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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의 소통방식에 대한 재고

-향수(享受)와 전수(傳授) 양식과 비제도적 문학교육의 관련

김 중 신

(국어교육과)

1. 서 론

문학교육은 문학현상이 바캄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벌체의 의도적 과정 및 결과이다. 이때

의 문학현상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생산， 작품 자체의 구조， 작품의 수용， 작품의 반

영 등 문학작품과 관련된 일켠의 작용과정을 말한다 1) 따라서 문학교육은 창작된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어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련의 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예술이 전달수단 중 하나이며 송신자(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유대를 창조하는 것

이라면 3) 문학텍스트의 소통윤 발신자로서의 ‘작가’ 와 수신자로서의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유대 행위라 할 수 있다 4)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가는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

를 코드화시키며， 독자는 이것을 해호화(解號化)하는 과정을 거쳐 내변화시킨다. 그러므로써

문학텍스트의 소통은 완결된다.

이 중 작자의 창작과 독자의 감상， 그리고 텍스트의 메세지는 문학연구의 기본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그러나 ‘문학을 비평한다’ 거나， ‘문학을 가르친다’ 할 때는 이들 요소 외에도 문학

텍스트를 독자나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개자로서의 문학비평가 혹은 문학교

1) 구인환 외， r문학교육론J ， 삼지원， 1992, pp.36-37.
2) 서적상이나 출판업자들의 소통이 문학작품의 양적 소통이라 한다면 문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

는 소통은 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로트만(유채천 역)， r예술텍스트의 구조J， 고려원， 1991, p.2 1.
4) 권오현은 문학소통에서 보는 창작 행위는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수용올 전

제로 하므로 작자의 전지천능한 놓력을 인정하는 창조개념 대신에 소통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는 생

산개념이 더욱 적합하다고 한다. 또한 텍스트에 따라 설청한 수용 방략에 의거하여 자동화 및 현동

화왼 방식으로 코드 해독함으로써 하나의 수용 텍스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규갱하고 있다. 권

오현， 「문학소풍이론J， 서올대 박사， 1991,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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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들의 존재 유무가 문학교육이나 문학비평이 문학연구 혹은 문학감상

과 구별되는 중요한 변별 요소이다. 이 중에서도 문학교육은 학습독자5)의 텍스트 수용을 위

해 작가와 텍스트， 나아가 문학현상까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창작과 텍스트 감

상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문학연구와의 차별성을 부여받는다.

혼히 ‘문학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문학교육을 통해 ‘우엇을 할 것인가’ 라는 대상에

대한 질문과 문학교육을 ‘왜 하는가’ 라는 기능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문학교육의 대상과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문학교육이란 문학텍스트와 문

학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에 대한 교육 과 이의 기능면에서 ‘문학을 통한 교육’， 그리고

‘문학을 위한 교육’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척인 것은 문학텍스트

에 대한 교육으로서 돼스트의 부분적 의미와 전체적 의미가 순환적으로 파악되어 독자로 하여

금 텍스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척으로 택스트의 내재적 가치

를 학습독자에게 체현화시킴으로써 문학적 문화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다. 또한 학습독자의 정서의 유로(流露)와 이의 형상화를 통해 학습독자로 하여금 잠재적 작

가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문학적 감염성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

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독자의 문학척 문화에의 감염은 문학척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기 위한 기초척 토대이다. 결국 학습독자는 문학적 문화의 현재적 향유(享有)자인 동시에

미래척 천숭(傳承)자로서 문학적 소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6)

그러나 이러한 문학교육도 실제적으로는 학습독자에게 텍스트를 중개하는 교사의 실천을 통

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교사는 텍스트의 선정자이면서 텍스트의 해석자

이며 또한 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하는 수용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셜령 교사가 문학의

수용자로서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음미할 수 있는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어도 실쩨로

수업을 통하여 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7) 즉， 문학교사가 문학텍스트의 수

용자이며 중개자로서 역할을 선조척 (線條的)으로 수행할 때 문학교육은 바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학교사의 위와 같은 기능은 특정 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고정된 택스

트의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문학교사는 이미 고정된 텍스트를 선정，수용，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택스트를 새롭게 창작하거나 선정된 택스트를 변이시키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5) 문학교육에서 피교육자는 학습자이면서 또한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7l도 하다. 따라서 이률

‘학습자’나 ‘독자’라는 개념보다 ‘학습독자’라는 개엽이 타당할 듯하다.

6) 이상은 줄고， 「문학교육의 내척 범주와 외적 가능성 J . 논문집 43집 ， 한국국어연구회， 1991,9.
7) 구인한 외， 앞의 책， pp.3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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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교사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중간에서， 코드화된 텍스트를

해호화하고 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문학텍스트를 수용하고 중개하는 문학교사의 역할은 텍스트 소통과정에서

어떠한 위상에 놓-이는가. 또한 텍스트가 고정화되지 않은 문학작품이 전숭되는 과정은 문학택스트

소통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본고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데에 주된 관심이 놓

여있다.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고찰에 앞서 공식적언 문학교사가 폰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문학텍스트의 전숭의 양상과 이때에 중개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II 문학텍스트 소통행위와 비제도적 문학교육의 관련

1. 문학텍스트의 소통과 비제도적 문학교육

역사적으로 보아 교과는 각 시대 또는 사회의 교육에 대한 요구나 문화척 정치적 상황에 따

라 여러가지 형태로 존속되어 왔다. 자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선인들의

경험에 의한 생폰과 종족 보전을 위한 수칙이 전수되었고，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는 음성언어

대신에 문자를 통한 간접 경험이 전수되어 왔다. 그러다 사회가 분화되고 다기화함에 따라 우

발적， 일회적인 교육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공식적인 교육

기관 즉， 학교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교육이 시행되었다. 초기의 학교는 유한 귀족계급에

의해 독점되고， 사물이 아니라 언어， 신체척 행위가 아니라 마음， 구체적 생활사태가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중심으로 교과와 교수방법이 방향지워졌다 8)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생존

수단의 전수의 요목 외에도 사회를 존속시키고 동일한 가치관과 문화형을 공유， 지속시키기

위한 요목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9)

중세 이후 이러한 제도적 기관을 통해 시행되어 온 교육은 주로 과거에 동용하기 위한 방편

으로 이용되었다. 이율곡은 “옛날에는 학문이 이루어져서 나은 사람이 된 자를 천거했기 때문

에 배우는 사람은 일찌기 벼슬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 과거로써 사랍을

8) 김수천， 「교육과쟁이론과 교과J， r교육과정이론의 쟁점J， 김종서박사정년논총위훤회， 1987, p. 18.
9) 예컨대 단군신화의 경우， 단순한 흥미률 위주로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천손의 자식이나 홍익

인간 이념의 유포 둥을 통해 민족척 동질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된 면이 강하다는 것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신화는 신성성과 진실성올 바탕으로 그 시대 그 사회 성원들의

용속으로 고정시키고 그것올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에서 긍지률 갖게 하며， 행위의 모범을 설정하

여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올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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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때문에 비록 통천하는 학문과 남보다 아주 뛰어난 행실이 있다손치더라도 과거가 아니면

도를 행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아비는 그 아들을 가르치고 형은 그 동생을 면려한

다" 10)고 하여 당시 학문의 목적 이 과거 급제 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r增補文廠

備考j에는 “나라에 영광을 보려면 과거에 응할 수밖에 없을지니 또한 성심으로 공부하여 헛되

이 세월을 보내지 말 것”이라고 하면서 “근일 {土者의 通病은 나태， 방이하여 독서에 힘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도학을 지향하고 과업을 꺼렴찍하게 여긴다 하여 유유히 세월을 보내어 학문

과 과거 두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는 자가 많음”을 경계하고 있다 11)

이러 한 科複에 부과된 과목으로서는 進士科는 詞章， 明經科는 유교의 經典， 雜科는 법률，

의학， 지려 둥이 중심이었다. 이 중 경전은 이론적이고 난해하다하여 화려하고 실용척인 사장

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12) 이에 따라 제도적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문학교육은 사장 중

심의 것에 치우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결과 문학텍스트를 지식 전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교육기관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종류도 극히 쩨한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제도적 교육 기관이 과거 등용의 과정으로서 일부 지배충의 자제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13)는 연을 고려할 때 제도적 교육기관에서 시행된 문학교육보다 벼제도적， 비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옹 문학교육의 범위나 내용이 다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문학의 자기

교육척 기능을 고려할 때， 문학의 의미가 지식의 대상으로서보다는 향유의 대상 혹은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 수단으로서 더 크게 부각된 까닭이 었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이전의 문학교육에 대한 양상의 고찰은 제도척 교육기관 14)에서 공식척

으로 시행되어 온 것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문학텍스트가 향유，전숭되어 온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문자언어를 매체로 하지 않는 텍스트의 전숭， 또한 음성

언어로 된 텍스트의 채록 둥 근대 이전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던 구비텍스트

의 소통과정은 당대의 보편척인 문학현상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비제도적인 문학교육의 한 양

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비 텍스트의 전송은 규범화되고 체계화된 소통과정이라기보다는

비규범화， 비체계화된 소통과정인 것이다 ..

10) 이옹백， r국어교육사J ， 신구문화사， 1974, p.15에서 재인용

11) 위의 책， p.16. 에서 재인용

12) 진단학회 편， r한국사J ， 올유문화사， 1974, p.78.
13) 한기언， r한국교육사J ， 교육파학사， 1982.
14) 여기서 시행되는 교육이 제도적 교육이며 이는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의도률 가지고 제한된 학

습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청한 교수자가 특갱한 내용올 가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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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 텍스트의 소통과 언어 행위

로트만은 언어를 특수한 방식으로 배열된 기호들을 사용하는 어떤 전달체계들이라고 이해한

다 15) 인간의 모든 언어 행위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함을 고려한다면 언어의 활통은 발신자의

표현 행위와 수신자의 이해 행위로 구분지울 수 있다. 각각의 활동은 전통적으로 말하기， 듣

기， 원기， 쓰기의 네가지 언어활동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네가지는 행위자에 따라 이해〔듣기

및 원기〕와 표현〔말하기 및 듣기〕으로 구분되며，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 음성언어〔말하기 및

듣기〕와 문자언어〔읽기 및 쓰기〕로 구분된다 16)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는 의사소통의

매체를 언술화된 기호만을 분류기준으로 삼은 방법이다. 언어를 하나의 기호로 파악하게 되면

언어기호는 문자나 음성으로 코드화된 것만이 아니라 옴짓이나 표정 등 코드화되지 않은 것도

포함한다. 즉 언어기호는 문자언어나 음성언어처렴 언술화된 언어뿐 아니라， 언술화되지 않은

동작 언어까지도 그 내적 영역에 포항하며 또한 그 구체적인 행위는 몽짓이나 표정을 통해 상

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나 정서를 표현하는 ’보여주기 (showing) ’ 와 소통되는 정보를 수신자가

시각적으로 수용하는 ‘보기 (seeing) ’ 로 구분할 수 있다.

요컨대 표현과 이해 행위에 따른 언어활동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외에 보여주기와 보

기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 중 말하기와 듣기는 음성언어로， 원기와 쓰기는 문자언어로， 보

여주기와 보71는 동작언어로 매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을 의사소통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문학장르는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로 매개화된

것이며， 연극이나 영화 동 공연예술은 동작언어로 매개화된 것이다. 따라서 동작언어로 구체

화되는 ‘보여주기’와 ‘보기’는 문학척 활동이라기보다는 공연예술의 활동에 속한다. 하지만

탈춤이나 판소리같은 구비연행예술의 경우 대사와 춤사위， 아니리와 발렴 둥이 각기 독립되어

전숭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와 동작언어가 미분화된 상태로 전숭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말하기’ 와 ‘보여주기’ 혹은 ‘듣기’ 와 ‘보기’ 를 명확하게 구분지울 수는 없다. ‘보기’ 를 통한

이해는 무언극을 제외하고는 ‘보여주기’ 와 ‘말하기’ 가 결합된 텍스트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시각적 감상뿐만 아니라 청각적 감상까지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17)

15) 로트만， 앞의 책， pp.21-33.
16) 노영완， r국어교육흔J ， 한생， 1989 , p.23.
17) 어떤 연에서 ‘말하기-듣기’ 의 행위는 수신자가 발신자률 ‘보는’ 것올 전제로 실현왼다. 음성

언어의 특별한 경우률 제외하고는-예컨대 무선방송-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실연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자언어의 실현인 ‘쓰기-원기’ 도 발신자나 수신자가 문자률 보는 것올

전제로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의 실현은 모두 ‘보기’ 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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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문학택스트의 소통은 생산자로서의 작가가 ‘말하기/쓰기/보여주기’를 통해 창

작한 것을， 수용자로서의 독자가 ‘읽기/듣기/보기’ 를 통해 이해，감상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울

수 있다.

III 문학텍스트의 향수와 전수의 양상-구비전숭의 경우

1. 구비텍스흑 소통과정의 특징적 현상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소통과정에서는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생산자로서

의 작가와 수용자로서의 독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려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

는 생산된 택스트에 대해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방략에 의해 주체척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수용자의 택스트에 대한 임의적 변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춘원의 r무정』을

문학소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자로서의 춘원이 창작해 낸 텍스트를 수용자로서의 독자가 그

것을 자신의 수용방략에 의해 주체척으로 해석한다손치더라도 텍스트 r무정」은 창작 당시의 내용

이 고정 불변한다는 정이다. 즉， r무정』의 소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용자는 시간척，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며 이때 소통되는 텍스트는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척인 것이다.

그런데 구비텍스트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비택스트는 음성언어로 소통되

는 까닭에 소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텍스트의 변이가 일어난다. 천숭되는 시대， 전파되는 지

역， 전숭 및 향유 주체가 바핍에 따라 구비텍스트는 자체의 생존을 위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

른 텍스트 자질 상의 변이가 일어난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그 변이양

상을 단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므로 화자이며 챙자이기도 한 수용자18)와 설화 자체의 전숭력

을 중심으로 해서 변이 양상을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대체로 수용자의 의식에 따른 변이는

수용자의 회망과 행복의 추구， 절대적인 생존 본능， 善惡賞節에 대한 강한 융리관， 종교적 배

경의 이동 등에 따라 일어난다. 한편으로 설화자체의 전숭력에 따른 변이는 보편적 합리성，

의미 속성의 다양성， 구조간의 결합과 분리로 인해서 일어난다 19) 이와같은 변이는 대체로 분

리와 결합， 탈락과 첨가와 같은 양상으로 일어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합리화， 배경사상의

이동， 화자의 망각， 특별한 목척을 위한 일부 대중의 인위적인 개작이라 할 수 있다 20)

18) 구비텍스트의 소통과정에서는 갱확한 의미에서 독자라는 개념보다는 수용자 혹은 향수자라는

개념이 타당할 듯하다.

19) 최래육， r한국구비전설의 연구J， 일조각， 1981 , p.l02.

20) 위의 책， p.l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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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판소리의 이본(異本)이 발생하는 것은 광대가 기폰에 전숭되던 텍스트의 단위 내용

을 연회 상황이나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별， 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김연수의 「척벽가」

창본의 경우， 김연수는 판소리 개작자이면서 광대이기에 자신이 개작， 정려한 창본을 실제로

연창했고 제자에게 전숭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창본이 스숭으로부터 이어받은 내

용으로부터 멸리 벗어날 정도로 결정적인 개작을 거친 것은 아니다 20) 창자이자 전숭자로서의

김연수의 역할은 다음의 진술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판소리 사셀에는 중국의 고사나 유명한 섯구가 많이 나옹다. 그런데 한문이 짧은 가수흘이 선생

의 소리률 쫓아 부르며 소리률 배우다가 그것올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잘못 배운 가사

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졌다. 이것올 이른바 오자낙서라고 하는데 김연수는 젊어서부터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올 뼈아프게 느꺼고 이 일에 힘을 썼다. 선생에게 받은 사셜은 하나하나 그 글

의 원뜻올 캐어 바르게 척었올 뿐만 아니라 채미 없는 대목은 떼어내고 다른 바디의 서설에서 재미

있는 대목을 뽑아다가 새로 집어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목마다 있올 만한 대목이 빠져있으면 새로

사셜올 지어서 다섯 마당의 사셜올 새로 청리하였고 여기에 곡올 붙였다."(밑줄 인용자. 이하 동일) 2잉

여기에서 우리는 판소리의 전숭에 있어 김연수의 역할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우선， 김연수는 스숭에게 전수받은 사설에 나타난 오자낙서를 바로잡기 위해，

‘소리를 기록’ 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그것을 단순히 옮겨 척은 것이 아니라 ‘재미없

는 대목은 떼어내거나’ , ‘있을만한 대목이 빠져있으면 새로 사설을 집어넣었다’ 는 정이다. 이

러한 사실은 김연수가 판소리의 단순한 전수자가 아니라 텍스트를 제한적으로 변개한-달리

말하면， 異本을 창작한-제한적 창작자임을 말해준다.

이렇듯 구비텍스트의 소통과정은 문자언어로 매개되는 텍스트의 소통과정과 몇가지 변에서

특정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돼스트의 향수자23)는 그가 향수한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향수한 텍스트를 변이하여 제 2의 수용자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따라서 구비렉스트의 전숭자는 택스트의 수용， 개작， 전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21) 김상훈， 「척벽가의 이본과 형성 연구j， 인하대 박사 논문， 1992, pp.13-14.
22) 이보형， 「임방울과 김연수j， r판소리의 바탕과 아름다움J， 인통， 1986, pp.395-396.
23) 구비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발신과 수신이 동일한 시간파 동일한 공간에셔 이루어지는 연행

의 성격이 강하며， 또한 발신자가 연행 상황에 따라 텍스트의 변개률 가하면서 스스로 텍스트률 향

유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텍스트률 발신하고， 그것을 이해， 해석， 감상한다는 ‘창작’ 이나 ‘수용’ 이

라는 개념보다는 ‘전수(뽑受)’ 와 ‘향수(享受)’ 라는 개엽이 적철할 듯하다. 한편， ‘향유(享有)’ 와

‘전숭(댐承)’ 이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으나 ‘향유’ 는 향수보다 작품올 감상하고 즐긴다는 의미가，

‘전숭’ 은 전수에 비해 통시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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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비텍스트의 소통과청에서 창작자〔발신자〕와향수자〔수신자〕가미분화되어 있음을 말한

다.

셋째， 구비텍스트는 음성언어로 매개되므로 보급과 보존 상 텍스트의 유지에 한계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텍스트가 후대에 전숭되는 과정에서 문자언어로 채록되기도 하는 데 이것은

택스트 매체가 전환되었음을의미한다 24)

이상과 같이， 구비택스트의 소통과정 상 나타나는 향수자의 텍스트 변이， 향수자와 창작자

의 미분화， 택스트 매체의 전환 등은 문자 택스트의 소통과정과는 다른 현상들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념 설정과 그 소통 방식의 특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구비펙스트의 향수와 전수의 양상과 특징적 의미

구비텍스트는 고정된 텍스트가 없고 업에서 업으로 전해지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신

자는 곧 창작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전의 발신자로부터 그 택스트를 수용한 수신자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수신자는 텍스트의 수용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택스트를 새롭

게 해석하고 개작하여 다른 사랍에게 전달하는 발신자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발신자

(창작)

를텍스트 늘수신자

(수용)

일반적인 문학택스트의 소통과정 상의 발신자， 수신자의 선상에서 창작자와 수용자를 면밀

하게 대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25)텍스트의 향수자이면서 창작자， 또한 전달자를 단순히 발

신자라고 하기에는 그 행위 특성상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향수한 텍스트에 비해 그가 중개하

는 핵스트의 독창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어11 2 6)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서의 발신자 혹

24)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제도척 교육이 갖는 규범성， 엄숙성 둥으로 인해 제도척으로 선청한 문

학텍스트에 대한 학습독자의 수용은 대단히 피상척이거나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의 문학텍스트률 영상매체로 전환된 것을 시각척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변에서 텍

스트 매체의 전환은 문학교육에서 금기시하거나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척으로 그 방략올 검토해

야 할 것이다.

25) 향수자는 텍스트률 수용한 다음 그것올 변개 [재해석 및 재창작] 하고 이률 다시 다른 사랍에

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텍스트의 창작과 텍스트의 수용자률 구분해 낼 수 없다.

다만 소통현상에서 나타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개념 구분은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비텍스트

의 소통파정에서 작품올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창작까지 담당하는 사람올 잠정척으로 ‘전수자’라고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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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창작자의 개념과는 통 떨어진다. 이것은 앞장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구비텍스트의 향수와

전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에 참여한 탓이다.

그렇다면 구비택스트의 소통과정의 특징적 양상으로서의 향수와 전수의 개념은 어떠한가.

이 정에 대한 고찰을 위해 생산자로서의 ‘작가’ 의 본질을 규명해보자.

본질상 모든 작자는 이전의 독자였다. 어떠한 택스트든 이전의 텍스트를 긍정척이건 부정척

이건 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생산펼 수 없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작가는 가장 적극

적인 독자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자가 ‘독자로서 수용한 텍스트’와 ‘작자로서 창작한

텍스트’ 는 상이한 것이므로 작자는 텍스트의 전수자일 수는 없다. 예컨대 다음의 경우，

‘그때에 상종누이들이 입으로 외오는 노래률 많이 들은 법한대 그 중에서 기억이 냥은 것은 ‘구릅

간다 구릅간다/구릅 속에 선녀간다I. ‘ •• (중략) .... 자깨합통 반다치는/시댁으로 롤라시요/요강대야

반상펴는/부모님께 툴리시요. 11 ’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 죽은 뒤에 장례를 지나 무덤의 처량한

광경이며 죽은 혼이 남편과 부모률 그리워하는 하소연 - 이러한 내용올 가진 장면서사시률 듣고도

그것이 좋아서 베껴 놓은 것까지 생각나고 그것올 처음 들었올 때 인상도 지금까지 선명하건만 그

문구는 아오리 하여도 생각이 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들은 내게는 문학척 자극올 줌이

심히 컸습니다. 그 뒤에 읽은 아모려 위대하다는 작품보다도 인상이 깊습니다 " 2끼

라는 진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춘원에게는 어렸을 때 들은 ‘업으로 외오는 노래’ 가 이

후의 창작 활동에 상당한 문학적 자양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춘원이 생산한 택

스트와 그가 이전에 들었던 텍스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적극적 독자28)로서의 작가

이다. 그러나 이때 생산된 텍스트는 작가가 이전에 수용한 텍스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텍

스트의 수용자가 단순히 텍스트를 강상하는 것에 그치는가 아니면 텍스트를 변개하여 새로운

소통과정 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적극적인 수용과 소극적인 수용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소극

적인 수용은 텍스트를 수용함으로써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체득화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수용

은 텍스트를 수용하고 이를 변이， 창조하여 제삼자에게 전파시킴으로서 택스트의 유기척 생명

성을 지속시켜 주는 것으로서 대체로 구비택스트의 소통은 모두 이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소극적인 수용은 소통과정의 최종 단계이며 적극적인 수용은 소통과정의 종착지이

26) 향수한 텍스트와 전수하는 텍스트가 내용상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이것은 구비텍스트의 적충성

의 한 양상에 불과하며 혹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하더라도 그것은 이본(異本)의 정도률 벗어나지

않는다.

27) 이광수， 「다난한 반생의 여정J . r조광J . 1936년 5월 . pp.136-137.
28) 윤여탁은 시가 형상화하고 있는 상황과 그 정서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바탕이 되는

정보를 가지거나 가지려는 독자를 ‘농동척 독자’ 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윤여탁， 「시에서 리

얼리즘은 어떻게 실현되는가J . r표현J . 1992 상반기.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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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통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적극척인 수용은 수용한 택스트에

대해 돼스트의 유기척 생명성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텍스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이， 창작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이렇게 볼 때 소극

적인 수용은 ‘향수(享受)’ , 적극척인 수용은 ‘전수(傳授)’ 라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연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창작 C. -> 텍스트 T. -> 수용 R.

4작 Cl • 텍스트 T 1. -> 수용 R I. ==>
(변이) ~

창작 C2.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작 C. 를 통해 생산된 택스트 T. 를 단순히 해석，감상하

는 데에 그치는 것은 소극적인 수용〔수용 R.J이며 ， 이것은 문자언어로 매개되는 랙스트의 쉴

반적인 소통과정이다. 그런데 구비 텍스트를 전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이하여， 즉 재해석，

재창작하는 과정〔수용R=창작 Cl. J 을 거쳐 생산된 텍스트 Tl. 를 수용자 Rl. 에 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척극적 수용이며 곧 택스트의 전수이다.

3. 문학택스트의 소통방식의 앙상

소통과정에서 발신자의 표현 행위는 ‘말하기/원기/보여주기’ 로 각각 구체화되며 수신자의

이해 행위는 ‘듣기/쓰기/보기’로 각각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말하기/원기/보여주기’， 혹은

‘듣기/쓰기/보기’ 둥은 택스트를 매개하고 있는 언어기호의 종류에 따라， 소통방식이 달라짐

을 말한다. 독서 행위를 통한 향유는 ‘쓰기-원기’의 방식으로， 구연 행위를 통한 향유는 ‘말

하기-듣기’의 방식으로， 연행을 통한 향유는 ‘보여주71-보기’의 방식으로 소통된다. 즉 문

학텍스트는 텍스트를 매개하고 있는 언어기호의 특성에 따라 그 소통방식이 특정진다.

일반적으로 렉스트 소통과정에서 수용자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주체척 해석이나 감상은

가능할지라도 텍스트의 자질에 대한 변이나 개작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창작된 텍스표의 고유

성이 유지된다. 그런데 구바텍스트의 소통과정에서는 수용자가 택스트의 자질에 대한 변개를

가하게 되어 창작자의 텍스트 고유성이 화괴된다.

또한 택스트의 보급이나 보폰의 필요에 따라 구비텍스트를 문자텍스트로 기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텍스트의 내용상의 변이뿐만 아니라 텍스트 매체 상의 전환도 일어난다. 구비텍스트

가 채록되는 경우나 문자화된 텍스트를 청중의 형편에 따라 구연되는 경우는 텍스트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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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29) 예컨대 음성언어로 매개되던 구비택스트가 문자언어로 전환

되거나， 문자언어로 매개되던 텍스트가 음성언어로， 혹은 동작언어로 매개되댄 택스트가 음성

언어나 문자언어로 전환된다. 이를 간단히 정려하면 다음과 같다.

1) 텍스트 매체의 지속

(1) 음성언어의 지속;듣기-말하기

(2) 문자언어의 지속;원기-쓰기

(3) 동작언어의 지속;보여주기-보713이

2) 텍스트 매체의 전환

(1)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로의 전환;듣기-쓰기

(2) 문자언어에서 음성언어로의 전환;원기-말하기

(3) 동작언어에서 문자언어로의 전환;보여주기-쓰기

(4) 동작언어에서 음성언어로의 전환;보여주기-말하기

이상의 경우의 구체적인 양상은 구비텍스트의 향수와 전수의 방식뿐만 아니라 문학텍스트의

전숭과 향유로 특갱지워지는 문학교육적 현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는데 커다란 의의를 갖

는다.

IV, 텍스트 매체의 지속과 전환의 양상

1, 텍스트 매체의 지속

29) “매체의 변용에 다른 수용구조의 변화는 문학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문화의 수용자인 학생들은 작품올 직접 원는 독서체험올 통해 일차적으로

문학을 수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작품을 영상으로 변용된 것을 통해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상매

체〔영상텍스트〕툴 통해 작품올 수용하는 경우， 작품구조률 비롯하여 작품의 분위기 심지어는 주제의

측면에서까지 변용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러한 변화률 고려하지 않은 채 2차

적인 수용올 일차적인 수용파 동시 에 동일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한용， 「문학작품의 영상변용

에 관한 연구J， 논문집 38집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0, p.2.
30) 사실 음성언어나 문자언어， 그리고 동작언어가 텍스트 소통과정에서 상호간에 매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문학의 소통과청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나， 소통과정

에서 동작언어가 매체로서 지속되는 것을 문화텍스트의 소홍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 즉，

탈춤이나 판소리는 대사나 사설이 연회되거나 채록되는 것은 문학의 소통과 관계되나， 문학이라는

장르의 매체적 특성상 판소리의 발립이나 탈충의 충사위의 향수 및 전수까지 문학적 소통으로 보는

데는 이론이 있올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작언어가 매체로서 지속되는 ‘보기-보여주기’ 의

양식은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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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소통과정에서 창작 당시의 텍스트 매체가 향수-전수에 이르기까지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음성언어의 매체가 지속되는 방식， 문자언어의 매체가 지속되는 방

식， 동작언어의 매체가 지속되는 방식이 있다.

1) 음성언어 매체의 지속:듣기-말하기

‘듣기’를 통해 향수한 텍스트를 ‘말하기 로써 전수하는 양식으로， 구비적으로 전숭되는 텍

스트를 전수자가 음성언어로 듣고 이를 주체적으로 변이시켜 향수자에게 음성언어로 전숭시키

는 양식이다. 구비천숭의 가장 보편적인 양삭으로 대부분의 구전 가요나 설화의 전숭방식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자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의 텍스트의 모든 소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음성언어

의 현장성， 즉흥성 등으로 인해 ‘듣기-말하기’ 의 양식은 현대에 와서도 택스트 소통의 주요

한 양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문자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의 경우 문학텍스트의 주종을 이루어 왔던 엉:식인 설화나 민요의

소통 양식은 ‘듣기-말하기’의 양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신화나 전셜， 그리고 민담같은

설화는 그 발생사적으로 보아 고대의 어떤 풍부한 이야기가 일방으로는 사실로서 문서에 채록

되고 타방으로는 구전으로 전파되어 점차 잎을 피우고 가지를 돋쳐 초목처렴 무성해지는 것이

다 31 ) 그러나 문자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의 전숭의 경우뿐 아니라 문자언어가 발명된 이후에도

문자언어 보급의 제한성， 음성언어의 즉시성과 현장성 그리고 생동성으로 인해 민칸에서는 음

성언어를 통한 향수와 전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신화는 일상적 삶을 뛰어념는

초자연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한다는 항구적 속성을 띠

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성격은 민족의 공동체척 기억과 이상을 표현한다는 정에서 집단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신화의 민족적 공유를 위해 신화의 향유충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끊

임없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전숭하였다. 이 경우 택스트를 매개하는 언어기호는 필연

적으로 ‘듣기-말하기’의 양식일 수밖에 없다.

설령 문자언어가 발명된 이후의 경우라도 택스트의 성격상 듣기 말하기의 양식으로 향수，전

수되는 것도 있다. 판소리의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판소리 광대는 이른바 口心傳授

에 의해서 텍스트를 향수한다. 즉 아무런 교재도 없이 스숭의 소리를 한마디씩 배워 나가는

것이다. 판소리를 배우려는 광대는 스숭의 곁에서 매일 소리를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완전

히 익힐 수 있도록 하루종일 반복 연습해야 하므로 명창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명

31) 장덕순， r삼국유사 소재의 설화분류J， 인문과학 2집 ， 연세대，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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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판소리 명창 중 한 사랍인 송광록은 자기의 형인 송홍록의

鼓手였고 주덕기는 송홍록과 모홍갑의 고수로서， 그들은 다년간 고수로 따라 다니면서 자기가

반주하는 명창의 소리를 다 익혀버린 것이다. 자기와 연회 활동을 같이한 명창의 소리를 듣고

그를이 부르는 판소려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하여 판소리에 상당한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혼자 적당한 곳을 찾아 몇년간 독공을 하고 드디어 명창이 되는 것이다 32)

이렇게 해서 판소리 광대가 되면 그을은 연회자일 뿐 아니라 판소려 사설의 창작자로서 단편

적 설화들을 토대로 ‘판짜기의 원리’ 33) 등의 방식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하며 한편으로는 다른

요소들을 텍스트 안에 삽입 34)함으로써 그것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판소리에서 창법상 독창성있는 대목을 가려키는 말인 ‘더늠’ 이라는 용어가 ‘더 넣다’ 라는

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를 증거해주는 것이다. 김창환 더늠， 입방울 더늠 등 그 더

늠을 만든 사랍의 이륨을 명청을 삼고 있는 것 또한 판소리의 전숭과정에서 여태까지 없던 것

을 광대가 자신의 특장에 맞계 더 넣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문자언어의 발명과는 무관하게 음성언어를 매체로 하는 텍스트는 ‘듣

기’ 의 향수와 ‘말하기’ 의 전수의 방식을 통해 소통되었음을 말해준다.

2) 문자언어 매체의 지속;원기-쓰기

문자언어로 기록된 텍스트를 35) ’원기’ 를 통해 향수한 다음 이를 전수자가 변이시켜 다시

문자언어로 기록하는 양식이다. 혼히 이 양식은 표절이나 영향 수수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나

이때의 경우는 전수자가 향수한 택스트와 전수하는 텍스트의 이질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진정

한 의미의 전숭이라 보기 어렵다.

전수자가 이미 전시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라면 轉寫얼 수 있으나 원본이

32) 최종민， 「판소리 교수법의 모색 j， r판소리 연구J， 판소리학회 1집 ， 1989, pp.57-58.
33) 김대행은 변강죄가의 마지막 부분에 연회때 군상이 동장하는 대목의 동장용 이야기 구조로 본

성격상 해학척인 효과와 음악척 측면의 전략상 음악적 다양화로서 흥미툴 증진하고자 하는 판짜기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이며 그러한 지향의 효과률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판소리 광대가 그 근본적 지

향올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가변적임올 설명하는 증거라고 한다. 김대행， 「판짜기 원리에

관한 한 가정j， 위의 책， pp.29-43.
34) 판소리의 삽입가요는 광대의 암기에 의해 전숭되는 부분이며 거의가 이미 구전되어 오던 것이

다. 특히 판소리 사설본의 삽입가요는 그 문맥에 용해됨으로써 그 가요의 전숭상 새로운 各篇올 보

이더라도 그 구전성올 인정하지 않올 수 없다. 그 혼척으로는 다른 곳에 삽입된 같은 삽입가요률 서

로 비교해 볼 때 찾을 수 있는 텍스트 전달 상 중요한 역할올 하는 구비공식구의 존재률 들 수 있

다. 정충권， 「판소리 삽입가요의 삽입양상 연구j， 서울대 석사， 1989, p.20.
35) 문자언어로 창작된 것뿐 아니라， 음성언어로 창작되었다가 문자언어로 청착된 텍스트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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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된 경우라면 轉寫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므로 전수자가 개작할 텍스트가 그대로 창작으

로 간주될 수 가능성이 었다.

이규보의 「동명왕 편」 序에는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스러운 일을 많이들 이야기

한다. 비록 어려석은 남녀라도 혼히 그 일을 이야기에 올린다. 내가 일찌기 그것을 듣고서 웃

으며 말하기를 ‘先師 {뼈尼께서는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

괴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바 못된다.’ 고 하여 중세척인 가치관에 의해 황당하고 기피한 것

은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36) 그러다가

“지난 계축년 사월에 r훌三園史」를 얻어 「통명왕 本紀」률 보니 그 신이한 사척이 세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올 수 없어서 鬼이고 짧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번 거푸 탑독

하고 음미하니 점차 그 근원에 이르게 되어 幻이 아니고 聖이며 鬼가 아니고 빼이었다 . 4 .••. 통명왕

의 일은 神異해서 사랍들의 눈올 현혹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률 처읍 일으킨 신성한 자취이니

。1 것올 서술하지 않으면 후인틀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해서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고장임올 천하에 얄리고자 한다 " 37)

고 말한다. 결국 이규보는 동명왕에 대해 구전되는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怪力홉L神으로

간주하였으나 후일 r홉三國史」 에 기록된 통명왕에 관한 사적을 여러 번 읽은 후 통명왕의 일

이 聖이며 禮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로 지어 기록하고 있다.

동명왕 전숭이 성스럽게 천숭되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인정한 것은 문화창조 방향의 거대한

전환이 집약되어 있는 경험 38)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규보가 r구상국사」를 윈었기 때

문이었다. 또한 동명왕의 전기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로 지어 기록한 것은

이규보가 동명왕 신화에 대한 전수자라기보다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이 더 벼중이 콤은 사실이

다. 그러나 r구삼국사j에 수록된 동명왕에 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규보를 창작자

로서만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의 擾者가 수록 설화의 상당부분을 「鏡書J， r古記J ， r鍵誌J ， r前漢

畵J r通典J ， r高麗本紀」 둥에 典據하고 있음에도 확인된다. 이 중에는 단지 수록 내용의 신빙

성을 갖추기 위해 허구의 책을 전거로 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39) 대부분은 셜화를 듣거나 실지로

36) 조통일， r한국문학통사 2J , 지식산업사， 1989, p.84.

37) 위의 책， 같은 곳.

38) 위의 책， p.85.
39) 예컨대 단군신화의 전거로 사용하고 있는 r짧書』는 중국의 서사임에 툴립없으나 지금 전하는

r鏡書」 에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없다. 李F적흙 역， r삼국유사J ， 대양서척， 1973, p.76.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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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얽은 후， 이를 바탕으로 편찬하고 있다. 특히 원광법사 관련 설화에서는 「庸續高f홈傳」

과 「古本珠異傳」 兩應의 내용을 같이 싣고 있어 허구척 창작의 가농성을 배제하고 있다. 40) 이

중에서도 r수이전j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圓光西學」과 「寶賽二木」에 기록되어 있음을 미

루어 삼국유사의 찬자는 수록 셜화의 상당 부분을 당대에 전해지던 기록을 읽고 이를 바탕으

로 일부를 첨가하거나 변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늘날 문학텍스트가 영화. TV 드라마， 연극 둥 다양하게 매체 전환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은 현대에 있어 문학텍스트의 소통의 중요한 방식이다. 이때 텍스트의 구조가 달라짐

은 물론 그 수용자의 수용구조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41 ) 이때의 양식 또한 각색자가 원래의 텍

스트를 읽고 나륭대로 텍스트의 구조를 변환시켜 다른 장르의 택스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기-쓰기’의 소통방식은 단순한 표절이나 영향수수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장르의 념나옮을 통해 문학 장르를 다양화시키는 중요한 문학 텍스트의 한 소통방식이다.

2. 텍스트 매체의 전환

텍스트 소통과정에서 창작 당시의 렉스트의 매체가 향수와 전수를 거치는 동안 다른 매체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음성언어가 문자언어로， 문자언어에서 음성언어로， 통작언어에서

음성이나 문자언어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1) 음성 언어에서 문자언어로의 전환;듣기-쓰기

‘듣기’ 를 통해 향수한 텍스트를 ‘쓰기’ 로써 전수하는 양식으로， 구천되는 택스트를 전수자

가 음성언어로 듣고 이를 후대에 문헌으로 남기기 위해 문자언어로 기록함으로써 택스트를 전

수시키는 양식이다. 이 과정에서는 펼연적으로 전수자에 의한 텍스트의 변이가 야기된다. 또

한 후대의 향수자들은 읽기를 통한 텍스트의 해석과 감상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最古의 서정 양식으로 일컬어지는 「구지가J . r황조가J . r공무도하가」 등과 r고려사』

소재 失傳 가요， 그리고 r삼국유사j와 r균여전』 에 전해지는 대부분의 향가가 이의 범주에 들

어간다. 특히 신라의 향가에 대해 「삼국사기j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왕께서 각간 위홍과 더

40) “康續홈慣傳 제 13권에 실려 있다. 신라 황흉사의 중 圓光의 倚性은 박씨요， 本籍은 三韓이니，

光은 즉 辰韓Ao]었다 또 경주 安速戶長 정효의 집에 있는 古本珠異傳에는 원팡법사의 {lIJ올 실

었는데 볍사의 속성은 홉IX로 경주 사랍이었다."(三國遺事， 圓光西學)

41) 우한용운 자신의 단편소설 「꽃자리 J (r한국문학J 87년 6월) 와 그것율 각색하여 TV드라마로

방영한 (MBC 베스트셀러극장 88년 8월 방영) 영상 대본 사이에 개제왼 작품 구조상의 변화률 고찰

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우한용의 앞의 글올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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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친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위홍은 늘 궁중에 들어가 권력을 행사하였다. 대구란 중과 함

께 향가를 수집케 하고 그 책을 r三代目』이 라 하였다" 42) 라고 되어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향가에 대해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그 하나는 향가란 당시에 유행하던 구전 노래의

하나란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모아서 r삼대목』 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한 이가 위홍과 대

구라는 사실이다 4잉 대구와 위홍이 왕명에 따라 수집했다는 점에서 향가는 신라 당시 크게 유

행했던 노래라는 점과 또한 이를 책으로 편찬했다는 것은 당시에 구전되던 노래를 문자로 기

록하여 후대에 전하려 했음을 알게 해준다. 결국 노래 부른 사랍과 이것을 문자로 기록한 사

랍이 달리 있다는 점에서， 대구와 위홍이 유행가인 향가를 듣고 이를 문자로 기록함으로써 향

가를 전수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44)

한편 고대의 설화의 보고로 알려진 r삼국유사j 소재의 자료들의 형성과정은 한마디로 규정

지올 수는 없으나 r삼국유사j 중 불교 설화들이 전래적인 민칸 설화를 차용함으로 형성되었으

리라는 推斷이 가장 보편적이다 r삼국유사j에는 명백한 문헌 引例외에도 ‘輝傳~， 按古傳，

古傳굽， 古老굽’ 둥의 표현이 많이 산견되는데 이들 중에는 가령 ‘古傳’의 경우같이， 구비전

숭이 아닌 문헌 기록을 가리키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들 어구가 쓰인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대체적으로 이들은 민간 구비 전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삼국유사』의 기

록 중 상당수의 것들은 일연이 민간 설화의 채록임을 인정하고 있다 45)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전수자가 택스트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변이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것의 구체척

양상은 이전의 택스트가 밝혀지지 않는 한 규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전되어 오던 판소리를 정착시킨 신재효본 판소리의 사설을 살펴보면 판소리의 ‘듣

기-쓰기’ 전수자인 신재효가 어느 정도 텍스트를 변이시켰음을 밝혀낼 수 있다. 선재효의 판

소리 사셜 「춘향가J， r섬 챙가」 등은 이미 있어온 것을 개작한 것이기때문에 그 개작 부분에서

작가의 창의력과 상상력， 개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컨대 신재효본 「남창 춘향가」 중 농부

가 일절에 ‘경복궁 새대궐’ 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 텍스트의 제작 연대가 경복궁이 낙성된

42)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성왕 2.
43) 최철， r향가의 문학척 연구J， 새문사， 1985 , p. 304.
44) 향가가 노래로 전숭해 오다가 향찰로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에서 분명

하게 향가의 노래 이름올 밝힌 작품들올 보면 「理安民歌J， r讀홈婆郞歌J ， r도솔가J ， r훌星없 퉁 4
편 뿐이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가의 노래 이름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래 내용이나 綠월된 셜화 내용에 따라 후대에 향찰로 기록할 때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작품은 그

대로 놔 두었올 것으로 보인다. 최철， 위의 책， p.305. 창조.

45) 조회용， 「삼국유사 불교셜화의 형성과갱 J， r한국문학사의 쟁점J， 집문당， 1989 , pp.20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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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이후이며 이는 그가 사망한 시기가 1884년 임을 미루어 「춘향가」의 일부를 그가 자신

의 업장에 맞게 정리，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46)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 신재효가 자신이 판

소리를 연창한 것을 기록한 판소리본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척으로 드러난다.

。 다른 가객 용중가는 황놓묘의 갓다는되 이 사셜짓는 이는 다른 데률 갓다하니 화상쳐분 엇덜넌디

。 다른 가객 용중가는 욱쥬의 어사보고 산물올 한다는되 이 사쩔 짓는 이는 신행 길올 차려시니

화상 처분 엇더할치

。 강죄가 나무하러 나가는데 복건쓰고 도포입었다는 괄호건짚윌 (신재효본 「춘향가」 중)

위의 밑줄 친 부분은 신재효 자신의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신재

효가 판소리 연창에 있어 연창자의 개입 양상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직셜적인 작중 개업을 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텍스트의 전개를 순간적으로 단절시키며 청중에게 개입하는 작가를 향하

여 시션을 돌리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47) 이러한 사실은 신재효가 당대까지 전해오던 판소리

연창이나 사설을 듣고， 신재효 자신의 체험과 판소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변의 동조와 참

여에 의하여 판소리를 개작하여 여섯 편의 사설로 후대에 전수시켰음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구비전숭된 텍스트가 문자언어로 기록되어 전숭되는 것은 듣기를 통해 향수한

텍스트를 쓰기를 통해 전수한 양식이다.

2) 문자언어에서 음성언어로의 전환; 원기-말하기

문자언어로 기록된 텍스트를 ’원기’ 를 통해 향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랍에게 ‘말하기’ 를 통

해 전수하는 양식이다.

문자언어의 발명 이후 사랍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자가 전래된 。1 후 고대의 문자표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는 하나 이를 익히는데 상당한 노

력과 지식이 필요하여 독창적인 문자를 사용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신라의

설총의 무리가 九經을 방언으로 읽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특히 조선조에 들어

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세종조

때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우선 다스립을 받는 백성의 뭇을 위로 전하는 데 쓰이도록 창안

한 데에 있으며 또한 이보다 더욱 중요한 기능은 위의 뜻을 아래로 전하는 데 있었음48)은 사

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글이 국자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보더라도 훈민정음 창체의 이유

46) 박명회， r.신재효본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J， 이대 석사， 1978.
47) 정병헌， r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연구J， 평민사， 1986 , pp.34-35.
48) 조동일， r한국문학 통사 2J, 지식산업사， 1986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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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능히 펴게 한다’ 는 데에 있었음이 제일의 목적이었

음은 부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문학돼스트의 소통 방식이 상당 부분 분

자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원기’를 통한 택스트의 감상이 대중적 수준까지 확산되었음을 말해주는 한

편 대중을 대상으로한 문학택스트의 생산을 가능케한 원인이 되기도 했음을 말해준다. 이런

면에서 조선조 후기에 활발해진 고소설과 판소리는 양자가 공히 독자나 청중에게 흥미와 오락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소설이， 얽혀진 문학으로서보다도 낭송되는 문학

으로서 존재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판소리와 더욱 인접한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소

설에 가락을 붙여 실감나게 낭송하면 판소리가 될 수 있고 판소리의 사설을 약간만 바꾸면 그

대로 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과 판소리의 장르상의 념나들은 ‘원기-말하기’ 의

양식이 문학택스트 소통의 보편척언 양식이었음을 증명한다 49)

한편， 조선 초 후기에 와서 인쇄술의 발달과 서사장르가 전면척으로 확대되면서 서책의 보

급이 상당히 활발해진 점도 ‘원기’ 를 통한 향수가 보편화되었음을 말한다. 한편 19세기 말 조

선의 풍속을 면밀히 관찰한 모리스 쿠랑은

“책올 볼 수 있는 것은 서점에서만이 아니고 〈賞冊家〉도 왜 많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은 특히 이야기 책이나 노래 책과 같은 평범한 책들이고 이것들은 거의 모두가 한국어로 씌어져 있

으며 어떤 것은 印本이고 어떤 것은 手옳本이다. 혼히 이러한 집들의 책은 서점에서 팔고 있는 것들

보다도 더 잘 손질이 되어있고 더 좋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다. 주인은 이헌 책들올 매우 헐값으로

빌려주는데 하루 한 권에 10 분의 1,2 푼 갱도이다. 혼히 그는 보중금이나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예

컨대 현금으로 몇 냥이라거나 현물로 화로나 남비같은 것들이다. 이런 종류의 장사가 옛날엔 서울에

꽤 널리 펴져 있었으나 이첸 한결 뀌해졌다고 몇몇 한국 사랍들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 50)

라고 하여 서책이 판매뿐 아니라 대여까지 하고 있음을 중언하고 었다. 그러나 이것의 전수

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조선조 후기 고소설의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충과 함께 독자충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고소설의 독자51)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문자를

49) 임동철，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선후문제.J， r한국문학사의 쟁점J， 집문당， 1989, pp.470-471.
50) 모리스 쿠랑， r조선λi ;o.] 학서껄J ， 탐구당， 1989, pp.22-23.
51) 大깜三薰은 조선 후기 독자충 문자 해독력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문자률

통해서 직접 책올 원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둘째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어서 이야기꾼(講짧師)올

통해서 책의 내용을 들었던 사랍들이다. 전자률 직접적인 독자， 후자는 간접적인 독자라고 하면서

이 간첩척인 독자도 소설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올 주목한다. 大양三緊， r조선후기소설독자연구J ， 고

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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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할 수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그 택스트들을 얽는 사람들， 풀째로는 문자를 해독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경제척으로도 여유가 있거나 다른 여건이 허락하여 자기가 직첩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랍에게 얽히고 그것을 듣기도 하는 사랍틀， 마지막으로 문자를 해독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랍이 원어주는 것을 듣기만 하는 사랍들 퉁이다. 이 경우는 이야기꾼 또

는 전기수라는 이룸으로 불리워지던 사람들에 의해 텍스트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52) 이

중 둘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독자에게 텍스트를 향유시키는 방식은 텍스트을 원어주는 사랍은

단순히 텍스트의 매체를 전환하여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세번째의 경우， 천기수(혹은 講짧師)라고 불려우는 이야기꾼은 상당한 대중성올 띠

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중 앞에서 고소설을 직접 낭송함으로서 향수와 전수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천기수는 동문 밖에 살고 있었다. 그는 짧課釋說올 구송하였다. <숙향전>. <소대성천>， <심갱

전>. <심인귀천〉 퉁이었다. 초하룻날은 첫째 다리에서， 둘째 날은 올째 다리에서， 사훗날은 월뺑에

서 나훗날은 교통 입구에서 닷새날은 대사통 입구에서，그리고 엿새날은 종루 앞에다 자리률 갱하곤

했다 ... 소설올 원는 솜씨가 훌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즐이 모여들곤 했다. 대개 이야기가 한참 흥

겨울 대옥에 이르러서는 문득 멈추고 소리률 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랍틀은 下回가 궁금해서 서로들

다투어 동올 던진다.. (趙秀三， 秋齊集，권7， 紀異 전기수) 53)

위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전기수들은 단순히 택스트를 낭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

라 어조나 낭송의 속도 동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돋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비텍스트가 문자언어로 정착될 때 매체의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변이가 야기되

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가 대중 앞에서 음성언어로 낭송될 때 필연적으로

변이가 야기되는 것이다. 어떤 변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원기로 해호화하

면서 향수하는 것보다 듣기로 향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54)이기도 한 것이다.

3) 동작언어에서 음성언어로의 전환; 보기-말하기

연희되던 탈놀이나 서사굿 등을 천수자가 연회 내용을 직접척인 동작언어로 보여주지 않고

52) 김진셰， 「고소설의 작자와 독자J， r한국고소설론J ， 아세아문화사， 1991, p.62.
53) 위의 글， p.60에서 재인용

54) 정조실록(14년 8월 ， 成午條)에는 이야기꾼의 낭송올 통해 텍스트률 향수하다가 감격이 지나

쳐 살인까지 일어난 일도 기록되어 있다.

“옛날 종로의 담배 가게에 한 남자가 있었다. 어떤 사랍이 棒史 읽는 것올 듣고 있다가 영웅이 몹

시 설의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눈올 부라리고 업에 거풍을 내뿜으면서 담배 써는 칼로 繹史

원는 사랍을 찔렀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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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내용이나 장면을 口述을 통해 후대에 전숭하는 양식이다.

오늘날 문명화의 시대에 접어 들면서 공통체 문화가 점차 파괴되어 가거나 멸실되어 가는

실정에서 과거에 연회되던 공연 예술이 실전되는 경우가 많다. 야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거

에 연회 장변을 관랍하거나 연회에 직접 참가했던 사랍의 증언이 가장 유력한 복원축이 된다.

직접척인 연회를 통해 공연 예술이 복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탈춤이나 서사굿의 연회

장연보다 문학텍스트로 의미를 갖는 대사는 제보자의 중언에 의해 전수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관노 탈놀이는 제보자 중 한 사랍인 차형원 옹 (1 966년 당시 79세) 의 말에 의하면

4-5월의 홍역을 除妙해 달라고 서낭에 가서 빌 때 시시딱딱이 탈을 만들어 썼다는 둥의 중언

을 토대로 채구되고 있다 55)

그런데 동일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제보자에 따라 또는 제보 시기에 따라 택스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이본이 성립되는 과정의 한 연을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하회별신굿의 재구에 있어 성병회， 이두현의 채록본에선 주지가 풍장하여 한바퀴 돌

고 맞보고 춤 춘다하고 하회 탈놀이 보존회의 연회도 이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박진태는 하

회별신굿을 직접 연회한 이창회옹이， 주지는 서로 맞은 편에서 등장했다고한 중언을 바탕으로

하회별신굿을 再構하고 있다 56) 또한 장말의 徒黨굿에 대해 박진태는 경기도 도당굿에 대한

보고서57)와 1987.7.4 도당 할아버지 장한복猜(困辰生)과 면담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황루시 보고서엔 도당할아버지의 전송굿이 있는데 (1982년 12월 8

9 양일간 실시한 도당굿)， 1987년 7월 4일 자신과의 대담에서 장한복옹은 이를 완강하게 부

언했다고 하면서 현재로선 굿이 중단되어 직접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 58)

따라서 현재로선 멸실된 연회들은 기능 보유자나 관랍자， 혹은 참가자의 중언에 의해 재구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제보자가 현장을 목격한 것을 토대로 한 중언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제보자의 중언에 따라 재구된 택스트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각 공연몰 사이의 異本

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동작언어에서 문자언어로의 전환;보기-쓰기

55) 김광선， r강롱관노가연극의 현장론척 반성 J， r강원민속학J ， 창간호. 1983.
56) 물론 주지의 동장이라는 연회의 장치가 문학텍스트로서의 의미률 갖는 하회별신굿의 대사와

직접 관련이 없올 수 있으나 장연의 분석올 통해 텍스트률 해석하는 경우에는 연회의 장치가 문학적

으로도 의미률 가질 수도 있다.

57) 열화당 刊(1 983)에 수록된 황루시의 보고셔와 공간 164호 (198 1.2) 의 정병호의 보고서.

58) 박진태. r탈놀이의 기원과 구조J . 새문사， 1990, p.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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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를 통해 향수한 택스트를 쓰기로써 전수하는 양식으로， 연회되던 택스트를 전수자가

보고 이를 채록하여 후대의 향수자에게 문자언어로 전수하는 양식이다. 이는 失傳되지 않고

현전하는 구비공연볼을 채록할 때는 무엇보다 현장성이 중시되므로 전수자가 직접 연회를 관

랍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언어로 전환하여 전수시키는 양식아다.

봉산탈춤의 대본의 경우 오챙의 일역본 (r조선J ， 제 1 6 1호， 1937) 과 송석하본 (r문장J，제 2권

6호，1940 ，6-7월 합호) 임석재본 (r국어국문학」 제 18호，1957) 이 있다. 이들은 공히 1936년

8월 31일 (음 7월 15일 백중날) 임시 공연된 봉산탈춤을 관합하고 채록한 것인데 이때의 사정

을 오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 탈놀이의 실황올 구경하려고 금년 단오에 사리원에 갔더니， 어떤 사실로 인하여 금년은

중지하였다고 하므로， 이 탈놀이률 주재하고 있는 이동벽써와 봉산 당국자률 만나 유서깊은 이러한

향토 예술은 어디까지든지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률 역설하였던 바， 마침내 이동벽씨의 많은 노력으

로써 본년 8월 31일 즉 음 7월 15일의 액종날 사리원융 주최하에 임시 거행하기로 했다.. (중략) ...

그리고 특히 斯界에 조예깊은 무라야마 지윤， 송석하， 임석재 둥 제씨도 많은 관심올 가지고 이 날

의 실황올 일부러 황관하 "59)

고 있다. 다음날 오챙 둥 체씨는 출연자 중 김경석， 이윤화， 한상건， 나윤션， 임덕준， 김태

혁 풍의 구술을 보충하여 채촉하였다 6이 양주 소놀이굿을 채록하고 있는 이두현의 보고서는

1964년 1월 ，2월 ，3월과 1967년 7월과 8월에 이르기까지 5차에 이르는 연회자들과의 면첩과

그 중 2차의 상연 관찰을 통하여 자료와 현황을 밝히고 있다 61)

또한 하회별신굿의 경우， 하회는 유성룡을 배출한 곳이라 학문적 관심이 되어 왔으나 1928

년을 마지막으로 별신굿이 중단되었고 1940년 12월 14일에 별신굿의 문맥을 떠나 한 차례 탈

놀이가 연회된 사정때문에 초창기의 조사 및 보고와 복원과정에서 자료적 원형성이 문제되었

다. 그러다가 김택규 · 성병회 두 교수의 조사단에 의해 1928년 별신굿에서 각시광대의 역할

을 맡았던 이창회줬 ( 1 9 13년 1월 23일 출생) 을 1978년에 찾아 냄으로써， 마침내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후 성병회 단독의 보완 작업과

이두현의 재조사를 거치면서 정밀도와 정확성을 더해 왔다. 그런데 박진태는 1987년 11월 12

일， 그리고 1988년 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하회별신굿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충척인 재조사

59) 위의 책， p.364. 에서 재인용.

60) 이렇듯 전수자가 연회 제보자의 중언과 실지 연회 장변에 대한 관람올 바탕으로 문자언어로

전환하여 전수시키는 때도 있으나 실지로 문화텍스트의 특생상， 보기률 통한 향수률 직접 쓰기로 전

수하는 양상보다는 관람과 연회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1) 이두현， 「양주소놀이굿 J，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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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해 본 결과 앞서의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박진태

는 굿에 대한 현지 조사 경험과 탈놀이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탈놀이를 별신굿의 천체

적인 맥락에서 따악하는 관정에서 별신굿의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을 느끼어

선행업척에 척지않게 의존하면서도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진태가 채록

한 하회별신굿은 김택규 · 성병회 본이나 이두현 본과는 다른 또 하나의 하회별신굿 대본이다.

이러한 이본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동일한 연회물일지라도 연회자나 연회장소， 시대에 따라

달리 전숭되는 까닭이다. 또한 채록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제보자의 망각， 탈락，첨

가 풍 변이에 따라 채록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등 ‘보기’를 통한 향수와 ‘쓰기’를 통한 전수는 구버공연물의 전수 양상의 중요한 양식

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및 남는 과제

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듣기，원기，쓰기는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을 위한 네가지 기능이다. 그

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택스트를 단순히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을 활동의 자료로써 쓴다면 ,

문학택스트는 단순한 원기 활동의 초보척 자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교과서에 수

록된 문학돼스트의 가치와 의미는 실제의 상황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척 기능과는 다른， 문학

제재의 교재론적 가치와 의미가 연구되어야 한다 62) 따라서 문학 택스트의 소통방식과 그 의

미에 대한 연구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또한 문학텍스트의 존재 양식 및 전숭 과

정 동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대상이 된다. 본고는 여기에 대해 의미를 갖고자 한다. 지금까

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교육은 문학택스트의 소통과정의 일환이다. 문학택스트의 소통은 작가의 창작행위와 독

자의 감상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학교육에서의 문학택스트 소통은 작가와 독자 이

외에 택스트를 선정， 수용， 중개하는 문학교사가 개업함으로 일반적인 텍스트 소통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다.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이전의 문학교육은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져 왔다. 일

상생활에서 전숭되는 구바텍스트의 향수(享受)와 전수(傳授)는 넓은 의미에서 문학교육이며

또한 비제도적 교육의 주된 택스트이다. 일반척으로 구비텍스트의 향수와 전수는 감상한 텍스

62) 박인기， 구비텍스트 자료의 국어과 교재 변용， 논문집 2집 ， 청주교대 초동교육 연구소， 199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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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변이， 텍스트 수용자와 발신자의 미분화， 소통과정에서의 텍스트 매체의 전환 둥을 톡정

으로 한다. 또한 텍스트 매체의 전환은 음성언어로 된 텍스트의 문자언어화， 문자언어로 된

택스트의 음성언어화， 동작언어로 된 텍스트의 음성 언어화 혹은 문자언어화 풍의 양상을 보

이며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텍스트 소통방식과 구별되는 것이다. 오늘날 문학택스트가 영상

으로 변용되어 수용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한 고찰은 그 의미가 다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택스트가 소통과정에서 변이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전수자가 텍스트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이

시키는가， 텍스트 매체가 바뀌었을 때 텍스트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둥의 문제는 앞으

로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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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ation on the Communicative Method of Literaη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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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re four skil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bility to use

language. If‘ the literary works in the text-books are used on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bility,

however, they do not have the value beyond the elementary materials for the simple reading

activities. The value and significanceofthe literary works in the text-books should be studied on the

different level from the communicative skills based on the real situations. In this respect, the study

on the communicative metho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literary texts is an important educational

task. And they are the main su벼ects from which we can survey the existential pattern and the

process of transmission of literary works.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at point. The

discussions so far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literature education is one aspect of the communicative method of the literary works. The

understanding is carried out through the writers' invention and the readers’ appreciation. Unlike

the usual understanding of the literary texts ,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the literary texts in the

literature education includes the literature teacher' selection, reception and mediation ofthe texts.

The literature educatio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m educational institution had

usually been done outside the formal system. The broad meaning of the literature education

includes the e띠oyment and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texts in the daily life. And these

traditional texts is the main su비ect of the uninstitutional literature education. Generally speaking,

the enjoyment and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texts are characterized by the variation of the

appreciated texts , the undifferentiation of sender and receiver, and the change of the media of texts

during the communicative process.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found in the usual commnicative

proces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iterary texts are changed and accommodated in the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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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the study on the process is of great significance.

There remain, however, some problems yet to be solved. Future study should trγ to answer the

questions ofhow texts, ifthey changed during the understanding process ,have affected the receiver,

in what direction the receiver have directed the texts , and what happened to the nature ofthe texts

when the media oftexts chan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