이 ‘축구부’(ⓒ)라는 사회적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는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저마다 부과된 어떤 일에 종사하

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수행하는 일에 대해 서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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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게 된다. 이때 위 학습자의 일상 속 역할의 기대는 축구부라는 신분

이다. 

  위 텍스트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은 

‘모두 피로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속성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일상은 ‘고통과 피로’(ⓔ)라는 부정적 반응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위 학습자는 이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느끼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일상을 새롭게 긍정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일상의 피로함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일과를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위한 단계로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

다. 

  문학 작품에서의 교훈은 단지 이성적이거나 인지적인 것을 넘어서, 이

야기를 통해 실제로는 다양한 감정의 풍부성을 함유한다. 즉 교훈적 이

야기는 감정과 같은 다양한 인적 자질과 결부되어 있다.198) 여기서 작가

는 필자는 자신의 부정적 자질로 구성된 고통의 체험을 하고 이를 해소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본원적 목적을 찾는 것이 아

니라 보다 상위 차원의 욕구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

려고 한다.199)

  이러한 점에서 위 텍스트는 고통의 체험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긍정적

으로 전환하고 교훈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언젠

가는 오래 쉬겠지라는 희망과 생각을 가지고’(ⓖ)라는 표현에서 보듯 학

습자의 의미는 스스로의 미래를 향해 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이 이

루어야 할 목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도래할 미래를 기투하면서 스스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텍스트에서는 자신의 일상

198) 구영산, 「교훈 생산의 글쓰기 행위에서 일어나는 “상위 욕구”와 필자
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임길택 동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12, 
169면 참조. 이 점에서 “(퓌르티에르의) 우화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교
훈은 확실하게 강조되어 있지만 긴장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독자는 굳이 
이야기의 흐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원종익, 「라 퐁텐느 우화에 나
타난 여행」, 『세계문학비교연구』, 2012, 338면)라는 점을 참조할 수 있
다. 단지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며,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데는 교훈을 이야기(fable)로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199) 다음 참조: 구영산, 위 논문,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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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탕을 두고 자아성찰을 하며 자신의 일상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교술 갈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관한 관

찰 또는 경험을 자세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나타내려는 데 더 충실”200)

하여 “사실의 전달을 통해서 또는 이에 덧붙여서 일정한 교훈적 주장을 

하고 있다”201)는 점과는 구분되어, 학습자 자신의 삶의 미래 지향적인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평가의 지침으로서 놓여 있다. 

  (2) 소통 지향적 태도

  자기 성찰적 글쓰기에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자기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때 자기 눈은 대화적 소

통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202). 여기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란 자기의 관

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내적인 것만

은 아니며 오히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관점이다. 이때 자기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은 루카치의 에세이론에서 살폈듯 각자의 글마다 모

두 개별적인 삶의 수만큼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서로 이해된 채로 전달될 때 소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필 쓰기를 통한 소통의 지향점은 독자로부터 단순히 자신의 글

의 내용에서 논리적 흐름이나 사실적 정보들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필을 쓰는 작자의 삶과 관점을 독자의 삶과 관점에서 서로 소

통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읽기 방식을 요청한다. 즉 수필 쓰기

를 통하여 작가는 잠재 독자와의 관계를 의식하고, 완성된 수필을 읽은 

독자는 수필 텍스트 너머에 있는 작가의 삶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대응

시켜 공감에 기초를 둔 채 읽고자 하는 자세를 취한다. 여기서 수필 쓰

기는 작가가 수필을 쓰는 경험으로 고른 것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지라

200) 조동일, 「가사의 장르규정」, 『어문학』 22권, 한국어문학회, 1969, 68
면.

201) 조동일, 위 논문, 69면.
202) 정연희, 앞 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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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독자 역시 개인적인 자신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

되는 소통 지향적 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G-9-수필】 경찰서를 갔다 와서 아빠와 얘기를 했다. 아빠한테 맞았을 

때도 안 울었는데 아빠가 하는 얘기에 울었다. ⓐ“아빠는 우리 ○○이가 다

른 애들과 달리 술, 담배를 안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너는 아빠를 실망시켰

어”라는 말에 나는 울고 말았다. 아빠와 나는 약속을 했다. 다시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약속을 했다. ⓑ경찰서를 갔다 와서 나 자신을 생각해보

니까 중2라는 나이에 청소년인데 술, 담배를 다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내가 만약 아빠와의 약속을 어

기고 날라리들과 놀고 하면서 경찰서를 계속 갔다 오면 나는 지금쯤 청소

년 감옥에 있을 것 같고 고등학생 형들과도 어울릴 것 같다. ⓓ나는 그런 

내가 싫다. (중략) ⓔ주변 애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하고 나 자신도 굳게 다

짐을 해야 한다.

 (*이름은 연구자가 익명 ○○ 처리)

  밴 매넌에 의하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기술할 때 이야기나 일화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장식이 아닌데, 그 까닭은 이러한 이야

기나 일화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험의 체험적 성질에 전반성적으

로(pre-reflective) 개입’하게 하는 한편 ‘역설적으로 경험 속에 배여 있

는 의미를 반성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준다’203)는 점 때문이다.

  위 학습자는 경찰서를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당시 자신을 데리러 

온 ‘아빠’의 말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떠올렸다(ⓐ). 이 경

험은 학습자가 수필을 쓰는 시점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이

야기로, 아빠와의 이야기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학습자에게 충격으

로 남아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경험에 배어있는 의미를 반성적으로 성찰

하며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해보기 시작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이 이전에 술, 담배를 하거나 싸웠던 경험들을 돌이켜보았

을 때 그러한 모습이 ‘한심’하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203) 밴 매넌, 앞 책,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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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위 학습자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었

다면 지금 어떠한 삶일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였다. 그 결과 아빠와 하

였던 약속으로부터 충격을 얻지 못한 채로 의미 없이 기존과 같은 생활

을 지속하였다면, ‘청소년 감옥’에 수감되거나 ‘고등학생 형들’과 탈선하

여 노는 길로 빠졌을 것이라는 추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론의 전

제는 메타적으로 자아를 성찰하여 냉정하게 자신의 행위들을 검토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검토의 계기는 ‘아빠와의 약속’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

없이 검토해야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표현하였다.

  위 학습자의 경우 만약 ‘아빠와의 약속’이라는 관계를 포기하고 형성

되는 무비판적으로 탈선하는 자기 모습에 대하여서는 ‘싫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학습자는 자신이 반성하기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객관적으로 거

리를 둔 채 의식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다짐의 실현

이 또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밝히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기서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주변은 

‘주변 애들’로 또래집단 속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수필 쓰기 과정

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의 문제로 경찰서를 다녀 온 경험의 경우, 전체 대상 

학습자들의 수필 텍스트 중 유일하게 제출된 경험으로 또래 학습자에게

서 흔치 않은 매우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학습자의 

경험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형성되었는지 인물의 타

당성이 구체화되어 있고, 또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적으로 되짚어 사회적

인 시선에서 어떠할지를 메타적으로 성찰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어떻게 온유하게 포용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소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를 감상한 또래집단의 평가 역

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인상 깊고 좋아 보인다’는 

방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로서 공동체 내에서 수용



- 131 -

되었다. 여기서 공감과 지지는 반드시 같은 경험을 해야만 일어나는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수필을 쓰며 드러나는 당시 경험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통하여 이해되는 것이며, 이를 읽을 잠재 독자에 대한 진

솔성 있는 서술을 함으로써 획득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27-수필】나에겐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 ⓐ다른 애들은 잘만 한다고 

하지만 내 기준으론 잘 그리지 못한다. (중략) ⓑ미술학원도 다녀볼까 하다

가 상담해봤는데 딱히 구체적으론 정해진 게 없어서 부끄러웠다. 게다가 어

렸을 때만 학원을 다녀서 뭔가 익숙지 않아서 긴장하여 식은땀만 흘리다 

나왔다. (중략) ⓒ가장 고민되는 점은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행복하다. 하지만 취미이기에 행복

한 것일 것이다. 직업으로 강요를 당하면 분명 힘들 것이다. (중략) 부모님

께선 하고 싶은 일 하라면서 풀어주시지만 너무 풀어서 갈피를 잡기 힘들

기도 하다. ⓓ일단 방학에 시간이 많으니 하루에 그림 하나 정도 그리려고 

한다. 그렇게라도 노력해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나름 실력도 늘고 중3

때 확실히 정하기로 하자. ⓔ내일의 나는 지금의 나와 분명 좋은 쪽으로 성

장했을테니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할 때 되도록 즐거우면 좋을 것 

같다. 돈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이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다른 애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 정도는 있을테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안심되기도 한다. 

(중략) 내 직업이 잘 안되면 힘든 건 나만이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피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 다행히 나름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좋다.

  위 학습자는 ‘날개가 없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어떠한 꿈을 어

떻게 실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위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다른 애들

은 잘만 한다고 하지만 내 기준으론’(ⓐ)이라는 서술로 자신의 그림 그

리기 수준을 판단하였다. 여기서 자신 주변의 평가를 고려하지만 자신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적 자아의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학습자는 ‘미술 학원’을 

방문하였던 경험(ⓑ)을 떠올렸는데,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뚜렷한 상(象)

이 없어서 ‘부끄러웠다’고 당시 기분을 기억하였다. 학습자가 실제 현실

에서 미술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음에도 학습자가 이러한 잠깐의 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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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고 당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서술한 것은, 위 텍스트에서 자신

이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기분이 인상 깊

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 텍스트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점’을 서술할 때 자신의 ‘행

복’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때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

라는 표현들로 거듭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실현해야 할 목표를 고민

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의 자아는 일상생활을 잠시 벗어나 자신의 내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주체와 이를 실현하는 주체, 또한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하여 성찰하는 주체로서 현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미래에 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좋은 삶이라는 윤리적 목표를 지향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

는가?’라는 도덕적 의지의 문제가 덧붙는데, 리쾨르는 칸트의 논의를 통

하여 나라는 인격과 무수한 타인들의 인격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

로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204)한다. 이때 인류(humanité)란 단지 인간들의 

총체라는 외연적 또는 열거적 의미가 아니라면, 인격(personne) 속에 내

포한 존중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 위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내일의 나’와 

‘지금의 나’(ⓔ)라고 하여 자신의 인격에 장래 실현의 목적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텍스트에서는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공감적 자세로 살피고 있다. 이는 좋은 삶

에 대하여 타자를 고려하는 배려가 작용한 것이다. 리쾨르는, 인격들의 

복수성의 뿌리 자체에 있는 진정한 타자성에 대한 직관, 배려에 내재하

는 그 직관이 있어야만 인류라는 통일화시키고 통일적인 관념이 보편성

204) P. Recoeur,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300-301면 참조. :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그러니까 모든 합
리적인 존재 일반은 이런저런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수
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자체로 존재한다. 그의 모든 행동들, 다시 말해 그
와 관련된 행동들뿐 아니라 다른 합리적 존재들과 관련된 행동들에서 그는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델보 번역 〔Ⅳ, 428.〕,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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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조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윤리적인 직관

을 통해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 속에서 실천적 지혜는 갈등적 상황에 대하여 마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가치 판단하는 자아를 통해 구체적인 인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인격적 자아는 이 현실 세계 안에 몸담고 살면서 가치 평가하며 실

천적 삶과 행위를 수행하는 구체적 자아205)이다. 위 텍스트의 경우 자신

의 미래를 설계할 때 타자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좋은 삶이라

는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주변과 소통할 수 있게 열어 놓았

다. 그러나 여러 경험의 상황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적

극적인 자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다. 

  (3) 개인적 의미의 성급한 일반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이는 재고(再考)

나 자신에 대한 메타적 인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수

필에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평가란, 자신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

어 거리두기를 통한 성찰을 거치지 않은 채로 일상적 관계 그대로 단편

적 평가를 내리는 방향이다. 특히 이때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적 의미를 

일반적인 관계 전체로 확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

우도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적 의미가 충분히 내면화되어 

성숙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하여 성급하게 자신의 의

미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어진다.

【G-87-수필】 우리 형은 내 핸드폰을 뺏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한다. 12시에 꼭 자게하고 공부도 시킨다. ⓐ근데 우리 형이 

카이스트에 가면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엄마폰도 몰래 쓸 수 있고 늦게 자

도 된다. 너무 좋다. (중략) ⓑ우리 형이 나와 키가 비슷하다. ⓒ엄마, 아빠

205) 조관성, 「인격적 자아의 실천적 삶과 행위 그리고 신체」,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14권, 199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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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뭐라 안한다면 형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공부만 한 공부벌레 인간이

니까. (중략) ⓓ꼭 장점만이 있는 게 아닐 것 같다. ⓔ형이 어른스러워질수

록 우리 부모님은 나를 형에게 맡긴다. (중략) ⓕ그건 그렇고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매일 매일 할 수 있고 형 방이 

내 방보다 크고 침대도 넓은데 거기서 잘 수도 있다. 형의 왕 베개도 가져

와서 2개나 끌어안고 잠을 잘 수 있다. 형의 반대도 있을 수 없으니 폰압

도 풀릴 수 있다. ⓖ나도 첫째로 태어난다면, 그 인간을 괴롭히고 싶다. 

“잘 가고, 잘 살고 얼굴 보지 말자, 제발.”

  위 학습자는 ‘형’이 떠나게 되면 그간의 ‘형’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

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며 ‘좋다’는 감정 표현을 하고 있

다(ⓐ). 그런데 ‘형’과 자신의 관계를 조망하며 ‘형’에 대하여 언급할 때 

자신의 내면적 성찰은 보이지 않은 채로, 단지 ‘형’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겉으로 드러난 관계 이외에는 진지하게 고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

다. 앞선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형’에 관하여 언급할 때

도 공부를 잘한다는 점 이외에는 신체 정보인 ‘키’에 대해서만 언급(ⓑ)

함으로써 외재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

습자는 자신의 정서를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조건이 비슷하므로 

싸워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여기서 형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지, 자신이 형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경우 형이 어

떻게 느낄지 등에 대한 고려는 생략되어 있다.

  위 학습자는 장점들을 떠올리다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려고 하며, 

‘장점만이 있는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꾀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에서 ‘부모님은 나를 형에게 맡긴’(ⓔ)다는 근거를 들어 

형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발상의 전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형에 대한 불호의 감정을 유지하며 형이 ‘공부벌레’로

서 자신을 훈육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발하는 심리를 유

지하였다. 즉, 장점이 아닌 단점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내면

에서는 메타적으로 자아를 점검하여 경험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해석으로

써 관점을 형성하는 일이 본질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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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보는 단계는 유보하여 글에

서 생략한 채, 성급하게 ‘그건 그렇고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라

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 드는 것들 역시 앞선 내용의 

반복과 다름없기에 특별히 재해석되고 구성된 것으로서 의미화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학습자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거나 형과

의 관계를 다각화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판단이 좁은 식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첫째로 태어난다면’(ⓖ)이라는 일반적인 장남과 차남의 관계로 

의미를 전이하였다. 이때의 가정에 대한 자신의 바람 역시 ‘괴롭히고 싶

다’라는 것이며, 앞으로 만나지 않고 싶다는 개인적 감정의 강조로 마무

리함으로써 ‘형’에 대한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그대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이고 사적인 형제관계의 경

우, 둘의 사적인 싸움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형제관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의문이 남게 되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위 학습자가 실제의 인물의 모습 및 특성이나 일상적

인 자신과 대상의 관계 및 생활의 태도를 최대한 현실과 유사하게 표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문제

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여 기존의 경험

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며, 사실상 경험자아의 

당시 해석을 그대로 옮겨오는 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술자아가 

과거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반성의 과정이 생략된 

채 경험 당시의 의미를 그대로 확장하였다. 여기서 수필 쓰기의 본질은 

현실의 형상화 문제가 아닌 학습자의 내면적 경험으로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 위치한 자아를 다각도로 성찰하여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E-5-수필】ⓐ나의 과거에는 아픈 흑역사들이 넘치고 넘친다. 그 모든 아

픈 흑역사들은 남자와 관련되어 있다. ⓑ왜 내 아픈 흑역사들은 모두 남자

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 참 속이 타고 짜증난다. ⓒ제일 최근의 가슴 아

픈 흑역사는 어떤 한 남자아이로부터 시작된다. 그 아이와 6학년때까진 친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어색한 사이로 지냈다.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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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다가 빼빼로데이 날 그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중략) 그렇게 이쁘

게 사귀기 시작하다 ⓓ그 아이에게 권태기가 온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불안

해 친구들과 한 집에 모여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그 아이가 내 펨을 보지 

않아 다른 여자아이에게 펨을 보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펨

은 안 보더니 내 친구 거는 5초도 안 걸려서 읽었다. ⓔ나는 그렇게 충격

에 빠져있었다. (중략) ⓕ정말로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헤어져’라고 

보낸 거에 아무런 의문없이 ‘어’라고 답한 게 옳은 것인가. (중략) 운 다음

에 그 펨을 확인해보니 여러 충격이 더 가해졌다. 내가 싫어진 건 아닌데 

친구들에게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나에게 요즘 연락도 안했던 것이다. ⓖ걔

한테는 우정이 더 소중했나보다.

  위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과거를 ‘아픈 흑역사들’(ⓐ)이 많다고 

서술하고 있다. 흑역사란, 지우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싶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위 학습자는 이러한 자신의 역사가 ‘모두 남

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밝히고 ‘속이 타고 짜증’(ⓑ)난다는 부

정적인 기분에 의한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여러 경험들 중 가장 최근의 

경험을 떠올리는데(ⓒ) 이는 학습자 시점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

교 2학년 1학기까지의 일이다. 수필 쓰기 활동을 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

근에 학습자가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일로, ‘가슴 아픈’이라는 학습자의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다.

  학습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슴 아픈 경험을 떠올려 서술하였는데, 

최근 남자친구에 대하여 ‘권태기’라고 추측하고 이로 인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남자친구를 시험해보기로 하였다는 일(ⓓ)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시험의 결과는 불안함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충

격’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은 자신의 일상적 자아로부터 거

리를 두고 성찰하게끔 하는 해석학적 용어로서의 충격이 아닌, 가까웠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가리키는 데 그치고 있다. 

  위 텍스트에서 이러한 충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지점은 자신의 삶

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닌, 남자친구의 변심과 남자친구의 행위에 대한 

의심이다. 바로,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남자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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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옳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데, 정서적이고 사적인 관계를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로 성급하게 

확장하고 있다. 

  위 학습자의 충격 경험과 불안함의 감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각들이 

일상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는 자

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자신의 존재가 

‘내던져져 있음’으로서의 현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학습자의 경우에는 불안함의 근원을 남자친구의 문제 행동으로만 돌릴 

뿐 자신과 생활 반경을 성찰하거나 자신을 메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수필 쓰기를 통하여 도달해야 하는 의미

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텍스트의 결론 역시 자신의 삶에

서 찾는 것이 아닌 남자친구의 의도를 추측하며 ‘걔한테는 우정이 더 소

중했나보다’(ⓖ)하는 사랑이냐 우정이냐에 대한 일반론적 평가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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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앞선 Ⅲ장에서 도출한 교육 과제를 바탕으로 일상 속 경

험을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실제 학습

자들의 수필 쓰기 양상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으로 경험을 도출하여 창

의적인 해석을 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심화하여 타자와의 소통지향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학습자에게서 수많은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수렴

할 수 있는 특정한 경험을 초점화하여 떠올리기 어렵다는 인지 단계에서

부터의 소극성이 나타났고, 경험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형상화하는 데 있

어서 자신의 상상을 바탕으로 독창적 체험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는 극단적으

로 감추거나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단일한 시각을 전체로 확대하여 성급

하게 일반화 하는 경우 또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필 쓰기

가 학습자 자신의 일상과 삶의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조회되어 새로운 

경험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 수렴되지 못한 채 일상 

속의 피상적인 경험으로만 구성되거나 맥락 없이 나열되기만 하는 문제

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작품이 해석소통의 맥락 하에

서 잠재적 독자인 타인이 읽을 때를 전제하여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의 

고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향적인 의미에

만 매몰되어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Ⅳ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수필 

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볼 것이다. 그 다음 이를 반영

한 수필 쓰기 교육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수필 쓰기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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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필 쓰기 교육의 목표

  일상 속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일상을 수

필이라는 문학 형식으로서 새롭게 이해하고 개별적 경험을 자신의 전체

적 삶을 반성적으로 조망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체험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수필 쓰기 교육은 학습자

들이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수필 창작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계획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 

  수필 쓰기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조회하고 자신의 손

으로 직접 수필을 창작해야 하므로 학습자 주도적인 과정에 그 성과가 

달려있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이 수필 쓰기의 과정에서 배제되어도 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층적 

차원에서 풍부하게 의미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사의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수필 쓰기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도 조력자로서 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수필 텍스트를 

직접 창작하고 주관적인 의미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아래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살펴보겠다.

  1.1. 서사 주체로서 경험의 의미 생성

  본 연구는 먼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적 경험들을 능동적으로 조회

하고 내면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태도가 수필 창작의 심화된 

의미를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경험을 수필의 형식으로 구조화

할 때 경험자아와 서술자아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자기존재를 예민하게 

의식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일상적 경

험들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과

거를 떠올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본질적

으로 자신의 경험을 의식화하여 삶의 우선순위와 궁극적인 가치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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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 속 경험을 수필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전환하

는 창작의 경험이 기존 경험으로부터 확장된 이차적 경험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자세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적극적 태도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기획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학

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삶과 연결하여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수필 

쓰기를 통하여 다시 삶에 발전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에 

파편적으로 놓인 경험들을 서사적으로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시 말

해, 학습자는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서사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통일성 

속에서 의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서 별

다른 의미를 얻지 못하고 단지 순서대로 제시하거나 사실대로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서사 주체로서 경험들을 

능동적으로 해석 및 수용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일

어났던 일들을 특별한 성찰 없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는 데 그치는 소

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과를 수행하

며 흘려보낸 경험들을 조직하는 서사 주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사교육

에서 문학교육적 이념으로서의 주체를 지향한 김상욱에 의하면, 서사 주

체란 담론주체로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이야기를 동일

시와 거리두기로 읽어낼 줄 아는 주체, 나아가 이데올로기와 대면할 줄 

아는 주체를 말한다. 206)

  서사 주체는 여러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의 연결을 느끼고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만든다. 수필을 쓰는 주체는 경험 당시의 자신의 감정에 

동일시를 느끼는 한편 부정적 감정은 새로운 해석으로 전환하여 해소함

으로써 삶의 긍정성을 추구하는 서사 주체로서 실현된다. 이때 서사 주

체는 충격이나 기분을 통하여 일상세계의 틈을 자각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이러한 감각들을 자신의 전체적 삶과 연관하여 서사화하여 표현하는 

206) 김상욱, 「서사교육의 교육과정」, 우한용 외, 앞 책,  212-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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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점에서, 수필을 쓰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파편적 경험들에 대하여 

서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수확하여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

다. 학습자들이 서사 주체로서 수필을 쓸 때, 학습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단지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으로서 외부의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일상에 대한 감각들로써 인지하게 된다. 또

한 다양한 경험들을 총체적 삶과 연관하여 서사적으로 사고하는 수필 쓰

기를 통하여 기존의 일상적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틈을 얻게 

된다. 특히 학습자들은 자신의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비롯된 일상의 균열

과 자신의 내면에 있던 불안함에 직면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나름의 방향

성 및 가치관을 수립하게 된다.207) 다시 말해,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학습

자는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회상하여 기록하는 데서 나아가, 서사주체로

서 이러한 경험들을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바탕으로 서사화하여 최종적

으로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표명하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필을 본격적으로 쓰기에 앞서 학습자들은 우선 자신의 위치

를 서사 주체로서 자각함으로써 사소하고 파편적인 경험들을 피상적인 

정보들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총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생

생한 이야기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완성한 수필의 형

식이 서사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사적으로 자

신의 경험을 인식하는 데서 하나의 파편적 경험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여러 경험들을 학습자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및 가

치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로 의미화하는 것을 가리

킨다.

  1.2. 문학적 형상화의 가능성 확장

207) Ⅲ장에서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경험을 인상 깊게 느끼고 반성적으로 자
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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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는 수필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 묻어둔 채 

사회적 역할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자극에 의

하여 일상을 새롭게 의식하는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외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필 쓰기란 내적인 형

식과 외적인 형식이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서 일어나는 생각과 가치관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경험을 형상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며, ‘개

인적 의미의 성급한 일반화’에 관한 오류의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이 유

형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과 요지의 일관성

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상적 역할에 매몰된 편협한 시각으로 인

하여 능동적인 시각의 다층화를 통한 새로운 의미의 형성은 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자신과 거리를 두고 메타

적 자아로서 경험을 다각적으로 조회 및 탐색해 보며, 대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이러한 주관적 

해석은 텍스트를 넘어서 학습자의 창조적 행위로서 발산적 표현이 될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적 의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수필은 사

실 그대로를 전달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판별 기준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

라, 창작자인 학습자의 실제 삶에 바탕을 두되 주관적 판단과 상상력이 

개입한 것으로서 해석 공동체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소통된다는 점을 살

핀 바 있다. 예컨대, 앞서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또래 학습자의 수필에 

대하여 ‘공감이 된다’라거나 ‘내 경우에도 이런 적이 있다’ 등으로 반응

하였던 사례들은 수필을 읽는 기준이 사실 확인 여부보다 삶의 진실성에 

입각한 공감적인 교류에 토대를 둔다고 볼 수 있다.208)

【G-24-감상 댓글-(가)】20살 돼서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다고 뺨 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가 불쌍하다. (*○○은 해당 글쓴이)

208) 이외에도 같은 수필 글에 대하여, 실제 글쓴이(인물)의 삶이라는 전제 하
에 사실 확인의 여부보다 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연민과 공감을 비롯
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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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필을 쓸 때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형상화할 때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역사적 기록 장르로서의 성격보다 정서를 형성하고 삶

의 의미를 성찰하는 문학 장르로서의 성격을 지향점으로 설정할 수 있어

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은 수필 쓰기 과정에서 단지 자신의 과거

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실제 사건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수

필의 문학적 형식을 염두에 두고 한 편의 완성된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수필의 문학적 형식이란 사실에 토대를 둔 산문이면

서도 서사적 상상이 개입하여 글쓴이의 주관적 관점에 의하여 독특한 비

유로 삶에서의 다른 경험 및 감각과 연합하여 새롭게 배열되는 내재적인 

과정을 수반한다. 

  특히 수필의 이러한 형식은 외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문학 

장르로서 수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기에, 본고에서는 개인의 일상을 그

대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저마다의 개성적인 관점에 의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수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Ⅱ장에서 수필의 개념을 검토하며 살펴 본 문학 교육의 장

(場)에서 수필이 통용될 때, 학습자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추출

하여 쓰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언어로서 직접 표현해야 한다는 관점과

도 상통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수필을 쓸 때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반응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 자신의 일상에서 유의미한 지점을 성찰해보

고 자신의 전체적 삶을 하나의 문학적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앞서 Ⅱ장의 루카치를 통하여 수필의 소재란 실제 사

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문학 작품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 

본 바 있다. 요컨대, 수필에서 형상화되는 대상이 실제의 인물을 다룰 

때 다른 예술의 묘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대상과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

냐’를 논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삶이 주는 암시성을 인물의 본질

【G-24-감상 댓글-(나)】집에서 화장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불쌍하였
다. 나는 이모가 2명인데 ○○이랑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되었다. 
(*○○은 해당 글쓴이)

【G-24-감상 댓글-(다)】나도 이런 이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친
한 어른들이 없어서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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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상이라는 것209)이다. 이는 수필 작

품을 통하여 보는 것은 삶의 사실적인 질료들이 아닌 삶의 상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미 쓰여진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특수한 

삶의 암시성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작품과 작품의 비젼이 얼마나 집

중적이냐 하는 점에 달려 있다.210)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에서 의미화되

는 지점은 작품 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인물 및 

사건에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성급

하게 일반화한 것을 개성적인 태도라고 오인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일

상에서 느꼈던 것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다시 말

해, 대상과 사건을 일상적인 자신의 기분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학습

자 자신과 관계하는 대상 및 세계를 다각도로 이해함으로써 해석의 타당

성을 갖추어야 한다.

  1.3. 해석의 적극적 태도 함양

  학습자는 수필 쓰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일상에 묻혀 있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성찰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재로 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

는 것은 한 편의 글을 완성한 시점에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각자의 작

품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경험을 과거의 것으로 닫

209) György Lukács, 위 책, 21-22면 참조: “벨라즈게즈(Velasquez)의 초
상화 앞에서 자네는 ‘얼마나 기막히게 닮았는가’하고 말을 하면서 그 그림
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닮았다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닮았단 말인가? (…중략…) 자신이 그리고자하는 그림
의 모델을 두고 화가가 이러한 이상적인 표현을 쟁취하기 위해 피나는 싸움
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싸움의 모양과 
아우성이란 유사성을 위한 싸움에 다름아니라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는 비록 초상화와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삶이 주는 초상화의 암시성에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210) György Lukács, 위 책,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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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태도로, 학습

자는 자신의 수필 쓰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세계관을 

정립하며 타인에게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소통될 수 있도록 열어 

놓는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은 수필 쓰기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공감대로서 개별적인 경험이 서로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소통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습자의 일상 속 

경험이 수필이라는 작품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일상 속 타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이 점에서, 수필 쓰기 과정에 관여하는 경험을 해석하는 두 가지 층위

를 살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수필을 쓰는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는 층위이며, 다음으로는 완성된 수필의 내용을 읽는 입장

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층위인데, 이 두 층위는 서로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진다. 수필 쓰기를 통하여 창작 주체가 자신의 일상적이

고 사소한 경험을 특별한 체험으로 전환하는 문학적 형식의 과정은 잠재

적인 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필은 자신이 허구로 상상해 낸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 아닌, 자신

의 실제 삶으로부터 글감을 찾는다. 이는 곧 창작자가 자신의 개성과 사

상을 자유롭게 드러낸다고 할 때, 이는 무제한적인 개방이 아닌 평소의 

일상적 태도로부터 거리를 둔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 존재하는 주체를 드

러내는 ‘자기노출’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필수

적으로 수반하게 된다.211) 

  즉 수필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의식

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마주하며, 반대로 독자의 입장에서 학습자는 이러

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인격을 마주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수필

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수필의 내용은 단지 가상세계에서 형성된 구조

물로 읽는 게 아닌 실제 작가의 삶을 염두에 둔 채 작가의 생각 및 가치

211) 앞서 Ⅱ장에서 자기노출의 개념을 논의하며, 자기를 표현하는 활동을 할 
때 학습자들은 해석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어느 정도 드러
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살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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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어떠한지를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구체화는 한 편의 수필에 제

시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독자에게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한다. 예컨대, 작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

건의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 수필에 서술된 내용을 넘어선 시점

에 의문을 갖거나 자신의 경험을 조회 및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등이다.212) 

  반면, 수필 쓰기를 할 때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삶에 대한 자각

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험의 사실적 재현을 기반으

로 한 형식적인 논증으로 치우칠 경우 이에 대한 또래 학습자들의 감상 

역시 별다른 정서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며 소극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G-40-수필 계획】의 학습자는 활동지에서 수필의 

글감으로 관악제를 골랐는데, 이때 관악제에 대하여 ‘마음을 스치고 간 

건 관악제’라고 응답하였지만 ‘의미 있던 일은 없다’라고 응답하여 관악

제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포착하지는 못하였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관

악제에 대한 글을 표현하는 계획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처음] 관악제 일시 장소 등을 적고, 관악제 때 했던 활동들을 적는다. 

[중간] 관악제 때 즐거웠던 일들과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싫었던 일 등

등을 적는다. [끝] 다음 관악제는 조금 더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적

는다.

  위 학습자는 이에 맞는 내용으로 수필을 쓰며 그 분량도 한 장 반 정

도를 채워 충실하게 서술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다. 

【G-12-감상 댓글】게임과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눈으로 확 들어오
는 듯해 잘 쓴 것 같고 나도 ○○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다. (*○○는 해당 글쓴이)

【G-51-감상 댓글】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 
【G-58-감상 댓글】나도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죽었어서 있을 때 

청소 잘 해줄 걸이라고 후회했었다.

212) 수필을 읽고 수필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떠올리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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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0-감상 댓글-(가)】재미있었겠다.

【G-40-감상 댓글-(나)】정말 힘들었지...

【G-40-감상 댓글-(다)】관악제가 생각남

  이상의 반응들은 수필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떠올리

거나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상상하는 경우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일차적으로, 수필을 쓰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정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

던 데서 기인한다. 오히려 비문학에 가깝게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

제와 그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는 글을 써낸 반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가), (나)의 경우에서 보듯 수필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 및 

정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감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자들이 수필에서 제시된 경험을 통하여 작가의 내면을 들여다

보려는 시도는 피상적으로 그치게 되었다. 또한 (다)의 경우 새로운 해

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필에서 제시된 글감을 상기하는 데 그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경우를 통하여, 적극적 해석을 위해서는 

글쓴이와 독자의 입장에서 모두 자신의 경험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특히 

자신의 삶에서 의미화를 이루는 지점을 탐색하기를 요청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수필 쓰기 교육의 내용

  수필 쓰기 수업에 참여한 다수의 학습자는 수필을 쓸 때 무엇을 어떻

게 써야하는지부터 난감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213) 이는 그간의 수필 

213) Ⅲ장에서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수필을 쓸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수필을 쓰기에 앞서‘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었다고 추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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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교육이 수필 쓰기의 활동 과정을 자유로운 소재 및 자유로운 형식

이라는 이름하에 학습자의 몫으로만 개방적으로 열어둔 채 일임하였던 

것과 거리가 멀지 않다. 즉 수필 쓰기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행되어오기보다 학습자 스스로 수필이 무엇인지 어렴풋한 감각에 의존

하여 빈 여백에 일단 소재부터 바로 떠올리고, 계획하고, 작성하고, 판단

하고, 감상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수필을 쓰는 과

정을 교육적 개념으로 수용하여야 학습자가 수필 쓰기 환경에서 처한 어

려움을 점검하고 처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수필 쓰기의 구체적인 교

수-학습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1. 일상으로부터 경험의 다층성 이해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빈 원고지 앞에서 자신의 많은 경험들 중 어떠

한 경험을 선정해야 할지부터 어려움을 느낀다. 여기서 경험의 층위를 

다양하게 넓히고 학습자의 경험을 다각화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학습자의 소재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영진·현남숙

(2017)에 의하면,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경험의 층위를 넓혀, 감각 경

험, 지각 경험, 감정 경험, 의미 경험, 행위 경험, 가치 경험, 신비 경험, 

종교적 경험 등을 포괄한다.214) 이는 경험이 단지 아무에게나 없는 사건 

또는 행복한 추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삶에서 충격이나 

정서적 반응, 의미들을 얻은 것이라면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214) 김영진·현남숙, 「자기성찰에 기반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 ― 체험 서술
과 그 의미 해석에 대한 밴 매넌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11
호, 2017, 152면 참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다시 언어적/비언어
적 경험, 술어적/선술어적 경험, 개념적/비개념적 경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
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실제 수필 쓰기에 활용하는 경험
을 이론적으로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학습자가 수필을 쓰기 위하여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경험들의 
다층적인 양상들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데 머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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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0-설문】[가장 비슷한 것] 가장 비슷한 것은 일기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느낌을 그때그때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안 비슷한 
것] 가장 안 비슷한 것은 소설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 학습자의 경우, 수필과 가장 밀접한 장르를 일기로 꼽으며 그 까닭

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가장 이질적인 장르로는 ‘소설’을 들며 그 까닭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다는 부

분을 통하여 학습자는 수필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의 강렬성을 포착하고

자 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은 만들어낸다는 부분을 통하여 자

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가상의 이야기를 조직한다는 인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생동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글감을 찾는 것

을 수필의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밴 매넌(Max van Manen)에 의하면, 경험을 기술할 때 인과적 설명이

나 일반화, 추상적 해석보다 내부로부터 충격에 집중하여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하였다.215) 이는 학습자가 경험에 대하여 

처음부터 섣불리 의견을 개진하려 하거나 해석하려 하기보다, 우선적으

로는 선입견 없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반응이 있는 경험을 조회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경험을 발견하는 일이 특별한 가치판단 및 

사상을 표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학습자들은 Ⅲ장에서 경험의 강렬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험

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충격을 얻지 못한 채 단지 

경험을 외부적인 것으로만 서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특정 

소재를 대상화하여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인 구성은 잘 

갖출 수 있으나, 이를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체험이라고 보

215) Max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안규남 역, 『체험연구 : 해석
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동녘, 1994, 9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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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의 충격을 통하여 일상

을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일어난 일에 별다른 충격

의 반응 없이,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상적 자아와 구분되는 실존적 

자아로서의 자각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렬한 경험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과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들면 사건의 피상적인 정보들을 나열하게 되

어 사건이 선명해지기보다 나와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느껴지

는 건조한 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타인에게 잘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재적인 사건을 성급하게 고르기보다, 자신

의 강렬한 정서를 촉발하는 경험을 조회함으로써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

보도록 하는 교육적 안내가 필요하다. 

  다만, 학습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쓰라고만 하면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Ⅲ장에서 구체적 사례들로 

보았듯, 많은 학습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관악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나 

여행과 같은 일상을 벗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그 내용을 적을 때에도 이러한 비일상적 사건을 최대한 사실

관계에 맞도록 특정한 날짜 및 당시의 상황 등을 기록하여 서술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때의 학습자들의 반응은 특별할 것 없이 크게 내부적 

충격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비일상적인 실존적 자아라고 부르기는 어려

우며 오히려 일상적 자아의 모습 그대로 외부적 사건들을 대중으로서 만

난 것과 다름없다. 비일상적인 사건의 기록과 그때 당시의 ‘즐거웠다’거

나 ‘피곤했다’라는 느낀 점만을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특별한 경험은 위와 같은 비일상적인 사건이 아니

라 학습자에게 강렬한 기분을 촉발하였고, 와 닿는 이야기로서 정서를 

형성하는 생동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오히려 일상 속에서 

문득 엄습하는 기분으로 학습자에게 삶의 불안감을 구체화하기도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면서도 자신에게 위협적인 순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경험의 층위를 다양화, 다각화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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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2. 대상과의 관계를 통한 체험의 발산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하나의 일상적 경험을 생동적인 체험으로서 포착

하는 일은 대상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달려 있다. 대상을 외

부적인 것으로 놓고 사실적 정보들을 제공하는 행위도 하나의 사건을 객

관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수필 쓰기를 통하여 의미화되는 

지점은 대상과 주체가 맺는 능동적인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지점이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주체는 자신의 경험을 외부 객관세계에서 발생한 일

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항상 자신이 대상들

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수필 쓰기를 통하여 재구성되는 의미는 대상을 기존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체가 다각도로 대상과의 관계를 조망하

여 일상적 자아와는 거리를 둔 채 반성적으로 얻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

계에 대하여 정서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고유하고 독자

적인 삶의 구도를 가장 근본적인 단계로부터 언어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22-설문】[가장 비슷한 것] 가장 비슷한 것은 자서전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글에 담았기 때문이다. [가장 안 비슷한 것] 가장 안 비슷

한 것은 게임 스토리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와 대부분 관련 없기 때

문이다.

  위 학습자는 수필 장르와 가장 가까운 장르로 자서전을 꼽으며, 그 까

닭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반면 게임 스토리

는 ‘자신의 이야기와 대부분 관련 없’다는 점에서 수필 장르와 가장 이

질적인 장르로 보았다. 여기서 학습자는 자신과의 ‘관련성’을 수필이 성

립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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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하여 경험을 형상화할 때 경험의 외부적인 성격을 설명하기보

다는 경험 속에서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가 바

깥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늘 관계 속에 존재하

고 있다는 것과 기분으로부터 느끼게 된다는 점을 살핀 바 있다. 다시 

말해, 대상은 인식과 의지로 우리에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체

의 기분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개시되어 있다.

  한편, 학습자들은 대상에 대하여 정서적 태도를 취할 때 왜 그러한 정

서적 반응이 나왔는지 텍스트 내부적인 타당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대상의 형상화에 있어서 실제와의 비교를 통한 일치 여부가 아닌, 텍스

트 내부적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정서를 일으키는 근

거를 형상화해야 한다. 수필 쓰기에서의 진실성이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fact)이 아닌 학습자가 대상과 관계하며 맺는 의미(meaning)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을 Ⅱ장에서 살핀 바 있다. 다시 말해, 수필 쓰기를 통하

여 학습자들은 일상적인 자신의 경험을 대상과의 다각적인 관계 속에서 

새롭게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체험으로 표현할 수 있

다.

  그러나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경험을 실제 수필로 표현하는 양상을 살

폈을 때,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기억의 사실 관계

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정작 자신의 느낌과 감정은 어

떠하였는지는 거의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험에서 자신이 세계

-내-존재로서 맺는 관계를 초점화하지 못한 채, 다만 외부적인 대상을 

자신이 인지 및 분석한다고 오인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적 대상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대상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단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상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모색함으로써 

무의식에 잠겨 있던 실존적인 자신을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수필 쓰기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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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반드시 그 대상만을 고찰하여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수필 쓰

기를 통하여 자신이 겪지 못한 다른 상황을 가정하거나 자신이 고찰하는 

대상과 유사한 대상, 혹은 대조되는 대상을 상상하여 연결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도출할 수도 있다.216) 여기서 대상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엄격한 

사실 논리가 아닌, 상상을 거친 추론으로서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

상 역시 실존하는 대상을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3. 학습자 삶과 표현의 재귀적 소통

  수필은 자신의 실제적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의식을 형상화하기에 

이를 쓰는 데서 완결되지 않고 주체의 삶의 한 과정으로 존재한다. 이때 

수필을 쓰는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한 편의 문학 작품으로 승화하는 

이차적 경험을 하고, 또한 수필을 씀으로써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써 주체에게 도래하는 미래는 어떠해야 할지 청사진을 그리는 삶과 표현

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지나간 경험을 다시 조회하며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고 과거 당시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 양상을 분석할 때 ‘나’에 대한 자아정체

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메타적으로 점검하는 서술을 포함하는 학습자들의 

경우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학습자들에게서 여전히 ‘나’에 대한 

성찰은 거의 밝히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후자의 학습자들의 경우 수

필을 쓰는 시점에서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적극적

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험자아의 감정에 의존하여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만 전달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당시 경험자

아로부터 거리를 둔 현재적 관점의 서술자로서 능동적으로 해석하기보다 

216) Ⅲ장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하나의 대상을 수사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하거나 다른 대상과 비유적으로 
연결하는 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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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F-47-설문】[가장 비슷한 것] 가장 비슷한 것은 페이스북 글이다. 왜냐

하면, 자신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쓴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안 비슷한 
것] 가장 안 비슷한 것은 게임 스토리이다.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닌 단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만 

생각한다.

  위 학습자는 가장 비슷한 것을 페이스북으로 들었는데, 그 이유를 자

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들고 있다. 페이스북 글의 

경우 가장 비슷한 장르의 글로 꼽는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이유가 

이러한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인데, 현재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사상

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는 SNS가 친숙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미지 위주인 인스타그램이나 비교적 짧은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트위터, 또는 자신의 생각을 전체적인 산문으로 한 

번에 적는 것이 아닌 타인과 대화하며 진행되는 카카오톡 등은 배제되었

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이는 학습자의 삶과 표현이 맞닿아 있는 장르

란, 단순하게 자주 접하는 익숙한 매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자신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드러내되 이러한 생각을 처

음부터 끝까지 일정 분량을 갖춘 산문으로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

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 위 학습자는 수필과 가장 이질적인 장르로 게임 스토리를 들었

는데 그 근거를 상업성에서 찾음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의미와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수필의 주요한 내용은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친숙하게 

즐기는 내용이라기보다 일상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거리를 두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미화한 지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을 의식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나’가 어떤지를 표

현하는 것보다 이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다 객관적으로 자

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필 쓰기 교육의 내용

으로 학습자의 메타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이는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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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아와 거리를 둔 서술자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학습

자의 수필이 공동체 내에서 개개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통용된다는 점

에서 작품의 공감 지점을 형성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나아가 자신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만약 타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읽

는다면 자신의 수필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유도할 수 있을지 떠

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적 관점에서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다시 현

재의 문제로 떠올려,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동체와 어떻게 소통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

로 성찰하여 공동체 내에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필 쓰기 교육의 방법

  3.1. 일상에 대한 충격 경험 도출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수필로 쓰기 위한 첫 단계는 일상에 

대한 충격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다. Ⅲ장에서의 양상 분석 결과 일반적

으로 학습자들은 글감으로 쓸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고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자신이 자주 접하는 친숙한 대상, 자신이 호감을 가지

거나 동경하는 대상,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특별한 외부적 이벤트 등을 

고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과의 갈등을 통하여 자신의 기분

이 어떠하였으며 앞으로 자신의 대응은 이러해야겠다고 반응한 학습자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대상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기억에 의존하여 묘사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특별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대개

의 학습자들의 경우 일상 속에서 의미 있던 일을 찾는 탐색의 기준을 실

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둔다고 보기 어렵다. 학습자가 단지 잘 기억하

여 묘사해낼 수 있는 대상 또는 관심사에 한정됨으로써 인식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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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상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뿐, 학습자의 일상에 충격을 주며 학습자

가 자신의 일상적 자아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을 단지 재현

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틈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가 일상에서 자신과 대상의 관계를 

다각도로 모색하며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을 성찰하기에 앞서, 자

신을 둘러싼 일상을 관찰하면서도 일상적 자아와는 거리를 두는 자세가 

요청된다.217) 이러한 거리는 일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치를 선별하게끔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찾는 일은 막연하

게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주 보는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 충격을 주는 것

(betreffen)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

험에서 특수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역할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

닌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서의 충격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내면

에서의 충격은 일상에서 학습자가 마주한 외부적 사건의 경중과는 관계

없이, 자신에게 와 닿는 주관성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필을 쓴 후 소감을 인용하여 살피자면 아래와 같다. 여기

서 연구자는 T로 표시, 학생은 S로 표시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G-79-소감】

T: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면 수필을 좀 더 쉽거나 재밌게 쓸 수 있을까요?

S: 서로의 일상을 자주 공유하면 수필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

  위 학습자는 수필 쓰기에 대하여 일상을 공유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

는데, 이를 통해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일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217) 앞서 수필 작가들은 이러한 자세를 ‘삶에 대한 관조(觀照)’라고 한 바 
있다. 수필 작가들은 수필을 본격적으로 쓰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준 경험을 떠올리며, 이때 일상적 자신과는 다른 실존적 주체로서 자
신의 총체적인 삶을 성찰하는 자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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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글감으로 할 만한 소재를 찾기는 많은 학습

자들에게 어려우며 자신의 일상을 돌이켜 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일상을 세세히 점검할 필요는 없지만, 글쓰기에 익숙한 학습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일상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 일상 속에서 특별

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추상적인 문제로 느끼기 쉽다.

  이러한 어려움을 교육적으로 처치하기 위해 교사는 일상에 대한 충격 

경험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일상을 돌아볼 때 별다른 충격

이 없었던 일을 적을 경우, 반복되는 일과를 단순하게 수행하거나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사회적 자아의 모습으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사

는 학습자에게 수필의 소재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열어 놓되, 학습

자가 모든 일상을 추상적으로 살피도록 두기보다 오히려 구체적인 일상

의 공간으로 좁힐 수 있도록 생동하는 경험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따분하게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

히려 자신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며 생생하게 느낄 점이 있는 살아 있는 

공간임을 자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내면에서의 충격이 자신의 취미활동 및 오락으로

부터 비롯된 자극이나 즐거움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할 필

요가 있다. 일부 학습자들은 충격을 자신이 몰입한 게임의 특정 경기나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와의 첫 만남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사실상 본인의 일상적 자아에 

이미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 위협하는 충격

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장면들도 자신이 일상적으로 단지 친

숙하게 접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면 

의미화될 수 있다.

  즉, 충격 경험은 일상에 평안하게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에게 기존의 일상적 판단과 다른 실존적 자세를 의식케 하며 갈등

을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기분으로 나타나 일상을 새롭게 돌아보도록 요

청한다. 일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충격에 집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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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 목표 ▪ 학습자의 충격 경험의 이해

▪ 학습자를 둘러싼 일상에 대한 재개념화

활동 예시

1. 여러분은 어떤 일을 보거나 겪었을 때 충격을 받

았나요? 여러 가지를 떠올려 적어 보세요.

2. 위에서 적은 일들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당시 

느꼈던 기분과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유를 

간단히 써 주세요.

3.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

하였나요? 자신의 당시 모습에 대해서 떠올려 보

세요.

4. 여러분의 요즘 일상을 적어보고 위의 충격적 경

험과는 얼마나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써 주세요.

[표 19] 일상적 경험의 수집 활동 예시

세는 일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기대에 따른 역할에 부응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전체적인 삶

을 관망하는 입장에서 파편적 경험이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질

지 숙고해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래 틀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경험의 구성요소를 통한 문제의식 형성

  경험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경험을 소재로 삼아 수필로 옮길 때 일반적

으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속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면, 정서를 형성하는 독자적인 체험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형

상화해야하기 때문이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때 이를 겉으로 드러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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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관적인 정보들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학습자가 자신

을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적으로 겪은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달하기보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 과거에 결말이 이미 닫

힌 이야기로 한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특정 시공간의 것으로 

닫아두는 경우 현재 자신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기존 경험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가 창작주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는 단순하게 어느 

동일한 시점과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특정 경험을 구체화할 때 학습자를 둘러싼 세계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의식한다면 경험이 단일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서적으로 와 닿는 대상들은 사실 특정하게 동일

한 시공간에만 존재하는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습자가 자신을 둘

러싼 세계에 대한 고찰을 하는 일은 하나의 경험을 삶에 대한 하나의 총

체적인 상징으로 융합하여 작품의 세계관으로서 표명된다. 

창작주체가 처한 세계는 단순히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환경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의 인성이나 가치관까지도 규정짓는 총체적

인 것이다. 창작주체가 창작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세계를 인식하는 데 기

본이 되는 것은 동시대적(contemporary) 세계이다. 동시대적 세계는 창작

주체가 동시대의 맥락에서 바로 느끼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다. 그

러나 동시대적 세계는 단순히 시간적·공간적으로 동일한 시점, 동일한 공

간에 있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간적·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다 하더라

도 주체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세계가 동시대적 세계이다.218)

  위 인용문을 통하여 학습자가 수필을 창작할 때 표현하는 세계는 학습

자의 총체적인 삶에 대한 입장으로서의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시간적·공간적으로 학습자와 동일한 바로 그 시점 및 공간이어

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느끼는 관련성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는 

218)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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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하나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 

당시 단일한 시점과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오

히려 학습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자신과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세계’의 범주에 따라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G-74-소감】

T: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면 수필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까요?

S: 주제를 가지고 쓸 때 한 가지의 단어를 알려주면 그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쓰면 된다.

【G-78-소감】 

T: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면 수필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까요?

S: 경험을 고르기 어려웠는데 게임을 하여 나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단

어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

  위의 동일한 질문에 유사한 소감이 나왔는데, 두 학습자의 물리적 거

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는 

글을 쓰기 위해 소재가 되는 경험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공통점에 기반하

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단어라는 예시를 듦으로써 하나의 경험이 

단일하지 않고 다른 경험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단어를 통해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의 층위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닌 그 

단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같

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떠올리는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다

양한 개성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한다. 학습자는 하나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끌

어오는데, 이는 자신의 현재적 입장에도 기존의 경험들로부터의 끊임없

는 개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학습자는 개별 

경험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호연결되는 의미화의 지점을 찾

아야 한다. 학습자들의 경우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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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추측하여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그 연결고리가 구체화되지 않아 각각

의 경험이 따로따로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글들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경험에

서 다른 경험이 연상될 때, 내부적으로 연관되는 지점에 주목하여 심화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은 어떤 점에서 개별 경험들 사이

에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느꼈는지에 주목하여 이 지점을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의 연합은 학습자가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문제

의식에 따라 특정한 연결점으로서 초점화될 수 있다. 수필 쓰기를 통하

여 기존 경험 당시와는 다른 현재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발생할 수 있

다고 할 때, 이는 수필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창작 주체로서 세계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완결된 의미가 

아닌 수필을 씀으로써 경험을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

습자는 자신이 세계에 대해 가지는 입장 및 가치관을 드러내며 문제의식

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탐구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한다. 

  한편, 밴 매넌은 체험을 통해 반성과 해석에 이르는 길잡이로서 생활

세계의 네 가지 실존 양식을 ‘실존체(existential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해명한다.219) 체험의 실존체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 주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것은 체험적 공간, 체험적 신체, 체험적 시간, 체

험적 관계로 나뉜다.220)특히 시간에 관하여 일상의 시간과 체험의 시간

219) Max van Manen, 앞 책, 139면.
220) 김영진·현남숙, 앞 논문, 153-154면 참조: “첫째, 체험적 공간(공간

성)은 우리가 직접 지각하고 느끼는 공간이다. 공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학적 공간이나 길이, 높이, 깊이의 차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체험적 공간은 
언어나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그 안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원초적 
장이다. 둘째, 체험적 신체(신체성)는 우리가 언제나 세계 속에서 신체적으
로 존재한다는 현상학적 사실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
엇보다도 먼저 그의 신체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 셋째, 체험적 시간(시간성)
은 시계가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과 정반대되는 주관적 시간이
다. 예컨대 과거에 겪은 일은 기억으로든 혹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존
재에 자취를 남기는 경험으로서 현재의 나에게 들러붙어 있다. 넷째, 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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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 
목표

▪ 경험의 구성요소 이해

▪ 경험의 유기적 결합

활동 
예시

공간 신체 시간 관계

예
시

거제도 할아

버지가 계시

던 시골 집, 

서울대학교

바다에 발을 

담갔을 때 

시렸던 느낌, 

상경했을 때 

처음 본 내

리는 눈

15살 때 기

억, 25살 때 

기억, 쓰고 

있는 지금

청소년기 할

아 버 지 와 의 

관계, 성인이 

된 후 학교 

사 람 들 과 의 

관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등

적
어

5. 여러분이 고른 경험은 언제 어디서의 일인가요?

6. 고른 경험을 떠올리면 또 떠오르는 경험이 있나요?

  6-1. 있다면, 어떻게 연결되는 경험들인가요?

  6-2. 없다면, 여러분이 떠올린 경험과 가장 비슷한 경우

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적어 보세요. 

7. 위에서 고른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의 빈 칸을 채워 보세

요.

을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경험의 특이성의 요소들을 자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면 아래 틀과 같다.

타자성(관계성)은 한 자아의 삶이 본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을 일컫는다.”



- 163 -

보
기

[표 20] 경험의 구체화 활동 예시

  3.3. 감각과 기분의 연결로서 서사 재구성

  수필 쓰기에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때 학습자는 대상과의 거리

를 인지해야 한다. 대상과의 관계를 취할 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가까이서 공감하며 보는 것이고, 나머지 하

나는 멀리서 거리를 두고 봄으로써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하

여 무조건적인 친근감만을 표시하는 것도,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만 

조망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어느 방식이건 

두 방식을 주관하는 것은 창작 주체인 ‘나’로, 학습자가 서술하는 이야기

는 체험 주체인 ‘나’의 감각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수필 쓰기에서 자신과 대상은 서로 특정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감하려는 시도를 하되,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감을 하려는 자신을 거리를 두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리의 

조절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대상에 대하

여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에 따라 오갈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각과 기분을 경험에 연결하여 대상과의 

관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필 쓰기에서 대상에 

대한 사실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느끼는 감각적 반

응이기 때문이다. Ⅲ장의 양상 분석 결과, 많은 학습자의 경우 기분을 

표현하였으나 대부분 유사한 한두 가지 표현을 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하여 중복된 문장들로 양을 채우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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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할 때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상에서 단

순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에게 당시의 기분을 감

각들을 동원하여 표현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습자

에게 당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대상의 소리는 자신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떠한 냄새로 느껴지는지 등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도

록 안내한다면221) 학습자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어렴풋하

게 느끼기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감각들로써 기분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 자신의 감각에 의

존하여 자신의 이야기로서 표현해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습

자의 이야기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외부에서 발

생하였던 사건 당시의 순서보다 자신에게 특별한 감흥을 일으키는 대상

을 자신의 정서에 따라 다양한 방식들로 드러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

다. 

【G-76-소감】

T: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면 수필을 좀 더 쉽거나 재밌게 쓸 수 있을까요?

S: 상상력과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항상 책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다.

【G-102-소감】

T: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수필을 썼나요?

S: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했던 일들을 상상하며 썼다.

 

  연구자는 위 학습자들이 소감으로 밝힌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상상력으로 보았다. 완전히 객관적인 사건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건은 체험 주체들의 미시적인 경험들의 관계에 의하여 구성되

고, 또한 이러한 주체들의 경험은 그들의 주관적인 감각들로 실체화된

221) 이는 밴 매넌에게서 제시된 방식으로, 자신의 체험을 특별한 형식 없이 
최대한 생동감 있게 구술 혹은 서술할 때 유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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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 
목표

▪ 학습자와 대상의 거리 인지

▪ 학습자의 기분과 실체적 감각의 연결

▪ 학습자의 정서에 따른 글쓰기

활동 
예시

8. 여러분이 쓰려는 경험의 대상과 여러분의 관계는 가까운

가요, 먼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

9. 여러분이 경험 당시 느꼈던 기분들을 꼽아보고 각각 다

른 신체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예시: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뜨거워

다. 이때 창작자로서의 서술자는 자신의 체험 당시를 회고하는 과정에도 

상상력이 개입할 뿐 아니라, 수필을 쓰는 과정에도 상상력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대상에 갖는 자신의 기분에 집중하도록 안

내한 후, 서술자로서 이야기의 공백에 허구가 아닌 이야기를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각으로서의 상상을 발휘하며 쓰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때 교사는 대상과 유사한 다른 대상, 특히 경험 당시에는 없었던 이야기

일지라도 자신과의 대상이 맺는 관계를 다른 대상을 찾아보며 구체적으

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기존 대상과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며 체험 당시의 발생순서

가 아닌 자신과 대상의 관계에 따라 이야기를 조직하도록 지도할 수 있

다.222) 이를 아래와 같은 구체적 활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22) 앞서 Ⅲ장에서 사건의 시간 순대로 나열하거나 일과를 단순하게 제시하
는 경우를 추린 바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수필이 있었던 일을 소
재로 하기에 일기와 유사한 당일의 기록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Ⅱ장의 전문 작가로부터 도출한 원리에서 보았듯, 수필 쓰기에는 자신과 
대상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상상력이 개입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시
간 순대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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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10. 여러분이 고른 경험의 중심에 있는 느낌, 기분, 감정 등

을 하나의 대표 단어로 적어 보세요.

[표 22] 서사 구성 활동 예시

  3.4. 메타적 인식을 통한 가치의 수용  

  Ⅲ장에서 일부의 학습자들은 자아를 의식하는 것조차 드러나지 않았

고, 수필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을 마치 금기시되는 것으로 여기는 잘

못된 판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이 스스로 경험에 대하여 성

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

부적인 사건을 전달하는 입장에 서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경

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스스로에 대한 예민한 의식과 자신의 가치판

단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학습자는 경

험자아와 구분되는 서술자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필을 쓰면서 탐색

하고 있는 가치들과 자신의 총체적인 삶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메타적 자

아로 드러난다. 

【G-27-소감】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F-27-소감】여러 사람이 쓴 수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하

고 글 좀 보여주고 의미 있는 경험을 겪게 해주고 하면 좋을 거 같다.

【G-58-소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생각에 남는 것 등을 

다시 되새김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추억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내가 고민하는 것, 요즘 일 등을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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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처음 제시한 학습자의 경우 수필을 씀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평소 편재하여 있던 생각들과 무의식중에 감

추어져 있던 고민이 수필 쓰기 활동을 통하여 하나의 방향성으로 점차 

수립해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 전에 일상 속에서는 정리

되지 않았던 생각이 다시 진지하게 돌이켜 나름의 형식을 갖춘 글로 구

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때 학습자

는 스스로 사색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처음부

터 처음-중간-끝, 또는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적 형식을 갖춘 글로 계

획하기보다,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교사는 내적 대화를 제안하

여 학습자의 서술자 정체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내적 

대화를 할 때 학습자는 쓰기 과정에서 자신에게서 특별히 의미가 없는 

일들까지 적으면서 지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른 경험과 정

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합당한 것인지 메타적으

로 바라보는 과정이 요청된다.  

  한편, 위 경우에서 두 번째 학습자의 경우 경험을 소통될 수 있는 것

으로 열어둔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이러한 다시보

기의 규준이 자신의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의 감상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글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들은 또래집단

의 감상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자신이 의미화한 지점이 적절하고 합당한 

것인지 고려하며 서술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편의 수필이 완성되었다면, 학습자들은 수필 텍스트를 통해 구성된 

자신의 가치관 및 사상이 또래집단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

는 과정을 거친다. 자신의 가치관 및 사상이 또래집단에서도 충분히 설

득력 있게 느껴진다면 공감을 얻을 것이고, 반면에 해석이 지나치게 편

중적이라면 독자들에게 별다른 울림을 선사하지 못할 것이다. Ⅲ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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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 
목표

▪ 학습자의 성찰을 통한 경험의 의미화

▪ 공동체 내 가치의 수용

활동 
예시

11. 여러분이 하였던 행동이나 생각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입장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여러분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어떤 면에서 공

감할 수 있을까요?

필 쓰기에서 또래 학습자들이 짤막하게 적은 댓글들을 통하여 양쪽의 경

우가 고루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기본적

으로 글을 쓴 실제 학습자의 삶을 염두에 두며 텍스트 너머의 자신과 타

자의 만남으로서 정서적인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경험들이 수필 쓰기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의미화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지루한 글에 그

치게 된다는 점을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수필을 공유할 때 의미화를 이

룬 지점에 관하여 학습자들은 서로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여 읽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등에 관한 감상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아성찰을 통하여 자신이 하였던 행동과 해석을 다

시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위 경우에서 마지막 학습자의 소감은 이러한 수필 쓰기의 활동이 학습

자의 삶에서 또 하나의 경험을 이룰 수 있음을 드러낸다. 앞선 수필 쓰

기의 단계들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고, 새롭게 해석 및 재구

성하고, 사상을 형상화한다면 이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들을 하나의 총체

적인 쓰기 경험으로 묶는다. 교사는 이러한 수필 쓰기의 의미를 학습자

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실제적 삶에 가치를 

생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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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잘못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용, 또는 이대로 공개

하면 후회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고쳐 보

세요.

14. 친구의 수필에서 재밌었던 부분이나 공감이 되는 부분

을 찾아 적어 보세요.

15. 친구의 수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표 23] 의미화 및 가치의 공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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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수필 쓰기 교육을 연구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

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하여 수필이라는 장르로 재구성 및 

완성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조회하고 학습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수필 쓰기의 원리들을 통하

여 실제적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수필을 쓸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수필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여 기

존의 방식과 다른 수필 쓰기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수필이란 개인이 실제의 경험을 성찰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자신

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고찰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수필 쓰기를 통하여 개인적 경험의 의미들을 주체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

고, 또한 이러한 경험의 가치가 지향하는 바는 잠재 독자와의 공감적 소

통에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학 생산자로서 위

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現) 교육에서는 수필을 자기 일상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글쓰기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 활동을 하도록 

구안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비문학적인 글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학적 원리를 제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지나친 개방성으로 다가와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양상으로 나

타나 자신이 쓰는 것이 수필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학습

자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내적으로 

삶과 통합하여 성찰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오

늘날 수필 쓰기란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수필 쓰기를 

통하여 발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향성에서, 오늘날의 수필 형식은 주

체적인 내적 형식으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를 통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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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가지고, 수필의 내적 형식을 바탕으로 한 문학 담론의 생산자로

서 공동체 내의 공감과 소통을 활발하게 오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필 쓰기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국어 교실 안

에서 통용되는 문학적 수필로 한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수

필은 교육과정상 학습자의 일상 속 경험들을 성찰하여 하나의 완결된 글

로 표현하는 활동들에서 드러난다. 학습자는 보통 일상생활을 특별히 의

식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일상적 경험들을 수행한다. 그런데 수필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는 일상세계를 의식적으로 돌아보며 내면의 깊은 곳에서의 

충격에 집중하며 일상의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전체적인 삶과 

연관하여 조망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의 특별한 의

미들을 주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수필의 원

리가 외적 형식이 아닌 내적 형식의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판단하

고, 수필 쓰기 활동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견인

한다는 전제를 입증하고, 이를 통한 수필 쓰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수필의 내적 형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필 장르들에 관

한 이론들을 통하여 수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들을 귀납

적으로 살피고, 한편으로는 경험과 일상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수필 작가들의 수필론 및 수필 작법을 분석 자료로 삼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헌연구와 근거이론으로써 일상 속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필 쓰기의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원리는 첫째, 기분으로서의 일상세

계 인식, 둘째, 서사적 상상으로서의 구성, 셋째, 체험의 결성으로서의 

의미화이다. 이러한 쓰기의 원리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때로 중첩하여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으

로, 실제 학습자들의 수필 쓰기의 과정에서는 상호적으로 연합할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 자료의 양상을 범주화하였는데, 먼저 실험을 통해 

수필 장르가 어떠한 장르적 특질을 지니는지에 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

여 범주화였을 때 첫째, 경험 서술하기, 둘째, 정서 표현하기, 셋째, 자아 

성찰하기로 나타났다. 수필 쓰기의 선호로서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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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부분들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다는 긍정적 인식

도 드러난 한편, 수필 쓰기 교육 상황에서 다수의 학습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방식으로서 수필의 처음-중간-끝을 계획하는 사

전 활동은 수필 쓰기에 효과적인 교육적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 활동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교육적으로 처치해야 할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수필을 쓰는 양상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서

적 관계를 통한 경험의 형성은 행위에 대한 기분으로 촉발되고 대상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서사적 구성을 통한 경

험의 연합은 서사로서 경험을 재배치하는 것과 수사적 상상력이 개입된 

형상화로서 나타났다. 셋째로 의미화를 통한 경험의 평가는 자아성찰을 

통한 의미부여와 이러한 의미를 개방하여 열어놓는 소통 지향적 태도로 

나타났다. 분석 내용 가운데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수필 쓰기를 통하여 

경험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의미 있는 관계로 연합하

고, 이러한 경험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

점들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점들은 곧 각각의 양상에서 객관적인 정보

를 통한 논증, 시간 순대로 경험 나열, 개인적 의미의 성급한 일반화라

는 문제로 도출되었다.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수필 쓰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학습자가 경험의 주체적 의미를 생성하고, 창조적 형상화의 가능

성을 확장하며, 작품 소통의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수

필 쓰기 교육의 목표 하에 수필 쓰기 교육 내용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구

체적인 경험을 도출하고, 이 경험을 학습자와의 주관적인 관계를 통하여 

재구성하며, 또한 그러한 쓰기의 지향성으로 공감적 해석으로서 가치가 

상호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는 경험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한 경험에서 특정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고, 감각과 기분을 연결하

고, 이상의 과정을 성찰을 통하여 의미화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체 내 가



- 173 -

치의 수용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를 스스로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성찰 및 표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생산자로 보고, 실제 학습자의 수필 텍스트를 분석 자료

로 하여 문학 교실 내 수필 쓰기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수필 

쓰기의 방법을 학습자의 삶을 기반으로 내적인 형식으로서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경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또한 공감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대상은 폭넓은 수필의 범위 중에서도 일상 속 경험을 중심

으로 서사화 하고 정서를 표현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것으로 한정한 교실 

수필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수필적인 글쓰기의 방식들에 대하여서도 수

필적인 글쓰기의 의미와 기능을 해명하는 후속 과정이 요청된다. 또한 

실험의 대상이 중학교 1, 2학년 학습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임에도 

중학교 1, 2학년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고등학생 학습자

를 대상으로 앞선 중학교 학습자와 다른 비교지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성도 느낀다. 이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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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say Writing Education in Junior 
High School Literature Classroom 

- Focused on Literary Forming of Daily Experience 
-

Yun, De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ble learners to actively 
understand their daily experiences and to create essays as an 
internal literary form based on the principles of essay.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will focus on the essay writing aspects of 
the learners and review the significant parts of the essay writing 
and the parts requiring educational treatment. Based on the results, 
we will design and present the educational plans of the learners.
  An essay is a reflection of oneself and the world surrounding him, 
using his or her own voice as a narrator based on his or her 
experienc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s is a genre that 
induces the sympathy to the reader by forming the artist's 
personality and emot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essays, this study intends to derive the scenes that internalize the 
experience through writing essays and the scenes that express them 
in detail and activate the communication with potential readers as 
the essays within the form.
  In designing essay writing education,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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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earch to literary essays commonly used in Korean language 
classrooms. In particular, the essays referred to in this study are 
revealed in the activities of reflecting the learners' daily experiences 
in the curriculum and expressing them in a complete text. Learners 
usually perform a variety of everyday experiences with no particular 
consciousness of everyday life. However, through essay writing, the 
learner consciously looks at the everyday world, focuses on the 
inner shock, discovers the cracks in everyday life, and looks at it in 
relation to his overall life. Meanings can be harvested independently. 
Therefore, this study judges that the principle of essay i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form, not the external form, 
demonstrates the premise that essay writing activities actively drive 
the meanings of their lives, intends to design an essay writing 
education.
  In order to derive the internal form of the essay, this study 
inductively examines the elements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essay through the theories of essay genres, and on the one hand, 
based on theories of experience and everyday life, the essay theory 
and essay writing of the actual essay writers are examined as 
analytical data. The principles of essay writing focused on daily 
experiences were derived from literature research and grounded 
theory. The principle is first, perception of everyday world as 
“Stimmung”(mood), second, construction as narrative imagination, and 
third, meaning as formation of experience. These writing principles 
are not sequential or exclusive concepts, but are sometimes 
overlapping and cyclical areas. In the process of essay writing by 
real learners, they can unite with one another.
  Based on this, the aspects of the learner's data were categorized. 
First, through the experiment, the recognition aspect of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the essay genre was analyzed and categorized. 
First, narrative description, second, expression of emotion,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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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flection Appeared. As a preference for essay writing, positive 
recognition of internalizing the meaningful parts of the experience 
and reflecting on one's life was revealed through essay writing, 
while in the essay writing education, many learners have difficulty 
in writing 'what' and 'how'. Some responded that they were 
suffering.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liminary activity 
of planning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of the essay as the 
method suggested in the current curriculum does not provide an 
effective educational guide for writing the essay. The practical 
difficulties these learners face in their essay writing activities can 
be pointed out as educational points.
  The categorization of learners writing essays is as follows: 
Firstly, the formation of experiences through emotional relationships 
was triggered by moods of behavior and depicted impressions of 
objects. Secondly, the association of experiences through narrative 
composition appeared as a reorganization of experiences as 
narratives and the incorporation of rhetorical imagination. Third, the 
evaluation of experience through semanticization appeared to give 
meaning through self-reflection and communication-oriented attitude 
to open and open these meanings. Among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some points where learners could not 
form experiences through essay writing, could not combine various 
experiences into meaningful relationships, and did not properly 
process the value of these experiences. These points soon lead to 
the problem of argumentation through objective information, listing 
experiences in chronological order, and hasty generalization of 
personal meaning.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situation and to effectively work 
on essay writing, learners must create the subjective meaning of 
experience, expand the possibility of creative shaping, and cultivate 
an active attitude in communication. Under the goal of these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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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education the content of the essay writing education derives 
concrete experiences from various levels, and reconstruct this 
experience through subjective relationships with learners. It also 
suggested that values should interact as sympathetic interpretations 
with the intention of such writing. Teaching methods for such 
educational contents include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experience, organically combining experiences, forming relationships 
with specific objects in experiences, connecting senses and moods, 
and embodying the above processes through reflection. Finally, the 
investigator proposed an activity to accept value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sees learners as active producers who can reflect and 
express the meaning of their own experiences, analyzes the 
phenomena of essay writing in the literature classroom by using the 
essay texts of actual learners. Through this, the method of essay 
writing is embodied as an internal form based on the learner's life,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learner to 
internalize the value of the experience and to communicate 
empathically.

Key Words : Literature Essay, Essay writing education, experience, 
daily life, Stimmung, mood, narrative, composition, meaning, 
symbolization

Student Number : 2015-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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