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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시를 읽는 독자가 가치에 기반을 둔 판단을 통해 반성적 자기 인

식의 과정을 추동하도록 하는 교육적 관점으로서 윤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법칙의 준수가 의무로서 강제되는 도덕성과 달리 자유를 추구하는 윤리성에

는 주체화를 위한 실천적 책임의 요구가 함께 부여된다. 윤리성의 관점에서 시

읽기 행위는 독자가 타자와 대면하는 실존적 문제 상황이며, 독자는 타자로부

터 포착되는 차이를 매개로 자기 구성적 인식을 갱신하는 성찰로 나아가게 된

다. 이에 동반되는 책임에의 요구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며, 이

는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을 경유하는 독자의 응답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성찰

과 응답으로 실현되는,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 교육의 관점을 이론적·실

천적 층위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는 성찰과 응답 각각에 상응하는 별개의 국면을

갖는 과정이 아니라, ‘차이를 전제로 한 자기 구성적 인식’과 ‘가치 문제에 관

한 판단’을 견인하는 통합적 원리를 작동 계기로 삼는다. 이는 독자가 타자를

익숙한 존재로 치환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 텍스트와의 공유 지점으로서의 사

건을 매개로 타자에 대한 동기화의 관점을 정향함으로써 가치들 간 우위를 선

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판단 결과로부터 자기 인식의 기저를 이루는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상상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기한 원리로부터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를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적 기제로

‘윤리적 감수성’과 ‘윤리적 교섭’을 도출하였다. 윤리적 감수성은 인식 차원에서

공유된 사건을 매개로 가치 문제와 관련한 독자 자신과 타자의 인지적·정의적

반응을 지각하는 감지력을 의미한다. 윤리적 감수성을 통해 감지된 반응들은

행위 차원의 기제인 윤리적 교섭을 통해 기술된 응답으로 구현되며, 이러한 교

섭 행위는 가치의 변별을 기반에 두고 대응된 대상들 간의 차이를 의미화함으

로써 자기 구성으로서의 성찰을 추동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의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독자의 시 읽기 결과에

나타나는 윤리성의 작용 양상을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습 독

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 양상은 전문 독자의 시 읽기에도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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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작동 계기들을 공유하되, 그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서 구별된다. 먼저,

학습 독자들은 주로 자신과 비교하거나 가치가 정향된 매개항을 설정함으로써

시 텍스트와의 접점을 마련하고, 가치 기준을 추출하거나 가치 문제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거쳐 가치 문제를 판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

자들은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자기 인식을 메타적으로 인지하면서 기존 인식

을 재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정련하는 수렴적 조정의 방향과 가치 체계가 포섭

하는 경계 및 그 너머를 상상함으로써 가치 체계 재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점진적 확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만, 작동 기제들이 제한적으로 발현되어 윤리적 교섭의 전제인 차이가 소

거될 경우, 학습 독자들은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매개항으로 환원하였고, 시 텍

스트에 대한 초월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이

응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추상적 차원에서 가치 판단이 수행될 경우, 가치

판단의 기준 적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일한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양립

불가능한 구도를 설정하였고, 경계에 관한 인식적 공백 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나타나는 윤리성 작용의 지

체 요인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위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목표와 실

행 기반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의 변별적 표지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가치 체계를 반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학습 독자의 위치 설정, 가치

문제의 판단에서의 기준 설정, 가치 체계에 대한 경계 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상상적 리허설을 교육적 실행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사성에 초점을 둔 공감 논의가 타자를 전유하면서 목도하게 된

독아론(獨我論)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 읽기 과정에서 타자와의 차이에 민감하

게 응답하는 인식적 경험을 통해 가치 판단과 성찰의 주체로 학습 독자를 위

치시키려는 교육적 지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시 읽기 교육, 윤리성, 차이, 성찰, 응답, 윤리적 교섭, 윤리적 감수성,

사건, 가치 문제, 자기 구성적 인식, 가치 변별적 판단

학 번: 2014-3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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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980년대 서구 문학 비평계에서 일어난 ‘윤리적 전회(ethical turn)’는 1960년

대 말 이후 등장한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와 문학 사이의 단

절된 관계로 인해 배제되어 온 현실을 새롭게 환기하려는 시도1)였다. 이와 관

련하여 한국의 비평가들은 문학의 윤리 문제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을 발견2)

하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타자성의 윤리학(the ethics of alterity)’이 한국 문학

비평계에서 관심을 받아 온 배경은 문학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윤리의 일면을

상기시켜준다.

문학교육에서의 사정은 교육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까닭에 좀 더 복잡한 양

상을 띤다. 교육의 관점에서 문학과 윤리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리’는

직접적으로 호명되기보다는 ‘교훈’이나 ‘교양’, ‘성장’, ‘가치’ 등의 외피를 두른

가운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소환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서사

교육 논의에서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공감’이나 ‘자기화’, ‘배려’나 ‘연민’, ‘타자

지향’의 문제와 함께 직접적으로 호명되면서, 레비나스(E. Levinas), 리쾨르(P.

Ricoeur)를 비롯하여 누스바움(M. Nussbaum) 등 주로 도덕철학의 논의가 기

반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문학교육의 정체성과 기능에 관한 담론에

서 윤리가 다루어져 온 맥락상의 변화는 학습 독자의 위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먼저, 문학성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 감상력 등에 문학교육의 기능을 한정하

고 이외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주로 문학 자체를 중심에 둔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는 통속이나 외설 등

문학작품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기 위한 기준이나, 친일문학 논쟁, 표절 문제

및 젠더 감수성(gender sensibility)에 관한 수용 주체의 인식 변화3)에 대응하

1) 오민석(2014), 「타자의 윤리학과 문학이론」, 『현대영미어문학』 32(1), 현대영미어문학
회, pp.119-120.

2) 이진형(2016), 「대중서사와 문학의 ‘윤리적 전회’ -녜진자오의 문학윤리학비평을 중심으
로」, 『대중서사연구』22(2), 대중서사학회, pp.32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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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으로서 문학과 관련된 도덕적 규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문학사적으로 이상의 관점은 독자들에게 윤리나 도덕의 문제에 대한 개방적

인 사고를 촉진하거나 문학과의 강력한 연관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의 문제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가치4)를 지닌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차원에서는 이러한 윤리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논쟁이나

수용 과정에서의 가치 평가의 측면들은 제거한 가운데, ‘이견 없이 완료된 상

태’의 논의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지점을 감추기에 바빴던 것5)이 사

실이다. 누가 봐도 교육적으로 정련된 주제가 아니라면 아예 다루지 않는 방식

으로 소위 ‘불편한 문제’들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표백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발달에 주목하는 교육학 전반의 경향과 제7차 교육과정

에서 독자·수용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시 교육의 장에서도 학

습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그로 인한 주체적인 체험이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6)하게 되었다. 이는 문학에 대한 학습이 학습 독자가 삶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관점으로 이어지는데,

앞서 언급한 ‘공감’이나 ‘자기화’ 논의는 문학교육의 정체성과 기능에 관한 이

러한 관점의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시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지점에 직

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학습 독자에게 허용된 능동성의 실체와 그 범위에 대

3) 손정수(2018),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
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참조. 한편, 본 연구의 자료 조사에 참여한 중등 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여고에 재직 중인 한 남자 교
사 TH-04는 “‘페미니즘’ 및 ‘성(性)’과 관련한 문제들이나 여전히 논쟁 중인 윤리적 가치
의 경우, 학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칫 오해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을 들어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표한 바 있다.

4)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202-203.
5) 소설교육에서의 논의를 고찰한 결과이지만, 이는 시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석(2012), 「소설 주제 교육의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참조. 한편 시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 인식은 특히 친일시의 수
용에 대해 다룬 다음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최지현(2003), 「‘친일시’의 생명 유지 장
치」, 『배달말』32, 배달말학회 참조.

6)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상에서도 학습자의 능력을 중심으로 표면화된 성취기준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원·민재원(2016), 『시교육의 사적 연구』, 역
락, pp.161-162, 205-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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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 논의들는 학습 독자에게 ‘제한된 능동성’만이 보장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새롭

게 조정된 교과서 제재가 도리어 특정한 가치와 주제로의 편향을 조장한다고

보거나7) 반응 중심 학습이 학습 독자와의 연관이 부재한 반응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안내된 동의’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8)를 보

인다.

학습 독자에 대한 적극적 관점의 도입과 함께 문학 경험에서의 정의(情意)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시 교육의 장에 보다 확산된 것

은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의 감정과 경험이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수업에서 용인되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교육

적 논의의 대상으로 환류되지 못하였다. 학습자가 문학 교실에 들여오는 날것

의 감정과 생생한 경험의 언어는 문학사적 평가에 기반을 둔 통상의 해석이나

정련된 문학 지식의 범주로 보면 결핍된 상태로 재단되기 쉬웠으며 그것을 제

대로 판단할 가치 평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감의 표현이나 학습 독자의 언어로 재기술된 반응 텍스트는 학습 독자의

능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지만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

는다. 이는 학습 독자에게 수용의 주체와 감상 행위를 능동적으로 이끄는 주체

의 자리 외에 ‘판단의 주체’로서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가치에

대한 학습 독자의 정의적 반응을 배제한 감상 교육은 나와 다른 학습 독자의

반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공감과 관용의 자세를 강조하는 경향을 낳았고,

최근에는 배려와 연민, 타자 지향적 자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공감으로 충분한 것일까? 현재 정의적 차원에서의 학습 독자와 문학

작품 간 관계 맺음의 결과는 자기화, 내면화와 같은 정신적 과정을 일컫는 용

어로 설명되는 까닭에 그 구체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기화9)의 층위에서 공

7) 오연경(2016), 「능동적 독자에 대한 강조와 교과서 수록 현대시의 변화 양상 –독자반
응 이론의 수용 이후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4-2, 국제비교한국학
회, pp.110-117; 민재원·구영산(2018), 「시 읽기 교육에서 성찰의 주체 설정 방향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자아 성찰’ 관련 단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문학교
육학』 58, 한국문학교육학회 등.

8) 정정순(2016), 「문학 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대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
학』 53, 한국문학교육학회.

9) ‘자기화’의 문제를 ‘전유’와 관련하여 ‘익숙한 것’으로의 전이가 아니라 ‘낯섦’이 주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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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논의10)되기도 하지만, 자신과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확인하는 데 그치

는 공감 논의에는 가치 판단의 문제나 이타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경험주

의에 터한 학문적 배경으로 인해 이론으로서의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1)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문제적인 지점은, 공감에는 자기화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반성적 시각이 자리할 위치가 존재하지 않아 학습 독자의

견해를 재생산하는 데 그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교육이 지

향하는 개인의 성장, 즉 문학 경험을 경유하여 수행되는 가치 체계의 재편은

요원하다.

기실 학습 독자들이 상상을 통해 형상화된 허구적 세계를 간접 경험하게 된

다는 문학의 속성12)과 그 과정에서의 공감의 역할을 참작한다면, 형상화된 세

계 속에 상정된 화자나 시인 등과 같이 인간으로 표상된 주체에 공감하는 것

은 능동적인 학습 독자의 문학 감상 경험을 추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타자에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세계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읽을 것을 강조해 온 그간의 문학교육이 오히려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

하는 폭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13)는 감상을 추동하는 기제로서의 공감

을 중시해 온 문학교육의 전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감을 전제로 유사

성의 차원에서 낯선 경험들을 포섭하는 작용의 이면에는, 유사성의 경계 밖 경

험에 대한 배제가 동시에 수반되며 이는 문학 감상 경험으로의 돌입 자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제기하는 공감 중심의 문학교육에 대한

재검토의 요구에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공감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

의 측면에 주목한 논저로 고정희(2013ㄱ),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소명출판을 들 수
있다.

10) 김창원(2011), 『문학교육론-제도화와 탈제도화』, 한국문학사, pp.44-45.
11) 공감에 이타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병일(2015), 「공감은 이기주
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의 ‘공감(Mitleid)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124, 한국철학회, pp.68-69 참조.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공감이 지닌 낙관론의
한계에 관해서는 Terry Eagleton(2009), Trouble with Strangers: A Study of Ethics,
김준환 역(2017),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 도서출판 길 참조.

12) 다음의 문학교육 개론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구인환 외(2017), 『문학
교육론(제7판)』, 삼지원; 김대행 외(2000), 앞의 책; 정재찬 외(2014), 『문학교육개론 Ⅰ
이론편』, 역락.

13) 김미혜(2018), 「초등 예비교사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동화 읽기 수업
사례 연구」, 『국어교육』 162, 한국어교육학회, p.75.



- 5 -

께 가치 체계를 지닌 판단의 주체로서 학습 독자의 자리를 정립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이는 감상 활동의 전제에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뿐만 아니라

차이에 대한 가치 변별적 지각으로서의 윤리성의 문제가 놓여야 하며, 자기화

과정은 반성적으로 자기 인식의 과정을 추동할 수 있는 나름의 가치 체계를

지닌 판단의 주체로서 학습 독자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을 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로부터 포착한 낯

섦을 자신의 가치 체계를 기반에 두고 인식 및 판단하는 주체로 학습 독자의

위치를 정립하고, 시 텍스트 자체의 윤리성 판단이 아닌,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에서 윤리성이 다루어져야 하는 부면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 읽기에

서 학습 독자의 가치 변별을 경유한 자기 반성적 인식을 윤리성으로 규정하고,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양상으로부터 윤리성의 작용에 관한 가능성과 한계

를 살펴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원리와 작동 기제를 도출한다. (Ⅱ장)

둘째,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상황에서 윤리성이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

하여 원리의 이론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윤리성의 작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 교육적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Ⅲ장)

셋째, 윤리성 기반 시 읽기 교육의 목표와 교육적 실행 기반을 제시한다.

(Ⅳ장)

2. 연구사 검토

그간의 문학교육에서 윤리는 전면에 내세워지기보다는 ‘교훈’, ‘가치’ 등의 개

념과 함께 간접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학습 독자는 문학작품의 가치를 자기

화·내면화하는 존재로서 정위되어 왔다. 따라서 가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 6 -

판단하는 주체를 전제하는 윤리성은 문학교육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

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 지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의 국어교육

전반 및 문학교육에서 윤리 문제에 대해 다룬 논의들의 지형을 살펴 연구의

좌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시 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윤리 관련 논의의 가능성

과 한계 지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문학교육에서 윤리 문제를 대체해

온 ‘가치’ 논의와 문학 수용에서의 자기 인식을 ‘자기화’, ‘성찰’, ‘반성’, ‘자기

이해’ 등을 중심으로 다룬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윤리

성’ 개념과의 변별 지점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 자체를 유표적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도덕(윤리)과 교육14)에서의 문학 활용 논의를 비교의 준

거로 삼아 본 논의가 나아가야 할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에서 윤리 문제에 대해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도

록 한다. 국어교육 전반에 걸쳐 윤리 문제를 고찰한 구본관의 논의15)는 윤리

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언어에 두고, 국어교육 내의 영역별로 윤리 문제를 다

룬 논의들을 일별하여 그 양상을 ‘언어 사용의 윤리’와 ‘언어를 통한 윤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때 대개 ‘언어를 통한 윤리’의 관점에서 논의

되어 온 문학 영역과 달리, 문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주로 ‘언어

사용의 윤리’의 관점을 취하며 그 속성으로 ‘배려’를 설정16)하고 있다. 이는 학

습자의 윤리 의식이 발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 지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치 문제에 대한 자신과 타자의 반응을 지각하는 능력과 관련한 윤리적 감수

성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언어를 통한 윤리’ 논의에서의 윤리는 학습자 외부의 ‘사회적 행위의

14) 이후 교과명을 표시할 때는 도덕교육으로 통일한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의 교과명은 ‘도덕’으로, 중·고등학교의 공통 과목에는 도덕이 사회 교과
에 통합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과목명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으로, 진로 선택 과목명은 ‘고전과 윤리’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학교급에서 과목명
에 ‘윤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윤리와 도덕 중 교과명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의 경우 과목명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구본관(2018), 「국어 교육과 윤리 –과거, 현재, 미래-」, 『국어교육』160, 한국어교육
학회.

16) 이러한 논의로 구본관(2017), 「국어과와 도덕과의 교과 통합 교육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배려적 언어 사용’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72, 한국문학언어학
회; 서현석(2016),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국어교육의 정체성 탐구」, 『국어문학』63, 국
어문학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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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또는 가치 체계’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반성적 인식을 동반하는

본고의 윤리성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윤

리의 문제를 빈번히 제기해 온 쓰기 영역이나 듣기·말하기 영역의 논의17)에서

도 발견된다. 이들 논의는 주로 ‘공동체’로 상정되는 사회 집단 내에서 공유되

는 가치를 준거로 두고, 담화 소통 상황에서 필자/화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차원에서 윤리 개념을 상정한다. 여기에는 규범으로서의 윤리에 관한 교육 주

체들의 인식18)에 대해 다루는 논의 또한 포함되어 있지만, 이 또한 반성적 인

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교육 주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윤리적 규범에 관

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문학교육에서 윤리의 문제는 주로 서사 교육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왔다.

그 선편을 쥐고 있는 이는 우한용으로, 그의 초기 논의들은 문학연구에서 윤리

의 문제를 개념화하고, 소설을 중심으로 윤리적 가치의 형상화와 그에 대한 교

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19)하였다. 이는 서술자의 중개를 통한 형상화 방식

을 비롯하여 텍스트 속 인물들을 통해 중층화된 소설의 담론 형식에 주목한

연구들20)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사회의 규범으로서 개인

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적 측

면보다는 소설 형식을 통해 형상화되는 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17) 박영민(2008),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쓰기 교수‧학습 방안」, 『국어교육학연
구』33, 국어교육학회; 가은아(2009), 「중·고등학생을 위한 쓰기 윤리 교육의 방향과 지
도 방안」, 『작문연구』8, 한국작문학회; 강민경(2013),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영진(2014),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현황 –설문 조사 및 화법 교육 교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49(1),
국어교육학회 등.

18) 박영민·최숙기(2008), 「중학생 쓰기 윤리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37, 청람어문
교육학회; 박영민(2009), 「중학생의 쓰기 윤리 인식 분석」, 『작문연구』8, 한국작문학
회; 가은아(2010), 「국어교사의 쓰기 윤리의식 및 쓰기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한어문교육』22,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서영진(2014), 앞의 논문 등.

19) 우한용(1996), 「문학연구의 관점과 윤리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 6, 현대문학
이론학회; 우한용(1997), 「문학교육의 윤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사대논총』55,
서울대 사범대학 등 참조. 이어 우한용(2004),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
『문학교육학』 14, 한국문학교육학회에서는 전일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아 완성을 지향
하는 의지와 실천적 지향을 논함으로써 학습자의 발달과 관련된 도덕성을 논의하는 연
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20) 임경순(1998), 「소설의 담론윤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2, 한국문학교
육학회; 황희종(2000), 「소설텍스트의 윤리적 이해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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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적이다. 이는 작가의 형상화 방식이나 소설 텍스트 자체의 형식적 특성

에 주목하는 것이면서, 나아가 독자가 이러한 특징을 지닌 문학 텍스트를 ‘어

떻게’ 수용하는가의 국면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정재찬의 논의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상상적으로 수용하는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지향에 대해 다루면서, 그 요체를 ‘도덕적 상상력’

으로 규정21)한다. 이는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상상의 본질에 해당하는 구체적

형상화 활동이 도덕교육을 비롯한 인문 교육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학습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 논의가 윤리와 관련하

여 다루어야 할 가치의 문제를 교과 교육 수준에서 제기하고 있다면, 이후의

논의들은 주로 소설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추출하고 그에 대

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분화되는 양상

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타자(성)’, ‘진정성’, ‘애도’, ‘연민’ 등이 윤리적 가치로

추출되는데, 이러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서사 윤리를 소설의 내적 형식의 틀로

전환하여 소설 해석에 적용하는 연구들22)로 나타났다. 이 논의들은 문학교육

에서 윤리 논의가 포괄하는 지형을 가시화하며, 가치 문제로의 분화 양상을 통

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

학교육에서 윤리 관련 논의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윤리를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끌어들여 교육의

지향점을 마련하는 논의들이 뒤를 이었다. 이 논의들은 소설 텍스트의 특성뿐

만 아니라, 학습 독자를 비롯한 교육의 상황을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소설 교육의 구도를 전제한 논의로 심화·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

21) 정재찬(2004),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14, 한국문학교육학회.
22) 선주원(2006),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6, 국
어교육학회; 최인자(2009),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22, 한
국독서학회; 김성진(2010), 「진정성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국어교육』132, 한국
어교육학회; 김성진(2012), 「애도의 서사 윤리와 문학치료」, 『문학교육학』 37, 한국
문학교육학회; 고정희(2013ㄴ), 「연민을 이끌어내는 문학과 도덕적 상상력: 영화 <레
미제라블>과 소설 『레 미제라블』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26, 한국문학
치료학회; 황혜진(2018ㄱ),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내용-판소리문
학 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5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황혜진(2018ㄴ),
「연민 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의 철학과 문학교육의 역할」, 『국어교육』161, 한국어교
육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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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소설 담론이 지닌 특징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중층성에 근거한 윤리

적 반응 형성의 조건들을 탐색23)하거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추출24)하는 논

의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사 윤리학자인 리쾨르(P. Ricoeur)의 논의가 연

구자들에 의해 준용되어 학습 독자가 소설로 형상화된 윤리적 가치를 경험하

고 자기화하는 교육의 구도25)가 마련되었다.

특히 정진석의 논의는 소설이 지닌 윤리적 가치를 소설 읽기를 통한 실천 과

정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삶을 반성하고 기획하는 주체로

독자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정진석은 윤리와 관련된 후속 논

의26)에서 소설 교육이 ‘소설의 윤리’뿐만 아니라 ‘소설 읽기의 윤리’를 이해하

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격화의 장이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독자가 지닌 실천성의 국면을 구체화하였다. 소설의 윤리가 교육의 이름으로

학습자에게 강압적으로 부과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경험하고 성찰할 수 있는 체계화된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는 소

설 읽기의 윤리를 강조한 점은,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의 사건을 자기 문제로

전환하여 ‘반응’이 아닌 ‘응답’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시 읽기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위상은 경

험과 성찰의 주체이기는 하나 가치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섭해가는 ‘판

단’의 주체로는 다소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지점은 윤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논의들27)을 통해 일정 부분

극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중 조희정의 논의는 학습자에게 이미 가치 평가의

방향이 노정된 ‘권선징악 서사’가 아닌 ‘선악 서사’ 속 인물의 선과 악을 판별

23) 최인자(2011),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24) 우한용·우신영(2012), 「소설의 담론구조와 윤리의 교육적 상관성에 대한 고찰」, 『국
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5) 정진석(2013), 「윤리적 가치 중심의 소설 읽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태
호(2014), 「윤리적 주체 형성을 위한 서사교육 방안 탐색-윤리적 가치 중심의 해석학적
순환에 기반하여」, 『문학교육학』44, 한국문학교육학회 등.

26) 정진석(2014), 「소설 읽기의 윤리와 소설교육의 실천 방향」, 『국어교육연구』55, 국어
교육학회.

27) 우신영(2010), 「가치탐구활동으로서의 소설교육」, 『새국어교육』86, 한국국어교육학
회; 조희정(2019), 「윤리적 심사숙고를 위한 고전 선악 서사 감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4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10 -

하는 인물 비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판단의 주체로 정위

한다. 이는 윤리 개념을 설정할 때, 덕목 차원에서의 가치 층위만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가 부여한 준칙으로서의 도덕관념을 대상으로 하여 대타적으로 자

기 인식을 형성하는 주체를 상정하는 푸코(M. Foucault)의 논의를 학습자에

적용한 데서 기인한다. 학습자의 비평 활동이 대상을 판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학습자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여 자신의 윤리를 형성하는 과정

으로서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본 연구의 지향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로 서사 교육에서 전개되어 온 윤리 관련 논의들이 텍스트 특징과

의 연관성을 조망하고 주제적 측면에서의 세분화를 추구하며, 교육적 설계의

기반을 다져왔을 뿐만 아니라 학습 독자의 구체적인 실천 국면을 고려한 연구

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지형을 넓혀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시 교

육에서 윤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편이지

만, 앞으로 시 교육에서 윤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향해야 할 지점들을 시

사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논의들의 가능성과 한계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교육과 윤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 가운데 남민우의 논의는 임화의 시 텍

스트가 지닌 ‘성장시’로서의 특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관습적 도덕관에 대

한 학습자의 비판적 인식의 측면에서 도덕적 사고의 교육적 필요성28)을 역설

하였다. 이 논의는 일찍이 학습자의 관점에서 윤리의 문제가 인식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자에 의해 가치 평가의 방향이 이미 노정

되어 있어 교육적 전환에 관한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 김종태의 논의는 시의

윤리적 가치와 미적 가치의 통합을 강조하며, 가족 및 사회 윤리를 중심으로

윤리적 덕목을 내포하는 시를 통해 윤리 교육의 가능성29)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시와 윤리의 연관성을 시 교육의 맥락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표명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시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치와의 ‘동일화’를 지향점

28) 남민우(2003), 「임화 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성장시로서의 특징과 도덕적 사고의
발달」, 『문학교육학』12, 한국문학교육학회.

29) 김종태(2005), 「시교육과 윤리의 문제: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문
예비평연구』1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11 -

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국면에서 상정하고 있는 학습 독자의 상이

평면적이라는 한계를 노정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설정하고 있는 방향의 적절성

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습 독자에게 부여되는 능동성의 범위와 관련된다. 학

습 독자는 특정 가치를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치에 관한 탐구

적 자세를 지니며 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윤리 의식 구성을 갱신해가는 존

재라는 점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민규의 논의는 시의 장르적 특징으로 인해 독자에게 부여

되는 상상적 구성 작용을 강조30)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서는 시를

통한 윤리 의식 구성을 타자 대면의 윤리와 진리 모색의 윤리 두 방향으로 나

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 여백을 채워 넣는 독자의 구성적

능력에 주목하며, 가치 지향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서사 교육에서의 윤리성 논의 맥락을 보충적으로 시에 적용하고 있다. 오정훈

의 논의 또한 시 감상을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도덕적 가치에 대해 숙고

하고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 인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

발견과 관계성 확장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 대해 다룬다.31) 다만 이 논의들은

시 장르가 지닌 고유성의 맥락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자 철학

논의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진의 논의는 서사 교육에서의 윤리 논의가 소설이 윤리적

가치를 형상화한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는 것과 비교하여, 시 교육에서의 윤리

논의는 형상화된 정서에 주목한다는 점을 언급32)함으로써 시 장르의 고유성을

중심에 두고 윤리 문제를 탐구하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해당 논의에서

제시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의 독법은 공감과 감정이입 중

심의 문학 이해라는 기존 논의와의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논의는 ‘슬

픔’의 정서에 주목하고 있는데, 슬픔이라는 정서적 표지의 출현을 곧바로 타자

지향의 태도에 대응시키는 점에는 무리가 따르며, 다른 질감의 정서에 대해서

30) 강민규(2017), 「현대시 독자의 윤리의식 구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157, 한국어
교육학회.

31) 오정훈(2018), 「인성 함양을 위한 시 감상 교육 방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2) 이하진(2018), 「윤리적 시 읽기 교육 연구-‘슬픔’의 정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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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시 교육 논의에서도 이처럼 ‘타자(성)’에 관한 논의가 윤리 논의를 포괄

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박주형의 논의는 타자의 특이성에 대한 지각을 바

탕으로 타자가 처한 상황을 적확하게 이해해나가는 것을 타자 이해로 보며, 이

러한 이해의 과정이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성찰적 인식이 수

반되어야 함을 밝혔다.33) 이는 타자가 지닌 ‘차이’를 중심에 둔 인식 작용에 관

한 논의이면서 특히 ‘성찰적 인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자기 인

식에 관한 언급뿐만 아니라 유사성을 기반에 두는 공감 논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경수의 논의는 본격적인 시 교육 논의

는 아니지만, 인간 너머를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태도나 타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측면을 언급34)하고 있는데, 이는 시 텍스트에서의 타자성 논의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태도에 전제되어야 할 책임

의 문제를 철학적인 방향으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시 교육에서의 윤리 관련 논의들 또한 학습 독자의 상상적

구성 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며, 특정 가치를 내면

화하는 존재에서부터 윤리 의식의 구성 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존재로의 지향

을 나타내면서 점차 평가 주체로서의 학습 독자의 위상을 정위해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한계 너머를 상상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 타

자의 목소리를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시 교육에서

윤리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규정하지만, 슬픔의 정서에 초점을 둔 논의를

제외하고는 철학에서의 논의와 변별되는 시 텍스트에서의 윤리 논의의 특수성

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문학교육에서 윤리 문제를 대체해 온 가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

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 텍스트 특유의 가치나 학습 독자의 가치 수

용의 측면에 주목한다. 박종홍의 논의는 문학 체험의 즐거움은 가르침으로 이

어진다고 보고, 가치의 정서적 평형 상태로서의 카타르시스를 그 이상적 상태

33) 박주형(2019), 「타자 이해에 대한 시교육적 고찰-한하운의 시를 대상으로」, 『국어교
육학연구』54(2), 국어교육학회.

34) 이경수(2019), 「인공지능 시대 시의 윤리와 시적 정의-인공지능인문학을 위한 제언
-」, 『국제어문』82, 국제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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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35)하였다. 이는 문학의 심미적 가치 및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일반론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고전 시가 교육의 목표 차원에서 가치론

을 논한 한창훈의 논의36)는 ‘작품에 대한’ 교육과 ‘작품을 통한’ 교육의 결과가

가치로 수렴됨을 논의하여 문학을 대상으로 한 가치 교육의 전제를 다루었다.

이후 논의의 흐름은 문학작품 속 가치가 학습 독자에게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

으로서 ‘내면화’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도남의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가치에 대한 교육은 작품에 형상화된 가치를

포착하는 ‘가치 명료화 과정’과 학습 독자의 가치 수용 과정인 ‘가치 내면화 과

정’을 포함한다고 보고, 후자에 관한 지도 방법들을 일별하였다.37) 허왕욱의 연

구 또한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는 있으나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의 관점에서 가

치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적 산물로 가치 개념을 상

정하고 학습자의 일방적 수용이 아닌 추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

개38)하였다. 이 논의들은 비록 학습 독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가치

교육의 방향이 가치 본위에 의해 정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긴 하나,

내면화 과정이 결과적으로 학습 독자에게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정신적 작용

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논의들은 가치에 대한 학습 독자의 활동 양상을 ‘경험39)’, ‘탐구40)’, ‘평

가41)’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중 남민우의 논의는 시 텍스트의 가치를 평가

하는 수용 주체의 활동 양상에 주목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방향이 대개 텍스트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향되어

35) 박종홍(1988), 「문학의 원리와 감상-문학교육에의 원론적 시론」, 『문화와 융합』9(1),
문학과 언어연구회.

36) 한창훈(2001), 「고전시가 교육의 가치론적 접근: 이이(1536-1584)의 <고산구곡가>를
예로 하여」, 『국어교육학연구』12, 국어교육학회.

37) 김도남(2004), 「문학 독서에서의 가치 교육 방법」, 『독서연구』12, 한국독서학회.
38) 허왕욱(2004), 「고전문학교육과 도덕적 가치 -<어부사시사> 읽기를 중심으로」, 『문
학교육학』14, 한국문학교육학회.

39) 최경희(2004), 「문학 경험이 아동의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학교육학』14, 한
국문학교육학회; 황혜진(2006),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40) 우신영(2010), 앞의 논문.
41) 남민우(2006),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을 위한 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김현정(2008), 「고전시가의 가치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의 고찰」,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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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중 학습자에게 활용 가능한 전략으로 제시한 ‘주관적 반응을 가치

화하는 전략’은 학습자가 형성한 반응물을 매개로 한 가치 소통의 국면을 논의

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와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 김현정의 논의 또한 학습자

에게서 가치 준거가 형성되고 작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지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용 주체로서의 학습 독자에 대해 논의의 폭을 확장해 온

가치 교육 논의는 최근 정은주의 논의에서 보듯 학습 독자의 가치 인식과 가

치를 통한 내면화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청소년 소설과 같이 특정한 텍스

트가 지닌 자질에 주목42)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치 관련 논의는 문학 텍스트와 학습 독자가 분리된 채 어느 한

편에서만 논의되다가 가치의 문제를 학습 독자에게로 전이시키는 내면화에 관

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후 경험이나 평가, 탐구 등 가치를 중심에 둔 학습

독자의 구체화된 활동 층위에서 논의가 전개되면서 학습 독자의 정신 작용이

점차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문학교육에서의 ‘자기화’ 논의와 학습 독자의 ‘성찰’이나 ‘반성’에 주목한 논의

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학작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작품 재생산의 양상43)에서 제기되었던 자기화 논의는 학습 독자에 의한 공

감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문학교육 연구에서 표제어로 직접적으로 언

명하지 않더라도 논의의 전제처럼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학습 독자를 논의의

중심에 두게 되면, 곧 논의의 지향점이 자기화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다. 물론 자기화에 관한 논의는 학습 독자에게서 구현될 수 있는 재생산의 다

양한 일면들을 모색하는 논의44)로 저변을 넓히기는 했지만 실상 문학작품에

관한 해석적 이해를 넘어서는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수렴되었다.

자기화를 중시한 논의들이 학습 독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시 텍스트를 이해하

는 것에 주목하였다면, 학습 독자를 성찰과 반성의 주체로 보고자 하는 다음의

논의들은 윤리성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강옥의 논의는 성찰의 방향성이 학습 독자 자신을 향해야 하며 그

42) 정은주(2019), 「가치교육에 기반한 소설교육 연구 -『오즈의 의류수거함』와 『위저드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66, 한국어교육학회.

43) 서유경(2002),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4) 정재찬(2010), 「문학체험의 자기화를 위한 문화 혼융의 글쓰기」, 『작문연구』10, 한
국작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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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독자에게 요구되는 실천의 측면을 강조45)하였다. 또한 민재원·구영산

의 논의는 학습 독자의 성찰의 문제를 ‘관계 재정립’의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

하며, 학습 독자의 성찰 활동에서의 능동성이 학습자 스스로 질문과 답을 구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음46)을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는 시 텍스트를 자

기화하는 경험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분명히 하고 학습 독자의 인식 작용이

실천되는 세부 국면들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도덕교육에서 문학은 특정 가치에 대한 수용을 목표로 하는 수업 방식

의 하나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선편에 해당하는 연구는 김대군의 논의로 지

적 체계로서의 도덕적 원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실천을 끌어

낼 방법을 모색47)하기 위한 시도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문학

의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교훈성으로, 학습자들이 도덕적 가치가 내포된 문

학을 통해 내면화에 도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이후 도덕교육에 문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

는 가운데, 교육 방법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가치에 관

한 문제의 특징48)을 논하거나, 도덕철학 논의들을 고찰하여 가치의 내면화나

딜레마 상황, 도덕적 상상력 등의 전략을 구안49)하거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을 수업 상황으로 구체화하려는 논의50)들이 그 뒤를 이었다. 시적 언어나

은유, 상징을 중심으로 시를 다룬 일련의 논의51)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45) 이강옥(2009),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29, 한국문학교육학회.
46) 민재원·구영산(2018), 앞의 논문.
47) 김대군(1994), 「도덕과 교수에 있어서 문학의 활용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5,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48) 예정민(2002), 「문학과 도덕교육」, 『교사교육연구』41,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49) 이미식·최용성(2002), 「문학의 도덕적 기능과 도덕교육전략」, 『초등도덕교육』10, 한
국초등도덕교육학회.

50) 도홍찬(2004),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 문학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 방안」, 『문학
교육학』14, 한국문학교육학회; 김국현(2006),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도덕교육」,
『윤리연구』61, 한국윤리학회; 도홍찬(2009),「문학작품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방법 개선
방안 –토론·논술 수업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2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등.

51) 송영민(2006), 「은유적 이해에 근거한 도덕과 수업 방안」, 『한국 철학논집』19, 한국
철학사연구회; 송영민(2011), 「시적인 도덕과 교수텍스트 구성 방안」, 『초등도덕교
육』35,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송영민(2012), 「시적 상징과 도덕과수업」, 『한국 철학
논집』35, 한국철학사연구회 등.



- 16 -

러한 논의들에서는 주로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서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적 상

상력’의 발달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문학교육 편에서 진행된

도덕 논의와의 접점에 관한 연구와도 맥이 닿아 있다. 특히 문학 수용 과정을

통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는 교육의 전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문학교육에서의 윤리 문제 접근의 방식과 상당 부분을 공유

하고 있다. 두 교과는 학습자의 인격적 발달과 성숙을 목표로 하며,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에서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접점은 일견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접점은 두 교과에서 나란히 개

념화한 ‘도덕적 상상력’에 관한 논의5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상상력에 관한 논의는 작품을 수용하는 학습

자의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작품에 내재된 가치의 문제에 주목한다. 특히 도덕

과 교육에서의 문제 상황은 주로 이미 설정된 도덕적 공리의 적용을 위한 상

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학을 ‘통해’ 자신과 타자를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가치 체계 너머를 상상하는 것에는 따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도덕교육이 정해진 가치의 수용을 다룬다면,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하여 기존 가치에 관한 인식과 함께 더 나은 가치에 관한 상상으로 나

아간다는 점에서 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 검토 결과, 문학교육에서 윤리의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작품에 대한

학습 독자의 경험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심화·확장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치’나 분화된 윤리의 편린들인 ‘타자(성)’, ‘진정

성’, ‘연민’ 등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학습 독자에게서 경험될 때 교육

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문학 감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여전히 객관적 개념으로서의 ‘윤리’나 ‘가치’ 등이 지

닌 ‘교육할 만한 것’을 선별 및 전달하려는 방향성이 전제되어 있어, 학습 독자

에게 제한된 능동성만을 허락하게 된다는 한계 또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한

계 지점은 최근까지의 논의를 볼 때 일정 부분 극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

전히 학습 독자를 인식과 판단의 주체로서 정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

52) 이러한 논의로는 도덕(윤리)과 교육에서의 윤건영(2000), 「정보사회에 윤리교육의 목적
으로서의 도덕적 상상력」, 『동서철학연구』20, 한국동서철학회; 김국현(2006), 앞의 논
문과 문학교육에서의 정재찬(2004), 앞의 논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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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학습 독자를 인식과 판단의 주체로 정위하는 인식의 전환은, 학습 독자가 나

름대로의 가치 체계를 지니고 기존 도덕 관념이나 사회적 관습에 대해 대타적

인식을 지니고 시 읽기를 통해 이러한 인식 과정을 영위하면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식 구성을 갱신해가는 주체로 삼으려는 교육적 기획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획을 가치 의식을 기저에 둔 윤리성의 문제로 설정하여 학습

독자의 인식과 판단이 시 읽기 교육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그 방향은 공준된 가치의 수용과 그 방법을 논의하는 도덕 교과와

는 달리 기존 가치에 관한 인식과 함께 더 나은 가치에 관한 상상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시 읽기에서의 윤리성을 재개념화하고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

기의 원리와 기제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 후,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를 통해 생산한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여 교육의 방안을 설계한다.

먼저 시 읽기에서 윤리성을 재개념화하기 위해 시 읽기라는 상황이 주체에게

부여하는 실존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해 윤리에 관한 논의

가운데서도 주체의 자유와 책임을 의무 차원에서 파악한 논의들을 바탕에 두

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 읽기에서의 윤리성이 독자의 인식 작용으로부터 발현되어 언어화

된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칸트와 바디우의 인식론 및 아도르노와

바흐친의 예술론과 전문 독자의 비평을 함께 살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작동 계기를 논리적으로 구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결과에 각 계기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상을 도출하였다.

시 읽기 상황에서 개별 학습 독자의 윤리에 관한 의식은 가치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식과 판단의 결과를 반영하는 행위 차원의 작용 양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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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의 반응 구성물을 경유하여 이에 대해 접근

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윤리성은 학습 독자의 인식과 판단 작용

으로부터 발흥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에 대

한 반응 텍스트의 분석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은 작품

내부에 잠재해 있는 윤리적 인식 및 판단 계기들을 살피는 데 유용하지만, 그

러한 잠재태로서의 계기들을 학습 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는가는 반응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반응 텍스트를 작성할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해, 시 텍스트의 발화 주체인 화자에 주목하였다. 이는 작품 읽기에서

윤리적 참여를, 독자들이 발화 주체인 화자에 근거하여 ‘암시된 저자(the

implied author)’를 형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는 데 주목하여 설명한 부스(W. Booth)의 논의53)를 바탕에 둔다. 다양하게 충

돌하는 가치 문제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의 윤리적 가치54)를 전제

로, 시 읽기가 미적 장치나 특정 정서를 통해 독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

한다고 본 선행 연구들55) 또한 이와 같은 지향을 공유한다.

화자의 언술 태도가 두드러지는 것은 ‘1인칭의 말하기’로 불리는 대부분 시에

해당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중에서도 독자 편에서의 시 텍스트 참여를 보다 원

활하게 하는 1인칭 언술이 두드러지는 시 텍스트들56)을 주로 선정하였다. 그

리고 1인칭의 언어적 표지가 제시되지 않는 시 텍스트와 3인칭 언술이 두드러

지는 시 텍스트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였다.57) 화자의 언술 방식은 시 텍스

트가 시인과 화자라는 중층적 소통구조를 전제로 함을 고려할 때, 언술의 불일

치나 의도의 발현과 같은 의미 장치들로 인해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구성한 상황 맥락이나 행위 맥락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53) J. Phelan & P. J. Rabinowitz ed.(2005),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최라영
역(2015), 서술이론 Ⅰ, 소명출판, pp.137-164.

54) 정재찬 외(2017), 『현대시 교육론』, 역락, p.291.
55) 이상아(2017), 「아이러니를 통한 반성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이하진(2018), 앞의 논문.

56) 이러한 경향에 속한 시로는 윤동주의 <병원>, 이상의 <가정>, 정지용의 <발열>, 백석
의 <수라>를 제시하였다.

57) 전자에 해당하는 시 텍스트로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를, 후자에 해당하는 시 텍스트
로 최승호의 <질주>를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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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또한, 화자의 행동이나 결정과 같은 판단이 제시된 시 텍스트의 경우, 학습

독자가 상황 맥락이나 행위 맥락을 재구성하여 윤리적 행위 및 행위 주체와의

맥락적 연결을 추동할 수 있는 계기를 내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상화된 사건

의 포함 여부가 시 텍스트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시 텍스트들 가운데 백석의 <수라>와 최승호의 <질주>는 화자

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적 판단이나 결과로서의 반응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변별되는 지점이 있어, 학습 독자의 판단 계기 및 쟁점을 비교하여 확인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로 보았다.

한편, 학습 독자가 별도의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응을 형성하고 이

에 대한 메타적 인식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아야 한

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작품에 대한 학습 독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개입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교사의 사전교육이 없는 상태를 상정58)하였다. 이는 상대적으

로 자연스럽게 제출되는 학습 독자의 반응을 검토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에 해

당한다. 그리고 타자‧가족‧사회‧생명 윤리 등의 다양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어

야 한다는 점, 학습 독자에게 제시된 활동 모두 정답이 없음을 강조하고 시를

선택하는 조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편수를 다수로 두어 선택의 자율성

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윤동

주의 <병원>, 이상의 <가정>, 정지용의 <발열>, 백석의 <수라>, 최승호의

<질주> 등 총 여섯 편의 시를 선정하였다.

학습 독자의 시 텍스트에 관한 반응 텍스트에서 살펴보고자 한 점은 다음의

활동지 구성을 통해 각 발문으로 구체화되었다. 활동 ⑴은 윤리 의식에 대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윤리성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한 것으로 학습 독자가 자

신의 윤리 의식에 대해 자각하고, 잠정적으로나마 윤리라는 개념에 대해 지닌

인식의 일면을 언어적 표상을 통해 표현해보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정 개

념어에 구애받지 않도록 상황이나 현상을 진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58) 학습 독자들이 어렵게 여길 수 있는 낱말에 대한 풀이를 학습지 내부에 기재하여, 반응
텍스트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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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며,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 언어적 표상으로 정립된

유사-개념들의 위계나 인식적 지형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파악해보고자 하였

다. 활동 ⑵는 제시된 여섯 편의 시 가운데 가장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와

윤리적인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시를 각각 한 편씩 고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학습 독자들이 활성화한 윤리 의식을 시 텍스트

를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활동 ⑶에 해당하는 반응 텍스트 작성에서이지만, 그에 앞서 개

략적으로나마 학습 독자가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도록 유

도함으로써 이후 시 텍스트에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59) 마지막으로 활동 ⑶은 활동 ⑵에서 선택한 두 편의 시 가운

데 한 편을 골라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활동 ⑵의 답은 활

동 ⑶에서의 시 텍스트 선정을 결정하므로 활동 ⑵와 ⑶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활동 ⑵와 ⑶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활동 ⑴에서 상기한 윤

리 의식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시한 활동지의 활동들은 서로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구상한 것은 본 조사에 앞서 설계의 타당도를 높이고 실제 학

습 독자의 감상 경향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예비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 감상 포트폴리오를 수집

하여 이를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과 관련하여 중학교 교사 3인과의 면담을 시

행하였다. 구체적인 예비 조사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59) 한편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윤리적인 시’와 ‘윤리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시’를 정
도에 따라 가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실제 학습 독자의 반응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하더라도 이러한 구도로 인해 이분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결
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활동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예비 조사에서도 호오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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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종류 조사 시기 조사대상 기호 성별 편수 활동 내용

예비

조사

시

포트폴리오
2018.6

서울

S중학교

1학년

남 21

시 포트폴리오

발표 및 반응

텍스트 작성

면담 2018.7
중학교

교사

남 1 수집 자료

해석 검토와

인터뷰여 2

<표 1> 예비 조사 개요

예비 조사를 통해, 본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윤리성’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수행

되는 학습 독자의 시 수용 과정에서는 표면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학습

독자들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반추하여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거나, 정서 어휘

를 통해 간략한 감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가치 판단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

거나 단편적인 소감이나 느낌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조사에서는 윤리 의식과 그의 적용을 통한 텍스트 판단, 반응 텍스트 작성

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활동과 발문이 제시된 활동지를 구안하였다.

두 번째로, 대상 학습 독자의 학교급과 관련하여, 시 수용 결과를 소통 가능

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기에는 중학교보다는 고등

학교 학교급이 더 적절하다는 점이다.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신의

윤리 의식에 기반을 둔 평가나 작품 속 형상화된 상황이나 인물의 행동 및 의

식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 자신의 판단 내용에 대하여 시 텍스트를 전거로

삼거나 해당 가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활용한 논거를 마련하는 활동은 중학

교 수준의 학습 독자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활동지 외의 추가적인 처치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교급으로 수준을 높여 대상을 선

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한 반응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본 조사 개요에서 조사 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74명)과 강원도 소재의 특수목적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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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1학년 학생(81명)과 2학년 학생(40명)으로, 총 195명의 학생60)을 대상

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중등교육의 교육 대상 가운데서도

상급 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자이다. 이들은 가치에 관한 자신의 인식 체계에 대

한 인식이 가능하며 시에 대한 자신의 담론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수

준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된 2018년 12월-2019년 1월 당시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공통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로, 이러한 기준에 충

족하는 연구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세 번째로 시 한 편만을 대상으로 한 반응 텍스트 쓰기 활동은 작품 자체의

내용에 기반을 둔 기술로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변별의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작품에 대한 호오(好惡)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작품을 한정적으로 제시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표준화된 해석의

정합성만이 강조될 우려61)가 있었다. 학습 독자가 직접 작품을 골라온다면 독

자의 자기 관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별 독자마다 각기 다른

작품을 선택할 경우 학습 독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는가의 계기보다

는 개별 작품마다의 특수성만이 부각될 우려가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여러 편의 시 작품을 제시하고, 학습 독자에게 ‘정답’이 없고 교사의

수업 결과 산출되는 생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제한점의 영향

60) 문학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과 시 읽기 과정에 대한 자기 인식의 과정이 적확하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감상 및 해석 능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 감상 및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서 다른 학년군에 비해 윤리적 가치 평가에 대한 유의미한 반응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발표 및 토론을 통한 문학 감상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반응 텍스트에서도 유의미한 반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61) 예비 조사에서 시어의 축자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력하거나 상징이나 화자 등 시의
수사적 장치들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해석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확인한 바, 여러 편의 작품을 제시하여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열어줌으로써 본 조사에서
는 이러한 지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작품을 다양하게 제시했음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답이 정답인지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내
비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본 조사를 담당한 교사에게서도 유사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교육 상황에 놓인 학습 독자의 고유한 특성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분석
시에 이러한 점을 상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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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62)

네 번째로 자료수집 시 학습 독자의 윤리 의식에 관한 사전 환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적인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윤리 의식의 작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조

사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예비 조사를 통해, 1) 자료수집 시 윤리성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직화

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2) 자료수집 대상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적절하다는 점, 3) 여러 편의 시 작품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정답’

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점, 4) 자료수집 시 ‘윤리’에 관

한 학습자의 사전 환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본 조사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행한 본 조사63)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학습 독자에게 제시한 활동지와 시 전문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62)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학습 독자가 자신이 떠올린 윤리 의식을 법칙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윤리와 관련한 환기 활동과 그에 관한 판단이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변화한 학습 독자의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학습 독자의 인식 변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3)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IRB No. 1812/002-011). 학습 독자들의 정보는 ‘[(표2의)기호-일련번호-상세활동-시 제
목]’으로 기호화하여 표기할 것이다. 상세활동과 관련하여, 활동지의 내용 가운데 윤리
의식에 관한 마인드맵 활동은 MM으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한 윤리성 개념 정의는
MMEJ, 시 텍스트의 윤리성 판단 활동은 EJ, 반응 텍스트 쓰기 활동은 RT로 명명한다.
예를 들어 서울 E고등학교의 첫 번째 학생의 활동지 가운데 시 <수라>를 대상으로 한
반응 텍스트의 제시 방식은 [활-E2-01-RT-수라]와 같다.

차원 종류 조사 시기 조사대상 기호 성별 편수 비고

조사

ⅰ
활동지

2018. 12.

- 2019. 1.

서울

E고등학교

2학년

활-E2 여 74

부록1.참조

강원

M고등학교
활-M1

남 43

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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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시 감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

들의 시 경험과 교육적 설계에 대한 조사를 병행(조사 ⅱ)하여 연구의 현장감

과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시 수업 교실에서 해당 작품에 대한 교사의 가

치 판단이 미치는 영향력 측면을 고려할 때, 국어교사의 인식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또한, 여기에는 내용을 준비하고 활동을 구안하는 아이

디어를 교육 실행 전문가인 교사들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도 있

다. 그중 조사를 담당한 교사 및 설문에 참여한 교사 일부를 선별하여 면담 과

정을 추가로 시행하여 수집한 학습자의 감상 내용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수

합하고 이를 논의함으로써 수업 장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 및 교육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64)

이상의 연구 자료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자료 분

석을 위한 거시적인 틀을 구획하고, 구획된 틀 아래의 세부 이론들을 정련하는

데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체

험연구 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된 내용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의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반 캄(van Kaam)의 분석 방법65)을 따랐는데,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인

64) 추가로 진행한 인터뷰의 참여자는 해당 학생들을 담당하는 담당 교사(TH-04, TH-07)
및 고등학교 경력 교사(TH-11)이다.

65)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에는 본 연구에서 원용한 반 캄 외에도 지오르지(A. Giorgi),
콜레지(P. Colaizzi), 반 매넌(van Manen) 등이 있다. 본문의 기술 내용을 부연하자면,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전사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오르지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 상황을 구안하는 데 주력하는 콜레지와는 달리 반
캄은 연구 참여자가 체험을 기술한 자료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1-2학년 활-M2
남 20

여 20

조사

ⅱ
설문지

2018. 12.

- 2019. 2.

중등

국어교사

설-TM
남 3

부록2.참조
여 5

설-TH
남 4

여 10

<표 2> 본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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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적인 표현들의 목록을 만들고 범주들로 묶으며, 발생 빈도에 따라 범주들의 순위

매기기

2. 기술적인 표현들을 좀 더 정확하고 압축적인 용어들로 환원하기

3. 관련성이 없는 표현들이나 요인들을 제거하기

4. 현상에 대한 가설적 정의를 확보하기

5. 가설적 정의를 검증하기

6. 최종적인 정의를 확정하기66)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67)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의 1단계에서는 수

집된 전체 자료를 검토하여 표현 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표현 목록을 반복적으

로 검토하여 등장하는 표현들 가운데 서로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것을 종합하

여 압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체험과의 상관 여부

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작성된 목록 가운데 연구하고자 하는 체험과 관련하

여 ‘필수적이고 충분한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표현들을 제거해간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필수적이고 충분한 구성 요소’를 가설적으로 확정하면

서 체험의 가설적인 정의를 확보한다. 설정한 가설적 정의의 타당성 여부를 수

집된 자료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가설적 정의를 수정해간다. 수정된 정의를 반복적으로 수집된 자료에서 검토하

는 과정을 통해 체험에 대한 ‘필수적이고 충분한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최종

적인 정의를 확정한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수집된 집단

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수집된 자료의 코딩 작업은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

앞선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수집의 방법을 고려할 때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학습 독자의 자료의 양을 고려할 때, 반 캄의 연
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후설의 초월론적 방법론을 철저하게 따라 자료
에 대한 순수기술을 강조하는 지오르지와는 달리, 반 캄은 경험적 한계와 주관주의를 경
계하면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가설적 정의를 통한 자료 해석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감안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한길사,
pp.23-59 참조.

66)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p.107과 이남인(2014),
앞의 책, pp.30-31을 참조로 하여, 보다 적합한 용어로 정리하였다.

67) 이에 대해서는 이남인(2014), 앞의 책, pp.30-3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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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안한 학습지의 내용상 학습 독자가 수행한 활동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자료 분석 시 활동 자료로 수집한 윤리 의식 마인드맵 작성 자료와 시 텍

스트의 윤리성 판단 작성 자료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위와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시 읽기의 실존적 문제 상황과 관련한 윤리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시 읽기가 성찰과 응답으로 실현됨을 고찰한다. 이어 전

문 독자의 비평을 살펴 성찰과 응답이라는 윤리성의 작용이 활성화되는 국면

을 조명하여,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통합 원리를 살피고 이러한 원리를 활

성화하는 기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실제 학습 독자들의 시 읽기

에서 윤리성이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 Ⅱ장에서 구안한 원리의 논리적 정합성

을 검토하고,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를 추동하는 작동 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을 살펴 지체 요인과 함께 정리한다. Ⅳ장에서는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목표와 실행 기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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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읽기에서 윤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를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시 읽기 행위가 타자와의 관

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탐구를 요구받는 실존적 문제 상

황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시 읽기는 타자와의 만남

을 통한 자기 인식을 추동하는 경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

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타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뒤따르는 자기 인식

의 문제와 연관된, 자유와 책임의 상승적(相承的) 관계에 기초한 윤리 논의에

주목한다. 시 읽기의 실존적 문제 상황은 위와 같은 일반적 차원에서의 윤리를

기반에 둔 가운데, 자기 구성을 갱신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찰’과 가치 문제에

대한 인식적 요구에 대해 ‘응답’하는 차원으로 실현된다. 이런 관점에서, 윤리

성 기반의 시 읽기는 가치 판단을 경유하여 자기 구성적 인식을 수행하는 성

찰과 응답의 과정으로 규정된다.

한편,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는 성찰과 응답 각각에 상응하는 별개의

국면을 갖는 과정이 아니라, ‘차이를 전제로 한 자기 구성적 인식’과 ‘가치 문

제에 관한 판단’을 견인하는 통합적 원리를 작동 계기로 삼는다. 여기서는 이

러한 원리의 작동 기제로 가치 경계에 대한 변별적 인식력으로서의 ‘윤리적 감

수성’과 차이의 공유를 통한 가치 기반 의미 생성 과정으로서의 ‘윤리적 교섭’

을 도출하였다.

1.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개념

1) 시 읽기의 실존적 상황과 윤리성

시 텍스트는 화자나 시적 주체로 표상되는 인격적 존재의 발화(utterance)1)

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의 시 읽기 경험은 자신의 내면적 목소리와 구분되

는 타자의 목소리를 대면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전제

1) R. A. York(1986), The poem as Utterance, Methuen: London and New York,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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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슈타이거(E. Staiger)를 비롯한 전통적 서정시 논의2)에서도 시 텍스트가

타자의 발화임이 전제되는 까닭에, 시인과 독자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호융화’의 동일성 상태를 독자가 회감(回感)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

으로 삼는다. 특히 다른 텍스트에 비해 말해지지 않은 빈 자리가 많은 시 텍스

트를 읽는 경험은 화자의 발화 내용으로 제시되는 시적 정황을 독자가 상상을

통해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시에 형상화된 주체의 발화나 행위가 주어진 세계에 대한 주체의 대

응이라는 점3)에서 보면, 주체의 대응 내용에 동화하는 것과 독자가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타자에 동일화함으로써 발

화 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 텍스트와의 관계 맺음의

여러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독자 또한 시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주관을 지닌 존재이다. 독자의 대응은 주체의 선택에 해

당하는 대응에 관해 수용이나 거부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만 구분될 수 없는

다양한 결을 지닌 평가적 반응이 수반된 태도로 집약되는 선택의 결과이다.

특히 인지적·정의적 태도로 표출되는 평가적 반응4)은 독자의 선택과 판단으

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독자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관한 자신의 관점

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에 형상화된 주체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그치

지 않고, 그것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독자 자신의 태도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설사 주체

의 대응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대응이 그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은 타자가 소거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타

자와의 대면이 독자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탐구를 요구받는

실존적 문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타자의 목소리로서의 시 텍스트와의 대면이 타자에 대한 이해로만 귀

2) E. Sta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이유영‧오현일 역(1978), 『시학의 근본개념』, 삼
중당, p.82; pp.298—299.

3) 강민규(2017), 「현대시 독자의 윤리의식 구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157, 한국어
교육학회, p.154.

4) R. S. Lazarus & B. N. Lazarus(1994), Passion and Reason, 정영목 역(1997),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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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지 않고, 차이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자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시 읽기에서 독자가 스스로 자기 구성을 갱신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

과정을 견인하는 판단의 준거를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둔 ‘더 좋은

것’에 대한 추구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 읽기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성이라 할

수 있다.

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관점으

로 초점화하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주요 개념과 연원에 대해 탐

색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수

준의 인식을 망라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신문화 준거틀5)로 이해된다. 윤리는

공동체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나 그로부터 제기되는 의무와 권리

에 관하여 현시점까지 축적되어 온, 사회의 합의된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다. 관습의 차원에서 규정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윤리 개념은 동서양의 어원

에 관한 고찰에서도 모두 나타난다.

“倫理라는 한자어에서 倫자는 ‘사람 人’과 ‘뭉치 侖’을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로서 인간

집단, 무리, 질서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理자는 원래 ‘옥(玉)을 다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치, 이법, 도리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략…) 윤리(倫理)는

인간관계의 이법, 즉 인간 사회의 도리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道德이라

는 한자어에서 道는 ‘길 또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뜻한다. 또 德은 ‘얻음(得)’

이라는 뜻과 함께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이

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 도리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6)

인용문에서 보듯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규범이 강조된 의미

에서 ‘윤리’라는 표현이, 윤리를 존중하는 ‘개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이 강조된

의미에서 ‘도덕’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도덕 또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큰 구분 없

5) A. V. Ado et al., A Dictionary of Ethics, 박장호·이인재 역(1996), 『윤리학 사전』, 백
의, pp.266-267.

6) 박찬구(2014),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pp.16-17. 이하 인용문에
대한 강조와 밑줄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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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7)되고 있다.

서양의 어원에서도 이러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덕 일반에 관한 용어들인 moral이나 ethics 또한 ‘관습’이나 ‘생활양식’

을 뜻하는 의미에서의 각각 라틴어인 mos(mores)와 그리스어인 ethos를 어

원8)으로 갖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대에 이르러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미분화 상태였던 도덕이나 윤

리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을 칸트(I. Kant)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칸트는 주체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필연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고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여기던 근대 이전과는 달리, 이성의 작용을 통해 규

정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9)고 보았다. 이는 자연 또는 초자연적 법칙으로

부터 미분화된 범주에 놓여 있는 규범에 관한 법칙을 주체의 이성 활동 안으

로 귀환시켜, 자기 삶의 원칙이나 질서를 자기 속에서 형성해낼 수 있는 자유

를 획득한 존재로 인간 주체를 정립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의지에 근거를 둔 자유의 법칙을 자연법칙들의 ‘법

적(juridisch)’인 합법칙성과 구별하여 ‘도덕적(moralisch)’이라 부르고, 이 자유

의 법칙이 인간 행위들을 규정하는 근거로써 요구되면 그때는 이를 ‘윤리적

(ethisch)’이라고 일컫는다.10) 위의 구분에 따르면 전자는 어디까지나 합법칙성

에 근거한 의무들이 법 차원에서 당위적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법칙의 강제성 여부를 전제하지는 않는 ‘내가 나에게 명하는 명법’으로서 규정

되는 의무를 포함하게 된다. 칸트에게서 ‘자유’는 준칙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

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목적과 의무의

층위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7) 인격의 성장이나 자아 완성과 같은 차원에서는 대개 도덕과 윤리가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한다(우한용(2004),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 『문학교육학』 44, 한국문학
교육학회, pp.12-15).

8) 김상봉, 「윤리․도덕」, 우리사상연구소 편(2002), 『우리말 철학사전 2 –생명, 상징,
예술』, 지식산업사, p.229.

9) I. Kant(178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2014), 『윤리형이상
학 정초』, 아카넷, pp.113-118.

10) 김석수(2000), 「도덕성과 합법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칸트와 헤겔의 인륜성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연구』6(1), 한국칸트학회,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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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의무로 받아들이는 칸트의 개념 규정이 지니는 의미는 푸코(M.

Foucault)에게서 주체화를 위한 실천적 책임의 요구로 구체화된다. 푸코는 외

부의 공동체로부터 부과되는 행동 준칙으로서의 도덕에 대해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즉 스스로를 자기 행동의 주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행

하는 일로 윤리 개념을 규정하면서, 인간 주체에게 주어진 자유에 동반되는 의

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 규정을 시도한다.

결국 하나의 행동이 ‘도덕적’이라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 법률, 혹은 가치에 따

르는 하나의 행위, 혹은 일련의 행위들로 귀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도덕적 행동은 현실

속에서 규약에 의거하여 실행되며, 사실 그 같은 현실, 규약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

은 자기와의 어떤 관계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인식’이 아니라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일인데,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이 도덕적 실천의 대

상이 되는지를 한정하고, 자신이 따르는 계율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의하며, 자신의 도

덕적 완성에 값할 만한 어떤 존재방식을 스스로 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자기 자신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알려고 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시련을 겪게 하며, 스스

로를 완성시키고 변화시킨다.11)

인용문에서 보듯 푸코에게서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일은 자신의 어

떤 측면이 도덕적 실천의 대상이 되는지를 한정하고 스스로 입장을 정의하여,

주체에게 부여된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다. 칸트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

은 주어진 규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서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자기 인식과 조정의 노력 및 시련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이 주체에게 뒤따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푸

코의 도덕적 주체는 칸트에게서 언급된 ‘자유’를 체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주체’에게 자유는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일련의

작업들이 요구되는 과정12)을 동반한다. 도덕이라는 준칙에 관한 판단과 성찰,

11) M. Foucault(1984), Histoire de la sexualité, 문경자·신은영 역(2018), 『성의 역사 2』,
나남, p.46.

12) 푸코에게 ‘도덕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주체를 인식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으로 도덕적 행위를 집적해야 하는 실천의 흐름, 즉 ‘도덕적 주체’ 되기의 과정을 통해서
만 그 가능성이 열린다. 이에 대해서는 조수경(2019), 「미셸 푸코, 도덕적 주체와 삶의
기술」, 『윤리교육연구』53, 한국윤리교육학회,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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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를 통해 자기를 결정하고 형성하는 기획13)의 행위들이 집적될 때 도덕적

주체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자신만을 고려의 대상으

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규약에 의거하여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자 ‘현실이

나 규약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넘어선 대상인 타자의 현존과 특

정한 사회적 관계의 작동이 전제14)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푸코의 논의에서 윤리의 문제는 자유에 관한 칸트의 논의에서 보듯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지만, ‘자신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한 가운데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위들과

같은 실천적 절차들에 대한 의무까지도 책임으로 뒤따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도덕적 주체를 구축함에 있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책임의 문제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윤리 논의에는 자유와 책임이 서로 이끌어가는 상승(相承)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윤리에 관한 위와 같은 관점은 칸트에게서 의무로서의 ‘자유’와 그에 뒤따르

는 ‘책임’이라는 이면을 추출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논의를 통해 부연될

수 있다. 가라타니는 윤리의 문제를 선악이 아닌 자유의 문제로 치환하여 설명

하는데, 여기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자유의 의무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

다는 결정론적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자유로워지라’는 의무에 값하기 위해 책

임을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다.

책임은 우리가 자유, 즉 자기가 원인이라고 상정할 때에만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때에도 마치 자신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 책임이 생긴다. 그러

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사죄나 복역, 자살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13) 김홍중(2008),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p.49.
14) 역사적 현실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푸코의 철학 논의가 그 현실성의 윤리적 발
명을 추구한다고 본 논자로는 프레데릭 그로(Frédéric Gros)가 있다. 그는 푸코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자기 배려에 대하여, 그
것이 나르시시즘을 바탕에 둔 것이 아니라 타자와 세계 속 자기를 전제로 한 실천의 문
제를 바탕에 두고 있음을 강변한다. 이에 대해서는 Frédéric Gros(2002), “Sujet moral
et soi éthique hez Foucault”, Archives de Philosophie(Tome.65 No.2), 조성은 역
(2011), 「푸코에 있어 도덕적 주체와 윤리적 자기」, 『철학과 문화』22, 한국외국어대
학교 철학문화연구소, pp.166-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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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바른 도덕적 동기와 선택으로부터 흉악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중략)…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은 그 동안의 과정을 남김없이 고찰하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변호와는 다른

것이다.15)

자유와 관련해서 볼 때, 윤리적 행위는 타인이나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자기

가 원인이라고 상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서 그 책임을 논할 수 있는 대상으

로 이해된다. 행동의 의도와 그 결과가 합치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동

에 따른 책임은 발생한다. 책임의 발생이 전제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책임

을 지는 방법이다. 인용문에서 가라타니가 제시하는 방법은 원인에 대한 철저

한 인식으로서 행위를 둘러싼 모든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칸트의 판단이 인식적·도덕적·미적 판단

가운데 다른 두 가지에 관한 통상의 관심을 배제하는 태도 변경을 바탕에 두

고 있지만, 각 영역이 서로 독립되어 있어 이외의 판단들을 배제해야 하는 것

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태도 변경’이라는 점인데, 여기에는 여타의 관

심을 배제하게 하는 ‘괄호 안에 넣기’ 뿐만 아니라 그 괄호를 벗겨낼 줄도 알

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16)된다. 자기변호를 위해 책임을 면하려 인식 자체를

피하는 것은 사태를 도덕적 판단에만 귀착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 즉, ‘도덕적

주체’가 결정론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는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상정하는 윤리성(ethics)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실천적 책임의 요구를 전제하는 가운데,

자기 행동의 주체로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 시 읽기는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탐구

를 요구받는 실존적 문제 상황이다. 윤리성을 기반에 둘 때, 시 읽기는 자유와

15) 柄谷行人(2000), 倫理 21, 송태욱 역(2001), 윤리 21, 사회평론, p.77.
16) 위의 책,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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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상승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을 지속해

가야 하는 문제와 주체가 직면한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

와 마주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그 본질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본질

자유와 책임의 상승적 관계를 바탕에 두는 윤리성은 시 읽기 상황에서 독자

가 자기 구성을 지속해가야 하는 요구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요구에

대하여, 차이를 소거시키지 않는 성찰적 태도와 가치의 변별을 기저에 둔 판단

을 통해 자신의 응답을 마련하는 작용으로 실현된다. 이처럼 시 읽기의 기반에

윤리성을 두는 본 연구의 시도는 시 텍스트라는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가치 체계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타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괄한다.

(1) 자기 구성적 인식으로서의 성찰

문학교육에서 성찰에 관한 논의17)는 타자를 매개로 자기와 세계를 깨닫는 자

기 이해(자기화)의 측면에 주목해왔다. 여기서 매개 역할을 하는 주요한 타자

는 문학 텍스트로, 논의의 주된 방향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텍스트의 변별

적 자질을 밝히거나 공감에 터한 독자의 성찰 내용을 생성하는 것으로 전개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텍스트에 포진된 자질은 독자의 문학 경

험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소이자 경험 내용의 기반으로 여겨지므로, 독자의 문

학 경험은 텍스트에 자신을 투영시켜 텍스트를 내면화한 결과물의 자리에 놓

인다. 특히 내면화는 비고츠키(L. Vygotsky)의 언급에서 보듯 문학 텍스트를

독자가 주관적·주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인격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

는 개념이지만, 실제 교육의 장면에서 텍스트를 통한 ‘앎’이 ‘삶’에서의 재구성

과 실천으로는 이어지기에는 요원하다는 비판18)을 받고 있기도 하다.

17)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로 최홍원(2008),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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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읽기의 실존적 상황과 윤리성은 타자로 둘러싸인 세계를 전제로 자기 구

성을 지속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주체가 타자를 인식할 수 있고,

구성되어야 할 주체의 자기 인식이 가능해지려면 주체와 타자 사이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차이가 소거된 상태에서는 주체가

타자나 세계에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주체화나 자기다움으로서의 자유가 추구

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가 추구되기 위해 동반되어야 할 책임에 해당

하는 철저한 인식의 요구 또한 수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내면화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무화시키는 상태를 지향한다

는 점에서 본고에서 상정하는 윤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방기한 상태가 된다. 기실 타자란 소거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존재이며, 이해

의 차원으로 점유될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지닌 존재19)라는 점에서, 시 읽기

에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무화된 상태라는 것은 순간적이거나 이상

적 상태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텍스트 이해를 위해 자신과 타자가 동일화된

상태를 전제한다면, 자칫 나의 이해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타자를 이용

하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주관적 체험 이론과 같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정

서가 실제 독자가 느낀 감정의 진폭과 등가 관계에 놓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

은 타자와 자기 사이의 ‘차이’를 소거한 상태에 해당한다.

소위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야 할 것, 혹은 뒤따라 체험되어야 할 것, 즉 흔히 생각하는 바

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은 그 나름으로 작품 속에서 단지 하나의 부분적 계기일 뿐이다.

또 그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작품은 충동들의 기록 문서가 아니다. 그러한

충동들은 언제나 청중들이 극히 싫어하는 것이며, 또한 뒤따라 체험될 만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작품은 그러한 충동을 자율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극단적으로 수정한

다. 주관적 체험 이론은 예술에서의 구성적인 요인과 미메시스적이고 표현적인 요인 사이

의 상호작용을 단순히 은폐하거나 위조한다. 그것이 상정하는 등가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

18) 성은혜(2018), 「국어교육에서의 ‘내면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61, 한국문학교육학회, pp.183-184.

19) 가라타니에게 타자는 자기에게로 동일화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존재로 규정되는데, 자
기가 인식하고 판단한 결과를 타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독아론(獨我論)에 대해 타자성
이 무화된 상태라는 점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柄谷行人(1986), 探究
Ⅰ, 송태욱 역(2010), 『탐구 1』, 새물결,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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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단지 하나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조작해낼 뿐이다. (…중략…) 체험은 순간 속

에 응축된다. 이에는 점적인 자극이나 반응이 아닌 전체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예술의

진리 혹은 비진리를 체험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술에 대한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 이상의 것

이다. 즉 그러한 체험은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 객관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

한다.20)

지식획득의 계기가 강조되는 일상적인 언어 감각에서와는 달리, 아도르노(T.

Adorno)는 경험(Erfahrung)에 담긴 감정적인 계기에 주목한다. 자아 내부의

흔들림을 드러내는 기쁨, 슬픔, 환멸과 같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나 고통 등

을 겪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상태로 서술되는 체험(Erleben)의 영역은 ‘주체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낯설고 이질적인 객관세계를 느끼는

고통의 체험’21)으로 의미화된다.

시를 읽는 독자는 작품 속 감정적 표현으로부터 작가가 느낀 바로 그 감정을

체험하기보다는 이러한 표현들을 계기로 삼아 작품 속에서 해당 감정이 놓여

있는 부면들로부터 체험을 의미화함으로써 그와 대면한다. 이때의 체험은 앞서

언급한 의미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감정적 표현이라는 계기로부터 독자가 지각

하는 의미와 감정들을 함께 포함하여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는 ‘순간 속에 응

축’시킨 것이다. 텍스트라는 타자가 지닌 차이를 전제로 할 때 체험은 이질적

인 것과의 만남을 추동하기에, 주관적 체험 이론이 가정하듯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그대로 체험한다거나 독자 편에서 떠올린 유사 감정이나 기억을 (재)

체험하는 것 사이의 어느 한쪽으로만 귀결시킬 수 없는 잉여를 항상 지닐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아도르노가 주목하고 있는 체험은 타자로서의 텍스트와 독

자의 만남이자, 응축된 전체성으로서 독자에게로 내면화되지 않는 차이를 간직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곧 어떤 감정과 관련한 관계 맺음의 ‘내용’과 더불어 독자의

인식 체계 내로 이러한 관계 맺음을 ‘수용하는 행위가 지닌 의미’에 주목하게

20) T. Adorno(1970), Ästhetische Theorie, 홍승용 역(1997), 『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p.377.

21) 김유동(1993), 『아도르노 思想 -고통의 인식과 화해의 모색』, 문예출판사, pp.142-143.
한편, 이 글에서는 경험(Erfahrung)과 체험(Erleben) 용어와 관련한 아도르노의 독특한
사용에 대해 개념사적인 맥락에서 체험 개념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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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충격22)은 독자의 익숙한 개념들로 환원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독자의 주관을 넘어서는 객관성의 한 표징으로서의 차이의 지각과 발견으로

이해된다. 잉여의 현상적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충격은 독자가 지닌 기존의

개념이나 가치들로 손쉽게 설명되지 않아 독자의 주관으로 편입시킬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차이는 독자의 텍스트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독자와 텍스트 간의 결

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동성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때 차이를 전제하는 상태

란 자신이 목도하게 된 낯섦에 대해 섣불리 익숙한 개념이나 감정들로 환원시

키지 않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이어가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는

고통은 낙담이나 자신에 대한 위협과 같이 직접적으로 주체의 감각으로 체감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낯선 대상을 익숙한 것으로 환원시키거나 더 나

은 방향으로의 인식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손쉽고 편한 상

태를 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의 행위와도 관계지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시 텍스트를 통한 체험은 작품 속 정서 표현과 같은

일련의 계기들로부터 촉발된 감정에 대해, 독자가 자신의 인식 체계로 섣불리

환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차이를 전제한 채 그 의미를 궁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독자는 기존의 인식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대상과 만남

을 통해 낯설고 이질적인 충격을 목도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체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이해의 과정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타자로서의 텍스트와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익숙한 나의

인식 체계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기 인식을 갱신하고 추동하

는 측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반의 과정에 대하여 바흐친(M. M. Bakhtin)과

바디우(A. Badiou)에 의해 주창된 ‘사건’ 개념을 통해 접근해보도록 한다.

타자로서의 텍스트와 의식의 주체로서의 독자라는 산술적인 합을 넘어서는

지점, 다시 말해 텍스트가 ‘나’라는 주체에 의해 조명되어 한 데 묶이게 되는

계기로서 이들이 함께 참여/현존함으로써 생겨나는 사태를 바흐친은 사건23)으

22) 아도르노에게 ‘충격’은 충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자아의
소멸에 대한 경고인데, 비자의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자아는 이를 통해 자기 자신으로 인
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긴장 상태를 경험하며 이처럼 자아에 반대하는 주
체의 체험은 예술이 지닌 객관적 진리에 다가가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T.
Adorno(1970), 홍승용 역(1997), 앞의 책, pp.378-3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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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칭한다.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은 그 자체로 특정한 시공간(chronotope)이라

는 총체적 조건에서 형성된 구성물이며,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다르다면 동일

하게 재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건만의 고유성이 보장된다. 고유성의 정체는

충격으로 포착되는 차이의 지점, 즉 기존의 관점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움

에 해당한다. 이는 독자가 각자의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저마다의 자기 인식을

갱신하는, 자기 구성적 인식의 측면을 조명한다는 점24)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건에 놓인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시공간은 일면적·부분적인 자극이나 반응

이 아닌 전체적인 의식의 조망에 관한 아도르노의 논의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다. 하나의 자극이나 반응은 그 자체로는 배경이 소거된 채 존재하는 응축된

결정일 뿐이지만, 인용문에서 보듯 그것이 전체적인 의식에 놓이게 될 때는 그

위치에 값하는 관계 맺음의 의미인 차이의 지점, 새로움이 함께 고려된다.

하이든(또는 하이든이라는 ‘어떤 자’의 이름하에서)과 더불어 고전적 양식의 등장은 다

른 어떤 것도 아닌 음악적 상황에, 바로크적 양식의 지배에 의해 규제되던 상황에 관계한

다.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이 만들어 낸

음악적 형상들은 바로크적 양식이 달성한 충만성 속에서는 읽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

은 실제로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사건과 그것을 사건이게 하는 ‘그 무엇’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바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그러한 연결점은 선행했던 상황에서의 공백이다. 이는 도대체 무

슨 뜻인가? 그것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그의 존재의 토대로서 ‘위치지어진’ 공백이 있고,

문제시되는 상황의 충만성(또는 안정된 다양성들)이 그러한 공백을 둘러싸고 조직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가적(大家的)인 포만에 이른 바로크적 양식에는 음악적 건축술에 대한

23) ‘사건(событие)’은 러시아어로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사 ‘co’와 ‘존재[현존]’을 의미하는
‘бытие’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진석(2009), 「타자 윤리학의 두
가지 길: 바흐친과 레비나스」, 『노어노문학』21(3), 한국노어노문학회, p.187 참조.

24) 이저(W. Iser) 등의 수용미학 논의에서는 독자의 시 읽기 과정을, 텍스트를 일종의 사
건(event)으로 경험하여 텍스트의 호소 구조에 상응하는 상관물(correlatives)을 심리적으
로 구성하는 것에 대응시킨다. 이에 대해서는 W. Iser(1978), The act of reading –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118-129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의 ‘사건’과 ‘언어적 상관물’로서의 반응 텍스트는 수용미학의 관점을 일부
공유하지만, 독자를 가치 체계를 보유한 판단의 주체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영
향력을 보다 강조하는 수용미학에서의 논의와는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 바흐친과 바디우
에게서 언급되는 독자의 자기 갱신, 존재론적 변화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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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고(결정적이었기에 인지되지 못했던)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이든이라는

사건은 이 공백에 대한 일종의 음악적 ‘명명’으로 나타난다.25)

인용문에서 보듯 ‘하이든으로 명명되는 고전적 양식의 등장’이 나타내는 의미

는 단지 고전적 양식의 등장이라는 하나의 사태만을 조명해서는 설명될 수 없

는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에 둘 때 도달할 수 있다. 이미 당대를 지배하던 바로

크적 양식이 충만성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공백’의 지점은

곧 바로크적 양식의 관점으로 포섭될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드러낸다. ‘하이든’

이라는 사건은 당대의 바로크적 인식 체계로는 설명될 수 없어 명명되지 못한

채 차이와 새로움으로만 존재하던 공백에 위치를 부여한 것이자 체계에 존재

하지 않던 이름과 그에 값하는 자리가 생성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등장은, 바로크적 양식이라는 익숙했던 기존의 인식 체계에 대

한 재조명의 계기로 작용한다. 소위 ‘바로크’의 눈으로 달성해 온 충만성에는

보이지 않던 기존 체계가 지닌 한계가 ‘하이든’의 등장으로 인해 발견되면서,

바로크에 대한 극복이 예기되었고 더는 바로크가 당대의 지배적 사고 양식으

로 작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바디우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존재론적 변화의 일면, 즉 진리를

산출하게 되거나 주체에게 일어나는 인식적 전환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건으로서의 시 읽기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 대한 추구 속에서 경계 너

머에 대한 상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감으로써, 독자의 존재론적 변화를 야기하

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시 읽기에서 타자가 지닌 차이를 전제로 한 성찰은 시

텍스트와의 만남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사건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자기 구성적 인식’으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기존의 인식 방

식을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상상까지도 포함됨을 살폈다. 여기서 인식상 조정

되어야 할 대상은 소거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타자가 아니라 이러한 타자를

바라보는 독자의 인식 체계여야 한다는 점은 시 읽기에서 윤리성이 지향해야

할 본질에 해당한다.

25) A. Badiou(1993), L’éthique-Essai sur la conscience du Mal, 이종영 역(2001), 『윤리
학』, 동문선,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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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기반의 자기 기술로서의 응답

시 읽기의 실존적 상황이 독자 자신과는 구별되는 다른 목소리와의 만남으로

부터 자기 구성을 지속해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시를 읽는 독자는 세계에

대한 주체의 대응을 시 읽기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전제한 가운데 판단해야 하

는 문제를 부여받는다. 시 텍스트를 경유한 소통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 간의 소통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층적인 구조26)를 기저에

둔다.

서사텍스트

실제

작가
…→ 내포작가 → (화자) → (수화자) → 내포독자 →

실제

독자

[그림 1] 채트먼의 문학 텍스트의 소통구조 도식

시 읽기에서 독자와 시 텍스트 간 소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채

트먼(S. Chatman)이 도식화한 [그림 1]과 같은 서사적 의사소통 구조를 변주27)

하면서부터이다. 이들 논의는 도식이 상정하고 있는 ‘실제 작가/독자’, ‘내포 작

가/독자’의 이중적 구조의 결합이 소통의 중층성을 나타낸다는 점과 함께 시적

의사소통의 과정이 실제 시인과 내포 독자의 쌍(⒜), 내포 시인과 실제 독자의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28)을 밝히며 점차 심화되었다. 시 읽기의 맥락에서

이러한 소통구조를 고려한다는 것은 중층적 구조로 인한 소통상의 충돌을 가

시화하는 것보다는, 텍스트적 표지들을 통해 내포 시인을 구성하여 시적 의사

소통에 참여하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향점을 공유29)하는 것으로 여

26) 여기에서는 채트먼의 도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S. Chatman(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김경수 역(1995), 『영화와 소설
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론』, 민음사, p.183.

27) 김준오(1991), 『詩論』(제4판), 삼지원, p.204; 김창원(1993), 「시쓰기의 화법과 투사적
시읽기」, 『선청어문』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143.

28) 김남희(2008), 「시적 발화의 원리와 교육적 의미」, 『국어교육』125, 한국어교육학회,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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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왔다. 다만,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지점은 그 역할

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일 것이다.

서사 논의에서는 윤리의 문제와 관련해 내포 작가의 규준을 강조하는 수사학

적 관점과 독자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인지서사적 관점 사이에서 서술의 신빙

성 논쟁30)이 발생한 바 있다. 서술자라는 미적 장치를 통해 재현이 이루어지

는 소설의 형식적 특징상 신빙성 논의는 소설 교육에서 독자의 윤리적 반응이

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특히 독자의 윤리적 반응 형성에

주목한 한 논의에서는 ‘불신의 자발적 중단’과 같은 문학 독서 관습에 매여있

거나 ‘어떠한 현실이 그려졌는가’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현실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대안적 현실을 실험, 탐구하는 태도로 독

자를 정향31)하면서 서사 윤리론을 지향하는 후자의 논의를 두텁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적 의사소통 구조를 고려한 기존의 시 읽기 논의는

논쟁 구도상 수사학적 관점에 가까운데, 그 이유는 텍스트적 표지를 꼼꼼하게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반응을 구성해내는 독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와 관련해서, 아이러니와 같은 장치가 텍스트 조건이자 시적 사유로서 기능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며 독자의 거리두기나 반성적 읽기의 문제를 거

론32)한 연구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 놓인다.

구체적으로 이들 논의는 시 텍스트에 서술된 내용에 대한 가치 평가뿐만 아

니라, 화자나 시인의 의도를 의식하는 차원에서 수행되는 내포 작가의 구성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특히 내포 작가를 구성할 때 어떤 가치 문제를 초점화했는

지, 복원된 의미 맥락은 어떠한지와 같은 선별적 지점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독자가 화자 또는 시인이 포함된 서술의 구도를 상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

29) 위의 논문; 진가연(2013),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30) 박진(2018),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75, 현대문학이론학회, pp.138-148.

31) 최인자(2011),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25, 한국독서학회, pp.112-115. 한편 이 논의에서는 인물 시점, 혹은 동종
초점화자에 관해 다루는 까닭에 ‘서술자’가 아닌 ‘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32) 이상아(2017), 「아이러니를 통한 반성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김남희(2018), 「문학 독서의 ‘거리두기’와 비판적 읽기」, 『새국어교육』116, 한국국
어교육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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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와 시인의 시선에 동조하

는 동일화33)로서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내포 작가에 대한 동일화를 지향점으로 삼게 되면, 작품을 통한 시인/

작가의 욕망 충족을 충실히 이행한 독자만이 남게 될 뿐, 독자 자신의 가치 판

단에 터한 반응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독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

서는 후자의 관점과 관련하여,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반응

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 바흐친의 논의에 주목한다. 다음 언급에서

보듯 바흐친에게서 사유를 통해 도출되는 반응은 ‘나’의 인식 체계가 지닌 다

층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내포하는 ‘응답(answerability)’으로 정위된다.

나의 모든 사유와 그 내용은 하나의 개체인 나의 응답하는/책임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으

며, 그 행위는 고유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로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중 하나이다. 이는 생

애 전체를 하나의 복잡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 나는 나 자신의 생애 전체를 행

위하고 있고, 개개의 행동과 체험은 그 어느 경우에도 모두 나의 삶을 영위하는 요인들이

기 때문이다.34)

세계에 대한 해당 시점에서의 주체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

하나의 응답은 ‘고유한 나의 삶 전체’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인

식의 단편들에 해당한다.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바흐친에게 응답하

는 행위는 주체가 이 단편들로부터 자신을 구성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응답은

조건화된 세계에 대하여 주체가 지금-여기에서의 사유를 통해 반응하는 행위

인 까닭에 특정 대상과의 관계만을 전제하지 않으며 그와 합일되는 상태로서

의 동일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응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곧 주체가 자기

앞에 놓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치 인식의 체계에 대한 문제를 포괄함을 의미한다.

서사 윤리론의 논의를 참조하면, 독자의 응답 행위는 서사적 의사소통의 중

층적 구조를 전제로 여러 목소리들을 변별하여 화자 진술의 신뢰성을 가늠하

33) 최지현(2014), 『문학교육심리학: 이해와 체험에 관한 문학교육적 설명』, 역락,
pp.269-270.

34) M. M. Bakhtin(2003), K filosofii postupka, 최건영 역(2011), 『예술과 책임』, 문학에디션
뿔,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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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윤리적 위치(ethical positioning)를 설

정하고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미적 경험의 수행35)에 해당한다. 서사론의 논의

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시를 읽는 독자 또한 ‘도덕적 주체’로서 응답의 책

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시적 의사소통의 중층적 구조를 기반에 두고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진술의 사실, 가치, 해석에 관한 판단을 종합36)하는 과정이 수

행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작품 내부의 층위와 독자가 관여된 외부의 층위 모두 해석적 판단이 윤

리적 판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논의37)에서 보듯, 독자의 가치 체

계를 경유한 판단 내용을 담고 있는 응답의 문제는 작품 내부와 관련된 목소

리들의 변별에만 국한된 것일 수 없다. 독자에게 요구되는 ‘능동성’의 범위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적 판단 주체로서 텍스트를

판단하는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윤리적 반응으로서의 응답은 판단

내용의 측면과 관련해서도 화자의 대응 방식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에서 독자가 상상을 통해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하거나 대안 제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태도로 독자를 정향38)하는 등 판단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자의 상상에 부여되는 자유 또한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리

35) 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Yan edt.,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thical turn”, Routledge, p.143(최인자(2011), 앞의 논문, p.114에서 재인용).

36) J. Phelan & P. J. Rabinowitz ed.(2005),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최라영 역
(2015), 『서술이론 2』, 소명출판, pp.127-137. 펠란은 여기에서 평가 주체로서 독자가 직
면하는 서술 판단의 여섯 가지 테마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서술의 판단은 서술의 윤리학일 뿐만 아니라 서술의 수사학적 이해에 핵심적이다.
2. 독자들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해석적 판단, 윤리적 판단, 심미적 판단의 세 가지
유형의 서술판단을 만든다.
3. 서술판단은 고유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데, 이는 심미적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4. 서술의 윤리적 판단은 서술자, 인물, 그리고 청중과 암시된 저자와의 관계에 관한 윤
리학을 포함한다.
5. 개별 독자들은 개별 서술의 윤리적 기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6. 개별 독자들의 윤리적 판단은 심미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

37) 위의 책, pp.131-132.
38) 독자의 윤리적 반응 형성에 주목한 한 논의에서는 ‘불신의 자발적 중단’과 같은 문학
독서 관습에 매여있거나 ‘어떠한 현실이 그려졌는가’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
라, 신뢰할 수 없는 현실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대안적 현실을 실험, 탐구하는 태도로
독자를 정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의 지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인
자(2011), 앞의 논문, pp.112-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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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개념이 차이를 지닌 타자를 전제하는 것은 단순히 타자와 자기가 다른 존

재라는 점,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형식 논리적 차원을 의미하진 않는다. 즉,

자기로서의 주체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타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

는 점과 자기로서의 주체의 체험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은 언제나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타자의 존재로 인해 근사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주체에게 부여된 수동성의 지점을 아우르는 것

이다.

이러한 수동성의 지점은 주체의 이해 불가능성을 의미하기보다는, 한계를 인

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주체의 태도에 상응하는 충실성(fidelity)39)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바디우는 ‘존재하는 것은 다수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테제 아

래 눈앞에 작용으로서 실존하는 일자(一者) 또한 하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가

능태 중 하나의 작용으로서 파악40)한다. 그런 까닭에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

식은 이해 범위를 넘어서 이질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타자와 자기 인식의 외

연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실천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에게 부여되는 수동성과 관련하여 독자

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충실성은 독자가 도달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상응하는 타자를 설명할 수 있

는 것들을(혹은 타자와는 무관한 것들을) 식별해내는 과정으로서 다자적(多者

的) 존재로서의 타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반의 조작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와의 관계에서 시를 읽는 독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바로 이

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할 때, 시 읽기에서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의 주

체로서 독자의 응답은 타자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어야 한다. 이는 주체에게 부여되는 충실성의 관점에서, 독자에게 부여된 경

39) 바디우는 충실성에 대해 “상황 내부에서 사건적 다수가 순환 속에 들어가는 것에 존재
가 의존하는 다수들을 식별하는 절차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A.
Badiou(1988), L’Etre et l’événement, 조형준 역(2013), 『존재와 사건』, 새물결, p.381
참조. 한편 이러한 정의에 대해 ‘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를 분리시키고 식별해내는
과정’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용순(2011), 「바디우 철학에서
의 존재, 진리, 주체: 『존재와 사건』을 중심으로」, 『철학논집』27, 서강대학교 철학연
구소, p.99 참조.

40) A. Badiou(1988), 조형준 역(2013), 앞의 책,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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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한계 및 시적 소통구조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한 가치 변별적 인식 작용

으로서의 판단이며, 가치 체계의 재편을 포함하여 독자의 체험 전반을 아우른

다고 볼 수 있다.

2.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원리와 작동 기제

여기에서는 시 읽기에서의 윤리성이 발현되는 부면인 성찰과 응답의 실현태

를 확인함으로써 윤리성의 작용이 나타나는 국면에서의 구체적 양상과 작동

계기로서의 원리를 살피고, 자기 인식과 가치 판단 층위에서 성찰과 응답을 추

동하는 기제(機制, mechanism)로서 윤리적 교섭과 윤리적 감수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시 읽기에서의 윤리성은 성찰과 응답이라는 작용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시 텍

스트가 독자에 의해 조명되어 한 데 묶이는 사태로서의 사건을 매개로 형성되

는, ‘언어적 구성물’을 통해 외화(外化)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독자의 시 읽기

결과가 산출되는 양상은 시 텍스트에 대한 의미 구현적 진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시 읽기에서의 윤리성은 가치에 대해 전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성이 발현된 실현태인 성찰과 응답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지향적 인식 행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 읽기 결과물에 상응하

는 텍스트 구성물인 반응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중에서도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인 성찰과 응답을 활성화하는 작동 계기로서의 원리를 구안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상정할 수 있는 참조물로서 전문 독자의 비

평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 독자의 생산물로 산출되는 비평 텍스트는 학문 공

동체의 논의 영역이라는 한계 내에서 주관을 반영한 자율적인 응답이 제출되

는 성격을 갖는다. 즉, 성급한 결론이나 ‘얼굴 없는’ 일반적 대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점까지의 전문 독자 본인의 가치 체계에 비추어 응답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텍스트인 것이다. 다만 이상의 전

문 독자의 비평 텍스트는 전범(典範)으로서가 아니라, 시 읽기 교육의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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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윤리적 시 읽기의 원리를 구안하기 위한 참조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원리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는 사건 형성을 통해 조명된 가치 문제(들)에 대

한 독자의 응답(들)을 서로 대응시켜 차이를 의미화함으로써 자기 구성적 인

식의 갱신으로서의 성찰에 이르는 독자의 질적 변화를 추동한다. 이런 관점에

서 여기서는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를 성찰과 응답 각각에 상응하는 별

개의 국면을 갖는 과정이 아니라 차이를 전제로 한 자기 구성적 인식과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을 견인하는 통합적 원리로서,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의 동기

화’, ‘초점화된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조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반성’, ‘상상

을 통한 가치 체계의 재편’의 작동 계기를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의 동기화

낯선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에 대해 독자의 의미화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의

형성은 주로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행위에 대한 독자의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

감정 표현적 서술과 관념적 표현 등으로 표출되는 독자의 반응은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행위 그대로’를 지칭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에 형상

화된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기저에 둔다. 이는 시 텍스트라는 계기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의 총체 가운데에서도, 개별 독자마다 평가적 반응이 수반된 언

어적 표지들의 종합을 통해 시 텍스트가 제기하는 가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관한 판단을 수반하는 답변이 새롭게 생성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 명명될 수 있다.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되는 맥락에

따라 그 판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시 텍스트를 읽

고서도 독자에 따라 형성되는 사건에 따라 독자의 의미화 양상은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독자 또한 그 당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가 무엇인가에 따라 형성하는 사건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짐

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윤리적 행위 사건을 형성하는 것은 독자가 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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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타자와의 만남을 지속해갈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언어적 구성물을 마련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여기서 독자의 의미화 과정은 매개항의 도입과 같은 정

적인 의미 수렴 차원이 아니라, 독자의 능동적인 선택 행위가 수반된 응답의

과정으로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 행위는 응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의미상의 공백들을 전제하므로 독자에게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 사건의

생성을 지속해갈 기회가 남아 있게 된다. 즉, 독자의 응답 구성은 인식 행위의

완결 지점이 아닌 자기 구성적 인식의 거점이 된다. 타자를 차이를 지닌 존재

로서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은 “타자와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을 만한 자기 인

식을 기반에 둘 때 가능”41)하다는 점에서 독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발견의 경

험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타자에게서 자신이 포착한 가치 문제가 무엇이

었는지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해 평가적 반응을 형성함으로써 독자는 시 텍스

트라는 타자를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전문 독자의 비평에서 독자가 형성한 윤리적 행위 사건은 의미 구현 행위와

독자의 평가 행위와 함께 이러한 시 읽기 결과로서의 구성물에 함께 응축되어

있어 그것만을 따로 떼어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윤리적 행위 사건의

형성은 독자의 인식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치에 관한 입장을 설정

하는 데 독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언어적 상관물을 구성하고

그것을 인식의 기반으로 삼게 될 때,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고 그것에 동

기화하는 것은 시 텍스트에서 조명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떠한 맥락에서

살펴볼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상관물을 통해 재귀적으로

독자의 윤리적 판단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42)

다음의 비평에서 보듯 시 텍스트에서 형상화된 시적 대상들에 의미를 부여하

고, 의미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방식은 시 텍스트의 윤리적 행위 사건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저놈은 숫소다.

41) 최지현(2014), 앞의 책, pp.270-271.
42) 이때의 동기화는 사건의 행위 주체의 선택 내용이 아닌 선택 행위에 자신을 동기화하
여 평가적 반응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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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 검고

불알은 크고

머리엔 도깨비의 뿔이 솟아올랐다.

저놈은 숫소다.

콧구멍이 내뿜은 콧김은

증기기관차의 증기처럼 거세고

다리는 다리의 다리처럼 튼튼한데

쯧쯧, 저런!

숫소가 쿵 하고 드러눕는다.

빼빼 마른 백정 앞에서 덩치 큰 숫소가 드러눕는다.

드러누워

버둥거리다가

도살장 천장 아래 검은 울음을 게우다가

저것 봐, 숫소가 일어선다.

도끼와 뿔의 박치기다.

아니다.

도끼와 급소의 박치기다.

숫소는 글썽글썽한

큰 불알을 부릅뜬 채 죽어간다.

저놈은 숫소다.

–최승호, 「숫소」 전문43)

 인용시는 ‘숫소’와 ‘빼빼 마른 백정’의 관계를 통해 연약한 민중이 거대한 사회나 권력

과 대치하고 충돌하는 알레고리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숫소’라는 대상을 규정

함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되묻게 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중략)… 최

승호의 ｢숫소｣에서 보았듯이 ‘저 놈’으로 지칭되는 ‘숫소’의 쓰러짐에도 우리는 그것을 ‘숫

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빼 마른 백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숫소’는 일반적 통념에서의 강인함을 갖고 있는 동시에 ‘글썽글썽한 큰

눈알을 부릅뜨며’ ‘도끼와 뿔의 박치기’라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

삶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백정’의 경우에도 ‘빼빼마름’과 동시에 ‘숫소의 뿔’을 ‘급

소’로 바꾸어 마침내 거대한 짐승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중적 존재로 바뀌는 삶의 순간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강인함과 연약함이라는 속성은 어느 한쪽의 대상에 귀속되기보다 대립

의 과정 속에서 서로를 오가며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44)

43) 최승호(1995), 『대설주의보』, 민음사,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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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의 전문 독자는 시 <숫소>에 관한 의미 구현 과정에서 ‘숫소’와 ‘백

정’에 대한 판단을 반영한다. 일반적 통념에서 강인함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는

수소에 대해 이 전문 독자는 시 텍스트에서 수소가 튼튼한 두 다리를 가졌어

도 결국엔 쓰러져버린 사실, 글썽글썽한 큰 눈을 부릅뜬 채로 대결에서 패한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선택해내어 그것의 의미를 구성해낸다.

수소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 시 텍스트의 절반쯤 되는 부분에 제시된 ‘숫소가

쿵 하고 드러눕는다’는 행위를 바탕에 두는데, 특히 버둥거리다가 드러눕는 행

위가 빼빼 마른 백정 앞에서 행해졌다는 데서 구성된 주체에 대한 이 전문 독

자의 판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숫소’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대상인 데 반

해 후자인 ‘빼빼 마른 백정’은 묘사를 위해 활용된 수식어의 의미상 자질로 인

해 소와 같은 가축을 잡는 직업인 백정임에도 연약함을 속성으로 갖는다. 그러

나 결국엔 강인한 소가 빈약한 백정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우연한 사건’은 후

자의 연약함을 새롭게 정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도끼와 뿔의 박치기’로

표상되는 수소와 백정의 대결은 ‘숫소의 뿔을 급소로 바꾸어 거대한 짐승을 쓰

러뜨리는’ 존재인 백정의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

일차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의 차이를 근거로 수소와 백정의 관계가

강인함 대 연약함의 이항 대립적 구도로 치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적 이항

대립의 구도는 그것이 단순한 ‘도끼와 뿔의 박치기’가 아닌 ‘도끼와 급소의 박

치기’로 한 층위를 더하게 되면서 역전을 일으킨다. 이는 도살장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백정’이 지닌 속성에 터한 것으로, 뿔을 급소 삼아 수소와 같은 거대

한 짐승을 제압하는 직업으로서의 백정의 기질은 빈약한 신체를 만나 더욱 강

조된다. 그리고 결국 외관상의 차이보다는 기질에 근거한 이차적 이항 대립의

대결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설정한 두 구도 가운데 무엇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표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전문 독자에 의해서도 언급되는 시대적 상황의 맥

44) 이해운(2012), 「현대시에서의 그로테스크」, 『한국문학과 예술』9, 숭실대학교 한국문
학과예술연구소, pp.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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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의 은유로 치환되면서, ‘숫소와 백정’의 관계가 시대의 억압45)과 같은 거

대한 세력의 압제와 그 앞에 선 연약한 민중의 구도를 일종의 알레고리로서

표상하게 된다. 앞서 부여한 가치 판단의 구도는 여기에도 부여되면서, 전문

독자들이 읽어낸 도시화를 비롯한 현대성에 관한 가치 판단이 시 텍스트에 대

한 재현적 구성을 거쳐 표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비평 에서는 전문 독자의 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의 표지가 감정

적 반응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기보다는 수소나 백정과 같은 대상에 관한 묘

사로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인함을 나타내는 뿔은 도끼와의 박치기

에서 연상되는 ‘무모함’이나 이질적인 형상을 뜻하는 ‘도깨비’와 같이 이 전문

독자가 들여온 은유 도식들을 덧붙임으로써 취약함을 드러내는 ‘급소’의 의미

를 보충46)한다. 보충한 이미지들이 급소로서의 뿔에 담긴 의미를 고양하는 방

식은 ‘강인함’과의 낙차를 ‘아쉬움’이 아닌 ‘그럴만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전문 독자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강인함의 속성으로 이해되는 수소의 의미적 전복을 꾀함으로써 백정과의 가치

우위에 관한 판단이 이중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도달하기 위해 전문 독자가 설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은 수소

와 백정의 이항 대립적 구도를 경유하면서 구체적인 맥락을 획득한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에 머물러 각 대상 간의 차이만을 부각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으

로 동화되기보다는 둘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각 대상

이 표방하는 가치 간의 비교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수소와 백정 사이의 환유

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각 대상이 지닌 기질적 차이보다는 백정에 의해 쓰러

질 수밖에 없는 수소의 처지를 가치 판단의 맥락으로 들여오는 양상을 보인다.

윤리적 행위 사건의 설정을 통해 전문 독자의 판단은 둘 중 어느 한 편을 선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소와 백정이 표상하는 가치들의 종합에 관한 판단의

층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행위 사건의 설정이 시 텍스트의 분위기나 정조에 관한

반응으로서의 정서 표현으로 표출된 사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정서 표현

45) 김우창, 「관찰과 시」, 최승호(1995), 앞의 책, p.158.
46) 이해운(2012), 앞의 논문,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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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히 호오(好惡)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라

는 점에서 주체가 지닌 입장과 판단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47)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 「烏瞰圖 詩第十一號」에서 등장하는 ㉠‘骸骨’과 ‘椄木’처럼 돋는 ‘팔’의 이미지는

공포의 정념과 기형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두 번째 시 「烏瞰圖 詩第十三號」에서

도 ㉡‘면도칼’, ‘威脅’, “잃어버린내두개팔”과 같은 생존의 위태로움을 암시하는 시어들이 발

견된다. 이러한 시어들은 생기가 아닌 음침함과 섬뜩함을 텍스트에 부여한다. ㉢비정상적

인 신체의 형상화는 정상적인 사회에 정착할 수 없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자의 기형적 신체는 화폐경제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와 이

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후략)48)

비평 의 전문 독자는 시 <오감도 시제11호49)>와 <오감도 시제13호50)>에

서 ‘음침함’과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각 시 텍스트에서 제시된 ㉠과

㉡과 같은 시어에서 포착한 정조에 관한 의미 구성에서 비롯한다. 먼저 ㉠의

기호들로부터 기형의 이미지를 포착한 전문 독자는 ‘해골’과 식물의 가지에서

나 볼 수 있는 ‘접목’을 인간의 팔 이미지와 결합하는 사태를 비정상적인 신체

로 규정한다. 이는 ㉡의 기호들에서 나타나는 결절이나 압박, 상실에 대응되는

시어들이 생존의 위태로움을 암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시 텍스트의 분위기를

47) M. Nussbaum(2003),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조형준 역
(2015), 『감정의 격동 1』, 새물결. pp.57-63.

48) 박소영(2011), 「이상 시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기법과 에로티즘의 상관성」,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20(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62.

49)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상, 권영민 편(2013), 『이상 전집 1: 시』, 태학사, p.74.

그사기컵은내骸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엿슬때내팔에서는난데업는팔하나가接
木처럼도치드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적들어마루바닥에메여부딧는다. 내팔은그사기
컵을死守하고잇스니散散히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骸骨이다. 가지낫든팔은배암
과갓치내팔로기어들기前에내팔이或움즉엿든들洪水를막은白紙는찌저젓으리라. 그러나내팔
은如前히그사기컵을死守한다.

50)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의 책, p.78.

내팔이면도칼을 든채로끈어저떨어젓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 威脅당하는것처럼샛팔앗
타. 이럿케하야일허버린내두개팔을나는 燭臺세음으로내 방안에裝飾하야노앗다. 팔은죽어
서도 오히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갓다. 나는이런얇다란禮儀를花草盆보다도사량스레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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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가 아닌 음침함과 섬뜩함’으로 파악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비정상성과 음침함과 섬뜩함의 상태로서의 시적 정조는 전문 독자가 주목한

일련의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알레고리를 통해 사회와 개인의

관계라는 맥락을 도입함으로써 의미를 부여받는다. 시 텍스트에서 포착한 비정

상성과 음침함과 섬뜩함이란 상태는 앞서 도입한 맥락에서 정상성을 요구하는

사회에 의해 배척당해, 정착할 수 없는 비정상적 존재에 대한 연상으로 재현된

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 비정상성은 곧 비효율성에 해당하는 노동력 없음의 상

태로 판단되므로, 화자는 자신의 기형적 신체로 인해 사회와의 이질적 충돌이

예기(㉣)되어 있다.

그런데 화자의 비정상적인 신체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은 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다만 이 전문 독자는

시 텍스트에서 비정상적인 신체를 발견할 수 있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통해 윤

리적 행위 사건을 구성하고, 그에 대하여 사회와 개인이라는 알레고리적 맥락

을 적용하여, 개념이 부여되지 않은 채 의미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분위기나

정조에 포함된 윤리적 판단을 가치의 문제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전문 독자에 의해 수행되는 비정상적인 신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상

은 감성적 직관을 넘어서는 창조로서의 상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감관 경험을

통해 표상을 만들어내는 종합으로서의 상상51)에 가깝다. 이렇게 상상된 표상

에는 전문 독자의 인식적 발견 내용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시 텍스트로부터 포

착한 감정적 질료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의 대상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내포

되어 있다. 즉 정상적인 상태를 빗겨난 비정상성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태에 관한 판단과 더 나아가 이를 배제하는 사회적 판단 기준에 대한 전문

독자의 판단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것52)이다.

이상으로 볼 때, 독자가 시 텍스트와의 접점을 형성하여 윤리적 행위 사건을

51) I. Kant(1781·1787),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백종현 역(2006), 『순수이성비판 1』
아카넷, p.360.

52) 인용문의 필자는 이어지는 글에서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기형적인 팔을 통해 자폐
적인 유희를 지속하는 행위에서 포착되는 극단으로서의 ‘정상성’으로부터 질서화된 세계
를 비틀어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분이 비정상성의 극단에
서 정상성과 만나는 기준의 무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쓸모없음’이라는 사회의
규정 자체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것일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소영
(2011), 앞의 논문, pp.6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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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표현 또한 시 텍스트와의 매개 지점으로서의 사건

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서적 표현

에 대한 동기화는 대상에 관한 독자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예기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적 행위 사건의 설정을 위한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시 텍스트에 관해

정서가 투영된 표현으로 반응하는 학습 독자의 시 읽기 또한 윤리성을 기반에

두고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53)

(2) 초점화된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행위 사건의 설정이 주로 텍스트의 맥락에

의존한 재현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 가치 기준을 직접 추출하기보다는 행위나

행위 주체 전반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만이 수행된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 윤

리적 행위 사건의 설정은 대상에 관한 판단이 수행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

고 가치 판단이 수행되는 맥락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가치

문제를 추출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이 수행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윤

리적 행위 사건의 설정이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도

의 인식 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윤리적 행위 자체가 지닌 의미와 그에 대한 인

식 주체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초점화’가 그에 해당한다.

시적 소통구조를 고려할 때, 윤리적 행위 사건의 행위 주체는 일차적으로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시적 인물이거나 행위와 정서의 담지자로서 제시된 일인칭

의 화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가치와 관련된 문제는 직접적인 판단의 대

상으로 초점화되기보다는 시 텍스트의 내적 의미 자질들에 관한 재현적 구성

에 해당하는 의미 구현 행위에 밀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정조에 대한 평가

53) 다만 전문 독자들은 평가의 주관성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자신의 텍스트 상관물을 다
원적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강민규(2019), 「시 교육에서
독자의 평가적 진술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166, 한국어교육학회, p.74 참조. 본고의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구성되는 전문 독자의 윤리적 행위 사건 또한 전문 독자의 관여
행위를 통해 구성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며, 가치 문제에 관해 도달 가능한 다양한 응답들
을 상상적으로 구성해내어 시 텍스트를 통해 초점화할 수 있는 가치 문제들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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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간접적으로도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성 기반의 시 읽

기에서는 시 텍스트의 전반에 관한 판단으로부터 행위에 관한 판단으로 이행

하여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는 인식 작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

점화한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은 독자의 선호(選好) 표현이나 즉각적인 느낌

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정서적 표현은 가치 판단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주된 거점이 된다.54)

다음의 비평 와 에서는 시 텍스트에서 제시된 화자의 발화 내용이나 화

자의 행위를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

여 화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비평 모두 시 텍스트의 동일한 구절에 주목하여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였

지만, 의미화를 위해 부여한 사건의 맥락이 서로 달라 결과적으로 화자의 행위

에 대한 상반된 판단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 텍스트와 관련

하여 도입한 가치 맥락의 기저에 놓인 두 전문 독자의 가치 체계의 상이함에

서 기인하는데,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이 시의 첫 행에 나오는 “가난한 내가”라는 구절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가난한’이란 어휘를 이 시의 맨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로 제시한 것일까? 문맥으

로 볼 때 이 말은 그 다음 행에 나오는 “아름다운 나타샤”와 대응된다. 즉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이항 대립이 성립한다. ㉡세속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

기 위해서는 풍족한 생활 조건이 필요한데, 화자는 가난한 처지이기 때문에 나타샤를 사랑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이 문맥에 포함되어 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은 ㉢세속의 논리로 볼 때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고 그 때문에 그것은

슬픔을 자아내는 일이다. …(중략)… 화합과 축복의 장면으로 시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시의 사랑과 화합이 현실의 지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몽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는 데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중략)… ㉤시의 문맥은 몽상의 아름다움을 펼쳐냈지만 현

실의 국면에는 여전히 갈등과 고뇌가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 시인 백석의 괴로움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만주행은 그가 이 시에서 기획했던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

에 사는’ 일의 현실적 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55)

54) 정서적 표현뿐만 아니라 개념 단위의 반응을 보다 구체화하여 새로운 인식적 발견에
도달하거나, 우선순위를 표시하고 대상들 중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 등도 가치
판단의 양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55) 이숭원(2008),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pp.3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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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은 “가난한 내가/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눈이 푹푹 나린다”고 말한다. 어떻

게 사랑 하나로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백석 시의 우주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욕심 없고, 겸손하며, 인정 많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여

인을 사랑한다면 하늘이 눈의 축복을 내릴 수 있다. ㉧백석 시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때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중략)…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

다/세상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는 시적 대사는 ‘가난한 내’가 ‘사랑하는 나타샤’에게

보내는 구애의 말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타샤’가 ‘가난한 나’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말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나타샤’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여인임

이 틀림없다. ㉩욕심 없고 인정 많은 그 가난하고 아름다운 두 연인이 흰 당나귀와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눈부시다. 그 광채 앞에

서 ‘더러운 세상’은 더없이 초라한 몰골을 할 뿐이다. 이 시는 백석시의 정신 세계가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경지로 승화되어 나타난 연시라고 할 수 있다.…(후략)56)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57)와 관련하여 각각 ‘외로운 독백’과

‘사랑의 연가’로서의 해석을 표방하는 비평 와 는 흰 눈이 푹푹 내려 쌓이

는 밤, ‘아름다운 나타샤’와의 사랑을 염원하는 화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눈이 푹푹 나리는 가운데 ‘나’와 ‘나타샤’의 사랑이 ‘당나귀’의 축복으로 마무

리되는 시 텍스트의 내용과는 달리, 비평 의 전문 독자는 이들의 사랑에 놓

인 문제 상황과 사랑의 종료(㉢)를 포착해낸다. 이 전문 독자가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가 사랑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은, 나와 나타샤를

56) 고형진(2012), 「‘가난한 나’의 무섭고 쓸쓸하고 서러운, 그리고 좋은」, 『비평문학』45,
한국비평문학회, p.30.

57)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백석, 고형진 편(2007),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pp.95-96.

가난한 내가 /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 눈은 푹푹 날리고 /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를 마신다 / 소주를 마시
며 생각한다 / 나타샤와 나는 /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 산골로 가자 출
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 눈은 푹푹 나리고 /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
고 /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 눈은 푹
푹 나리고 /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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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 관점(㉠)에 두는 인식 구도를 들여온 까닭이다. ‘세속의 논리’(㉢)에 비

추어볼 때 ‘가난한 나’는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결

핍된 존재로서 정향된다. 이러한 판단은 ‘가난한’을 앞세우는 시인의 서술 행위

에 대해 그 의도를 짐작하고, 세속의 논리를 체화하여 이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고 보는 화자의 ‘뉘앙스’58)(㉡)를 포착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시 텍스트는 나

와 나타샤가 화합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음에도 이를 현실의 지평이 아닌

‘몽상의 영역’으로 파악(㉣)한 것은 세속의 논리와 이어지는 시인의 전기적 삶

(㉥)에 관한 전문 독자의 이해가 기저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

로 비평 의 전문 독자에게 이들의 사랑은 화합과 축복의 장면이 아니라 ‘몽

상의 영역과 현실의 국면 사이의 갈등과 고뇌’(㉤)를 내포하는 일종의 ‘문제’

(㉣)로 남게 된다.

이와는 달리, 비평 에서는 나와 나타샤의 사랑이 흰 당나귀와 하늘의 축복

을 받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비평 의 전문 독자가 백석 시의 우
주/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규정되고 있는 방식을 사건의 계기로 삼은 까닭이

다. 구체적으로 백석 시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욕심 없고, 겸손하며, 인정 많

은’이라는 맥락(㉦)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귀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샤 또한 ‘가난한 나’를 알아주고 구애를 받아주

는 것에서 볼 때, ‘가난한 나’와 어울리는 연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이들 앞에 놓인 ‘더러운 세상’은 비평 의 전문 독자에게 ‘가난하고 아름다운

두 연인’ 앞에서 초라한 대상으로 이해된다(㉩).

두 비평은 시 텍스트의 특정 인물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시적

대상, 서술 주체로서의 시인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판단한 결과에 해당한

다. 이러한 위치에서 각 전문 독자는 시 텍스트로부터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

정하고 화자의 발화 내용으로부터 특정한 행위를 초점화한다. 또한 행위를 추

동하게 한 화자의 선택과 선택의 기저에 놓인 가치 문제를 추출한 전문 독자

58) 이 ‘뉘앙스’에 대하여 시어 ‘눈’의 일시적이고 녹아 사라지는 기질적 특성을 중심에 두
고, 눈과 함께 상상적 장면이 시작되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 듯하지만, 눈이 녹아 사라
지게 되면 상상에서 깨어나 남루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비문법적인 표
현의 사용이 표지가 되어 ‘눈’과 함께 두 세계를 분리하고 있는 장치라고 본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김종훈(2014), 「상상과 현실의 교란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
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63(18-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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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들여온 의미 맥락을 통해 가치 판단으로 나아

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 및 이들의 관계가 어

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의미화하기 위해 들여온 윤리적 행위 사건 맥락

의 차이가 각 평자별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전문 독자가 해당 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로 인

한 맥락을 선택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비평 에서는 ‘가난한 나’
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관계에 대해 ‘세속의 논리’가 그 사랑을 방해하고 끝내

이들이 현실에 굴복한다고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가난’과 ‘아름다움’이

라는 가치에 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이항 대립적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또한 세속의 논리가 가치 비교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 제

약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반해 비평 는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사랑이 ‘더러운 세상’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

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가난’과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이라는 공통의 대타항을 지니며, 결과적으로 가

난과 아름다움의 가치가 사랑을 쟁취한다는 점에서 속된 세계로 설정되는 세

상의 가치보다 우위에 놓인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시 읽기 과정에서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고, 그에 관한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타자를 판단하는 독자의 가치 체계가 반영됨을 확인하게

된다. 독자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 문제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가 자기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치 표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자가 스스로 어떤 가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가 무엇인지, 더욱 친숙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무엇인지와 같이 타자와 자기에

관한 판단에서 적용되는 가치 체계에 관한 발견을 추동한다.

(3) 조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반성

일반적으로 반성(reflection)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식에 적용하여 스스로

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는 것’59)을 의미하는데, 칸트에게서 이는 판단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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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이 어느 인식력을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60)에 관해 판단 주체의 인식

체계와 현상을 조회해보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독자가

시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체계를 발견하는 것은 시 텍스트와 형성한 접

점으로서의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독자 자신의 인식적 기반

에 비추어 조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윤리적 행

위 사건이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서 독자의 가치 체계와는 구분되는 차이를 지

닌 존재임을 인지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독자의 가치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나 충격으로서 나타나는 차이

에 대한 자각은 독자에게 그것을 설명해내기 위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 체계상에 공백으로 존재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계

기가 된다. 그러나 차이와 가치 체계상의 공백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독자의 가

치 체계가 재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는 이러한 차이를 기존의 가치 체

계에 근거해 도입한 맥락을 바탕으로 기존 개념의 종합으로 설명해내는 과정

에서 가치 체계를 대상화하고, 이를 조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발견으로 인해 부상한 인식상의 공백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면 그것

은 가치 체계의 산술적인 증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균열에 대한 자각은 기존

가치 체계가 지닌 한계를 반영하여 이를 인식해낼 수 있는 개념을 생성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가치 체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자가 목도하게 되는 차이의 문제는 가치

체계에 어긋난 상태여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든가 또는 정(正)에 대립되는

반(反)으로서 절충되어야 할 합(合)의 대상이 아니다. 변증법적 인식은 상위의

단계로 모순들을 해소하고 상승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상과 사물의 부적합

성을 추적하고 그것을 사물에서 경험하는 것61)에 해당한다. 차이의 발견으로

부터 균열을 인지하는 일은 당연하게만 인식되었던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에

관한 조정을 추동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때의 ‘조정’은 기존 인식으로 차이를

59) 철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2011), 『한국철학사전』, 동방의빛, p.887.
60) 이는 의미 구성을 위한 목적에서의 ‘반성’과는 구별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I.

Kant(1781·1787), 백종현 역(2006), 앞의 책, pp.496-512 참조.
61) T. Adorno(1966), Negative Dialetik, 홍승용 역(1999), 『부정변증법』, 한길사, p.229.



- 59 -

포섭시키는 ‘일관성사유’와는 구분된다.

그때 그때의 새로운 변증법적 단계에서 헤겔은 자기 논리학의 간헐적 통찰에 대립하여

그 앞 단계 통찰의 권리를 망각함으로써, 자신이 추상적 부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의 복사품

을 마련한다. 즉 추상적―말하자면 주관적 자의에 근거해 확인된―긍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다. 이론 차원에서 이 추상적 긍정성은 헤겔의 주장에 따르면 사물(Sache)로부터 생겨나

야 할 테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방법으로부터 생겨난다. …(중략)… 부정의 부정은 부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충분히 부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변증법은 헤겔에게서 보듯이 부정을 통합시킨 상태에 머물겠지만, 부정은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에는 처음 정립된 것과 무관해질 것이다. 부정된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

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헤겔과 구분되는 점이다. 지워버릴 수 없는 비동일자의 표현인 변증

법적 모순을 동일성으로써 다시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무시하고

순수한 일관성사유(Konsequenzdenken)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62)

헤겔(H. G. Hegel)류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아도르노에게 변증법적 인식

은 동일성(일관성사유)의 상태라거나 조화로운 상태에 대한 추구와 같은 ‘방법

차원의 추상적 긍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용한 글에서 보듯 부정의 부정은

추상적 논리학의 관점에서 부정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부정된 것이 지닌 차이의 일면을 일관성사유 속으로 포섭해버려 변증법 이전

의 동일성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정된 것은 사라

질 때까지 부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은 부정된 것을 인

식해내는 주체의 가치 체계여야 한다. 기존의 가치 체계는 그대로 둔 가운데

‘지워버릴 수 없는 비동일자의 표현인 변증법적 모순’에 해당하는 대상이 지닌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일관성사유’를 지속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에서 독자는 기존의 가치 체계에 부재

해 있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가치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낯선 타

자의 새로움을 받아들인다.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작용을 통

해 자신의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치 체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이가 소멸되어 기존의 가치 체계로 편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비평에서

보듯 의미 공백을 해당 가치 개념의 대립항으로 대체하여, 단일한 기준을 중심

62) T. Adorno(1966), 홍승용 역(1999), 앞의 책,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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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단순화된 이항 대립적 관계의 설정을 넘어 다양한 기준점들을 검토

해보는 것은, 부정(不定)적으로 개념화하는 인식 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소

거시키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윤동주, 「八福-마태복음 5장 3～12」 전문63)

 (전략)…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일시적인 상실로 인한 슬픔 대신, ㉠유한

한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슬픔에 주목한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이 구절은 ㉡

[“슬퍼하는 자는 영원히 슬플 것이다, 그 슬픔의 영원함만큼, 슬퍼하는 자에게 허락된 위로

역시 영원할 것이다.”라는 슬픔의 긍정, 그리고 진정한 슬픔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믿음의 역설적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성경의 ‘팔복’ 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진술 자체가 모순이라는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픔’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

경에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슬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슬픔과 차이가 있는 슬픔일 것이다. ㉣[인간은 그 본성상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기 마련이며,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하게 자신을 성찰하기를 외면하는 자는 밝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을 볼 것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은

자신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슬퍼하는 사람, 즉 스스로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신은 ‘위로’를 건넨다. ㉤슬픔이 ‘성찰’과 정확성을 수반하는 감정이라면, 슬퍼하

는 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 대해 성찰하는 사람이요, 신은 바로 그러한 자들, 제대

63) 윤동주, 홍장학 편(2004),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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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건넬 것이다. 그리고 그 위로야말로 슬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64)

인용문 의 전문 독자는 윤동주 시에서 ‘슬픔’이 의미하는 바와 이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가치 문제를 설정한다. 전문 독

자가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은 이 시 <팔복>에서 상정하는 ‘슬픔’의 의미가 일

반적인 의미에서의 슬픔과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는 성

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되 이를 변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저항’65)이

나 ‘응답하지 않는 신에 대한 의문과 불만’66)의 표현으로 이해되며,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한 야유’이자 ‘절대화된 슬픔으로 인한 구원의 가능성이 기각’된 상

태67)로까지 여겨진다. 이 시에 대한 기존 해석 지형을 인지하고 있는 이 전문

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다른 지점에 대해 ‘복(福)’과

공존하는 상태를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비평 의 전문 독자가 포착한 차이는 논의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유사한 다

른 의미로 치환되지 않고, 슬픔과 복이라는 환유적 연결이 일으키는 균열을 이

시의 표현 의도와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행된다. 이 과정에서 슬픔은

‘일시적인 상실’이나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과 같이 기존의 개념 의미로 설명

될 수 없는 잉여를 지닌 것으로 재설정되어 ‘위로의 대상’이자 ‘유한한 존재로

서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것’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위로’는 단

순히 약자이거나 결핍된 대상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조치가 아닌, 성찰을 통해

슬픔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자 유한한 존재로서 죄 앞에서 책임을 느끼는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역전을 나타내는 개

념으로 위치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슬픔은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이 전문

독자의 가치 체계에서 슬픔의 의미는 스스로의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부터 외

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징표이자 진정한 위로의 대상으로 재정

64) 김정우(2017), 「성찰과 저항의 슬픔 – 윤동주 시의 탈식민성」, 『한국시학연구』50,
한국시학회, pp.35-36.

65) 송우혜(2004),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pp.269-287.
66) 이상옥(2014), 「윤동주 시에 나타난 죄의식」, 『한국문예비평연구』44, 한국현대문예
비평학회, pp.96-97.

67) 신형철(2008), 「그가 누웠던 자리」,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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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된다.

‘슬픔’에 대한 가치 판단의 역전과 더불어 ‘밝고 기쁘고 행복한 것’, ‘축복’ 등

의 일반적인 의미 체계가 덧붙어 나타나는 것은 독자의 윤리적 판단에 따른

인식적 발견에 맞춰 가치에 대한 부여가 역전적으로 전환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 체계의 전환은 인간에게 부여된 존재론적 한계로서의 ‘슬픔’을 목

도하지 않은 상태로 조건화되면서, ‘밝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진실하게 자신

을 성찰하기를 외면하는 자’라는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게 된다. 이 시에서 설

명하는 슬픔에 다가가기 위해 ‘일시적인 상실’이나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인식을 ‘위로의 대상’이자 ‘근원적 상태’로 재설정하게

되면서, 슬픔을 둘러싼 기존 가치 체계가 새롭게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평 의 전문 독자의 가치 판단은 시 텍스트에 관한 의미 구현이나

일회적 판단으로 수렴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체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

며, 판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치 체계를 조정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러

한 가치 체계의 재편을 추동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성경의 진술로부터 모순

을 포착(㉢)한 이 전문 독자의 인식적 발견이다. 윤리적 행위 사건을 매개로

시 텍스트에 개입함으로써 포착한 충격으로서의 발견은 ‘슬픔’과 ‘복’의 환유적

연결에서 오는 이질성을 바탕으로 슬픔의 범위와 같은 경계에 대한 인식과 이

를 바탕으로 상정할 수 있는 가능태들을 모색하도록 하는 반성의 작용을 견인

한다.

이상에서 보듯 조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반성은 독자가 윤리적 행위 사건의

맥락을 통해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포착하

게 된 인식적 발견을 바탕으로 독자 자신의 인식이 터해 있는 가치 체계를 조

정하는 과정을 아우른다. 이때 독자는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 해석적 지형(正)

등과 함께 그에 대하여 대타적으로 형성된 자기 인식을 변증법적으로 목도하

면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대타적으로 형성된 자기 인식

(反)이 도로 기존의 인식에 부가되는 과정(合)으로서의 변증법을 의미하지 않

는다. 오히려 인식적 공백 지점을 구체화하거나 기존 인식의 균열 지점을 인식

한 후, 가치 체계상의 공백을 기존의 가치에 근거한 개념 간의 종합을 통해 설

명하려는 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또한 독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



- 63 -

자 자신의 인식을 추동하는 가치 체계에 대한 자각에 다다를 수도 있는데, 이

러한 자각은 인식 상의 공백이나 균열을 경유하여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

존 가치 체계에 대한 재편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4) 상상을 통한 가치 체계의 재편

조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반성은 독자가 설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을 매개로

시 텍스트의 내적 사태에서 비롯한 차이의 지점이나 가치 문제뿐만 아니라, 독

자의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두고 수행되는 인식 과정까지 포함한다. 독자는 자

신의 인식 과정을 추동하는 가치 체계의 존재와 대면하며, 그 결과 인식 상의

공백과 균열이 의미하는 가치 체계의 경계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공백과 균열은 독자에게 인식의 한계를 목도하고 더 나은 인식을 추동

할 수 있는 보완의 지점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자신의 인식이 지닌 한계 지

점을 뜻함과 동시에 극복 및 재편의 가능성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독자는 가치 체계 너머를 상상하는 인식 작용을 통해 체계 내 공백의 지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가치 체계를 재편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상은 코울리지(S. Coleridge)의 논의에서처럼 단순히 지적으로 이미지 결합

을 하는 장식적 활동으로서의 ‘공상’과 구분되는, 창조적이고 종합적이며 수동

과 능동의 반복 운동으로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능력68)으로 이해된다. 특히

창의성과 연관되는 경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움의 차원이 부각되기도 한

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익숙한 체계를 기반에 둔 종합적 인식

차원의 상상으로, 칸트의 논의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칸트에게 상상은 이미지의 결합과 관련된 재현 및 형상화와 관련한 감관 층

위에서뿐만 아니라, 대상을 비개념적으로 현시하는 능력으로, “가능한 직관들

의 임의적 형식”을 창시69)하는 인식 작용의 측면이 강조된다. 이는 곧 상상 개

념이 존재하지 않는 사태에 대한 창조의 측면과 이러한 인식 내용을 형성하는

68) 박기현(2003), 「낭만주의 상상력 연구: 코울리지와 보들레르」, 『불어불문학연구』
56(1), 한국불어불문학회, pp.164-165.

69) I. Kant(1792), Kritik der Urteilskraft, 백종현 역(2009), 『판단력 비판』, 아카넷,
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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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산출하는 능력까지를 아우름을 의미한다. 자기 구성적 인식과 가치 변

별적 판단을 통해 독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움의 일면은 이처럼 기존 가치 체계

너머의 사태를 그려보는 이월적 상상과 그것을 지칭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개

념을 생성하여 가치 체계를 갱신하는 상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에게서 추동되는 상상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독자의 기존

가치 체계를 대상으로 한 부정성(不定性)에 대한 인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조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반성’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 다만 자기 인식의 반성

과정이 기존의 가치 체계를 기반에 둔 인식을 추동하고 체계 내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기존 가치 체계로 포섭되는 경계를 인식함

으로써 자신의 가치 체계 너머의 대안으로서의 상상을 이어나가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은 타자에 주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자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가치 체계에 인식과 상상을 통해 접근하려는 노력에 가깝다. 따라

서 부정에 기초한 ‘차이’들의 종합70)은 가치 체계상의 의미 공백을 기존의 개

념들의 합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캔버스의 일부분을 채색하듯

최소한의 조건들을 채워가며 가치에 기반을 둔 상황이나 사태와 같은 질적 측

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가치 체계의 비어 있는 공백을 찾아 이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체계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식의 질적 변모를 추동한

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독자의 비평에서는 가치 체계 자체를 겨냥한 문제 설

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설정한 문제를 초점화하는 과정이 곧 가치 체계가 지

닌 공백 지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비평 의 전문

독자는 이러한 공백 지점에 대해 새로운 비평적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인

식이 포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미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70) 아도르노는 헤겔 변증법을 주체와 객체의 빈틈없는 동일성 추구로 보고, 그 인식론적
도구를 ‘종합(Synthesis)’이라 칭한 바 있다. 그는 종합에 대해 “주도적인 최상의 이념으
로서 비판받아야 한다.”, “체질적으로는 종합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다.”와 같은
언급에서 보듯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본문에서 다룬 칸트의 종합은 ‘부정의 부정
없이, 그러나 또한 최고 원칙으로서의 추상에 따르는 일도 없이, 개념들로부터 단계적으
로 더 보편적인 상위개념들로 발전함으로써가 아니라 개념들이 짜임관계 속에 들어섬으
로써 살아 남는다’에서 ‘짜임관계(Konstellation)’ 속에 개념을 들여놓는 것에 가깝다. 이
에 대해서는 T. Adorno(1966), 홍승용 역(1999), 앞의 책, p.2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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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

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

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

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

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윤동주, 「病院」 전문71)

 윤동주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인가. ㉠1연에서 그는 앓는 세계를 발견했고, 2연에서는

세계의 고통 속에서 더불어 아픈 시인의 자리를 인식했다. 아직까지 그는 그저 “나는 성내

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었을 뿐이다. 이제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시작된다.

…(중략)… 다시 병원 뒤뜰이다. ‘그녀’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한자리에 모인다. ㉡모종

의 서정적 동일화가 도모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여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지고 시인은 그녀가 누웠던 자리로 가서 누울 뿐이다. ㉢[이 무언의 행위

들은 감동적이다. 그들이 끝내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잔화를 꽂는 행위는

매우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그 상징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었다. 시인은

그 행위에 어떠한 의미도 섣불리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엇갈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비로소 만난다. 그들이 누웠던 자리에 누우면서 시인은 “그 여

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저 ‘아니’의 미묘한 머뭇거림이 이

시를 한층 겸허하게 만든다.] ㉥주체가 객체를 서정적으로 동일화하지 않으면서도 기어이

하나가 되는 이 기술이 바로 뛰어난 서정의 마력이다. ㉦이 태도는 환자의 고통을 진단하

(지 못하)는 의사의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와 대비되면서 더욱 아름다워진다. 이 윤리적 태

도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나.72)

시 <병원>에 대한 비평 에서 전문 독자는 화자의 행위를 초점화하면서 이

를 서술 행위 층위에서의 시인의 의도와 관련73)지어 ‘어떤 서정시가 좋은 것

71) 윤동주, 홍장학 편(2005), 앞의 책, p.106.
72) 신형철(2008), 앞의 책, pp.509-510.
73) 이러한 관점의 영향으로 의 원문에서는 발화 주체인 화자(‘나’)와 서술 주체인 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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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라는 가치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시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의 기저에 놓인 가치 판단의 방향성을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그 자체로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서정시 자체가 갖춰야 할 텍스트적

조건과 더불어 인식 주체가 시 텍스트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 하는가와

같은 태도의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전문 독자는 후자의 관점에서 화자가

보이는 행위와 이렇게 시 텍스트를 서술한 시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

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초점화된 가치 문제는 시 텍스트에 제시된 표지들과 시 <병원>에 대

한 해석사적 구도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시 <병원>은 1941년 시인이 제

작한 자필시집의 제목이라는 정병욱의 회고74)에서 보듯 당시의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병원이라는 시인의 인식을 반영한 비유와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이 지

점에서 기존 인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기 인식이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전문 독자는 이 시에 대한 해석

지형을 나타내는 이 비유에 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병원에 있는 ‘가

슴을 앓는다’는 젊은 여자나 ‘아픔을 오래 참아온’ 나에게 섣불리 ‘환자’라는 칭

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을 지연한 가운데 전문 독자가 포착한 차이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별적으로 드

러내는 것이다.

특히 병원을 찾아왔지만 뜻밖에 병을 진단받지 못한 ‘나’가 분명히 어딘가엔

존재하지만 인식되지는 못하는 ‘병’의 존재를 깨닫는 것은 환자라는 진단을 듣

지 못한 실제 경험과는 배치되는데, ㉦에서 보듯 이러한 인식 상의 불일치는

합리적인 행위의 세계에 어울리지 못하는 낯선 존재인 자기를 인식함으로써

이해된다. ‘젊은 여자’를 발견하는 1연에 뒤이어 등장하기는 하지만, 시점상 그

보다 앞서는 2연의 내용으로 인해 1연의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라는 표현

또한 새롭게 감지된다. 또한 이 전문 독자는 ㉠과 같이 1연의 서술을 ‘앓는 세

계’를 발견한 것으로, ‘나’이면서 화자이기도 한 시인에게 ‘세계의 고통 속에서

더불어 아픈’ 자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적 발화를 구성하는 시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위의 책, p.506.
74) 정병욱(1976),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 『나라사랑』23, 외솔회,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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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위치 또한 변별적으로 인식한다. 기존의 병원-환자 은유의 도식은 이 전

문 독자의 인식 체계를 거치며 ‘환자’의 의미를 되묻는 것으로, 또한 ‘나’와 ‘젊

은 여자’를 기성의 ‘환자’로 명명하지 않는 시인의 태도로 변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비평 의 전문 독자가 화자와 시적 인물, 시인의 목소리를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시 텍스트의 중층적 소통구조에 대한 고려와 함께 특정

인물에 동화되거나 전유하지 않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윤리

적 행위 사건에 개입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전문 독자와 같이

‘시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와 같은 가치 체계를 기반에 둔 관

점의 문제를 설정하게 되면, 인식을 추동하는 가치 체계 또한 이러한 독자의

판단 행위의 대상이 된다. 비평 에서 전문 독자는 ㉡과 같이 이어질 내용을

짐작해보기도 하고 ㉢, ㉤과 같이 자신이 느낀 감정의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이나 ㉥의 서술은 앞선 사례와 비교할 때 텍스트뿐만 아니라 서술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가치 체계를 기반에 둔 평가적 서술이 부각된다. ㉣의 경우, 금

잔화를 꽂는 행위에 대한 의미 구성이 아니라 이러한 상징을 해석하지 않은

서술 행위가 갖는 서정성에 대한 평가를 내포한 서술이며 ㉥은 마찬가지로 화

자의 행동에 관한 서술을 서정적 동일화를 거치지 않고서 도달한 하나의 상태

라는 점에서 ‘서정적 동일화’와 비교할 때 가치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 독자는 이 시에서 포착한 서정의 방식이 주체

와 객체가 서로를 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서정의 방식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서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이 과정은, 가치 있

는 서정의 양식이 이미 존재해 있고 이를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의 판단

이 아니다. ‘좋은 서정시’에 관해 설정한 가치 문제를 통해 도달한 이 전문 독

자의 개념은 ‘서정적으로 올바른(poetically correct)’이라는 상태로서 ‘서정시의

윤리학’이라는 가치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가치 개념의 형

성이 서정성 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서정적 동일화’와 같이 가치에 기반

을 둔 서정성의 다른 부면을 현시하는 등 인식의 기저에 놓인 가치 체계의 재

편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평 의 전문 독자가 기존 가치 체계의 경계 너머를 상상함으로써 ‘좋은

서정시’의 상태에 관한 하나의 가능태를 모색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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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지 혹은 서정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으

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독자를 가치 체계의 갱신을 통한 인식의 질

적 고양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상상을 통한 가치 체계의 재편은 가치 문제를

다루는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를 통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작동 기제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원리로부터 이러한 시 읽

기의 과정을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적 기제로 ‘윤리적 감수성’과 ‘윤리적 교섭’

을 도출하였다.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기제(機制, mechanism)는

특정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도구나 책략으로서의 정신 작용75)으로 이해되는

데, 여기서는 성찰과 응답이라는 윤리성의 본질 구현을 위해 독자의 인식과 행

동을 추동하는 작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가치 인식의 기저로서의 윤리적 감수성

통상적인 의미에서 감수성(感受性)은 주체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서 수동성의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은 본래의 그대로가 아니라 인식 체계에 대조하는 판단 과정을 거쳐 개념

을 부여받고, 의미화된 형태로의 변형을 거쳐 비로소 주체에게 인식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낯선 대상이 지닌 의미 자질을 변별해내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

하는 인식 작용으로서의 감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느낌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작용으로서의 감수성에 주목한 칸트는 쾌

와 불쾌로 표출되는 지각적 반응의 응결을 통한 변별적 인식 능력76)에 능동성

75) 심리학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수용자의 정신 작용에 대한 용어인 까닭에 다음의 연구물
에서와 같이 교육학이나 문학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2018), 「한국 구술서사와 ‘여성혐오’ -구술서사에 나타난 ‘여성혐오(misogyny)’의
논리와 서사 전략 분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이인태
(2018), 「윤리적 성찰의 심리적 기제로서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
교육』6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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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다. 랑시에르(J. Rancière) 또한 이 능동적 측면과 관련하여, 인식 주

체의 감각적 지각과 그것에 결합된 선험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dissensus)가

나타날 때 이를 촉발하는 예술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으로서의 감성의 분할

상태를 재편할 가능성을 갖는다77)고 보아 감수성을 통한 인지적·정의적 반응

에 대한 인식 작용을 전제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참조할 때, 감수성은 외부의 낯선 대상에 대하여, 주체의 인

식 체계를 경유한 판단을 느낌의 차원으로 응결해내는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여기서 ‘외부의 낯선 대상’을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로 보고, 윤리적 행위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초점화하면, ‘윤리적 감수성(倫理的 感受性, ethical

sensitivity)’은 인식 차원에서 공유된 사건을 매개로 가치 문제와 관련된 독자

자신과 타자의 인지적·정의적 반응을 지각하는 감지력으로 의미화된다. 이때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가치 문제는 윤리적 행위 사건의 전제를 구성하거나 사

건에 은폐되어 있을 수 있으나, 감수성에 의해 응결되는 반응에 대한 가치 변

별적 인식을 통해 초점화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윤리적 감수성은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둔 인식

과 판단에 관여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고 여기에 내

포된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여 판단 및 가치 체계의 재편에 이르는 윤리성 기

반의 시 읽기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윤리적 감

수성의 작동 층위를 그것의 인식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윤리적 감수성은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시적

인물이나 화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작용한다. 독자는

자신에게 변별적으로 부상하는 사태를 중심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윤

리적 행위 사건으로 선택된 사태는 독자의 가치 체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포

착된 인식적 균열이나 선호의 문제와 같은 독자에게 수용가능한 경계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76) 이원봉(2006), 「칸트 윤리학과 감수성의 역할」, 『칸트연구』18, 한국칸트학회,
pp.291-293.

77) J. Rancière(2000), (Le)partage du sensible : esthétique et politique, 오윤성 역(2008),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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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윤리적 감수성은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부터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

고 가치의 우위를 변별하는 국면에 작용한다. 여기서의 선택은 다른 가치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들여온 윤리적 행위 사건이라는 맥락에 터해 경

합하는 가치들을 기반에 둔 가운데 선택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인 응

답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로, 윤리적 감수성은 경계에 관한 인식을 통해 가치 체계가 조정되고

재편되는 과정에 작용한다. 가치 체계를 대상으로 할 때, 윤리적 감수성을 통

해 포착되는 인식적 균열은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공백을 인지하게 하는

경계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의 지점에 대하여 독자는 경계 너머

를 상상하여 기존의 가치 체계로부터 재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치들 간의

우위와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용으로 나아감을 추동한다.

(2) 자기 인식 층위에서의 윤리적 교섭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윤리적 행위 사건 설정은 독자 자신에 대한 대타적

인식을 요구한다. 여기서 대타적 인식은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가 지닌 차이의

지점을 포착하여 응답을 마련하는 것이면서, 타자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게 하

는 기준점인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자각하는 것과 관련된다. 독자에 의해

수행되는 인식과 판단의 작용이 시 텍스트에의 동화나 시 텍스트에 대한 자의

적 전유로 수렴되지 않으려면, 시 텍스트와의 대면에서 포착한 차이를 소거하

지 않는 가운데 이를 의미화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 설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공유를

통한 대화적 상호작용으로서 새로운 의미 생성을 추구하는 읽기 방법의 하나

인 ‘교섭적 읽기(negotiational reading)’78)에 주목한다. 유사한 인식 작용인 ‘동

화’가 독자에게 ‘익숙한 것’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전유하는 기제이고, ‘거리두

기’가 텍스트가 지닌 ‘낯선 것’을 통해 독자의 인식을 환유한다고 한다면, ‘교

섭’은 둘 사이의 ‘차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경유하

78) 최인자(2010), 「현대소설 크로노토프들의 대화성과 교섭적 읽기」, 『문학교육학』31, 한국
문학교육학회,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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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공적 대화를 유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7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응

답(들)을 서로 대응시키면서 발생하는 차이 공유를 전제로 한 주관성의 교차

를 통해 새로움을 생성하게 되는 교섭의 결과가 시 텍스트 이해와 판단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에 이르는 독자의 인격화나 기대 지평의 차원80)에서

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섭은 차이를 소거시키지 않는

읽기로 독자와 가치 체계 간에 지속적인 경합의 과정을 예기하는 것이자, 그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조정된다기보다는 응답(들)의 생성과 연결이 독자의 가

치 체계와의 대응, 경합, 조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생성으로서의 성찰로 나

아가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의 해결에 주목하는 비평적 읽기를 서사적 교섭의 과정으로

본 애벗(H. Abott)의 논의81)를 참고해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독자가 교섭의

과정을 통해 서사의 풍부한 잠재성에 반응하고 대안에 대해 상상하는 등 창조

적인 독해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서사적 읽기가 텍스트에 제시된 특정

행위나 상황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차

원에서의 종결을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의 갈등의 해결은 상황의 종

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순된 감정들에 대한 정화나 욕망을 전이하는 독자의

동일시와 판단 과정82)처럼 윤리적 교섭에서 전제하는 차이를 소거하지 않으려

는 태도와 자기 구성적 인식을 갱신하는 작용으로서의 성찰에 조응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윤리적 교섭(倫理的 交涉, ethical negotiation)

은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에서 차이를 바탕에 둔 주관성의 교차를 통해 인식

적 새로움의 생성을 활성화하는 작동 기제에 해당한다.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의 원리와 관련하여 윤리적 교섭은 차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자기 구성을

갱신하는 성찰로 이어지는 자기 인식의 층위에서 작동되는데, 이러한 자기 인

식은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에 대해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여 독자가 자신

79) 최인자(2010), 앞의 논문, p.273.
80) 이와 관련하여 문학 독서의 궁극적 과정에 놓이는 ‘정신의 질적 고양’의 상태를 ‘가치
복합에 의한 인격화’, ‘기대 지평의 종합적 확장’ 및 ‘이념적(인식적) 자아를 확립하는 경
지’로 이른다. 박인기(1994), 「문학 독서 방법의 상위적 이해」, 『국어교육연구』1,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55-259.

81) H. Abott(2002),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역(2010),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pp.367-403 참조.

82) 위의 책,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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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 체계를 개입시켜 차이를 발견해내는 ‘동기화’와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자신의 가치 체계를 ‘반성’함으로써 ‘조정’하고 ‘재편’하여 독자가 자기

를 구성적으로 인식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한다.

한편 윤리적 교섭 기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자기 구성적 인

식으로서의 성찰에서 ‘주관성’의 개입을 조정하는 것이다. 독자는 자기 인식과

의 연관을 요청받는 응답의 주체이지만, 독자의 주관성이 무분별하게 개입할

때 시 텍스트의 차이는 잠식당하고 만다. 조정되어야 할 것은 독자 모두가 지

닌 주관성 자체가 아니라, 발견된 차이들을 무리하게 유사성으로 포섭하려는

주관성의 ‘개입’이다. 독자가 주관성을 기반에 두고 차이를 해석해낼 수는 있지

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체계 내로 편입시키거나 유사한 대상으로 치환하

는 것은 차이가 지닌 자체의 속성을 ‘주관’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입’이

아닌 ‘전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에 두게 되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에서 독자의 주관성

은 윤리적 행위 사건의 형성을 통해 개입의 정도를 조정하게 된다. 특정 주체

에게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 사건에

동기화하는 것은 독자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독자가 주관성에 기반을 둔 판

단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 준다.83) 이때 독자가 감수해낸 차이를 독자

의 가치 체계로 설명해내는 과정에 대해 반성을 경유하는 것은, 독자의 가치

체계에 내포된 인식적 공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 체계 자체에 대한

조정과 재편으로 나아가는 작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작동 기제들의 관계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 감수성은 감지된 반응들을 행위 차원의 기제인 윤

리적 교섭을 추동시켜 차이의 의미화로서의 ‘기술된 응답’으로 구현한다. 다른

한편으로 윤리적 교섭이 작동하는 국면마다 윤리적 감수성은 차이의 문제를

변별적으로 판단해내는 인식 작용의 구체적인 부면을 감지해낸다는 점에서 윤

리적 교섭의 기저에 놓이며, 자기 구성적 인식의 과정과 맞물려 있는 윤리적

교섭은 그 상위의 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83) 여기서 판단의 대상은 윤리적 행위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가치 체계
에 대한 인식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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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교육적 의의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는 학습 독자를 인식 및 판단의 주체로 전제하고, 가

치 문제에 관한 인지와 변별로서의 윤리적 민감성의 발현을 통해 차이 지점의

구체화에 기반을 둔 교섭적 읽기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

히 소거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를 전제하는 시 읽기의

관점은 유사성에 초점을 둔 공감 위주의 시 읽기가 타자를 전유하면서 목도하

게 된 독아론(獨我論)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 텍스트에 대한 섬세한 읽기를 지

향하면서도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재편하고 자기 인식을 재구성해가는 성

찰적 독자로 학습 독자를 위치시키는 교육적 관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1) 수용 중심의 가치 판단 활동의 구안

그간 문학교육에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미학을 중심에 두고 문학작품

의 예술적인 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84)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문학교육에서의 내면화 작용은 독자가 접하는 작품을 계기로 삼고 작품

에 내재된 가치를 수용하는 방향성을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작품의 가치

를 파악하는 일을 곧바로 학습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의미화하는 일과 동일

시할 수는 없다. 일례로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는 표지를 통해 작품의 정서를

규명한다고 하여, 독자 편에서 곧바로 ‘작품의 바로 그 정서’가 형성되고 내면

화되는 전이의 과정을 전제할 수는 없는 일85)이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에 의

84) 김미혜, 「관계적 가치의 체험으로서의 시 읽기와 시 교육」, 김은전 외(2001), 『현대
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도서출판 월인, pp.66-68. 한편 이에 앞서 밝혀두어야 할 것
은, 시 교육에서 윤리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가치 평가(활동)에 관한 논의 또한 그 중요
성에 비해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1) 시
교육을 비롯한 그간 문학교육의 대상 텍스트가 지배적 가치구조에 조응하는 정전 중심
으로 구성되면서, 가치에 대한 회의가 쉽사리 제기되기 어려웠다는 점 2) 문학연구가 제
도화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추구하면서 가치평가의 문제에 대해 침묵
하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문의 언급은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
해서는 남민우(2006),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을 위한 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p.4-6 참조.

85) 조희정(2012), 「고전시가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서와 비평-정서 비평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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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지되고 표현되는 정서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왕의

문학교육에서 축적해 온 작품의 가치에 관한 논의들을 이제는 독자 편에서 일

어나는 인식 및 판단의 정신 작용과 이러한 작용을 활성화하는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문학작품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가치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

립하는 체험으로의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을 체험한다는 것이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자아로서의 개인의 성장과 자기 인식에 기여하는 바를 합

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학습 독자의 행동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동반

될 필요가 있다.8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고에서 상정하는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은 작품이 지닌 윤리적 가치와 그 윤리적 가치의 ‘성공적인’ 내면화

과정을 가정해 온 지금까지의 문학교육의 지평에 인식과 판단의 주체로서 독

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수용 과정을 중심에 둔 논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인 주체의 성장이나 변화와 같

은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에서의 지

양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에게서 나타나는 질적 성장은 곧

성장 전후의 주체가 동일성을 지니면서도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논의되는 변증법적인 성격을 띠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자신을 구성하고 보존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동일적인 것 또는 이질성은 억압되거나 배제 또는 경시되기 쉽다.

아도르노는 바로 이 개념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경험 세계의 충일성과 복합성

에 주목하여,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 것을 예술의 과제로 설정87)한 바 있다.

이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현실에서 접근할 수조차 없는 환상

이라거나 규정 불가능의 사태라기보다는 다음에서 보듯 이미 전제된 개념이나

기존의 평가로는 규명될 수 없는 인식적 새로움을 설명해내려는 노력이 동반

『고전문학과 교육』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p.7.
86) 우한용(2005), 「‘현대문학’ 교육의 생태학을 위하여」, 『국어교과교육연구』10, 국어교
과교육학회, pp.10-11.

87) T. Adorno(1970), 홍승용 역(1997), 앞의 책,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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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다다를 수 있는 자기 구성적 인식의 갱신 상태를 이르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독자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위한 인식의 경계를 구체화하

거나 조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세상의 정평과 끝까지 화해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지훈

의 「승무」이다. 훨씬 뒷날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도 되고 시인 자신도 큰 애착을

표시하여 조지훈의 대표작으로 굳어져 있다. ㉠호흡도 길고 또 시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는 썩 괜찮은 작품이라고는 생각되나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최초의 느낌

은 지금껏 변하지 않고 있다.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인데/얇은 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네라>란 끝머리 부분도 얼마쯤 간지럽게 느껴져 영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다. 좋은 시란 저절로 외워지는 시라는 편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

지만 이 작품은 읽고 나서도 그 기표가 머리에 발로 남아 있지를 않는다. 노래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작품의 성격과 연관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승무」에 유보감

을 곁들이는 것은 시인의 「봉황수」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이다.88)

인용문에서 전문 독자는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승무」에 비해 「봉황

수」에 더욱 애착을 가진다. ‘세상의 정평’과 「승무」가 지닌 작품의 훌륭함

(㉠)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작품이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는 최초

의 느낌(㉡)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이 전문 독자의 입장이다. 그

리고 ‘느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자신의 판단에 관해 설

명하려는 노력을 덧붙인다. 세상의 정평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나의 의견으로

삼는다거나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 이외에도 이 전문 독자와 같이 세상의 정

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귀결되는 입장 또한 존

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상의 정평을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가운

데 언급된 이유들은 가치 있는 시에 대한 전문 독자의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인식의 경계 지점을 구체화한다. ‘감동 없음’의 최초

의 느낌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경계를 감지하

고 가치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본 연구는 특정 가치나 주제에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88) 유종호(1995),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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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 독자가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의 전환을 기

반에 둔 가치 판단 활동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

인가에 대한 판별의 차원뿐만 아니라, 학습 독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 체계가

포섭할 수 있는 경계 지점을 구체화하는 상상과 같은 활동의 양상이 포함된다.

이는 학습 독자가 자신의 시 수용에 기반을 둔 가치 판단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윤리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변별적 인식의 전략화

앞서 논의한 바 있듯 가치에 관한 문제는 대개 아예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항상 선(善)이고 참(眞)인 것으로 상정

되는 영역 내에서만 교류되고 또 내면화되는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학습 독자가 가치 판단 작용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가치에 관한

문제는 학습 독자에게 또한 배워야 할 지식의 목록으로 다가올 따름이며, 심지

어는 수용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하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자기화‧

내면화 과정이 가치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나 유사성을 기반에 둔 공감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감 자체가 지닌 철학적‧심리학적 한계에 대해서

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공감은 셸러(M. Scheler)의 논의에 따라 타자를 지향하는 행위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정작 셸러는 공감은 자타의 동일시가 아니라며 공감이 지닌

위험성에 대해 경계한 바 있다. 즉, 공감 자체는 가치에 무분별하므로 가치의

위계질서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선악 판단 능력이 없는 공감에 의존하여

행위를 결정할 경우 선을 보장받을 수 없다89)고 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감이 갖는 윤리적 한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의 가치 인식에 대

한 논의가 양자택일의 호오 판단이나 공감 여부로 가늠되는 능동적 활동의 주

89) 셸러뿐만 아니라 공감 자체가 윤리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데 프린츠(J. Prinz), 호
프만(M. Hoffman) 또한 의견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주영(2016),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연구 –셸러(M. Scheler)의 공감 윤리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pp.80-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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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는 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체계에 준하여 가치를 변별하는

안목으로서의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가치 인식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감정적 반응의 표출 여부만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결과가

반영된 언어적 구성물로서의 응답을 전제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에서 메타적으

로 인식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상태를 학습 독자의 가치 인식의 지향점으로 파

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 텍스트에 대해 언어로 외화된 사건을 접점으로 삼아 그것을

매개로 삼는 동기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독자의 주관성으로의 일방적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치에 관한 독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단편들

이 독자의 가치 체계에 기인하여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과

정이 궁극적으로 독자의 자기 구성적 인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갱신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가치 체계의 재편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

읽기의 결과가 유사성을 확인하고 그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매개

를 위한 접점으로서 유사성을 설정하고 연결된 대상들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과정을 통해 개시되는 현상이다. 가치 문제에 관한 주체의 선택이 수반된 응답

은 선택으로 인해 배제된 것에 관한 이해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기반

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시 읽기의 구체상은 시 텍스트의 의미

표지를 탐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의미 생성과 비교를 수행하여 시 텍스

트의 표지들을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섬세한 읽기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인

식과 판단의 방식을 결정하는 ‘윤리적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의 일면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이 체험의 방식으로 독자에게 윤리에 대한 감각을 일

깨우고 분열된 자아를 극복하게 한다는 점90)을 고려할 때, 시를 읽는 체험을

통해 독자가 포착한 편린들은 가치 문제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발현된 대상

이자 가치 판단을 추동하는 계기로서, 시 텍스트의 의미 표지들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 독자의 윤리 의식을 재인하고 재구성하며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

어진다. 이와 같이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에 관한 인식과 이를 매개로 한 자기

인식을 재구성하는 시 읽기 관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변별적 인식을 추

90) 우한용(1996), 앞의 논문,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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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윤리적 감수성이 비로소 시 읽기 교육의 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때 독자의 가치 체계를 경유한 인식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가치 문제 및 자기

의식의 재인과 재구성을 논하는 것은 독자가 개별 시 읽기 체험에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윤리 의식을 지닌 세계 속 주체라는 점을 상정91)하는 까닭이

다.

기실 가치에 민감하다는 것의 대척점은 가치 전체에 대한 맹목이나 가치 자

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어떤 종류의 가치감에 대한 맹목인 경우

가 많다. 이는 마치 수학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

학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감에도 교양의 유무가 있고

능력의 고저가 있는 것”92)에 대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 맹목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시 텍스트의 의미적 표지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읽

어내려는 독자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타자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되 이를 매개

로 하여 차이를 무화시키지 않는 시 읽기를 통해 윤리적 감수성을 기반에 둔

변별적 인식의 과정을 전략화하려는 시도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가치 문제를 다루는 성찰적 독자의 조명

문학교육에서 공감 논의는 학습 독자가 텍스트를 계기로 삼아 상상적 세계에

체험 주체로 참여하는 행위93)라는 전제를 공유하며 논의되어 왔다. 특히 부스

(W. Booth)의 논의를 비롯한 소설 텍스트에 대한 논의에서 내포 작가와 서술

자의 거리에 따른 서술의 신빙성 문제가 중요한 텍스트 조건으로 여겨져 온

것94)과 비교할 때, 시 텍스트에 대한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상호 융화의 측면이나 시적 발화를 1인칭의 발화로 여기고 텍스트 자체가 갖

는 서정성을 전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독자가 시 텍스트가 전하

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발화 주체인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관

91) J. Butler(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양효실 역(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pp.80-81.

92) N. Hartmann(1962), Ethik(4th), 이을상 역(2014), 『윤리학』, 지식을만드는지식, p.158.
93) 최지현(2007), 「문학 독서의 원리와 방법」, 『독서연구』17, 한국독서학회, pp.72-73.
94) 정진석(2011),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
구』42, 국어교육학회,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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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화자의 상황에 몰입하여 이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무화

하는 것을 전제하는 공감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우선은 화자의 발화

를 진정성 있는 발화로 수용95)하고 이에 충실히 따라가야 시 텍스트의 의미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는

공감과 거리 두기를 변별하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심리적 거리가 무화된

가운데 대상과 시선을 일치시키는 상태를 공감 상태라 한다면, 대상과의 합일

에서 벗어나 대상에 ‘대해’ 응시하는 상태를 거리 두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리라는 개념을 통해 독자의 시 텍스트에 대한 관계가 조정되는 일련의 작용

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이는 독자의 동일한 인식 작용에 대한 각기 다른 측면

에서의 설명에 불과하다. 독자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타자의 행위나 발

화를 ‘자기 자신 속에서 유추’한다는 점에서 타자가 또 다른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96)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이해가 스스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은 공감 논의에

내재하여 있는 한계로, 이타주의에 내재된 인간의 기만성97)과 같은 인간의 본

성 및 실천성이 부재하다는 인식적 한계98)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셸러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공감 능력이 언제든 비윤리적 행위로 발현될

수 있음에 주목하게 되면, 타자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주체를 앎으로부터의

95) 김남희의 논의에서는 문학 독서에서 이러한 태도가 코울리지의 유명한 표현인 ‘불신의
자발적 유예(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태도로 대변되면서 공감적 읽기의 강
력한 경로로 권장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남희(2018), 앞의 논문,
p.13 참조.

96) N. Hartmann, 이을상 역(2014), 앞의 책, p.46. 참고로 여기에서는 립스(Theodor Lipps)
의 견해를 언급하며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도덕적 직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97) 이글턴은 도덕감각 학파의 논의가 “상상계적 질서에서 어떤 감각이 내 것이고 어떤 감
각이 네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너의 쾌락을 기뻐하는 나의 쾌락이 타자를
배려하는 것인지 나를 배려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가
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에서, 퍼스(C. Peirce)나 골드스미스(O. Goldsmith) 등의 부정
적인 견해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T. Eagleton(2009), Trouble
with Strangers: A Study of Ethics, 김준환 역(2017),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 도서출
판 길, pp.47-50 참조.

98) 상론한 이글턴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지점에 대해 ‘타자와의 공감을 관능적 충족감이라
고 보는 생물체적 윤리학(creaturely ethics)은 그 자체의 참된 목적이 무아적 공감인지
이기적 충족감인지를 스스로 물어야만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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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지 못한다는 점99)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에

대한 반성과 그에 관한 극복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특히 시 교육에서 공감에 대한 논의는 시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방법적 측면

과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동일화를 통한 자기

경험에의 조회를 통한 이해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는 시 텍스

트라는 타자를 잘 이해했는지 여부나 이해의 심화를 위한 경험에의 조회 여부

의 확인에 그칠 뿐, 공감에 터한 자기화 과정을 메타적으로 점검할 여타의 기

준이나 방향성이 제시되기 어려웠던 점과 관련이 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 이론을 극한으로 밀고 나간

다 해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학

습 독자를 규정하는 관점을 전환하여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차

이는 주체를 다른 대상과 구분하는 전제 조건인 까닭에 소거시킬 수 없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차이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차이에 대한 학

습 독자의 태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거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는 학습 독자에 의해 파편

적으로 체험되어 언어적 구성물로 외화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주관성으로부

터 거리를 둔 ‘사건’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성찰 작용을 매개하는 사건은 주

로 윤리적 행위 주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응답 내용은 독자 나름의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둔 판단의 결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 문제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의 결과를 반영하

는 것에 해당한다.

특히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이 의식적 선택에 의해 추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도 이를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해당 가치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가치 체계를

대면하게 된다. 이처럼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전제한다는 점

에서 이러한 시 읽기의 과정은 차이를 지닌 대상을 섣불리 학습 독자의 주관

성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같이 시 텍스트에 대한 자의적 변형으로만 수반되는

99) 소병일(2015), 「공감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의 ‘공감(Mitleid) 윤
리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124, 한국철학회,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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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조명되지 못했던 또 다른 방향인 독자 자신을 향

한 자기의 재구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해가는 노력과 의지100)를 지닌 성찰적 독자에 관한 관점에서 학

습 독자를 조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차이를 전제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지

속적으로 추동해나가는 것은 대상을 유사성으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주체의 태

도와 관련된다.

이처럼 학습 독자를 ‘성찰적 독자’로 조명하는 것은 윤리적 실천의 관점에서

학습 독자에게 요구되는 ‘능동성’의 구체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타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의 논리가 무한 퇴행의 원리를 내포한다는 교육에

대한 철학자의 안목101)에 기대어 보면, 차이에 관한 설명 불가능성의 인식적

한계를 인지하는 시 읽기 경험은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재편하도록 이끄는

성찰의 방향성을 지향한다. 시 텍스트나 독자 자신으로의 동일화 여부가 아니

라, 시 텍스트 및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로부터 추출 가능한 특정한 가치 문제

에 관한 판단 내용으로 시 읽기 경험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를 가치

판단의 주체이자 자신의 시 경험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 독자로

정립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100) 이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시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련의 단어들(소통, 자폐, 난해시)
에 관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언어와 시에 대한 자기만의 소통 방식에만 당위가 부여되고
있다는 어느 시인의 지적을 상기해볼 수 있다. 언어로 이루어진 시는 소통을 전제로 하
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소통이 불가능한
(사실은 어려운) 시는 있어도 모두에게 소통이 불가능한 시는 있을 수 없다’는 언급은
‘너와 내가 소통이 안 된다고 다른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될 것처럼 과장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는 왜 나
와 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언제나 ‘나는 왜 이 시와 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병
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으로 향했던 질문을 나에게로 되돌리는 것은 나의 외재성
의 인식에서 모색될 수 있다. 작은 따옴표(‘ ’)로 인용된 부분은 김언(2019), 『시는 이별
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김언 시론집』, 난다, pp.188-202 참조.

101) J. Rancière(1987), Le maître ignorant. Cinq leçons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양창렬 역(2008), 『무지한 스승』, 궁리,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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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 양상과 지체 요인

본 장에서는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사건을 매개로 초점화한 가치 문

제에 관한 판단을 통해 자기 인식을 구축하는 양상을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먼저, 1절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시 읽기에서 윤리성이 발현되는

주요 계기들과 이를 추동한 작동 기제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나타나는 세부 양상들을 항목화한다. 이를 통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원리와 작동 기제에 관한 Ⅱ장의 이론적 논의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

하고 이론 차원의 추상화된 원리가 실제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어서, 2절에서는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양상으로부터 확인되는 예외적

현상들을 분석하여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를 추동하는 작동 기제가 부적

절하게 활성화되는 지점을 살펴 지체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이론적 논의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작동 기제의 활성화

조건과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원리를 보충하는 부차적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Ⅱ장의 이론적 논의를 보충하고, Ⅳ장에서의 교육적 실행 기반을 구안하기 위

한 준거로 삼았다.

1.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 양상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원리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시 텍스트와의 접점을 형

성하여 도출한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과 자기 구성적 인식의 과정을 추동하는

방법적 전략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리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습

독자의 윤리에 관한 자기 의식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에 관한

판단을 수행한 결과로서의 반응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습 독자의 시 읽기가 시 텍스트의 내용 파악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활동지는 학습 독자가 지닌 윤리에 관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의 인

식 작용을 이끌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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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이론적으로 구안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원리와 작동 기제는

수집한 활동지의 답변 및 반응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윤리성의 작용 양상을 분

석하기 위한 참조틀로 삼는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

기에서 윤리성의 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의 구체적인 부면들을 이론 차원의 추

상화된 원리의 세부 양상으로 제시하였다.

1) 사건 형성을 위한 매개 설정

익숙한 대상인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타자와 자기를 구별하고 차이의 일면을

지각하는 것은 윤리적 교섭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이해와 책임 있

는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물론,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공

통점을 확인하는 것은 시 텍스트와의 연결을 위한 접점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타자의 판단을 학습 독자의 판단으로 환원시키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

다. 비교를 통해 추동되어야 할 윤리적 교섭의 양상은 타자와 자기가 지닌 차

이의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접점을 세분화하고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는 일이다.

또한 학습 독자는 설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에 관하여 가치에 관한 자신의 인

식이 반영된 매개항의 선택과 도입을 통해 동기화의 방향 설정에 관여한다. 특

히 매개항의 선택에는 학습 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문제가 기반에 놓

인다는 점에서, 선택된 매개항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가치의 선택이나 변별적

구분과 같은 윤리적 감수성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학습 독자에 의해 표출되는 정서적 반응이나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 도입된

매개항은 설정된 사건에 대한 평가적 반응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는 인식의 거점이 된다.

(1) 자기와의 비교

학습 독자는 대면한 타자가 어떤 대상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시를 읽으면서

자신이 포착한 차이의 내용을 확인한다. 시 텍스트에 나타난 심리적 상태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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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표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화자의 처지는 독자가 포착해낸 타자가 지닌

차이의 내용에 해당한다. 차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은 학습 독자가 인식 주체인 자신과 인식 대상인 시 텍스트를 구별하

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화자는 외롭고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마지막 구절을 통해 어머니,

누나, 그리고 형, 즉 가족과 떨어져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많이

외롭고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가족과 떨어진 자신의 상황을 거미

라는 곤충으로 대신 표현하여 나타낸 것 같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

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

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

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자신이

가족과 떨어져서 너무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리운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후략) [활-E2-39-RT-수라]

시 <수라>1)는 혼자 방에 있던 화자와 방 안에 들어온 거미들 사이에서 일어

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화자의 처지에 대한 표지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는 화자가 거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며 그 일에 대해 ‘서러움’과 ‘슬픔’ 같은 정서적 반

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화자의 처지가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쓸쓸한 거미의

상황이 화자 자신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한다(㉡, ㉣). 이 학습 독자는 ㉢과 같

이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의 행동과 의도 및 그때 화자가 보인 정서적 반응

1) 다음은 시 <수라>의 전문이다. 백석, 고형진 편(2007),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p.
54.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 차디찬
밤이다 // 어니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거미가 왔다 /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
나는 또 큰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
러워한다 //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
서 아물거린다 /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
다 /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또 문밖으로 버리며 / 이것의 엄마
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
고 슬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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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출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심리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화자의 상황으로 전이시켜 추론한다. 그

결과, ㉠에서 보듯 시 텍스트 속 화자를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외롭고 고

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식별 결과는 시 텍스트의 일부 구절을 축자적으로 환언하고 추론하는

등 학습 독자가 선택한 시 텍스트의 특정 맥락에 비추어 재구성한 화자의 형

상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재구성한 화자의 형상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이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독자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차이를

지닌 타자와의 만남은 인식 주체인 자기에 대한 의식이 존재할 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식 대상으로 동화(同化)되거나 인식 대상에게 자신

의 관점을 그대로 전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 대상이 지닌 차이의 지점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미를 섬세하게 밝히기 위한 인식적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 전문 독자의 비평 텍스트2)에서는 이 학습 독자와 마찬가지로 ‘아

기 거미가 화자인 시인 자신의 분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당

대 시인의 작품 세계에서 이 작품이 갖는 ‘예외적인 모습’을 근거로 한다. 이

전문 독자는 이 시가 수록된 시집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인이 기

존의 작품 생산의 관습을 깰 정도로 화자가 유난히 감상적인 어조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인의 당대 작품 세계에 조회해봄으

로써 변별 지점이 발견되는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시 텍스트 속 화자의 처지

2) 다음의 발췌본이 이에 해당한다. 이숭원(2008),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pp.151-152.
“(전략)…우리는 여기서 이 아기 거미가 화자인 시인 자신의 분신에 해당한다는 생
각을 갖게 된다. / ‘가슴이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서럽게 한
다’, ‘슬퍼한다’ 등의 어사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비애의 감정을 강화하는 것은 『사
슴』에서 거의 유일한 예이다. 이러한 감정 표현의 어조가 시집 이후의 작품에는 더러
나타나지만, 『사슴』의 시편은 그야말로 “거의 鐵石의 冷淡에 필적하는 不拔한 정신을
가지고 대상과 마주선다”(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고 한 김기림
의 평에 부합하는 미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분명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감정 표현의 의사가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 시의 아기 거미가
시인 자신의 분신이며, 거미에 대한 연민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
다. 백석은 자신을 엄마와 형제를 잃고 헤매는 가련한 아기 거미로 본 것이다. 타자에
대한 동정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전환된다. 내 감상의 지평 속에서 이 시의 감상적인
어조는 그렇게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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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늠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의 평가적 반응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에서 전문 독자의 비평 텍스트와 같이 포착한

차이 지점에 관해 시인의 작품론을 아우르는 선명한 근거 제시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차이를 지닌 타자와의 만남을 매개하는 윤리적 행위 사건의 구성

과정에서 재구성한 화자만이 부각되는 상황은 학습 독자와의 연결 지점이 명

시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의 인식 기저에서 윤리적

감수성이 작동하여 지각해낸 차이의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

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연결을 위한 비교 지

점으로써 매개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익숙한 대상인 자기와의 비교는 낯선 타자에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대

상이 자기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식별 행위로 이어진다. 타자에 대해

의식하려 하지 않는 무관심이나 타자를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독아적 판

단과 비교할 때,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자기와 타자가 구분된 존재임을

지각하는 것은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윤리성

발현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표지라 할 수 있다. 자

기와 타자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비교의 지점을 분명히 하고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독자

의 입장을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교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행위가 수월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로 인식의 방

향을 옮겨오는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교섭이 수행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는 구체적인 인식과

행위 층위를 비교의 기준으로 공유하는 가운데 자기와 타자의 다름을 지각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양상이 확인된다.

 시에서 화자는 거미를 위한 행동을 한다. 나는 평소 그렇지 않다. 모기를 보면 잡아다

다리를 떼어 본다. 모기는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다. 왜냐하면 모기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날 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자는 달랐다. 거미가 멋대로 자신의 방에 들어왔음에도 불

구하고 거미를 위해 종이로 쓸어 보냈다.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밖에 보냈다. 화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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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이 돋보였다. [활-E2-10-RT-수라]

 차디찬 밤이 나와서 거미새끼를 내다버린 때가 밤이란 건 알겠지만 그 외에는 잘 모

르겠다. ㉤‘차디찬' 때문에 화자도 어려운 시기같고 그런 마음이 거미에게 담겨서 별 거 아

니라고 넘길 수 있는 거미들의 계속된 등장을 슬피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생명이

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란 걸 떠올리며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느낌이었다. 별거는 아니지만 ㉦항상 나는 곤충을 밖에 버릴 땐 종이 위에 올라오게 해서

버렸는데 그냥 그랬던 내 모습이 같이 떠올랐다. ㉧거의 같은 행동을 했지만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본 점이 신기했다. [활-E2-53-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 와 는 유사 상황에서 화자와 학습 독자 자신의 특정

행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차이를 변별해내는 식별의 양상을 보인다. 먼저 반

응 텍스트 에서 학습 독자 E2-10은 거미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와 평소 모

기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비교한다. 거미를 위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밖에

보내는 행동을 한 화자와는 달리, 모기가 자신을 문 행동에 대해 보복하는 학

습 독자의 행동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학습 독자는 자신과 화자가 각기 다

른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둘 중에서 화자의 행동이 윤리적이라는

판단에 도달한다. 두 대상 간 차이를 감지하고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일 수 있는 행동을 판별함으로써 판단 기준이 간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비교 대상 중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일 수 있는 행동을 판별하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에 관한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 학습 독자

는 모기와 상호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대상인 모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방에 멋

대로 침입한 거미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보드

라운 종이에 받아 밖에 보내는 화자의 행동은 거미를 위한 행동이자 윤리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두 행동 가운데 각 주체가 대상과 설정하고 있는 관계의

성격을 비교하였을 때 나 아닌 타자를 위하는 화자의 관계 맺음이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바탕에 둔 것이다.

그런데 비교 지점만을 발췌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의 구체적인

맥락과 연결지을 때 이러한 비교 행위는 판단의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치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응 텍스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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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의 대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한 행

동이 나타나게 된 인식 과정에 대한 비교로 심화해가는 양상이 나타난다. 구체

적으로 학습 독자 E2-53은 화자가 거미를 ‘가볍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

는 태도(㉥)가 드러나는 행동으로서 ‘종이 위에 올라오게 해서 버리는’ 행동

(㉦)에 주목한다. 이 학습 독자는 ‘차디찬 밤’이나 ‘슬피 여기고 있는 것3)’(㉤)

과 같은 표현을 화자의 행동과 태도의 기저에 놓인 정서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표지로 삼고 있으며,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곤충을 밖에 버릴

때 ‘종이 위에 올라오게 해서 버리는’ 행동(㉦)을 화자와 공유함으로써 시 텍스

트와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다만 이 접점을 매개로 화자의 인식 과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으로 이

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화자와 행동이 동일하지만, 대상과의 관

계 맺음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반응 텍스트 에서 학습 독자와 화자 간의 비교는 유사한 행동

을 할 때 대상에 대해 보이는 주체의 태도로 초점화된다. 반응 텍스트 의 학
습 독자가 표면적으로 제시된 행동상의 비교를 통해 둘 중 비교 우위를 가늠

한 것과 대응해볼 때, 동일한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반응 텍스트 의
학습 독자는 비교의 층위를 다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화자가 보인 행동의 기

저에 놓인 감수성의 차원을 지각하고 있다. 거미들이 계속 등장하는 사실에 대

한 인지가 화자에게 왜 슬픔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화자가 거미를 내다 버

릴 때 특별히 보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같은 가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비교의 준거로 삼음으로써, 이 학습 독자는 화자가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때, 표면적으로 드

러나는 행동의 기저에 놓인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형성한 구체화된 맥락은 화

3) 연구에 참여한 한 교사의 윤리성 판단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버리던 화자가 거미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
을 깨닫고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가족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지점이 윤리적
이라고 생각함. 대상에 대한 공감(또는 연민)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떠올리
고, 그를 지향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장 윤리적인 시라고 판단함.[활
-P-8-EJ-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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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섬세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화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화자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지만 행동의 이유를 ‘그

냥’(㉦)이라고 설명한 학습 독자 E2-53의 태도는 ‘신기했다’(㉧)에 담긴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학습 독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 살펴볼 수 있는 비교 지점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리하면,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는 익숙한 대상인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시 텍스트와의 연결을 위한 접점을 마련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때 중요

한 것은 공통 기반에 해당하는 접점이 그 자체로 동화의 전제로 활용되는 것

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차이의 지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식의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교될 만한 대상으로 자기 자신

을 설정함으로써 가치 판단을 추동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는 두 사태 간 비

교 우위를 판정하는 양상으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비교의 층위를 다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치 문제의 발견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가치 기반의 매개항 설정

여기에서는 학습 독자가 가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매개항을 도입하여 사건

형성에 활용하고, 매개항이 표상하는 가치를 판단을 위한 기준점으로 삼는 양

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시 텍스트로부터 포착한 차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

한 매개항의 선택에는 학습 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관한 인식이 반

영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감수성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텍스트의 상

황에 관한 판단의 기준점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독자의 매

개항 선택은 판단에서의 가치 문제에 관한 초점화 방향을 결정한다. 매개항으

로는 다음에서와 같이 유비적 관계에 기초한 은유 도식이 설정되는 양상이 나

타난다.

화자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죽어가는 비둘기를 발견한다. ㉨나는 ‘감전된 듯’

이라는 표현에서 비둘기가 전깃줄에 걸려 감전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동차’, ‘에어컨’ 등

을 인류의 현대 문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통해 ㉩[인간의 기술 발달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을 나타내며, 이를 외면하는 인간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깃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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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은 정작 인간인데,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동물이었다.] 실제로 시

속의 화자도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뒤에서 자동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으므

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다.’와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도망자처럼 멀어져가고 있었

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고 있었고 차 유리문을 다 닫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았다.’

의 구절에서 ㉪자신이 도망치는 것을 뒤에 오는 자동차 때문이라며 합리화하고, 에어컨과 차

창문 때문에 비둘기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며 그의 고통을 외면했다. [활-E2-21-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E2-21은 ‘(기술이 발달된) 현대 사회’라는

은유 도식을 매개항으로 도입하여 공유된 맥락을 설정함으로써, 화자와 비둘기

의 관계를 인간과 동물의 구도로 보는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며, 시 텍스

트의 다른 표지들 또한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여 ㉨과 같이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 학습 독자가 ‘현대 사회’라는 매개항을 도입한 선택 행위의 기저에는 기술

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혜택을 받아가지만, 그 혜택과 아무 상관없는 동물은 그

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 인간과 동물 두 집단이 맺

고 있는 관계는 둘 중 어느 한쪽에만 고통과 희생이 강요되는 관계라는 점에

서 문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설정한 구도에서 인간은 동물에게 부여되는 고

통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기술 발달이라는 행위가

가져올 이해관계에 비추어볼 때 인간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판단은, 혜택은

누리면서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위반’ 행위로 인식한 결과를 반영

한 것이다.

이처럼 도입된 매개항에 부여된 학습 독자의 가치 지향은 인간과 동물의 관

계를 지배 관계로 설정하고 인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관여한다.

특히 책임을 ‘위반’하는 존재로 인간을 인식하는 태도가 매개항에 대한 가치

지향으로부터 맥락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도출된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개항의

설정은 학습 독자가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비교 대상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매개항의 도입 자체가 학습 독자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도입 당시의 가치 지향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보긴 어렵다. 사건의 구

체적인 맥락이나 시 텍스트의 의미 표지들과의 조회를 통해 적절성이 판단되

고 이를 반영한 ‘조정된 가치 지향’이 결과로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매개항과 사건이 지닌 공유 지점에 대한 자기 인식을 정련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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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반응 텍스트에서는 매개항으로부터 현대 사회라는 단일한 의미

만을 발견하고 가치 지향 또한 이분법적 구별에 근거한 비판적 태도만을 대상

으로 삼았지만,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매개항에 대한 가치 판단에 변화

가 나타나거나 매개항으로부터 다의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동기화 또한 다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질주>에서는 차 속에서 질주하고 있는 ㉫화자와 도로 한복판에서 죽도록 남겨진 장애

를 입은 비둘기가 등장한다. 화자는 이 비둘기를 발견함에도, 질주하는 도로의 차들 때문

에 멈추지 않는 질주를 계속한다. ㉬비둘기는 우리 사회 속에서 도태되는 억압(받는:인용

자 주)계층을 상징한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한시라도 멈추면 도태되거나 경

쟁자에 의해 치이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억압계층에 대한 외면을 상징한다.]

㉮비둘기가 가진 장애는 사회 속의 억압자들이 그에게 태생부터 강요한 핸디캡, 불평등

격차를 의미한다.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인가? 바로 ㉯평화의 상징이다. ㉰평화의 상징인

동물이 도심의 도로 속에서 더럽혀지고 버려지는 모습을 통해, 억압계층, 노동자 계층을

억압하는 사회에게 평화란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화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에어컨과

창문은 사람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마약, 사회 속 부조리로부터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종교, 부조리한 언론 등을 의미한다. [활-M2-32-RT-질주4)]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학습 독자들은 특정한 가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을 매개항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습 독자 E2-21과 같

이 특정한 맥락인 ‘자본주의 사회’를 도입하면서도 관찰 대상인 비둘기에 초점

을 맞춰 상황을 의미화하고, 매개항의 상징적 의미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학습 독자 M2-32는 비둘기가 ‘한쪽 날개만을 푸득거리’는 모습으로 묘사된

4) 다음은 시 <질주>의 전문이다. 최승호(1999), 『그로테스크』, 민음사, p.21.

｢저것 봐요! 비둘기가 죽어가요｣ 아내의 다급한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둘기가 하늘에 걸려 기우뚱한 채 한쪽 날개만을 푸득거리
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뒤에서 자동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
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다. 감전된 듯 푸득푸득거리면서 비둘기는 점점 등뒤
로 멀어져 갔다.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도망자들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
고 있었고 차 유리문을 다 닫고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절규도 그 어떤 울부짖음도 들
려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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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근거로 삼아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맥

락에서 이는 ‘억압(받는) 계층’(㉬)으로 의미화된다. 비둘기의 ‘장애’는 선천적인

능력의 격차와 강요된 구조적 불평등(㉮)과 같이 불가역적인 상황까지도 예기

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학습 독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둘기에 대응되는

억압받는 계층이 결국 도태되거나 외면될 것(㉭)이라고 인식한다. 지금까지의

의미화는 비둘기에 대응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억압받는 계층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에서 보듯 이 학습 독자는 비둘기의

상징적 의미인 ‘평화’를 들여오면서 유비 관계에 놓인 억압받는 계층이 처한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평화’라는 상징적 의미는 인식 대상인

비둘기의 처지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도

심의 도로 속에서 더럽혀지고 버려진’ 존재(㉰)로 변한 의미상의 낙차에 주목

하게 한다. 이러한 낙차를 통해 학습 독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마저 더럽혀

지고 버려진 존재가 된 사회에 대해 ‘평화란 없을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예상하는 인식의 방향으로 맥락을 형성한다.

기실 학습 독자 M2-32가 들여온 매개항이 지닌 ‘평화’라는 상징적 의미는 그

개념이 표방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비둘기와 유비 관계에

놓인 억압받는 계층에 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표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학습 독자는 가치가 부여된 상징 의

미를 과거의 영광에 위치시키고 현재의 비관적인 상황과 대조시킴으로써 비둘

기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치 기반의 맥락을 형성하였

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매개항과의 은유 도식적 연결은 공통점 또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두 대상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전제할 뿐,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도 평화라는 상징적 의미에 담긴 가치 지향으로

사건의 의미를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의 의미 표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사건에 대한 학습 독자의 입장이 정향된다.

이상으로 볼 때, 매개항을 도입하여 윤리적 행위 사건의 설정에 구체적인 맥

락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의 연결 지점을 구체화하고 세분화

하여 학습 독자의 가치 판단이 수행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

할 수 있다. 매개항 자체가 가치 지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입한 매개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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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하거나 수용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가치 지향 자체를 의미화하여 사건

을 보다 구체적으로 맥락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택된 매개항에는

가치 지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독자가 그에 대한 평가적 반응에 주

의를 돌림으로써 윤리적 행위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 경향을 메타적으로 지

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 독자가 도입한 매개항 개념 자체에 축적된 가치 의미는 윤리적

행위 사건을 조명하는 방향성을 제공하지만, 사건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 가치

의미가 자기 또는 타자를 대체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개항에 대해 학습 독자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치 지향이 타자에 대한 인식으로 곧바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

유된 유사 지점 외에 존재하는 차이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하는 것을 기

본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

매개항의 선택과 도입에는 학습 독자가 가치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 해당하는

가치 지향이 반영된다. 이러한 가치 지향은 매개항에 대한 학습 독자의 평가적

반응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는데, 그 자체가 가치 판단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매개항의 설정을 통해 유발된 학습 독자의 평가적 반응은 가

치 판단을 위한 특정 기준의 추출이나 가치 문제의 구체화를 위한 기반이 되

며, 이는 추출된 가치 기준을 근거로 상세화한 의미들의 가치 우위를 선별하는

데에도 작용하게 된다.

(1) 가치 기준의 추출

학습 독자는 자신이 설정한 사건에 대해 매개항의 가치 지향을 그대로 가치

문제로 전환하여 그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판단을 잠시

지연하고 매개항을 의미 맥락으로 들여와 가치 문제를 초점화한 후, 가치 기준

을 근거로 판단하기도 한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는 가치 지향이 언어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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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매개항의 도입으로 인해, 학습 독자가 상상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들의

연결을 거쳐 가치 문제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가치 기준을 추출하는 양상이 나

타난다.

이 시는 무언가 나의 시선을 끄는 점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다. 다

만, 그저 다른 시들보다 더 감각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내 눈앞에 그려주었을 뿐이다. ㉠[무

언가 여리면서도 청순한 한 여자의 이미지, 그리고 그런 여자를 걱정하는 남자의 이미지

말이다.] 화자는 무언가 결핍된, 죽어가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놓지 않은 심경에서 이런 글

을 쓴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시를 통해 화자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관계의 아름다움에 대

해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무언가 시험 기간에 책상에서 잠든 친구의 몸에 담요를 덮어주는 다른 친구의 모습이 떠

올랐다. [활-M1-46-RT-병원5)]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이 학습 독자 M1-46은 설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으

로부터 떠올린 이미지를 ㉠과 같이 표현한다. 이미지는 다소 추상적으로 형상

화되어 있지만, 화자가 처한 간절한 상황에 대한 상상과 그 상황에 관한 학습

독자의 평가적 반응이 더해져 ‘생명의 아름다움과 관계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로 수렴된다. 이 학습 독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윤리적인 것의 상6)을 고려

할 때, ㉠의 이미지에서 주목할 만한 행위는 여자를 걱정하는 남자의 태도에서

5) 다음은 시 <병원>의 전문이다. 윤동주, 홍장학 편(2005),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
지성사, p.106.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
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 나도 모
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
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
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
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6)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를 봤을 때 도와주는 것[활-M1-46-MM]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남을 생각하는 것[활-M1-46-MMEJ]
․타인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윤리적이라고 느꼈다.[활-M1-46-EJ-1-병
원]
․비둘기의 절규를 모른 체하는 모습이 비윤리적이라고 느꼈다.[활-M1-46-EJ-2-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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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태도가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귀결

되는 점은 이 학습 독자가 타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도인 ㉡은 학습 독자가 형성한 이미지로부터 추

출된 것이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여기에

서는 다른 이미지로의 연결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지로 표현된 주체의 공통

된 태도로부터 가치 기준을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을 위하는 태도가 곧 ‘관계의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윤리적 상이

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태는 다시 ‘시험 기간에 책상에서 잠든 친구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광경’(㉢)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된다. 즉, ㉠에서 여자를 걱정하는 남

자의 이미지가 곧 ㉢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친구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이미지와 상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상적 연결’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을 유사성을 바탕에 두고 연결한

대응이 아니라, 초점화된 가치 문제에 맞추어 적합한 상황을 구성하는 학습 독

자의 의식적 작용이 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학습 독자가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대응시킬 수 있는 이미지의 내용은, 자신 또한 시험 기간이라는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에 상응한다. 이러한 이미지로의 상상적 연결은 문제 구도를 초점

화하고 그에 걸맞은 상황을 상상적으로 구성해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 상황을 변별적으로 인식하고 그 적합성을 검토하는 학습 독자의 윤리적

감수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학습 독자 M1-46과 같이 이미지로의 상상적

연결에만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상적 연결에는 ‘관

계의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부각하는 것인지, 학습 독

자의 가치 체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미지를 형성

했다 하더라도 연결을 매개하는 가치 기준이 명시적인 언어로 추출되지 않은

채 상상적 연결에만 머물게 되면, 연결의 공유 지점인 가치 기준 외에 각각의

이미지가 지닌 변별적인 특징이 다루어지지 않아 이미지들의 나열로만 이어지

는 자기 인식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치 기준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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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언어로 추출하고 나열된 이미지들의 차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

정이 요구된다.

한편, 매개항의 도입 과정에서 가치 기준을 추출하도록 하는 계기 중의 하나

는, 시 읽기와 관련된 장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백석의 시 ‘수라’에서는 거미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서러움과 슬픔을 토로한다. 시

전체에 거미가 세 번 등장하는데 새끼 거미와 어미 거미 그리고 갓 깨어난 어린 거미이다.

화자는 이 거미들을 방 밖으로 쓸어버리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데 이를 통해서 ㉣가족 그

리고 부모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과 자신의 외롭고 기댈 곳 없는 처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중략)… ㉤따뜻한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 밖에 가서 새끼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 화자의 생각이다. ㉥이는 시인의 경험, 살아온 배경

에서 비롯되었을 생각일 것이다. 시인은 과거에 가족을 잃거나 가족과 홀로 떨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화자에게 거미는 생명, 그리고 어느 다

른 거미의 가족으로서 인식되는 존재이며, 여기에서 화자의 생명을 생각하는 윤리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화자가 어린 거미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 어린 거미의 처지에 공감했기 때문

일 것이다. ㉧손을 내민 행위는 동병상련의 정이기도 하지만 어느 거미를 방 밖으로 쓸어

버려 거미 모자를 생이별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 역시 화

자의 측은지심 그리고 미안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행위이다.…(후략) [활-M2-12-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와 관련하여 학습 독자 M2-12는 활동지의 다른 문항에서,

화자가 자신의 행위가 거미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 윤리적

인 감정인 동정,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활-M2-12-EJ-1-수라)는 점에서 윤리적

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7) 그런데 이때의 ‘화자’가 누구

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

서 화자는 학습 독자가 설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의 맥락을 포괄하는 의미적

7)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 가치관, 윤리의식, 직업윤리[활-M2-12-MM]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활-M2-12-MMEJ]
․거미 새끼 하나를 쓸어버린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화자가 관찰한 큰 거미
가 슬퍼한다고 인식하며, 동정, 연민 등의 감정을 내비치고 있으므로 화자는 윤리적
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활-M2-12-EJ-1-수라]
․윤리적인 행동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구절 혹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고향의 정겨
움을 표현한 시 같다.[활-M2-12-EJ-2-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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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식적 장치로 기능하는 서술 주체(㉣)이자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실제 시인이 투사된 존재(㉥)이며, 학습 독자가 구성한

윤리적 행위 사건과 관련된 시 텍스트의 상황 속 시적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

게 다양한 층위에서 혼재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규합한 존재로서의 화자에 대

해 학습 독자가 각각의 층위를 변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서술 의도

(㉣)나 실제 시인의 처지(㉥) 각 층위에서 목소리들을 구체화하고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부터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는 과정에서 ‘시 텍스

트의 소통구조’와 같은 학습 독자의 장르 지식은 시적 상황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지연시킬 수 있

다. 학습 독자 M2-12는 화자를 ‘시적 인물’로 간주함으로써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행위나 태도 등을 집약한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 표지들을 종합하여 그

기저의 의식적 지향을 상상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 텍스트를 재구

성한다. 추론을 통해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화자의 생각’(㉤)에서 거미는 가족

을 지닌 존재로 구체화해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고, 이런 생

각을 할 수 있는 화자에 대해 학습 독자는 어린 거미에게 손을 내민 행동이

미안함과 같은 감정적 반응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읽어내어 그 행동

에 맥락을 부여한다. 이렇게 부여된 의미의 맥락에서 화자의 행위는 ‘생명을

생각하는 윤리 의식’과 ‘동병상련과 미안함’의 방증으로 의미화되는데 이는 이

학습 독자가 이 시의 화자를 윤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습 독자 M2-12의 반응 텍스트에는 화자의 태도를 윤리적이라 평가할

만한 표지가 발견되지만, 이를 현상적으로 기술할 뿐 자신과 연관을 맺거나 구

체적인 평가적 반응을 덧붙이지는 않고 있다. 일례로 거미를 생명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생명 윤리 의식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한 화자의

태도가 학습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윤리성

에 대한 자기 인식을 환기함으로써,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대해 가치를 판단

하는 기준을 추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학습 독자의 정의

적 반응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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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 독자의 정의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적 감수성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8) 학습 독자 M2-12는 시 텍스트를 읽기 전

에는 ‘도덕’, ‘가치관’, ‘윤리 의식’, ‘도리’ 등 추상적 개념 차원의 기준을 설정했

지만,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치 문제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였

다. 해당 가치 기준의 내용으로는 화자의 행동이나 감정에서 드러나는 ‘생명

윤리 의식’과 같은 인지적 차원이나 ‘동병상련과 미안함(연민)’과 같은 표현에

서 드러나는 정의적 차원이 포함되는데, 특정한 정의적 반응으로 나타내진 않

았지만, 시 텍스트를 통해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

응되는 표지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이 학습 독자의 인식

작용은 자신이 판단의 주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 독자 M2-12가 시 텍스트에 제시된 표지들을 바

탕으로 화자의 생각을 재구성한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 다소 불편하더

라도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방 바깥이, 안락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방 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이때의 판단은 구체

화된 가치 기준과 관련하여 다층적으로 설정된 주체의 관점에서 상황 각각에

대해 화자의 행동이나 감정의 파편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될 것인지를 종합하

여 화자의 판단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 독자만의 자의

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시적 소통구조에 의거한 다층적 목소리들을 고려하여 가치 판단 과정에

관여시키는 것은 학습 독자가 타자와의 동화될 수 없는 거리를 인식하게 한다

는 점에서 타자가 지닌 변별적 자질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방지하

는 방법이 된다. 이는 학습 독자 M2-12의 사례에서 주체별 상황을 고려한 상

상적 추론의 결과를 복합적으로 수렴하는 것과 같이 대상에 대한 공감적 반응

을 기반에 두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례와 같이 감정

적 반응을 매개로 사건을 설정하는 장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전략)…이 시는 ㉨화자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거미 3마리를 통해 해체된 가족

8) 이러한 진술에는 정의적 반응의 표출이 곧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는 역의 명제도 포괄한다. 즉, 특정 표지의 출현만으로 학습 독자에게서 일어난 윤리
적 감수성 기제의 작동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 99 -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화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 데에는 화자 개인적인 경

험이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

하게 된 ㉩화자는 거미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가족 공동체

를 해체시킨 원흉에 대한 미움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처

음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쓸어 버렸지만 쓸어버린 거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거미들이 나

오자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거미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화자 자신이 거미처

럼 가족과 이별했기에 자신이 거미처럼 가족과 이별했기에 거미를 보고 더 가슴이 메였을

것이다.] 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내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분양을 받

으러 갔었다. 갓 태어난 강아지를 어미 개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했더니 어미 강아지가

구슬프게 울어 분양을 받지 않도록 결정한 기억이 난다.] ㉮나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 아팠는데 백석 시인처럼 자신의 모습을 투

영하며 그 광경을 보았다면 더 서글펐을 것 같다. …(후략) [활-M2-17-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M2-17은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상황에

놓인 거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화자의 정서적 관여에 주목한다.

이는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 학습 독자는 슬픔(㉨), 죄책감(㉫),

미안함(㉬) 등의 화자의 감정적 반응을 매개 지점으로 삼아 시 텍스트에 자신

의 경험(㉭)을 들여오고, 이를 통해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화자가 해체된 거미 가족 공동체의 모습에 죄책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매개로 한 이입에 도달했듯 학습 독자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이라는 표지를

띤 기억(㉭)을 통해 감정적인 관여의 맥락적 거점을 마련한다. ‘갓 태어난 강아

지’ 입양을 포기함으로써 실제로 이들 가족을 분리하지 않았음에도 이 학습 독

자는 ‘구슬프게 우는’ 어미 개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경험’을 떠올린다. 유사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자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보고, 그

에 더욱 격하게 감정적으로 연루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으로 공감을 중심으로 한 감상에서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 낯선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황적으로 매우 유사점이 많은 경험을 연결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독자 M2-17이 ㉮에서 보듯 화자와 자신의 감정적 반

응, 더 나아가 시인과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는 점이다. 학습 독자는 가족과 헤어진 경험을 지닌 것으로 추측되는 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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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에서의 서글픈 감정과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시 텍스트의 상황에서

화자가 느꼈을 슬픔의 감정에 대해 상상적으로 재구성한다. 화자와 학습 독자

는 둘 다 마음 아픔을 느끼지만, 거미 세 마리를 떨어뜨려 놓은 화자의 아픔과

구슬프게 우는 어미 개의 모습에 강아지 입양을 포기한 학습 독자의 아픔이

서로 같지 않으리라 추론한다.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적 반응을 화자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도록 하는 비교 지

점으로 활용하며, 또한, 화자가 아픔을 느끼는 대상인 거미의 상황과 시인의

상황이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함으로써 학습 독자가 느낀 감정과도 구분해낸다.

이처럼 학습 독자 M2-17은 다층적 목소리들과 자신의 경험을 종합하는데, 이

들이 동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언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감정이라는 점을 전

제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 상상적으로 추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습 독자 M2-12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습 독자 M2-17의 반응 텍스트에서

도 익숙한 나의 경험으로 환원시켜 타자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타자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타자에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긴 하지만, 익숙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자가

지닌 차이를 무화시킬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황적으

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체험하게 되는 양상의 결이 오롯이 같다고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유사한 지점을 초점화하되 상황적 차이를 고려

하고 자신의 판단은 화자의 판단을 추론하기 위한 비교 지점으로 활용하는 것

이 추출한 가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적합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학습 독자들은 매개항의 도입을 통해 설정한 사건으로부터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고, 그로부터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인 가치 기준을 추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 읽기와 관련된 장르 지식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

다. 추출한 가치 기준과 관련하여 학습 독자들은 가치 지향을 반영한 유사한

이미지를 연결해내거나 중층적인 목소리들의 의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에 반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대상과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는 상태를 실행 기반으로 삼으며, 이는 화자의 감정적 반응을 매

개로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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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문제의 구체화

앞서 살펴본 가치 기준의 추출 양상이 먼저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

시키는 가치 판단의 과정을 전제한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대상에 관한 더욱 구

체적인 이해를 위해 가치 판단을 잠시 지연(遲延)시키고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하여 행위 맥락을 복원해내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가치 판단의 양상을 살펴

보도록 한다.

‘질주’라는 최승호 시인의 시에서 화자는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다. 즉, 배경은 도

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한 것 같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변명을 한다.

화자는 비둘기가 다쳤다는 아내의 말도 듣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비둘기를 자동차

로 지나쳤다. 그리고는 차의 창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 ⓓ위안을 삼는다. 그러나 화자는 듣지 못했어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비

둘기의 퍼덕거림을. ㉡㉰시인은 타인의 고통을 보았음ⓕ에도 ⓖ모른 체하는 사람들을 ⓗ

비꼰 것이다. [활-M2-10-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시 텍스트에서 진술 주체가 설정된 방식을 고

려하여 시인 또는 화자의 의도를 재구성할 때, 행위 맥락을 재구성하는 주체로

서의 학습 독자의 존재는 은폐된 채 나타나기도 한다. 학습 독자는 ㉯과 ㉰에

서 보듯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는데, 이를 위해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행

위의 맥락을 복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학습 독자는 시인과 화자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가운데 자신이 재구성한 행위 맥락을 시인의 의도에 대응(㉯)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복원된 행위 맥락은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의 상황 그대로라

기보다는 학습 독자에 의해 포착된 행위 표지들을 재구성한 것에 해당한다. 표

면적으로는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관해 시인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지만, 판단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채 복원된 행위 맥락에 대한 평

가적 반응이 ⓐ～ⓗ와 같은 언어적 표지들로 드러나 있어 이를 통해 학습 독

자의 가치 판단 내용에 대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 <질주>에 나타난 서술방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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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질주>에는 화자인 ‘나’가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일이 시상 전개의 중심에 놓이므로 행위보다는 서술 주체로서

의 화자의 기능이 강조된다. 이때의 화자는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거나 비둘기

에 대한 심정을 포착할 수 있을 만한 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이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 또한 ‘자동차를 타고’, ‘아내의 말도 듣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 ‘비둘기를 자동차로 지나쳤다’, ‘차의 창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울부짖음을 듣지 못한 것’과 같이 주로 행위 동사를 통해 화자를 설

명한다. 다만 화자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도망자’로 인식하는 구절이 제시되어

있어, 이 시를 선택한 학습 독자 M2-10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에 제시된 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화자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나

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지나친 것인지 둘 중 어느 한 편을 택해 자신의 반

응을 표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습 독자 M2-10이 시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대

하여 ‘변명(ⓑ)’이라 단언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두 관점 중 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습 독자에게 이 구절이 화자가 비둘기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 ‘외면(ⓐ)’하고 ‘모른 체(ⓖ)’했던 자신의 행동

에 대한 일종의 ‘위안(ⓓ)’이자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지닌 행위

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적 반응에는 학습 독자가 화자를 ‘비꼼(ⓗ)’

의 대상으로까지 격하시켜 바라보는 태도가 반영된다. 판단의 주체는 표면화되

어 있지 않지만, 이 학습 독자는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

영한 표지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대한

학습 독자의 태도는 화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이 시가 독자에게

주는 효용에 대해 윤리적 가치를 부여9)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 M2-10은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의 행동 자

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 시를 읽는 독자가 화자의 행동에

비추어 더 나은 행동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에 윤

9) 학습 독자 M2-10이 작성한 활동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타인의 고통을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지나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 때문 [활
-M2-10-EJ-1-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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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시적 소통구조를 고려함으로써 가치 문제를 판단

하는 범위를 확장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 학습 독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참

여한 중등 교사들에게서도 이러한 양상10)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실제

독자와 내포 작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학 텍스트의 소통구조11)에 관한

독자들의 인식이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의 국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계기

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가치 문제의 구체화를 통한 판단은 시인이나 화자의 의도를 재구성하

는 과정을 거쳐 가치 기준을 발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매개항의 도

입을 통해 추출한 가치 기준이 곧바로 가치 문제를 판단에 적용되는 것과 비

교할 때, 가치 문제의 구체화 과정은 즉각적인 기준의 적용을 지연시킨 가운데

가치 기준을 시 텍스트에 환류시켜 봄으로써 판단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기준

자체를 정련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최승호 시인의 ‘질주’가 가장 윤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

략)…비둘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찻길이라 멈출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

며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도망자들처럼 멀어져가고 있었

다’라는 구절로 보아 이 화자는 ㉢비둘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피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그냥 지나치는 자신의 모습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였

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어떤 대안이나, 실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

한 채, 가던 길을 마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차의 창문도 모두 닫혀 있어 비둘기의

모습을 회피하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후략) [활-E2-04-RT-질주]

 (전략)…화자는 이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우리

가 빠르게 도망자들처럼 멀어져가고 있었다.’와 비둘기의 절규, 울부짖음 등을 나타낸 것을

보니 ㉥편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망자’라는 것이 애초에 양

10) 이러한 양상을 보인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윤리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대상(비둘기)을 타자화하여 외면하
는 화자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그 평가가 독자에게 전이되어 스스로를 성찰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설-TM-06-EJ-1-질주]
· 화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 내지는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들에 비해 가치 판
단의 폭이 넓다고 생각한다. [설-TH-13-EJ-1-질주]

11) 김남희(2018), 「문학 독서의 ‘거리 두기’와 비판적 읽기」, 『새국어교육』116, 한국국
어교육학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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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비둘기의 절규와

울부짖음은 비둘기의 아픔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비둘기의 아픔을 잘 알면 충분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터이다. 결국 화자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둘기를 위한 마

음이 있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둘기를 지나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도 보통 동물이 길거리에 위험하게 놓여져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라

고 생각한다. …(후략) [활-M1-33-RT-질주]

시 <질주>를 대상으로 한 두 반응 텍스트는 모두 화자가 느끼는 ‘양심의 가

책’과 ‘도망자’로서의 자기 인식의 관계에 주목하지만, 상반된 판단 결과를 보

인다. 그 이유는 화자의 자기 인식이 인용문 에서는 화자가 비둘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둘기의 모습을 회피하려

는 의도(㉢)로 구체화되고, 인용문 에서는 화자가 비둘기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한 마음(㉥)이나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구체화되어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텍스트 표지에 주목했

지만 초점화된 가치 문제를 둘러싼 맥락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것은 화자라는

타자를 조망하는 두 학습 독자의 위치가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시 <질주>의 원문에는 화자의 뉘우침이나 슬픔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적인 표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서술 주체인 화자가 곧 아내와 함께 자동차

를 타고 있는 ‘나’라는 사실 또한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학습 독자에게

화자는 인물보다는 서술 주체로서 두드러지게 인식될 수 있다. 인용문 의 학
습 독자는 시 텍스트로부터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화

자의 태도가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곧 이 시의 화자를 ‘슬픔

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에서 보듯 ‘없

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한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이러한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 학습 독자의 가치 기준은 시 텍스

트에서 화자의 정서적 연루를 확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로 시 <수라>에는 미안함을 드러내는 정서적 표지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근

거로 학습 독자는 이 시를 윤리적이라고 평가12)한다. 즉, 이 학습 독자는 자신

12) 이 학습 독자 E2-04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거미같이 작은 것에도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였고,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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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한 가치 기준인 정서적 연루 표현의 등장에 따라 시 텍스트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 독자의 가치 판단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점에서, 초점화한 가치 문제

와 가치 기준은 교섭되어야 할 차이의 지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의

관점으로 여겨져야 한다. 화자라는 장치를 매개로 전달되는 시 텍스트의 발화

특성상 화자의 성격과 발화 방식에 따라 발화 내용 층위와 발화 행위 층위는

중층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발화 내용의 표면과 이면 간의 어긋난 서술로 인

해 표현 효과가 나타나는 아이러니 시나 모더니즘 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시

의 소통구조를 고려할 때 주체의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 서술 층위의

특성이 곧 주체에게 정서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

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발화 내용상 주체이자 발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한 ‘나’에 의해

전달되는 ‘도망자’라는 자기 인식은 이러한 발화 내용과 발화 행위의 이중적인

구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의 학습 독자에게는 전자의 경우만이 고려

된 층위의 진술 명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출한 가치 기준에 근거한 판단

은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경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습 독

자 E2-04가 설정한 것과 같이 시적 소통구조의 중층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

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도망자’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언급은 이미 정해진 판단의 방향 내에서 화자

자신이 연루된 사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와 정합적으로 들어맞는 측면에

서만 선택적으로 의미화되고 있는데, 이는 설정한 가치 기준으로 사건의 의미

를 환원함으로써 차이에 기반을 둔 자기 응답이 충실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인용문 와 비교하여, 초점화한 가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양심의 가책’을 바

탕에 두고 시 텍스트와의 환류적 조회를 통해 판단 기준을 중층적으로 설정해

가는 인용문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표지로의 출현 여부를 행위 판

느꼈기 때문이다.[활-E2-04-EJ-1-수라]
․윤리적이라는 것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는
비둘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
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생명이 사라져간다는 생각
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활-E2-04-EJ-2-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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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인용문 와 달리, 인용문 의 학습 독자는 직접적인

표현 외에도 ㉥, ㉦과 같이 표현 이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에 따르면, ‘도망자’라는 화자의 자기 인식이나 비둘기의 절규, 울부짖음을 인

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영향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이해된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둘기를 지나친 것’(㉧)임에도

화자가 자신을 비둘기와 무관하지 않은 연루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양심의 가책’이나 ‘도망자’라는 자기 인식의 기저에 놓인 화자의 정서적 연루

를 설명해준다. 또한 ‘벗어나고자 함’이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둘기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해냄으로써

죄책감에 기반을 둔 행위라는 맥락적 의미를 뒷받침한다.

기실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지 여부는 인용문 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에서는 표현된 것과 그 이면을 단순 대응시키기 위해 활용하
는 데 그친 반면 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표현 이면에 담긴 화자

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추론하고, 윤리적 행위 주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지연시

킨 가운데 주체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의 학습 독자에 의해 재구성된 주체의 행위는 비둘기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도망자로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는 등 ‘비둘

기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책임을 보이는 것으로 수렴되는데, 구체화를 통해 구

성한 의미를 곧 주체의 행위 맥락으로 설정하여 추론의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

서 와 변별된다.
이처럼 인용문 는 인용문 와 동일한 텍스트 표지에 주목했지만 가치 문

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 기준과 타자에 대한 관점을 정련함으로써

판단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판단 기준이 단순하게 설정된 경우

시 텍스트의 표지를 사건과 동일화하는 단순화의 우를 범하기 쉬우며, 드러난

표면적 의미 이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타자와 자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자에 대해 단언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타자에 대한 단언이 자기 인식의 한계를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기 때

문에, 타자는 언제나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인식을 바

탕에 둔다면, 타자에 대한 섣부른 평가보다는 자신의 판단 기준 자체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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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응답의 충실성을 추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가치 문제에 관한 구체

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검토하는 다음의 학습 독자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추동하는 가치 체계 자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 속에서 화자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다 비둘기가 ‘하늘에

걸려’ ‘푸득푸득거리며’ ‘절규’하는 것을 본다. 비둘기가 전깃줄에 걸려 추락하는 장면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화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 말하며 그저 차를 타

고 지나가고 있다. 화자는 과연 윤리적인가? ‘비둘기’라는 하나의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

하고 그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그는 비도덕적이다.] 표면적으로 그렇다. 한 생명이 죽어

가는데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리는 도덕 시간에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 그는 정말 비도덕적인가? 그렇지 않다. ㉩[시에서는 ‘자동차를 타

고 있었고 뒤에서 자동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가 외면한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에

서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만, 비둘기 하나 때문에 연쇄 충돌이 일어난 큰 사고가 난다는 것

은 그다지 상식적이지 못하다. 또, 그는 절규를 듣지 못하지만 그것 또한 ‘에어컨을 틀고 있

었고 차 유리문을 다 닫고 있었기에’ 듣지 못한 것이다. 에어컨을 튼 것은 과연 화자의 잘

못인가 아니면 지구의 온도를 높여 매년 더운 여름을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인가?] 사실

㉪[현실과 이상은 이처럼 차이가 있다. 그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도덕적 선

택을 하게 된다. 삶을 이상적으로 살 수만은 없다. 현실은 언제나 가혹하기에 이에 패배하

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들은 표면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도덕적인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활-M1-71-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M1-71은 윤리적 행위 사건에서의 행동을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치 체계를 비롯한 자기 인식을 대상으로 확장한다.

특정한 가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 학습 독자와 같이 자기 인식 자체

를 대상으로 삼아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고 시 텍스트와 환류적으로 조회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련된 가치 기준을 통해 가치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학습 독자는 자기 인식 여부를 가치 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꼽은 바 있는

데,13) 이러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에 적용하고, 이를 거쳐 얻은 잠정적 결론

13)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수라:인용자 주)에서는 자기성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활
-M1-71-EJ-1-수라]
·바(←질주:인용자 주)에서 마지막에 화자는 ‘어떤 울부짖음도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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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에서 시 텍스트와 대응시켜 조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 독자 M1-71은 구체적으로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비추어 윤리적 행위

맥락을 재구성하는데, 그 결과 도달한 첫 번째 결론이 ㉨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가치 기준을 단편적으로 적용했

던 자신의 재구성 양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토해보는 과정

(㉩)을 수행한다. ㉨에서 ㉩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학습 독자는 시 <질

주>의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는 행위 차원(㉨)에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

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행

위(㉩)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검토한다. 더 나아간다면 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판단 결과(㉪)의 적절성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을 판단

주체로서 인식한 가운데 기준을 일면적으로 적용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타자에

게 전이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대한 학습 독자의 판단은 시 텍스트와

의 환류적 조회 및 사건의 행위 맥락에 대한 구체화 과정을 통해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가치 문제의 범위가 조정되기도 하고, 학습 독자 자신의 가치 기준

또한 구체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들은 가치 기준 자체가 정련된

이후에 다시 가치 판단이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 기준을 추출하여 적

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실성이 추구된 학습 독자의 응답 양상이라 할

수 있다.

3) 자기 인식의 수렴적 조정

시 텍스트는 낯선 존재이기는 하나, 학습 독자가 자기 인식을 재편할 정도의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학습 독자가 자신의 가치 체계를

떠올리며 시 텍스트를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기존 관점을 확인하

는 데 그치거나, 발견한 인식 내용을 기점으로 관련된 가치 체계의 일부만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판단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렴적 조정의 양

에서 어떻게 보면 과실로 일어난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다. [활-M1-71-EJ-2-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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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한 익숙했던 사태에 대한 의문을 발견하고 기존 가치 체계가 포섭해내지

못한 한계 지점을 감지한 학습 독자의 대응으로서의 응답에 해당한다. 자기 인

식에 터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 독자는 체계 자체

를 부분적으로나마 조정하면서 자기 구성으로서 성찰을 지속한다.

(1) 가치 체계의 재인

학습 독자 중에는 도덕 규범이나 그에 준하는 일반적인 사실 명제를 그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여러 규범 가운데 특정한 도덕

적 규범을 선택하여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주체화

수행의 양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선택한 도덕적 규범에 이미 가치 판단의 방

향이 노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유된 사건이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적합한

지를 구별하는 것이 판단의 내용이 된다. 독자의 판별적 태도는 가치 체계 자

체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개

별 사건과 가치 체계가 조응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치 체계의

적용 범위를 가늠하고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재확인과 확증의 양상을 보인

다.

여러가지 작품을 읽고 최승호 작가의 질주가 가장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

하는 윤리적이다의 의미는 도덕적인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호의 질주에서 ‘자동차

를 타고 있었고 뒤에서 자동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인간들이 만든 정해진 규범을 준수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태

도라고 생각한다. ㉢비둘기 한 마리를 지키고자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탑승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더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희생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다. ㉣비둘기의 희생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살린 상황을 보면 시인은

희생정신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시를 읽고 종교 시간에 본 영화가 떠올랐다. 영

화의 내용은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아들

을 무시한 채 운전하여 뒤에 있는 승객들을 살릴지 버스를 강으로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최후의 선택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하는 고민

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시 역시도 내게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 시였던 것 같다.…(후략)

[활-E2-27-RT-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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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E2-27은 정해진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

(㉠, ㉡)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학습 독자는 규범의 준수를 당위

적으로 전제하고, 선택한 도덕 규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수를 위한 선택에

가치를 부여하는 공리주의 관점에 기초한 인식(㉢)을 설정14)한다. 선택한 관점

은 학습 독자가 조명한 윤리적 행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의 적절성을 판단하

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학습 독자가 의무론적 윤리관이나 공리주의에

기초한 인식을 가치 판단을 위한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은 판단 주체로서의 주

관을 정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학습 독자 E2-27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윤리’와 관련된 개념상(像)의

기저에는 규범으로서의 도덕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

는 것(㉡)이라는 당위적 명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비둘기 한

마리의 목숨과 여러 명의 목숨 가운데서 후자를 선택한 화자의 행동은 더 많

은 생명을 살린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 독자에게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으

로 판단된다. 학습 독자가 선택한 관점으로 인해 시 텍스트에 제시된 표지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살아남았는가에 관한 결과의 측면이 가치 판단에 중요하

게 고려되고, 화자의 선택에서 배제된 비둘기에게 학습 독자는 ‘희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 인식을 드러낸다.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된 ‘공리주의’는 여러 윤리관 가운데 선

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 독자 E2-27의 가치에 관한 지향을 내포한다. 최대

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지향은 이 학습 독자의 가치 판단에서 단일

한 기준이 되며, 기준에 대한 ‘위반’을 판별해내는 도식의 역할을 한다. 다만

학습 독자가 설정한 단일한 기준은 공리주의의 지향에 부합하느냐의 여부, 즉

공리주의와 공리주의에 반(反)하는 선택으로서의 이분법적 판별로 작동함으로

14)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 [활-E2-27-MM]
․도덕적인 생활(상태) [활-E2-27-MMEJ]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쫓아오는 자동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활-E2-27-EJ-1-질주]
․큰 거미와 새끼 거미가 두렵다는 이유로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윤리적이지 않다
고 생각한다. [활-E2-27-EJ-2-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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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윤리적 행위 사건을 판별하는 데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자신이 적용한 판단

기준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인식 작용을 추동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특히 ㉤에서 보듯 시 텍스트를 통해 설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의 맥락과 유사

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화에 대해서도 선택의 문제로 구도를 초점화하고 있는

데, 이러한 사태들을 ‘고민의 대상(㉥)’으로 수렴함으로써 상호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기한 가치 문제에 관해 동일한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가치 문제의 비윤

리성을 판별하는 데만 적용할 때, 자기 인식의 양상은 기존 입장의 재확인을

넘어 ‘확증’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언급한 바 있듯 단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의 비윤리성을 설명하는 과정은 절대적인 기준을 중심에 두고 이에 비추

어 위반의 의미를 덧씌우는 것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 독자

E2-27의 관점에서 윤리를 어긴 상태는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가치의

우위가 전제되어 있어, 다른 기준들과의 양립은 불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옳은 것’이라는 가치의 우위를 부여하면, 지키는 행위

그 자체에만 주목하게 되면서 이외의 지점은 고려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기준을 다층화할 수 있는 상황의 적용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을 지닌다. 일례로 ㉢의 진술은 앞서 공리주의적 관점에 터한 ㉣과 비교

할 때 역(逆) 관계에 놓이는 진술이다. 두 진술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아보면

학습 독자 E2-27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희생이 비둘기라는 대상에 관한 문제

인지 더 적은 인원의 피해라는 크기에 관한 문제인지에 관한 변별 지점을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에서 보듯 이 학습 독자가 들여온 유사 상황은 ‘선택’이

라는 점에서는 공유 지점을 갖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희생의 대상과 운전자와의 관계, 피해를 입은 정도 등

오히려 자동차를 탄 운전자에게 부여된 선택의 상황이라는 점만을 공유하는

사태인 것이다. 이처럼 학습 독자가 익숙하게 도입하는 유사 상황이 사실은 차

이들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면, 스스로 단일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변별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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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내가 이 작품을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적 화자의 인식 변화 때문

이다. ㉧[처음에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내치지만, 그 뒤에는 거미를 이해하게 되고,

감정이입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 거미를 위해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웠다. ㉨누구나 실

수는 할 수 있고 실패를 해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인데, 이 시는 그것의 극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는

적용이 된다. 다만, ㉩윤리를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받거나 사회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지

만, 그 후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괜찮다는 것이다. …(후략)

[활-E2-51-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의 ㉦에서 보듯 학습 독자 E2-51은 판단 주체로서의 자신

(‘내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적 화자가 보인 인식 변화를 기준으로 삼

아 이 시를 윤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학습 독자는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15)이라는 당위 차원의 가치 명제를 윤리에 관한 인식으로 지니고 있다. 마

인드맵 작성 내용에서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 ‘인간성’과 같

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문과’, ‘생명과학’과 같은 단편적인 현상을 언급하는 데

그친다. 이것만 보았을 때, 인간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성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에 관한 구체상은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치 기준을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윤리

적 행위 사건을 매개로 한 가치 판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습 독자의

가치 문제는, ‘실수나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가’(㉨)와 같이 다층적인 층위로 한층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 학

습 독자가 시 <수라>를 윤리적인 시로 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추상화된 수준이었던 가치 기준이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조회를 거쳐

조정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성’이나 ‘윤리/도덕’은 그 자체로 가

15)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과, 생명과학, 복잡하고 어렵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 인간성 [활-E2-51-MM]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 [활-E2-51-MMEJ]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내쳤지만 그 후부터 거미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함께
슬퍼하는 태도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활-E2-51-EJ-1-수라]
․사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잘 이해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안 열리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태도가 별로다(안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
서). [활-E2-51-EJ-2-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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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닌 지향을 나타낼 뿐이어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방향성이 부여되

지 않는 한 현상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에 기준을 대응시

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 문제에 대한 응답 내용을 가치 체계에 덧붙이게

된다. 그 결과 잘못을 하였는지에 관한 단일한 기준 외에도 잘못을 행한 이후

의 행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패를 극복하는 행위에 가치의 우위를 두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이 조정(㉨, ㉨)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학습 독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모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추상적인 개념 상태에 머물러 있던 가치에 대한 인식

이 전보다 명확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 독자 E2-51

이 자신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추동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습 독자들은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에 관해 추상

적인 개념 차원의 인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 문제에 관해 자신의 관

점을 정립하는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16) 기준이 성근 경우라도 사

건에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층화·구체화되면서, 반응 또한 추상적인 개

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위나 태도 및 상황 등의 명시적 지점에 대한 인지

적·정의적 반응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

으로는 기존의 판단을 수정하거나 가치 체계의 재편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 스스로 가치 체계와 대면하여 자기 구성적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학습 독자는 자신이 설정한 가치 기준을 적용할 때 자기 인

식을 재확인하면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변동하지 않는 가운데, 유사 사례를 바

탕으로 기존의 인식으로 수렴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도덕 규범이나 그에 준하

는 일반적인 가치 명제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윤리

적 행위 사건을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판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단

일한 기준의 적용은 사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학습 독자의 시 읽

기에서 판별에 따른 위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기도 하다.

16) 물론 인식 결과를 구체적인 상태로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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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택한 기준 자체에 대한 자기 인식은 구체적인 현상에 대응시키면서

기준을 구체화·다층화할 수 있는 접점을 확보할 때 활성화된다. 특히 유사 상

황을 대응시켰을 때 공통점 이외에도 차이의 지점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러

한 작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추동하는 계기

들을 통해 다면적인 적용을 추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2) 가치 체계의 정련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기존의 인식을 재확인하거나 때론 그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유사 사례들을 가치 기준과 조회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가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변별 지점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때에

는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보다는, 포착한 지점과 상응하는 체계

내의 가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기존 가치 체계를 유지하

는 가운데 균열 지점을 포섭하는 수렴적 조정의 양상을 보인다. 독자 자신이

미리 설정한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을 수행하면서 자기 인식을 재귀적으

로 확인하는 가치 체계의 재인과 비교하면 여기에서는 선택한 가치 기준의 적

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균열의 지점에 대한 학습 독자의 대응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처음부터 특정한 가치 기준을 선택하기

도 하지만 시 텍스트로부터 포착한 시인의 의도에 자기 인식을 합치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비교를 위해 다른

경험적 사례를 도입하면서 시인의 의도를 전이시키지만, 실제 자기 인식과의

불일치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가치 체계에 관한 조정으로도 나아가는 양

상을 보인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는 시 텍스트로부터 읽어낸 표지들을 바탕으로 시인의 의

도를 간접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형성하고, 이러한 의도와 방향성

을 공유하는 경험적 사례를 통해 가치 문제에 관한 시인의 태도를 자기 자신

에게로 전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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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에서 화자는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이때, 비둘기의 고통을 목

격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로 질주하며 멀리 도망친다. ㉪이 시는 바

쁘다는 핑계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것 같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

는 사람들 간의 관심이 부족해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들 개

인의 일들과 학업적인 면 때문에 바쁜 것도 사실이다. 우리들도 매일마다 시험에 대한 압

박과 여러 과제들에 파묻혀 살고 있다. 그래서 남들에게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걸 비판하고자 쓴 글인 듯하다. ㉭나도 남들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활

-M1-83-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 설정된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서술하는 용어로 사용된

‘핑계’와 ‘무시’, ‘도망친다’ 등의 표현과 ㉪의 언급에서 보듯, 학습 독자 M1-83

은 초점화한 가치 문제에 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지닌 시인의 의도

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 시에는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드

러내는 표지가 있긴 하지만 주로 화자는 관찰의 대상으로 정위되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학습 독자가 시인의 의도를 재구성한 것은 비판의 대상인 화자

보다는 상황에 대해 관찰하고 조망하는 시인의 시점을 자신이 투영할 관점으

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에서 보듯 유사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즘 사회’라는 포괄적

범주로 일반화되면서, 화자에게 향했던 비판은 ‘우리’라는 특정한 집단에게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학업’이나 ‘시험’, ‘과제’ 등의 언급(㉬)을 참

고로 할 때 이때의 ‘우리’는 학습 독자를 포함하는 ‘학생 집단’에 해당한다. 이

학습 독자가 보기에 사람들 간의 관심이 부족해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상

실(㉫)된 ‘우리’의 모습이 화자와 유사하다는 점은 화자에 대한 비판을 ‘우리’에

게로 전이시키는 근거가 된다. 시인의 관점에 자신을 투영하여 관찰자의 시점

에서 비판의 관점을 취했던 이 학습 독자는 관찰당하는 처지와 비판의 대상으

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점유함으로써 반성이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하여 ‘남들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통해 자기 인

식을 개선함으로써 화자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가치 체계로 포섭해낸다.

비판적 관찰자로서 입장을 취하는 시인과 비판의 대상인 화자의 시점을 모두

자신에게 전이시키며 경계를 이월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독자 M1-83은 특정

관점에의 동일시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다면적인 사태와 대면한다. 그 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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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비판적 관찰자의 시점을 취했던 학습 독자의 입장은 비판의 대상인

화자의 입장을 경유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반성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치 체계를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학습 독자가 반성하는 지점 또한 위반 사실에 대한 인지, 개선이 아

니라 다음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보다 구체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

존의 자기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화자의 심정에 대한 자기 반응을 기술하

여 자기 반성의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학습 독자

자신과의 연관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요한다.

㉮[이 시의 화자는 차디찬 밤 방에 나타난 거미를 무심히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그런 다

음에 나타난 큰 거미를 본 뒤에 가슴 아파한다.] ㉯거미 한 마리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쓸

모없고, 두렵기도 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가족이 있다. 우리는 가

족을 소중히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을 잃는다면 가슴이 아프고, 그 슬픔을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자는 거미 가족을 자신이 분리시켰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고, 그 슬픔

에 공감한다. ㉲[나 역시 큰 거미가 나타났다는 상황을 읽고 지금까지의 나의 행동들이 떠

올랐다. 화자는 아마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며 우리의 행동을 반

성하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죽여버렸던 작은 벌레들을 생각해본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생명뿐 아니라 그들

의 가족을 빼앗아버렸다. 너무나 ㉴미안한 일이다.] [활-E2-59-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학습 독자 E2-59는 화자의 행위와 감정적 반

응(㉮)을 중심으로 시 텍스트와의 접점인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한다. 여기

서 화자의 ‘가슴 아픔’은 거미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언급하는 ㉯와

그러한 인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질적 차이 지점에 대한 인식적 반영인 ㉰를

거치면서, ㉱와 같이 ‘거미 가족을 분리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가족

을 잃은 거미 가족의 슬픔에 대한 공감하는 화자의 반응으로 구체적인 지점에

서 의미화된다. 시 <수라>에 대한 앞선 반응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도 거미가 ‘가족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발견하는 것은 화자와 학습 독자 모두

이러한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토대로 작용한다.

이러한 유사 지점을 토대로 이 학습 독자는 화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태도에

서 더 나아가 자신 또한 화자처럼 미안함을 느낄 만한 상황은 없었는지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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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미를 무심히 문밖으로 쓸어버리던(㉮)’ 화

자가 그랬던 것처럼 학습 독자 또한 ‘생각 없이 죽여버렸던 작은 벌레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여기서 이 학습 독자의 반성은 위반 지점의

제거나 개선이라는 단일한 기준의 적용을 넘어서서, 반성의 계기가 되었던 윤

리적 행위의 맥락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와 관련한

영향 범위에 대한 생각으로 뻗어 나간다. 화자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이 학습

독자는 자기 행동이 작은 벌레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빼앗은 행위

(㉳)라는 의미를 재인식함으로써, 화자가 느꼈을 미안함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느낀 또 다른 차원의 ‘미안함’(㉴)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미안함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동기화함으로써 공감하게 된

전자의 미안함과는 달리, 학습 독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정의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후자

의 미안함까지 더해지면서 학습 독자는 설정한 사건에서의 가치 문제를 자신

의 가치 판단에 들여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식의 지점을 마련하게 된다.

학습 독자 E2-59의 사례에서 보듯 타자가 지닌 차이를 전제한다는 것은 자

기와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를 수 있음에 대한 인정과 자

기의 판단이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앞서 살펴본 학습 독자 M1-83의 반응 텍스트에서와 비교할 때,

학습 독자 E2-59는 타자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독자 자신의

경험 맥락에서 다시 반성의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감적 읽기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경험은 미안함(㉴)이라는 감

정을 체감한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학습 독자가 자기 행동이

가져올 영향력을 함께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

요하다.

(전략)… ㉵[우리 학교 로비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만약 당신이 오늘 죽은

거미 한 마리가 당신을 평생 동안 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떨 것인가?”라고 써

있다. 이 포스터를 보고 느낀 점이 많다.] 언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가혹해졌는가? 언제부터

동물들을 가족끼리 떼어 놓고 돼지, 소, 닭과 같은 동물들을 거리낌 없이 죽이고, 벌레들을

집에 접근조차 못 하게 약을 뿌려 없애버렸는가?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듯이 동물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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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삶이 있다. 그들도 가족을 잃거나 죽게 된다면 슬퍼할 것이고 우

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벌레를 죽일 때 아무 생각 없이 휴지로 눌러 죽이고 나무를 자르거나 돼지를

잔인하게 죽일 때 차가운 무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동정

심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이 화자처럼

아직 남은 감성을 말려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구의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불태워

버리는 그런 잔혹한 포식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 있고 지구도

살아 있고 모든 것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활-M1-42-RT-수라]

앞에서 살펴본 학습 독자 E2-59의 사례가 공유된 사건을 매개로 한 직접 체

험에서의 정의적 반응을 자기 인식을 갱신하는 기점으로 삼은 것이라면, 학습

독자 M1-42는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최소 지점의 설정이라는 인지적 반응을

자기 인식을 갱신하는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는 거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시 텍스트와의 접점인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한다. 학습 독자에게 익숙한 반응은 ‘거부감’과 ‘기피’의 대상으로 거미를

비롯한 벌레를 대하는 것인데, 거미들을 집 밖으로 쓸어버리기는 했지만, 이들

을 가족으로 여기며 불쌍해하는 화자의 태도17)에서 느낀 이질감으로부터 ‘우

리’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자기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가족과 삶이

있는 존재(㉶)로 거미를 재인식함으로써 그간 학습 독자에게 경계 밖 존재였

던 시 텍스트의 화자나 거미를 대하는 인식 체계에도 균열이 나타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습 독자 M1-42가 설정한 가치 기준을 ‘우리’가

처한 맥락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숙고와

반성’을 가치 기준18)으로 삼음으로써 ㉷의 언급에서 보듯 반성 행위의 여부뿐

17) 분량상 전략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구는 차가워졌다. 비록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가열된다고 하더라도 옛날만큼 지구는
따뜻하지 않다. 이 시에서 화자는 거미 세 마리를 집 밖에 쓸어버리고서 그런 거미들을
불쌍해한다. 처음에 버린 거미를 형, 그 다음에 버린 거미를 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
린 거미를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이 화자와는 달리 이 차가
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벌레를 싫어한다. 물론, 나도 벌레를 싫어한다. 비록 이 작은 생명체도
지구에 사는 하나의 귀한 생명 하나인데, 왜인지 이 생명체에는 거부감이 든다.

18)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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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반성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범위에서

의 최소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은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에 대한 조정으로 나타난다. 이 학습 독자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

은 것’(활-M1-42-MMEJ)을 윤리와 관련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적용하면 화자의 태도나 ㉵의 경험에 관한 재인식을 통해 벌레와의 공통

기반을 발견하고도 벌레를 평소처럼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가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상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토대로 학

습 독자는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자신의 기존 판단을 조정하는데, 이는

벌레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아무 생각 없이 휴지로 눌러 죽이거나 차가운

무표정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만은 피하자(㉷)는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 독자 M1-42의 반응 텍스트는 기존의

판단이 어떤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조건을 탐색하고 실현 가능성

을 고려하여 주체의 윤리 의식이 적용되는 한에서의 최소 범위를 설정하는 등

자기 인식의 양상이 구체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난 것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볼 때,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한 학습 독자의 수렴적 조정 가운데 가

치 체계의 정련은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을 자기 인식에 수렴하면서도 판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에 근거해

적용하는 양상에서는 자기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재인식함으로써 체험을 통해

정의적 반응을 형성하거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기

준의 설정과 같은 인지적 반응을 형성하여 자기 인식을 갱신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이 학습 독자의 가치 경계에 대한 인식과 연

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의 인지적·정의적 반응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조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비, 삶, 양심, 죄책감, 범죄, 후회, 반성,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정치, 부
패 [활-M1-42-MM]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활-M1-42-MMEJ]
․비록 화자가 거미들을 쓸어서 밖으로 버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숙고, 후
회를 통해 반성했기 때문이다. [활-M1-42-EJ-1-수라]
․윤리적인 행동이나 후회, 반성과는 거리가 있는 시이기 때문이다. [활-M1-42-EJ-2-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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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인식의 점진적 확장

시 읽기 행위는 학습 독자에게 기존의 자기 인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관

점의 전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거나 모순된 이해를 추동

하는 타자와의 만남은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경계 지점을

돌출시키게 되어 경계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거나 기존의 가치 체계에 포섭

되지 못하는 공백 지점의 출현으로 인해 가치 체계의 경계 너머를 상상하는

등 자기 인식의 확장을 추동한다.

(1) 가치 경계에 대한 탐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 독자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윤리적 행위 사건의

맥락에 적용되면서 구체화되는 경향을 띤다. 특히 기준이 단일한 경우, 기준의

적용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기준 자체의 적절성을 검토할 인식적 계기를 발

견하기 어려워, 적용 여부에 따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쉽

다. 그런데 단일한 기준으로 가치를 분별하기에는 모호한 지점이 발생할 만큼

판단의 대상이 되는 현상 자체가 복잡하거나 혹은 시적 소통구조의 다층성으

로 인해 대상에 관한 판단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렇듯 판단하기에 모호한 지점이 발생했을 때 학습 독자가 이를 구분하는 경계

지점에 관해 탐색하면서 기준 자체에 대한 인식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서 보듯 판단해야 할 현상이 복잡하여 기준에 따른 판단의 결과가 서

로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에 대한 환류적

조회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경계 지점에서의 판단 기준을 재조정하는 양상을 보

인다.

㉠[‘탕!’하는 소리와 푸드덕거리는 비둘기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도 그 비둘기를 보며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다. 한낱 미물인 그 회색의 새에도 그는 자신

에게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수가 너무도 많은 새들 중 한 마리의

아픔에 그는 공감했다. 그럼에도 그가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가 차로 가득

한 도로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최승호 시인의 ‘질주’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다른 이들이



- 121 -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신의 방관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질주’

의 화자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을 ‘도망자들’이라고 칭하는 것에서부터, 차

에 타고 있어 이미 비둘기를 지나쳐버렸음에도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묘

사하는 화자의 모습에 심지어 나는 조금의 감탄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시의 마지막 구

절은 화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에

어컨 때문에, 차의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비둘기의 그 어떤 울부짖음도 들리지 않는다

는 구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만약 화자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비둘기의 처

절한 몸부림이 안중에도 없었다면 그의 시선은 소리 없이 발버둥 치는 비둘기의 모습에 머

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도 없어 알아차리기 어려운 비둘기에 끝까지 집중했

다. 차에 타고 있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오히려 화자가 비둘

기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증인 것이다.] 더하여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도 그

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본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흔한 비둘기라

는 소재로 시를 썼다는 것이 시인이 비둘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닐까?] 담담하면서도 딱딱한 어조임에도 화자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시였고, 그의 도

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활-E2-61-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E2-61은 시 텍스트와의 접점인 윤리적

행위 사건을 설정하면서, 시 텍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상을

통해 구체화하여 사건의 맥락을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실제 시 <질주>는 화자의 심리 상태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

내기보다는 전달되어야 할 사태를 중심에 두는 시임에도 이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자의 심리를 구성한다. 반응 텍스트의 ㉠～㉣에

서 보듯 학습 독자는 화자를 ‘그’로 지칭하면서 그가 느꼈을 심정이나 정서적

반응에 대해 유추하고 상상한 내용을 덧붙이는데, 그 결과 화자의 행위 면면에

는 비둘기의 ‘아픔에 공감’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행위의

발생 원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맥락이 부여된다.

㉠과 같은 언급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화자는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

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라는 화

자의 의도를 추론하거나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화자의 심정을 유추해내는 것

은 시 텍스트의 표면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 학습 독자가 설정한 ‘법’과 ‘양심’의 준수 여부(활-E2-61-MMEJ)라

는 가치 판단 기준19)에 비추어보면,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낀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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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학습 독자 E2-61은 시 텍스트의 표지들

을 변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 기준인 양심에 관련된 죄책감의 징

표들을 찾아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 학습 독자가 스스로를 ‘도망자’로 칭하

는 화자의 서술이나 이미 지나쳐온 비둘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과 같은 시 텍스트의 표지들로부터 화자의 죄책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 역시 시의 후반부에 서술된 내용으로부터 화자가 이미 지나쳐온 비

둘기에 대한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포착해내고 이를 죄책감의

방증으로 파악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만 살펴보자면 비둘기의 절규와 울

부짖음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현상적 서술에 지나지 않지만, 이 학습 독자는 바

깥의 소리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미 시야에서 벗어난 비둘기의 절규와 울부짖

음을 떠올리고 있다는 서술이 의미하는 바를 화자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과 연

관 지어 설명한다. 이처럼 학습 독자 E2-61은 시 텍스트에 서술된 내용으로부

터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서술 의도(㉤)를 함께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죄책감이나 미안함과 같은 화자의 감정을 유추

해내고 있다.

여기에서 학습 독자들이 주로 설정하는 ‘법과 양심의 준수’라는 가치 기준이

분화되는 양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단일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적용 국면

에서는 단순히 법이나 양심을 지켰는지 또는 위반했는지의 이분법적 의미에서

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0) 학습 독자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복합적인

19)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선과 악을 구분짓는 일종의 잣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은 비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양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말, 의지조차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들 또한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활
-E2-61-MM]
․법/양심을 따른다는 것 [활-E2-61-MMEJ]
․비둘기가 죽은 모습을 보고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을 ‘도망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느껴졌다. [활-E2-61-EJ-1-질주]
․결국 자신이 슬픈 것이 중요하고 거미는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거미를 먼저 밖으로 버렸음에도 다른 거미가 자신을 피하는 모습에 서럽다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 [활-E2-61-EJ-2-수라]

20) 반응 텍스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법의 준수와 양심의 준수가 서로 충돌하
기도 하고 법은 주로 외부에서 강제되는 의무인 것에 비해 양심은 사회적 규범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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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가운데 주로 양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치 판단의 경계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양심이라는 기준과 관련된 가치 판단의 경계로 삼고 화자의

심리 작용을 유추할 수 있는 시적 표지들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술 주

체와 서술 행위의 주체라는 화자와 시인의 관계를 전제로 화자의 진술을 통해

나타나는 시인의 의도를 함께 고려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음에서 보듯 시적

소통구조의 중층성으로 인해 학습 독자는 일시적으로나마 각 주체의 관점이

동시에 교차하는 시선의 점이지대에서 사건을 조망하게 되면서 가치 판단이

적용되는 경계 지점에 관해 인식하게 된다.

㉥하늘에 ‘걸린’ 비둘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자

동차들 때문에 차를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누구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비난할 수

없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에 우

린 멈춰야 하는 순간을 알아챈다. ㉧여기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단지 생각만을 할 뿐 화자와 같이 선뜻 멈추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질주’를 한다. 그러

곤 이 질주가 끝나면 걸려있던 비둘기를 꼭 다시 보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정말 비둘기

를 다시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정말로 비둘기를 볼 수 있을까. 이미 늦었다. 질주는, 앞

만 보고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많이 착각한다. 화자는 자동차를 멈췄어야 했다.

그리고 우리도 ‘질주’ 도중 옆을 봐야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항상 후에 봐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나 늦는다. ㉨화자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비판하고 자각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활-M1-26-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는 현실 세계의 조건이 지닌 한계에 대해

사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

므로 선택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반성은 항상 사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학습 독자는 자신을 비롯한 모두가 화자와 같이 현실 세계의 조건이라는 한계

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의 선택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화자와 학습 독

자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러한 한계 지점은 시 텍스트라는 가상적 세계

를 통한 인식이 지닌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시 텍스트는 순간을

하지만 설정과 위반의 판단 모두 주체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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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21) 까닭에, 자동차를 타고 가던 화자가 하늘에 ‘걸린’ 비둘기를 본 그 순

간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거나 상대적인 시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의 학습 독자나 시 텍스트 속 화자는 ‘멈춰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뿐이지만,

화자의 진술이 의미하는 바, 즉 시인의 서술 의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시

텍스트를 대면하는 학습 독자는 ‘멈춰야 하는 순간을 자각하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 학습 독자는 각 주체의 시선이 교차하는 점이지대를 일순간 공유하면

서 시 텍스트의 세계를 축조해낸 시인이 점하는 경계이월적 위치를 순간적으

로나마 점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독자가 ‘멈춰야 하는 순간’을 지각하는 것은

이러한 두 측면의 시간을 모두 자신의 인식 체계에 포함한 가운데 발견되는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적 발견을 통해 이 학습 독자의 가치 기준은 화자가 처한 상황

(㉥)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이나 도덕적 규범(활-M1-26-MMEJ)22)

의 적용이 아니라 학습 독자 자신의 태도를 자각하고 성찰하는 메시지의 관점

(㉨)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로 그 위상을 달리하게 된다. 시적 소통구조의 중

층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계이월적 위치의 순간적 점유를 통해 서술 행위와

관련한 시인과 화자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독자에 대한 영향력이라

는 기준으로 가치 경계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다. 이처럼 인식의 경계들을 분별

할 수 있는 시선의 위치를 획득하는 것은 위의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시선의

주체에 따라 가치 체계에서의 한계 지점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독자를 인식적 발견으로 이끌 수 있다.

21) 다음의 언술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숭원, 「시 교육과 상상력의 문제」,
김은전 외(2001), 『현대시 교육의 쟁점과 전망』, 도서출판 월인, p.92.

“서사적 상상력은 사건의 인과성을 중시하고, 시적 상상력은 감정의 순간성을 중시한
다.”

22)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면서도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것 [활-M1-26-MM]
․도덕적 규범 [활-M1-26-MMEJ]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혹은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 시 자
체 내용이 아니라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가장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활-M1-26-EJ-1-질주]
․(무응답) [활-M1-26-EJ-2-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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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나는 이 시를 가장 윤리적인 시로 꼽았다. ㉩사실 다른 시들에 비해 윤리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을 뿐 시 자체가 윤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화자는 거미를 세

번이나 버린다. 한 번은 아무 생각없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거미를 버린다.] ㉬나는 거미의 입

장에서 생각하고 생각을 고친 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보

이기까지 했다. ㉭여기서 윤리적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상의

윤리적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의 페이지에서 윤리적인 것은 티없는 것이라고 썼

다. 그럼 과연 이 시의 화자는 티없는, 떳떳한 행동을 했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떨어뜨려 놓은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를 생각하며 둘을 쓸어 버렸지만 그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거미를 쓸어 버리면서 확신을 못하는

모습을 티없는 모습이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이건 내가 정의한 윤리

적임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시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가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활-E2-16-RT-수라]

일반적으로 시 텍스트에 나타난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반성적으

로 인식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 과정은 독자의 인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가치 체계에 대한 반성이 완료된 상태의 가치 기준을 적용한

판단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는 위

의 과정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반응 텍스

트의 전반부에서 보듯 학습 독자 E2-16은 시 <수라>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윤리 개념에 터해 가치 기준을 설정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에서 보듯 상대방 또는 약자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

는 태도이다. 그런데 ㉮, ㉯에서 보듯 학습 독자 자신이 설정한 가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판단 결과가 엇갈리는 것을 확인한다. 엇갈리는 두 관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는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시 텍스트의 가치와 관련해 전격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 독자 E2-16이 설정한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거미를 세 번 버린 화자의 행동을 변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목한다. 보편적 의미에서의 윤리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화자의 행동이 윤리적이라 판단된 것(㉬)과 달리 학습 독자가 설정한 가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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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떳떳함’을 적용하면 판단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가 유사 행동을

반복할 때 화자의 태도에 차이가 생긴 점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화자가 자기

행동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23)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화자가 거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하는 점은 학습 독자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판단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습 독자의 결정 과

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 E2-16은 이 시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자신의 가치 체계가 지닌 한계를 인식(㉰)하여 이 시를 상대

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절충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수렴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 기준이 지닌 한계를 자

각하고 다른 기준의 판단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다. 가치를 판단하

는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기준을 적용한 판단 결과들의 종합은

이 학습 독자의 경우와 같이 각 판단 기준이 포섭하는 가치 경계들을 비교하

여 기준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을 보인다는 점을 참조해볼

수 있다.

학습 독자의 반성적 판단의 결과가 언제나 완결된 상태의 결론으로 수렴되거

나 가치 체계의 재편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향점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모든 학습 독자가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앞선 사례는 한계를 인식하여 제한적인 판단을 수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치 기준에 비추어 포섭되지 않는 부분들을 차치하거나 기존 관점을 무리하

게 적용하는 상태와는 달리 이러한 차이들을 소거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

분히 유의미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자기 인식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가치 경계를 탐색하는 양상

으로는, 가치 기준을 적용한 판단 결과들을 시 텍스트에 환류하여 표면적 의미

23)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티끌없는, 티없는, 깨끗한, 떳떳한, 약속, 의무, 인간적, 이성적인? [활
-E2-16-MM]
․티없음 [활-E2-16-MMEJ]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활-E2-16-EJ-1-수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에서 다신교인을 비하하는 거 같아서 거부
감이 든다. [활-E2-16-EJ-2-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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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이면적인 의미들의 변별을 통해 가치 경계를 발견하거나 시적 소통구조

의 중층성과 관련하여 여러 관점을 일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각 관점이 지닌

가치 경계를 발견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치 경계를 발견하는

것은 학습 독자가 판단 결과를 종합할 때 기준 간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

니라, 각 기준이 포섭하는 가치 경계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각 판단 결과에

담긴 현상에 대한 다층적인 면을 소거하지 않는 가운데 종합을 추구하는 시도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경계 이월에 대한 상상

익숙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상으로부터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인식되기도 한다. 반대로 경험의 내용이 기

존의 인식 체계로 설명되지 못할 때도 이를 명명할 새로운 개념과 기준이 필

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시 텍스트를 통한 가치 판단과 자기 인

식의 종합적 결과가 학습 독자의 기존 가치 체계 내에 편입 가능한 기존의 개

념으로 수렴되지 못할 때, 학습 독자는 기존의 가치 체계가 포섭하는 범위의

경계를 떠올리고 그 경계 너머를 상상하게 된다. 다음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학습 독자는 자기 인식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인지한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곧

바로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거나 명명(命名)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념이나 구도

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사태를 드러내 보이는 과

정에서 기존 가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공백 지점을 나타내 보인다.

백석의 <수라>를 보고 나도 가슴이 저릿해짐을 느꼈다. ㉱이 시의 거미는 우리가 살면

서 무심코 지나쳐온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바쁜 삶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이라던가, 매

일 올라타는 버스에 자유롭게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들, 다수에 밀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

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모두가 우리의 거미다.] 시의 화자는 거미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치워버린다. 보기 싫은 것을 눈앞에서 치우기에 급급하다. 그 후, 어미로 추정되는 큰 거미

가 나오고 더 작은 새끼 거미가 나왔을 때 화자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낀다. 이 모습을 보며

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의 이득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약

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강자들이 이 시의 화자를 닮아 있었다. ㉴우리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순점이 나를 향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순점을 찾기는커녕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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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치운 거미에게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 있

다는 점은 그 ㉵거미와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게 해 준다.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야 함을 배우면서 컸다. 이 시는 그 점을 상기

시켜주면서도, ㉶[독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했는지를 성찰하게 해 준다. 자신

의 부끄러운 면모를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한다는 점]이 이 시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활-M1-30-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 M1-30은 화자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저

릿해짐’을 느끼며 ㉱와 같은 인식적 발견에 도달한다. 화자가 거미에게도 우리

와 같은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난 뒤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

게 된 것처럼, 학습 독자 또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무심코 지나쳐온 것들

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학습 독자는 ㉲에서 보듯 구체적인

장면의 형태로 이들을 소환하는데,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화자가 거미를 자신과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면서 자신

에게 부여된 책임을 인식한 점에 주목한 학습 독자는 앞서 떠올린 대상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당연한 듯 여기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학습 독자는 시에서 거미가 처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경험 세계인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확인하고, 약자를 외면해온 강

자의 모습에 화자(㉳)와 자기 자신을 대응시킨다. ‘나’와 ‘우리’의 범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구도를 통해 ㉴에서 보듯 무심코 지나쳐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무시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를 반성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자각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 독자가 위와 같은 인식적 발견에 도달하게 된 점은 기존

가치 체계 내에서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약자’에 대해 바로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일 수 있다는 새로움을 인지함으

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학습 독자 M1-30이 자신을 ‘강자’에 위치시킨 것은 외면당하는 대상인 ‘약자’

와의 대립쌍 설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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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교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대상들 간 발생하는 힘

의 작용에서 연원하는 구체적 현상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위

력을 발휘하는 대상이지만, 반응 텍스트에서는 직접적인 위력 행사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정위되어 있다. 새롭게 설정된 의미에서 보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학습 독자 또한 강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기존 가치 체계에서 강자와 약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인

식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구분이 포섭하지 못한 의미상의 공백 지점을 현

시해준다. 기존의 기준인 위력의 발휘 외에도 강자와 약자의 구도에는 사회라

는 체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는 들려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와 같은 사회적 지위 차원의 의미 또한 부여될 수 있다.

학습 독자 M1-30은 강자와 약자의 구도에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의미를 부여

하면서 기존의 구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 가치 체계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공백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 작용을 추동하는 것은 기존

가치 체계의 개념을 적용하는 차원의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가치 체계의 경계

너머에 대한 상상이다. 이러한 상상적 행위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명명(命名) 행위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칙칙폭폭-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미친 듯 달리는 사람들밖에 없다. 앞만 보고 달려라.

㉷우정, 사랑 같은 것은 뒷전이어도 좋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생각하려 들지 말고 일단

경적을 울려라. ㉸근면과 끈기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른들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

람들처럼 생각 없이 달리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런 요구가 나름 우리를 위하는 마음에 근

거해 있어서 철없는 척 반박할 수도 없다.] ㉺[우리가 폭주 기관차로 길러지는 이유는 현

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룩해 온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개

인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최고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근면하게 달려왔고, 그것의 부

정적인 측면을 인지하여 다양한 출판물로 그 반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여태껏

얻어온 이득이 있고 탈선한 기차에 내려진 유무형의 형벌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소시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질주>는 그런 소시민들의 일면을 드러내

고 있다. ⓐ연민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비겁함. 작가는 그런 모습을

있을 법한 사례로 보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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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당연히 현대인의 소시민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활-M1-18-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는 시 텍스트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학

습 독자에 의해 설정된 ‘폭주 기관차로 길러져 끝내 소시민으로 전락(㉺)하는

대상’과 같은 화자에 관한 인식이 매개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이 학

습 독자가 주목한 것은 시의 제목인 질주로부터 환기되는 ‘미친 듯 달리는 사

람들’, ‘앞만 보고 달려라’, ‘생각 없이 달리기’,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최고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근면하게 달려’ 온 존재라는 의미의 연쇄를 압축하는

‘폭주 기관차’(㉺)이다.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기차와의 은유를 기반으로 부여된

의미마다 내포하고 있는 욕망이 함께 결합하면서, ‘폭주 기관차’라는 존재는 그

질주가 결국 어떤 성취 지점으로의 도달이 아닌 공회전에 머물게 되어 끝내

탈선하거나 철로를 넘어설 수는 없는 한계와 무력함을 담은 ‘소시민’(㉸, ㉻)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물론 ‘폭주 기관차’나 ‘소시민’ 모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며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폭주 기관차가 결국 소시민으로

전락(㉺)한다는 의미는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 내에서 위와 같은 의미역을 지

니는 것으로 새롭게 정립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명명 행위는 대상을 인식하

고 평가하는 기존 가치 체계를 갱신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습 독자 M1-18의 자기 인식이 폭주 기관차와 소시민성의 결합으

로 설명되는 화자의 상에 부분적으로 겹쳐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폭주 기관차

와 관련하여 ‘생각 없이 달리기’의 요구가 학습 독자를 포함한 ‘우리’에게도 강

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우리 또한 화자와 마찬가지로 폭주 기관차

로 길러지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어른들’은 우리를 ‘폭주 기관

차’로 길러내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습 독자는 정작 ‘우리’에

게 ‘폭주 기관차’가 되기를 요구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소시민’의 모습을 발

견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 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룩해 올 때까

지 원하는 것을 포기해가며(㉷) 근면하게 달려온(㉸) ‘폭주 기관차’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거두고 그에 순응해버린 모습이 ‘소시민’에 해당하기 때

문이다. 아직 ‘길러지는’ 중인 학습 독자는 ㉹의 언급처럼 ‘어른들’의 요구를 마

냥 받아들일 수도, 그에 반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인식적 발견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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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폭주 기관차에서 소시민으로 이어지는 궤도 밖을 상상하며 자신이 처한

경계 너머를 상상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는 ‘연민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조치

도 취하지 못하는 비겁함(ⓐ)’이나 ‘부끄러움(ⓑ)’을 딛고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성에 대한 언급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적 발견은 학습 독자가 설정된 체계

내에서 부여된 선택 외에 자기 인식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의 계기

를 상상을 통해 발견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인식을 확장하고 기존 가치 체

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의미 공백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볼 때, 자기 인식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경계 이월에 대한 상상의

양상으로는, 기존의 개념이나 구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가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의미상의 공백 지점을 발견하거나 주어진 체계 밖의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독자는 기존 가치 체계가 다루지 못

하는 새로운 인식적 발견을 자기 인식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가치 체계

의 의미 공백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규정하여 자기 인식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가치 체계로 설명되지 못하는 인식적 발견은

곧 체계가 지닌 한계 지점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한 확장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학습 독자에 의해 결합된 이미지의 의미를 특정한 개념 차원에서 수렴하

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차원에서의 결합을 상상함으로써 의미를 변증

법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 독자의 경험을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제한적 작용 양상과 지체 요인

본 절에서는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양상에서 확인되는 윤리성의 제한적

작용 양상들을 분석하고,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를 추동하는 작동 기제가

부적절하게 활성화되는 조건으로 차이의 소거 및 환원적 추상화라는 지체 요

인을 추출하였다. 실제 시 읽기가 수행되는 맥락으로부터 윤리성 기반의 시 읽

기의 작동 기제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살펴 Ⅳ장에서의 교육적 실행 기반을 논

의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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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 소거 중심의 윤리적 교섭

(1) 유사성으로의 환원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문제는 시 텍스트를 독자 자신과 구분되

는 차이를 지닌 타자로 인식할 때 활성화된다. 시 텍스트와의 매개를 위해 설

정한 윤리적 행위 사건은 학습 독자가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여 타자와 구분되

는 자기에 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

서 주로 나타나는 익숙한 자기와의 비교는 낯선 타자인 시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 독자들은 그 과정에서 타자에게 발견되는

자신의 경험 세계와의 유사 지점만을 부각함으로써, 이 유사성을 중심으로 타

자가 지닌 차이들을 환원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에서 보듯 설정된 윤

리적 행위 사건의 맥락은 학습 독자가 소환한 자신의 경험 세계 또는 가치 기

반의 매개항 각각이 지닌 특수성은 배제된 가운데 유사 지점으로 대체되면서,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적 반응으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인다.

㉠화자는 서로 떨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거미(가 처한 상황:인용자

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매우 슬프고 아픈 감정을 유발한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백화점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생각난다. 어렸을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

다. 백화점에서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엄마 손을 놔서 잠시 동안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순간 아찔하면서 두려움이 앞섰던 기억이 난다. 이 시를 통해서 작가는 이별의 아픔을 노

래하고자 한 것 같다. 표면적인 이별을 통하여 거미의 상황을 공감하게 하며 또다시 이별

의 상황을 설정하여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 같다. [활-M1-52-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는 ‘거미가 처한 상황’을 ‘떨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대응(㉠)시킨다. 특히 이 학습 독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이별’로 인해 비참한 상황에 놓인 거미로, 가족과 헤어져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거미의 상황을 학습 독자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낯

선 상황을 대면하는 학습 독자는 ㉡～㉣와 같이 자신의 인식 체계로부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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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을 찾아 대응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독자 M1-52가 대응시킨 유사한 상황은 ‘우리나라

의 분단 상황(㉡)’에서 ‘백화점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상

황(㉢)’, ‘㉢과 유사한 학습 독자의 경험(㉣)’으로 그 연결이 중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미의 상황(㉠)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 연결되며, 다른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엄마와 떨어지게 된 아이

의 상황을 설정한 ㉢, 그리고 학습 독자의 직접 경험을 언급한 ㉣과 연결된다.

㉡과의 연결에 해당하는 전자(㉠-㉡)의 경우 서로 이별하게 된 거미들의 처지

에 대해 비참하다고 본 학습 독자의 인상 평가의 내용이 연결의 교집합으로

설정된 것에 반해, ㉢, ㉣과의 연결에 해당하는 후자(㉠-㉢-㉣)는 시 텍스트에

등장한 거미 중에서도 새끼거미를 초점화한 구체적인 상황적 유사성이 연결의

교집합으로 설정되었다.

유사 상황 간 연결은 각 상황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지점을 매개로 하여 연결

된다. 연결된 상황에 따라 공유 지점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이 계속 나

열될수록 수렴되는 교집합의 의미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과 ㉢, ㉣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거미의 상황(㉠)’과 유사 지점을 공유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족

과 헤어진 상황’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 ‘가족’이

라는 말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언급한 세 상황이 지닌 공통점이나 이 학습

독자가 시 <수라>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문항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언급24)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가족과 헤어짐’이라는 세 현상의 교집합은 ‘거미의 상황(㉠)’이나 구

체적인 상황을 초점화한 ㉢과 ㉣ 사이에서는 상황적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

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공유할 뿐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남는다. 전쟁

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 상황은 이산가족의 처지에서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없게 되면서 가족이 서로 헤어지는 계기이다. 즉, 가족에게 가해

진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강제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단 상황을

24) 학습 독자 M1-52가 작성한 활동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반성이 드러난다.[활-M1-52-EJ-1-
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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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하다고 보는 인상 평가적 반응에는 ‘가족과 헤어짐’이라는 현상의 기술 내

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힘으로 이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나 순식간에

수많은 가족들이 분리를 겪었다는 점 등이 응축되어 있다. 해당 상황이 지닌

다양한 의미의 결 가운데 이러한 변별적 특징이 함께 고려되지 않은 채 ‘가족

과 헤어진 상황’만이 부각된다면 이와 같은 연결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례들과 연결될 때 ㉡은 ‘가족과 헤

어진 상황’ 외에는 변별되는 지점이 더 많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합치될 수 없

는 수준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 짓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 것이다.

이처럼 동원된 상황 간 공유되는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연결된 상

황이 지닌 각각의 특수성이 소거될 우려가 있다. 상황 간 공유되는 유사성이

연결을 위한 계기임을 감안하면, 유사성이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 내용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상황들이 각기 지닌 특수한 지점을 비교의 대상으로

활용할 때 대상들 간의 차이를 의미화하는 윤리적 교섭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례로 ㉣과의 연결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을 유사 상황으로 연결하면서

떠올린 ‘아찔함’이나 ‘두려움’과 같은 학습 독자의 감정적 연루가 드러난 반응

은 다른 상황들과의 비교를 위한 변별 지점이 될 수 있다.

(2) 가치 판단 결과의 일반화

익숙한 대상과의 연결이 차이 지점들을 소거하고 타자가 지닌 특수성을 소거

하는 것은 낯선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지점만을 일반화

시키고, 파악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는 배제해버리는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다음 반응 텍스트에서 보듯 일반화된 차원에서의 교집합만이 강조되고 각 대

상이 지니는 여집합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을 때, 부분적인 것이

대상 전체를 설명하게 되면서 대상에 대한 평가는 인식 주체의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략)… 거미는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가족이 분리되었다. 화자도 아마 어
떤 외부적 요인으로 가족이 분리된 것 같다. 화자는 자신과 거미같이 해체된 가족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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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비록 자신이 분리하였지만 잘못됨을 깨닫고 가족이 다시 만나도록

돕는 장면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시의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분단과 가장 비슷

한 것 같다. ㉠남북 분단도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제적

으로 분리된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가족이 존재하는데 이는 시에서

거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이 외에도 세상의 다양한 분쟁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상황

은 이 시에 대입이 가능하다.] [활-M1-49-RT-수라]

 (전략)… ㉢[제목 ‘수라’는 불교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신이다. 아수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을 통해 시인 백석은 가족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방해하는 현실 상황을 우

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인은 시 속의 새끼 거미와 어미 거미를 인간의 가족

구성원과 같은 관계로 표현하는 의인화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며 ㉣시와 같은 일이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전달한다. 화자는 거미 가족을 위한 생각으로 그들을 밖

으로 쓸어 버리다가 슬퍼하며 우리의 삶에 그 상황을 대입해 본다. 거미들, 그리고 방바닥

을 쓸어내는 자신의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진 가족들 간의 헤어짐에 대한

설움을 본 것이다. ㉥[시가 지어진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시에서의 가족 간 이별은 일

제 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이산의 아픔을 겪는 우리 민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제 강점기보다는 탈북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

합한 것 같다.]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족의 어쩔 수 없는 찢어짐은 어느 시대에

서나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다. [활-M1-45-RT-수라]

먼저 인용한 반응 텍스트 에서 학습 독자는 거미에게 감정이입하는 화자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족 분리를 겪은 대상’이란 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초

점화된 주체의 상황적 배경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연결되는데, 이

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족 분리’를 겪은 존재라는 두 대상 간의 유사성

(㉠)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런데 두 대상 간의 유사성(㉠) 외의 다른 특성, 이를

테면 외부적 요인이 실제 어떤 것이었는지, 또 분리의 과정이 실제 어떠했는지

와 같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거미 가족의 분리’라는 상상적

상황이 죄책감을 느끼는 화자의 허구적 산물이라는 점 등은 이러한 연결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두 대상 간 교집합에 해당하는 초점화된 공통 지

점만이 강조되어 이산가족과 화자는 이 학습 독자의 인식 체계상 같은 층위에

놓인다.

보다 문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지점은, 시 텍스트 속 거미에 대한 학습 독자

의 평가적 반응이 유사 지점을 공유하는 다른 대상들에게도 전이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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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의 진술 내용이다. 학습 독자의 언급처럼 ‘세상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

해 갈라진 가족들의 상황’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리라는 점에서

시 텍스트 속 거미와의 유사 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적 유사성 외에도 각기 다른 차이를 지닌 독립된 개별

사례들의 특수성이 묵과된 채 일반적 차원에서의 가족과의 분리, 외부적 요인

과 같은 일부 공통의 자질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결정하는 것이다. 각자 다른

특수성을 지닌 개별 사례들을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편견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점은 인용한 반응 텍스트 에서도 발견된다. 학습 독자 M1-45는

㉢에서 보듯 시의 제목으로부터 ‘아수라’라는 신을 ‘싸우기를 좋아하는’ 속성에

기인해 ‘가족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상정한다. 전문 독자

에게서 상황에 대한 은유로 이해되는 이 제목은 반응 텍스트에서 거미 가족을

떼어 놓은 존재인 화자가 지닌 속성으로, 또한 ㉣에서 보듯 현실 세계와도 곧

바로 연결된다. 다만 여기서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에 의한 거미 가족의 분

리라는 현상이 ‘우리 민족이 가진 가족들 간의 헤어짐에 대한 설움’(㉤)이라는

개념 층위의 서술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현상’

에 대한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 보듯 시가 창작된 시대적 상황과

그것이 향유되는 현대의 관점에서 각각 ‘이산의 아픔을 겪는 우리 민족’, ‘탈북

자의 문제’와 같은 현실의 특정 부면에 직접 대응되면서 민족적 차원의 설움이

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물론 시 텍스트로부터 사태의 객관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개념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 같이 개념으로 규합한 현실의 특정 부면들을 ‘이산의 아픔을 겪는 민족’

이라는 의미에 보다 ‘적합한’ 것을 찾는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점이

나, ㉧에서 보듯 개념으로의 일반화를 거치면서 가족의 분리라는 상황을 어느

시대에나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로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각 사태가 지닌 특수

성이 소거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는 현실 상황의

자리에 ‘일제 강점기’와 ‘탈북자의 문제’라는 각기 다른 두 상황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외부의 힘’이라는 공유 지점을 제외하고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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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대상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대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다.

이상의 개념화 과정은 인식 주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

이고 특수한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개념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보여준

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에게 닥친 설움(㉤)은 ‘강제적인 가족의

이산(離散)이 존재했음’의 상태에 관한 서술일 뿐, 그 자체로 올바름과 적합함

의 당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 독자 M1-45가 구성한 윤리적

행위 주체인 화자는 ㉦에서 ‘일제 강점기’와 ‘탈북자의 문제’ 가운데 좀 더 적

합한 것으로 판별되어야 할 추상화된 개념으로, 또한 ㉧에서는 보편적이고 당

위적인 서술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공유된 유사성이 상황이 지닌 각각의 특수성을 소거하는 가운데 일반

화된 명제로 수렴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태에 당위를 부여함으로써

학습 독자의 편견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윤리적 교섭 기제

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유사성으로 환원하는 양상에서 살펴보았듯 연결된 상

황이 지닌 특수한 지점을 비교의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화된 명제 차원의 개념이 개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시 텍

스트에 환류적으로 조회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설정한 가치 개념의 적

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 시 텍스트에 대한 초월적 위치 상정

일부 학습 독자들은 판단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이 앞선 나머지 시 텍스트의

의미와는 무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거나 스스로를 성찰 대상으로 삼지 못하

는 등 초월적 위치를 상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습 독자가

자기 인식에 대한 반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주체인 자기 자신을

차이를 지닌 타자와는 무관하게 초월해있는 존재로 정위하는 데서 출현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방바닥에 거미 새끼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그 다음에 어미로 보이는 큰 거미가 찾아온다, 또 쓸어버린다. 이 두 과정에서의 차이라면

거미를 쓸어버릴 때 가졌던 마음이다. 새끼 거미를 쓸어버릴 때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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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를 쓸어버릴 때는 서러워하고 있다. ㉠[모순이다. 새끼 거미를 찾는 큰 거미를 보며

애통하고 서러워할 거였으면 애초에 새끼 거미를 쓸어버리지 않았어야지, 쓸어버릴 때

이 거미에게 있을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싶다. 다 쓸어버려 놓고 서럽다하면 그건

참 감성적인 척 하는 변태다.] ㉡[심지어 화자는 큰 거미를 쓸어버리고 나서 또 찾아온 새

끼 거미를 또 다시 내친다. 자꾸 찾아올 것을 안다면 그냥 따뜻한 방구석에 잠시 자리를

내주고 가족 상봉을 시키는 게 훨씬 윤리적인 게 아닌가.] 마치 자신이 이 거미들을 내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척, 이 거미들을 위하는 척하는 게 왠지 좀 같잖은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로 나는 이 시가 가장 윤리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였어도 집에 들어

온 그 거미들을 쓸어버렸을 거지만 화자처럼 구차한 변명을 붙여가며 세상 슬픔 다 가진

태도를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활-E2-47-RT-수라]

  (전략)… 무심했던 자신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반성이 드러난다. 변화와 성찰의 대

상은 화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독자에게까지 확산된다. 혹시 내가 평소에 비슷하게 행동

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스스로 무심결에 행동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비

교적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해준다. ㉣[시를 읽고 나니 예전에 겪었던 달팽이와

관련된 일화가 생각났다. 집에서 작은 달팽이를 키웠었는데, 어린 사촌 동생이 내가 안 보

는 사이에 달팽이를 손 위에 두고 괴롭히고 있었다. 저렇게 생명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

질 수 있나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 시를 읽으면 아마 그 동생도 이 시의 화자와 같

은 심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싶다.] [활-E2-34-RT-질주]

인용한 반응 텍스트 에서 학습 독자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화자를 판

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결과 화자는 거미 가족이 만나는 데 ‘실질

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여 ‘결국’ 거미 가족을 해체한 장본인으로 의미화된다.

거미를 밖으로 쓸어버린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25) 이러한 학습 독

자의 판단은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화자가 변경시킬 수 없는 지점에 해당

한다. 그런데 결과로서의 맥락을 행위와 태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이 학

25) 이 학습 독자는 다음에서 보듯 시 텍스트에 대한 윤리성 판단에 있어서도 시 <수라>
를 윤리적인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시로 꼽았으며, 그 이유를 ‘거미를 밖으로 쓸어버렸기
때문이다’와 같이 밝혔다.

․도덕적, 생명중심적 [활-E2-47-MM]
․생명 중심적인 것 [활-E2-47-MMEJ]
․사실 6개의 시 중에서 딱히 윤리적이라 생각하는 시가 없다. 그나마 자연의 느낌을..
주는 가를 골랐다. [활-E2-47-EJ-1-고향]
․거미를 밖으로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활-E2-47-EJ-2-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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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독자는 화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 시 텍스트에 제시된 상

황적 맥락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가 ‘거미를 밖으로 쓸어

버린’ 행동 이후에 보이는 행동 또한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도덕적이라는 행

세’를 하고 싶은 태도로 규정하고, 실제 거미를 쓸어버린 행동보다도 더 큰 비

난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학습 독자는 자신이 지닌 가치 체계에 터해 가치 기준을 세우고 대상을 판단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판단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충실히 설명해야 할 자기 책

임성의 요구 또한 지닌다. 이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시 텍스트에 대한 충실

한 이해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시 텍스트의 맥락을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준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 텍스트의 의미 표지들을 자의적으로 판

단에 적용하는 것은 시적 소통구조의 중층성에 근거해 시 텍스트의 서술 내용

적 층위와 서술 행위 층위를 조망하는 ‘경계이월적’ 주체를 넘어선 초월적 주

체에 상응한다. ㉠이나 ㉡과 같이 사건의 선후 관계와 의도 여부를 뒤섞거나

결과만을 초점화하고 다른 지점들은 고려하지 않거나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화

자의 상황을 자신에게로 대입하는 ㉢의 서술과 관련해서도 억지로 슬퍼하지

않을 자신의 태도가 슬퍼하는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왜 우위에 놓이는가에

관해 설명하지 않는다. 시 텍스트에 관한 충실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한 채 학습 독자의 가치 기준에 맞는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여 시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의 제한 조건들을 메타적으로 바

라볼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여, 화자에게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도 경계이월

적이고 초시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읽기의 상황적 조건이 판단에

의미화된 맥락으로 반영될 것을 전제하지 않은 가운데 제한된 조건의 한계를

초월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의 요구를 강요하는 와 같은 사례는 시적 소통구

조에서의 독자의 위치에서 오는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부적절한 윤리적 교섭

의 양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은 판단 주체에만 위치시키고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

반응 텍스트  또한 초월적 주체의 위치에 자신을 상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에서는 시 텍스트를 통해 사건을 설정하여 자신과의 연결 지점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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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어린 사촌 동생’에게만 이러한 자기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명에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 문제 상황을 인식했다면, 실제 달팽이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사촌 동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 인식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학습 독자는 자신의 행동을 판

단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판단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만이 강조되는 경우,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로부터 초월적인 상태에 자신을 정위하게 될 우려가 있다. 타자가 자

신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사실은 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독자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가까우며 이는 타자를 이해하는

독자에게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부여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대응될 수 있

다.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로서 여기에서는 시 텍스트에 대한 환

류적 조회를 바탕으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과 시

적 소통구조에서 독자는 현실 세계의 제한 조건들을 메타적으로 관찰할 수 있

는 위치를 일시적으로 점유한다는 전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자기 인식에서도 적용될 때 윤리적 교섭 기제의 작동으로부터 타

자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구성으로서의 성찰로 나아

갈 수 있다.

2) 환원적 추상화 중심의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

(1) 가치 문제로부터의 배제

Ⅰ장에서 언급한 예비 실험의 시사점에서 보듯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

서는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는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의 윤리적 행위 사건을 매개

로 삼아 자신의 가치 체계를 동기화하는 작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실험

에서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학습 독자의 시 읽기는 타자와의 만남인 사건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학습 독자의 주관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양



- 141 -

상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는 가치 판단이나 자기 인식의 대상이 되는 시 텍스

트와의 연결 지점인 사건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보듯 윤리

자체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시 텍스트로의 가치 문제를 포착

하기에 불충분하다. 특히, 인용문에서 학습 독자 M1-39는 윤리에 대해 떠올린

인식을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상태로 적용하여 시 텍스트를 윤리적 읽기 대상

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시는 인간의 감정을 드러낸 시이다. ㉠[화자는 아이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는 지금 열이 난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모성애라고 부르는 감정이 화자가 지금 가지

고 있는 감정일 것이고 굉장히 절실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이가 얼른 낫기를 바라는

상황인 것 같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이 그려낸 이 상황 속에서 느

끼는 ㉡아이의 쾌유에 대한 절실한 감정에 독자들이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같이 느껴줬으면 하는 의도로 이 시를 쓴 것 같다. 이 시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

는 다신교도와도 같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신을

믿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아무 신이어도 좋으니 제발 부디 내 염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

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어렸을 때 나는 겁이 많

았고 항상 내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전 침대에서 모

든 신들에게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아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내가 신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린 나의 마음으로는 우리 가족이 건

강하고 행복하길 너무나도 절실하게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이 시의 그

런 구절을 읽고 화자와 공감하면서 이런 내 경험이 떠올랐던 것 같다. [활-M1-39-RT-발

열]

인용한 반응 텍스트는 시 <발열26)>에 대한 것으로, 이 학습 독자는 해당 시

를 제시된 시들 가운데 윤리적인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시로 꼽은 이유에 관해

26) 다음은 시 <발열>의 전문이다. 정지용, 김학동 편(2003), 『정지용 전집 1』, 민음사,
p.70.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러 / 포도순이 기여 나가는 밤, 소리 없이, / 가믈음 땅에 시며
든 더운 김이 /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어 오르노나. / 가쁜
숨결을 드내 쉬노니, 박나비처럼, /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 나
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 /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 아득한 하늘에는 /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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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반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감정은,

열이 나는 아이를 앞에 둔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이가 병이 낫게 해 주

고 싶은 절실함(㉠, ㉡)’이라는 언어적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사태에 관

해 ‘옳음’의 판단과 이러한 가치를 따르는 태도27)를 윤리에 대한 정의라고 밝

힌 이 학습 독자는, ‘모성애’로 표상되는 화자의 상황과 감정은 이러한 윤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활-M1-39-EJ-2-발열) 사례로 본

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은 윤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에 관한 판단보다는 그것이 지닌 보편성(㉢)을 방증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그에 공감하는 태도로만 한정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학습 독자 M1-39가 시 텍스트 속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주목하고

자신의 인식을 투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

는데,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자의 상황은 아이의 쾌유를 바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이 학습 독자는 이러한 화자의 상황에

대하여 ‘모성애’나 ‘보편적인 감정’과 같은 추상적 의미화를 시도하여 추상화된

의미 차원에서의 비교로 전환해버림으로써 시 텍스트의 상황을 ‘신을 믿지 않

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당연한 일로 상황을 박제한다. 추상화된 상황은

㉣과 같이 독자 자신의 경험과의 유사성을 추출하고, 유사성에 기인하여 화자

의 태도에 공감하는 자신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시 읽기는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자신의 가치 체계에 기인한 경계의

발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인식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시 읽기의 양상이 나타난 것은 시 텍스트로부터 가치 문제를 발견하

27) 이 학습 독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 기부, 착함, 정의로움, 융통성있게 행동하는 것과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사이
의 갈등, 가습기 살균제-비윤리적 [활-M1-39-MM]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 [활-M1-39-MMEJ]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거미를 쓸어 버리다가 ‘작은 것을 고이 종이에 받아 버리는’
윤리적 의식이 반영된 행동에 다가갔다. [활-M1-39-EJ-1-수라]
․‘윤리’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한 시인 것 같다. 화자는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다신교도와도 같이’라며 아이의 쾌유만을 빌고 있다. 이런 상황
에 ‘윤리’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활-M1-39-EJ-2-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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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윤리성 기준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추상화된 기

준에 기대어 시 텍스트로부터 가치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윤리성이 작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치 문제에 대한 응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면을 넓히는 것은 윤리적 감

수성이 적절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추상적 차원의 기준을 시

텍스트라는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가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 양립 불가능성의 구도 설정

학습 독자들은 기준에 대한 위반과 같은 이분법적 인식을 대상에 대한 선함

과 악함, 또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구도로 곧바로 치환하여, 위반을 곧 악이자

옳지 않음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

는 시 텍스트를 통해 포착한 가치 간의 대립 양상을 이항 대립의 구도로 치환

하는 과정에서, 대립 관계에 놓인 대상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고 선택에서 배제된 대상이 지닌 속성을 수용 불가능한 대상으로 치부해버

리는 인식 작용이 드러난다. 이러한 작용 양상은 가치 간의 대립이 선악이나

호오 판단과 같은 이분법적 지형으로 편입될 때 발생하게 된다.

백석의 ‘수라’는 언뜻 보기엔 윤리적이다. 처음 잘못은 저지른 후에 이를 속죄하고 뉘우

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현대 혹은 근대의 많은 종교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화자는 새끼 거미, 큰 거미, 더 작은

새끼 거미를 차례로 바깥으로 내민다. 차디찬 밖으로. 얼마나 편리한가? 자신이 잘못했다

고 말하며 ‘거미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나머지 거미도 바깥으로 내미는 것이라는 화자의

합리화가, 본질적으로 결국 화자는 거미를 바깥으로 내미는 것이 목표였다. 쓸어버리는 것

과 종이에 담아 바깥에 버리는 것은 우아하고 조심스레 표현되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

한 행위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에 얼마나 완벽한 방법인가?…(후략) [활

-M2-11-RT-수라]

인용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독자는 시 텍스트에 제시된 화자의 행위와 태

도에 주목하는데, 거미들을 차례로 바깥으로 보낸 일을 ‘잘못’이자 ‘속죄’와 ‘뉘

우침’의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는 화자의 모습과 유사성을 지닌 대상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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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인’과의 연결에서 비롯한 것인데, 학습 독자가 종교인에 대해 지닌 기

존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학습 독자는 선행으로 죄를 씻으려는 종교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소망하며 잘못을 속죄하려는 화

자에 관한 판단에 대응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의 전이는 단순히 유사 대상과의 연결에만 그치지 않고,

종교인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인식적 판단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두 대

상의 행위가 수행되고 이해되는 맥락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이 곧 이

전의 죄를 씻게 한다는 전제 자체가 모든 사태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이미 저지

른 죄에 대한 선행이 속죄라는 목적만을 위해 정향된 행동으로 이해되어버리

는 것이다. 학습 독자가 이러한 인과적 연결을 수행하는 인식 작용의 기저에는

이미 속죄 행위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행위여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측

면에 해당한다는 가치 판단이 내재해있기 때문에, 화자의 행동 또한 동일한 맥

락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책임’과 대립하는 행동인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 것

이 된다. 즉, 책임과 속죄(합리화)라는 이항 대립적 전제는 책임이 속죄(합리

화)에 비해 비교 우위에 놓인다는 이중의 가치 판단적 구도를 바탕에 둔 가운

데 판단에 관여한다.

학습 독자의 인식적 판단이 이러한 비교 우위를 전제하는 이중의 대립 구도

로 전환되면서,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는 책임을 회피

하는 합리화 행위로 여겨진다. ‘편리함’이나 ‘우아함’을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행동으로, 더 나아가 거미를 내쫓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그 의도가 표면화되

며 비난의 대상으로 재설정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 텍스트의 변

별적 의미 표지들은 조명되지 못하는데, 일례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 위

해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하고 종이에 담아 바깥에 버리는 조심스러운 행동

을 했다는 의도의 역전은 이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학습 독자의 인식 과정은 이미 회피의 행동으로 낙인찍힌 화자의 행

동 가운데 합리화의 측면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지점들에 대해 이항 대립적 구

도에 맞춰 가치 판단이 결정된 방향으로 화자의 ‘합리화 의도’를 덧씌운 것에

가깝다. 잘못을 저지른 사실과 그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이 학습 독자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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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항 대립의 구도상으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항

대립의 구도에 근거해 선/악을 판별하는 데 익숙한 이 학습 독자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과 이를 반성하고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태도는 서로의 대립항

에 속하기 때문에 한 주체 내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태도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항 대립적 구도를 통해 윤리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추상화된 개념

차원에서 이중의 대립 구도인 선/악 구도 속으로 편입하는 태도는 대상에 대

한 왜곡과 사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성 감수

성의 부적절한 발현을 추동하는 지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가 일시적으로 점하는 경계이월적 주체의

위치와 관련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할 때에도 시 텍스트라는 중층적 소통구조를 전제

하여 서술 효과나 초시간적인 존재로 화자를 관찰하는 독자의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가치에 관한 변별적 인식으로서의 윤리적 감수성이 적절하게 발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특정 기준에 의해 이항 대립적으로 가치가 판단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부여된 또 다른 이항 대립적 관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가치에

대한 문제를 추상적으로 환원함으로써 구체적인 인식의 지점에서 변별적으로

작동하는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준 자체의 엄격성이나 충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

에 관한 준수 여부에 따라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같이 판단

결과를 고정시키는 가치 판단이 부여된 인식틀로의 변환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준수하는 것만이 옳다고 볼 순 없으며 상황

맥락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

면 이를 지키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차이의

지점을 통해 대상이 지닌 특수성을 외현화함으로써 윤리적 감수성이 발현될

수 있는 부면을 증가시켜 가치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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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에 관한 인식적 공백

‘경계’는 시 읽기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응답하기

위해 가치 체계 내의 인식과 판단의 과정에서 포착하게 되는 의식적 범주이다.

이는 가치 기준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여, 메타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 체계를 지각하는 상태에서 감지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학습 독자들이 판단 주체로서 자신을 망각하고 특정한 텍스트

표지나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은 경계에 대한 인

식적 공백이 일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치 기준과 관련하여 위계를

조정하거나 가치 체계 내로 용인 여부를 검토하는 양상이나 구체화된 시 텍스

트 맥락에 기반하여 기준을 정련한 가운데 판단에 적용하는 양상과는 구분된

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사례에서 보듯 특정 어휘나 표현이 그 자체로 판단 대

상이 되거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기는 인식적 격차로 인해 학습 독

자가 시 읽기를 거부하거나, 시 텍스트의 다른 표지들에 대해 인식하기를 거부

하는 양상에 관해 다룬다. 이는 특정 표지를 포착하는 것에만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이 제한되어 있는 정향된 가치 판단만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윤리성의 부

적절한 활성화가 이루어진 양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동물이나 사물 등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들 한다. 그러나 동물은 사물과 다르다. 우리는 동물 또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동물의 심경이나 말을 표현하는 것은 의인화라고 하지 않는 것이 나

을 것이다. ㉠의인화라는 단어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백석

의 ‘수라’가 무엇을 뜻하고 있든, 그 시에 나타난 화자의 의중은 이러한 논리로 바라볼 때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활-E2-55-RT-수라]

 ㉢[윤동주가 이런 시를 쓴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남의 다리를 감상한 사실을

시에 넣다니…. 물론 백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왜 남의 다리를…? 자기 다리 가지고 쓰던가 진짜 별로다.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을 가

지고 시 쓰는 게 별로다.] 뭐랄까 근데 요즘에는 연예인들 몸매 좋다고 하는 글도 많아서

모르겠다. [활-E2-01-RT-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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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객관적

으로 도덕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에서 화자는 비둘기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비

둘기를 구하고 빠르게 달려오던 뒤의 차량들과 부딪혀 더 큰 사고를 일으킬 것인지 선택했

어야 한다.] ㉤나는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희생을 선택한 일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과 동물 사이의 문제라 더욱 전자를 선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활

-E2-63-RT-질주]

인용한 세 편의 반응 텍스트는 모두 각자 선택한 시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면서, 비교적 짧은 반응 텍스트를 산출하는 데 그친다. 물론 반응 텍스

트의 양적인 측면이 응답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인용한 세 편의 반응 텍스트 가운데 반응 텍스트 와 는 특정 표현의 등장

이후 텍스트의 문면에 관한 판단을 거부한 까닭에 지극히 일부만을 판단의 대

상으로 삼고 있고, 의 경우도 특정 도덕적 관점에서 시 텍스트를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면서 대상이 지닌 특수성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결

과적으로 학습 독자의 기존 인식 체계에 의해 포착된 부분적 측면만이 다루어

지면서 텍스트에서 포착된 부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치에 근거한 검토

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반응 텍스트 와 는 시 텍스트에서 각각 ‘의인

화’라는 발언(㉠)과 ‘남의 다리를 감상한 사실’(㉢)과 관련된 구절을 포착한 이

후, 해당 발언에 대한 비윤리적 측면을 지각하고 시 텍스트 전체를 이에 비추

어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에서 지적하듯 의인화라는 표현 방식은 표현 주체인 화자(또는 시인)의 의

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은 동물이

나 사물뿐만 아니라 나 아닌 어느 타자를 상정하더라도 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없는 표현 주체의 한계를 전제한 가운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 방

식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화자의 의도를 배타적 의미에서의 ‘인간중심적인 태

도’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실제로 행위 차원에서 동물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

고 인간의 기준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은 이 학습 독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일

반적 통념으로서의 인간 중심적인 태도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표

현 자체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표현 의도 차원에서 서술의 적부 판단이 가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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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해당 표현이 사용된 시 텍스트의 맥락에서 거미를 밖으로 쫓아

낸 행위가 인간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중심에 두고 거미를 대상화한 것에 대한

반성을 추동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 보듯 응

답 구성을 위해 전제되는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판단 논리만을 적용하겠다는 이 학습 독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에서는 최근 성(性)윤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습 독

자의 반응 텍스트에도 젠더 감수성(gender sensibility)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데 ㉢에서 보듯 성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상기시키는 특

정 표지를 떠올리거나 발견한 것만으로 시 텍스트와의 공유 맥락 형성을 거부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 학습 독자의 반응은 시 텍스트에서

여성의 다리를 관찰하는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시 텍스트를 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불쾌감의 대상으로만 한정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상태’

로 남겨둔다. 이는 ‘불쾌감’과 ‘알고 싶지 않은 상태’에 대해 행위의 맥락과 표

현 의도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 자체를 중단하는 태도일 뿐이다. 이는 시적 소

통구조의 중층성을 고려한 표현 의도의 파악을 방기한 것임과 동시에 일부분

에 대한 자의적 평가를 시 텍스트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이 학습 독자는 특정 표지의 출현과 관련하여 이 시

텍스트와 시인에 대한 판단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물론 시 텍스트

나 시인에 대한 판단이 고정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텍스트에 대

한 충실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표지의 출현과 그에 대한 반

응만으로 이러한 판단이 시인과 시 텍스트 전체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윤리적 감수성이 적절하게 발현된 상태로 보긴 어렵다.

윤리적 감수성은 특정 윤리적 주제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으로 이해되기

도 하지만, 그러한 지점을 포착해내는 것만이 민감성의 발현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28) 단편적 표지로부터 추동되는 인상적 평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

28) 중등 교사 대상 조사의 경우 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 텍스트를 수집하지는 않아 학습
독자의 사례와 같이 질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음 답변에서 보듯 시 텍스트
내의 맥락을 무시하거나 표현 의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 객관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함.[활-TH-10-EJ-1-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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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의 충실한 조회와 자신이 느낀 불편함의 원인29)을 찾고 이를 자신의

가치 체계에 조회해보면서 용인 여부 또는 가치 체계의 재편 가능성 등을 고

려하는 일련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판단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분에 대한

판단만으로 전체에 대한 일반화라는 가치 지향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황은

지각되어야 할 가치 기반의 반응을 추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 감수성

이 적절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

한편, 에서는 개념이나 공식 차원에서의 판단 기준이나 가치 명제를 대입

하고, 이에 근거한 도식적 판단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주체의 역할을 정향하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과 ㉤에서는 각각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모두

에게 이익이 되고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 ‘최소한의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사람과 동물 중에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와 같이 이미

정해진 결론에 비추어 시 텍스트의 상황을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다. 일단

선택 문제로의 치환과 같은 가치 판단의 조건 설정에서부터 ‘이익’이나 ‘객관적

으로 도덕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지와 같은 가

치 기준의 정련 및 이를 적용한 판단 전반에 이르기까지 학습 독자 E2-63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대입시키고 있을 뿐이다. 선택이

나 가치의 변별이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의 조정이나 자

기 인식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만을 대입하여 확인

하는 가치 인식의 재생산만이 수행된 사태라 할 수 있다.

앞서 와 의 반응 텍스트가 부분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전체를 일반화

하는 사례로 경계에 대한 인식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는 일
반화된 명제를 대입시켜 사태를 단순화시키고, 사회의 도덕 법칙을 그대로 받

아들임으로 인해 가치 체계라는 경계 자체가 무화된 미인식의 상태에 해당한

다. 열거한 반응 텍스트들은 모두 가치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가치 체계를 전제

로 한 변별적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와 같은 시어를 통해 화자의 시선이 여자의 신체를 훑고 나
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느낌.[활-TH-10-EJ-2-병원]

29) 특히 [나]와 같은 반응을 보인 독자는 전체의 2%(4명)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
인 학습 독자가 모두 여학생이며, 특히 여자고등학교인 E 고등학교에서 3명의 학생이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윤리적 민감성이 발현되는 조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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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이 적절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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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구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나타나는 윤리성 작용의

지체 요인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위해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목표와

실행 기반을 제시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두 작동

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2절에서는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학습 독자의 위치 설정의 문제를 고려한 ‘조망적

위치 설정을 통한 윤리적 개입의 활성화’를,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기준

의 정련 및 적용과 관련해 ‘부정성(不定性)을 전제로 한 판단 구도의 다각화’

를, 가치 체계에 대한 경계 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상상적 리허설

을 통한 가치 경계의 탐구’를 교육적 실행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1.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목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은 시 텍스트에 대한 가치 변별적 판단을 통해

자기 구성적 인식을 갱신해가는 학습 독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는 학습 독자가 가치 문제를 포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마련하는 과

정을 전제로 한다. 윤리적 가치 자체에 대한 습득에 머무르는 것은 학습 독자

의 인식적 변화를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1), 실제 수업 상황에서 계몽적이거나

‘교훈 전달’로 받아들여질 우려2)가 크기 때문이다.

1) 19세기부터 미국 학교에서 사용되어 온 맥거피 독본 시리즈(McGuffy Readers Series)가
‘교훈 전달’의 방식으로 가치의 문제를 교육에서 다루어온 까닭에 시 텍스트를 비롯한
문학작품이 다루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지식 차원에서 설교적 교수 방법을 통해 교육하
는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 바 있다. 일례로 정직(正直)에 대한 언어적 규칙의 학습
은 대상자의 실제 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를 하지 않았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해서 도
덕적으로 반대하였다고 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은 모험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편의
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J. Frankel(1977), How to Teach
About Values: an analytic approach, 송용의 역(1985), 『가치 탐구수업을 어떻게 할 것
인가?』, 교육과학사, pp.206-208 참조.

2)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음에서 보듯 문학 수업에서 윤리적 가치가 다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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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독자는 문학 작품이 다루고 있는 윤리적 가치 자체를 그대로 습득하여

자신의 인식 체계로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다. 가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문학

의 허구적·가상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 독자의 가

치 체계 자체나 경계 의식에 대한 메타적 점검이 동반될 때, 비로소 문학작품

에서 다루는 가치의 문제가 학습 독자 본인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인식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 스스

로 기존 가치에 관해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자신의 판단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식을 포함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먼저 시 텍스트로부터 발견한 기존

가치에 대타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시 읽기를

수행하는 체험이 우선적으로 학습 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아도르노가

말하는 심미적 체험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가 수행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3)

다만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독자들은 시 텍스트의 상황 자체에

동일화하거나 시 텍스트를 자신에게로 편입시키는 등 시 텍스트가 지닌 차이

를 쉽게 독자 본인에게 친숙한 상태로 전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 텍스트와의

접점을 형성하고 텍스트로부터 포착한 가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것,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강요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학 수업에서 윤리 또는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PC(political correctness:인용자)의
강요, 주류가 믿는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것 같다. …(중략)…
문학 수업의 목적이 교훈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H-07)

문학에서 윤리적 가치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문학 작품의 주제
의식은 크든 작든 윤리의 문제(인간적인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등)를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중략)… 한편으로는 ‘가치’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학생들의 다양
한 가치관을 어디까지 그럴듯한 감상으로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국은 바람직한 가치를 이미 상정해두고 그것을 가르치는 계몽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경계되기도 한다. (TM-06)

3) 아도르노는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성을 넘어서는 계기로 심미적인 체험을 강조하
면서, 안온하지만 통일성의 세계 속에서 구분되지 않는 일부가 되거나 획일성에 순응하
여 빈곤한 사유를 연명하기보다는, 고통스럽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균열을 지각하
며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T. Adorno(1970),
Ästhetische Theorie, 홍승용 역(1997),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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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응하는 모습은 전문 독자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점이라고

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 텍스트가 지닌 차이들을 외면하고 학습 독자에게 익

숙한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머무르는 것은 윤리성의 관점에서 주체화

에 요구되는 실천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자 독자의 인식적 변화를 이끄는

체험을 추동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실 아도르노의 관점

에서 심미적 체험은 쾌의 상태나 조화의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고통과 이질성

을 목도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자의적 전유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가 불쾌

감에 대한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앞서 Ⅲ장 2절

⑶ 경계에 관한 인식적 공백에서 다룬 학습 독자 E2-01의 사례4)와 관련하여,

이 학습 독자가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도르노가 이야기하

는 고통5)은 사태로부터 단번에 받게 되는 느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균열과 공

백을 감지하는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한 이해

에 도달하지 않으려는 주체의 노력에 수반되는 상태와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볼 때 불쾌감에 대하여 이 학습 독자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두는 것은 ‘별로’라는 성급한 이해에 귀결된 상태이거나 그것으로부

터 외면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외면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해결해주는 것이

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앎을 위해서도

시 텍스트에의 충실한 조회와 자신의 가치 체계와의 조회를 통해 학습 독자로

하여금 자기 반응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쾌감에 대한

인식이 학습 독자의 인식 체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 행위가 행위 자체에 대한 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행위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통해

4) 이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동주가 이런 시를 쓴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남의 다리를 감상한 사실을 시에
넣다니…. 물론 백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왜 남의 다리를…? 자기 다리 가지고 쓰던가 진짜 별로다.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시 쓰는 게 별로다. 뭐랄까 근데 요즘에는 연예인들 몸매 좋다고 하는 글도 많아
서 모르겠다. [활-E2-01-RT-병원]

5) T. Adorno(1970), 홍승용 역(1997), 앞의 책, 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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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장의 범위나 경계를 정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체

험이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독자에게 효용적인 것

에 해당하기 때문6)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윤리성 기반 시 읽기를 통해 학습 독자에게

추구되어야 할 체험의 본질은 특정 가치의 현현으로서의 시 텍스트 내 행위

주체와의 동일화를 위한 상상이 아니라 가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들을

사유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에 더욱 가깝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윤리적 감수

성 또한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주체의 행위 및 시적 상황 등과 같은 가치 문

제로 수렴될 수 있는 윤리적 행위 사건에 관한 동기화나 가치 문제의 발견 및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인식 작용에서 각각이 지닌 차이들을 변별적으로 인식

해내는 작용을 의미의 기반에 두고 있다. 특히 학습 독자의 인식 작용에서 가

치 문제의 설정이 독자 자신의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두고 수행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감수성의 정련은 가치 판단으로서의 응답과 자기 인식의 구성 작용으

로서의 성찰로서의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가 실현되는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실행 국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학습 독자들 간의

윤리적 교섭 행위가 촉진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응답

이 소통되는 공간으로서의 문학 교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학 교실

에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경험은 통상의 개인적 독서 경험이나 전문 독자의

상황과는 달리 교사와 학습 독자 간 종적 소통과 학습 독자 간 횡적 소통에

참여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통상의 개인적 독서 경험에

서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시 읽기 행위에 대한 응답이 언어적 구성물로 표

현되어야 할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교육 상황에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경험은 주로 교사에 의해 매개되며, 일련의 과정적 활동을 수행하며

생산된 언어적 구성물들을 통해 메타적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 독자

는 시 텍스트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교사 및 동료 학습 독자와의 소통 상황을

거치면서 시 읽기 경험을 구성적으로 형성해나간다.

6) 오락이나 교훈 같은 효용은 시를 읽는 경험의 부분이며, 시의 효용을 강조하더라도 어디
까지나 출발점이 된 시는 있다는 관점은 본고의 논의에서도 유효하다. 정재찬 외(2017),
『현대시교육론』, 역락, pp.2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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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학 교실의 조건은 윤리성을 기반에 둔 시 읽기에서 독자에게 자

신의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차원의 응답을 요구하며, 텍스트 차원뿐

만 아니라 교사 및 다른 학습 독자라는 소통 집단을 전제로 한 응답을 요구한

다. 한 명의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를 매개로 응답을 마련하는 주체로서 가치

인식에 기반을 둔 평가와 판단의 작용을 수행한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 교사

나 다른 학습 독자에 의해 생성된 응답 또한 이러한 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각자의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둔 응답‘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서로 경합하는 의미에서의 문학 교실 내 소통은 응답‘들’ 간

의 설득과 교섭 작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학습 독자에게 교사나 다른 학습 독자에 의해 생성된 응답이 언어적 구

성물의 형태로서 시 텍스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타자로서의 텍스트’로 제

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 독자는 타자로서의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

의 응답뿐만 아니라 교사의 매개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응답 및 동료 학습

독자와의 소통의 결과로서의 응답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응답‘들’은

동일한 학습 독자로부터 생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응답이 생산된 교육 활동

의 맥락에 근거하여 초점을 달리한 응답‘들’로서 독자 본인에 의해 교섭되어야

할 대상들이 된다. 응답들 간의 교섭 작용은 독자가 자신의 인식 과정을 스스

로 검토할 수 있는 나름의 가치 체계를 지닌 존재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각 상황에서 도출된 응답들을 자기 인식으로 구성하는 성찰

의 주체로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게 한다.

이러한 방향성의 설정은 가치를 수용하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를 학습 독자에게 부여하는 일로서, 그간 장려됐던 학습

독자의 ‘능동성’에 관한 논의의 지향점과도 관련된다. 학습 독자의 능동성에는

주어진 수용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 텍스트를 경유

하며 포착한 문제로서의 사건을 자기 인식과 연결 짓고, 대상을 섣불리 동일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응답을 추동하는 태도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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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의 실행 기반

1) 조망적 관계 설정을 통한 윤리적 개입의 활성화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의 관점에서 학습 독자에게 시 텍스트는 자신의 윤리

성을 매개로 탐구되어야 할 사태에 해당한다. 시 텍스트에 나타난 주체의 세계

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응답들 가운데에서의 주체의 가치 판단을 통한 선택을

반영7)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 독자에게도 이러한 주체의 대응에 대한 자신

의 가치 판단을 경유한 응답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시 텍스트의 주체

에게 동일시하거나 ‘어떠한 현실이 그려졌는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

체의 대응에 대한 판단을 비롯하여 학습 독자에게 가능한 대안적 현실을 탐구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습 독자의 인식에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언급에서 보듯 학습 독자의 시 읽기는 인식 주체로서의 한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모든 탐구는 탐구자가 문제를 제기한 개념들에 상대적이며 의존적인 결과를

내놓는다. 따라서 탐구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의 관점

은 그 주제에 대해 탐구의 가치가 있는 지식 전체의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8)

인용한 글에서 지적하고 있듯 ‘탐구자’의 위치에 있는 독자는 자신의 관점을

넘어설 수 없으며, 그가 도달한 지점 또한 그 주제에 대해 접근 가능한 지식의

한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는 먼저 학습 독자가 스스로

의 관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는 시 읽기 상황에서도 학습 독자 스스로 구성한 텍스트 상관물을 인

7) 강민규(2017), 「현대시 독자의 윤리의식 구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157, 한국어
교육학회, p.154.

8) 문학 비평에서 주관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읽기의 윤리적 측면을 부상시킨 부스(W.
Booth)의 언급은 시 읽기 장면에서의 독자에게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W. Booth(1976), “M. H. Abrams: Historian as Critic, Critic as Pluralist”, Critical
Inquiry, 2/3, p.412(번역된 내용은 김종갑(2007), 「비평의 윤리성과 정치성」, 『수사
학』7, 한국수사학회, p.1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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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하게 지각되어야 할

판단 주체의 근원적 한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학습 독자에게 부여된 인식적 한계라는 조건을 전제하는 것이 학습 독

자의 능동성을 제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성의 관점

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그로 인한 주체적인 체험의 강조는 학습 독자의 자유를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방향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

유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책임에 대한 요구이다. 시

텍스트를 타자로 보면, 시 텍스트가 소거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존재라는 것

은, 시 텍스트와의 접점은 다른 여러 차이들을 전제한 일시적인 공유 지점이라

는 점과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 독자의 이해가 언제나 종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습 독자에게 부여된 인식적 한계를 전제한 가운데 자신

의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시 읽기 교육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먼저, 시 텍스트를 통한 소통이 서술 층위에서의 가상적 세계와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 사이의 소통과 같은 서술 행위 층위의 중층적 구조라는 점

을 고려하여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에서는 문학 작품과의 관계

에서 작가의 위치에 관한 바흐친(M. M. Bakhtin)의 다음의 언급을 통해 그 구

체상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작가는 완결된 전체(주인공의 전체와 작품의 전체)의 긴장된 적극적 통일성의 담지자로

서, 각각의 그 개별 요소들에 대해 경계이월적인 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공과 동

일시하고 그의 삶을 그의 내면으로부터 체험하는 한, 주인공을 완결하는 전체는 원칙적으

로 주인공 자신의 내면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 전체성에 따라 살지 않으며, 그

자신들의 체험들과 활동들 속에서 이 전체성에 의해 이끌림 받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선물처럼 다른 적극적인 의식(작가의 창조적 의식)에서 그에게 내려오기 때문

이다. 작가의 의식은 의식의 의식이다. 즉 주인공의 의식과 그의 세계를 포함하는 의식으로

서, 주인공의 의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계이월적인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이 주인공의 의

식을 포함하고 완성한다.9)

9) M. M. Bakhtin,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김희숙·박종소 역(2006), 『말의 미학』,
도서출판 길,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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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주인공’은 자기에게 던져진 세계를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학습 독자나 작품 속 주인공은 제한된 시야

와 인식 범위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작가’는 주인공과 그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위

치에 서 있다. 작품 속 세계 또는 자신의 삶의 내부로만 시선이 제한되어 있는

주인공과 달리 작가는 이러한 세계를 구성하면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경계

이월적 존재로 상정10)된다.

그런데 허구 세계를 창작해야만 이러한 경계이월적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시 텍스트에 대한 자기 반응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학습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주인공에 대해 이러한 유사-작가의 위치를 점하며 주인공의

삶을 제한적으로나마 완결해내는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계이월적 위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주인공의 내면에 맹목적으로 빠져들거나 주인

공을 자신의 관점으로 전유하는 등의 불가능에 가까운 동일화를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타자의 절대적 외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타자의 자리에 서보고,

그런 다음 다시 주체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11)이다. 이처럼 자기 반응의 생

성 및 구성자로서의 학습 독자의 위치를 전제로 할 때 시적 소통구조의 중층

성을 고려한 응답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학습 독자의 위치는 시적 소통구조뿐만 아니라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의 작동 계기의 하나인 시 텍스트와의 접점으로서의 사건의 설정을 통해서도

10) 이 용어는 라틴어의 transgredi, transgressus에서 비롯된 어휘로 ‘넘어가다’ ‘가로질러가
다’의 의미를 지닌다. 바흐친에게 이 용어는 ‘내재적인’의 반대 의미이자 ‘현재적 사고 행
위를 하는 나의 즉각적 존재의 외부에 놓여 있는’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경험 가능한 한계 너머 저편에’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칸트의 용어인 ‘초월적
(transcendent)’과는 구별된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와 관련하여 바흐친과 칸트의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시적 소통구조 상의 ‘작품 속 내재적인 존재’와 반대
되는 의미로서 ‘경계이월’로 표기하고, 후자의 경우 가치 체계를 넘어서는 주체의 상상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경계 이월’로 표기하여 의미상의 변별을 표기의 차이로 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사-작가’라는 비유적 표현과 관련하여 작가와 독자의 차이를 밝혀두고
자 한다. 바흐친의 논의에서 작가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인물의 정서적
-의지적인 입장’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가치 지향으로서의 입장을
나타내는 독자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M. M.
Bakhtin, 김희숙·박종소 역(2006), 앞의 책, pp.30-33 참조.

11) 최진석(2017),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자유』, 그
린비, pp.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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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다. 학습 독자에게 익숙한 경험이나 유사한 상황과의 연결은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어떤 사건을 설

정하느냐의 문제 또한 학습 독자의 가치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학습 독자에게 자신의 선택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 독자의 선택 이외에 가능한 상황들을 나

열하고, 각 상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학습 독자의 선택이 의미

하는 바를 초점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시 텍스트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목표에 따라 학습 독자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는 작품에 주목하거나 화자와 시

적 세계 속 인물 관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 텍

스트에 따라 주체의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시적 소통구조 속의

각 주체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학습 독자는 생성한 응답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기 반응을 조직해가며, 이 과정에서 생성한 응답들의 가치 지향에 대해 살펴

보고 이들을 변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독자가 윤리적 교섭을 통

한 가치 판단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 텍

스트를 읽음으로써 학습 독자에게 자신의 시야 이내로 제한되었던 한계를 일

시적으로나마 극복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2) 부정성(不定性)을 전제로 한 판단 구도의 다각화

학습 독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윤리적 가치 간의 충돌 상황을

형상화한 문학작품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과 마주하

며,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들과 더불어 작품에 형상화된 가치 문제에 대해 수용

하거나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선택들을 누적해가면서 가치에 대한 인

식 체계의 정립을 추동해가는 주체이다. 타자 이해의 문제 이면에 사회적 규범

성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볼 때,12) 도덕적 규범에 대한 주체의 태도라는 점이

전제되는 학습 독자의 판단은 가치 문제에 대한 응답이라는 윤리성의 실현태

12) J. Butler(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양효실 역(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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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점화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상황에서의 주체의 선택들은 주체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포착한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은 판단 주체의 가치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가 직접 가치 기준을 선별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

정이 체험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기준인지 알 수 없이 명제화된 지

식으로서 가치나 윤리의 문제를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

가 단번에 직접 명료한 기준을 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가치에 관

하여 비록 임시적이고 미완의 상태로나마 자신의 관점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체험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 양상을 살펴본 Ⅲ장의 논의에서 보듯 가

치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학습 독자들은 이미 이항 대립의 이분법적 구도를

빈번하게 활용한다. 기실 사고 구조나 상징적 질서로서의 이항 대립의 구도13)

는 사태에 대한 명료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판단 구도에 이분법이 전제될

때 그 구도의 적용은 긍정/부정, 좋음(好)/나쁨(惡), 선(善)/악(惡) 등과 같이 이

미 정향된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구도를 그대로 전이시켜 착종된 의미를

도식적으로 부여하게 될 위험14) 또한 간직한다.

이처럼 이분법적 이항 대립 구도의 중첩이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빈번하

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고정된 판단 구도를 고착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

단의 경험에 앞서 학습 독자에게 판단 행위 자체, 즉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

13) 플라톤에서부터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는 특히 구조주의를 거치며, 성
(聖)/속(俗), 남/녀, 우리/타자 등의 구분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망과 상징적 질서를 구축
하게 한다. 현상이 지닌 속성들이 추출될 수 있는 구조이면서 동시에 속성들 간의 다각
적 결합이 곧 텍스트의 짜임이나 현상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14) 일례로 앞서 Ⅲ장의 2절 2)항 양립 불가능성의 구도 설정에서 살펴본 시 <수라>에 대
한 한 학습 독자의 반응 텍스트([활-M2-11-RT-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착종이 일
어나 시적 표지들을 변별적으로 의미화하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단일한 판단 기준에 의해 판별된 사태가 즉각 특정 가치가 전제된 이분법적
구도로 손쉽게 전이되면서 양립 불가능성의 구도로 전이된 까닭이다. 이러한 태도는 특
정 시 텍스트에 대한 의미 구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곧 받아들일 만
한 것이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배척해야 할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이해 양상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구나 이렇게 출현된 구도는 그 연원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주어져 학습 독자에게 일반화된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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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타자와의 차이가 소거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단 과정은 종결될 수 없으며 전체를 포섭하는

판단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학습

독자에게 판단의 전제가 부정성(不定性)에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과 관련

된다.

통합을 이루는(einigend) 계기는 …(중략)… 개념들이 짜임관계 속에 들어섬으로써 살아

남는다. …(중략)… 언어는 하나의 사물을 중심으로 개념들을 설정해놓는 관계를 통해 개

념들에 그 객관성을 만들어준다. 이로써 언어는 뜻한 바를 완전히 표현하려는 개념의 의도

에 기여한다. 짜임 관계만이 내부에서 개념이 잘라내버린 것, 즉 개념이 될 수는 없지만 또

한 그만큼 되고자 원하는 것, 개념 이상의 것을 외부로부터 표현한다. 개념들은 인식되어야

할 사물의 주위에 모임으로써 잠재적으로 그 사물의 내적 측면을 규정하며, 또 사유가 필

연적으로 자체로부터 배제해버린 바에 사유로써 도달한다.15)

인용한 글에서 보듯 아도르노는 결절의 지점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짜임관계

(Konstellation)에 주목한다. 통합은 각 결절 지점을 봉합하여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개념을 들어서게 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언어를 통해 명명된 개념은 단일한 의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미가 놓여 있는 관계들 속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개념들을 통한 짜임관계의 형성은 잠정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을 띤다. 본래

짜임관계는 구도, 별자리(星座)에서 온 개념으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만들어보는 과정과 유사16)하다. 무수한 별들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

하여 만든 별자리에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지만, 수수께끼와 같은 별들을 살펴

보며 얻게 되는 통찰적 인식은 무한한 별들을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는 통상적

인 개념화 과정과 변별된다. 자기완결적인 귀납 또는 연역의 구조와 같이 하나

의 개념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끊임없이 새로

운 조합과 시야가 형성되는 것이다.

15) Adorno, T.(1970), Ästhetische Theorie, 홍승용 역(1997),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 p.240.
16) 이에 대해서는 김유동(1993), 『아도르노 思想-고통의 인식과 화해의 모색』, 문예출판
사, p.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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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짜임관계에 대한 아도르노의 논의를 학습 독자들에게 판단의 구체적

인 전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도식적 장치로 활용해볼 수 있다. 비유해보자면,

앞서 이분법적 이항 대립의 판단은 2차원의 평면에 해당하는 지면을 전체로

하는 구역을 하나의 기준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태로 구분하는 것에 대

응된다. 특히 여기에 이분법적 가치 구도라는 색이 덧입혀지게 되면, 앞서 설

정된 구분은 고정된 구획의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기준에 의한 판단의 결과가 반드시 전체를 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거나 구분된 결과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

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현상 자체가 주로 사건으로 설정된 구체적인

맥락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복합체를 전제하게 되며, 가치 판단의 과정이 궁극

적으로 지속적인 자기 구성적 인식의 갱신을 도모하는 성찰을 지향한다는 점

에서 가치 기준의 적용 또한 일회적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정성을 전제로 한 판단의 과정은 앞서 별자리의 비

유에서처럼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 분할의 과정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공간에서의 분할선들의 연결은 접점을 통해 공유 지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되

는 것이며, 접점을 매개로 다양한 방향에서 접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단 기준에 의해 구분된 상태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이러한 도식의 활용이

기여할 수 있다.

도식을 활용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확인해보는 활동을

또한 구안해볼 수 있다. 다음의 비평문을 통해 이러한 지점과 관련해 살펴보도

록 한다.

 ‘바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풀’과 ‘바람’의 관계에 대한 최초의 서술인 “비
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라는 구절에서 ‘동풍’은 ‘억압 세력’이라는 의미와는 상당한 거

리가 있다. 하나의 낱말이 거느리고 있는 사회 역사적 의미의 맥락에 근거할 때, ‘동풍’은

봄바람을 가리키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물(비)를 불러오기에 곡식을 자라게 하는 바람

이라 하여 ‘곡풍(谷風)’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그 구절에서 ‘풀’

과 ‘동풍’(바람)의 관계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친화적이다.

 ‘나부끼다’와 ‘눕다/일어나다/울다/웃다’ 사이의 대립이다. 이들 다섯 개의 동사는

모두 풀의 움직임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나부끼다’가 사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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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인 반면에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의인화를 통한 비유적 묘사라는 것이다. <풀>의 분석

에서 이 새로운 대립항에 대한 주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눕고/일어나고’와 ‘울고/

웃는’의 의미상 대립이 보다 심층적인 대립구도(풀의 타율적인 움직임과 자율적인 움직임

의 대립) 속에서 완화되기 때문이다.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라는 각각의 동작은, 그 의

미상의 차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호 부정적인 차원의 대립에서는 벗

어나게 되는 것이다.17)

인용한 비평 텍스트는 ‘풀’을 민중으로 보고 ‘바람’을 억압 세력으로 보는 알

레고리적 해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진 김수영의 시 <풀>18)을 대상으로 한

다. 이 시와 관련해서는 둘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독법이 지배

적이었으나, 풀과 바람의 관계를 새롭게 보고자 하는 일련의 논의들19)이 이어

지면서, <풀>은 점차 이전의 관점과는 다른 변별적 해석 지형 속으로 들어서

게 되었다.

일반적인 해석이 풀과 바람(풀–바람), 민중과 억압 세력(민중–억압 세력)의

비례식을 설정하여 풀과 민중의 유사성, 바람과 억압 세력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이라면, 와  부분은 이와는 다른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는 기존의

풀-바람의 구도 중에서 ‘바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바람-동풍의 관계에 동

풍과 은유 관계 및 환유 관계에 있는 봄바람, 물(비), 곡풍을 연결하여 바람-

17) 강웅식, 「사실과 환상의 대극적 긴장, 그리고 초월」, 이숭원 외(2001), 『시의 아포리
아를 넘어서』, 이룸, pp.309-313.

18)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수영(2003), 『김수영 전집 1』(개정판), 민음사,
pp.375-376.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
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 발목까지 / 발
밑까지 눕는다 /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바람보다 늦게 울어
도 /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19) 황동규는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풀이 싫어할 리 없다’는 생태학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후의 해석이 민중주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 이후 김현은 ‘풀밭에 서있는
제3자의 체험’이라는 관점으로 해석 지평을 더 넓혔고, 유종호와 백낙청, 서우석에 이르
러서는 각각 ‘풀밭의 시각적 즐거움’, ‘탁월한 무의미시’, ‘리듬의 차원’ 등으로 규정하면
서 리얼리즘적 독법에서 중시하는 민중적 성격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김
종철에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의미로 다른 관점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황동규(1979), 『사랑의 뿌리』, 문학과지성사를 통해 개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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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풍(봄바람/곡풍/물(비))을 환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에 대한 이

해를 통해 기존의 풀-바람의 구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인용문 는 ‘눕는다/일어나다’, ‘울다/웃다’의 대립을 각각 풀-바람의 관계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풀’의 움직임에 대한 것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도

식적 이해를 종합했을 때 도식들 간 연결에서 포착되는 균열의 지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풀과 연결되는 이들 서술어를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변별되는 지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의미 해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구도의 파악과 관련한 이러한 활동은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인용문 가 상대적으로 대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쉬운 텍스트

임을 감안하면, 텍스트의 수준에 따라 활동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비평 텍

스트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활동 자체를 비계로,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도 위계

를 높일 수 있으며 선정하는 시 텍스트에 따라 그 적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의 구안이 부정성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부정성을 전제로 한 판단 기준의 적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비계임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 기준의 적용 결과를 종

합할 때, 이분법적 이항 대립의 구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활동의 지향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가치 판단 구도의 종합에 앞서 부

정성을 전제로 한 판단 기준의 적용 현상에 관한 학습 독자들의 개념적 이해

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치 판단 구도를 이분법적 가치 구도로

전이시켜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의 여러

부면들에 환류적으로 조회하여 기준 자체가 지닌 절대성을 부정하고 판단 구

도가 다각도로 적용될 수 있음을 교육하는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게 된다. 가치에 대한 판단 계기와 연관되는 실행 기반은 더 나아가 기준 자

체를 대상으로 한 탐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시 텍스트에서 다각도로 판단 구

도를 포착해내는 활동으로 기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기획은 궁

극적으로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해 현상에 대한 다

각적 인식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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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상적 리허설을 통한 가치 경계의 탐구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교육이 목표로 하는 학습 독자의 이상적 도달 지점은

응답과 성찰을 수행하여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재편함으로써 인식의 질적 고

양20)에 다다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Ⅲ장에서 살펴본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

기에서는 체계 전체를 재편하기보다는 주로 인식의 공백에 대해 기존 가치 체

계를 기반에 두고, 반성을 통해 나타난 공백의 지점을 구체화하거나 체계 내

다른 개념들과의 비교 및 종합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와 같이 기존 가치 체

계를 전제로 한 인식의 양상이 나타났다.

애초에 공백이라는 인지적 사태 자체는 가치 체계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

이다. 틀과 체계가 존재해야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현상되기 때문인

데, 경계 또한 공백과 마찬가지로 체계와 같이 구획이 전제된 상태에서 구획이

놓인 부분을 기준으로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계는 결정된

한계 범위를 이르는 의미로, 경계에 대해 의식하는 것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가늠하는 것을 넘어 경계 밖을 상상하는 인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가치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낯선 타자를 대상으로 한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은 낯선 타자를 기존 가치 체계 내로 끼워 넣는 방식과

같이 익숙함 속으로 합치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부정성을 전

제로 낯선 상황에 대한 질적 단면들을 상상함으로써 기존 가치 체계의 균열

지점을 현시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보듯 이러한 작용은

가능한 대안적 행위 방향들에 대한 상상적 실행을 추동하는 ‘상상적 리허설’21)

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20) ‘인식적 자아’ 또는 ‘문학적 체험을 수행하는 일관된 주체성’으로 논자마다 실현태를 설
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 참조. 박인기(1994), 「문학 독서 방법의 상
위적 이해」, 『국어교육연구』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55-259; 최지현(2014),
『문학교육심리학: 이해와 체험에 관한 문학교육적 설명』, 역락, p.273.

21) 시뮬레이션은 상상적 투사를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가능해 보이는 다양한 행위
방향을 시도할 수 있게 해 주며, 그 시뮬레이션은 또한 투사된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을 활성화해 준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숙고를 인지적-의지적-정서적 시뮬레이션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M. Johnson(2014), Morality for Humans, 노양진 역
(2017),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서광사, pp.205-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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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는 다양한 행동 방향의 상상적 리허설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충동을 따르

며,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시도한다. 다양한 단계들을 통해 그 경로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상상 속에서 뒤따라올 귀결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 나아가 우리는 그 귀결을 좋아하

고 승인하거나 싫어하고 부인함으로써 원래의 충동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숙고는 드라마적이고 적극적이며 수학적이거나 비개인적이지 않다.22)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상상적 리허설’은 기존 가치 체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가능태들을 예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를 미리

상상적으로 경험해보는 인식 작용인 숙고에 대응된다. 여기서 상상은 독자의

가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상태를 구성하는 인식 작용을 의미하며, 이는 체

계 내의 조건 외의 다른 상황들을 시 읽기에 개입시키는 작용을 수행한다. 이

를 통해 학습 독자는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의 동기화 과정에서 설정된 사건

외에도 다른 선택 가능항에 대한 가능성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처럼 상상적

리허설은 차이의 지점을 구체화하여 가치에 대한 경합이 가능한 상태로 표상

한다는 점에서 가치에 대한 판단 및 자기 인식의 조정 및 확장과도 관련된다.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구도의 교차와 종합으로서의 독자의 자기 인식의 구

성 과정을 추동하는 것은 윤리적 교섭 기제이다. 자기 인식을 조정하는 반성의

과정에서, 학습 독자는 일련의 상황들을 상상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능태들을 임

시적이고 잠정적으로나마 인식상에서 실현해보게 된다. 다만 이 과정은 가치

체계의 요소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질적 부면을 갖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성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업 상황을 상정하면, 시 텍스트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텍스트의 의미 파악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 활동이나 교과서의 발문을 비롯한 수업의 환경이

학습 독자에게 텍스트 경험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를 자기 문

제화하는 요구에 응답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사 또는 동료 학습 독자와 종적·

횡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타자에 상응하는 목소리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 종적·횡적 대화를 거쳐 만나게 되는 가치 문제에 대

22) J. Dewey & J. Tufts(1925), Ethics, p.275(M. Johnson(2014), 앞의 책, p.183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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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들에 대하여 상상적 리허설을 통해 그것이 처한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

으로 구성하는 인식 작용이 뒷받침될 때 자기 인식에 대응시키는 외적 교섭의

교육적 실행 방향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판단 주체로서의 학습 독자의 상상적 리허설이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 체계를 기반에 두고 상상적 리허설을 시도

했을 때, 학습 독자는 다른 변수들로 인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균열을 발견

하게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게 될 수도 있

다. 여기서 타자의 목소리와의 교섭이 특정 관점에의 선택이나 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능태들을 상상하는 것은

가치 체계가 포섭할 수 있는 범위를 자각하게 하고, 기존 가치 체계로 포섭 불

가능한 장면들을 맞닥뜨렸을 때의 경계 지점은 가치 체계가 지닌 의미상의 공

백을 발견하게 한다. 상상적 리허설은 이처럼 독자의 가치 체계에 대한 반성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계에 대한 의식적 탐구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문학적 자아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시 텍스트라는 의미적 한계

와 차이를 지닌 타자에 관한 인식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행한 문학적 체험을 일관된 주체성의 차원에서

형성해가는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 체계에 용인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수업 상황이나 시 읽기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준의 최소한의 기준

으로 이를 설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치 체계가 포섭

하는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심

화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는 이러한 숙고의 과정이 축적

된 결과23)이면서, 다시 이러한 과정을 추동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

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3)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윤리’ 개념이 기존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대타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나’가 도덕적 규범들과 하나가 아니라면, 이는 주체가 그런 규범들을 숙고해야”
하며, “그 규범들의 사회적 발생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버틀러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J. Butler(2005), 앞의 책,
p.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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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시를 읽는 독자가 가치에 기반을 둔 판단을 통해 반성적 자기 인

식의 과정을 추동하도록 하는 교육적 관점으로서 윤리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간 문학교육에서는 텍스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중심에 둠으로써 윤리 문제

를 교훈이나 이념으로 박제하는 한편, 교육할 만한 것으로 공준 받은 윤리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 교육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교육적 논의의 지형에서 학습

독자는 의미 교섭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인 가치 체계를 지닌 주체

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공감을 중심으로 자기와의 유사성만을 확인하는 ‘제

한된 능동성’만을 부여받은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학습 독자가 시

읽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 체계에 근거해 자기 구성적 인식을 추동해가는

주체로서 정위하려는 교육적 기획을 위해 윤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

고, 이를 기반에 둔 시 읽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 읽기에서의 윤리성의 개념과 본질, 그리고 윤리

성을 기반에 둔 시 읽기의 원리와 작동 기제를 논의하였다. 윤리에 대한 다기

한 관점들 가운데서도 자유와 그에 동반되는 책임의 관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것’에 대한 추구라는 실천적 책임의 요구를

전제하는 가운데 자기 행동의 주체로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윤리성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윤리성의 관점에서 시 읽기는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

여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탐구를 요구받는 실존적 문제 상황으로서, 독자는

타자로부터 포착되는 차이를 매개로 자기 구성적 인식을 갱신하는 성찰로 나

아갈 수 있다. 이에 동반되는 책임에의 요구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추구를 의

미하며, 이는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을 경유하는 독자의 응답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작용을 고려할 때, 윤리성에 기반을 둔 시 읽기는 성찰과 응답을 추동

하는 통합적 원리를 작동 계기로 삼는데, 원리의 구안을 위해 전문 독자의 비

평에서 윤리성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시 텍스트

와의 만남에서 매개항의 선택과 도입을 통해 사건을 설정하는데, 언어적 구성

물로 의미화되는 과정에서 포섭되지 못하는 의미상의 공백들을 또 다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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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사건의 생성을 지속해감으로써 자기 구성적 인식의 거점으로 삼는다.

생성된 사건에 대한 독자의 평가적 반응은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형성하는

방향을 예기하는데, 이로부터 독자는 자신의 가치 지향이 반영된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독자 자신의 인식적 기반인 가치

체계에 비추어 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반성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 텍스

트가 지닌 차이는 독자의 가치 체계에 공백을 현시하는 균열이나 충격으로 나

타난다. 이때 가치 체계상의 공백은 체계의 재편을 통해 잠시 사라지더라도 다

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성(不定性)에 기초한 개념화하는 인

식 작용을 수반한다. 인식의 공백에 대해 독자는 공백의 지점을 구체화하거나

기존 인식의 균열 지점을 인식한 후, 가치 체계상의 공백을 기존의 가치에 근

거한 개념 간의 종합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인식의 기반에 두고 체계 내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삼는 방향에 해당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가치 체계가 현시하는 경계에 대한 의식을 활성화하

여 자신의 가치 체계 너머의 대안을 상상하는 방향이 나타나는데, 독자가 체계

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인식의 질적 변모를 추동한다.

이상의 윤리성 기반의 시 읽기 과정으로부터 이러한 과정을 추동하는 핵심적

기제인 ‘윤리적 감수성’과 ‘윤리적 교섭’을 도출하였다. 가치 문제에 관한 자기

및 타자의 인지적·정의적 반응을 지각하는 감지력을 의미하는 윤리적 감수성

은 감지된 반응들을 ‘기술된 응답(들)’으로 의미화하는 행위 차원의 기제인 윤

리적 교섭을 작동시켜 응답(들) 간 가치의 변별을 통해 자기 구성으로서의 성

찰을 추동한다. 윤리적 교섭이 작동하는 국면마다 윤리적 감수성은 차이의 문

제를 변별적으로 판단해내는 인식 작용의 구체적인 부면을 감지해낸다는 점에

서 윤리적 교섭의 기저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기제들의 작동이 추동되는 계

기에 주목하여 이를 ‘윤리적 행위 사건으로의 동기화’, ‘초점화된 가치 문제에

관한 판단’, ‘조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반성’, ‘상상을 통한 가치 체계의 재편’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의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학습 독자의 시 읽기

결과에 나타나는 윤리성의 작용 양상을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윤리성의 작용 양상은 전문 독자의 시 읽기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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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주요한 작동 계기들을 공유하되, 그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서 구별된다.

사건 형성을 위한 매개 설정과 관련하여 학습 독자들은 주로 익숙한 대상인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태도와의 비교를 통해 발견되

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기반으로 시 텍스트와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

치에 관한 자신의 인식이 반영된 매개항의 선택과 도입을 통해 사건 형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학습 독자의 가치 지향을 반영한 맥락이 곧 가치 문제에

대한 초점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학습 독자들은 매개항의 가치 지향을 그대

로 가치 기준으로 전환하여 그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판

단을 잠시 지연하고 매개항을 의미 맥락으로 들여와 가치 문제를 초점화하여

가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을 거치면서 학습 독자들은 자신의 가치 체계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판단 결과를 가치 체계로의 포섭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치 체계에 대한 개별 사건과 가치 체계가 조응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화함

으로써 가치 체계의 적용 범위를 가늠하며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재확인과

확증의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유사 사례들을 가치 기준과 조회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가치 체계에 맞지 않는 균열을 발견한 경우, 포착한 지점과 상응하

는 체계 내의 가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기존 가치 체계

를 유지하는 가운데 균열 지점을 포섭하여 자신의 가치 체계를 정련하는 수렴

적 조정의 양상을 보였다.

특징적인 점은, 사건으로 도입한 도덕 규범이나 그에 준하는 일반적인 가치

명제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부적합성의 판별을 위반에 대

응시키는 이분법적 이항 대립의 구도가 나타나 판단의 방향을 고정시키면서

가치 체계에 대한 확증의 양상을 보였다.

가치 체계의 확장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선택한 가치 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가치를 분별하기에는 모호한 지점이 발생할 만큼 판단의 대상이 되는 현상 자

체가 복잡하거나 혹은 시적 소통구조의 다층성으로 인해 대상에 관한 판단 결

과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발견한 균열에 대한 인식이 학습 독자의 가치 체계

의 확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균열의 자각으로 인한 가치 경계에 대한 인식

이 활성화되면서, 학습 독자들은 자기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재인식하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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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롭게 하거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기준의 설정

과 같은 인지적 반응을 형성하여 자기 인식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가치 경계를 발견하는 것은 학습 독자가 판단 결과를 종합할 때 각 기준이 포

섭하는 가치 경계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각 판단 결과에 담긴 다층적인 면을

소거하지 않는 가운데 종합을 추구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가치 체계의 경계를 넘어 자기 인식을 확장시키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의 개념이나 구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가

치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의미상의 공백 지점을 발견하거나 주어진 체계 밖

의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학습 독자에 의해 포착된

결합된 이미지의 의미를 특정한 개념 차원에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맥락 차원에서의 결합을 상상함으로써 의미를 변증법적으로 탐구하도록 학

습 독자의 경험을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Ⅱ장에서 구안한 이론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두 작동 기제인 윤리적 교섭과 윤리적 감수성의 발현이 부적절하게 작

동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사태를 학습 독자에게 익숙한 상태로

전유시키는 ‘유사성으로의 환원’, 가치 기준에 대한 맹목적 적용으로 인한 ‘가

치 판단 결과의 일반화’, 가치 경계에 대한 의식이 무화된 ‘시 텍스트에 대한

초월적 위치 상정’의 사례는 차이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윤리적 교섭이 이루어

진 데 대응한다. 그리고 가치 기준의 적용 자체를 거부하는 ‘가치 문제로부터

의 배제’, 단일한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이분법적 이항 대립의 구도를 설

정한 ‘양립 불가능성의 구도 설정’,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경

계에 관한 인식적 공백’을 지체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상의 지체 요인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위해 학습 독자가 시 텍스트의 변별

적 표지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가치 체계를 반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교육 목표의 실행을 위해 사건에 대

해 자기 반응을 구성하는 학습 독자를 유사-작가로 설정하고 경계이월적 위치

의 점유에 대응시킨 ‘조망적 위치 설정을 통한 윤리적 개입의 활성화’를, 가치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기준의 정련 및 적용과 관련해 ‘부정성(不定性)을 전제

로 한 판단 구도의 다각화’를, 가치 체계에 대한 경계 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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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상상적 리허설을 통한 가치 경계의 탐구’를 교육적 실행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사성에 초점을 둔 공감 논의가 타자를 전유하면서 목도하게 된

독아론(獨我論)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 읽기 과정에서 타자와의 차이에 민감하

게 응답하는 인식적 경험을 통해 가치 판단과 성찰의 주체로 학습 독자를 위

치시키려는 교육적 지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안한 시

읽기 원리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실제 학습 독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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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전문가 대상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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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etry reading education based on Ethics

Jin, Kayeon

This study focuses on ethics as an educational perspective that allows

the poetry readers to give impetus to the process of reflective

self-perception through value-based judgment.

Unlike morals, where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is compulsory, ethics

pursuing freedom is accompanied by the demand of practical responsibility

for subjectiv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ethics, poetry reading is an

existential problem situation in which the reader encounters the other, and

the reader proceeds to the reflection that renews his self-constructive

perception through the differences captured from the other. The demand of

responsibility that accompanies this process means the pursuit of ‘the better

thing', and it becomes a reality as the reader's answerability through

judgment on value issu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erspective of poetry reading education based on ethics in terms of

such reflection and answerability are being realized at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

Poetry reading based on ethics is not a separate process of reflection and

answerability. Rather, it is the process of taking the integrative principle

that leads ‘self-constructive perception on the difference’ and ‘judgment on

value issues’ together. The details of this principle are as follows.

First, the readers discerns superiority among values by rejecting the

replacement of the other with familiar being, and setting the perspective of

synchronization on the other as the selected events being a sha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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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oetry text. From the result of this judgment, the reader

meta-cognitively understands the underlying value system of

self-perception and proceeds to the imaginativ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existing value system.

From the principle above, ‘ethical sensitivity’ and ‘ethical negotiation’ were

derived as a mechanism to operate poetry reading based on ethics. Ethical

sensitivity is a perception ability that perceives the reader's and other's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involved in value issues through shared

events at perceptive level. The responses perceived through such ethical

sensitivity are embodied in described answerability through ethical

negotiation as a mechanism at behavior level. Afterwards, this negotiated

behavior gives impetus to the reflection as a self-construction by

underlying the discernment of values and sign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corresponding objects.

In order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ve, this

study uses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operational aspect of ethics in the actual student reader's poetry reading

result.

The operational aspect of ethics in student reader’s poetry reading shares

key operational momentum that appears in the reading by professional

readers, yet differs in their specific aspects of realization.

First, student readers have established an agreement with poetry text,

mainly by comparing themselves with the text or by setting up a

value-oriented medium term. During the process of judgment of value

issues, the aspects of judgment appeared by extracting a standard of value

issues or concretizating the value issues. As a result of meta-cognitive

understanding of self-perceptions involved in value judgments, student

readers showed aspects of ‘convergent modification’ that recognizes or

partially refines existing perceptions, and ‘gradual expansion’ that disc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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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of reorganization by imagining the boundaries of value

systems and beyond.

However, when operation mechanisms are limitedly manifested and the

difference that is the premise of ethical negotiation is eliminated, student

readers’ response showed as a generalization or a reversion of an event or

a transcendent position of poetry text. In addition, when value judgment is

performed at an abstract point of view without connecting manifestat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to answerability, the answerability demonstrated the

aspects of ‘rejection of applying standards of value judgment’,

‘establishment of an incompatible composition due to excessive application

of a single criterion’, ‘appearance of cognitive gap towards boundaries’, and

so forth.

Next, this study suggests the objectives and the practice base of poetry

reading education based on ethics for educational action towards drawback

of ethical operation in poetry reading.

Firs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imed for student readers to respond

sensitively to distinctive markers of poetry text and to modify their own

value system. Then, the practice base suggested setting up a student

reader’s position on an event, establishing a criterion in the judgment of

value issues, and proposing an imaginative rehearsal as an activity in order

to stimulate consciousness of boundaries of value system.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of suggesting an educational orientation

that intended to place the student reader as a subject of value judgment

and reflection through cognitive experience that responds sensitively to the

differences with the other in poetry reading by diverging from the

limitation of solipsism, in which educational discussion on empathy focusing

on similarity possesses exclusively and witnesses the other.

Key-words: Poetry reading education, Ethics, Difference,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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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ability, Ethical negotiation, Ethical sensitivity, Event, Value

issue, Self-constructive perception, Value-discernibl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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