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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그간 서술자로 한정되었던 초점화(focalization) 주체의 역할을

학습자로 옮겨,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서술자 초점자를 따르기

도 하고 비판적 초점자를 통해 대항하기도 하며 여러 초점 위치에서 사태를

복합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며 판단하는 것을 다초점화라 명명하고, 이를

통한 소설 읽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읽기가 독자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작가의 의도만을 밝히려고 하는 ‘객관적

읽기’와 이와 반대로,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동일적 해석을 반복하는

‘주관적 읽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이분법

적 읽기를 지양하고 다초점화를 통해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자

기 의미화에 도달하는 읽기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시점(視點)을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로

분리하여 ‘누가 보는가’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초점화(focalization)’를

제시한다. ‘서술법(mood)’과 ‘음성(voice)’의 분리에서 초점화는 서술법으로

제시되어 서술자가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존의 소설 이

론에서 초점화 주체는 언제나 서술자였다. 하지만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

는 서술자를 통해 서사 세계에 몰입함과 동시에 독자의 선지식에 비춰 서술

자의 자질을 파악한다. 독자 지평과 서술자의 지평이 충돌할 때, 독자는 서

술자의 신빙성에 의혹을 품게 된다. 이때 서술자의 서술은 초점자가 본 것

이 되므로 독자는 초점자를 의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독자는 서술

자 초점자를 믿지 않고,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데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초점 위치는 계속 변화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학습자가 소설 읽기 과정에서 다초점화하

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 판단은 대상 작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술자 초점자가 권위적이지 않은 외적 초점자의

경우, 학습자들은 뚜렷한 긍정 혹은 부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초점자를

파악하였다.한편 독자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내적 초점자 즉, 인



- ii -

물 초점자의 경우 학습자들은 선지식을 반영하여 초점자를 긍정하거나, 초

점자와 학습자의 지평 충돌으로 불편함을 느껴 초점자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점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초점화 주체가 되어 비

슷한 인물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적 초점자’, 인물 초점자를 비

판하는 ‘대항적 초점자’, 서술자 초점자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상대적 초점

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능동적으로 초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

점 위치를 이동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테마들을 접하며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자에 대한 판단

을 유보하거나,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반영해 지배적인 시선을 유

지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학습자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의 내용은 소설을 읽으면서 초점자가 갖는 한정된 시선 인식을 인식하고,

초점화 주체로서 학습자의 초점 위치 이동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바

탕으로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확장하여 복합적인 곳으로 서사 세계를 구성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 방법은 초점 행위 및 서술 행위 구분을

위한 학습 자료 제공하기, 동료 학습자와 해석 공유하기, 다양한 초점자와

만남을 통한 내적 대화의 활성화 유도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초

점화 주체로서 서사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설 해석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이 연구는 초점화의 주체를 서술자에서 독자로 옮겨 초점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텍스트와 소통하는 독자의 태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학습자 자료를 살펴 학습자가 다초점화하며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

로 지각하는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그간 소설 교육에서 학습자 중

심주의에 주목하여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긍정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을 잃

었던 텍스트의 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서사적 의사소통에서 적극적인 참여

자로서 독자의 역할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초점화, 초점화 주체, 다초점화, 독자반응, 소설읽기교육

학번: 2018-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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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소설 읽기에서 독자가 초점화(focalization)의 주체가 됨을 밝혀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서술자 초점자는 물론 이에 대항하는 비

판적 초점 위치를 넘나들며 여러 초점 위치에서 사태를 복합적으로 지각·평

가·판단하는 것을 다초점화라 명명하고, 이를 통한 소설 읽기의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를 통해 서사 세계(이야기 세계)를 지

각하게 된다. 이때 독자는 서사 세계를 이야기하는 서술자에 대해 마치 직

접 본 것을 전달하거나 혹은 직접 경험한 것을 전달한다고 여기며 그의 이

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는 서사 세계를 경험

하고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소설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인물과 독자에

게 이야기하는 인물은 다르다. 주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시점(視點)을 ‘누

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로 분리하여 ‘누가 보는가’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초점화(focalization)’를 제시한다. ‘누가 보는가’의 문제는 이후 ‘누가

지각하는가’로 이어지는데, 이때 ‘보는 주체’는 곧 ‘지각하는 주체’가 되고, 이

는 다른 작중 인물이나 서사 세계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이어

진다.1)

‘서술법(mood)’과 ‘음성(voice)’의 분리에서 초점화는 서술법으로 제시되는

데, 따라서 초점화는 서술자가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 서술

자가 서술의 시점을 작중 인물에 맞춰서, 인물의 눈을 빌려서 서사 세계를

1) 주네트가 시각과 음성을 분리하여 시각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점화’를 제시하였

으나, 이후 ‘누가 보는가’를 ‘누가 지각하는가’로 수정하여 지각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넓혔다. 리몬 케논은 시각적 의미는 인식적(cognitive)이고 정서적이고 

관념적인 방향성을 갖는 정도까지 확대된다며 초점화의 외연을 넓혔다. 이 논문에서 이

야기하는 초점화 역시 ‘보는 것’에 국한된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

가하는 것으로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Rimmon-Kenon, S., 『소설의 시학』, 최상규 옮

김, 문학과 지성사, 1985, 120-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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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각하고 더 나아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술자

가 ‘말하는 것’은 초점자가 ‘본 것’이 되므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누가 보

는가’의 문제가 항상 선행된다.

초점화는 내포 작가의 서술 전략으로 서사 세계를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려는 서술법이다. 서술자 초점화는 일관된 것이 아니라

초점자에게 볼 권리, 지각할 권리를 부여했다가도 언제든 거둬들이며, 때때

로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 FID)’을 통해 목소리까지도 부여한

다. 이렇게 서술자는 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

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술자 초점화는 ‘선택’과 ‘배제’를 동반하여 어떤 인물

은 초점화되지만 어떤 인물은 초점화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한정

된’ 초점화는 독자에게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방향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독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의 준거로

삼으며 자기 생각이나 시선과 관계없이 텍스트의 내포 저자에 의해 초점화

된 시선을 따라가며 소설의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서술자 역시도 서사 세계 내의 초점자가 보고 지각한 것만을 전달하는 것임

을 고려하면, 이는 초점자의 지배적인 시선에서 보인 것만을 지각한 한정된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소설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주의에 주목하여 수용

미학, 독자반응비평 등의 이론을 통해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독자의 자

유로운 해석을 긍정한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모든 해석을 존중하는데 이

때 독자는 텍스트를 저자가 없는 실체로 가정하고 독자의 선호도나 동일성

등의 요소에 따라 서술자와는 다른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독자적

이고 새로운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독자의 자기

동일적인 해석을 반복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2)가 있으며 이 역시도 초점

위치3)만 달라졌을 뿐, 서술자 초점화와 마찬가지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2) 이종원, 「시적 주체 구성을 중심으로 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2019, 3쪽.

3) 리몬 케논의 개념으로 초점자가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위치를 뜻한다. 

(Rimmon-Kenon, S., 『소설의 현대 시학』, 최상규 옮김, 예림기획, 1983, 134-146쪽.; 

Rimmon-Kenon, S., 앞의 책, 1985,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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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시선에 그치기는 매한가지이다.

채트먼은 언어 서사물에서의 언어적 이야기 공간은 책을 읽는 동안에 각

개인이 그들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로서 창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읽기 과정에서 독자들은 서술자에 의해 초점화되어 서술된 텍스트의 초점을

따라가며 읽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 동일시하는 인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즉, 독자들은 텍스트에 서술된 초점만 따라서 읽지도 않고, 이에 대항하는

비판적인 초점 혹은 자의적인 생각을 담은 초점에서만 읽지도 않는다. 여러

초점 위치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서사 세계의 사태를 복

잡하게 인식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독자의 초점화를 ‘다초점화’라고 개념화

하여 제시한다.

기존의 초점화에 대한 논의는 서술자의 서술법에 대한 문제였으나, 이 논

문에서 제시하는 ‘다초점화’는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초점화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독자의 초점 위치가 분산되어 단일하지 않고 유동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서사적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실제 독자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

다. 독자는 독자 지평을 반영하여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스스로 초점

위치를 선택하여 서사 세계의 여러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초점 위치들을

자유롭게 누비며 ‘다초점화’하며 읽지만, 스스로 여러 초점 위치에서 입체적

으로 본다는 자각은 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독자들이 다초점화를

뚜렷하게 의식하여 바람직한 읽기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는 소설이 그리고 있는 서사 세계를 여

러 인물의 다양한 시각(초점)이 뒤얽힌 입체적인 세계로 읽어내는 것으로,

독자는 서술자 초점화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초점화를 수행하며 텍스트가 말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자기 의미화에 도달할 수 있다. 초점 위치를 이동하

여 복합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서사 세계에 대한 하나의 지배적인 시

선이나 하나의 객관적인 의미도 없음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초점화의 개념을 정교화한다.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여 소설 읽기

에서 독자의 초점화로 ‘다초점화’를 제시하고 그 기능과 성격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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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둘째,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격을 규명한다. 더불어 전문 독자의

해석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과정을 밝힌다.

셋째, 학습자 텍스트를 수집하여 실제적 읽기 과정에서 어떤 기제를 활용

하여 다초점화를 진행하는지 확인한 후,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교육을 설계

한다. 다초점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못

한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들을 규명함으로써 소설 해석 전략으로서 독자의

초점화를 중심으로 다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를 이해하며 총체적 체험으로

서의 소설 읽기를 경험할 수 있는 소설 교육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연구는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을 다루며,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서사 이론을 활용한 읽기 교육 연구,

문학교육에서 초점화 이론의 적용 연구, 독자 반응 중심 문학교육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서사 이론을 활용한 읽기 교육 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신빙성 없

는 서술자에 대한 논의를 살폈는데, 그중 정현숙(2012)4)은 ‘신빙성 없는 서

술자’를 초점화 이론을 통해 재구축한다. ‘내적 초점자’와 신빙성 없는 서술

의 관계를 밝히며, 서술의 신빙성은 서술자가 아니라 보는 주체인 초점자에

서 비롯됨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서술자와 초점자 구분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포 작가를 준거로 하여 결정되어왔던 서술자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신빙성 평가 주체를 개별 독자에게로 이동시키는 연구 역시 검토하였다. 최

병우(2003)5)는 서술자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이유로 독자가 서술자에 대해

4) 정현숙, 「신빙성 없는 서술과 내적 초점화」, 『현대문학이론연구』, 49, 현대문학이론학

회, 2012.

5) 최병우,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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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기대 지평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간격을 꼽는다. 해석을 위

한 나름의 선지식을 가진 독자는 작품 세계와 충돌과 조정을 통해 이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서술자의 서술이 독자의 기대 지평과 충돌하는 순

간 독자는 서술자에 대해 의심을 하고 그 결과 서술자가 신빙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정진석(2016)6)에서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문제를 인지 서사적

으로 접근하였다. 소설 교육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인물의 순박함’ 혹

은 ‘어리석은 인물’과 같이 서술자의 자질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자신의 읽

기 체험을 근거로 서술자의 신빙성이나 가치 지향성을 다양하게 판단하는

독자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내포 작가의 의도를 담지

못하는 존재로 제시되었는데, 서술자와 초점자를 구분하게 되면서 ‘지각’의

문제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신빙성 평가의 주체가 독자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박진(2019)7)은 ‘신빙성 없는 서술’에 대해 기존의 수사학적 접근과

인지론적 접근을 종합한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은 내포

작가의 의도에 집중하며 ‘미적 수사학’의 영역에 제한되고, 인지론적 관점에

선 서술의 신빙성 판단 규준을 실제 독자의 가치관에 양도하여 해석의 타당

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후 내포 작가가 배치한 신호들에 근거해

서술의 신빙성을 추론하는 ‘내포 독자’로서의 역할과 이러한 신빙성 판단을

토대로 실제 독자가 저마다의 신념을 통해 의미 생성에 참여하는 읽기 과정

의 의의를 제시한다. 실제 독자를 의미 생성에 참여시켜 내포 작가와 실제

독자의 서사적 소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흐름을 같이 하지만, 서

술자의 신빙성 판단은 내포 작가의 의도에 따르는 것으로 한정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에서 초점화 이론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임경순(1997)8)과 정현숙(2013)9)의 연구에서 구조

6)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수용에 대한 인지서사적 고찰」, 『국어교

육』, 154, 한국어교육학회, 2016.

7)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과 독서의 역동적 과정」, 『현대소설연구』, 74, 현대

소설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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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법의 초점화와 구성주의 관점의 텍스트 해석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문학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유형은 서술자의 존재가 약화된 현대 소설, 예컨대 서술자가 인물의

눈을 빌려 서술하는 소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초점화를 통한 교

육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정현숙의 연구에서는 내포 작가의 의도대로 택해

진 인물을 초점자로 제시하며, 그에 맞는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독자 스스로 초점화의 주체가 되어 작품 속 세계를 스스로 구성

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기존의 시점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읽기를 위해 기

본적인 지식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 역시 검토하였다. 박

기범(2008)10)과 김동환(2009)11) 그리고 박기범(2019)12) 역시 브룩스와 워렌

의 시점 유형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많은 다른 유형의 소설들을 포함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한다며 한계를 지적한다. 더불어 문학교육이

지식 중심 교육을 경계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긍정해오면서, 기초

적인 지식 역시 등한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박기범

의 연구는 한계가 명확한 시점 유형의 대안으로 초점화 이론에 대한 지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시점 유형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초점화

이론의 필요성에 있어 본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지적

인 지식 학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초점화 이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초점화 주체가 되어 실제적 읽기 과정에서 초점자를 선택하고 초

점 위치를 이동하여 복합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설 교육의 차원에서 초점화를 중심으로 한 이해와 표현 교육을 이야기

한 선주원(2004)13)은 소설 읽기의 방법으로 초점화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평

8) 임경순, 「초점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국어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1997.

9) 정현숙, 「초점화에 대한 인식과 소설교육」,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2005.

10) 박기범,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11) 김동환, 「소설교육에서의 ‘시점’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30, 한국문

학교육학회, 2009.

12) 박기범, 「수능 문항을 통해 본 시점-서술 교육 내용 탐구」, 『청람어문교육』, 71, 청람

어문교육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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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에세이 쓰기를 제안한다. 소설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신장시키기

위해 소설 담론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소설 담론에서 일어나는 미

세한 초점화 변화 양상을 감지하며 ‘중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습자가 초점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서술 전략으로서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인물들의 초점화를

감지하여 대화적으로 소통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독자가 초점화 주

체가 되지는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포 작가에 의해 의도된 초점화가 아닌 독자의 초점화는 주로 비

판적 읽기 양상으로 연구됐다. 신익호(2006)14)에서는 정전의 전복을 통한 이

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초점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남희의 <허생의

처>는 허생의 처에 초점을 맞춰 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 <허생전>을 재해

석하여, 가부장제와 선비 정신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여성이 겪는 억압

과 소외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초점화를 서술의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연구들

과는 달리 정래필(2018)15)의 연구에서는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 초점화가 수

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이론의 교육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점화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소설 교육적 의미

나 가치 등을 따지는 것보다 그 수행적 차원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해석과

감상에 연계하는 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연구

들과는 달리 독자를 ‘초점화의 주체’로 상정하여 해석의 주체로 독자를 바라

보며, 이러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점화 이론을 적용한다. 다만, 초점

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내포 독자의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자의 초점화는 보다 타당한 해석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에서 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독자 반응 중심 문학교육 연구는 수용이론에 맞춰 학습자의 반응과 읽기

13) 선주원, 「이해와 표현을 위한 소설 교육-초점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3, 한국

문학교육학회, 2004.

14) 신익호, 「<허생전>다시 읽기」,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2006.

15) 정래필, 「소설 읽기 교육에서 초점화 이론의 수행적 관점」, 『어문연구』, 46(1),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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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최인자(2001)16)에서는 개인의 사고력 신장을 중시하는, 인지주

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의 복합적 담

론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텍스트의 생산 맥락을 비

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관해 풍성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간 맥락

의 문제가 주로 텍스트 비평 활동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독자의 수용 맥락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정순(2018)17)에서는 문학 읽기 교육을 결과 중심 읽기와 독자 반응 중

심 읽기로 나누어 제시하며,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

한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작품에 형상화된 서사 세계와 독자

의 경험 세계가 포개어지는 지점들에서 반응이 형성되고, 독자들은 자신의

경험 세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서사 세계를 이해하는데, 현재 교육 현장에선

배워야 하는 내용으로서 텍스트 의미를 중시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더불어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점에서 본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제재에 있어서 독자의 개별적

인 반응의 형성에 그 목표를 두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는 반응 형성을 위한

매개로 작용하고,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응되기 쉬운 청소년 문학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를 갖는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시점 이론의 한계가 명확하며

초점화 이론이 이를 보완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교육에서의

초점화 이론은 내포 작가와의 소통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으며,

독자의 초점화는 작가가 설정한 초점자를 거부하며 주류적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읽기를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작가

가 설정한 초점자를 파악하고 작가의 의도를 찾는 것보다, 해석 과정에서

독자 스스로 초점화를 수행하며, 초점화 주체로써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실

제적인 수행을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16) 최인자,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2001.

17) 정정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반응 중심 읽기 교육 고찰」, 『독서연구』, 49, 한국독

서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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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독자의 실제적인 읽기 과정에서의 역동적인 초점화 양상들은 다뤄

지지 못하고 있는데,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를 따라가면서 서사 세계를 이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술자 초점자를 거슬러서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기도 한다. 독자의 초점화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다양한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종합적으로 지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읽

기 과정에서 독자가 수행하는 다초점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더불어 실

제 학습자가 어떤 기제를 활용하여 초점화를 진행하는지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의 소설 텍스트 읽기 과정의 분석을 통해 학

습자가 독자 지평을 어떻게 활용해 초점화를 진행하는지 살피고, 초점을 분

산하여 여러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함으로써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것

으로 해석하는 소설 읽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고등학교 2학년18)으로, 학습자들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작품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19)해보고 주체적인 관점에

서 작품을 해석하는 활동20)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고등학교 2-3학년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는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

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21)에서 고시하는 활동을 하기에 2학년 학

습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예비 실험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22)(이하 난쏘

18) 실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였으나 대상 학교는 일반계 고

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로 구별되고, 남고와 남녀 공학으로 성별 역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 양상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구별하지 

않고 표기하였다. 

19)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

가한다.

20)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21)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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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실험 텍스트로 삼았다. 본 실험에서는 김중미의「거대한 뿌리」(200

6)23), 임철우의「사평역」(1983)24)을 실험 텍스트로 삼았다.25) 텍스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인물의 지배적인 이야기가 아니어야 하고, 다

음으로 여러 인물이 나오되 그들의 상황이 달라서 여러 양상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독자가 소설을 읽고 자신의 현실로 현동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난쏘공의 경우 연작 소설로 각 단편마다 서술자와 서술자 초점자들

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서술자는 영

수, 영호, 영희이며 「칼날」과 「육교 위에서」의 초점자는 신애, 「우주여

행」과 「궤도 회전」 그리고 「기계 도시」의 초점자는 윤호,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와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와 「클라인씨의 병」의 서술

자는 영수, 「내 그물로 오는 가시」의 서술자는 경훈, 마지막으로 「뫼비우

스의 띠」와 「에필로그」의 서술자는 서사 세계 바깥에 놓여 있다.26)

「거대한 뿌리」의 경우, 인물 서술자 ‘나’가 등장하지만, 주인공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과거 시점의 이야기에서 초점화를 확

인할 수 있으며, ‘나’의 주변 인물들이 한 번씩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

되고 있어 독자가 여러 인물의 초점 위치에서 서사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

대 현재의 ‘나’가 M 동으로 이사 오는 내용의 프롤로그를 거치면 그다음부

터는 정아, 정아의 연인 자히드, 윤희 언니, 첫사랑 재민과 같은 식으로 전

개되고 각 장에서는 ‘나’와 해당 인물의 관계나 갈등 등이 전개되고 있다.

내적 초점자인 ‘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스스

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는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

어 독자들이 ‘나’의 시선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이야

22) 조세희, 『한국소설문학대계 51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편』, 동아출판사, 1995.

23) 김중미, 『거대한 뿌리』, 검둥소, 2006.

24) 임철우, 『한국소설문학대계 83권 곡두운동회 편』, 동아출판사, 1995.

25) 이 소설들은 각각 천재(정) 『문학Ⅰ』, 비상(박) 『문학Ⅱ』, 창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다.

26) 한귀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이야기와 화자 연구」, 『한국문학논총』, 32, 

한국문학회, 2002,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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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했듯 주인공 ‘나’가 아닌 다른 인물들 역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충분히 전하고 있어 텍스트의 초점화와 독자의 초점화가 다를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사평역」의 경우 서술자 초점자인 ‘역장’의 시각에서 역 안에 있는 다양

한 사람들이 독자에게 보여진다. 하지만 역 안의 ‘농부’ ‘중년 사내’ ‘서울 여

자’ ‘춘심이’ 등의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역장이 권위적인 초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사 세계 내에 여러 명의 초점자들이 각자의 시선을 유지하며 역 안에 있

는 다른 인물들과 관계 맺고 있다. 동시에 초점자들의 내밀한 생각이나 과

거 역시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독자는 권위적인 서술자가 아니라 각각

의 초점자들의 시선을 통해 서사 세계를 접하게 되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초점화’를 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시기 실험 대상

대상

텍스트
실험 내용

예

비

2019

년

10월

서울

D고

2학년

15

명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① 본인의 자유로운 감상 작성

② 작품의 주제 파악

③ 소설에 대해 배운 내용을 작

품의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

는지 표시

2019

년

11월

경북

Y고

2학년

20

명

2019

년

10월

서울

J고

2학년

20

명

표 1 예비 실험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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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 결과 어떤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산업화 시대 소

시민의 삶”이라는 같은 주제 속에서도 읽어내는 소설의 의미가 달랐다. 학

습자들의 초점화 양상은 보통 영호, 영희,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나뉘었다.

영호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들의 경우 ‘끝까지 저항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로 꼽았으며, 영희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들의 경우, ‘작품 초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았던 아이마저 변화시킬 정도로 무자비한 사회 현실’에

주목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들의 경우, ‘가난한 가

정 형편으로 인해 자식들에게 고기도, 주머니 달린 옷도 해주지 못하는 안

타까운 마음’에 주목하며, ‘가난의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에 집중했다.

학습자들은 같은 소설의 같은 부분을 읽었음에도 배경 지식, 관련 경험,

관심사,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등에 따라 소설 속 인물의 다른 상황에

집중했으며 다른 의미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를 물어보는 항목

에서는 하나같이 “6-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의 소시민의 삶”이라고

답했다. 각자가 집중한 부분이나, 느낀 점은 각기 다른데 작품의 주제는 모

두 하나로 이야기했는데, 이는 이 소설이 교과서에 자주 다뤄져 이미 배웠

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예비 실험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읽어낸 바가 그렇지 않음에도 개념화된

주제를 정답이라 여기며 이야기했는데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비 실험에서는 학습자의 다초점화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

다. 1차시에 맞춰 소설 텍스트를 요약하여 제시한 점은 학습자들이 다초점

화하는 데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비 실험에서 발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의 다

초점화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고 실험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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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기 실험 대상

대상

텍스트
실험 내용

1차

2020

년

6월

제주

P고

2학년

75

명
사평역

① 원하는 인물의 초점에서 읽고

감상문 작성

② 서술자인 인물의 초점에서 읽

고 감상문 작성

③ 그 외 다른 인물의 초점에서

소설 읽고 감상문 작성

42

명

거대한

뿌리

2차

2020

년

8월

경기

B고

2학년

19

명
사평역

① 본인의 자유로운 감상 작성

①-1. ①을 읽어보며 소설 속 여

러 인물 중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 소설 속 사회를 바라봤는

지, 해당 인물을 초점자로 한 이

유 작성

② ①에서 선택한 인물과 다른

인물에 초점을 맞춰 소설 읽고

감상 작성

서울

D고

2학년

9명

거대한

뿌리
경기

Y고

2학년

8명

3차

2020

년

9월

제주

P고

2학년

90

명

거대한

뿌리

자유로운 감상 작성(3학급)

다초점화 감상 (3학급)

표 2 본 실험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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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역」은 전문을 제시하였고, 「거대한 뿌리」는 장편이라 전부 제시

하지 못하고 장면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연구자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할

교수자와 논의한 결과, 학습자들은 ‘초점화 이론’을 접해본 경험이 없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차시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학업 수준을 고려할 때, 서술자와 초점자에 대해 설명하고 곧바

로 여러 초점 위치를 선택하여 읽도록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습자들의 초점화의 비계로 ‘원하는 인물’ ‘서술자인 인물’ ‘앞의 두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로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초점화에 대해 교수자가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한 후, 차시마다 학습

자에게 어떤 인물에게 초점화해서 읽어보라는 발문을 던지고 감상문을 작성

하게 하였다. 1차 실험은 수행평가로 진행되었고 6차시로 구성되어 학습자

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초점화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은 여러 초점 위치에서

읽으며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난했던 다른 인물들을 이해하는 양상

을 보였으나, 주로 인물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같은 소설을 세 번이나 읽어야 했으며, 차시를 나눠

진행하여 각각의 해석 역시 중첩되기보다는 한 인물의 입장만을 고려한 지

배적인 해석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불어 초점 위치가 되는 인물을

나누어 제시하여,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자유로운 초점 위치 이동’인 다초

점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실험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적인 읽기 이후

에 감상문을 쓰게 한 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작성한 감상문을 읽어보며

자신이 어떤 인물에 초점화하여 읽었는지 파악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게 하

였다. 이후 자신이 초점화했던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초점자로 하여 그

인물이 느끼는 소설 속 사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그 인물이라면 어땠

을지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학습자에게 초점화할 인물을

‘서술자가 초점화한 인물’ ‘스스로 선택한 인물’ ‘원하지 않았던 인물’로 명확

하게 제시하여 진행한 것과 달리 2차 실험에서는 자율적인 읽기 이후 스스

로 초점화하여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 후, 다른 인물에게 초점화하여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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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그 읽기 유형을 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3차 실험은 6개 학급을 나누어 세 학급에는 자유롭게 감상문

을 작성하게 하였고, 세 학급에는 교수자가 발문을 통해 다초점화를 명시하

고, 소설을 읽은 후 감상문을 쓰도록 하였다. 1차 실험을 진행하였던 곳인데

당시 6차시로 진행하여 각각의 읽기가 종합되지 못했기에 교수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2차시로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점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비슷한 읽기 경험이 있어, 자유롭게 감상문을 작성하게 한

학급의 학습자들도 교수자가 다초점화를 명시한 학급과 마찬가지로 초점 위

치 이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인물의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던 1

차 실험 때는 학습자의 이해 역시 인물에 집중되었으나, 별다른 제약을 두

지 않은 3차 실험에서는 인물의 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서사 세계를 파악

하고, 학습자의 경험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Ⅱ

장에서 주네트(Genette, G.), 리몬-케논(Rimmon-Kenon, S.), 미케 발(Bal,

M.), 슈탄젤(Stanzel, F.), 우스펜스키(Uspenskii, B.), 패트릭 오닐(O'Neal,

P.), 뉘닝(Nünning)의 문헌을 고찰하여 초점화 유형과 다초점화를 개념화하

였다. 이후 채트먼(Chatman, S.), 토도로프(Todorov, T), 라비노위츠

(Rabinowitz, P. J. & Smith, M. W.) 등의 문헌을 고찰하여 다초점화를 통

한 소설 읽기의 성격을 밝혔다. 리쾨르(Ricoeur, P.)의 해석 과정을 토대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과정에 대해 논구하고 전문 독자의 비평 텍스트

를 통해 이를 검증해보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수립한 이론적 틀을 토대

로 학습자들이 실제로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초점화하는 양상을 분석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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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이론적 탐구

1.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개념

이 절에서는 초점화 이론을 개괄한 후, 초점화 주체와 초점 주체를 기준

으로 ‘서술자 초점화’와 ‘비판적 초점화’로 유형을 나눈 뒤, ‘다초점화’를 개념

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작가의 서술 전략으로서의 초점화가

서사 세계에 대한 독자의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이를 실

제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 전환하여 초점화 이론을 수행적 차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석 전략으로서 독자의 초점화를 적용하여 다초점

화와 소설 읽기의 상관관계를 밝혀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정의를 밝

힌다.

1) 초점화 유형 및 다초점화 정의

초점화 이론은 기존의 시점 이론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제기됐다. 교육

현장에 받아들여진 시점 이론은 브룩스와 워렌의 것으로 그들은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는가’ 그리고 ‘내면이 제시되는가’를 기준로 네 유형으로 나눴

다.27) 아래의 표를 통해 네 유형은 모두 ‘이야기를 함’으로 설명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말하는 이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눴음을 시사한다.

27) Brooks, C., Warren, R.,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 A.C.C, 1943, 

589쪽. 

사건의 내적 분석 사건의 외적 관찰

이야기

속

서술자

주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

(일인칭 주인공 시점)

부인물이

주인물의 이야기를 함

(일인칭 관찰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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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인칭 시점이라는 용어는 소설 속 ‘인물’을 부각하는 명칭인 반면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작가’ 운운은 소설 바깥의 ‘작가’로 추정되는 인물

을 부각하는 것으로 비교의 범주가 서로 다른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

다.28)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사건을 관찰하는 유형은 ‘작가 관찰자 시점/삼인

칭 관찰자 시점’으로 분류된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보

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

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

가 여덟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사평역, 13쪽)

그러나 위의 소설을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볼 경우, ‘작품 바깥의 서술자

(narrator)를 작가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삼인칭 관찰자 시

점’으로 볼 경우, ‘삼인칭 관찰자’인 늙은 역장은 서술자가 아님에도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되어 그의 시선에서 작품이 전개된다는 오류를 초래29)할

28) 김성렬, 「시점론의 반성과 재정립」, 『한국문예창작』, 15(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110쪽.

29) 실제로 실험에서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은 창문 밖에서 역 안을 바라
보는 사람과 역장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역장의 
시점에서 톱밥을 갈아주는 것과 밖에서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점이 있
는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역장 시점, 창문 밖 사람 
시점이 있는 것 같다. [1-P-8-사] 학습자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연구자가 부

여한 별도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개인 식별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학습자 자료의 표기는 [실험 구분의 첫 글자-학교(알파벳)-학습자 일련 번호-읽

은 작품의 첫 글자]와 같이 한다. 예를 들어 [1-P-8-사]는 1차 실험에 참여한 

이야기

밖

서술자

분석적이거나 전지적인

작가가 이야기를 함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외적인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함

(작가 관찰자 시점

/삼인칭 관찰자 시점)

표 3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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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0)

이처럼 말하는 이에 중점을 두고 그 사람이 곧 관찰하는 주체라고 여긴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이론은 ‘보는 주체 – 대상 – 지각 행위’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31) 주네트는 ‘대상에 대해 말하는 이’와 ‘대상을 보고 지각

하는 이’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점을 ‘누가 보는가’(보는 주

체, 초점자)와 ‘누가 말하는가’(말하는 주체, 서술자)로 문제를 분리하여,32)

‘누가 보는가’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초점화(focalization)33)라는 개념

을 제시하였다.34) 예컨대 “이사벨은 그가 거기에 창백하고 사색에 잠긴 채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에서 상황을 보는 것은 이사벨이기 때문에 초점자는

이사벨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서술자는 이사벨이 아니지만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의 문제를 나누어 보면, 서술자가 ‘말하는 것’

은 언제나 초점자가 ‘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는가’의 문제가 항상 선행된

다. 주네트는 이후 ‘누가 보는가’라는 질문을 ‘누가 지각하는가’ ‘어디에 지각

의 주체가 있는가’로 수정하는데35), ‘보는 주체’는 곧 ‘지각하는 주체’가 된다.

이로 인해 초점화는 ‘누가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누가 지각하는가’ ‘무엇을

지각하는가’의 문제로 확장36)된다.

P고등학교 8번 학습자가 『사평역』을 읽고 쓴 해석 텍스트를 가리킨다. 

30) 김성렬, 앞의 논문, 109쪽.

31) 정래필, 앞의 논문, 2018, 336쪽.

32)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의 결정적인 구분점은 전자는 이야기 세계를 향한 인

식 및 지각 행위인 반면 후자는 독자를 향한 언어적 행위라는 점이다.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383쪽.)

33) 서사 담론 분석에서 논의되는 초점화는 서술자가 어디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가의 문제

이다. 인칭화된 ‘서술자’라는 용어로 인해 ‘보고 말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로 여겨지지

만,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으로, ‘누

가 보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주네트에 의해 처음 제기된 ‘초점화’는 이후 논의가 진행

되면서 논자들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주네트와 미케 발, 리몬 케논 

등은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는 자와 말하는 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동일하게 ‘초점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슈탄젤은 ‘시점’이라는 용어 

대신 ‘서술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서술적 언급 없는 소설 속의 인물의 의식을 

통한 허구적 사건의 반영’으로서 ‘서술자’와 구분되는 ‘반성자(reflector)’를 사용한

다.(Stanzel 1990, 82-83쪽) 이 연구에서는 초점화를 시각의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

라 지각·심리·관념적 차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슈탄젤의 반성자 역시 초점자로 파악

하였다. 우스펜스키의 경우 ‘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시점을 이데올로기적, 어법

적, 시·공간적, 심리적인 국면으로 범주화하였다.(Uspenskii 1992, 21-29쪽)

34) Genette, G., 『서사담론』, 권택영 옮김, 교보문고, 1992, 174쪽.

35) 위의 책, 176-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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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는 동인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관계37)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을

보고 지각하는 초점 주체(초점자)와 보여지고 지각되는 대상인 초점 대상으

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초점화 주체’와 ‘초점 주체’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데, ‘초점화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볼 권리를 주는 행위이므로, 초점화 주

체는 초점자에게 보고 지각하도록 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초점화 주체는

서술자 혹은 독자가 되며, 초점자는 서사 세계 내 인물38)이 된다.

주네트는 서술자와 인물의 정보량을 기준으로 서술자가 등장 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얘기하는 ‘제로 초점화’, 서술자는 주어진 등장 인물이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내적 초점화’, 서술자가 등장 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외적 초점화로 나눈다.39)

미케 발이나 리몬 케논은 초점화를 텍스트 층위에 위치시켜 논의를 이어

갔다. 미케 발은 주네트와 달리 초점 주체와 초점 대상 사이의 관계를 중심

에 두고 ‘외적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 ‘지각적 대상’과 ‘비지각적 대상’으로

구분했다.40) 초점 주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외적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로

36) Maclean, M., 『텍스트 역학: 연행으로서 서사』, 임병권 옮김, 한나래, 1997, 

48-49;239-240쪽.

37) Bal, M., 『소설이란 무엇인가』, 성충훈, 송병선 옮김,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173

쪽.

38) 한편, ‘외적 초점화’를 통해 서술자가 전지적인 초점자가 될 수도 있으나 언급하였듯 

서술자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외적 초점자로 등장하더라도 세계 내 

인물에게 시선을 유보하는 ‘권위적이지 않은 외적 초점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

와 같이 제시하였다. 더불어 서술자가 인물 초점자로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런 경우도 세계 내 인물이라 볼 수 있으며, 초점화 주체와 초점 주체의 구분을 위하여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39) Genette, G., 앞의 책, 177쪽.

40) 정현숙, 앞의 논문, 361쪽.

초점화 주체 초점 주체(초점자)

역할
초점자에게

볼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

권리를 부여받아

서사 세계를 보고

지각·판단·평가하는 주체

행위자 서술자, 내포 독자, 실제 독자 서사 세계 내 인물

표 4 초점화 주체와 초점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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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것인데, ‘외적 초점화’는 서사 세계 바깥의 서술자가 초점자가 되는 것

이며, ‘내적 초점화’는 서사 세계 속 인물이 초점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내

적 초점자’ 즉, 인물 초점자는 자신의 견해를 반영한 주관적인 시각에서 서

사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41) 이처럼

미케 발은 초점화를 통해 인물 간 권력 관계에 주목하는데, 권력을 가진 인

물은 독자의 내용 이해에 자신의 시각 및 지각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므로 이는 서술자 초점화가 독자의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리몬 케논은 주네트의 초점화 유형이 구분된 기준이 단일하지 않다고 비

판하며42) 발이 제시한 초점화 유형의 기본 틀을 받아들여 초점화 주체의 위

치와 지각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제시한다.43) ‘위치’를 기준으로 ‘내적 초

점화’ 그리고 ‘외적 초점화’로 나누는데, 내적 초점화와 외적 초점화는 스토

리에 대한 것으로, 외적 초점자는 서술 행위자에 가까운 것으로 ‘서술자 초

점자(Narrator-focalizer)’44)라고 불리며, 내적 초점화는 사건의 내부에서 일

어나는 것으로 ‘인물 초점자’라고 할 수 있다.45)

리몬 케논은 ‘초점화’가 순전히 시각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협의

의 것이라 지적하며, 시각적 의미뿐 아니라 인식적·정서적·이데올로기적인

지향성을 포함한 지각적 국면(Perceptual facet), 심리적 국면(Psychological

facet), 관념적 국면(the ideological facet)에서 내적/외적 초점화를 설명한

다.46) 지각적 국면은 공간과 시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외적 초점자는 동

41) 정래필, 앞의 논문, 2018, 338쪽.

42) 주네트가 제시한 ‘제로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는 초점화 주체의 ‘위치’를 준거로 하는 

반면, ‘외적 초점화’는 초점화 대상이 ‘지각’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말한다. 살

펴보면, ‘내적 초점화’는 이야기 내부에 제한되고, ‘제로 초점화’는 이야기 바깥에서 자

유롭게 조망한다. 한편, ‘외적 초점화’는 서술자가 대상의 외면만 묘사하므로 ‘내적 초

점화’와 ‘제로 초점화’와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43) Rimmon-Kenon, S., 앞의 책, 1983, 134-146쪽.

44) 리몬 케논이 미케 발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원저에서는 <화자-초점

화자 narrator-focalizer>(Bal 1977, p.37)로 사용하고 있다. ‘초점 화자’는 화자에 의

해 초점을 부여받은 자, 즉 초점의 주체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점화 주체와 초점 

주체를 구분하여 다르게 사용하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서술자 초점자>로 표기하였다. 

45) Rimmon-Kenon, S., 앞의 책, 1985, 113-114쪽.

46) 위의 책,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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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서로 다른 장소의 일을 초점화할 수 있는 반면, 내적 초점자는 인물의

지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외적 초점자는 과거·현재·미래를 자유

롭게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적 초점자는 작중 인물의 현재에만 제한되

어 있다.47) 심리적 국면은 인식과 감정으로 나뉘는데, 외적 초점자는 재현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적 초점자는 자신이 그 세계의 일부이

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또한, 감정적인 면에서 외적 초점자

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만 내적 초점자는 주관적이라고 설명한다. 관념

적 국면에서 외적 초점자는 내적 초점자 보다 권위적이지만, 때로 단일하고

권위적인 외적 초점자가 다양한 초점 위치에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는데 상

이한 초점 위치들의 상호작용이 비 획일적이고 다성적인 텍스트 독법을 유

발한다. 이처럼 리몬 케논은 ‘보는 것’을 넘어서서 초점화를 지각적이고 심

리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이후 패트릭 오닐에 이르러 내포 독자의 초점화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제

시되는데, 이와 같은 오닐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전까지 작

가의 서술 전략으로 여겨지던 초점화를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포 작가의 초점화가 가능하다면 내포 독자의 초점화 역시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며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가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내

포 작가의) 초점화들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느 것이

잠정적으로나마 무시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48)

이쯤에서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초점화’라는 용

어를 조금 더 정치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독자가 서사 속의 사건들을

볼 때 거치는 의식의 위치 또는 특질49)로서 초점화 주체에게 보는 권리를

양도받은 초점자는 ‘보는 주체’이면서 ‘지각하는 주체’가 되고 더 나아가 ‘대

상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된다.

즉 초점자를 달리함에 따라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작중

인물들과 사건들을 독자는 다른 입장에서 경험하며 다른 모습으로 판단하게

47) 위의 책, 119쪽.

48) O'Neal, P., 『담화의 허구』, 이호 옮김, 예림기획, 2004, 174쪽.

49) 김경애, 「소설에서 초점화의 이해와 교육」, 『현대문학이론연구』, 74, 현대문학이론학

회, 2018,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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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렇게 된다면 초점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초점자

에게 보고 지각할 권리를 부여하는 초점화 주체와 초점자를 기준으로 ‘서술

자 초점화’50) ‘비판적 초점화’로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고, 이 둘의 관계에서

‘다초점화’를 정의하겠다.51)

(1) 서술자 초점화

서술자 초점화는 서술자가 인물에게 초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

로, 초점자의 경험들 가운데 무엇을 독자와 소통할지에 대한 작가의 선택과

관련된다.52) 따라서 소설 담론에 형상화된 초점화를 규명하는 것은 서사 세

계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53)

리몬 케논은 초점화와 서술의 관계를 공식화하여 제시54)하는데, 이를 정

리하면 우선, 초점화와 서술은 ‘누가 보는가’ 그리고 ‘누가 말하는가’와 관련

되므로 서로 다른 행위이며 다음으로, 초점자는 3인칭 의식의 중심이든 1인

칭 회상 풍의 서술이든 재현된 세계 내의 작중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때때

로 초점자와 서술자가 하나로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50) 즉, ‘서술자 초점화’는 풀어서 설명하면 ‘서술자가 초점화한 인물을 초점자로 하여 그 

인물의 시각에서 서사 세계를 보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51) 개념화된 용어의 층위가 ‘서술자 초점화’의 경우에는 초점화 주체에 따른 것이고, ‘비

판적 초점화’의 경우는 초점화 태도에 따른 것이고, ‘다초점화’는 초점의 복수성 여부에 

따른 것이라 층위가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제시한 초점화의 유형 분류는 

모두 일관된 기준들(초점화 주체와 초점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로 개념화한 것임을 밝히고, 일관된 기준에서 각기 다르게 구성되는 초점

화 유형의 특징은 세 유형을 모두 설명한 이후 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52) 최성민, 「서사 텍스트의 구성 원리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 논문, 2000, 18쪽.(선주원

(2004), 175쪽에서 재인용)

53) 선주원, 앞의 논문, 2004, 176쪽.

54) Rimmon-Kenon, S., 앞의 책, 1985, 112쪽.

1. 원칙적으로 초점화와 서술은 다른 행위이다.

2. 이른바 <3인칭 의식의 중심>에서 의식의 중심-또는 <반영자>-은 초점 화자인 반면, 

3인칭의 사용자는 화자(서술자)이다.

3. 초점 화자와 서술은 1인칭 회상 풍의 서사물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이다.

4. 초점화의 문제에 관한 한, 3인칭 의식의 중심과 1인칭 회상풍의 서사물 사이에는 차

이가 있다.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초점 화자는 재현된 세계내의 한 작중 인물이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화자(서술자)가 누구냐 하는 것 뿐이다.

5. 그러나 초점화와 서술은 다음 절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때로는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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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두 줄기 레일이 두툼한 눈을 뒤집어쓴 채 멀리 뻗어 나간

쪽을 바라본다. 낮엔 철길이 저만치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

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

은 퍽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

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서 끝나 있다. 수은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서 가다가 이윽고 흐물흐물 녹아버렸는

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저편은 칠흑 같은 어둠

이다. 어둠에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 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그는 공연히 어깨를 떨어

보며 오른편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쪽은 대합실과 접해있

는 이를테면 매표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

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본다. (중략) 지금 대합실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사평역, 14-16쪽)

「사평역」은 리몬 케논의 분류에서 ‘3인칭 의식의 중심(third-person

centre of consciousness)’으로 ‘서술자 초점자’55)인 역장이 의식의 중심에 있

다. 인용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서술자는 초점자인 역장의 시선에서 보여지

는 것들과 이를 통해 역장이 느끼는 감정들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역장은

레일이 뻗어 나간 길을 보면서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낮의 광경을 떠올

리고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과 같

다고 느끼며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는다.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으

로 뻗어 나간 철길의 끝을 보고는 ‘가슴 한구석을 썰렁’하다고 느끼며 오른

55) 비록 초점자가 서사 세계 내에 있는 인물이지만, 이 경우 역장은 외적 초점자라고 할 

수 있다. 리몬 케논은 내적 초점자와 외적 초점자를 분간하는 한가지 테스트로 주어진 

부분을 1인칭으로 고쳐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1인칭으로 바꿀 수 있다

면 내적 초점자이며 그렇지 않다면 외적 초점자라는 것인데,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핍

진성이라는 보다 더 모호한 측면에서 한정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역시 밝힌다. 

외적 초점자라 할지라도 대상을 외부로부터 지각할 수도 있고, 내부로부터 지각할 수도 

있다. 「사평역」의 경우는 외적 초점자가 사고와 감정을 꿰뚫어보며 대상을 내부로부터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Rimmon-Kenon, S., 앞의 책, 1985,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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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유리창으로 몸을 돌려 대합실과 접해있는 매표구 쪽으로 시선을 이동한

다. 초점자인 역장의 시선 이동을 통해 장소가 대합실로 바뀌게 된다. 그리

고 초점자인 역장의 눈에 다섯 명의 다른 작중 인물들이 등장한다.

아들은 힐끗 노인을 내려다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난로만

들여다본다. 노인에겐 미안한 일이긴 하나 아들은 모든 게 죄다 짜

증스럽다. 벌써 몇 달째 끌어온 노인의 병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런

날, 그것도 밤중에 눈까지 펑펑 쏟아져 내리는데 기차를 타야한다

는 일도 그렇다. 그 모두가 노인의 괴팍한 성깔 탓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버럭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이다. (중략)

청년은 다시 유리창 밖을 내다본다. 밤새 오려는가. 송이눈이 쏟

아져 내리고 있다. 대합실 안에서 새어 나간 불빛이 유리창 가까운

땅바닥 위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비치고 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

발을 망연히 바라보며 청년은 그것이 무수한 나비 떼 같다고 생각

한다. (사평역, 18, 21쪽.)

서술자 초점화는 하나의 초점자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러 초점 위치

를 허용하기도 한다.56) 서술자 초점자인 역장의 시선에서 보여지던 서사 세

계는 어느새 아들과 청년으로 초점 위치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사평역」

에서는 ‘농부’ ‘청년’ ‘서울 여자’ ‘춘심이’ ‘중년 사내’ 등 역 안에 있는 모든

인물이 한 번씩 ‘초점자’로서 시각을 부여받게 된다. 리몬 케논은 초점화의

관념적 국면을 이야기하면서, 외적 초점자 즉, 권위적인 서술자 초점자가 타

당성이 확증되지 않은 복수의 관념적 위치에 자리를 양보하는 복잡한 초점

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사평역」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된다.

56) 리몬 케논은 지속의 정도에 따라 초점화를 일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정 초점화’와 

‘가변 초점화’ ‘복수 초점화’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닐은 ‘단순 초점화’ ‘중합 초점화’ 

‘복합 초점화’로 제시하는데, ‘단순 초점화’는 ‘고정 초점화’에 대응된다. ‘중합 초점화’

는 인물-초점자의 시야가 외적 초점자의 포괄적인 관점 내에 삽입될 때처럼, 관련되는 

초점자가 하나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복합 초점화’는 초점화가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우를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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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청년’ ‘서울 여자’ 등의 초점자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서로를 평가하

며 각기 다른 저마다의 삶을 펼쳐 보인다. 이처럼 초점자는 단순히 대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네트가 ‘누가 보는가’라는 질문을 이후 ‘누가 지각

하는가’로 바꿨던 것은 초점자의 시각에는 초점자의 관념 혹은 심리적인 것

들이 반영된 ‘지각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리몬 케논이 말했듯, 초점화

는 지각적이고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국면까지 확장된다.

한편, 내적 초점자 즉, 인물 초점자의 경우 미케 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점자인 인물의 시선이 독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독자의 서사 세계 이해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아야, 내가 말한, 너다워지는 거, 당당하게 사는 건 네가 아무

런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랑 연애하고, 그래서 스물둘에 덜컥 임

신을 해서 애 엄마가 되라는 건 아니었어.”

내 말에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볼멘소리로 물었다.

“아무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라니요? 그럼 난 뭔데요? 나는

미래가 있어요? 선생님 친구처럼 이주 노동자를 돕는 활동가는 괜

찮고 이주 노동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갖는 건 안 된다

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선생님도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생각

이 바뀔 수 있는 거에요? 선생님은 저랑 자히드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제가 선생님께 말을 못 한 거는 다만, 다만 내가 덜

컥 임신부터 한 때문이었어요”(거대한 뿌리, 24쪽)

「거대한 뿌리」는 서술자가 ‘나’로 서사 세계 내의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

서 내적 초점자 즉, 인물 초점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 부분에서 ‘정아’

는 ‘나’에게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똑같다며 비판하고 있다. ‘나’는 이주

노동자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을 ‘아무런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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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는 나를 경멸하듯이 바라보며 눈물을 그렁거렸다. 나는 결기

어린 정아의 말에 우두망찰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저 정아가 제 엄마처럼 될까 봐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자히드란 청

년이 정아 아버지처럼 정아의 발목을 잡아끄는 늪이 될까봐 걱정

이 된다고 말해야 했다. (중략) 나는 내 앞에 있는 여성이 15년 전

제 아비가 휘두른 허리띠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던 그 아이

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정아는 정말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꽃

본 나비는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두

려웠다. 그 사랑이 정아를 가두는 올가미가 될까 두려웠다. 자히드

와 정아를 닮은 아이를 그려보았다. 한국말을 하고, 김치를 먹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도 상상했다. 정아와 정아

의 아기, 그리고 자히드가 겪을 편견과 고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도 셋이 함께 겪는다면 다를까? 그렇지만 그 고통을 셋이 함

께 겪을 수 있을지조차 아직은 불확실하다. 오래전 재민이와 재민

이 엄마가 겪었던 그 아픔을 정아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나라에 진저리를 치며 이 땅을 떠나갔던 윤희 언니의 그 상처

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대한 뿌리, 24-28쪽.)

하지만 인물 초점자는 서사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시각은 물론, 내밀한 생

각까지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나’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나’는

‘정아’가 혹시 아직까지 사회에 팽배한 ‘이주 노동자’와 혼혈가정에 대한 편

견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했음을 밝힌다.

조산소에서 헤어진 뒤 일 년 반 동안 윤희 언니는 참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언니가 강파르게 변한 것을, 예전처럼 살갑고 따뜻

한 윤희 언니가 아닌 것을 섭섭해할 수 없었다. 이미 나 역시 언니

가 까만 아기를 키우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맞았

을지, 그러면서 얼마나 속을 태웠을지 짐작할 만큼 철이 들어 있었

다. (거대한 뿌리, 109쪽)

나는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름을 쓰는 재민이를 자

꾸만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는 어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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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윤희 언니의 아기가 까만 아기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

부터 흘렀지만, 그것은 그 아이가 혼혈이라는 편견 때문이 아니었

다. 혼혈이라는 까닭으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늘 개밥의 도

토리처럼 겉돌아야 하는 신세가 안쓰럽고 걱정스러워서였다. 윤희

언니와 윤희 언니의 아기도 그런 고통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었

다. 재민이를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가르는 잣대는 오로지

재민이의 외모 때문이었다. 재민이가 혼혈이라고 해서 나와 다른

건 하나도 없었다. 재민이도 나와 똑같이 홍역을 앓고 감기에 걸리

고, 넘어지면 파란 멍이 들고, 손을 베이면 빨간 피가 흘렀다. (거

대한 뿌리, 153-154쪽)

더불어 주인공 ‘나’는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아픔을 겪었던 ‘재민’과 ‘윤희

언니’를 떠올린다. 위의 인용 부분은 서술자이자 내적 초점자인 ‘나’가 과거

를 회상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어린 ‘나’가 초점자가 된다. ‘나’는 과거에 까만

아기를 낳은 ‘윤희 언니’와 혼혈아로 태어나 학교는 물론 마을에서 차별받는

‘재민’이를 곁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정아’가 이 사회에서 겪어야 할 차별에 대한 걱정이었

음을 독자에게 드러낸다. 이처럼 인물 초점자는 다른 인물들보다 자기 생각

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1인칭 소설의 ‘나’는 이러한 인물 초점자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모든 대상이 초점화되기57) 때문에, 독자의 내용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가진 초점자가 된다.

리몬 케논이 제시한 마지막 공식은 때때로 초점자와 서술자가 하나로 같

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의 문제에서

언제나 보는 것이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하면 보는 것에 말하는 것이 결합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초점화와 서술이 같아지는 것은 초점

자에게 서술자의 목소리까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술상 서술자

와 작중 인물의 이중적 목소리가 어법적 수준에서 혼성된 ‘자유간접화법

(free indirect discourse: FID)’으로 나타나는데 서술자 초점화 서술과 작중

57) 정래필, 앞의 논문, 2018,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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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초점화 서술의 경계선에서 나타나58)는 것으로 관념적 수준에서의 작중

인물의 초점화와 서술자의 서술이 섞인 담론 차원에서의 서술 상황과 관련

된 것이다.59)

인물 초점자인 ‘나’를 통해 서사 세계를 제시하는 「거대한 뿌리」에서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직접 제시되어 있어 이러한 자유간접화법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권위적이지 않은 외적 초점자가 여러 초점 위치들을 허용하는

「사평역」에서 초점화와 서술이 같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뚱뚱이 여자가 말했을 때 아낙네들은 문득 멀뚱한 얼굴로 그녀

를 쳐다본다. (중략) 무엇보다도 그녀가 난로 가까이 바로 그녀들

의 코앞에 보란 듯이 펼쳐놓은 손, 비록 과도한 영양 섭취 탓으로

뭉뚝하게 살이 쪄서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뽀얗게 살집이 고운

그 손가락에 훌륭한 보석 반지가, 그것도 두 개씩이나 둘려져 있는

것 때문에 아낙네들은 은근히 기가 질린다. 저 여자는 구정물 통에

손 한번 담가보지 않고 사는 모양인갑네. 아낙네들은 불어터진 오

징어발처럼 볼품없이 아무렇기나 난로 위에 펼쳐놓은 자기들 손이

문득 죄 없이 부끄럽다. (사평역, 27쪽)

처녀의 이름은 춘심이다. 그래, 춘심이가 내 이름이다. 어쩔래.

그녀는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도대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왜 남

을 찬찬히 훑어보는 개 같은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눈치가 뵈면 아주 딱

질색이다. 그것은 흡사 온몸을 하나하나 발가벗기는 것 같아서 불

쾌하기 그지 없다. 참 알 수 없는 일인 것이,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혹은 빨간 살구알 전등이 유혹하듯 은근한 불빛을 쏟아내는 방구

석에서 또는 취한 사내들과 뚜덕뚜덕 젓가락 장단을 맞춰가며 뽕

짝을 불러대는 술자리에서라면 누구 못지 않은 용감한 여자인 것

이다. (사평역, 28-29쪽)

58) Chatman, S.,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옮김, 민음사, 1996, 220-226쪽. 

(선주원(2002ㄴ), 109쪽에서 재인용)

59) 선주원, 「대화적 관점에서의 소설교육:자유간접화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1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2ㄴ,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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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초점자가 양보한 초점 위치가 아낙네와 춘심이를 경유할 때를 살펴

보면, 분명 서술자를 통해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보석 반지를 낀 뚱뚱

한 여자를 보고 부러워하며 자기들 손을 부끄러워하는 초점자인 아낙네들의

감정이 직접 드러나고 있고, 춘심이 역시 분노하는 감정이 직접 드러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초점자인 아낙네들과 춘심이의 목소리가 어

법적 차원에서 서술자의 목소리에 뒤섞여 서술되고 있다.

주네트에 의해 보는 것에서 ‘지각하는 것’으로 넓어진 초점화는 리몬 케논

에 의해 지각·심리·관념적 수준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넓어졌으나,

어법적 차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때때로 초점자가 서술자에

게 목소리를 부여받아 어법적 차원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초점자의

목소리가 서술자의 목소리에 은근슬쩍 드러나면서 초점자의 지각 및 심리적

인 것들이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초점화가 ‘누구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는가?’의 문제라면 이와 같

은 자유간접화법은 ‘발언된 말이나 표현된 사고들은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

이다.60) 작중 인물들은 더 이상 서술자에 의해 시선을 물려받는 객체가 아

니라, 스스로의 자의식과 이념을 어법적 차원에서 드러낸다.61) 자유간접화법

에서 초점자는 더 이상 보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지각·심리·관념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고를 말로 발언하고 또 표현하며 서술의 주체까지

나아가게 된다.

(2) 비판적 초점화

앞서 서술자 초점화는 서술자가 서사 세계 내의 인물에게 초점을 부여하

는 것으로 살펴봤다. 이때 서술자에 의해 초점을 부여받은 초점자는 서사

세계에 대한 인지·심리·관념적 부분들을 담당하지만, 때때로 서술자에 의해

목소리까지 부여받아 어법적 차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서사는 서술자가

60) 위의 논문, 111쪽.

61) 이렇게 초점자인 인물이 각자 서술의 주체로서 보고 느낀 바를 서술자의 목소리에 섞

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자유간접화법에서는 엇갈린 지향을 가진 서술자와 

작중 인물들이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위의 논문,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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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서사 세계를 독자에게 드러내는 존재

가 된다. 독자들은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만 서사 세계로 다가갈 수 있다

는 점에서 서사적 의사소통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서술자는 절대적인 권위

를 지닌 존재로 인정되기도 한다.62)

이러한 서술자의 권위는 그간 서술자의 신빙성을 담보해왔는데, 웨인 부

스는 서술자의 신빙성 문제를 소설 연구의 장으로 끌어올린다. 부스는 서술

자가 그 작품의 규범(내포 작가의 규범)을 대변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신빙성 있는(reliable) 화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신빙성 없는

(unreliable) 화자’라고 불렀다.63) 즉, 내포 작가의 규범을 대변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를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 정의했다.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화자가 어떤 현대 소설가들에

게는 주요한 밑천이 되어 왔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헨리 제임스가 말하는 무자각(inconcience)의 문제다. 즉 화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작가가 주지 않은 특성을 화자가 스스로 가지

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허클베리 핀에 있어서처

럼, 작자는 배후에서 은근히 화자를 칭찬하고 있는데 화자는 본

래적으로 악함을 내세우는 것이다.64)

위의 인용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스는 신빙성 없음이 무자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은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

이 아니라,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행위의 문제이므로 이는 곧 ‘초점화’의 문

제가 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빙성 없는 서술의 경우를 초점화의 문

제로 다룰 것이며, 초점화 주체로서 서술자 초점화에 대항하는 독자의 초점

화를 비판적 초점화라 명명하였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경우 서술자 초점화 역시 그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

62) 최병우, 앞의 논문, 108쪽.

63) Booth, W. C.,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옮김, 예림기획, 1999, 217-218쪽.

64) 위의 책,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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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술자가 초점을 부여한 초점자를 통해 보여지는 서사 세계 역시 의심

의 대상이 된다.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의 근거는 서술자의 자질에서 비롯되

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가령 나이가 어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는 서술자, 가치관이 미욱한 어리숙한 서술자, 판단 기준에 동의할 수 없는

서술자 등 서술자의 자질을 통해 서술의 신빙성을 판단65)하게 된다.

예컨대 서술자가 어린아이로 등장하는 경우, 사건의 서술은 어린아이의

판단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판단과 그에 따

른 서술을 어른인 독자들이 접하게 되면 판단의 미숙성을 쉽게 발견하게 되

고 서술자의 서술은 믿을 수 없게 된다.66) 또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리

숙한 서술자인 경우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경우 독자는 서술자 너머의 ‘내포 작가’를 통해 서사 세계를 파악하

게 된다. 내포 작가(Implied Author)는 실제 작가와 구분되는 작품 고유의

작가의 모습으로, 소설을 읽는 독자는 서사 속에서 일종의 감수성을 지닌

한 사람의 실체를 찾아내 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펼치는

데 이때 독자가 서사 속에서 찾아낸 하나의 실체, 고유한 감수성의 소유자

인 그 사람을 내포 작가라고 한다.67)

내포 작가는 언제나 지각적이고 심리적인 어떠한 초점을 통해 대상을 제

시하기 때문에 채택된 초점들은 서술되는 사건은 물론 서사 세계가 제시되

는 방식에 관여하여 독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68)

그렇다면 독자의 초점화는 어떠한가? 만약 내포 작가의 초점화

가 있다면, 내포 독자의 초점화 또한 어느 정도 존재함에 틀림없

는가? 69)

65) 김남희, 「문학 독서의 ‘거리두기’와 비판적 읽기」, 『새국어교육』, 116, 한국국어교육학

회, 2018, 20쪽.

66) 최병우, 앞의 논문, 118쪽.

67) Abbott, P. H., 『서사학강의』, 우찬제 외 옮김, 문학과 지성사, 165쪽.

68) Prince, G.,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최상규 옮김, 예림기획, 1999, 78쪽.

69) O'Neal, P., 앞의 책,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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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닐은 위와 같이 내포 독자의 초점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화하여

제시한 내용들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의 몫70)이므로 내포 독자 역시 초점화의 주체

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점화에 있어 내포 독자의 자율성은 온전하지 않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내포 작가가 미적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창조한 존재로, 서술

자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제시하여 내포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 초점화를

넘어서 다른 초점 위치에서 지각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저는 ‘빈

자리(Leerstelle)’를 통해 불확정적인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71),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는 내포 독자는 텍스트에 의

해 미리 구조화되어 있거나 텍스트의 일부가 되는 것72)이라 설명한다.

즉, 내포 작가는 자신이 말하는 ‘신념’에 공감하는 내포 독자를 상정하여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내용과 미학적인 구조까지 모두 통제하는 존재73)로 자

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포 독자를 상정하여, 그로 하여금

서술자 초점화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내포 독자의 초점화는 내포 작가를 준거로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부스가 창안한 내포 작가 개념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왔고,

신빙성 없는 서술에 있어서도 과연 내포 작가를 규준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저는 내포 작가를 ‘추론된 작가’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독자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구축하는 작가의

형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내포 작가는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추론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빙성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 독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74)

70) Prince, G., 앞의 책, 83쪽.

71) Freund, E., 『독자로 돌아가기: 신비평에서 포스트모던 비평까지』, 신명아 옮김, 인간

사랑, 2005, 236쪽.

72) Iser, W., 『독서행위』, 이유선 역, 신원문화사, 1993, 77쪽.

73) Booth, W. C., 앞의 책, 218쪽.

74) 박진, 앞의 논문, 13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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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지 서사론에서는 내포 작가의 가치나 규범을 독자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내포 작가를 기준으로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75) 뉘닝(Nünning)은 서술자의 신빙성이 내포 작가76)와의 거리에 의

해 판단된다는 부스의 규정은 불명확한 것이며, ‘내포 작가’는 텍스트의 현

상을 설명한다는 위장 아래에서 독자에게 저자의 의도를 수용하도록 하며

텍스트를 읽는 윤리적 비평의 척도로써 활용되어 하나의 옳은 해석만을 강

요77)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뉘닝은 내포 작가를 거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재개념화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은 내포 작가가 아니라

비평가 혹은 독자들의 준거에 근거하여 결정됨을 주장하였다.78)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텍스트의 모

순을 발견하는 인지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독자의 인지적 프레임을 바탕으

로 가치관 및 이념, 지식, 정상에 대한 기준, 경험 등 스스로의 경험 세계와

인물, 장르, 마스터 플롯 등 서사 세계에 관한 스스로의 프레임을 적용하여

서술자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

명한다.

뉘닝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의 판단 근거를 내포 작가에서 독자로 이동시

키는데,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를 포함하는 현실 층위를 포함하는 서사 층

위를 제안한 오닐의 논의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오닐은 채트먼의 ‘스토리-

담론’의 서사 층위를 ‘스토리-텍스트-서술-텍스트성’의 4층위79)로 제시하는

데, 이 중에서 텍스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5) 정진석, 앞의 논문, 2016, 103쪽.

76) ‘Implied Author’에 대해서 ‘암시된 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내포 작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77) 최라영, 「암시된 저자와 (비)신뢰성 문제 고찰」, 『어문학』, 133, 한국어문학회, 2016, 

390쪽.

78) 위의 논문, 392쪽.

79) 오닐은 인물, 서술자, 피서술자, 내포 작가, 내포 독자를 서사적 매개자라고 표현하며 

이를 자신이 제시하는 서사 층위 및 서사 세계들에 대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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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트먼의 서사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는 텍스트 바

깥에 위치하고, 작가에게서 텍스트로 그리고 텍스트에서 독자로 이어지는

화살표로 표현되고 있어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오닐은 이러한 채트먼의 구조를 넘어서 현실 층위까지도 서사

층위에 포함시켜 실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닐의 서사 세계들은 안긴 구조를 갖는데, 이로 인해 서술자(N)의 담화

는 내포 작가(A´)의 담화에 대해서는 ‘스토리’이며, 내포 작가의 담화는 실제

작가(A)의 담화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된다. 인물들은 그들 자신이 속한 세

계 영역 내에서 행동하고 서술자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인물들을 관찰하는

데, 스토리 층위에서 인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물-초점화’가 일어나고,

텍스트 층위에서 서술자가 스토리 층위의 인물들을 초점화하는 ‘서술자 초

점화’가 일어나고, 서술 층위에서 내포 작가의 초점화가 일어난다.

아마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 이 양자의

역할을 초점화의 매개자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는데, 이는 독자가 결국 이러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초점화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또한 그 가

운데 어느 것이 적어도 잠정적으로나마 도외시되거나 심지어는

무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바로 그 실제적인 의미에

서 유용할 수 있다.80) (밑줄 인용자)

80) O'Neal, P., 앞의 책, 174쪽.

A

실제 작가

텍스트성

(NL4)

R

실제 독자

A´

내포 작가

서술

(NL3)

R´

내포 독자

N

서술자

텍스트

(NL2)

N´

피서술자

스토리

(NL1)

표 5 오닐의 안긴 서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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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궁극적인 초점화라고 할 수 있는 내포 작가의 초점화조차도 결국

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고, 서술자 초점화 역시 삽입

된 것으로 독자가 접하는 초점화된 서술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된 시야들이 서로 중첩되고 교차되는 다중적인 층위에서 복합적인 시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성의 층위에서 실제 독자는 그러한 다중적

이고 복합적인 시야들을 재구성하게 된다.

최병우(2003)는 서술의 신빙성은 서술자와 내포 작가의 거리가 아니라, 서

술자의 서술과 실제 독자의 기대 지평의 간격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나름의 선지식을 가지고 그것과 서사 세계

와의 충돌과 조정을 통하여 이해의 과정을 경험한다. 독자들은 이런 식으로

선지식을 바탕으로 서술자에 대한 기대 지평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서술을 받아들인다. 이 경우 서술자의 서술이 독자의 기대 지평과

충돌할 경우 독자는 서술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서술자는 신

빙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81)

정진석(2016) 역시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은 독자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라 설명한다. 앞서 언급했듯 내포 작가는 의도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어리

숙한 서술자를 통해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창조하고 내포 독자에게 서술자

를 넘어 다른 위치에 초점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정진석은 이렇게 내포 작

가에 의해 의도된 서술자의 자질만을 근거로 서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없

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집터를 빌리고 그우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준 것”이 “점

순네의 호의”라는 것을 알고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점순네

가 노할 것”이라는 것도 알며 그것이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

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이러한 말

하기가 덜 보고된 것이나 잘못 이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

려 이 점에서 어리숙한 인물은 점순이다.82)

81) 최병우, 앞의 논문, 110쪽.

82) 정진석, 앞의 논문, 2016,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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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의 「동백꽃」에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순박하고 어리숙

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점순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둘 사

이의 ‘계층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것은 점순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점순이가 ‘어리숙한’ 인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서술의 신

빙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나이의 적음이나 지적 수준의 낮음과 같은 서술

자의 자질에 한정되지 않고, 독자는 서술자인 ‘나’의 신빙성이나 가치 지향

성을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화(2020) 역시 서술자의 신빙성의 문제는 텍스트 내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독자의 역할을 부각한다. 주로 내포 작

가의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를 가리켜 ‘신

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곧 서술자의 신빙성이 서술자와

내포 작가의 거리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지 서사학과 문화

서사학 그리고 화용론적 서사학 등의 연구자들은 서술자와 내포 작가의 거

리가 아니라 독자와의 거리에서 판단되는 해석 전략으로, 독자가 자신의 경

험 세계에 비춰 모순적이라고 판단되는 서술자를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자

연화83)한다고 이야기한다.

뉘닝에 의해 내포 작가와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관계에 문제가 제기된 이

후, 비단 내포 작가뿐 아니라 실제 독자 역시 서술자의 신빙성 판단의 주체

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포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를 통

해 서술자의 신빙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와 실제 독자의 거리

즉, 서술자의 서술과 실제 독자의 기대 지평의 간격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

술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술자의 서술은 서술자를 통해 볼 권리를 부여

받은 서술자 초점자가 보고 느끼고 인식한 서사 세계에 관한 판단을 반영하

고 있으므로,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독자의 판단은 엄밀하게 이야기하

면 서술자 초점자의 신뢰성을 판단한 것이다. 서술자 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른 초점 위치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83) 이인화,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인지적 전회와 신빙성 판단의 역사성」, 『문학교육학』, 

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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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포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서술자 초점화를 넘어 (내

포 작가에 의해 의도된 대로) 다른 초점 위치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서사 세계 내 인물들의 시선들을 재구성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내포 작가

를 넘어서 실제 독자는 상식에 대한 스스로의 관념, 윤리적 규범, 정상 및

심리를 판별하는 기준84) 등에 의해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고, 내포

작가가 의도한 초점 위치가 아닌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

서 내포 독자처럼 서술자 초점화된 서술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정리하면, 내포 독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독자 역시 초점화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비판적 초점화는 서술자 초점화를 넘어서는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의 초점화를 포함한다.

(3) 다초점화

앞서 초점화는 ‘누가 보는가’와 관련된 문제임을 살펴보았고, ‘누가 보는가’

는 다시 ‘누가 지각하는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봤다. 서술자가 서술하는

것은 결국 서사 세계 내의 초점자가 지각한 것이므로 하나의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으며, 독자는 이 같은 초점화된 서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

독자의 주체적 관점에서 서술자의 서술을 비판하기도 하고, 서술자의 ‘신

빙성’을 파악하여 서술자의 서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서술자가 초

점화 한 인물에 대항하여, 스스로 초점자를 선택해 다르게 지각하며 그를

비판한다. 즉, 독자는 서술자가 선택한 초점자의 한정된 시선에서 벗어나 스

스로 ‘누가 되어 무엇을 볼지’ 그리고 ‘누가 되어 무엇을 지각할지’ 등을 생

각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설의 서사 세계를 이해한다.

하지만 지각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지각

자의 신체에 종속되어 있다.85) 어린아이는 어른과는 다르게 대상을 볼 것이

84) Rimmon-Kenon, S., 앞의 책, 1985, 149-153쪽.

85) Bal, M., 앞의 책,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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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때로는 남성과 여성 역시 다르게 보기도 한다. 제시되는 시각이 어떤 것

이건 간에 강력한 조작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서술자 초점화뿐만 아

니라 독자의 비판적 초점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술자 초점화의 경우 초점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

계를 지각하는 것까지, 초점화 주체인 내포 작가의 의도는 물론, 작중 인물

의 감정뿐만 아니라 독자의 감정과도 분리되기 어렵다.86) 또한, 내포 작가를

넘어 실제 독자가 주체적으로 초점화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할 때에도 초점

화 주체인 실제 독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서

사 세계를 지각하는 초점 위치만 내포 작가가 의도한 초점 위치에서 독자가

선택한 초점 위치로 바뀌었을 뿐, 비판적 초점화 역시 소설의 서사 세계를

하나의 지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임은 자명하다.

서술자를 권위적이고 전지적인 존재로 상정하여 그의 초점화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도, 서술자를 벗어나서 그에 대항하는 비판적 초점화도 결국은

서사 세계를 지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

된 시선을 고집하지 않고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다가 자

신의 지평과 서술자의 지평이 충돌할 때, 서술자 초점자를 벗어나 다른 초

점 위치에서 비판적으로 지각하는 과정들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다양한 초점 위치들을 종합할 때, 서술자를 통해 드러난 모습은 물론, 자발

적인 초점 이동을 통해 그 이면의 모습들 역시 읽게 된다. 예컨대 「치숙」

의 경우 독자는 서술자인 ‘나’와 ‘아저씨’ 어느 한 인물의 초점을 고수하지

않고 그 둘 사이를 부유하며 읽게 된다.

「치숙」은 당대의 지배 질서에 반기를 들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지식인이 출옥하여 철빈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비

극적 현실을 풍자한 소설이다. 겉으로 보면 주인공은 서술자이다.

그러나 작가는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그를 풍자하고 조

롱하고 있다. 화자는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노

예적인 사람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복역을 한 아저씨를 어

86) 위의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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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분히 반어적이

다. 표면적으로 보면 서술자의 이야기가 옳은 듯하다. 그러나 서술

자는 당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은근히 일본사람으로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지인 처를 얻고

내지인 성명을 갖고 모든 생활 법도를 내지인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87)

「치숙」은 1인칭 서술자가 서사 세계 내 주인물로 이야기 사건에 참여한

다.88) 그러나 「치숙」의 서술자는 당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고, 일본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되어 독자는 서술자가 아닌 다른 인물에게 초점화해서 읽게 된다.

이는 텍스트에서 내포 작가가 비판적 초점화를 유도한 셈이다.

그러나 ‘아저씨’ 역시 독자가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자는 ‘아저씨’와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아

저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왔으며 병을 얻었는

데, ‘나’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아저씨’에게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아저씨’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을

가진 의지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당대 사회의 암울함 앞에 체념한

식민지 지식인에 가깝다.89)

하지만 독자의 초점화는 비단 아저씨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위의 인용

문에서 알 수 있듯 아저씨 역시도 독자가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은 아

니기 때문이다. 결혼 후,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학생 신분의 여자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한 후, 그는

87) 송현호, 「채만식의 지식인 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248쪽. (인용문의 용어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어 덧붙이자면, 인용

문의 ‘작가’는 이 논문의 ‘내포 작가’와 동일하고 ‘화자’는 ‘서술자’와 동일하다.)

88) 김흥수, 「채만식 소설의 문체:치숙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2, 국어문학회, 1997, 

30쪽.

89) 오윤주, 「전유 중심의 소설 읽기 교육 연구-채만식의 <치숙>을 중심으로」, 『국어국문

학』, 189, 국어국문학회, 2019, 347-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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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머니(본부인)에 얹혀살아간다. 폐병을 간병한 것도, 생활비를 버는 것도

모두 아주머니지만, 아저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나의 말에 “너의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래도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라

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독자는 서술자인 ‘나’와 ‘아저씨’의 초점 위치를 번

갈아가면서 읽게 된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가 ‘아저씨’

를 풍자할수록 독자는 ‘나’를 비난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아저씨’ 역시도

완전히 긍정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자는 지식인인 ‘아저씨’에 대해

서도 비난하게 된다.

아저씨는 대학졸업 후 일본 유학까지 한 지식인이지만 현실생활

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자기를 헌신적으로 간호한

아내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에게는 아내가 한 모든 것

은 다 의무적인 일들이다. 그는 현실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

적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현실에 적응하지

도 못하고 생활력이 없어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90)

즉, ‘아저씨’에 대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서술자 ‘나’의

말을 무작정 믿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내포 작가가 의도하는 비판적 초점화

를 따라 일제의 우민화 정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서술자 ‘나’를 비판하

기만 하지도 않는다. 이를 통해 독자는 서술자 ‘나’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역시 목도하게 된다. 이는

독자가 주체적으로 초점 위치를 선택하고 여러 초점 위치를 경유하는 다초

점화를 통해 생겨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초점화는 독자가 지배적이고 한정된 시선으로 소설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초점화하여 보여주고 이를 통해 지각되는

모습과 내포 작가에 의해 의도된 시선 및 독자의 선호를 담은 시선을 통한

지각 등 어느 하나에 함몰되지 않고 다양한 초점화 지점에서 여러 입장의

90) 전효매, 「채만식과 라오허의 풍자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13,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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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속에서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지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정의91)할 수 있다.

91) 주지하였듯 이제까지 초점화는 서술자가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서술자’의 ‘서술법’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문학교육에 초점화 이론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재 브룩스

와 워렌의 시점 이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서술자의 서술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적

인 지식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문학교육, 특히 읽기 교육에 있어서 그 주체는 독자

가 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서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고,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여 다른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독자의 초점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서술과 초점을 구분한 주네

트부터 시작하여 서사학의 오랜 연구에서 서술자의 초점화에 주목하였으나, 이를 독자

를 통해 해석되는 읽기 교육의 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독자가 주체가 되는 ‘다초점화’를 

개념화하였다. 

92) 비판적 초점화를 서술자 초점화와 달리 내포 독자의 초점화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내

포 독자뿐만 아니라 실제 독자 역시 비판적 초점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경우 내포 작가에 의해 의도된 시선을 통해 지각하게 되는데 이는 내포 

독자의 비판적 초점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포 독자는 초점화 주체로서 서술자와 

실제 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서술자의 신뢰성을 실제 독자가 판단하면서 실

제 독자 역시 비판적 초점화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내포 독자 초점화’가 아닌 ‘서술자

가 초점화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에 초점화한다’는 공통점을 드러낼 수 있는 ‘비판적 

초점화’라 명명하였다. 

초점화 주체 초점 주체 (초점자)

서술자 초점화 서술자
서술자가 초점화한 인물

(서술자 초점자)

비판적 초점화92)
내포 독자,

실제 독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경우)

내포 작가가 의도한 인물,

서술자가 초점화하지 않은 다른 인물

(비판적 초점자)

다초점화 실제 독자
서술자 초점자와 비판적 초점자를

포함하는 여러 인물

표 6 초점화 유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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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격

다초점화를 위와 같이 정의할 때, 이는 곧 작가의 서술 전략으로 사용되

던 초점화 이론을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다. 여기

서는 다초점화와 소설 읽기가 가지는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1) 서술자의 중개자적 역할 인식

소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이차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된 것

이다. 슈탄젤은 이를 중개성(mediacy)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중개성을 담당

하는 자를 서술자라고 한다.93) 토도로프는 이야기를 스토리와 담화로 구분

하는데, 어떤 현실, 즉 일어났으리라고 여겨지는 사건들과 어느 면에서 현실

생활의 인물들과 혼동될 수도 있는 인물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스토리이

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전하는 서술자가 있고, 그의 면전에는 스토리를 인지

하는 독자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진술한 사건들이 아니

라 나레이터가 그 사건들을 들려주는 방식이 된다.94)

이야기를 전하는 나레이터, 즉 서술자는 전지전능하고 마치 신처럼 모든

인물의 내면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서술하는 듯 보이지만, 서사 세계에 대한

초점자의 지각의 범위에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잠정적으로 서사 텍

스트에서 제시되는 모든 것들이 이상적 차원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궁

극적으로는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없는95) 서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읽어왔기 때문에 독자에게 서술자의 목

소리는 잘 들리지만, 이것이 초점자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은 제대로 인식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술자 초점화를 지각하지 못한 독자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서사 세

계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몰입은 소설의 서사 세계를 경험하는 독자의

93) Stanzel, F., 『소설의 이론』, 김정신 옮김, 문학과 비평사, 1990, 18-26쪽.

94) Todorov, T., 『산문의 시학』, 신동욱 옮김, 문예출판사, 1992, 25-29쪽.

95) O'Neal, P., 앞의 책,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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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범위를 서사 세계에 한정되게 만든다. 미케 발이 말했듯 독자는 인

물의 시각에 동화되어 서술자 초점자가 보여주는 서사 세계를 수용하는 경

향이 있다.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듣는 서술자의 목소리는 초점자가 보고

지각하고 느낀 것이므로 이러한 독자의 몰입은 서술자 초점화가 서사 세계

에 대한 독자의 지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96)

이처럼 서술자 초점화는 독자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

만 서술자는 언제나 특정한 관점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드

러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객관적인’ 소설

은 존재하지 않는다.97) 독자가 서술자를 서사 세계를 중개해주는 존재로 인

식하는 순간, 독자의 인식은 허구 서사 세계에서 담론의 층위로 이동하게

되고, 독자의 독서 체험은 몰입에서 멀어지게 된다.98) 따라서 다초점화를 통

한 소설 읽기는 서술자의 중개자적 역할, 다시 말해 매개적 역할에 주목해

읽는 것이다.

(2) 서사적 의사소통의 참여자로서 독자

텍스트의 의미 층위가 지면에 인쇄된 단어들이라는 지엽적인 의미에서 벗

어나 수용하는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넓은 의미99)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가와 독자의 서사적 소통 및 해석의 국면에서 ‘실제 독자’의 능

96) 정래필, 앞의 논문, 2018, 342쪽.

97) O'Neal, P., 앞의 책, 137쪽.

98) 김기홍, 「허구서사 애니메이션의 관객 몰입 매커니즘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7, 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39-41쪽. (정진석(2016), 108쪽에서 재인용)

99) 리몬 케논의 용어법에서 텍스트는 ‘생산 결과 즉, 이미 짜여져있는 생산품. 다시 말해 

언어로 구성된 인공품 내지 작품(work)으로서의 텍스트’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롤

랑 바르트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텍스트’개념을 사용하는데, ‘서술 

행위의 구체적 산물, 즉 지면에 인쇄된 단어들’이라는 제한적 의미에서의 텍스트 개념

에서 벗어나 ‘지면에 인쇄된 단어들만이 아니라 그 단어들을 쓰고 읽는 텍스트 구성 행

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오닐은 ‘텍스트’는 ‘서사체로서의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리몬 케논의 것과 같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대신 ‘텍스트성’이라

는 새로운 층위를 제시하여 ‘작가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적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텍스

트가 기능하는 방식’ 즉, 후기구조주의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텍스트로서의 서사체’ ‘작

가의 계획과 독자의 수용이 항상 엇갈리며 변화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의미의 가능성으

로서의 텍스트’로 간주한다.(O'Neal, P., 앞의 책, 40-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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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인정받고 그 역할의 중요성 역시 대두되었다. 하지만 고전 서사학에

서 대체로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를 관심의 대상으로 한정해 실제 독자는

그저 수신자로서 한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채트

먼이 제안한 서사적 소통 모형100)은 아래와 같다.

채트먼이 제안한 서사적 소통 모형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

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101) ‘작가-작품-독자’의 구도를 통해 독자가 소

설을 매개로 작가와 상호작용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화살

표를 통해 드러나듯 작가 중심의 전달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제 독자의 능동

적인 소통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채트먼이 제안한 서사적 소통 모형

에서 ‘내포 작가’ ‘서술자’ ‘수화자’ ‘내포 독자’만이 텍스트 내에 존재하고 ‘실

제 독자’는 언제나 텍스트의 바깥에서 서술자를 통해 반응을 형성하며 ‘제한

된’ 자율성을 가졌다.

그러나 실제 독자가 소설을 읽고 나서야 서사 세계가 현동화되고 읽기 과

정에서 독자는 내포 작가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분석하기도 하고 상상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실제 독자는 반응 형성에 그치는 제한된

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서사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때로는 주도하

기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리쾨르 역시 채트먼의 소통 모형을 비판하

면서, 실제 독자와 내포 작가의 의사소통이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주가 된

다고 설명하였다.102)

리쾨르는 특히 텍스트의 의미를 작가의 의미와 분리시키며 텍스트가 ‘의

100) 위의 도표는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만이 서사물에 내재하고 서술자와 수화자는 임의

적(괄호들)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궁극의 실행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서사적 전달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는 서사적 전달의 바깥에 있다.(밑줄 인용

자) (Chatman, S.,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옮김, 푸른사상, 2003, 168쪽.) 

101) 이는 정진석(2014)에서 참고하였다. (정진석, 「소설 해석에서 독자 역할의 중층 구도

와 소통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4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385-392쪽 참조) 

102) Ricoeur, P., 『시간과 이야기3』, 김한식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ㄴ, 332-333쪽. 

실제 작가

…→

<서사 텍스트>

내포 작가 → (서술자) → (수화자) → 내포 독자 실제 독자

→

표 7 채트먼의 서사적 소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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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론적 자율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의 읽기는 작가의 본

래적 의도에 다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현실화함으로써

독자의 의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추구103)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독자

는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내용을 현동화하

여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는 텍스트를 읽으며 초점자

에 의해 선별된 지각의 결과를 서술하는 서술자를 맹신하지 않는다. 텍스트

에 제시된 어떤 설명은 무시하고,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상하며, 서

술자의 말을 듣고도 사실이 아니라며 믿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며 해석 주체

로서 스스로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술자의 서술을 되짚어보고 판단하기도

한다. 즉, 텍스트에 드러난 서술자 초점자가 지각한 서사 세계에 의존하여,

그가 의도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세계를 돌아보고

이를 반추하며 텍스트를 통한 자기 의미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소설 해석에 있어 독자는 서사 텍스트 바깥에서 서술자를 통해 반응을 형

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그의 자질을 파악하고 독자의

선지식에 비춰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해 서술자를 넘어 초점화 주체가 되

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존재이다. 독자의 초점 위치는 서술자 초점화와

내포 작가의 초점화 그리고 텍스트 내의 여러 초점 위치들을 거치는데, 이

러한 다초점화를 통해 독자는 의식의 지평을 확장하게 된다.

(3) 독자의 복수적 소통 위치

소설을 읽을 때 실제 독자의 소통 위치는 다양하고, 그 역할 구도는 중층

적이다.104) 라비노위츠는 “독서를 할 때 독자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서 하나의 텍스트를 해석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소설을 읽을 때 실제

독자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독자

(actual audience)’, ‘작가적 독자(authorial audience)’, ‘서사적 독자(narrative

103) Ricoeur, P.,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윤철호 옮김, 서광사, 2003, 50-51쪽.

104) 정진석, 앞의 논문, 2014, 3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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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를 독자의 역할로 제시하는데, ‘실제 독자’는 복잡하고 자주 변하

는 스스로의 믿음, 기대, 경험, 욕망 그리고 욕구와 함께 소설에 접근한

다.105) ‘작가적 독자’는 실제 독자의 경험, 지식, 정서적 반응, 윤리적 민감성

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된 서사 기법과 서사 전략

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존재이다.106) 마지막으로 ‘서사적 독자’는 허구 서사

세계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그 속의 인물들을 실제로 대하며 작

중 인물에 공감하면서 행복과 연민을 느낀다.107) 라비노위츠는 독자가 균형

있게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한다.108)

즉, 독자는 서사적 독자로서 소설의 허구 서사 세계에 대한 몰입적 체험

을 통해 인물들에게 공감하기도 하고, 동시에 작가적 독자로서 서술자는 서

사 세계를 중개하여 독자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러한 몰입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기도 하며, 실제 독자로서 읽기 과정

에서 계속 변화하는 관심, 정서적 반응을 담아내기도 한다. 이렇듯 독자의

소통 위치는 다양하고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독자의 초점 위치 역시 계속해

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독자의 활동들은 ‘이동 시점(wandering viewpoint)’109)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계속해서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105) “actual audience”. Each reader comes to a book with a complex and often 
internally inconsistent set of beliefs, expectations, experiences, desires, and 
needs. (Rabinowitz. P. J. & Smith. W, 『Authoring Readers: resistance and 

respect in the teaching of literatur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8, p.4.)

106) 정진석, 앞의 논문, 2014, 394쪽.

107) 서사적 독자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서사적 소통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경험, 

즉 허구 세계에 대한 독자의 몰입적 체험을 소통의 경험으로 포함하였다. 채트먼의 모

형에서는 수신자 중 내포 독자를 소통의 가장 필수적인 존재로 규정하면서 소설을 수사

적 기법과 전략의 산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층위만을 부각시킨 면이 있다. 반면 라비

노위츠의 논의는 이러한 인식과 분석 이전에 작중 인물에 공감하고 사건의 결말에 행복

과 연민을 느끼는 독자의 체험을 소통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위의 논문, 393쪽)

108) Rabinowitz. P. J. & Smith. W, Op.cit., pp.4-23.

109) 시점(viewpoint)은 서술법(mood)과 음성(voice)이 구분되지 않고 결합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주네트의 ‘초점화’를 따르고, 이러한 초점화는 음성을 제외한 

시각적, 심리적, 관념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주지할 때, ‘이동 시

점’은 소설에 대한 독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관적 ‘관점’을 의미하므로 이때

의 시점 및 관점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초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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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예상을 참작하여 사건을 지각하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

자의 예상을 벗어났을 때, 독자는 스스로의 예상을 재형성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부여했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된다. 이동 시점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통하여 여행하면서 서로 교체될 때마다 상쇄되는 다양한 상관적

관점들을 펼쳐보게 한다.110)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는 작가 의식이 형상화된 객관적이고 고정

적인 텍스트로 소설을 바라보지 않으며, 독자들이 텍스트의 틈을 채우며 자

의적으로 의미를 구체화하는 관점으로만 소설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한 인

물의 시선에서 단일한 세계로 해석하는 읽기를 지양하고 여러 인물의 세계

지각 및 세계에 대한 판단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입체적인 세계로 해석

하는 읽기를 목표로 한다.

정리하면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환경(Umwelt)으로

부터 소설에서 작가의 의식에 병합되지 않는 독립적인 인물들에 주목해 다

양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곳으로 허구 서사 세계를

파악하면서 자기와 타자의 세계 이해의 만남을 통해 지배적인 세계 이해에

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세계(Welt)로 해석해 나가는 읽기이다.111)

2.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과정은 리쾨르의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적

해석 과정을 토대로 한다. 리쾨르는 저자와 독자의 시공간적 차이를 인정하

며, 전형상화-형상화-재형상화의 3중의 미메시스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작가의 전형상화, 텍스트의 형상화 그리고 독자의 재형상화로 나뉜다. 독자

의 독서 행위가 강조되는 ‘재-형상화(re-figuration)’단계에서 텍스트 세계와

독자 세계의 교차112)가 일어나는데, 해석 과정에서 독자가 접하는 텍스트는

형상화 단계에서 저자의 의미를 벗어난 내적 세계화를 거친 것으로, 독자가

110) Holub, R. C., 『수용미학의 이론』, 최상규 옮김, 예림기획, 1999, 123-124쪽.

111) Ricoeur, P., 『해석이론』, 김윤성, 조현범 옮김, 서광사, 1996, 74쪽.

112) Ricoeur, P., 『시간과 이야기1』, 김한식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ㄱ,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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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하는 텍스트는 ‘저자의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자체113)’가 된다.114)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저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와 마주

하는 것이라면 저자의 의도 및 정체성이 반영된 서술자의 설명이나 서술자

의 말을 따라가며 소설 세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독자의 이해가 더 중요하게

된다. 리쾨르는 텍스트의 생성과 해석적 접근의 관계는 ‘건전한 순환(le

cercle bien portant)’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건전한 순환은 독자의 해석이

작가의 의도를 반복하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반복적 재생산은

‘중복(redondance)’에 불과하며 리쾨르는 이를 ‘악순환(le cercle vicieux)’이라

정의한다.115)

다시 말해, 건전한 순환이 되는 해석은 이야기되지 않은 삶의 스토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116)이다. 따라서 독자의 해석은 작가의 경험 혹은 텍스

트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강요해 저자의 본래적 의도에 다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나아가며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는 계속해서 새

로운 의미를 발산하게 된다.117) 이로부터 리쾨르는 허쉬(E.D. Hirsch)와 같

은 문학 비평가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올바른 이해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저자의 의도로 돌아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118)

그의 해석 과정에서 독자는 이해(understanding)에서 설명으로, 그리고 설

명에서 이해(comprehension)119)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이해는 추

측의 상태이고, 마지막에서 의미의 자기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제

113) 리쾨르는 ‘텍스트의 자기화’라고 설명한다. 자기화는 설명적 절차를 거친 이해로 독자

의 ‘응답’이다. 하지만 저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응답이며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메시스 Ⅱ에서 구조적 객관화를 거치기 때문이다. (Ricoeur, P.,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 남기역 옮김, 아카넷, 2002., 131-134쪽.)

114) 김휘택,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8, 134쪽.

115) Ricoeur, P., 앞의 책, 1996, 138쪽.

116) Ricoeur, P., 앞의 책, 2004ㄱ, 166쪽.

117) Ricoeur, P., 앞의 책, 1996, 152쪽.

118) Ricoeur, P., 앞의 책, 2003, 369쪽.

119) 리쾨르는 이해를 ‘understanding’과 ‘comprehension’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모두 ‘이해’라고 번역되었지만, 전자는 ‘감지’로, 후자를 ‘이해’로 옮길 수 있다. 

(Ricoeur, P., 앞의 책, 1996,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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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다.120)

우선 서술자는 초점자가 보고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내린 서사 세계를

독자에게 전해주는 매개적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서사 세계를 경험한다. 읽

기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서

술자는 초점화하여 초점자의 시선·지각·판단 및 평가를 전달하므로,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평가하며 서술자 초점화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독자의 지평과 서술

자 초점자의 지평이 충돌할 때, 독자는 초점자의 신빙성에 의혹을 가지게

되고 서술자 초점화를 넘어 능동적으로 초점화 주체가 되어 서사 세계를 지

각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실제화하여 독자 지평을 확대

하면서 여러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를

각각 ‘서술자 초점화에 대한 독자의 판단’, ‘초점화 주체로서 능동적 독자 되

기’, ‘복합적 서사 세계 지각’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1) 서술자 초점화에 대한 독자의 판단

미케 발에 의하면 학습자가 독서 과정에서 만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제시하는 어떠한 시각이다.121) 따라서 독자가 마주하는 서사 세계는

서술자 초점자의 자의식에 의해 인식되고 평가122)된 것이기에 독자가 접하

는 소설 세계는 한 인물이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내리는 주관적인 세계의

모습이다. 독자의 초점화는 서술자의 서술이 초점자의 주관적인 시선이 반

영된 것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서사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고 나서야 이야기가

된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120) ‘서술자 초점화에 대한 독자의 판단’, ‘초점화 주체로서 능동적 독자 되기’, ‘복합적 

서사 세계 지각’은 읽기 과정에서 다른 인물과 충돌하면서 소설을 읽어나가고 서로 다

른 입장들을 종합하는 것으로, 소설을 읽으며 끊임없이 다른 인물과 대화하며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객관적이고 단계적이기보다 동시다발적이다. 다만 논

의의 명료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구획화하여 다룬 것임을 밝힌다.

121) Bal. M, 앞의 책, 181쪽.

122) 선주원, 「대화적 관점에서의 소설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2002ㄱ, 62

쪽. 



- 50 -

앞서 언급했듯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는 실제 독자, 서사적 독자, 작가적 독

자로서 단일하지 않은 복수적 위치에서 텍스트와 소통하게 된다.

독자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만 서사 세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처

음엔 의심없이 서술자의 서술을 받아들이며 서사적 독자로서 서사 세계에

몰입하는 독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때 소설에 재현된 서사 세계는 허구이

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에 공감하면서 행복과 연민을 느끼

며 그 세계의 인물과 사건을 마치 실제 세계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독자는 작가적 독자로서 소설이 작가에 의해 창작된 것임을 알고 있

으며 텍스트에 드러난 서사 기법과 서사 전략을 이해하고 있다. 작가적 독

자는 기존의 내포 독자에 근접하는 실제 독자로 내포 독자처럼 텍스트의 서

사 기법과 서사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독자의 경험, 지

식, 정서적인 반응, 윤리적 민감성 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전반적인 인상은 ‘서정적’이다. 일

관된 서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물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지만

이런 인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인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서술자가 파악하는 것이 ‘사평역’의 인상이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거기서 느낀 감상이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서술자가 자신

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지만 서술자는 은연중 사람들의 모

습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그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역장인데, 역장을 관찰하는 서술자가 역장을 초점화하

여 그의 기분과 생각을 전달해준다. 때로는 서술자가 직접 관찰자

가 되기도 한다. 서술자는 인물들을 차례차례 관찰하는데, 독자들

이 그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과거들이다. 서술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를 거쳐 역에 이르게 되

었는지를 주로 이야기한다. 과거라는 것 자체가 감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좋은 소재일 터인데, 소설에서 언급된 과거는 현재 인

물의 인상을 암시해줄 정도의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인물

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의 원인 정도가 과거에서 불려져 나오는 것

123) Rabinowitz, P. J. & Smith, M. W., Op.cit.,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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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의 격렬한 사건 같은 것은 소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

물과 사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산문

적인 일상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강한 인상인 것이다. 그 인상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 ‘서정적’인 느낌을 만들어낸다. 특히 역 주변

이나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한 폭의 그림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중략)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가 시에 직접 쓰인 내용이다. 시에서처럼 난로의

불빛에 번지는 것들은 그리운 시간과 그리운 사람들이다.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된 시골 출신의 청년이 느낄 수 있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슬픔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124) (밑줄 인용

자)

위의 전문 독자는 서사적 독자이자 작가적 독자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서사적 독자로서 학교에서 제적당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시골 출신 청년이 느낄 절망과 좌절 그리고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

인다. 더불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를 거쳐 지금 다들 사평역에

모였는지를 알려주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소설의 전반적인 인상을 ‘서정적’

이라고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작가적 독자로서 작가의 서사 기법

을 이해하고, 서술자 초점화 역시 파악하고 있다. 독자인 자신이 ‘서정적’이

라는 인상을 받은 까닭은 서술자가 초점자인 역장을 통해 파악하는 사평역

에 대한 인상이 독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때때로 서술자

가 외적 초점자로서 서사 세계 내 인물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인물들의 과거

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과거라는 소재로 인해 독자는 ‘서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위의 전문 독자는 서술자 초점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서술자 초점자

인 ‘역장’ 역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초점 이동의 양상은 확인하기 어려운

데, 이는 서술자의 서술과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서술자 초점자의 시선과

인식 그리고 판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할 수 있다.

124) 김한식, 『현대소설의 이론』, 박이정, 2002, 236-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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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적 독자로서 서술자가 초점화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있음을 안다

고 하더라도, 실제 독자의 관심사나 배경 지식 등을 가지고 읽게 되기 때문

에 독자마다 서술자 초점자를 다르게 파악하기도 하고, 같은 인물을 초점자

라고 파악하더라도 그 이유를 다르게 말하기도 한다.

이들 중 작가의 전지적 시점과 병행하여 등장인물 가운데 스토

리 전개상 중심 초점이 맞춰지는 인물은 청년으로서 「사평역에

서」의 시적 화자와 「사평역」의 관찰자는 동일한 시선으로 대합

실 안과 밖, 그리고 대합실 내에서 ‘톱밥난로’ 주위에 앉아 있는 사

람들을 차분하면서도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다. 어떤 상황에 개입하

거나 벗어나 있지 않은 관찰자는 객관적 시점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 전반을 아우른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인물에 초점

을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등장인물에 대한 초점화 시점은 우리 모

두가 시선을 교차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보편

성을 지닌다. (중략)「사평역에서」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연민의 시선으로 삶을 따뜻하게 바라

보므로 독자는 소외되고 지친 인간사의 단면을 느낄 수 있다. 그것

은 일상사의 삶을 반추하며 꿈을 그리워하는 시선인 동시에 마지

막까지 꺼지지 않는 불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외된 서민들의 강

인함이다. 청년은 불빛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얼굴에

서 평화스러움과 아늑함을 발견하고 난로에 다가가 톱밥을 불빛

속에 뿌려 넣는다. 이 순간 머릿속에 부모 형제, 노 교수, 친구, 교

정이 떠오르며 단절과 침묵이 화해와 인간애의 꿈으로 내비친다.

이런 분위기는 음울한 중년 사내에게도 영향을 미쳐 같이 톱밥을

던지게끔 만든다.125) (밑줄 인용자)

위의 전문 독자는 「사평역」을 ‘전지적 시점’에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데 이는 작가적 독자로서 서술자 초점화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125) 신익호, 「<사평역에서>와 <사평역>의 상호텍스트성」, 『현대문학이론연구』, 29(0), 현

대문학이론학회, 2006, 226-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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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전문 독자와 달리 ‘청년’을 서술자 초점자라고 파악한다. 그는 곽재

구의 시 「사평역에서」에서 연민의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

‘나’와 소설 「사평역」에서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에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며 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노인, 중년의 사내, 서울 여자, 행상꾼

아낙네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이 동일하다며 두 작품의 상호텍스

트성을 통해 초점자를 파악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실제 독자로서 소설

「사평역」이 시 「사평역에서」를 소설화한 것에 대한 독자의 선지식이 반

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석의 측면에서 위의 전문 독자는 서술자가 서사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이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작중 인물들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독자는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고 말하며, 꺼지지 않고 난로에서 계속 타는 불빛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서

민들의 강인한 삶의 모습을 읽어내고 있다. 이전의 전문 독자가 작중 인물

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의 이력을 통해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를 ‘서정적’이

라 파악하고, 난로의 불빛을 통해 인물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그리웠던 순간

들을 떠올린다고 해석한 것과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처럼 초점자의 태도 및 생각이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

는 독자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독자는 작가적

독자로서 서사 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자 초점화에 동화되지 않

고, 실제 독자로서 스스로의 선지식에 비춰 서술자 초점자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의 초

점화는 이와 같이 서술자의 서술이 초점자에 의해 보여지고 지각되고 판단

된 것임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2) 초점화 주체로서 능동적 독자 되기

서술자의 서술이 서술자 초점자의 시선의 반영이라면 서술자는 물론 서술

자의 서술 역시 서사 세계에 대해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앞서 말

했듯, 초점자는 서사 세계를 보고 인식하고 대상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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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주체이다. 따라서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이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서술 역시 이와 같은 초점자의 지각·인식·평가 및 판단

이 반영되어 있다.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서사적 독자로서 서사 세계에 몰

입하지만, 동시에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의 면모를 갖춘 작가적 독자로서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하고 서술자 초점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그를 신뢰

할지 결정하게 된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초점 위치를 이동하게

되는데, 초점자의 시선은 물론 인식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모든 것이 신빙성

판단의 지표가 되는 셈이다.

작중 인물들은 바보인 것 같지만 영리한 자들이다. (중략) 「동

백꽃」의 나도 마찬가지다. 즉, 내가 점순이의 호의를 받아들여 ‘일

을 저지를 수 없는’이유에 대해 주인공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

태이다. 첫째는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신분의 문제이며, 둘째는 ‘이

거 없지’하고 감자를 주는 데 대한 자존심 때문이며, 셋째는 점순

이네의 호의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점순이의 호의를 받

아들이는 것은 일을 저지르는 길이며 이는 곧, 나의 현실 생활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순이의 호의보다는 점

순이네의 호의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에 나의 밝은 계산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공은 점순이의 호의를 못 알아듣는 체

하는 알라존의 가면을 쓰는 것이다.126) (밑줄 인용자)

위의 전문 독자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주인공 ‘나’를 바보인 것

같지만 영리한 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설론에서 ‘나’를 ‘어리

숙한 인물’의 성격이 짙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로 여겨졌던 것과는 상반

되는 것이다. 그간 내포 작가를 준거로 하여 서술자 초점자인 ‘나’의 신뢰성

을 판단했던 것과 달리, 위의 전문 독자는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신분의 문

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점순이의 호의보다 점순이네가 주인공에게 베푸는

호의를 더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밝은 계산을 거쳐 점순이의 호의를 모르

126) 이경, 「김유정 소설의 서사적 거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학회, 1994, 

355-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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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하는 것이라 해석하면서 서술자 초점자인 ‘나’를 영리한 인물이라 파악

한다.

앞서 초점화는 단지 보는 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지각하고

대상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확장됨을 살펴보았다. 서술자에게

볼 권리를 부여받은 서술자 초점자는 서사 세계를 보고 지각하며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위의 전문 독자의 읽기에서 서술자

초점자를 영리한 인물이라 판단한 것은 소작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

여 마름네 딸인 점순이의 호의를 모르는 체해야 한다는 서술자 초점자인

‘나’의 판단을 신뢰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내포 작가를 준거로 하는 신뢰성 평

가에서 벗어나 독자가 주체가 되어 서술자 초점자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모

습을 보인다.

한편에서 이 작품은 향토적 농촌에서 벌어진 사춘기 남녀의 순

수한 애정 갈등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소설로, ‘나’는 감자를 건네

거나 닭싸움을 거는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박한 소

년, 즉 신빙성 없는 서술자이다. 하지만 배경이 된 농촌에서 식민

지 시대의 궁핍함을, 점순이와 나의 관계에서 마름과 소작농이라는

계층 관계를 전경화127)하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지고 서술자의 신

빙성도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독자는 닭싸움에서 계층 관계의 권력

문제를 읽어낼 수 있으며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나’를 신빙성 있는 화자로 판단할 수 있다.128) (밑줄 인

용자)

위의 전문 독자 역시 앞의 전문 독자와 비슷하게 내포 작가를 준거로 하

여 인물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주체적으로 신빙성을 파

127) 전경화(foregrounding)는 독자가 서사 텍스트의 어떤 양상을 다른 양상보다 더 중요

하거나 두드러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서사 텍스트의 형식적 장치와 기법이 독자의 

프레임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체험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서사 

텍스트의 장치(device)나 기법(narrative techniques) 또는 프레임이 특정 양상에 현저

함(prominence)을 부여하면서 배경과 구별시키는 방법으로 작동한다.(정진석, 앞의 논

문, 2016, 113쪽.)

128) 위의 논문,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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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서술자 초점자의 신빙성 평가에 있어서는 복합

적인 읽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전문 독자는 사춘기 남녀의 애정 문제에 있어서 서술자 초점자인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건네거나 자꾸 닭싸움을 붙이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파악한다. 앞의 전문 독자가 “주

인공은 점순이의 호의를 못 알아듣는 체”하는 것이라 해석한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서술자 초점자인 ‘나’는 관심을 표현하는 ‘점순’이의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인물에 대해 잘못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

의 전문 독자는 초점자가 보이는 ‘점순’이를 향한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지

표로 초점자의 신빙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계층 관계의 권력 문제에 있어서 ‘나’는 식민지 시대에 마름과 소작

인이라는 계층의 문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점순’이와 문제가 생기

면 땅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집에서도 내쫓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는 점에서는 서술자 초점자인 ‘나’에 관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서술자 초점자가 서사 세계가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지각하고 인식하

는 행위에 대한 긍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유정 문학은 보통 ‘해학성’ 그리고 ‘토속성’으로 논의되는데, 이때의 해학

성은 「동백꽃」의 ‘나’처럼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인물의 속성에서 비롯된

다. 그러나 위의 전문 독자들은 ‘나’를 영리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내포 작가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 내포 독자의 초점화를 의도한 것을

넘어서서 실제 독자로서 서술자의 서술에 드러난 서술자 초점자의 지각, 인

지, 대상에 대한 판단 및 평가를 지표로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술자 초점자를 신뢰하지 않는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를 넘어서

비판적인 다른 초점 위치를 상정하여 스스로 초점 위치를 선택해 능동적으

로 초점화를 수행하며 서사 세계를 다르게 지각하게 된다. 서술자 초점자가

아닌 인물의 입장에서 내용을 걸러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상상

을 통해 덧붙이기도 한다.129) 이처럼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

하며 서술자 초점화를 상대화하고, 서술자 초점자에 대항하게 된다.

129) Abbott, P. H., 앞의 책,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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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손님과 어머니」와 「아네모네 마담」은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들은 이 남자에게 호

감과 연정을 품게 되지만, 그것은 여성들이 처한 현실로 인해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의 원인에 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남편 친구의 구애를 받

아들일 수 없는 구여성을 통해 젠더로서의 소외된 여성의 위치를

고발하고 있다. 여섯 살 난 옥희는 어른들의 사랑을 관찰하고, 사

랑방에 머물고 있는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둘 사이의

호감을 애정으로 발전시킨다. 어머니는 옥희가 가져다 준 꽃을 성

경책에 꽂아두기도 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한 번도 연주하지 않

았던 풍금을 연주하면서 사랑방 손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다. 그

렇지만 어머니는 그런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종교를 통해 억압하

고, 딸에게는 ‘사랑방 손님’이 그녀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

명한다. ‘청상과부’인 어머니 앞에 나타난 아버지의 친구는 구여성

도 성적인 욕망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으나, 그런 욕망은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 억압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옥희 어머니를

‘모성적인 존재’만으로 가두려는 작가 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혼’에 대한 금기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있음

을 비판하고 있다. 옥희 모친이 재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녀에

게 혼합가정의 ‘오명’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재혼에 대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회가

문제였던 것이다. (중략) 주요섭은 우연히 성적 욕망을 깨닫게 된

여성을 통해 성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조명하였다. 못생긴 외모로

결혼을 하지 못한 「주물」의 ‘언년이’를 제외하고는, 여성 주인공

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로 인해 사랑을 이룰 수 없었다.130)

(밑줄 인용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독자는 내적 초점자인 ‘나’를 통해 과부가 된

130)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티”연구」, 『배달말』, 49, 배달말

학회, 2011, 162-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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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사랑방에 살게 된 아저씨를 바라보게 된다. 어린 ‘나’는 천진난만

하게 엄마와 아저씨 사이를 오가는데, 때문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

로 그려진다. 과부와 남편 친구의 연애감정을 어른 서술자가 이야기한다면

통속적인 작품 또는 더 나아가 질투나 시기의 시선으로 묘사한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131) 아이의 눈으로 지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설레는 사랑의 감정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위의 전문 독자는 어린 ‘나’의 지각이나 서술 상의 한계를 통한 소

설의 미적 효과보다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인

옥희가 아닌 ‘어머니’를 초점자로 하여 사회적 인습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녀의 모습에 더 집중한다.

과부로 살아가던 ‘어머니’는 ‘사랑 손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지만, 과부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당시 사회의 인습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데, 위의 전문 독자는 이러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여성에게 더 억압적이었던 사회적 시선 등에 대한 선지식에 비춰

스스로 ‘어머니’를 초점 위치로 한다. 이를 통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부정적

인 눈초리들, 여성에게만 유독 엄격했던 전근대적 가치관에 주목하여 소외

된 젠더로서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켜 당대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한

것이다.

리쾨르는 글 안에서의 담화의 실현은 말해진 담화의 조건으로부터 텍스트

를 분리시키는데, 이러한 특성을 소격화(distanciation)라고 설명한다. 즉, ‘글

로 씌어진 담화’는 ‘말해진 담화’와 달리 화자가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지 않

기 때문에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의미의 자율

성에만 집중할 때,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윔사트의 ‘의도적 오류

(intentional fallacy)’ 그리고 리쾨르가 의도적 오류와 대칭시켜 ‘절대적 텍스

트의 오류(the fallacy of absolute text)’라고 부르는 오류다. 의도적 오류는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의 준거로 삼는 것이며 절대적 텍

스트의 오류는 텍스트를 저자가 없는 실체로 가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텍스

131) 송재익, 「내포작가의 의도를 고려한 현대소설의 이면 읽기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 논문, 2019,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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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간과하였고 후자는 텍스트가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

담화임을 간과한 것이다.132) 이로 인해 서술자 초점화와 내포 독자의 초점화

는 물론, 독자의 초점화 역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절대적인 초점 위치가

될 수는 없다.

3) 복합적 서사 세계 지각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이전에 초점자로 하였던 인물의 새로운 모습

을 접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배제했던 다른 인물의 서사를 접하기도 한다.

독자의 초점화는 여러 초점 위치들을 거치며 서사 세계를 종합적으로 읽게

된다. 초점화 주체가 되어 소설의 허구 서사 세계의 지각 주체로서 초점 위

치를 이동하며 초점을 확장하고 여러 초점 위치에서 입체적으로 서사 세계

를 바라보며 더 정교한 자기로 성장하게 된다.

리쾨르는 음성 언어와 대비되는 문자 언어의 특징을 통해 해석 논의를 이

어간다. 화자와 시 공간을 공유하는 음성 언어와 달리, 문자 언어는 텍스트

를 생산한 작가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갖는데,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signification verbale)는 작가가 말하려 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133) 따

라서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현실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

을 추구한다.134)

알프렛 쉬츠의 이론에서 이저가 빌려온 ‘테마’와 ‘지평선’은 텍스트 내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선택을 포함한다. 예컨대 독자가 텍스트의 여러 관점

중 하나에 관심을 기울일 때, 독자의 태도는 과거의 독서에 의해 설정되는

지평선에 좌우된다는 것이다.135) 따라서 독자의 초점화는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선택된다. 그러나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기대 혹은 예상

과는 다른 모습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만남은 독자에게 ‘테마’가 된다.

132) Ricoeur, P., 앞의 책, 1996, 65-66쪽. 

133) Ricoeur, P., 앞의 책, 2002, 125-126쪽.

134) 위의 책, 152-154쪽.

135) Holub, R. C., 앞의 책,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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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지 않은 다양한 ‘테마’들은 독자의 경직된 관점을 변하게 만들고, 소설

에 대한 독자의 지각을 바꾸게 된다.

네팔인 이주 노동자를 사랑하여 아기를 가진 정아가, 이주 노동

자를 돕는 활동가는 괜찮고 이주 노동자를 사랑하고 아기를 가지

면 안되느냐고 한 말이 가슴을 친다. 소위 ‘튀기’인 재민이의 말 또

한 가슴을 치게 하기는 매한가지다. 미제 물건은 좋아하면서 왜 절

반이 미제인 우리는 싫어하느냐는, 그렇듯 김중미의 글은 매번 사

람의 가슴을 치게 한다. 아픈 가슴 위로 눈물이 흐르고 눈물 흐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 김중미의 ‘거대한 힘’이다.136)

「거대한 뿌리」는 ‘정원’이 서술자 초점자가 되는데 위의 전문 독자는

「거대한 뿌리」를 정아, 재민 등 여러 초점 위치에서 다초점화를 통해 지

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서술자 초점자에 불편을 느끼고 신뢰할 수 없

다고 판단하여 비판적인 초점 위치로 이동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서

술자 초점자인 ‘정원’은 외국인 노동자 ‘자히드’의 아이를 가진 ‘정아’에게 ‘자

히드’를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의 전문 독자는 이

후 ‘정아’가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에게 “이주 노동자를 돕는 활동가는 괜찮

고, 이주 노동자를 사랑하고 아기를 가지면 안되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정아의 초점 위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

의 모습을 지각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이 자히드에 대해 가

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평가’를 부정하며, 초점 이동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 전문 독자의 읽기는 재민이의 초점 위치 역시 경유하고

있다.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은 재민이의 앞에서 흑인과 결혼하여 아기를

가진 ‘윤희 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

라고 이야기한다. 무의식 중에 혼혈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낸 ‘정원’

에게 재민이는 화를 내는데, ‘정원’이는 재민이가 사소한 일에도 삐치는 아

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위의 전문 독자는 재민이를 초점자

136) 공선옥, 『거대한 뿌리』 추천사 중 발췌. (김중미, 『거대한 뿌리』, 검둥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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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혼혈아로서 재민이가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

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종합적으로 지각한다. 이는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

이가 가진 혼혈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혼혈아로서 차별받는 재민이의 아픔

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삐치는 아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부정하고, 초점자

인 정원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인 ‘재민’이로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비

판적 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한 것이다.

위의 전문 독자는 시선 이동을 통해 소설에 대한 편력하는 초점137) 즉, 다

초점의 재조정을 거치며 상관적 관점을 통합하여 지각하게 된다. 이처럼 독

자의 초점 위치는 읽기 과정에서 이동하게 되고, 독자는 이를 통해 서사 세

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사평역」의 경우를 보자. 눈 내리는 겨울 밤, 톱밥 난로가

타고 있는 사평역 대합실에 마지막 완행열차를 기다리며 모여있는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기침을 하는 농부와 그의 아들, 교도소

에서 갓 출소한 중년 사내, 시위 때문에 제적당한 대학생, 고향에

다니러 온 술집 여자, 행상꾼 아낙네들, 돈을 훔쳐 달아난 종업원

을 찾아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의 식당 주인 등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난로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저

마다 가슴에 상처와 회한을 지닌 채 고즈넉하게 타오르는 톱밥 난

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중략) 이러한 풍경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시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 전체를 감싸고 있는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근본적인 요소는 인물들 각각이 지니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대

하고 따뜻한 시선이다. 작가는 번갈아가며 각각의 인물들이 지니고

137) 이저는 소설을 지각하는데 서술자, 작중 인물, 작가, 독자의 관점들이 영향력을 가진

다고 설명하며 이를 편력하는 초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작가와 독자는 물론 이야기 

세계의 작중 인물들까지도 모두 대상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저

에서는 초점이 아니라 시점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시점에 대해 ‘여기서 사용된 시점의 
개념은 특정한 견지에서부터 하나의 사태를 기도하는 것을 내포한다. … 시점 개념에서
는 시각적 시야보다는 특정 관점에서 기도된 사태에 대한 접근 통로가 더 커다란 역할
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초점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시각적이면서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초점으로 바꿔 사용하였다. (Iser. W., 앞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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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연의 토막들을 들려준다. 더러는 갈등과 번민과 회한으로

얼룩져 있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본원적인 신뢰와

따뜻함이 놓여있다. 그런 따뜻함이야말로 「사평역」에서 탁월하게

형상화되고 있는, 또한 임철우의 소설 일반이 보여주는 서정성의

원천이라는 것이다.138) (밑줄 인용자)

위의 전문 독자 역시 초점 위치를 여러 곳에 두고 다초점화하여 서사 세

계를 지각하고 있다. 그는 「사평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서정적’이라 파

악하는데, ‘밤새 내리는 눈’ ‘성에가 낀 창문’ ‘은은하게 타오르는 톱밥 난로

의 불빛’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된 풍경이 아니라, ‘농부’ ‘그의 아들’ ‘중년 사

내’ 등 인물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그러한 서정성이 비롯된

다고 설명한다.

앞의 절에서 언급하였듯 「사평역」에서 ‘역장’은 권위적인 초점자가 아니

라 복수의 관념적 위치에 자리를 양보하여 복잡한 초점화의 가능성을 내보

이는데, 위와 같은 전문 독자의 해석은 소설 속에 제시된 서술자 초점자인

‘역장’의 시선에서 벗어나 여러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위의 전문 독자는 인물들의 사연 역시 ‘갈등과 번민과 회한’으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그 바탕에 놓인 ‘인간에 대한 본원적인 신뢰와 따뜻함’

에 주목한다. 「사평역」의 인물들은 대체로 여러 면모의 모습을 보이는데,

한 예로 ‘서울 여자’의 경우 밍크 목도리에 보석 반지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초라한 행색의 행상꾼 아낙네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평댁’에게 위로와 현금을 건네고 오며, 남편을 잃

고도 자식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초점화가 단순히

‘그 인물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이고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국면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주지할 때, 인물들의 사연에서 ‘갈등과

번민과 회한’보다 그 바탕에 깔린 ‘인간에 대한 본원적인 신뢰와 따뜻함’에

주목한 위의 전문 독자의 해석은 초점화의 주체가 되어 서사 세계를 복합적

138) 서영채, 「광주로 가는 먼 길」, 임철우, 『한국소설문학대계 83권 곡두운동회 편』, 동아

출판사, 1995, 502-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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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거대한 뿌리를 읽으며 동두천에게 미안했다. 우리 역사의 음지이

며 특별한 흔적이며 아픈 현실이었던 동두천. 그 동두천 사람들과

양색시와 혼혈아들에게 미안했다. 막연한 연민이 아니라 사람에 대

한 구체적인 사랑과 이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더

러운 역사와 진창이라도 우리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왜 고마

워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인종과 신분과 태어난 곳과 성과 직업

의 차별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이것을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 책과 함께 떠난 여행은 아깝지 않았다.139) (밑

줄 인용자)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씨가 자기 체험과 기억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길어 올린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 이

곳과 저곳을 관통하는 이 땅의 어둠과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피투

성이 대결 정신의 소산이다. 기지촌의 어둠, 빈민촌의 어둠,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어둠이 켜켜이 쌓여서 세기를 건너는 거대한 뿌리

를 이뤄냈다. 어둠을 흠뻑 빨아들인 작가의 붓은 김수영의 시에도

나오지만 이 땅에서 결코 내쫓을 수 없는 저 무수한 반동들의 초

상을 그려낸다. 내 안의 어둠과 또 다른 어둠이 눈물겹게 화해한

다.140) (밑줄 인용자)

소설을 읽으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현실화하여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하며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는 양상은 위의 전문 독자들에게서 더욱 구

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거대한 뿌리」를 ‘동두천 사람들’ ‘양색

시’ ‘혼혈아들’ 그리고 ‘기지촌’ ‘빈민촌’ ‘이주 노동자’ 등 단일하지 않은 초점

위치를 통해 지각하고 있다. 위의 전문 독자는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

꾸며 미군 기지촌을 이루었던 ‘동두천’을 되돌아보며 ‘혼혈아라는 이유로’ ‘양

139) 도종환, 『거대한 뿌리』 추천사 중 발췌. (김중미, 『거대한 뿌리』, 검둥소, 2006.)

140) 원종찬, 『거대한 뿌리』 추천사 중 발췌. (김중미, 『거대한 뿌리』, 검둥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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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시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이들을 만나며 ‘인종’ ‘신분’ ‘직업’ ‘출신’ 등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깨달았음을 밝힌다. 아

래의 전문 독자는 「거대한 뿌리」를 이 땅의 어둠과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대결의 소산이라며,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 땅의 어둠이라고 언급한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을 예

상하며, 예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테마’를 마주하며 지평을 넓혀간다. 즉, 위

의 전문 독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갖고 동두천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뿌

리」의 내적 초점자 ‘나(김정원)’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아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가는 ‘정아’,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자히드’, 흑인과 결혼해 괄시받는 ‘윤희 언니’, 미군 아빠를 둔 혼혈아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재민이’ 까지 여러 초점 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테마’들을 마주해 지평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막연한 연민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과 이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가 된 것들

에 감사해야 함을 언급한다. 아래의 전문 독자 역시 「거대한 뿌리」를 현

동화하여 지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지촌의 어둠’ ‘빈민촌의 어둠’

‘이주 노동자의 어둠’은 거대한 뿌리가 되어 현재 이 땅의 어둠을 이루고 있

다고 말한다.

앞서 저자의 의도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악순환’이라 하고, 그에

반대되는 ‘건전한 순환’은 텍스트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로 나

아가는 것임을 살펴봤듯, 진정한 해석은 독자의 주관만으로 텍스트의 의미

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가 지닌 절대적 의미에 전적으로 순

응하는 것도 아니다.141) 독자는 초점화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초점 위치를 선

택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지만, 텍스트를 벗어나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진 텍스트를 여러 초점 위치를 이

동하는 다초점화를 통해 복합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141) 오윤주, 앞의 논문,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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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

1) 초점화 주체로서 문학 소통 능력의 신장

문학의 생산은 작가와 독자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작가의 글쓰기를 통

해 생산된 작품은 독자의 읽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 그러나 서

사적 의사소통에서 독자는 실제 작가 혹은 내포 작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서사적 의사소통 모형 역시 실제 독자는

언제나 텍스트 바깥에 위치한 채로 작가와 텍스트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전달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실제적 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실

제 독자와 내포 저자의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에서는 현실 층위를 포함하는 오닐의 텍스트성을

받아들여, 실제 독자를 서사적 의사소통에 참여자로서 자율성을 가진 해석

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독자는 ‘서사적 독자’로서 ‘서술자’와 소통하고, ‘작가적 독자’로서 ‘내포 작

가’와 소통하며 중층적인 서사적 의사소통 과정을 거친다. 실제 독자의 관심

이나 호기심을 통해 소설 읽기에 다가가게 되고, 서사적 독자로서 서사 세

계에 몰입하며 인물들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며 인물의 감정에 이입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가적 독자로서 거리를 두며 작가의 의도나 수사적

기법 등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적 독자는 스토리와 담론 층위를

구분하고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여 서술자 초점화를 파악하고, 실

제 독자의 지평에 비춰 초점자를 판단하며 주체적으로 초점화하여 서사 세

계를 지각한다.

해석 주체로서 학습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를 장려할 때, 텍스트를 고려하

지 않고 자기 식으로 논점을 제기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반복 재생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의 초점화는

서술자 초점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보여지

는 서사 세계에 몰입한 뒤에 서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는 소설 읽기 과정에서 초점화 주체로서 학습 독자를 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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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참여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서술자 초점화를 기반으로 하는 독

자의 다초점화를 통해 텍스트의 중요성을 확보하여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기

동일적인 해석의 반복이 아닌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다.

2) 초점 위치 이동을 통한 텍스트 경험 확장

말해진 담화와 달리 글로 씌어진 텍스트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가 존재하고, 리쾨르는 이를 소격화라 설명한다.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

는 화자와 청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이해하게 되지만, 텍스

트는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가 곧 텍스트의 객관적인 의미를

담지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는 텍스트

로 인해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작품의 의미는 기본

적으로 확장된다.142)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나 관찰을 바탕으로 상상을 통해 재구성하여 제시하

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기본적으로 허구성을 가진다.143) 하지만 독자의 문학

적 사고력(literary thinking ability)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독자가

만나게 되는 서사 세계는 ‘잘 짜여진 상상적 세계’이며, 읽기 과정에서 독자

는 체험 주체가 되어 텍스트에 계기화 된 상상적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144)

독자는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초점화의 주체가 되어, 서술자에 의해 시각

을 부여받은 초점자를 넘어서 다른 초점 위치를 통해 서사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말해지지 않았던 모습이나 인물의 서사를 더 부각시키기도 한다.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초점화는 초점 위치가 다양한 ‘다초점화’로 나타나는

데, 서술자 초점화를 포함한 여러 초점 위치들 사이를 오가면서 독자는 서

사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

142) Eagleton, T.,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이미애 옮김, 책읽는수요일, 2014, 221-222

쪽.

14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113쪽.

14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학능력: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의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방향」,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학회, 2009, 14-15쪽.; 최지현, 「문학 독서의 원

리와 방법」, 『독서연구』, 17(0), 한국독서학회, 2007,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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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 초점자의 시선에서만 보여진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한정된 이해가

아니라, 독자의 선지식에 비춰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서술자를

신뢰할 수 있을지 파악하여 초점 위치를 선택하고 초점 이동을 통해 다초점

의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스스로의 경

험 세계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초점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독자는

다른 인물의 시선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데, 독자는 끊임없이 ‘내가

이 인물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상상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제까지 문학교육은 서술자를 파악하고, 서술의 시점을 파악하는 데 주

력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외워야 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초점자와

서술자의 자질과 신뢰성을 독자가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한 여러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면서 상상적 세계에 체험 주체로 참여

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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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의 양상

앞서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의 실제적 읽기 과정을 ‘다초점화’라고 정의하

였다.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서사적 독자로서 서술자 초점자가 제시하

는 서사 세계에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작가적 독자로서 서술자와 초점자의

신빙성을 파악하며 ‘서술자 초점화에 대해 판단’한다. 이때 서술자의 지평과

독자 지평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독자는 초점화 주체가 되어 제시된 서술자

초점자를 넘어 ‘능동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실제화하며 독자 지평을 넓히고, 단일하지 않은 여러 초점 위치를 경유하는

다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게 됨을 살펴봤다.

이 장에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기제를 통해 초점화

를 수행하는지 살피고, 다초점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Ⅱ장에서 설명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과정을

토대로,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임철우의「사평역」, 그

리고 김중미의 「거대한 뿌리」를 읽고 쓴 학습자 감상문에 나타난 학습자

의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Ⅳ장

에서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소설 텍스트는 「사평역」의 경우 단편이라 전문을 읽힐 수 있었으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거대한 뿌리」는 장편이라 전체를 읽기

에는 분량이 많았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경우, 교과서에 이미

많이 수록되었고 대부분의 학습자가 배웠던 작품이라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

고 장면을 나눠서 제시했다. 「거대한 뿌리」는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

은 작품이었고,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서술되고 있어서 전체 줄

거리를 요약하여 제시한 뒤, 인물들의 이야기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과거 혹

은 현재로 시간대를 명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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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

간

쪽

수

‘나’(정원)가 I시의 변두리인 빈민촌의 맨끄트머리 M동으로 이사

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현

재

7-

8

뒷집의 정아 모녀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강간당하는 엄마를 보면서 정아는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나’

역시 정아 엄마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정아 엄마는 남편 곁

에 있으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아의 몸에 변화가 생겼

다.

현

재

9

-

19

정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상대가 ‘자히드’라는 외국인 노동자라

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된다. 아무런 미래도 없는 노동자라

고 칭하는 ‘나’에게 정아는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화

를 내며, 자히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

재

20

-

29

정아의 말을 듣고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어린 ‘나’

의 첫사랑인 재민이는 미군 아버지를 둔 혼혈아였는데, ‘튀기’라

고 불리며 학교에선 도둑으로 몰리고,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욕

하는 등 어디서나 차별받는다. 어린 ‘나’ 역시 재민이를 좋아하

고 재민이를 차별하는 어른들을 싫어하면서도, 친척 언니가 흑

인과 결혼해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며 울먹이는 모습

을 보이며 혼혈아에 대한 차별을 무의식중에 하게 된다. 재민이

는 그런 ‘나’에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중적인 ‘나’의 모습에 울

분을 토한다.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과

거

132

-

152

‘나’는 정아에게 연락해 함께 산부인과에 가주기로 한다. 정아와

자히드를 인정하며, 재민이처럼 그들의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희망한다.

현

재

191

-

198

표 8 「거대한 뿌리」의 발췌 부분 및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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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 판단

소설 읽기에서 독자의 주체적인 초점화는 서술자와 초점자를 구분하여 자

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초점 행위를 인지하고 판단을 내

리는 것은 독자가 초점화 주체가 되는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이 절에서

는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가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했는지, 서술자의 서술을

토대로 초점자의 자질을 평가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자의 판단 양상은 대상 텍스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사평역」

의 서술자 초점자인 ‘역장’은 외적 초점자로 인물들을 관찰하면서도 내면을

아는 모습 역시 보인다. 다만, 권위적이지 않은 외적 초점자로 ‘역장’은 다른

인물들에게로 독자의 시선 이동을 유도하고 있어,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

자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정 없이도 초점 위치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대체로 ‘역장’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아래의 긍정적 판단에서 다루었다.

한편 「거대한 뿌리」는 인물 초점자인 ‘정원’을 통해 서사 세계가 보여지

는데, 「사평역」의 외적 초점자와 달리 인물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실

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스스로의

가치관, 경험 등에 근거하여 인물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인물 초점자

인 ‘정원’을 긍정하며 초점자의 시선과 지각을 통해 서사 세계를 이해하거나

혹은, 초점자인 ‘정원’의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이 충돌하여 불편함을 느낀

학습자는 초점자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선지식 반영을 통한 긍정적 판단

소설 읽기에서 초점화의 주체가 되기에 앞서 학습자는 초점화된 서술을

통해 서사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서사 세계 내에서 서술자에 의해 볼 권리

를 부여받은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데, 초점자가 지각한

서사 세계는 물론,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부분들 역시 초점자의 시선에 포함

된다. 학습자의 입장 및 관심사 혹은 선지식에 어긋나지 않을 때,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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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자를 긍정하며 그의 시선을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소설은 ‘역장’의 시선에서 쓴 소설인 것 같다. 역장은 다른 인

묻들과 달리 처음부터 사평역에 있었고 역장이 난로에 톱밥을 넣

을 때 인물들의 상태를 쳐다볼 때 느낀 생각을 작가가 생각하며

쓴 것 같았다. ‘역장’의 시각에서 열차가 계속 지연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 모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1-P-12-사]

위 학습자는 「사평역」이 ‘역장’이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인물들을

보며 생각하는 것을 작가가 상상해서 쓴 것 같다고 추측하는데, 이는 ‘역장’

의 눈으로 본 서사 세계가 작가에 의해 쓰인 것을 의미하므로 서술자 초점

자를 ‘역장’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전문 독자처럼 서술자가 초

점화했다는 정확한 인지는 부족하지만, 초점자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초점화하는 것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역장’의 시선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는

역장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시선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서사 세계에 대

해 감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평역」은 역장의 시선에서 서사 세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속에 각기 다른 많은 사연을 가진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한 번씩 초점 주

체가 되어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밝힌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춘심이’ ‘서울 여자’ ‘점퍼입은 청년’ 등의 인물의

시선에 주목하기도 했다.

작가는 역의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삶의 성찰

을 읽는 이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과 춘심을 통해 이들을

고난 속으로 던져버린 사회 분위기를 비판한다. 이 책을 읽고 소재

가 굉장히 기발하다고 느꼈다. 등장인물들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자

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용을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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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흥미가 생겨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중략) 당시 사

회의 불합리로 인해 자신이 노력해서 합격한 대학교를 퇴학당한

대학생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되고 안타까워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소설 속 사회를 바라봤다. (중략) 두 번째에는 춘심이의 시선에서

소설을 읽어 보았다. [2-B-20-사]

위 학습자 역시 낮은 수준에서 서술자 초점화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

인다. 비록 ‘작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실제 작가라기보다는 ‘서술자’에 가

까운데, 학습자는 ‘대학생’과 ‘춘심이’를 초점자로 하고 있다. 이는 외적 초점

자인 ‘역장’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치에 초점을 양보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학습자는 서술자 초점자인 ‘역장’을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인물을 초

점자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차별받는 대학생과 춘심이를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

계를 지각하며 위 학습자는 불합리한 사회 모습에 주목하는데 서사 세계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경험하는 ‘서사적 독자’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작가적 독자’의 모습도 보이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한 번씩 초점자

가 되어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더불어 과거를 밝히는 이와 같은 전개 방식

을 통해 독자로서 더 흥미를 느꼈고, 인물들 각자의 삶의 성찰 역시 독자에

게 잘 전달됨을 밝히며 작가의 서술 전략과 그로 인한 효과 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점퍼 차림의 청년의 시각에서 소설 속 사회를 바라보았다. 현재

나와 비슷한 상황인 듯하며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략) 두 번째로는 농부에 초점

을 맞춰 읽어보았을 때 사회의 분위기는 병으로 인해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기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빈부격차가 심하

며, 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기로 불안정한 사회를 보

여준다. [2-D-15-사]

위 학습자는 「사평역」에서 ‘역장’이 아니라 ‘점퍼 차림의 청년’과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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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한다. ‘점퍼 차림의 청년’의 경우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진로에 있어

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위치에서 학습자가 고민하

는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부’에 초점을 맞춰 읽었다고

밝힌 두 번째 읽기에서는 아파도 제때 병원을 가기 어려운 농부와 농부의

아버지에 주목해 사회의 ‘빈부격차’와 ‘복지제도’에 주목하기도 했다. 소설을

읽으며 서술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독자는 누구보다 ‘서술자’

와 ‘서술자 초점자’에 주목하기 쉬운데, 이처럼 서술자 초점자가 복합적인

초점 위치를 허용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스스로의 관심사나 상황의 유사성

등을 통해 다른 초점 위치로 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내적 초점자 즉, 인물 초점자의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는 그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된다. 「거대한

뿌리」에서 ‘정원’은 내적 초점자이자 인물 초점자로 서사 세계를 자신의 시

각에서 보고 경험한 바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독자의 이해에 큰 영향력

을 행사한다.

나는 정원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읽었다. 소설 속 정원은 작품의

초반부터 네팔 출신의 이주민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정아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을 지켜본 정원이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 느꼈기 때문에 이해

가 갔고, 나 또한 겉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

라보지만, 소설을 읽으며 정아와 윤희 언니가 임신했다는 내용이

나올 때 정원이의 반응이 내 생각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중

략) 마지막에 정원은 생각을 고치고 정아를 적극적으로 돕는데 이

때 작가가 왜 소설의 주인공을 재민이가 아닌 정원으로 설정했는

지 알 것 같았다. 나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원의

시점으로 소설을 읽게 하여 정원이 스스로 반성할 때 우리도 다시

생각하며 반성하도록 의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P-28-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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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는 이주 노동자를 향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원’에 대해

‘어릴 때부터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을 직접 보고 경

험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원이의 인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

다’고 판단하며 인물의 모순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물

초점자인 ‘정원’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

사적 독자로서 서사 세계에 몰입하여 초점자인 ‘정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독자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작가의 의도, 표현 기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작가적 독자로서의 면모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학습자는 이주 노동자와 임신부터 한 ‘정아’와 공부에 대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다 흑인 군인과 결혼하여 임신한 ‘윤희 언니’의 이야기

가 나왔을 때 ‘정원’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힌다. 서술자

초점자가 느낀 바와 실제 독자인 학습자가 느낀 바가 같아, 자신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초점자의 모습에서 초점자를 긍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학습자의 모습은 라비노위츠가 제시한 독자의 소통 위치 중 ‘실제 독자’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학습자는 인물 초점자이자 서술자인 정원의 ‘중개자적 역할’을 인

식하고 있다. ‘정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허구 서사 세계에 몰입함과 동시에

독자에게 서사 세계를 중개해주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몰입에서 벗어나 ‘작

가가 왜 소설의 주인공을 정원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추측하며 ‘독자들에

게 정원의 시점에서 읽게 하여 정원과 함께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야

기한다.

즉, 소설 읽기 과정에서 몰입을 통해 서사 세계를 이해하면서 실제 독자

로서 반응을 생성한다. 동시에 소설이 누군가에 의해 창작된 것임을 인지하

면서 그 의도를 추측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 학습자의 글에서 “정원의 시점

으로 소설을 읽게 하여”라는 서술을 통해 작가가 ‘어느 누군가의 시선으로

작품 속 서사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사 세계를 보고 지각하는 초점자와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서술자를 구분하는 전문 독자와 달리 ‘누군가의 시선으로 읽게 만든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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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측에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회는 편견이고 우리는 그런 편견이 익숙해졌다. 소설 속 사회

는 일부 편견이 형성된 시기이고 현재는 익숙해진 편견을 수면 위

로 올려 불편해진 시기이다. 정원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이

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편견이 형성되었던 정원의 어린 시절부터

정아를 받아들이고 손을 잡아준 정원까지. 정원이 편견에 대한 시

대적 흐름을 보여준다. 편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

들과 같은 편견이 있는 정원이 평소 편견이 없다고 자부하는 내

모습과 겹쳐보였다. 내가 사실은 편견이 둘둘 감겨있는 사람일 수

도 있다. 단지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무의식의 편견은 나타나지

도 않아서 고칠 수도 없다. 나타난다 하여도 고치기 어렵다. 그러

나 마주한 편견에 대해 태도를 고친 정원의 모습이 여운을 남긴다.

나무가 거대할수록 땅 아래 뿌리도 거대하다. 거대한 뿌리를 더욱

땅에 단단히 박혀 있기 위한 잔뿌리들은 훨씬 더 거대하다. 거대한

사회 아래 거대한 편견은 결국 훨씬 더 많은 수의 평범한 사람들

이 지탱하고 있다. (하략) [3-P-20-거]

위 학습자 역시 초점화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원의 시각에

서 사건들이 보여지고 기술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이 ‘편견이 익숙해진

시대에서 익숙해진 편견을 수면 위로 올려 불편해진 시대로 흘러가는 소설

속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서사적 독자로

서 서사 세계에 몰입하여 인물들의 관계와 사회적 배경 등을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작가적 독자로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인물을 제시한 것

인지 추측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 학습자는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초점자 ‘정원’의

모습이 스스로와 유사하다며 초점자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학습

자는 초점자인 ‘정원’을 스스로의 편견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

는 데까지 나아가, 결국은 정아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인물이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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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메시지를 잘못된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추측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대한 뿌리」에서 ‘정원’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인데, 위의 학

습자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보다 결국 성장하는 긍정적인 모습에 집중하였

고, 초점자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은 학습자의 작품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소설은 김정원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소설

속 김정원의 행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김정원

은 민중 집회나 장애인, 이주 노동자 공동체에 갈 일이 있을 때마

다 정아를 데리고 가며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막상 정아가 자히드의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는 “아무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라는 말을 하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

언을 한다. 이러한 김정원의 행동을 통해 그동안 내가 다문화 사람

들에게 잘해주고 동정하던 행동들이 모두 가식적인 행동이었던 것

은 아닌지,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열

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행동들

을 반성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원의 어린 시절 재민이가 차별

을 겪었던 모습과 자히드가 차별을 겪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과거의

차별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차별 문제는 우리

가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차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전체가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다. 나도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차

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P-56-거]

이 학습자는 ‘김정원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하는데,

비록 ‘초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술자가 어떤 인물의 눈으

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 초점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가 파악한 초점자인 ‘정원’은 평소 민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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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이주 노동자 공동체에 다니며 그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

에 그들을 차별하는 말을 하는 인물인데, 이러한 초점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그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학

습자는 초점자를 긍정하며 그의 시선에서 보여진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느

끼고 해석한다. 앞의 ‘3-P-20-거’와 더불어 초점자가 자신과 유사하기 때문

에 초점자를 긍정하는 모습으로, 서술을 바탕으로 초점자의 신뢰성을 파악

하는 전문 독자와 달리 학습자들은 본인과의 거리를 통해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는 ‘정원’을 서술자 초점자로 파악하고 읽으며, 정원의 어린 시절 친

구 재민이가 혼혈아로서 겪었던 차별과 김정원의 현재에 외국인 노동자인

자히드가 겪는 차별을 목도하고 이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

까지 이어지는 차별”의 상황을 문제로 파악하고, 미래 경찰을 꿈꾸는 자신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끝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차별 문

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 초점자를 긍정하며 ‘정원’의 시선에서 보

여진 현재와 과거를 통해 서사 세계의 모습을 파악한 것으로, 학습자는 ‘정

아’와 같은 다른 인물들보다 초점자인 인물에 주목하는 양상을 보인다.

2) 지평 충돌에 의한 부정적 판단

그러나 내적 초점자의 경우에도 모든 학습자가 초점자의 시선을 따라 서

사 세계를 지각하지는 않았다. 서술자의 지평 엄밀히 말해, 초점자의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이 충돌할 경우, 학습자는 초점자를 부정하며 ‘불편함’을 느끼

게 된다. 독자가 서술자 초점자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인물 서술자에

동의하지 못할 때 서술자와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주인공이 정아한테 “네가 아무런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랑 연

애하고 … ” 라는 말을 했다. 근데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

다. 어째서 이주 노동자가 미래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가족

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멋진 사람이 미래가 없는 것은 모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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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된다. [3-P-21-거]

김정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김정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아가 자히드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단 말에 정아를 위한 말이라 포장하며 정아가 상처받는 말을 했

다.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P-22-거]

나중에는 정아가 어른이 되어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자히드라는

외국인과 만나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원은 정아에게 “나

다워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무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랑 연

애해 임신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자 정아는 정원에게 실

망하였다. 그렇다면 나다워지는 게 뭘까? 정원이 말하는 나다워지

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내 생각은 나다워진다는 것은 누군가에

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게 나다운 거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원은 정아에게 나다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3-P-24-거]

이전의 학습자들이 이주 노동자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무

런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정원’에 대해 ‘어렸을 때 다문화 가족이

겪는 아픔을 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거나,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편견을 깨닫는 모습에 집중한 것과 달리 위의 학습자

들은 인물 초점자인 ‘정원’과 지평 충돌을 보인다.

‘3-P-21-거’와 ‘3-P-22-거’는 ‘정원’이 ‘자히드’에게 “미래도 없는 이주 노

동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모순됨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3-P-21-거’는 가족들을 위해 다른 나라로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에게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3-P-22-거’는 ‘정아’를 위로한다면서 ‘정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되는지 의문

을 제기하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에 ‘모

순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이주 노동자를 향한 초점자의 그릇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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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한 그릇된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의 신빙성을 파악하며 초점화된 것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3-P-24-거’는 ‘정원’이 ‘정아’에게 말한 “나다워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과연 정말 ‘나다워지는 것’일까에 의문을 제기한다. 위 학습자에게 ‘나다운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

인데, ‘정원’은 자히드를 모욕하며 ‘정아’의 결정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초점자인 ‘정원’의 인식이나 판단을 부정하면

서 초점자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초점자가 독자에게 신뢰

를 잃을 경우,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제시된 서사 세계로의 몰입에

서 빠져나와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초점화의 주체가 된

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음 절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민이라는 사람의 시점에서 읽었고 사회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혼혈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데 재민이가 혼혈아여서

재민이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좋지 않았다. 내용 중에 정

원이와 재민이가 소나무 숲 너머에 있는 캠프장에서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원이가 말하는 느낌이 혼혈아를 안 좋게 바라보

듯이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기에 나도 그 부분이 거슬렸고 재민이

랑 비슷하게 화를 냈었을 것 같다. [2-B-13-거]

위 학습자는 ‘정원’이가 혼혈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거슬려

서 초점자인 정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재민이의 시점에서 읽게 되었다고 밝

힌다. 캠프장에서 정원과 재민의 대화145)에서 정원은 흑인 군인과 결혼한 윤

145) “정원이 너 되게 웃기다. 윤희 누나가 임신한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는 거야? 윤희 

누나는 뭐 애기 낳으면 안 되냐?” “그냥 아기가 아니잖아.” “그냥 아기가 아니라니. 그

게 무슨 말이야?”재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기, 아버지를 닮았을 거 아냐.” 

“당연하지.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그럼 넌 지금 윤희 누나가 낳은 아기가 나처럼 튀기

라서 슬픈 거냐?”재민이의 말투가 비비 꼬여 있었다. 나는 얼른 대답을 하는 대신 재민

이 눈치를 살폈다. 재민이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았다. 내 말이 또 재민이 감정을 건드

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재민이 귀에 거슬렸는지,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성을 내고 삐치는 재민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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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언니가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 ‘그냥 아기’가 아니라며 울먹이는데, 학습

자는 이 부분에서 ‘혼혈아를 안 좋게 바라보는 듯 말하는 것이 거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학습자는 초점자인 ‘정원’이가 혼혈아를 차별적으로 ‘지

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초점자에 대한 부정

적인 판단은 초점자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원’에게 불편함을 느껴 ‘재민’의 시점으로 읽었다고 밝히지만, ‘재민이랑

비슷하게 화를 냈을 것 같다’ 정도의 감정적 공감과 반응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서술자 및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

서 초점화 주체로서의 독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2. 초점화 주체로서 학습 독자의 능동적 초점화

이 절에서는 서술자 초점자의 신빙성에 의혹을 가진 독자가 초점화 주체

가 되어 능동적으로 초점화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학습자들은 자신과 비슷

한 인물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공감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

하거나, 내적 초점자에 불편함을 느낀 학습자는 ‘대항적 초점자’를 통해 서

사 세계를 지각했으며, 복합적인 초점 위치를 허용하는 외적 초점자에 불편

함을 느낀 학습자는 ‘상대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1) 공감적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

서술자는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서술자의 서술 역시 초점

자의 지각에 국한된 것이므로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서술자 초점화

를 자각한 독자는 서사적 독자로서 서사 세계에 대한 몰입에서 빠져나와 초

점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며 스스로 초점화의 주체가 되어 다른 인물을 초점

주체로 하며 해석해나간다. 능동적으로 초점 위치를 설정할 때,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초점자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인물이

테 짜증이 났다. (거, 148-149)



- 81 -

처한 상황이나 인물이 가진 가치관 등에 있어 자신과 비슷한 인물을 대상으

로 ‘내가 이 인물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공감적 자기화를 거친 ‘공감적

초점자’의 시선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뿌리라는 소설을 읽은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김정원의

시점으로 시작해 다른 인물들의 가슴 아픈 현실과 아픔을 직관하

게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서 내가 이야기

속에서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욱 와닿았다. 김정원은 정아

가 이주 노동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화를 냈는데, 나는 그런 김정

원보다 정아의 입장이 이해됐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방에 갇혀 아

버지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니 너무 가슴 아팠다. 나 또

한 어렸을 때 방에 갇혀 맞고 자랐기에 더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정아의 심정과 머릿속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사회적 배경 자체가 길거리에서도 폭행이 쉽게 일어나던 상황이었

기에 아버지란 사람의 죄책감은 있지도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그런 가정환경에서 정아는 누구에게 의지를 할 수 있었을까? 어머

니는 여자는 남자의 그늘 밑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품은 데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술 때문이라고 합리

화한다. 그러면서 정아 때문에 집을 못 나간다고 화풀이를 해 정아

에게 짐을 떠넘기는 듯 해보이는데. 그렇기에 정아는 더욱 자히드

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학대당한 기억

은 몇십 년이 흐른다 해도 마음 어딘가에 썩은 상처처럼 곪을 수

밖에 없다. 나도 그걸 정말 잘 알기에 김정원의 시점이 아닌 정아

의 시점으로 봤다. 이 소설은 대사 하나하나가 그 시절 그때의 사

회적 상황을 노골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았다. 정아의 흑백과 같은

삶이 밝은색으로 물들길 지금도 바라고 있다. M동의 굴레에서 모

두가 빠져나가길. [3-P-37-거]

「거대한 뿌리」에서 초점자인 ‘정원’이 보는 ‘정아’는 많이 묘사되어 있지

만146), ‘정아’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정원’에게 자히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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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백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데, 위 학습자는 ‘정아’를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경험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이 ‘자히드’의 아이를 임신한 ‘정아’에

게 화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정원의 시점에서 제시된 서사 세

계의 몰입에서 벗어난 후, ‘정아’를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새롭게 지각

한다. 외롭게 자라온 정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자히드를 그저 외국인 노

동자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서술자 초점자의 잘못된 ‘인식’이 이 학습자로 하

여금 초점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초점자인 ‘정원’이

보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서사 세계에의 몰입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바

라보는 ‘비판적 초점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 학습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초점자인 ‘정아’의 상처를 지각하고 주변 인물들을 비롯한 서

사 세계에 관해 판단하며 읽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 역시 어린 시절 방에

갇혀 맞았던 경험이 있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인물인

‘정아’를 초점 주체로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을 통해

드러나지 못했던 ‘정아’의 내면을 상상하며 읽는 모습을 보인다. 위 학습자

는 엄마와 정아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버

지, 그런 아버지의 폭력을 술 때문이라고 정당화하고, 오히려 정아에게 책임

을 전가하는 엄마로 인해 ‘정아’가 느꼈을 외로움과 불안함을 함께 느낀다.

이후, ‘정아’가 제 몸의 상처들을 모두 본 뒤에도 자신을 보듬어주는 ‘자히드’

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데, 이는 ‘정원’이 이주 노동자의 아

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하는 ‘정아’에게 “너답고 당당하게 살라는 게 이런 건

146) 고등학교를 마치자 정아는 검단에 있는 포장회사에 경리 사원으로 취직을 했다. 정아

는 제 엄마가 그랬듯이 아버지 서슬에 꼼짝 못하고 집과 회사를 시계추처럼 오갔다. 그

리고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갖다 바쳤다. 나는 그런 정아가 안타까

워 퇴근 뒤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교양 강좌라도 받아보라고 권

했지만 정아는 전혀 의욕이 없었다. 어쩌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놀이방 한구석에서 

묵묵히 책만 읽다 돌아가거나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다. “정아야 한창 예쁜 스무 

살 아가씨가 그렇게 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어때야 되는데요?” “좀 환하게 

웃고, 뭔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야지.” 그러면 정아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출근길

에 이따금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아를 보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먼눈

을 팔고 있었다. 나는 정아가 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정아 

등을 떠밀어 어디로든 가라고 하고 싶었다. (거,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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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고 소리치는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은 어떤 대상에 대해 복합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춘심이의 모습에 공감했다. 나는 이 소설에

서 대학생을 한심하게 보면서도 그들이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부러워하고 자신은 생계를 위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

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춘심이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평소에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면서도 그들이 그들만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부러워하고 나는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

한 진로를 선택하는 모습과 똑같아 보였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울

고 있는 춘심이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나도 저렇게 과거를 후회할

까 걱정이 되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후회되지 않을 일인

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1-P-7-사]

이 학습자는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춘심이’

에게 공감한다. 「사평역」에서 춘심이는 매춘을 하는 인물로, ‘뚱뚱이 서울

여자’의 시선에서 보여진다.147) 많은 학습자들이 매춘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

에 주목해 ‘춘심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파악했는데, 이 학습자는 인물의 직

업보다도 그 인물의 내면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학습자의

내적 고민에서 비롯된 공감이기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는 돈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돈을 적게 벌어도 꿈을 이루는 삶

이냐’ ‘돈을 많이 벌지만 꿈은 이루지 못하는 삶이냐’를 생각하며 진로에 대

한 고민을 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평소 돈을 적게 벌어도 꿈을 이루는 삶을

147) 뚱뚱이 서울 여자는 눈치도 빠르다. 주위의 그런 분위기를 이내 간파해내고 내심 우

쭐한다. 그녀는 이제 얼었던 몸이 풀리고 나니 입이 심심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골 

보따리 장수 여편네들 따위와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품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다른 마땅한 상대를 찾기 위해 고개를 휘둘러본다. 마침, 맞은편에 서 있는 바바리코트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스물대여섯쯤 화장이 짙은 편이고, 머리엔 노리끼한 물을 

들였다. 얼굴은 제법 반반한 편이지만 어딘지 불결감 같은 게 숨어있는 듯하다. 도시의 

뒷골목, 어둡고 침침한 실내, 야하게 쏟아지는 빨간 불빛, 청승맞은 유행가 가락…… 그

런 짤막한 인상들이 티브이 광고처럼 서울 여자의 시야에 잠깐씩 머무르다 사라진다. 

틀림없어. 그렇고 그런 계집애로군. (사,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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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면서도 내심 그들을 부러워했던 학습자 자신의

모습을 ‘춘심이’를 통해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의 경우 인물에 대한 공감을 통해 「사평역」에서 ‘뚱뚱

이 서울 여자’의 눈에서 보여진 ‘춘심이’가 아닌, ‘실제 독자’로서 자신의 고

민을 반영한 다른 모습으로 상상하여 읽어내고 있지만, ‘춘심이’를 ‘공감적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지는 못하고 있다. ‘춘심이’라는 인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실제 독자’로서 스스로의

상황과 고민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물에 공감하고 적

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읽기 양상으로서는 긍정할만하지만, 서술자와 서

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신뢰성을 평가하여 ‘공감’을 기제로 ‘공감적

초점자’를 설정하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감적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은 인지적 판단 과정이 동

반된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공감’과 차이를 가진다. ‘인물에 대한 공감’은

‘소설의 독자가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주인공의 감정을 같이 체험하

는 것. 혹은 서정적 자아와 같은 감정을 체험하는 것’148)으로 정서적 측면이

강조된다. 반면 ‘공감적 초점자’는 독자가 서술자 및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

과 신뢰성을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점 위치’를 설정할 때 기제를 ‘공

감’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지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공감적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은 ‘실제 독자’의 선지식에 비춰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한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감

정적인 공감과는 다르다.

2) 대항적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

한편, 독자의 이해에 있어 다른 인물들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가진 내적 초점자이자 인물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신뢰성을 의

심하게 된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인 인물에 대항하는 대항적 초점자를

148) 정재림,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이론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학연구』, 4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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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서술자 초점자가 제시하는 서사 세계 속 모습과는 다른 인물들의

입장을 담아내고 기존의 서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양상을 보

였다.

캠프장에서 정원이가 윤희 언니의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민이에게 ‘나한테 열등감 느끼냐’고 말하면서 싸웠

던 것을 보고 정아에게 자히드를 아무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라

고 한 것이 정말 정아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정원이는 혼혈인 친구 재민이와 흑인 병사와 결혼한 사촌 윤

희 언니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었는데도,

그때도 현재도 차별적인 말을 한다. 재민이와 정원이는 어릴 때부

터 친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다. 재민이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도

둑으로 몰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마을 사람들은 아빠없이 혼자 크

고, 클럽에 나가는 엄마 때문이라고 속닥거린다. 그런데도 사람들

은 재민이에게 사고만 치고 툭하면 화내고 사소한 일에도 삐진다

고 하는데, 재민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속이 여리고 상

처를 많이 받은 것이 보였다. 동생과 싸웠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부모님께 혼나면 화가 나고 억울한데, 내내 저렇게 오해

받으면서 살아온 재민이 입장에선 선생님도, 친구들도, 마을 사람

들도 모두 미웠을 것 같았다. 깡패같은 아이들과 어울리고 말썽만

부린다고 재민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재민이에게 착한

모습만을 강요하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재민이에게 가시를 세우

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3-P-66-거]

위 학습자는 서술자 초점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상대에 대한 편견 섞인 인식과 잘못된 판단’을 부정하면서 초점자를 신뢰하

지 않고, 그에 대항하는 ‘재민’을 대항적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

고 있다. 다짜고짜 임신을 고백하는 ‘정아’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

지만,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은 과거의 모습에서 윤희 언니의 아기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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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혼혈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재민이의 상황을 이해

하지 못한 채 열등감에 빠졌다고 하거나, 현재에도 자히드를 향해 아무런

미래도 없는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학습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초점자 ‘정원’의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에 불편함을 느끼

고 ‘과연 정아에게 한 말이 정아를 걱정해서 한 것일까. 걱정은 핑계고 평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초점자의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이 드러난 판단을 부정하면서 초점자

가 지각한 서사 세계 역시 학습자에게 신뢰를 잃어 학습자는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지각하게 된 것이다.

이후 ‘재민’이를 초점자로 하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등감 느끼냐고 되묻는 ‘정원’의 모습을 부각하면서 과거에서 현재

까지 이어져 온 ‘정원’의 차별에 중점을 두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정

원’의 시선에서 ‘재민’이는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깡패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화만 내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학습자

는 ‘재민’이를 초점자로 하면서 재민이의 관점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경

험한다. 당시 양색시였던 어머니와 미군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재민’이는

조금만 잘못해도 엄마가 욕을 먹어야 했고, 학교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학습자는 ‘실제 독자’로서 부모님께 오해받아서 억울했

던 경험을 떠올리며, 초점자인 ‘재민’이의 상황을 간접 경험하면서 ‘재민’이에

게 사회가 얼마나 날카롭고 냉정한지,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얼

마나 많은 분노를 속으로 삭일지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소설을 읽기 전과 후의 인식이 가장 달라졌던 인물은 정아였

다. 처음엔 나도 김정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정아가 덜컥 혼전임신부터 하고 걱정해

주는 김정원에게 화부터 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사랑에 눈이

멀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런데 정아의 입장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엄마와 아빠의 폭력에 방치된 채로 외롭게 희망

없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비웃지 않고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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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리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임신하

고 나서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아

도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만 결국 고치고 그 사람 그대로를 보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정아가 이해됐다. 반대로 김정원은 과거에

갇혀서 재민이네 가족과 정아의 새 가족을 겹쳐보며 정아도 재민

이네 가족처럼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 지레짐작한 것이 별로

였다. 혼혈 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아빠

가 흑인이지 않냐고 하는 모습에서 차별이 짙게 깔린 김정원의 생

각이 드러난 것 같았다. 또한 과거에 갇혀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

는 모습도 별로였다. [3-P-68-거]

위의 학습자 역시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이 아닌 ‘정아’를 초점자로 하는

비판적 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처음

에는 인물 초점자인 ‘정원’이 제시하는 서사 세계를 경험하며 임신부터 한

‘정아’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정아의 초점 위치에서 폭력적인 아빠와 이

러한 아빠에게서 벗어날 마음이 없는 엄마와 함께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던

정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위로해주는 자히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에는 오히려 초점자인 ‘정원’이 과거에 갇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인물이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 학습자는 초점자

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 내린 ‘판단’과 다른 인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부정하면서 그에 ‘불편함’을 느끼고 서술자 초점자를 벗어나는 초점 위치를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P-66-거’와 ‘3-P-68-거’에서 ‘재민이의 입장에서’ ‘정아의 입장에

서’와 같이 ‘어떤 인물의 입장에서’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문학교육에서 작품 속 인물에 공감하고 인물의 입장에서 감상하는 활

동들은 긍정되어왔다. 그러나 위의 학습자들의 읽기는 학습자가 초점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물 되어보기’와는 차

이를 지닌다. 학습자가 초점화의 주체가 되는 읽기에서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의 인식·지각·판단 등을 지표로 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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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서사 세계를 새롭게

지각한다.

하지만 살펴보았듯 학습자들은 서술자가 아닌 초점자를 파악하고, 자질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초점화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다른 인물에게 초점

자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초점화’라는 정의적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추측되며 이러

한 한계는 Ⅳ장에서 논의할 과제로 남는다.

한편, ‘대항적 초점자’를 통한 비판적 인식은 인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확장되기도 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옛 시대의 상황들을 잘 알 수 있었다. 일단

이 소설을 읽으면서 크게 느꼈던 점이 정말 어둡다고 느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의 권위들로 인해 당하던 가정 폭력과 아동폭력을

보며 정말 암울하고 어둡다고 느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아의

초점에 맞춰서 읽었는데 정아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

지만 꾹꾹 견디며 살아온 정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중략)

생각해보면 현시대에서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일들이다. 그

시대 살아가던 여성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

도의 고통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B-17-거]

위 학습자는 ‘정아’를 초점자로 하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

하고 이러한 그늘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정아’의

삶을 ‘정아’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 이후 ‘실제 독자’로서 ‘나였다면 극단적

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정아’가 ‘대단

하다’고 느끼고 있다. 「거대한 뿌리」에서 내적 초점자인 ‘정원’의 눈에 비

친 ‘정아’는 무기력하고 삶에 지친 모습으로 비춰지고 ‘정아’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정원’의 입장149)이 독자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정아’를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서 ‘정원’이 보는 것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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꿋꿋하게 살아가는 ‘정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한편 이 학습자는 초점자인 ‘정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인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아’로 하여금 버텨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

던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며, 비판적 사고를 사회로 확장시킨다.

‘정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남성들의 잘못된 가부장적 권위의식으로 인

해 만연했던 가정 폭력과 아동폭력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현시대에서

불과 몇 년 전의 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이라 표현하며 학습자의

현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3) 상대적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

외적 초점자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사 세계의 모든 사건

은 물론 인물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 독자가 초점화 주체가 되기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권위적이지 않은 외적 초점자의 경우

여러 초점 위치를 허용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가 아닌 여러

‘상대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퍼 차림의 청년에 초점을 맞춰서 소설 속 상황을 봤을 때 이

청년은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청년이 병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직접적인 현실을 느낀 중늙은이를 본다면 침묵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이 청년이 춘심이를 봤을 때 청년

149) 고등학교를 마치자 정아는 검단에 있는 포장회사에 경리 사원으로 취직을 했다. 정아

는 제 엄마가 그랬듯이 아버지 서슬에 꼼짝 못하고 집과 회사를 시계추처럼 오갔다. 그

리고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갖다 바쳤다. 나는 그런 정아가 안타까

워 퇴근 뒤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교양 강좌라도 받아보라고 권

했지만 정아는 전혀 의욕이 없었다. 어쩌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놀이방 한구석에서 

묵묵히 책만 읽다 돌아가거나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다. “정아야 한창 예쁜 스무 

살 아가씨가 그렇게 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어때야 되는데요?” “좀 환하게 

웃고, 뭔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야지.” 그러면 정아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출근길

에 이따금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아를 보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먼눈

을 팔고 있었다. 나는 정아가 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정아 

등을 떠밀어 어디로든 가라고 하고 싶었다. (거,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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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춘심이처럼 침묵하는 것과 목소리를 내는 것 사이에서 복합적

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춘심이의 모습에 공감했을 것 같다.

나는 배신을 한 사평댁을 도와준 중년 여인의 모습이 가장 공감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평댁이 아무리 빈곤한 처지여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였다면 배신한 사평댁의 잘못을 따졌을 것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행상꾼 아낙네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행상꾼 아낙

네도 사평댁처럼 소중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평댁의 행동에

공감했을 것 같고 그 사평댁의 잘못을 전혀 따지지 않은 중년 여

인의 모습에도 공감했을 것 같다.

하지만 사평댁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준 모습은 이해

하기 어려웠다. 만약 중년 사내의 입장에서 중년 여인의 행동을 봤

다면 중년 여인 역시 소중한 가족인 남편을 잃어 외롭게 살아왔고

중년 사내도 한평생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년 여인의 처지도

이해했을 것 같다. [1-P-7-사]

위 학습자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교차하여 초점화하는 양상

을 보인다. 우선 점퍼 차림의 청년을 초점자로 하고 있다. 청년은 옳다고 하

는 일에 목소리를 내고,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내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

한다. 이후 청년은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이 청년이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병을 감춰오다가 결국 심

해진 중늙은이를 본다면 침묵하는 것에 대해 더 낫다고 생각하진 않으리라

판단한다. 더불어 이 청년은 목소리를 내는 것과 침묵하는 것 사이에서 복

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깔보면서도 부러워하는 복합

적인 모습을 보이는 춘심이를 이해하고 그녀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학습자는 행상꾼 아낙네와 중년 사내로 초점 위치를 이동한다. 소설

에서 중년 여인은 자신을 배신한 사평댁을 도와주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중

년 여인의 모습이 공감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 이

는 학습자의 실제적 입장 혹은 지평을 유지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중년 여인을 다른 인물의 입장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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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고 지각하며 자기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행상꾼 아낙네들의 입장에서 사평댁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녀들 역시 소

중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년 여인처럼 사평댁을 용서했을 것이며,

사평댁을 용서한 중년 여인의 모습에 공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중

년 여인이 사평댁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녀에게 돈까지 주고 오는 모습 역

시 학습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중년 사내의 입장에서

중년 여인을 바라보면, 그 역시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년 여인의 외로

운 마음을 이해했을 것으로 파악한다.

보통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초점자를 선택하고,

그 이후 초점 위치를 이동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인물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

들이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학습자는 등장 인물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그들

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비록 학습자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의

행동일지라도 여러 초점 위치를 경유하며 지각하고 인식하며 판단하려고 시

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았고 또 그의 부모님들의 세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고된 삶과 한을 아들

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청

년은 퇴학을 당한 상태인데 이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부모

님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다. 아직까지도 일부 부모님들이 자

신이 어릴 때 혹은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

녀가 이룰 수 있게 강제로 시키는 상황을 본 적이 있다. 청년을 보

면서 계속 이러한 부모님들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모님들

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다. 노인의 아들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청년의 시점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노인의 아들의 가정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도 가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의 아

들 또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인

상이 깊었다. 사회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

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화가 난다. [2-B-28-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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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청년’과 ‘노인의 아들’을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

고 있다. 우선 ‘청년’을 초점자로 하는데, 데모에 참여했다가 대학교에서 제

적당했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판사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 괴로워하는 초

점자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초점자가 감각하는 것을 긍정하였기

때문인데, 학습자는 주변에서 이렇게 자식을 통해 꿈을 실현하려는 부모님

을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떠올리며 초점자의 감각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 선택한 초점자가 지각하고 감각하는 것을 긍정하고 실제 독자의 경

험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간 것이다.

한편, ‘노인의 아들’ 역시 이 학습자에 읽기에서 초점자가 되는데 평생 농

사를 지어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근심하는 인물이 느낀 바와 서사

세계에 대해 지각하고 인식한 것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인식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다.

3. 유동적 초점화를 통한 복합적 서사 세계 지각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는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지배적인 초점 위치에서

벗어나 유동적으로 초점 위치를 이동하며 능동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물 혹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관계를 상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단일한 시선에서 보인 세계

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서사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테마들

을 만나며 지평을 변형하고 확장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다초점의 재조정을 통해 상관적 관점에서 지각한 서사 세계

를 독자 지평을 반영하여 재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독자의 지평

을 넓히는 학습자의 해석 양상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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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초점의 재조정을 통한 의미 현동화

리쾨르의 해석 과정에서 설명적 절차를 거친 마지막 단계의 이해는 의미

론적 자율성을 가지는 텍스트를 해석하며 텍스트를 현실화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독자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텍스트의 ‘지

금/여기’는 독자에게 자신의 ‘지금/여기’를 암묵적으로 지시하게 되는데 이는

저자와 독자 모두가 궁극적으로 속해있고 그들 모두가 인정하는 시-공간의

그물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들 모두가 인정하는 시-공간의 그물망을 통

해 소설의 사건은 물질적 표지들로 대체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신적

함의를 가지는 하나의 세계가 되150)는 것이다.

서술자 초점화에서 벗어나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학

습자의 초점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설 읽기 과정에서 계속 변화한

다. 서술자 초점자의 시각에 한정된 서술자의 서술을 넘어 초점화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한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서 ‘실제 독자’는

초점자의 등 뒤에 붙어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적극적으

로 자신의 경험 세계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 여자는 매우 이기적인 듯해 보인다. 눈치가 빠르기에 자신

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매사에 가시 돋힌 듯한 분

위기를 뿜어내기도 한다. 날카롭고 인정사정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사평댁을 보고는 큰 동정심을 보인다. (중략) 그러나 왜 도대체 다

른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에너지를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 마땅한 권리를 찾는 것에도 그다지 힘을 쏟지 않는 나이기 때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고 계산적인 서울 여자의 강건한 모습

이 나에게는 신기하기만 하다. (중략) 하지만 나는 이 여자의 삶을

알지 못한다. 그가 느꼈던 감정도 완벽히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 사람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아마 서울 여자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난 어릴 때 부모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빠가 자주 집에 안 계셨다. 어렸기에 잘 몰

150) Ricoeur, P., 앞의 책, 1996,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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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고, 그럭저럭 만족한 삶을 지냈지만, 그 시절보다 더 편해진 지

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서울 여자는 나보다 더욱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가난은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 훨씬 크다. 억울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모욕감을

당했겠지’ 하고 예상해본다. 이러한 시선으로 이 서울 여자를 바라

보면 그저 안쓰러운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P-38-사]

이 학습자는 처음에 서울 여자에 대해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단

순히 외양 묘사를 통한 판단이 아니라, 서울 여자의 행동들에서 매사에 가

시 돋힌 듯한 분위기를 뿜고, 다른 이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 때

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자신의 지배적인 시선에서 인물을 비난하는 것에 그

치지 않는다. ‘이 여자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도 완벽히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서울 여자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통해 서술되지 않은 서울 여자의 삶의 모습

을 상상하여 더 읽는 모습을 보인다.

이 학습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빠가 집을

자주 비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서울 여자는 자기보다 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으리라 추측한다. 하지만 서울 여자의 어린 시절은 소설의 어디에도 나

오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학습자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의

책임보다 외부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가난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모

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자신의 경험 세계와 연결 짓고 있다. 더불어 이전에

이기적인 인물이었던 서울 여자를 안쓰러운 사람이라고 다시 해석하고 있는

데, 이는 학습자 자기의 경험 세계를 반영하여 이전의 지배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스스로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되게 현실적인 배경과 이야기인 듯하다. 특히 차별에 대한 모순

된 행동을 하는 김정원의 모습이 흔한 사람들의 모습인 듯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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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래서 이 소설의 ‘나’가 차별을 반대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어 버려서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닐까

싶었다. 또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을 내뱉어버리는 ‘김정원’의 모

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모습이었다. 내가 본 ‘김정원’은 모

순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어렸을 적 미군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재민’이와 ‘재민이의 엄마’를 보고 ‘외국인과의 결혼은 좋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를 돕

는 활동가는 괜찮고, 이주 노동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갖

는 것이 안 된다’는 모순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그

러한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말을 할 때에 신중할 것

이다. 소설에선 ‘김정원’이 ‘나’로 나오는데, ‘김정원’의 모순적인 모

습에 실망한 ‘정아’를 ‘나’로 하여 새롭게 읽으면서 ‘정아’의 엄마에

게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았다. 아직도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

적이고 사회적인 힘에 이기지 못하고 그에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흔한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생각났다. 아직도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자가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함에도 스스로 이

를 당연시 여겨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기성세대의 여자

들이 생각났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었으면 한다. 그

들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한 말

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느꼈으면 한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해

‘생각’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지만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생각도 올바르게 되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다. [3-P-6-거]

이 학습자는 우선, 서사적 독자로서 서술자 초점자인 ‘김정원’을 통해 제시

된 서사 세계에 몰입하다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을 차

별하는 모순적인 인식을 가진 초점자에 대해 학습자는 ‘외부적으로 차별을

반대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차별에 맞서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하고 의심한다. 즉 초점자가 가진 모순된 ‘인식’이 학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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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초점자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후, 학습자의 초점 위치는 모순적인 ‘김

정원’이 아니라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김정원’에게 실망한 ‘정아’로 이동하게

된다.

‘정아’를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아의

엄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에게 ‘정아의 엄마’는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정아’를 노출시키는 인물로 비춰졌고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은 ‘정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었다. 한편, 초점자를 ‘정

아’로 할 때는 ‘정아의 엄마’ 역시 초점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물이 된

다. 이는 학습자가 초점 이동을 통해 서술자 초점화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서사 세계의 다른 부분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딸의 시선에서 ‘정아의 엄마’를 바라보며, 경험 세계 속 ‘흔한

우리 엄마들’을 떠올린다.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남편의 그늘에 있고 싶

어하는 ‘정아의 엄마’의 모습151)을 통해 가사 노동은 당연히 여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권력 관계에서 남성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기성세대의 여자들’을 연상하며 의미를 현동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초점

이동을 통한 지평 확장으로, 서술자 초점자인 ‘김정원’을 통해 외국인 노동

자와 혼혈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는데 모순적인 ‘김정원’의 태도에 그를 의심

하며 이후, 공감적 초점자이자 대항적 초점자인 ‘정아’의 시선에서 서사 세

계를 지각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식의 범위를 확대한다. 학습자는 소설

속 서사 세계의 문제의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험 세계에서 비슷한 문제를

떠올리며 소설의 의미를 현실화하여 학습자의 문제로 확대한다.

한편, 이 학습자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는데, 앞서 소설의 서사 세계

에서 지각했던 차별을 스스로의 경험 세계로 학대했던 것과 무관한 깨달음

151) 정아와 정아 엄마는 무시로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왔다. 나는 조심스레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여성단체를 소개도 했지만 정아 엄마는 귓등으로 들어 넘길 뿐이었다.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남자들 술 먹으면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몰

라서 그래. 애 한둘 낳은 여자들 중에 이만한 흉터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

렇겠거니 하고 사는 거지. 정아 아빠는 이렇게 때려놓고도 보약도 지어오고, 상처도 치

료해주고 그래요.” (중략) 정아 엄마는 한 달이 멀다 하고 팔뚝이며 눈에 퍼런 멍을 그

리고 다니면서도 애들한테는 아비가 있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 그늘이 가장 편하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다. (거, 16-17쪽)



- 97 -

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3-P-6-거’를 비롯한 많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읽어낸 의미와 무관한 도덕적인 깨달음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정리하며 글을 마쳤는데, 이는 윤리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이 체화된 읽기이며, 소설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의 다짐을 정리하는

정형화된 읽기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초점자를 통해 바라본 서사 세계의 모습이 학습자 스스로의 현실

세계와 유사할 경우,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소설을 통해 독자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속에 부유하는 개인의 서사

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152)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가 아닌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술되지 않은 서사 세계를 상상하며 지각하고 그 인물의 서사를

경험하며 대상과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초점자

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을 현동화하여 경험 세계에서 초점자와 비슷한 인물

을 떠올리면서 이루어지는 반성은 이는 앞에서 한계로 언급한 ‘윤리적인 깨

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정형화된 읽기’의 모습과는 달리 긍정할 만한 모습으

로 파악하였다.

처음에 소설을 읽을 때는 정원이한테 몰입해서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아에게 몰입이 되었다. 자히드는 미친놈인 것 같았다.

처음에만. 하지만 정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편견을 가지

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

했지만 정아를 시작으로 정원이의 과거 시점에서 재민이를 만나면

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내 주위에는 혼혈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도 이

152) 인간중심의 세계에서 사회를 조감하고 인간이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초월하여 사

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국민국가의 시점 혹은 역사의 시점이고 

그 시점으로 개인적 체험을 가공해내는 것이 소설이다. 소설이 가진 잡스러움은 역사연

구와 소설을 구분해주면서 소설 속에 타자의 체험을 아로새겨 넣는다. 역사와 소설이 

모두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야기 양식의 다른 모습이지

만, 소설은 역사학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일회성(사건성)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의 체험, 혹은 타자적 체험을 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윤대석, 「서사를 통한 기억의 억압과 기억의 분유」, 『현대소설연구』, 34, 

2007, 한국현대소설학회,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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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차별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했고, 내가 그 친구한테 재민이

처럼 대하진 않았는지, 자칫 동정이라거나 불쌍하다는 듯이 취급은

안 했는지 후회를 하며 이 소설을 읽었다. 이번 방학에 그 녀석을

만나면 정원이처럼 반응하지 말고 평범한 친구처럼 대하자고 생각

했다. [2-D-9-거]

나는 김정원에 초점을 맞춰 ‘나’라고 생각하였다. 재민이를 좋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나와 닮았던 것 같

다. (중략) 나는 사실 중동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예멘 난민의 경우 그랬다. 제주

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떠들썩했을 때 수용을 반대하는 마음

이었다. 예멘이라는 나라의 안 좋은 점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무리

지어 다니는 중동사람들을 보면 조금 무서운 감정이 들었던 것 같

다. 뉴스에서든 실제에서든 불의를 보면 너무 화가나고 뭐라도 하

고 싶어하던 내가 속으로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다. 자히드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희생심을 보고 생각은 그렇지

않으나 김정원처럼 내적으로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다. [1-P-69-거]

위의 학습자들은 초점 이동을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자신의 경험 세계로 사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2-D-9-

거’는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에 몰입하지만 ‘정원’이 ‘재민’이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이후, 정원이 아닌 ‘정아’로 초점 위치를 이동한다. 이는 초점자의

잘못된 인식을 부정하며 초점자의 지각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학습자

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자히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도 달라지는데,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에게 ‘자히드’는 어린 ‘정아’를 무턱대고 임신시킨 존

재이며 ‘미래가 없는 이주 노동자’일 뿐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미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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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서사 세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진 상태이다. 더불어 대항적 초점

자인 ‘정아’에게 ‘자히드’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학습자는 서술자

초점자가 아닌 대항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자히드’역시 다

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정원과 마찬가지로 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로 사고를 확장하며

‘혼혈인 친구’를 떠올린다. 그 친구도 ‘재민’과 ‘자히드’처럼 차별받진 않았을

지 걱정하면서 혹시나 스스로 ‘정원’처럼 무의식중에 연민 혹은 동정이 담긴

눈으로 친구를 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인다.

‘1-P-69-거’는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이가 좋아하는 남자애에게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정원’을 공감적 초점자

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한다. 이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 있어서 학습자

와 초점자가 비슷하여 초점자를 긍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원’을 초점자

로 하면서 이 학습자는 이주 노동자를 비하하는 초점자의 인식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 역시도 주변의 예멘 난민들을 편견 섞인 시선으로 바

라보며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점자의 그릇된 인식이 초점자

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후 초점자에게 비하의 대상

이 된 ‘자히드’와 ‘정아’의 서사를 경험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

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라 새롭게 판단하게 되고, 서술자 초점자

인 ‘정원’과 같이 인식했던 스스로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모

습을 보인다. 학습자는 읽기 과정에서 마주한 초점자의 인식을 경험 세계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인 ‘자히드’를 통해 학습자가

살고있는 지역의 ‘난민 수용’문제를 떠올리고 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이 무

리지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지레 겁먹고 무서워하고, 예멘이라는 나라의 부

정적인 모습만을 떠올리며 난민 수용을 거부했던 학습자는 소설의 ‘자히드’

를 통해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이

전의 자기 모습이 부끄럽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의 서사 세계를 초점자를 통해 지각하면서 ‘2-D-9-거’와 ‘1-P-69-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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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혼혈 친구’와 ‘예멘 난민들’을 떠올리며 소설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술자 초점자의 지각과 판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바라보며 경험 세계로 의미를 현동화하여 서술되지 않았던 서사 세

계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곳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2) 지평 확장을 통한 자기 의미화

앞의 절에서 언급했듯, 리쾨르는 텍스트의 의미를 저자의 의도로 국한하

는 것과 더불어,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 역시 ‘오류’라고 분

류한다.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찾거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 이야기로 나아갈 때 ‘건전한 순환’을 이루며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되

는 것이다. 즉, 초점화에 있어 학습자의 읽기가 ‘건전한 순환’을 이루어 ‘올

바른 이해’에 도달하려면 서술자 초점화를 통해 텍스트에 서술된 의미와 스

스로의 초점화를 통해 상상하거나 비판적으로 지각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의미를 자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쉽지 않은 일로 학습자의 해석 텍스트에서 이러한

양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몇몇 학습자의 경우 서술자 초점자를 비

롯하여 스스로 선택한 다초점 위치에서 지각한 서사 세계를 고려하면서 자

신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점퍼 차림의 청년에 초점을 맞춰 ‘나’라고 생각하고 읽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960-1980년대 민주화 시대를 갈망했던

많은 청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 한 청년 이야기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당시 군부독재 시절을 경험해보지도,

민주화 운동을 봐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현재 민주화가 된 대한민

국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

이 많고 직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슷했다. 이 소설에

서 청년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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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도 다양한, 많은 사회 활동, 사회 운동을 할 때 한 번씩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 하나 침묵하고 조용해도 괜

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럴 때 학교가 가고 싶어지

는 사회, 성폭력이 없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생각하며 그

사회를 만드는 것에 내가 한몫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 내가 생

각했던 ‘침묵’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내가 점퍼 차림

의 청년을 만난다면 이런 내 경험을 말해주고 그의 경험을 들어보

며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1-P-42-사]

이 학습자는 ‘점퍼 차림의 청년’을 초점자로 하고 있다.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자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의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이유를

밝힌다. 서사적 독자로서 ‘청년’의 지친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작가적

독자로서 196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수많은 청년을 ‘점퍼 입은 청

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경험 세계

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하며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

며, ‘청년’이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사평역」에서 서술자

초점자인 ‘역장’은 청년을 오씨 집안의 자랑인 반듯하고 똑똑한 학생으로 인

식153)하는데, ‘청년’을 공감적 초점자로 하는 이 학습자는 내면의 고뇌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청년’에 대한 서술자 초점자의 지각과 인식

을 학습자가 부정하면서 ‘청년’을 초점 위치로 하여 ‘청년’의 새로운 모습에

더 집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침묵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154)을 초점자로 하며 비슷한 문제

153) 역장은 청년을 새삼 믿음직스러운 듯 바라본다. 역장은 그를 기억해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성실하고 착한 학생같았다. 여느 애들과는 다르게 생각이 많아 뵜고 늘 

손에 책이 들려 있는 것도 대견스러웠다. 그러기에 청년이 인근 마을에선 유일하게 도

회지의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다. (사, 35)

154) 스물셋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

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끓어오르는 그들

의 신념과는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 그런 것들이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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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민했던 자기로 사고의 대상을 확장한다. ‘나 하나 조용해도 괜찮을텐

데’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미약하게나마 누구나 가고 싶어지는 학교, 성폭력

이 없는 사회 등 스스로 목표로 하는 사회의 모습에 다가가는데 일조했으리

라는 상상을 통해 그러한 고민을 해결한다고 밝힌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청년

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다.

학습자는 군부 독재 시절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을 초점자

로 하며 현대 사회에 머무른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초점자인 ‘청

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그치거나, ‘실제 독자’인 학습자의 지배

적인 시선에서 인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학습자는 초점자

인 인물과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히는데

허구적 서사 세계와 학습자의 경험 세계의 대화라는 점에서 텍스트를 기반

으로 하는 학습자의 자기 의미화 도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판단

하였다.

누군가 내뱉은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뭣이 간디”를 듣고 인물들

의 생각이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점퍼차림 청년만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대합실에서 조용

히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삶을 보며 자신에 대해 돌아본 것이 아닐

까. 인물들 중 유일하게 한탄만 하지 않고 성찰을 한 인물이다. 그

리고 점퍼차림 청년만 아무 비중 없는 미친 여자의 걱정을 했다.

캐릭터를 만든 작가의 애정이 아니었을까. 청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결국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다. 그러나 청년은 목소리를 내

었고 행동으로 옮겼다. 평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정의로운 생각은 가득하지만 청년처럼 목소리를 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 청년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귀향하는 기

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

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감한다. 물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 침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침묵을 바라봤을 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는 중이다. (사,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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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침묵한 뒤 후회

스러웠고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후련하게 뱉기라도 했

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신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청년에게 계속

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민주

화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어설픈 충고일지도 모른다.

[1-P-20-사]

이 학습자는 서술자 초점자를 ‘청년’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지 않

는 열차를 기다리다 누군가 내뱉은 ‘산다는 게 대체 뭣이 간디’를 듣고 인물

들은 이에 대해 각자의 답을 내리는데, 이 학습자는 ‘청년’이 이와 같은 다

른 인물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평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학습자는 ‘초점자’라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학습자의 해석 텍스트를 통해 ‘청년’을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했음

을 알 수 있다. ‘청년’을 초점자로 하여 서사적 독자로서 서사 세계에 몰입

하면서도 동시에 ‘미친 여자’를 걱정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캐릭터를 만

든 작가의 애정’이 드러난다고 말하며 작가적 독자로서의 면모 역시 드러내

고 있다.

학습자는 침묵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에서 평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음에도 침묵해왔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현동화하는데, 침묵

했을 때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다는 것은 침

묵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청년에게 침묵하지 말고,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라는 말을 전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충고가 청년에게는 어설프게 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서사 세계

속 청년의 현실을 자신의 경험 세계로 현동화하여 고민하고 충고하면서도

자신의 충고가 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까지 반영

하고 있다.

초점자인 ‘청년’에게 서사 세계 속 사회의 모습은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곳이었고, 그로 인해 행동으로 옮겼지만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가면서 ‘침묵

하는 것이 옳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정의롭게 행동한 초

점자의 행위를 긍정하면서 초점자를 긍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침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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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았나’하고 고민하는 초점자의 인식과 판단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자신의 충고가 ‘청년’에게는 어설픈 충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침묵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청년의 현실은 고려하지 못한, 학습자의 지배적인 시선이 담긴 충고인 셈이

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청년을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서 왜 고

민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초점자 등

뒤의 ‘실제 독자’로서 스스로의 경험 역시 반영해서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

다. 초점자인 청년의 시각과 학습자의 경험을 모두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학습자의 충고가 청년에겐 어설픈 충고로 여겨질 수 있음

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학습자의 모습에서 ‘건전한 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4.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양상의 한계

초점화의 주체로 학습자들은 소설 읽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초점 위치를

이동하며 복합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몇몇 학습자

의 경우 그러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중 한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판단 유보 및 서술자 초점화에 고착된 해석

몇몇 학습자들은 초점화를 자각하고, 서술자와 초점자를 구분하여 인지하

면서도 초점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유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모든 인물들을 보여주는 모습에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

어서 대부분 인물의 모습에 공감함. [2-Y-13-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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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자는 서사 세계에 대한 완전한 몰입보다 서사 세계를 창작하고 인

물 및 사건들을 보여주는 작가의 서사적 기법이라는 것을 아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서술자가 어떤 인물을 초점자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까

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초점자를 통한 학습자의 해석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서사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해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

로 해석에 있어 서술자 초점화에 동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은 김정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소설 속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인물이 김정원이고 소

설을 읽어보니 김정원의 눈을 통해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

오는 것 같아서 김정원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자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김정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실제 작가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

이고, 작가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였는지를 김정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1-P-65-거]

위 학습자는 ‘김정원’이 이야기를 하는 인물인 동시에 소설 속에서 시선을

유지하는 인물이라고 파악하며, ‘보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분하

는 모습을 보인다. 「거대한 뿌리」는 인물 초점자인 ‘정원’을 통해 서사 세

계게 보여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학습자의 위와 같은 파악은 적절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배경 지식 등에 의해 서술

자 초점자를 통해 제시되는 지각적이고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모습들을 긍정

하거나 혹은 불편함을 느껴 부정적으로 판단하던 것과 달리, 이 학습자는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하며 초점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초점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초점자

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소설 해석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

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 ‘작가가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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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와 같은 생각으로 인한 판단의 유보는 스스로 초점화 주체가 될 기

회 역시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므로 옳은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술자가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

하는 학습자의 경우 서술자 초점자에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야기의 흐름이 정원의 입장으로 흘러가고 작가의 모습을 빗대

어 표현한 인물이 정원인 것 같아서 정원의 입장에서 소설을 보게

되었다. [2-D-4-거]

이 학습자는 여러 인물 중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인물이

‘정원’이라고 판단하여 그 인물을 초점자로 하여 읽었다고 밝히고 있다. 스

스로의 관심사나 서사 세계에 대한 흥미 등이 아니라, 서술자가 ‘정원’의 입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시 ‘정원’을 초점자로 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학습자의 초점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자

초점화는 서사 세계의 어떤 부분은 더 전달하고, 어떤 부분은 전달하지 못

하게 되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서술자 초점화에 동화되면서 서술자가 선택

한 초점자가 본 것만을 지각하고, 그 시선 내에서만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2) 서술자 초점화를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

초점자를 통한 서사 세계 지각은 텍스트 바깥의 ‘실제 독자’가 텍스트 내

의 초점자의 등 뒤에 붙어 초점자의 눈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다.

초점화 주체로서 초점 위치를 이동하는 독자의 다초점화는 지배적인 시선에

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학습자의 지배적인 시선

에서 고정 관념을 반영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경우 학습자의 읽기는 서

술자 초점화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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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인이 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값비

싼 악세사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있는

엄마인데 꾸밀 필요가 있었을 지 의문도 듭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

습을 숨겼다하여 과연 숨겨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면 그 친구의 처지가 어떻

든 엄청 욕을 했을 것입니다. 온갖 악세서리를 하면서도 마음이 여

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빴다면 겉모습과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P-17-사]

이 학습자의 경우 인물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뚱뚱한 사람이 값

비싼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식들이 있는 엄마가 왜

꾸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자신을 배신한 사평댁

의 처지를 알고는 오히려 그녀를 도와주고 나오는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역시 그녀의 겉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는 스스로의 편견으로 인물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55) 인물에 대한 비판 혹은 사회에 대한 비판

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위의 학습자는 ‘뚱뚱한 사람’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더불어 ‘서울 여자’라는 여성 인물을

엄마라는 프레임 속에 위치시키고 있기도 하다.

155) 독자반응 비평은 영역이 광범위하여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읽기 과정을 바라보는 견해

가 갈리긴 하지만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독자의 역할을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것과 

‘독자들은 문학 텍스트가 제시하는 의미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

학 텍스트 안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고 만들어낸다’는 두 가지 믿음을 공유하고 있

다.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가 낳은 산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해석의 자유가 

독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독자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역시 부각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텍스트에 근거한 읽기의 중요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

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가 낳은 산물은 아니지만, 동시에 독자의 반응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자의 자유로운 모든 해석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Tyson, 

L., 『비평이론의 모든 것』, 윤동구 역, 앨피, 2012, 363-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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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가의 의도와 관련짓는 환원적 해석

몇몇 학습자들은 초점 위치를 다양하게 하여 서사 세계를 종합적으로 지

각하기는 했으나, 작가의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소설은 사람들이 혼혈이나 이주 노동자 등 자신과 조금이라

도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편견이나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처음에 나는 정원이의 입장에서 소설을 읽었

는데, 예전의 나도 정원이처럼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들에게 편견

이 있었고 지금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

이다. 그러다 자히드의 시선에서 소설을 읽어보았는데, 자히드는

네팔에서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러 한국까지 왔다. 아마 자히드는

많은 차별들을 견디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자

히드의 상황에서 한국에 일을 하러 왔다가 차별을 받았다면 그냥

가족이고 뭐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다. 거대한 뿌리라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적인 것 같다. 아무리 어느 한 나라에 오

래 살았어도 생김새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차별을 받는 경우를 많

이 봤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재민이와 자히드, 그리고 정아를 통해

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저렇게 차별받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다. [2-D-11-거]

이 학습자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정원이의

입장에서 소설을 읽다가, 자히드로 초점을 이동하게 된다. 편견을 가지고 있

는 인물과 그런 인물에 의해 차별을 받는 인물의 초점들을 이동하면서 이

학습자는 ‘거대한 뿌리’라는 소설의 제목의 의미를 국적이라고 추측하는데,

아무리 한 나라에 오래 살아도 생김새가 다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독자의 이러한 추측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우리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

고 싶은 것 같다’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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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글쓴이의 의도 즉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초점 위치에서 지각한 서사 세계의 의미를 현동화하여 자신의 경

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의 분위기는 밝지 못하고 어두운 것 같으며, 폭력이 난무하

는 시대였던 것 같다. 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나오는 등장인물들

마다의 입장으로 초점을 맞춰 읽었고, 공감했다. 내가 정아의 엄마

라면, 술을 마신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강간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

고, 여성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해서 정아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특

히 이 부분에서 화가 났고, 이입하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결국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 같다. 작

가의 모습을 나(김정원)로 빗대어 표현해서 어렸을 적에는 인종차

별을 좀 했고, 검은색 피부색을 약간 적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어른이 되어 동두천에서의 일들과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깬 작가

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2-D-3-거]

나는 소설 속 인물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분위기가 험악하고 여

성보다는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는 초반에 나오

는 정아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정아 엄마가 주인공(선생님)에게

“아이는 아버지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사

회 배경이 남성 중심 사회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정아가 좋아

하는 자히드와의 내용을 보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나 현재나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 나는 주인

공 즉 정아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말한 선생님의 입장으로 글

을 읽었고 만약 내가 정아였다면, 자신이 어릴 적 겪은 고통과 자

신의 어머니가 당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던

외국인노동자 자히드보다는 자신(정아)과 정아의 어머니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정아와 정아 어머

니에게도 남은 생을 살아갈 의지를 실어줄 것 같아서 내가 정아였

다면 동정에 빠져서 사랑하는 자히드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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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가의 의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별의별 차

별들을 내용에서 나타내어 ‘차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이든 간에 정말 서로

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누가 되었든 간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B-19-거]

위 학습자들의 역시 여러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했음에도 작가

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D-3-거’는 ‘정원’

‘정아’ ‘정아의 엄마’ 등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초

점 위치를 이동을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한다. ‘2-B-19-거’ 역시 ‘정아의 엄

마’ ‘자히드’ ‘정원’ ‘정아’ 등의 초점 위치를 거치며 서사 세계를 지각한다.

가정 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초점자로 하고, 그 배우자를 초점자로 하고, 피

부색으로 인해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인물을 초점자로 하고, 그런 이들을 도

와주면서도 동시에 차별하는 표리부동한 인물을 초점자로 하면서 위 학습자

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이자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

사회’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차별이 이어져오는 사회’로 서사 세계를 파악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초점화의 주체가 되어 여러 초점 위치에서 서

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위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작가가 이야

기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텍스트에 있어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대화의 간주관적 상황에서 벗어

난 텍스트를 통한 매개’ 관계이다. 다시 말해 작가와 독자가 서로에게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간접적인 만남의 관계이므로, 텍스트에는 작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담겨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는 텍스트 자체

의 의미와 동시에 재구성되어야 한다.156) 텍스트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작가가 말했을지도 모르는 것’ 혹은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처럼 텍스트 뒤

에 은밀하게 숨겨진 작가의 의도가 아니다.157)

156) 이기언, 「폴 리쾨르: 해석학과 자기 이해」, 『불어불문학연구』, 79,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 419-420쪽.

157) 위의 논문,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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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습자들이 자유로운 초점 위치 이동을 바탕으로 경험 세계와 연관

시켜 의미를 현동화하거나 지평 확장을 통한 자기 의미화로 나아간 것과 달

리, 위의 학습자들처럼 작가의 의도에 집중하여 해석한 경우 ‘작품의 주제’

를 찾는데 그쳤다.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작가의 의미라고 생각하여 독자의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

려고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적 처지는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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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설계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초점화의 주체가 되어 초점자를 선택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

고 더 나아가 여러 초점 위치들의 긴장 속에서 서사 세계를 복합적인 사태

로 바라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초점화를 통한 소

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학습자들에게서 드러난 한계 양상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다

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밝히고, Ⅲ장의 학습자 양상을 통

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1.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초점화의 주체로서

읽기 과정에서 여러 초점 위치들 사이를 오가며 서사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

해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여러 초점 위치에 서사 세계

를 지각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서사 세계를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고, ‘실제

독자’인 스스로의 모습을 반영하여 경험 세계로 의미를 현동화하며 지평을

확대하면서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자기 의미화에 도달하는 해

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하지만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전체

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며, 일반적이라기보다 개별적이고, 개념적이라기보

다 사실적이다.158) ‘서술자’라는 인격화된 용어로 인해 마치 독자에게 이야기

하는 서술자가 서사 세계에서 경험한 일을 전달하는 것처럼 여기기 쉬우나,

사실 소설은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초점자와 서사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하

는 서술자로 구분된다. 서술자는 초점화를 통해 서사 세계의 현실들을 좀

158) 김대행 외, 앞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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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사실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세상을 지각하는 초점 위치들

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서 입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이러한 서술자 초점화는 공정하지 않다. 결국 소설에는 삶의 부분적이고 개

별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내포 작가는 ‘전형적 독자’를 가정하고 독자들이 서술자가 제시하는 초점

위치, 때로는 내포 작가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 의도한 다른 초점 위

치에 초점을 맞춰 서사 세계를 지각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독자는 내포 작

가를 준거로 서술자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지식, 독자

지평을 준거로 서술자의 자질을 파악한다. 서술자의 서술은 초점자가 지각

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을 파악하고 신빙성을 파

악하는 것이 된다. ‘작가적 독자’로서 독자는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

계에 몰입하면서도 실제 독자로서 자신의 관심사, 가치관 등을 반영하여 해

석하는데, 이처럼 독자는 서술자 초점화를 넘어서 주체적으로 초점화하여

서사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더불어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다양한 초점 위

치를 경유하며 설명적 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의 이해를 수정한다. 이러한 독

자의 다초점화는 결국 소설에 형상화된 구체적·부분적·개별적·사실적 사실들

을 통해 이 세상의 다양함을,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이 매우 다양함을 알게

하고 깨닫는 경험을 확충159)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실제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은 주체적으로 초점화하며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반추하며 인물을 이해하고

여러 인물의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주체적인 학습자의 초점화

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몇몇 학습자들은 고정 관념을 반영하여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초점화를 통

한 소설 읽기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설에서 이야기와 담론을 구분하여 초점자의 초점 행위와 서술자

의 서술 행위를 구분하여 지각할 수 있다.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서술자 초점화에 동화되어 서술자의 말을 따라가며 작가의

159) 위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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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목하거나, 서술자 초점자가 지각한 서사 세계에 한해

서만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반면 초점화를

자각하여 서술자의 서술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한 것이 아니고 초점자의 지각

에 한정된 것임을 아는 학습자는 주체적으로 초점화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초점 위치 이동을 통해 의미를 현동

화하고 스스로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초점화에 대한

자각은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의 참여를 촉발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다초점화를 통해 감상을 확장할 수 있다. 서술자의 것으로 여겨지던

초점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독자는 주체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때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독자의 초점 위치는

단일하지 않은데, 이러한 다초점화를 통해 독자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모

습으로 서술되던 서술자의 말을 넘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해하게 된다.

셋째, 초점화 주체로서 소설 해석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

다. 서술자의 말을 따라가며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거나 작가의 의도에 주

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초점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Ⅲ장의 학습자 양상을 분석한 결

과, 학습자들은 자기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인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 세계를 돌아보며 자기와 연관시

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부정적으로 평가

했던 인물을 초점자로 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를 서사

적 의사소통 과정의 참여자로서 소설의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초점을 분산

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의미를 자기화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Ⅱ장에서 밝힌 다초점화

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의의인 ‘초점화 주체로서 문학 소통 능력의 신장’

과 ‘초점 위치 이동을 통한 텍스트 경험 확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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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서술자 초점화에 고착되지 않고, 초점화 주체로

서 유동적인 초점 이동을 통해 여러 초점 위치에서 복합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의미를 현동화하여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반영을 통해 자기 의미

화에 도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장에서 밝힌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과정과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양

상을 토대로 하여 ‘서술자 초점자가 갖는 한정된 시선 인식’ ‘해석 주체로서

학습자의 초점 위치 이동 유도’ ‘경험 세계 확장을 통한 복합적 서사 세계

구성’으로 제시할 것이다.160)

1) 서술자 초점자가 갖는 한정된 시선 인식

독자의 초점화는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서

사물은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의 두 국면을 갖는데, ‘보기’와 ‘말하

기’는 반드시 같은 행위자로부터 유래하지는 않는다.161) 독자에게 이야기하

는 것이 ‘서술’의 문제라면 서사 세계를 보고 지각하는 것은 ‘초점화’의 문제

가 된다. 즉, 초점화가 서술보다 선행하는 것으로서 초점화는 서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혹은 상황 중 무엇을 ‘보고’ 재현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62) 따라서 서술자의 서술은 서술자가 초점화한 인물, 즉 초점자의 시

각에 제한된 것이다.

한편, 서술자를 기준으로 ‘일인칭 관찰자 시점’ ‘일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

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누는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보는 주체’와 ‘말하는 주체’를 구

분한 주네트의 초점화 이론을 반영해 기존의 시점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논

160) 이러한 교육 내용은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적인 해석 과정을 토대로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서 항상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161) 선주원, 앞의 논문, 2004, 174쪽.

162) 위의 논문, 175쪽.



- 116 -

의가 지속되어 왔다.163)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점 교육’

은 서술자를 찾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164)

하지만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두드러지던 것과

달리 현대의 문학 작품들은 이야기 세계 바깥의 전달자로 서술자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인물의 시선에서 보이는 세계를 그리며 시점을 다각화하고 인

물을 부각하는 양상을 보인다.165)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부분의 작

품들을 포함하는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분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한다.

163) 시점 이론의 한계와 기존의 시점 교육을 반성하며 보고 말하는 이를 ‘서술자’로 통일

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가진 중개성에 주목하여 ‘초점자’와 ‘서술자’를 나

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연구로는 임경순(1997); 박기범(2008); 김동환(2009); 정현숙

(2013); 김경애(2018); 정래필(2018); 박기범(2019) 등이 있다. 논자에 따라 ‘시점’ ‘초점

화자’ ‘초점자’ 등 다른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모두 ‘말하는 행위’인 서술과 ‘보는 

행위’의 구분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점

자’로 용어를 통일한다.

164)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서사 갈래의 특

성과 형상화 방법에 대해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워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하여,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을 서사라고 한다. 

서사 갈래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으며,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야기에서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그가 처한 환경 사이의 갈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 이러한 이야

기를 전달한다. 설화,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서사 갈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가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중개성’을 부각하는 

설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 항목을 고려

하여 이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알아보자’라는 발문과 함께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서술자는 관찰한 

것만을 전달하고 있다’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심리 등 모든 것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

다’의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이론을 반영하는 항

목으로 ‘일인칭 관찰자 시점’ ‘일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

점/삼인칭 관찰자 시점’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서사 갈래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른 출판

사의 국어 교과서 역시 ‘시점이란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나 

관점을 뜻한다. 크게 일인칭 시점과 삼인칭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너무 광범위하며, 서

술자를 작가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시점 이론이 아닌 초

점화 이론을 통해 ‘보는 주체’와 ‘말하는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아직 브룩스와 워렌의 시점 이론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현식 외, 

『국어』, 좋은책 신사고, 2017, 106-107, 121쪽.; 최원식 외, 『국어』, 창비, 2018, 86

쪽.)

165) 박기범, 「수능 문항을 통해 본 시점-서술 교육 내용 탐구」, 『청람어문교육』, 71, 청

람어문교육학회, 2019,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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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은 창문 밖에서

역 안을 바라보는 사람과 역장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역장의 시점에서 톱밥을 갈아주는 것과 밖에서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역장 시점, 창문 밖 사람 시점이 있는 것

같다. [1-P-8-사]

위 학습자는 본 연구의 실험 텍스트였던 「사평역」을 읽은 후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점’과 ‘역장의 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전지적 작가

시점’과 ‘역장 시점’ 그리고 ‘창문 밖 사람 시점’으로 쓰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만약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중개자적 위치를 기반으로 서사 세

계 내의 보는 행위와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면

시점에 대한 위 학습자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소설을 쓴 ‘작가’와 서사

세계 바깥에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서술자’ 그리고 서사 세계 안

에서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초점자’인 역장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장에서 살펴봤듯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한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의

지각이나 판단 및 평가를 긍정하기도 하고,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면

서 나름대로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고 스스로 초점화 주체가 되었다. 따라

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소설에서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점 유형이 아닌 ‘초점화’에 대한 서사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여 서술자와 초점자를 나누

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교사는 서술을 통해 드러난 초점자의 시선이

절대적이고 공정한 것이 아님을 학습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해석 주체로서 학습자의 초점 위치 이동 유도

서술자 초점자의 한정된 시선을 자각하고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학습

자들은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제시된 시선에서 벗어나, 초점화 주체가 되어

다른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소설을 읽게 된다. 이때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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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읽기는 어떤 내용은 못 본 척 눈감아 버리는 ‘덜 읽기’(underread)와 어

떤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상해서 덧붙이는 ‘더 읽기’(overread)를 동반

한다. 이러한 더 읽기와 덜 읽기는 독자가 서사를 종결시키는 읽기 방법으

로 배제를 통해 하나의 논점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거나 내용

을 간추려내어 텍스트의 의미를 하나로 확정지으며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해석에 배제 작업이 동반될 경우 개인적 이해관

계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용할 수밖에 없다.166)

그러나 세계는 의미론적 다면체이며 정신은 그 세계의 어느 한 면만을 인

식할 수 있을 뿐이다.167) 단일한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할 경우 학

습자는 한 인물의 시선에서 서사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서

술자 초점화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시선에서 서사 세계를 지

각하는 것이며, 초점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른 인물들의 입장은 배제되는 결

과를 유발한다.

‘김정원의 이중성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김정원

이 되어서 보는 사회의 모습은 차별과 억울함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소설 속에서 김정원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됐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자히드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김정원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반대하면서

도 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서워하고 피하는 내 모습과 같아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미군에게 맞는 재민이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가족들, 혼혈이라는 이유로 온갖 의심을 받았던 재민이를

봐온 김정원은 차별과 폭력의 무서움을 알았을 것이다. 남편에게

매를 맞는 정아의 엄마를 도와주려는 것도 그래서였던 것이고, 정

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도 이미 그런 사회를 알아서 그런건데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것 같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데 그걸 거

부하는 정아 엄마가 이해 안 됐다. (중략) [3-P-65-거]

166) Abbott, P. H., 앞의 책, 172쪽.

167) 김현, 『우리 시대의 문학: 김현 평론집』, 서울: 문장, 1980,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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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는 인물의 눈으로 보여진 서사 세계를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술자 초점자를 ‘김정원’으로 파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을 초점자로 하는 ‘공감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학습자 역시 ‘김정원’의 양가적

인 모습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며 ‘김정원’을 ‘공감적 초점자’로 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가 초점자로 하는 ‘김정

원’의 시각에서만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정아’와 ‘정아의 엄마’에 대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도 뿌리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읽기는 학습자 초점자의 지배적

인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술자 초점화를 지각하고 주체적으

로 초점화하면서 해석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일한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

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다초점화를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긍정할만한 읽기는 아니다.

Ⅲ장에서 초점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서사적 독자로서 서술

자 초점자의 시선에 몰입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하다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서술자 초점자의 시각에서 벗어났다. 혹은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한 후, 다른

인물을 초점자로 읽어나가다가 초점자인 인물에게 실망하거나, 새로운 사건

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의 판단을 바꾸며 다른 초점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위의 학습자를 통해 알 수 있듯 ‘불편함’을 느낀다

거나 초점 위치 이동을 유발하는 사건이 없을 경우, 학습자의 초점 위치는

한 인물에 한정되어 초점 위치 이동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이해

가 개별적인 삶의 모습에서 인간의 다양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지배적인 초점 위치가 아닌 다양한 위치에서 복합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개입을 통해 학습자의 초점 위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더불어, 앞서 Ⅲ장의 한계 양상을 통해 밝혔듯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반영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중년 여인이 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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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있는 엄마

인데 꾸밀 필요가 있었을 지 의문도 듭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겼다하여 과연 숨겨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

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면 그 친구의 처지가 어떻든 엄청

욕을 했을 것입니다. 온갖 악세서리를 하면서도 마음이 여리다는 것

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빴다면 겉모습과 어울릴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1-P-17-사]

위 학습자는 ‘중년 여인’이 뚱뚱한데도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기 돈을 들고 도망간 ‘사평댁’을 도와준 행동

역시 ‘중년 여인’의 겉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초

점화 주체로서 독자는 초점화 대상 즉, 서사 세계를 지각할 매개가 되어줄

초점 위치를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초점자인 인물을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것으로 ‘실제 독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의 반영은 ‘3-P-65-거’와 마

찬가지로 지배적인 시선이 된다.168) 학습자가 지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인

물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유지하는 경우,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한정

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지각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3) 경험 세계 확장을 통한 복합적 서사 세계 구성

이야기를 읽으며 독자는 잠재적인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야기

의 서술적 기능은 역사적이거나 상상적인 현실을 이야기의 틀에 맞춰 재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의 경험 세계와 관계 맺도록 하는 데 있다.169) 때

문에, 읽기 과정에서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서사 세계를 경험하면서 적극적

168) 앞의 절에서 ‘실제 독자는 초점자의 등 뒤에 붙어 초점자의 시선으로 서사 세계를 지

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텍스트를 근거로 ‘초점자’인 인물의 시선에서 서사 세

계를 바라보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독자의 경험 세계를 떠올리며 의미

를 확장하는 것을 긍정하기 위한 것으로, 텍스트의 내용은 무시된 채 실제 독자의 맥락

에서 무분별하게 비판을 가하거나, 선입견 및 고정 관념을 반영하는 학습자의 양상과는 

구별된다. 

169)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2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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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낯선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 세계와 연결 지으며 현동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중략) 이 감상문 쓰기 활동을 하기 전에는 정원이 가장 이해가

잘 되었지만, 이 활동을 하고나니 오히려 재민이의 입장이 정원의

입장보다 더 잘 이해되는 것 같다. 이렇게 소설 속 인물인 재민이

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감상문 활동이 의미 있었고, 앞으로

내가 교단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절대 학생의 일부분만 보고 편견

을 가진 뒤 그 편견으로 학생의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늘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마음속

에 넣어둔 채로. [3-P-66-거]

위 학습자는 초점화에 대한 서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읽어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인물 초점자인 ‘정원’에게 몰입하는 것에서 ‘재민’으로 초점 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게 되는데, 이후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 세계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를 꿈꾸는 이 학습자는 ‘정원’과 ‘재민’을 초점자로 하며 살펴본

‘편견으로 인한 상처’를 떠올리며 ‘이후 교단에 서게 되면 학생의 일부분만

보고 편협한 시선으로 학생의 전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

고 있다. ‘정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학습자가 ‘재민’이와 ‘자히드’ ‘정아’

등 소설의 소외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초점 위치를 이동하며

여러 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면서 여러 인물의 관계

들 사이에서 의미를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사가 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편견 섞인 시선으로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초점자를 통해 바라본 서사 세계의 모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독자

의 경험 세계의 맥락을 반영하여 의미를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화자와 청자가 시·공간을 공유하는 말해진 담화와 달리, 작가와 독

자는 시·공간이 소격화된 상황에서 텍스트를 통해 대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가 아닌 텍스트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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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자가 초점화 주체로서

서술자 초점화를 넘어서 자유롭게 서사 세계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소설을 작가의 의도에 비춰 생

각한 학습자의 경우, 주체적으로 초점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으며,

스스로의 경험 세계로 연결 지으며 지평을 확장하는 것 역시 일어나지 않았

다.

미친 여자는 대사 한마디 없이 소설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마지

막 부분의 역장의 대사는 충분히 이 여자의 심정을 간결히 대변해

준다. 미친 여자는 어쩌면 갈 곳이 없는 것이라고. 작가는 다른 이

들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미친여자

는 뒤편에서 항상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이다. 조용

히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도

풀어낸다. 미친 여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오고가는 말들을 들으며

생각을 할 것이다.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글을

써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정적인 활동이며 개인적이다. 굼벵이처

럼 움츠려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은 작가의 태도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 하면서도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는 듯하다. 갈 곳 없는 미친 여자의 모습은 자신의

갈 길 잃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해소하기 위한 글을 쓰는 듯

하였다. 미친 여자의 고요하면서 강력한 행동은 작가의 관조처럼

알아차리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날카롭다. 또한 미친여자의 행실

이 역장에게 무엇인지 모를 감정을 남긴 것처럼 이 소설의 작가

또한 읽는 이들 모두에게 새로운 향수를 시사한다. [1-P-25-사]

이 소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다양한 인물들

이 등장합니다. 산업화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던 춘심이, 시국 사건으로 대학에서 제적당한 청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선 이 소설 속 사회적 배경은 산업화, 민주화 시기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가며 느끼는 사회의 분위기는 쓸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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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단해 보였고, 사회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

들에게 피난처와 다름없는 난로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역장

이기 때문에 저는 역장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소설을 읽었습니다.

열차가 왔을 때, 역장은 역 안 난로 옆에서 혼자 자고 있는 미친

여자를 위해서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주어야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제가 역장이라면 자고 있는 여자를 무작정 깨워서 열

차에 태울 것 같습니다. 소설 속 역장은 여자를 깨우기 전에 여자

가 갈 곳이 없어 열차에 타는 것보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자는 게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후 깨우려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단 드디어 온 열차에 태우기

위해 바로 깨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산업화 시대 속에서 서로 다

른 삶을 찾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소

외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며,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사

람들의 삶이 쓸쓸해 보였지만 기차를 기다리며 난로 앞에서 과거

를 회상하고 성찰하며 따뜻한 위안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그 쓸쓸함이 채워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복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갈 곳

이 없어 끝까지 난로 앞에 남아 있었던 여자의 삶이 안타까웠습니

다. [2-B-24-사]

위 학습자들은 주체적으로 초점화를 하며 서사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긴

했으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를 파

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더불어 작가의 의

도까지 추측하여 파악하는데, 이러한 해석 텍스트는 일반적인 소설 읽기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의 다초

점화에 있어서는 지향할 만한 태도가 아니다.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하고 다

른 초점 위치를 통해 해석에 임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의 기저

에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주가 되므로 독자가 초점화의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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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설 읽기에서 작가를 중시할 경우 텍스트의 의미는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고정된다. 이런 경우, 텍스트를 생산한 작가는 독자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 독자의 해석은 작가의 정신적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170)

이 된다. 하지만 문자로 쓰인 텍스트는 한 개인으로서 작가라는 유한한 지

평을 넘어서 무한한 의미 생산의 지평을 독자에게 열어줄 가능성171)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 혹은 형상화된 서사 기법은 학습자의 수용 능

력을 위한 해석의 중간 지점은 될 수 있지만, 도달점이 되어선 안 된다.172)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가의 의도를 찾으려 할 때, 독자가 주체적으로

초점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3.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논

의를 바탕으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초점 행위 및 서술 행위 구분을 위한 학

습자료 제공’ ‘동료 학습자와 해석 공유를 통한 지배적인 시선 탈피’ ‘ 다양

한 초점자와 만남을 통한 내적 대화의 활성화’로 구성된다.

1) 초점 행위 및 서술 행위 구분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Ⅲ장의 학습자 양상에서 살펴봤듯이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독

자들은 서술자 초점화에 동화되거나, 스스로의 초점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야기의 흐름이 정원의 입장으로 흘러가고 작가의 모습을 빗대

170) 김성진,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다양성 문제 재론」,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2008, 159-160쪽.

171) Ricoeur, P., 앞의 책, 2002, 126쪽. 

172) 김성진, 앞의 논문,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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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현한 인물이 정원인 것 같아서 정원의 입장에서 소설을 보게

되었다. [2-D-4-거]

아무래도 정원의 입장에 가까웠다. [2-Y-11-거]

아직 나도 잘 모르는 입장이라 정원의 생각에 제일 가까운 것

같다. [2-Y-12-거]

정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2-Y-13-거]

나 자신이 인물들에 대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더 느낀 것 같

음. [2-Y-14-거]

위의 학습자들은 서술자 초점자의 시선에 동화되거나, 스스로의 초점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술자 초점화에 대한 자

각이 선행될 때, 독자 역시 서술자 초점자를 넘어서 주체적으로 초점화하며

서사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는 것

은 독자가 초점화 주체가 되는데 필요조건이 된다. 하지만 읽기 과정에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술자를 인격화된

존재로 생각하며 ‘보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여기기 쉽다. 따라서 서술자를

서사 세계를 중개해주는 중개자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적절한 학습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과도한 지식 위주의 수업을 경계하며 학습자의 해석 활동을 긍정하는 것

이 때로는 학습자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지식마저도 배제하는 결과를 유발

한다.173)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시점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품

들이 많아지고, 이는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174) Ⅲ장의 분석을 통

173) 그동안 과도한 지식 위주의 문학 수업에 대한 경계로 작품 이해에 필수적인 기초 지

식마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작품만 수용한

다면 자칫 공허하고 인상적인 담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학교육에서는 

학습독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문학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기범, 「시점-서술 교육의 반성과 개선 방

향」,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324쪽.) 

174) 박기범(2019)에서는 26년간 수학능력검정시험(이하 수능)에 출제됐던 문항들 가운데 

시점 및 초점화와 관련된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브룩스와 워렌의 시

점 유형을 통해 작품의 시점을 구분하는 반면, 수능 국어에는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

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등의 발문을 통해 서술자와 초점자를 구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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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 수 있듯, 학습자들이 서술자의 중개성을 바탕으로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여 초점자의 한정된 시각을 지각하는 것이 초점화 주체로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의 시발점이 된다.

따라서 서술자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시점 유형이 아니라 서술과 초점

을 구분하는 ‘초점화’에 대한 서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자 초점화를 파악

하고, 서술자와 초점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료를

통해 초점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개자로서의 서

술자 역할을 강조한다. 기존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 전지적인 ‘작가’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며, ‘초점자’의 시선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임을 비교하여 설명해줄 수

있다.

한편,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여 초점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경우 즉, 내적

초점자 및 인물 초점자일 때 학습자는 서술자와 초점자를 구분하는 것에 어

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서술자와 초점자가 같을 때, 이야기와 담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서술자를 중개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당연히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학습자 자료를 통해 서술자와 초점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다른 작품의 예

시를 제공하며 학습자가 서술 주체와 지각 주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시

킨 후, ‘말하는 행위’와 ‘보는 행위’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초점화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면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의 구분이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다.

2) 동료 학습자와 해석 공유를 통한 지배적인 시선 탈피

Ⅲ장에서 살폈듯이,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반영한 학습자의 경우 상상적

세계에 성공적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소설 속 인물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평소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정인지라 공감이 잘 가지 않았

관련 지식을 학습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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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티비나 SNS사연들 속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기에 늘 궁금증은 있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

이들은 어른이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 정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현실이라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솔직히 읽으면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기엔 어려웠다. 하

지만 가정폭력으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정아의 사연은 많은 생

각이 들게 하였다. 항상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그게 당연한 줄 알

았던 나에게 정아의 가정은 충격이었다. 또 정아는 왜 아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왜 월급을 주는지, 왜 성

인인데도 독립하여 살지 않는지 의문투성이였지만 이러한 삶을 살

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나라면 진작에 주인공네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2-D-24-거]

이 학습자는 정아라는 인물이 폭력적인 아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매를 맞고, 엄마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아빠를 보면서 자라 ‘혹시 나도 저렇게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가는 정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 학습

자의 해석 텍스트는 ‘실제 독자’로서의 경험과 가치관만을 바탕으로 지배적

인 시선만을 반영한 것으로,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하거나 서술자와 초점자

의 구분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독자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반영한 것과 함께 지배적인 시선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것은 다초점 위

치에서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혼혈아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차별받는 재민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정아 모녀. 이 소설에는 사회 약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차별받으면서 폭행당하면서 이 세상을 꿋꿋이 버틸 수 있다는 게.

자신의 괴로움에도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중략) 나도 이 사회의 모순과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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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서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선뜻 나서진 않았다.

말로는 사회 비판을 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글, 그림을 그리

고 싶다고 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나의 이런 모습

을 보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부끄러웠다.

(중략) 나도 힘든 사람들의 일에 공감해주고 손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3-P-83-거]

거대한 뿌리라는 소설을 읽은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김정원의

시점으로 시작해 다른 인물들의 가슴 아픈 현실과 아픔을 직관하

게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서 내가 이야기

속에서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욱 와닿았다. 김정원은 정아

가 이주 노동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화를 냈는데, 나는 그런 김정

원보다 정아의 입장이 이해됐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방에 갇혀 아

버지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니 너무 가슴 아팠다. 나 또

한 어렸을 때 방에 갇혀 맞고 자랐기에 더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정아의 심정과 머릿속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사회적 배경 자체가 길거리에서도 폭행이 쉽게 일어나던 상황이었

기에 아버지란 사람의 죄책감은 있지도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그런 가정환경에서 정아는 누구에게 의지를 할 수 있었을까? 어머

니는 여자는 남자의 그늘 밑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품은 데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술 때문이라고 합리

화한다. 그러면서 정아 때문에 집을 못 나간다고 화풀이를 해 정아

에게 짐을 떠넘기는 듯 해보이는데. 그렇기에 정아는 더욱 자히드

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학대당한 기억

은 몇십 년이 흐른다 해도 마음 어딘가에 썩은 상처처럼 곪을 수

밖에 없다. 나도 그걸 정말 잘 알기에 김정원의 시점이 아닌 정아

의 시점으로 봤다. 이 소설은 대사 하나하나가 그 시절 그때의 사

회적 상황을 노골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았다. 정아의 흑백과 같은

삶이 밝은색으로 물들길 지금도 바라고 있다. M동의 굴레에서 모

두가 빠져나가길. [3-P-37-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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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학습자들은 ‘2-D-24-거’와 다른 해석 양상을 띠고 있다.

‘3-P-83-거’는 기존에 고민하고 목표하던 바를 반영하여 서사 세계를 지각

하면서 ‘부끄럽다’고 느끼며 감각하고 있고, ‘정아’와 ‘재민’이가 꿋꿋이 버티

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3-P-37-거’는 비슷한 경험이 없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2-D-24-거’와

달리, 비슷한 일을 겪었던 스스로의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과 유사한 인물인

‘정아’를 초점자로 하여 서술자 초점자인 정원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

을 상상하며 더 읽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 읽기에서 독자는 이해 및 수용의 상황에서 스키마(schema)를 동원하

는데, 이는 소설을 읽으며 독자가 반영하는 독자의 삶의 텍스트175) 혹은 독

자의 경험 텍스트를 의미한다. 스키마는 개체가 지니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체화된 경험의 구조’로 설명되는데,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학습자들은 축

적된 삶과 경험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설 이해에 동원되는 스키마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초점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고, 지배적인 시선 및 입장

을 유지하는 경우 다른 초점자를 통해 해석한 동료 학습자와 해석을 공유하

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를 넓혀 문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다양한 초점자와 만남을 통한 내적 대화의 활성화

학습자는 소설 읽기 과정에서 서술자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

게 된다. 서사 세계의 사건들은 서술자라는 중개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독자

에게 읽혀질 수 있는데, 따라서 학습자는 우선 서술자가 제시하는 초점화된

서사 세계를 받아들이며 ‘결을 따라가며 읽기(reading with the grain)’를 수

행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학습자는 ‘결을 거스르며 읽기(reading against

175) 삶의 텍스트란 독자가 문학을 읽을 때 문학 텍스트에 조응하는 독자 자신의 생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읽고 있는 문학 텍스트에 상대적 위상을 가지고 상호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삶 자체도 하나의 텍스트 개념으로 파악한다. (Zima, P. V., 『텍스트사

회학』, 허상운 옮김, 민음사, 1991, 107-112쪽. (노명완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12, 52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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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in)’를 수행하기도 하는데,176) 이러한 서술자 초점자를 넘어서 주체적

으로 초점화하며 초점 위치들을 경유하게 된다.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여러 초점자의 시선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서

학습자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을 느끼고, 학습자의 경험 세

계에서 할 수 없었던 타자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설 속 편력하는 여

러 초점 사이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초점자의 시각에서 서사 세계를 마주하

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의 내부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형성된다. 이때 학습

자가 마주하는 각각의 초점자들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나 가치관과

는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학습자 내면에 자리하게 된다.177)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해 사유하게 되는데, 내

적 자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내적 대화(inner dialogue)178)를 통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다초점화를 통해 여러 초점자의 눈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서 독자는 다른 관점에서 인물들을 마주하면서 끊임없

이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서

술자 초점자에 근거하여 서사 세계를 바라보며, 이해에 필요한 질문들을 스

176) 문학 작품의 결을 따라 읽는 것은, 마치 작품의 초대에 응하듯이 작품이 유도하는 대

로 해석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결을 거슬러 읽는 것은, 텍스트 자신도 의식

하지 못했을 텍스트 내부의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을 따라 읽는 것은 저

자가 보여주려 한 부분을 발견하려는 것이고, 결을 거슬러 읽는 것은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고 인지하지도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Tyson, L., 앞의 책, 36-38쪽.)

177)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 295쪽.

178) ‘대화’란 두 주체 사이에 단순히 말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학적 사유 방식을 성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학

적 사유를 추동시킬 수 있는 상호 소통 형태의 의견 교환을 의미한다. ‘대화’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교환을 통해 목소리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좀 더 타당한 자신

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대화중심교수학습방법’은 문학 작품

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핵심적인 교수 학습 방법상의 

장치이자 학생 스스로 내면화해야 할 전이력 있는 문학 능력으로서 대화(dialogue)를 

사용한다. 내적 대화란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사고들 간의 대화를 의미한

다.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의 극적인 교환’에 주

목한 용어이다. 독자가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인다는 입장보다는 능동적으로 의미

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읽기 과정에 나타나는 의미의 창조에 독자가 참여한다

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주어진 하나의 역

할, 즉 이상적 독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 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내적 대화는 텍스트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다양한 자아

들, 즉 텍스트를 읽는 동안에 지배적 읽기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자 내부의 다양

한 내적 자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한다. (위의 책, 286-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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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생성하기도 하고 초점 위치의 이동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비교하

며,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답하게 된다. 이러한 독자의 내적 대화는 다양한

초점 위치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초점자를 통해 더욱 풍성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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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소설 읽기에서 독자가 초점화(focalization)의 주체가 됨을 밝혀

독자의 유동적인 초점화를 다초점화라 명명하고, 이를 활용한 소설 읽기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을 고찰하여 초점화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후 다초점화 개념을 정교화하였다. 리쾨르의 해석 과정

을 토대로 읽기 과정을 밝히며 전문 독자의 읽기 양상을 통해 이를 검증하

고 학습자들의 실제적 읽기 과정에서 다초점화 진행 양상을 살피는 한편,

실제 교육의 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소설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화자)를 통해 서사 세계(이야기 세계)

를 지각하게 된다. 이때 독자는 서사 세계를 이야기하는 서술자에 대해 마

치 직접 본 것을 전달하거나 혹은 직접 경험한 것을 전달한다고 여기며 그

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는 서사 세계를 경험하고 이

해하게 된다. 하지만 소설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인물과 독자에게 이야

기하는 인물은 다르다. 주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시점(視點)을 ‘누가 보는

가’와 ‘누가 말하는가’로 분리하여 ‘누가 보는가’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초점화(focalization)’를 제시한다. ‘누가 보는가’의 문제는 이후 ‘누가 지각하

는가’로 이어지는데, 이때 ‘보는 주체’는 곧 ‘지각하는 주체’가 되고, 이는 다

른 작중 인물이나 서사 세계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이어진다.

기존의 소설 이론에서 초점화 주체는 언제나 서술자였다. 서술자는 초점

자를 통해 지각한 서사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러한 서술자 초점화

는 독자에게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방향성으로 인식되고, 이런 경우 독자는

초점화된 서술을 통해 소설의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게 된다.

한편, 독자반응이론이 소설 읽기에서 능동적인 독자의 역할에 관하여 이야

기를 해왔지만, 초점화에 관해서 독자의 적극적인 역할들은 부정되어왔다.

하지만 실제적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에 서술된 초점만 고려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비판적이거나 자의적인 입장의 초점만 고수하지 않는다. 오

히려 여러 초점 위치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서사 세계의

사태를 복잡하게 인식하는데 이러한 독자의 주체적 초점화를 ‘다초점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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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따라서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는 소설이 그리고 있는 서사 세계를 여

러 초점 위치에서 지각하며 입체적인 세계로 읽어내는 것으로, 독자는 서술

자 초점화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초점화를 수행하며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자기 의미화에 도달할 수 있다.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복합적

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며 서사 세계에 대한 하나의 지배적인 시선이나 하

나의 객관적인 의미도 없음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

제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분석했다. 초점화된 서술자의 서술을 토대로

서술자 초점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후 학습자는 초점화 주체로서 어떤

기제를 통해 초점화하며, 초점 위치 이동을 통해 서사 세계를 복합적으로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서술자 초점자의 자질 판단은 대상 작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서술자 초점자가 권위적이지 않은 외적 초점자의 경우, 학습자들은 초점

자를 파악하고 초점자의 자질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판단 없이도 다른

초점 위치로 자유로이 이동했다. 한편, 독자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

는 내적 초점자 즉, 인물 초점자의 경우 학습자들은 선지식을 반영하여 초

점자를 긍정하면서 초점자의 시선과 지각을 통해 서사 세계를 이해하거나,

초점자의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이 충돌하여 불편함을 느낀 학습자는 초점자

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술자 초점화를 자각한 학습자들은 초점화 주

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초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자신과 비슷

한 인물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공감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

하거나, 텍스트의 권위적인 내적 초점자에 불편함을 느낀 학습자는 ‘대항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했으며, 복합적인 초점 위치를 허용하는 외

적 초점자에 불편함을 느낀 학습자는 ‘상대적 초점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지각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처럼 서술자 초점자의 지배적인 시선에서 벗

어나 초점 위치를 이동하여 다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면서 학습

자들은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테마들을 접하며 스스로의 지평을 변형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독자 지평을 확장하여 경험 세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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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자기 의미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술

자 초점화를 자각했음에도 초점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유보하여

서술자 초점화에 고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반영해 지배적인 시선을 유지한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다초점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지각하였음에도 텍스트

의 의미를 작가의 의미라고 생각해 스스로의 경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방안

을 설계하였다.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하여 지각하게 하여, 초점화 주체로서 다초점

화를 통해 소설을 읽으며 입체적으로 서사 세계를 이해하고, 소설 해석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소설

을 읽으면서 초점자가 갖는 한정된 시선 인식을 인식하고, 초점화 주체로서

학습자의 초점 위치 이동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확장하여 복합적인 곳으로 서사 세계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 방법은 초점 행위 및 서술 행위 구분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하기, 동료 학습자와 해석 공유하기, 다양한 초점자와 만남을 통한 내적 대

화의 활성화 유도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화의 주체를 서술자에서 독자로

옮겨온 점이다. 소설 해석에 있어 독자를 단지 서술자 초점화를 따라가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읽기를 하거나, 텍스트에서 벗어나 자의

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주관적인 읽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초점화된 서술

자의 서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러한 텍스트의 초점화를 넘어서 주체적으로

서사 세계를 지각하여 자기 의미화하는 실제 독자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초점화의 주체가 되는 소설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초점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텍스트와 소통하는 독자의 태도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독자의 초점화는 서술 행위와 초점 행위를 구분한 후에

야 가능하다. 다초점화는 스토리와 담론 층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극

적으로 해석하는 독자의 초점화를 뜻한다. 다초점화를 통한 읽기는 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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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화를 따라 ‘결을 따라 읽기’도 하고 동시에 초점자의 제한된 시선과 지

각을 넘어 스스로 초점 위치를 선택하여 ‘결을 거스르며 읽기’ 역시 포함한

다. 그간 소설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주의에 주목하여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

을 긍정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을 잃었던 텍스트의 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서사적 의사소통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독자의 역할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에 한하여 읽기 양상을 확인한 점과 제재에

있어 초점자가 여러 명인 인물과 서술자 초점화와 독자의 초점화가 다를 가

능성이 높은 소설로 한정하여, 초점자가 한 명이거나 서술자와 독자의 초점

화가 같거나 비슷할 수 있는 소설에서의 다초점화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제시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실제 소설 교육의 현

장에 곧바로 적용되기에는 범박한 측면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초점화

주체로서 독자의 역할과 다초점화를 통한 소설 읽기에 관련된 논의가 보다

폭넓게 전개되고, 그러한 교육의 실천 방안이 더욱 정교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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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thod of reading novels through

multi-focalization including the focus of the narrator by the learner

actively participating in narrative communication as a focalizor.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starts at that the learner's reading in the

educational field consists of 'objective reading', which tries to reveal

only the author's intention, regardless of the reader's thoughts. and on

the contrary, 'subjective reading' that repeats self-identical interpret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text. This study avoided dichotomous reading

and explored the educational possibility of reading to reach

self-signification beyond what the text says through multi-focalization.

Gennette separated traditional sense of ‘viewpoint’ into ‘who sees’

and ‘who speaks’ and proposed ‘focalization’ as a term that refers to the

dimension of ‘who sees’ . In the separation of ‘mood’ and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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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ization is presented as a narrative method, and thus focalization

becomes an act in which the narrator focuses. However, the reader is

immersed in the narrative world through the narrator and at the same

time identifies the qualification of the narrator by reflecting the reader's

prior knowledge. When the reader's horizon and the narrator's horizon

collide, the reader has doubts about the narrator's credibility. In this

case, since the description of the narrator is what the Narrator-focalizor

has seen, the reader can be considered to be suspicious of the focalizor.

Afterward, the reader does not believe the Narrator-focalizor, and the

reader perceives the narrative world from a different focus position, and

the reader's focus position continues to change during the reading

process.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how

learners do multi-focalization in the process of reading novels. First, the

quality judgment of the Narrator-focalizor showed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target work. In the case of an external focalizor whose

narrator focalization was not authoritative, the learners grasped the

focalizor without showing a clear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inner focalizor, that is, the person

focalizor, who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eader's understanding, the

learners affirm the focalizor by reflecting their prior knowledge, or they

are uncomfortable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focalizor and the

learner's horizons, and thus negate the focalizor.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focalizor, the learners become the focalizor such as “empathetic

focalizor” based on empathy for similar characters, “reverse focalizor”

criticizing the character focuser, and “relative focuser” that relativizes the

authority of the Narrator-focalizor. Learners perceived the narrative world

and showed active focalization. By shifting the focus position, learners

showed the appearance of expanding their horizons by encountering

themes that deviated from their expect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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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wh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text as the author's meaning,

the judgment on the focalizor was withheld, or by reflecting personal

prejudices or stereotypes, the dominant gaze was maintained and the

limit was shown indiscriminately criticizing.

Based on this learner's data, the content of novel reading

education through multi-focalization is to recognize the limited gaze

recognition of the focalizor while reading the novel, and inducing the

learner's focus position shift as a focalizor. It expands the world of

experience and makes the narrative world a complex place. Educational

methods for this include ‘providing a scaffold to distinguish between

focus and narrative behaviors’, ‘Sharing interpretations with fellow

learners’, ‘inducing the activation of internal dialogue through

multi-focalization’. The ultimate goal through this, is to actively

participate in narrative communication as focalizor and to form an active

attitude in interpreting nove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the reader's

attitude of actively communicating with the text as the focalizor by

moving the subject of focus from the narrator to the reader.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learner's data,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which the learner perceives the narrative world

complexly through multi-focaliza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ecures

the place of the text that has lost its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affirming the reader's free interpretation by paying attention to

learner-centeredness in novel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affirming

the reader's role as an active participant in narrative communication.

Keywords: focalization, focalizor, multi-focalization, reader-response,

novel-reading-education

Student number: 2018-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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