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절의 독서과정과 의미화 구조에 대한 고찰

- <그라스언 조르바>를 사례로 하여
禹 漢 醫*

1.

독서와 글쓰기의 거리

독서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텔은 여러 방향에서 탐색되어 왔다. 그리고 각각
일정한 정도의 의의를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작품을 읽는 독자
의

독서과정과 반응은 치밀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문학교육에서 독자는 글을

읽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그 과정을 교육적인 안목에서
적절히

통어하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게 된다. 독자의 독서과정

전체의

반응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독서과정을 연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독서과정을 과정 자체로 보여주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나는
이런 문제를 떠올린다， 나는 이런 판단을 한다"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

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연구자나 설문자가 독서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연스러
운 독서과정을 차단한다. 자연스러운 독서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
리해야 한다.
독서는 일종의 집약된 체험이다. 달리

말하자면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텍스트와 대결하는 집약된 경험 과정이다. 글을 통해 세계를 체험하는 일은 일
상 속에서 체험과 탈리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가 정제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
서 자신의 체험을 연계하면서 상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밀도 높은 체험이 된

다. 그러한 체험은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서 후 다시 정리되
고 음미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체험 영역을 충실하게 하고 확대하는 데 필

요한 자료로 재투입된다. 그런 뜻에서 독서과정은 체험의 재구성 과정이며，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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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재생산 과정이다.
체혐의 재구성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독서

의 과정과 결과를 재구성하는 언어적 방법이다. 문자언어를 구사하는 소통에서
글쓰기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자신과의 소통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
와의 소통이다. 자신과의 소통은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된다. 정리과정은

다시 재구성을 포함한다. 텍스트의 어느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어느 부

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게 된다. 부각되는 중점적 요소는 읽는 동안에 형성된
인상에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타자와 소통하는 데는 일종의 형식개념이 필요

하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글쓰기 형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테면 비평
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연구 논문으로 불리는 글도 이러한 소통을 지향하는
글쓰기에 해당한다. 사회적 제도 안에서 수행되는 글쓰기라야 소통지향성이 현

실화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경험을 소통한다는 것은 비평적 기투(企投)를 의
미한다. 학생들이 쓰는 글이 사회적 맥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형식개념올 형성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설명이 길어졌지만， 개인의 시간보내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서는 독서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독서사회학에서 도모하는 어떤 계층의 독자들이 어떤 서적

을 얼마나 구입하는가 하는 등의 연구라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적 경향이 어떤
종류의

책을 얼마나 팔리게 했는가 등을 조사하여 통계 처리함으로써 독서 경

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서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억과 전망 등 개인
의

정서적

지적

반응을

확인하는

연구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이

어렵다.

독서는 일회적 단발적 체험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반추적 (bi. 였的)으로 수행된

다. 독자는 텍스트와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동화(同化 혹은 공감)와 이화(렸化

혹은 비판)를 체험하며 지적인 판단을 가지게 되고， 실천적 과정에 개인적
견을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반추하고 음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텍스트에

대한 하나의

완결 된 상 (imageη

of readi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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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은 글쓰기 과정을 통해 재체험되고， 재해석된다. 글쓰기는 독서와 마찬
가지로 연속적 재체험 과정이다. 글쓰기는 반추를 동반하기 때문에 누적적 인
지과정이다. 독자가 접한 텍스트와 대변하는 내용은 물론 텍스트와 연관된 이
전 글쓰기에 대한 추체험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하나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으로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을 선택했다.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
들이 읽고 설문에 답을 하게 하였다. 읽은 과정 전체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독서 체험을 훼손하지 않고 반응을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설문은 서
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학년 문학감상론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2007 년 1 학기) 응답자 가운데 여학생이 14 명 남학생이 1 명이었다. 성별

나이 등은 반응에 변별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
러 강의 중에 소설에 대한 내용이 독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
도 설문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 설문은 자유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되

반응이

쉽도록 배려를 하였다. 대체로 소설독서의 과정을 가설적 모델로 하여

설문을 나열하였다. 질적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통계적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1 )

ll.

독서 대상으로서의 인물

소설을 읽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사건， 배경의 변화， 인물의 성격변화
등으로 인해 분절된 인상이 연속적으로 교체， 지속되게 마련이다. 소설을 읽은
1) 이 글을 사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소 필요하다. 문학교육과 소설론에서 일반화된 지식

에 해당하는 내용은 특별히 전거플 밝히지 않고 서숲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설문방법이 이용되었는데 설문 내용은 가감 없이 그대로 본문에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반응플 동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고 해석은 피하였다 섣문 작성의 완벽
성윤 기하기보다는 설푼 결과룹 해석하는 파정에서 설문 자체애 대한 반성적 요소가 발견되

면 각주 형식으쿄 반성 적 내용을 기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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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보자면， 소설(대개 책으로 된)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인상이
결정된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요소가 추출되는 것은 읽은 과정을 재음미하는

과정에서이다. 읽은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등은 어느 장면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전체적인 배경 역할을 한다. 또한 소설 감상의
전체상을 구성하는 데에도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

설문의도: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인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두 항목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절문]

<그리스언 조르바> 혹은 <희랍언 조르바>를 읽고냐서

전체적언

느낌은 어떻습니까?

@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로 가득 차 었다 .(2 명)

@ 자유를 추구하는 사유가 깊이가 았다 .(6 명)
@ 사건이 얼상적이 아나라서 이절감이 느껴진다 .(3 명)

Q 외국의 정취가 짙게 드러나 낭만적이다.(

)

@ 동양과 서양을 대비하는 관점이 흥미롭다. (
@ 기타 (1 명 )

)

(J) 복수응답 (1 ,4) (1 ,2) (2,4)

복수로 답을 한 경우를 감안한다면(복수 응답 (1 ,4) (1,2) (2 ,4))

ø

자유를 추

구하는 사유가 갚이가 있다.(6명)는 항목에 응답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라든지

“낭만적 정취” 등에 응답한 것도 의미있는 답

이라 하겠다 2) 이러한 응답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가 ‘자유’의 문제라는
일종의 비평적 가정을 설정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절문.J <그리스언 조르바>의 분위기를 한 마디로 말한마면?

@ 경쾌하다 (6 명)

ø

혼란스렵다 (1명)

@ 선비롭다 ( )

(5)

비극적이다 (

@ 그로테그스하다 (3 명)
)

@ 환상적이다 3 명

@ 복수응답 (1,6) (3 ,6)
종합하면 “경쾌하고”，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텍스
트의 성격과 그다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설문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반응이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여기 제시된 항목 외의 분위기에 대한 파악

이러한 설문은 독서과정을 일아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서의 중점 내용올 어느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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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과제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가공의 환경 속에서 삶을 운영하는 어떤 인물의 행적
을 읽는다는 뜻이다. 소설의 인물에 중점을 둘 때， 즉 소설 독서의 관심의 초

점이 인물로 모아질 때， 소설의 다른 요소는

인물의 형상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인물은 독자가 텍스트에 대해 가지는 관섬의 핵

심대상이다. 인물이 작품 전체의 핵심이 되는가 여부는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
소설과 극의 장르론적 차이점은 소설이 ‘대상의 전체성’을 지향한다면

극은

‘플롯의 완결성’， 즉 사건의 완결성을 지향한다. 대상의 완결성은 전형적

인물

의 형성화와 그 인물이 살아가는 세계 묘사의 디테일에 치중한다. 그만큼 소설
의 경우 현설 연관성이 크다.
어떤

텍스트든지 관심 대상으로서의 인물은 작중인물 가운데 주인공이라 하

는 이들이 된다. 주인공이라는 용어는 때로 적절치 못하다. 미리 주의를 집중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억압기제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인공이 주인공되게 하는 이유가 서사론적으로만 규정되지 않는 것도 하
나의 이유가 된다. 소설이 인물 이야기라는 속성에 연유하는 사항인데， 소설의
중심을 인물의 언어적 형상화로 볼 경우 인물이 보이는 행위의 시간과 공간을
텍스트 안으로 이끌어 들인다. 인물은 대상의 전체성을 지향하는 소설의 형상

화 방법과 맞물려 부각된다. 리얼리즘 소설에서 전형적 인물의 형상화는 디테
일의 묘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역사 인물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지년다.

*

설문의도: 이러한 전제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소설의 어떤 요소에 가장

밀착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설문] <그리스언 조르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 조르바의 성격 (1 3명)

(2) 작품의 시대배경 (

@ 언어의 아름다움 ( )

@ 사건 전개의 묘미 (

@ 이국적인 풍경의 묘사 (2 명)

@ 인물의 대사 (

)
)

)

이 설문에 대해 “조르바의 성격”에 답을 한 것이 13 명， 기타 복수로 응답한

것이

(1 ,3) (1 ,6)

이었다. 결국 모든 설문대상이 같은 답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

다. 소설의 구성요소 가운데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집중적

경사틀 보이논 것은

이 작품의 특정에 이끌린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르론적인 의미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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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물에

대한 중요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미세한 독서에서는 작중인물과 서술자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유효하다. 서술
자의 작중인물에 대한 서술태도가 소설의 주제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설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작가와 서술자의 관

계에 대한 물음으로 대신하였다.

*

설문의도 : 작중인물과 서술자의 관계를 통해 인물을 파악하는 방향을 알아

본다.

[설문] <그리스언 조르바>는 작중인물 한 사람(나)이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와 서술자는 어떤 관계로 느껴집니까?

@ 동엘 인물로 느껴진다 (7 명)

@ 작가가 서술자보다 우위에 았다 (5 명)
@ 서술자가 작가보다 우위에 있다 (

)

@ 작가와 서술자는 별개 인물이다 (

)

@ 서술자에게 작가의 이미지는 안 나타난다 (2 명)
@ 생각할 여지가 없다 (

)

@ 무응답 (1명)
설문의 결과 “자가와 서술자는 동일인물”로 인식되고， “작가보다 서술자가 우

위에 있다”고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소설텍스트가 전지적 서술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서술자가 작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응답이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독자는 일반적으로 작가， 서술자， 작중인물을 구분하고
이들의 텍스트 내적인 역할을 섬세하게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4)

소설의

인물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 등이 시대 배경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텍스트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자 편에서는 배경으로 되어

3)

이 설문 내용은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소설이

있는

인물의 이야기활 문제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들어도 인물이l 흥미룹 느낀다는 반응이 예상된다
4) 서숨자의 위치가 작품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분제는 다른 과제가 된다- 즉 소섣
텍스트플 감상하는 것보다는 이콘적으로 분석하는 데 하나의 도구적 가치가 있는 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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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황을 잘 알아야 소설의 내용이 시대배경을 반영하고 있는가 여

부를 확인할 수 된다.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 소설 전체의 시대배경이 무엇인
지 알기 어렵고 인물과 연관된 시대배경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된다.

*

설문의도 : 작중인물의 형상화에 시대 배경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를 파

악한다.

[설문] <그리스언 조르바>는 시대 배경을 열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까?

CD

1940 년대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았다 (1 명)

@ 현대 그리스의 종교적 타락을 잘 고발하고 있다 (
@ 그려스의 종교 전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았다 (

)
)

@ 크례타의 혼란스러운 삶을 반영하고 있다 (4명)
@ 그라스의 현질과 역사적 전망이 환상적으로 점여았다 (5명)

@ 현잘보다는 허구적 세계를 그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1명)
@ 기 타응답 (1,4) (4 ,5) (4 ,5) (2 ,3)
전체적으로 시대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물의

행동이

시대적 요청이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소설의 일반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런 응답이 나올 개연성을 충분하다. 현실과 역사전망이 환상적으로 섞여 있다
는 데 대한 응답은 소설텍스트의 서술 방식과 연관된다. 역사를 반영하는 측면
과 서술상 환상성이 두드러지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다，5)

소설올 서술하고 조직하는 데 동원되는 에피소드는 소설의 내용의 ‘기억단위’

역할을 한다. 에피소드는 주로 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장
치이기

때문에 인물의 어떤 측면에 독자가 주목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 역

할을 하기도 한다.

*

설문의도: 독자가 주목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의 인물 파악 방법을 알고

자 한다. 필자가 유의미한 답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따로 정리하지

5)

않은 것은

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이 소설은 마땅히 시대 배경을 반영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

어 있기 때문에， 작품의 시대반영 정도가 아떠한가뜰 떠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점은 자료 해석에

이

감안되어야 하며， 섣문 땅법에 대한 재검도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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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설문]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중에 오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
다면 어떤 것인지 책의 면수와 그 내용을 간단히(찾아볼 수 있게) 표시해
주십시오.(최소 2 개 정도， 그 이상)
자신의 손가락이 방혜가 된다고 잘라버린 사건.(삼성판，

p.29)

- 부볼라나가 죽을 때 조르바의 행동， 과부를 죽이려 할 때 조르바의 행동
‘감춰진 진질’ 편에서， 무엇에든 구애받지 않았을 것 같던 조르바가 예전

에는 국가를 위한다며 전쟁질을 하고 다니다가

자선이 죽인 선부의 다섯

아이들을 보고 가진 돈을 모두 주고 성소피아 성당 장식을 버린 채 도망간
이야가(청목사，

‘무너진 갱도’ 편에 나오는， 조르바의

p.296) ,

지 하나님’이미지.(청목사

독특한 ‘스펀

p.139)

- (열린책들，pp.80-82) 조르바에게 모욕당한 후 기력이 쇠해 중는 할머니
이야기. 거세 당한 돼지 옆에서 돼지 불알로 만든 오르되브르를 먹는 이야
기 (p.103)

- 과부살해 장면， 오르탕스의 죽음， 조르바의 죽음을 알려는 편지와 조르바
가 보내는 편지들

부불랴나의 중음과 장례이후 마을사람들의 행동묘사. 마을 사람들이 과
부를 죽이는 장면-

- 조르바가 과수원 과부를 살리기 위해 싸우던 장면， 오르탕스가 중고 마
을 사람들이 재산을 훔쳐가는데 조르바가 슬프게 앉아았던 장면， 케이블 설

치가 잘패로 돌아간 후 둘이서 양고기를 먹고 춤추는 장면
조르바가 러시아 친구와 춤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조르바가 멋진 녹암
을 찾았다고 보러오라고 전보를 보냈음에도 ‘냐’가 가지 않은 것.
(삼성출판사p.92)

(p.159)

조르바가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

카라야니스로부터 온 편지

소설 도엽 부분에 제시되는 조르바와 ‘나’의 첫만남

조르바와 ‘냐’의 혜

어점 후 조르바가 나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는 장면， 조르바가 과부의
처형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열린책들，

pp.85-87)

춤으로 러시아인과 대화하는 에피소드(그리고 아들

의 죽음에 춤을 춘 것) 25장 전부(케이블차 시운전)
(고려원 13 장，
날린

얼

pp.171-184)

조트바가 케이플 션을 사러가서

(2 장 29쪽) 부처와 목자의

대화 책의

돈을 모두

내용， (26장，pp.344-3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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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란책들， p.싫8) 선부를 죽이고 남겨진 아이들을 대변하는 장면， 조트바
가 죽은 아들 때문에 춤을 주는 장면

- 짧지만 강렬했던 조르바의 죽음의 순간과 유언
을 불어 나벼가 냐오자마자 죽은 것

(‘악마’란 최대의

‘나’가 누에고치에 입김

‘여자’란 존재에 대해서 거침없는 찬사

찬사가 아날까?)를 보낸 것. 기본적으로 상욕(생명력)에

대한 믿음(제우스와 자신은 순교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해야할 때 하지 않

으면 지옥 간다고…
무응답 (1명)

•

소설 자체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서 한정된 답을 기대하는 것은 무
리이다. 그러나 조르바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대인적(對人的) 행동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르바와 오르탕스(부불
리나)， 조르바와 과부， 나와 만나고 헤어점

등에 나타나는 조르바의 거침없는

성격과 일상을 벗어나는 에피소드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나의
사색적이고 반성적인 성격과 달리 조르바가 외향적이고 행동을 실천하는 특정
이 있는가 하면， 세속의 통상적 관념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
한 반응은 의당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6)

소설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읽는가 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인물의

어느 측면에 주목하는가 하는 점이 관심의 초점인데，

이러한 초점화는 작중인물 자신의 관섬과 독자의 관심이 교호하는 가운데 이
루어진다. 작중인물은 독자의

독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작중인물의 사유와

감수성이 독자의 사유와 감수성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소설이 총체성의

이념을 미학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조르바>의 경

우 자유의 성취， 삶의 치열성 등이

행동인과 사색인으로 유별되는 인물 설정

가운데 의미화 된다. 서술자이며 작중인물이 ‘나’는 사색인이고 조르바는 행동
인이다. 이 정도 성격이 규정되면 두 인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독서의 방
향이 잡히게된다.

6)

섣문에 답하는 독자가 반응할 수 있는 범위를 두어 가지 정도로 한정해 주고 그 안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제시하라는 방식이 결과룹 간절하게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얻은 응답은 의
미 폭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산발적이라서 의미 있늑 해석윤 하는 데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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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도 : 조르바의

종교적

태도에 대한 설문을 함으로써 조르바익

성격

가운데 독자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는 점을 보고자 한다. (독자의 설제 종교
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 설문하였
다.)
[설문] 작중인물 조르바의 종교적 태도， 또는 종교적 시각으로 본 조르바의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느낌/생각이 듭니까?
[설문] -1. (응답자가 종교언언 경우)

@ 하나님에게 모독적언 생각과 행동이다 (

)

@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려 한다 (1 명)
@ 하냐님의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명)

@ 타락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

)

@ 연간의 얼굴을 한 악마이다 (

@ 기타 - 2 명(
[설문]

-2.

)

)

(응답자가 종교언이 아년 경우)

@ 선과 악음 념어서는 범선론적 존재이다 (7 명)
@ 션을 지향하는 현질적 인물이다 (1 명)
@ 션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l:Jl 이성적 인불이다 (1명)

@ 션을 가장한 악언이다 (

)

@ 세속을 잘아가는 악의 화신이다 (1명)
@ 초언을 지향하는 영웅이다 (1명)

@ 무용답 (4명)
조르바의

종교적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종교인인

경우(기독교를 상정)와

종교인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 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변별력
이

그리

크지

않았다. 종교인인 경우 응답자가 4명이고， 종교인이

응답자가 11 명이라서

아닌 경우

한 명의 중복이 있으나 응답자 모두 답을 한 것으로 보

인다. 기타 항목에 탑을 한 경우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조르바는 단지

하나의 인간일 뿐， 그와 하느님을 연관하여 1-5 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

각한다. 조르바는 선 그 자체보다 종교에 반발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함) (충분
히 조르바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반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

다‘ 비종교인이었다면 묘@의 @ 답에 해당함)"
종교와 연관이

없는 경우 조르바를 “선과 악을 넘어서는 범신론적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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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 라고 파악하고 있다. 다른 항목은 산발적인 응답이 특징이다. 이는 조

•

르바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도 있다.

관심의 대상인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공감(共感)과 이화(異化) 두 방향
으로 정향된다. 인물의 윤리적

측면과 미학적 속성은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공감을 나타내기도 하다가 독서 주체 안에서 통합을 보여준다. 이 통합은 독자
의 비판적 독서， 혹은 독서과정에 대한 반추와 성찰의 결과 형성되는 의미라
해야 할 것이다. (반추의 결과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인물의

분열적 사고와 논리가 끝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해결은 독자의 해결로 완결되지 않고 독자에게 사색의 여지로 남게 되는 경
우도 상정할 수 있다.)

*

설문의도: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윤리적 판단은 작중인물의 행동을 옹

호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물음으로 대신하였다. 옹호할 수 있다는 반응과

옹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독립적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설문1

작품 <그리스언 조르바>에서 조르바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았는가?
[절문] -1. 옹호할 수 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신이 가진 삶의 세계를 펼치는 것
이성적， 세속적， 상식적 잣대를 들이댄다면(소설 속 ‘나’와 같은?) 옹호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라냐 인간이 본잘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
해보면 조트바가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았다고 본다. 특히 과부 잘해 장면

등과 같은 곳에서 조르바는 그 누구보다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

각한다- 그를 두고 도덕성에 관하여 비판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란 무엇인
가에 대한 보다 깊온 성찰이 팔요할 것이다.

사회

안에서 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거의 삶이 위혐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매초 매분 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공기와 같아서 그것을 놓고 생각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인습과 고정관념과 인과 없는 당위을， 상투적언

언어들은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적이자 위협의 대상이다. 누구나 사화적으로
생각하고 삼아갈 수는 았다. 그러나 조르바 같은 인간온 거의 없다고 생각

한다. 자가가 세상을 읽어내며 살아간다. 어떤 것에도 삶을 무책임하게 내
맏가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 능동적인 인간은 거라낌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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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자유는 생명력을 부여하고 사유의 자유는 그를 범인이나 셰속의 성직
자가 아년 어떤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든다. 너무나 매력적인 언물인 듯하다.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사상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충잘한 것이
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론 조르바가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행동(전쟁에 참여하여 터키언을
잘해한 것)들까지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조르바가 그 일을
비롯해 젊은 날의 자신의 과오에 대혜 진섬으로 뉘우치고 았다는 것을 전
제로(글 속에서 충분히 나타나 았다.) 작품 속 현재의 조르바를 평가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일 수 았다고 생각한다. 이 ‘도덕’이 사회적으로 관

습화되고 인정받는 어떤 규칙이나 생각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지니고 았는
션과 측은지심，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 즉 살아있는 인간 한명 한명

을 소중허 여기는 것이 조르바이다. 어떤 ‘사회’가 형성되기 전， 인간의 원
상에 존재하는 도덕이 았다면 바로 조르바가 지년 도덕섬이라고 생각한다-

시대마다 변화하는 도덕적 관습의 차원흘 벗어나서 보다 궁극적이고 본
질적인 ‘얀간성’에 다가가고자 했가 때문에
•

타인에게 피해(가식적언 측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응답 (8명)

[설문]

-2.

옹호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옹호할 수 없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허， 여성들을 존중해주는
척 하면서 이용하고 비하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하나의 규범이다. 자신의 쾌락과 자유를
위해 도덕이란 잣대를 무시한다면 전체 사회에 이롭지 않을 젓이다.
그가 그런 행동 패턴을 갖게 된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개인적 행동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성관계， 금전문제 등)

윤리적 사회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올 때， 언제나 규범에 “어긋나는”

인물이다고정관념열 수도 았지만

여러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의 몹을 탐하는 모

습은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어렵다.

- 조르바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 그의 삶의 초점은 오로지
자가 자신에게 았으며 타언을 배려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란한 삶을 잘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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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스스로는 행복했을지 몰라도 그가 내 주변사람(가족이나 남편 애언，
친구 등)이었다면 간접적，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 인간은 행복

해지가 위해 살지만， 타언을 배려해야 하며， 외부와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
조르바의 광산 사업이 잘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부조화 때문은 아
니었을까.
조르바가 너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하므로 옹호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마도 조르바 자선온 본능에 충절하게 그가 사는 대로 매 순간을 사는 것
이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무응탑 (7 명)
옹호 할 수 있다는 편과 옹호할 수 없다는 편의 응답자 수가 비슷하다. 그러

나 옹호하고 옹호하지 않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 옹호하는 편의

이유는 주로

인간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또한 소설 속의 인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평가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옹호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을 비하
한다든지 개인주의적인 행동， 일탈적 행동，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식 결여 등

을 블고 있다. 옹호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드는 중에， 작중인물의 도덕적 지위
를 현실적인 삶의

맥락으로 전환하여

연계하고 판단한다는 특정이 나타난다.

도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도 나타나 있다. 작품 속에서 허구적으로 수행되
는 행동과 그것의 현실적 적용이 같은 논리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7)

대개의 경우 소설의

인물은 성격이 단일하지 않다. 설화의 경우나 알레고리

양식의 소설은 인물의 성격이 단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물의 형상성보다는
주제의 전달을 위한 일레고리적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 욕구

와 연관된다. “인간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계를 원한다. 그것은 인
간에게 이해하기에 앞서 심판하고자 하는 타고난 길들일 수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8)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갈라보려는 성향을 스스로 극복하고 양자가

어떻게 교합하고 삼투하는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독자를 유도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목표가 된다.

7)

이런 설문을 통해 독자가 얼마나 심도 있는 해석을 하는가， 독자가 읽어내는 소설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짚어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소설에 대한 해석은
빌도 있게 진행되는 사색과 독자의 자아가 투영되는 달쓰기기릎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
다.

8) 밀란 룬데라， 권오풍 역 r소설과 우리틀의 시대 J ， 책세상， 1990 년， 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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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인물과 독자의

역학관계는 독자의 사유와 감수성과 대결하는

인물들과 호응하는 인물들로 양분화 된다. 인물의 단일한 성격은 독자의 사유
를 단일하게 유도한다. 수용과 거부의 양상이 뚜렷할 수 있다. 이는 독서의 층
위를 분화하는 데 장애를 불러온다.
그러나 현대소설로 오변 인물의 성격은 다중역할 Cmulti -tasking) 을 하는 인물
로 성격이 변이된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반응이 독서과정의 특정과 연관된다

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인물의 다중역할은 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
다. 한 인불의 다중역할과 여러 인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중역할이 고
려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는 인물의 다중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llI. 언물에 대한 관섬의 층위
적극적 의미에서 소설독서(소설의 수용)는 소설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일

과 연관된다. 자아형성을 성장기의 과엽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자아형성은
자아성취를 포함하는 일이기

formation of

때문이다. 자아형성 관여성 (engagement

for the

self) 을 중심으로 소설독서를 규정할 경우라야 소설의 인불(내용)

이 인간의 자기 형성과 자아확충으로 연계된다. 오락과 시간보내기를 위해 읽
는 소설은 자아형성과는 관계가 적다. 자아형성 관여성은 소설의 주제와 연관
된다. 텍스트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독서 과정에서 소

설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형성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

설문의도: 소설의 주제에 대한 의식이 독서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점을 보기 위한 설문이다.
[섣문]

<그리스언 조르바>를 읽는 동안 주제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가?

@ 읽기 시작해서 다 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1명)
@ 다 읽은 다음에 주제를 생각해보았다 (2 명)
@ 중간 중간에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9 명)

@ 주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읽었다 (2 명)
@ 주제보다는 작가의 의도를 먼저 생각했다. (

)

@ 기타 1 명(작가의 의도나 주제에 거리를 두고자 하며 읽었다.(주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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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기보단 비판적으로 읽고 짚었다.) )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독서과정 중간 중간에 주제를 생각한다

는 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독서과정 중간에 반성적 계기가 개
입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다음 경우는 의미를 양면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이다.

@ 작가의 의도나 주제에 거리를 두고자 하며 읽었다.(주제가 너무 직접적
으로 다가오는 점 때문에， 볼입하기보단 비판적으로 읽고 짚었다.) 주제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읽는다고 할 경우 소설의 어떤 국변에 주목하는가 하
는 점을 밝혀 주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소설 독자가 소설의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를 수용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과정 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그런데 공감과 비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이 독서과정이라면 ‘수용’이라는 용어는 한계를 지닌다. ‘수용’이
란 용어가 한계를 지니는 것은 수용을 일차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택

적 수용이거나 변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어의 내포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인물에 대한 관심의 층위가 다층화되어야 한다. 독자의 이해력 성장과 함께 층
위 분화가 다양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정형화된 인물은 관심의

층위가 다양할 수 없다. ‘조르바’의 분방한 성격과 ‘주인’의 안정된 성격의 대조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심의 비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관심의 층위는 정서， 논리(사고의 논리성， 지성) , 행동적 실찬으
로 표현되는 결단， 그리고 인물의 윤리적 실천과 모색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정

신영역의 모든 층위에 관여되는 것이라서 설명의 편의성과 낙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를 중섬으로 해서

사고 안에다가 정신영역의

제반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무리를 수반한다. ‘조르바’의 삶에 정

서적으로 공감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그 행동의 의미를 따져보고， 윤리적
으로 성찰하는 것이 인물에 대한 관심의 층위가 된다.
[정서적 반응]

소설에 대한 반응의 일차적 양상은 정서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정서는 내용
항목의

실사(첼亂)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process) 이 진행되는 과정에 독자가 참여하면서

소설의

언어적

사행 (lingual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정서적 반응의 한 양상으로 본다면 정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호의 이유를 통해 정서적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

설문의도 : 인물에 대한 호감 여부(선호도)를 통해 정서적 반응이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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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이다.
[설문] 작중인불 나(주인， 두목)와 조르바 가운데 어느 편에 더 호감이 가
는가?

[절문] 1. 나(주언， 두목)에게 호감이 간다면 그 이유는?

- (양쪽 다 비슷하다) 사유의 깊이 자가 성찰적 사고를 얽을 수 있으므로
(조르바는 거침없이 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은 았기 때문에)

- 사질 편지에 나오는 폐렴 걸려 죽는 나의 친구가 제얼 마음에 든마.
불량 학생을 동경하는 모범생의 이미지가 느껴졌다. 조르바를 동경하고

•

사랑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결국 자선의 수양을 쉬지

않고 끝까지 말고 나가는 그의 모습이 귀여웠다.
자유를 동경하면서도， 스스로 그라한 삶을 살지 못하는 ‘냐’의

•

처지와

내면적 갈등에 공감이 간다.
조르바는 언상적인

•

인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냐는 보다 현잘적인 인물로 느껴지고 고상해 보인다. 진지한 인
물이라서 호감이 간다.

- 호감이 공감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고 짚은 것을 맘대로 행하지
못하고 늘 소섬하고 걱정

번민하는 모습이 나와 비슷한 것 같다.

현질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동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

다. 아마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짚다.

- 자신이 지니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욕구의 표현이 인간적이라 느껴져서
이다.

} ‘냐’에게 호감이 간 이유는 나의 성격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소설 전반
에서 후반으로 갈 때 그의 행동과 사유가 변화하는 과정이 특히 관섬이 갔
다. 얽매여 있는 것들을 알아채고 해방감을 맛보는 그. 조르바의 삶， 성격은
현질적으로 질현되기 어렵고 따라서 거리감을 느꼈다면， 나의 소극적인 자

유는 더 가깝게 느껴졌다.
무응답 (5명)

[설문]

2.

조르바에게 호감이 더 간다면 그 이유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솔직함.
•

조르바는 성얀도 범인도 아년， 말 그대로 ‘무언가’ ‘어떤 것’도 초월한

듯한 인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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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유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조르바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것 때문에 그에게 더 호감이 간

다. 몸으로 생활 속에서 부대끼면서 조르바가 지니게 된 “진정성 "1 ‘이성적’

언 인간보다도 더 ‘언간적’언 진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르바는 수없이
많은 책을 읽은.
딱허 조르바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나는 너무 바보같이 군다.

조르바의 성격

- 아무래도 서술자(나)의 입장에서 조르바에게 호감올 가지고 관찰해 놓
았기 때문언지도 모르겠다. 서술자의

말마따나

‘나’처럼 온갖 사유와 고뇌

로 머렷속을 꽉 채우고도 현설에서 작은 것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
이 태반이지만， 조르바는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듯한 직관적 결정력과 설천

력을 가지고 었다.
사랑과 정열과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춤을 춘 이야기에서

조르바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
무응답 (6 명)

작중인물의 성격이 대립적으로 설정된 경우 어느 한 편에 호감이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할 수 있다. 그런데 <조르바>의 경우 ‘나’와 ‘조르바’ 양편이
비슷한 비중으로 호감이 가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다. 두 인물의 작품내적

비중이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상호 영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
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설문에 제시한 다른 인물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두 인물 양편에 공평하게 시선을 주는 예도 있다. 그리고 호감 여부는 독자 자

신의 처지와 동질적 문제를 보여줄 때 벌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적 반응]

독자의

작품에

대한 논리적

반응은 두 국변을 고려할 수 있다. 작중인물이

보여주는 사고의 논리성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하나이고， 소설의 제반 국면에
나타나는 논리성에 대한 독자의 반성적 사고가 다른 하나이다. 논리적 반응은
사고개념으로 본다면 비판적 사고와 연관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소설 텍스트를

읽는 파정에서 구현되는 논리적 반응은 인물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
찰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작중인불의 행동과 연관된다. 사고와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논리성을 띤다. 이는 인물의 평가에 명백한 이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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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

설문의도: 인물에 대한 논리적 반응을 인물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설문을

조직하였다. 여기서 논리적 반응이란 비판적 수용을 의미한다.
[설문] <그리스언 조르바>에 나오는 오르탕스 부인(부불리나)를 어떻게 평
가할 수 있을까요?

@ 이성이 결핍된 관능적 여언 - 3 명

@ 감성이 풍부한 인간성을 지년 여성

6명

@ 역사의 희생물로 생을 방친 여인 1 명
@ 춧대 없이 생을 탕진하는 여언 - 1 명
@ 진정한 사량을 추구하는 여성 - 1 명

@ 허영에 가득찬 버현잘적 여인
기 타응답

2명

1명

(2 ,6) ,

이 설문의 결과로 본다면 오르탕스부인은 “감성은 풍부하되 관능적인 여인”
으로 인식된다. 이 설문은 인물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나’나 “조르바‘ 등 다른
인물의 경우와 대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

음과 같은 언급이 이 설문의 형식을 재고하게 한다"그녀는 ‘대지의 여선’ 같
다는 생각을 했다. 비옥하고 모든 생명을 품어줄 수 있는 생명력 그 자체의
존재에서， 현재는 ‘대지’의

이미지가 자본， 권력， 전쟁 등에 의해 그 태고의

이미지들이 의미 없어지고， 격하된 이후의 땅， 4대 열강이 서로 그녀를 찬미
했다는 데에서도 상징적연 것 같고， 조르바처럼 생명력 았고 건강 념치는 사
람과의 결합을(물론 억지 같기도 하지만)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렇다.)

[행동적 설천에 대한 평가]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장애가 따르기 마련
이다. 그러나 행동과 의식 혹은 사고를 분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아울랴 소설

에서는 작중인물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고려와 멈칫거렴， 결
단 등이 독자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인물에 대한 독자의 평가는 다시 정서와

논리 양 측면을 포함한다. 이 둘의 관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보완되어야 하
리라고 본다. 그리나 우선 이 둘은 윤리적 성찰과 공감이라는 항목으로 묶인
다.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학적

감수성을 윤리적

감수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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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 것이다. 소설의 윤리적 읽기는 소설 독서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윤리적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소설에 대한
반응은 일종의 행동방식의 동화를 포함한다. 작중인물이 보여주는 삶에 동화하

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

설문의도: 작중인물의 삶을 현실적인 삶으로 옮길 때 독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설문] 일생을 조르바처럼 잘고 싶은가?

@ 사유와 행동 양 편에서 조르바처럼 살고 짚다 (1 명)

@ 사유는 조르바처럼 행동은 나 나름으로 살고 싶다 (10 명)
@ 소절의 인물은 단지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2 명)

@ 소절의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은 허구이고 내 삶은 현섣이다 (1명)
@ 혀구와 현질을 혼동하는 것은 얼종의 병이다
기타

•

1 명(내 삶이 아니라 냐는 현질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고， 그런

성격도 아니다. 조르바처럼 극단적인 캐릭터 자체가 허구적- 그런 삶은 가
능할지도 모른다.)
일생을 조르바처럼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사유와 행동 양측에서 분리하

여 사고하는 방식의 반응을 보였다. 사유 측면에서는 삶의 지표로 삼되 행동은
그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독자의 현실 여건을 고려할 경우 당연

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념과 실천이 늘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지적인
평형감각이 살아 있는 반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작중인물의 사고와 감성과 행동 실천 방법을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 보는 것

은 감상의 심화 단계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실적인 삶의 과정에서， 자
신의 삶에 대한 가정을 세움으로써 삶을 허구화하고， 허구화된 삶에 현설적 삶

을 조회함으로써 삶의 의미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허구를 현설의 맥락으로 전이함으로써 삶의 세계를 논리화하는 데도 기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설문의도: 허구적인 세계의 문제를 현설적 삶의 문제로 전이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의지적 대안윤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섣문] 조르바처럼 산다면 현섣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펠 터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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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혜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르바에게 호감이 느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답해 주세요.)

자션의 생각을 고수하되， 상황에 따라 조철-

•

- 조르바라면 굳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신경 안 쓰고 잘면 된다.

•

- 책을 얽는 대대， 지금의 현질에서 조르바처럼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조르바는 아마 예전에 태어났다면 부족장이나 추장이

되었을 텐데 지금 태어났기에 저 념치는 육체적 에너지와 생명력이 사회와
맞지 않아 힘들었을 거라는 소절 속 ‘나’의 말이 인상깊었다. 그때에도 조르

바는 그랬건만 세기가 바뀐 지금에 와서는 더욱 사회와 인물의 갈등이 섬
화될 것이다. ‘해결’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다. 사회가 정한， 집단대중이 정
한 잣대 속에서 잘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사회를 ‘최대한’ 떠나

서 온둔하는 삶을 잘아야 할 것이고 주변사람들은， 그것(조르바의 자유로
움)이 하나의 ‘생격’알 수 있고， 나아가 범속한 영혼보다 더 ‘고귀할’수 았는

영혼이라는 생각보다는 ‘기언’이나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것이다.

{ 최대한 언간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사람들의 시션을 무시하
고 잘아갈 것이다.
사질 소설을 읽으면서 ‘역시 소절이야’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
로 이 ‘현질적 문제’였다. 조르바처럼 잘아간다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그럴듯하게”살아가기 혐들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사회적인 외양일 뿐이지 조르바는 그라한 것들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진짜 조르바처럼 산다면 어디서도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라라 생각한다.
•

자유롭게 해결함

- 작품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때때로 조르바가 하는 발과 행
동은 종교까지도 뛰어념는 사회적 공감

규범 그 이상의 것이다‘ 전통적 사

회에서는 개인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터지는 문제들에 대항하는 방법은 없
는 듯하다. 사질 현대사회에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구축된 가치관， 규범들의

벽이 쉽사라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고 전통
적 사회보다 더 정교화된 법망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 그런 문제들을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조르바처럼 사는 것이 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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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과연 그렇게 잘 수 있을지 .. .) 조르바의 행동 중 타인에

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건’이라고 정의될만한 얼들을 저지르지 않고 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l-유는 조르바처럼， 행동은 현설에 맞게 행하는 것으로 해컬할 수 있을
것이다.

一 모든 면에서 조르바를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양식화，체계화
되어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그의 사유 방식을 닮고 짚은 것이가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1. 매우 부자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았을 것 같다 .2.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된다. ‘악마나 물어가라지’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과연 그의 삶과 현잘 세계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든다.
•

무응답 (2 명)

조르바처럼 사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물음
에 대한 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신념파 실천 지표에 따라 행동할 것
이라는 답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실천의 괴

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텍스트와 텍스트 바깥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응 방식 때문에 적절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9)

[관섬과 자아성찰]

소설을 읽는 일은 인간사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대하고， 그 관심의 자장 안
에서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완성의 길을 모색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물론 시간

을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설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적인 의도를 가
지고 수행되는 소설 독서는 인간적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 소설이 의미의 예

술이기 때문이다. 의미의 예술， 그 의미는 독자의 정서를 쇄신하고， 논리를 재
구조화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는 등의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소설을 얽는 동안에 형성된 감통과 깨달음은 지속성을 띨 수도 변화할 수도
있으며， 중단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소설읽기를 마친 시점 이후 어떤 과

정을 거치면서 소설과 연관을 맺어 가는가 하는 데 따라 지속과 단절은 결정

9)

반응의 범위륜 똥제하지 않은 칠과 무의미한， 해석이 불가능한 응탑이 나온 경우는 설문
법윤 디시 고려해야 한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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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문학적 감수성 또한 일종의 수련이고 누적적으로 상승하는 능력
이라서 단발적인 효과를 효과의 전부라 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관심과 자

아 성찰은 지속적인 음미의 과정이 있어야 문학적 가치로 상승된다. 관섬의 층
위에 따른 반응이 집약되는 지점은 자아형성이라는 문제이다. 텍스트가 자아형
성과 연관되는 특성을 감상의 ‘자아형성 관여성’이라 할 수 있다.

IV.

해석의 방법과 해석 내용의 자가화

소설의 독서는 소설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일이다. 해석의 생산성
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학의 경우

의미의 해석이란 의미의 발견을 뜻한다. 신

의 언어로 상전되는 정전에서 주어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해석이라 한다. 인
문학 일반이 그러하듯이

텍스트에서 객관성을 띠는 의미를 추출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이 끝나지 않는다. 의미의 생성이 해석의 결과이고 이를
기술하는 것은 다른 텍스트의 생산과 연관된다. 의미의 발견 과정에 개재되는
의욕과 성취감과 그리고 발견된 의미를 확장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을

해석에 포함하게 된다. 작품을 읽고 느끼는 넓은 의미의 공감이 그러한 것이다.
[작품에 대한 의미부여]

소설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은 소설텍스트에 들어 있는 특정한 혹은 몇몇 분편
화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인 나와 의미연관을 찾아 가치를 부여

하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이를

valorisation) 이라 한 바 있다 10)

이미지의

현상학

입장에서

여가작용(la

아주 쉽게 말해서， 작품이 흥미 였다， 충격적

이다， 재미있었다， 감동스럽다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의미부여의 일차
적인 관문에 들어선 셈이다. 그리고 그 ‘흥미’의 원천이 나의 경험이나 삶의 과

제 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데서 의미부여의 동인이 찾아진다면，
이를 의미부여라 할 수 있다. 이는 소설 속의 인물의 삶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예컨대 『조르바』는 어떤 점이 흥미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하는 등이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이 의미부여의 일단이다.

10) 이는 G. Bachelarcl 의 용아인데 y 김현， 곽광수 공저 『바슐라프 떤구 .1 ， 민음사， 1976， p .49 이하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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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도: 독서의 가치 가운데 즐거움과 깨달음 중 어느 편에 중점이 놓이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렇게 설문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의미부여를 어떤 형
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절문] <그리스언 조르바>를 읽고 나서 느낀 즐거움과 얻은 깨달음은 어

떠했습니까?

@ 즐거움도 크고 깨달음도 컸다 (7 명)

@ 즐겁게 입었는데 깨랄음은 크지 못했다 (1 명)
@ 즐겁지는 않았는데 깨달음은 컸다 (3 명)

@ 즐거움과 깨달음이 약칸 있었다 (4명)
@ 즐거움도 깨달음도 없었다 (

)

@ 소셜은 즐거움과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없다 (
독서의

가치

인식

경향은 즐거움과 깨달음이

)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즐거움과 깨달음 양편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난 것은 독서 태도의 문제인가
텍스트의 자질 문제인가는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향

은 텍스트와 독자 양편에서 교호작용을 하는 중에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감상은 단발적으로 혹은 일시에 부각되지 않는다. 읽
고 나서 그 내용상 문제가 되는 점을 되짚어 보게 된다. 반성과 재고의 영역은

독자의

관심 범위가 얼마나 큰가 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양상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사회적 계층의 변화에 주목할 수도 있으며， 인
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작품에서 찾을 수도 있

다. 그런 사색과 가치부여를 하는 방법은 외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성과
재고로 드러나는 독서 결과에 대한 사색의 과정에서 감상은 섬화되고 내변화
가 이루어진다. 감상을 심화하고 내변화하는 데는 독자들마다 취향， 습관， 실용
성 등에

따라 독특하게 구사하는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경우는 이 방법

이 감상의 내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 설문의도: 감상을 심화하는 방볍을 구체적으로 물음으로써 감상의 파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기 위한 설문이다.
[섣문] 감상을 섬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얽은 책을 다시 살펴보며 이야가를 재구성 한다 (2 명)
@ 메모한 부분을 중섬으로 내용올 음미 한다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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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은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글올 얽어 본다 (3 명 (+4))

@ 감상문을 써본다

1명

@ 다른 사람에게 입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한다 (1명( +3))
가 타응 답 - (3,5) (3,5) (3,4) (4,5) (3,4)

응답지 사이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번에 읽기를

끝내기보다는 읽은 책을 다시 살펴보고， 메모를 했다가 그것을 이용하여 음미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글(주로 평론이나 해설 등으로 짐작이 되는)을 참조
하기도 하면서 감상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

설문의도: 문학감상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하는 물음은 문학감

상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절문] 문학감상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섭니까?

@ 즐거 운 오락을 제공 한다 (2 명 (+ 1))

@ 마음의 여유를 가지 게 한다 (3 명 (+5))

@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2 명( +3))
@ 도덕적 감수성을 높여준다 (+1)
@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준다 (1 명 (+2))
@ 역사에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1)
기타응답 회/시대에

(자아를 성찰하거나 커우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간/삶/사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 ,3 ,4,5) (1, 2) (2 ,3) (2 ,5)

(2 ,3 ,6)
복수로 답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한다든지， 삶을 견뎌

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다. 즐거운 오락
을 제공한다는 응답과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준다는 응탑이 같은 비중

으로 나타난다. 학습 과정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향된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든다

[의미의 생연관성]

작중인물의 고통， 환희， 회의， 망설임 등을 통해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하

는 물음에 연관되는 독자 나름의 답을 얻을 때 이를 독서의 생연관성이라 할
11) 중 고등학교나 산업체 근로자 등 다른 집단의 경우는 대학생뜰의 경우와 달리 남의 끌윤 참
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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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불음이 이어질 수 있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 삶의 근거를 발견하고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독서활동의 의

미차원의 생연관성이다. ‘조르바’라는 인물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주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주인의 세계

이해와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만일 내가 주인의 처지에 놓인다면 나는 ‘조르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야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전이하는 것이 독서를 통해 의미의 생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독서활동을 통해 발견하는 타자의 삶을 내 삶의 영역으로 이

끌어 넣는 일은 독서를 인간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설문의도: 감상 대상으로 제시한 작품『그리스인 조르바』의 내용을 한국인의
성격과 비교해 보는 물음이다. 이러한 비교 방법은 주제의 보편화를 위한 방법
이란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작품의 감상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설문] <그리스인 조르바>를 한국 사람들의 감성， 사유， 행동 특정 등과
비교해 보았습니까?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점이 같고 차이가 나는지
간단혀 써주세요.

- 자신의 소선음 끝까지 멸고 나가는 대담함. 눈치 보며 자션의 속마음을
감춰 자선의 소선이 없는 듯 보이는 한국언
•

같븐 점: 술과 춤과 음악과 이성을 좋아한다. 정열적이다. 다른 점: 싸

돌아다닌다한국인들이 감정에는 충섣하나 질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온 조르바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열정이 있는데 모두가 모이면 이를 발산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 한국 사람들과 같은 점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개인의 문제에서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집단의 문제일 경우 감성이

앞선마고 생각하는데

조르바의 경우 반대로 나타난다.

매우 위계적으로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탄광 인부들을 대
하는 것이나 여자를 대하는 것이나. 차이점은 조르바는 미래를 두려워하거
나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

정이 많고 다혈절. 감성적인 변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조르바에게는 한
국 사람들의 특정이라고 종종 열켈어지는 군중섬리가 없다. 그에게는 타고

138

교육연구와 실천

난 자선만의 도덕적 직관이 있고 남다른 행동력이 있다.

- 한국사람들에 비해 그리스(크례타) 사람들은 뻔뺀 or 자유로움. 남의 눈
이나 예의， 도덕적 형식?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정열적이고 철
학적
한국언들의 “다혈질”적언 특성과 춤， 노래를 즐기는 모습이

비슷하나，

원리， 원칙을 따지는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의 ‘해학’ 정서와 조르바의

낙천적인 성격이

벼슷한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경우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사고를 표출하기보다는 행
동 전에 주변 환경 들을 선중혀 생각한다는 점에서 조르바의

행동적 특정

과 다른 개성을 지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쩡 했던 부분온 아들이 죽었을 때 조르바가 춤을

춘 것이다. 춤을 추었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춤을
추지 않으면 미쳐벼렬 것 같았다는 그의 말 때문이었다. 한국인과 연관시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질문을 읽고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인의 ‘한의 정서’가

떠오른다. 그 슬픔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에서 비슷한 점을 찾올
수 있지 않올까 한다_(질문을 잠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라스언 조르바>그라스이지만 동양적인 분위기와 감성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에를 들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을 산투라를 켠다든
지， 춤을 춘다든지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냥 웃지요’라는 말처렴 한국
의 눈빛으로만 통하는 오묘한 감성이 형상화된 듯 하였다.
•

조르바는 예외적

개인인데

비교하는 게 가능할까? 거칠게 분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람과 조르바가 닮은 점이 었는 것 같다. 그러나 조르바가

더 자유롭고 본능적이라면 한국사람의 분출하려는 욕구는 열패감이나 한으
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미지가 장하다. 조르바가 자선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한국사람 한 개인이 폭발하기도 혐들고(집단이라면 모르되) 폭발한 후에도
조르바처럼 다시 평정을 찾아 건강하고 활달하기는 힘들 것 같다. 무엿보
다， 조르바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물인데， 보동의 한국 사람이 관념으
로부터 그렇게 초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간단혀 말하자면 한국은 ‘냐’와 같온 언묻형이 많

온 것 같다. 감성을 숨가고 격식과 예의에 맞게 생활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
하다. 반면 조르바와 같은 언물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스나 우리나라냐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듯하다. 전쟁올 겹었고， 고립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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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리적 상황(한국도 섬 아닌 섬나라이므로)도 벼슷하고 ... 그래서인지 더
욱 흥미로운 나라다.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이 종종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별
혀 이절감이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그리스언(크레타

인)이 보다 호전적인 것 같다.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입혀진 세상이 아닌 자신이 읽어나가는 세상을 산
다는 점에션 민족， 국가의 개념이

펼요 없을 듯하고， 서양 기독교에 대한

벼판은 한국인들에게는 막연한 등 하다.

무응답 (1 명)
한국인의 성격과 「조르바』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비교적 다양하게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복잡 미묘한 감정의 추이가 비교 항목이
되기도 하는데 소설 속에 형상화된 양상과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설감하는 경
우가 같은 레벨에서 비교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2)

[해석 의 매듭과 끈들의 얽 힘]
소설을 해석하는 데 인물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읽고 나서 단 한번에 의미

의 상이 오롯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독서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의미의 매듭’이 생겨난다. 인상적으로 이런 인물이다， 하는 느낌
이 있을 수 있지만 인물이 풍기는 분위기， 행동의 특성， 사유 특정 등으로 분
절된 방식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세울 수도

있다. 이들이 소설의 인물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해석상 의미의 매듭 혹은 지
절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듭은 다른 매듭과 끈으로 연관이 지어져 있다.
[자기화 혹은 내면화]
소설과 내가 맺어지는 관계는 삶의 차원에서 본다떤 간접적인 것이다. 이른
바 간접경험이다. 친구와 가족이 그리고 나의 많은 이웃이 내가 활동하는 가운

데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경험이라면 독서를 통한 경험은 간접경험이다
그런데 간접경험은 직접경험의 물리적 제약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처지에서 나
의 감성， 사고， 행위 등과 대비해 볼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장된다. 현설 가운

데서 ‘부볼리나’ 같은 여인을 만난다면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러
나 독서공간에서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성을 통해 의미회가 이루
12) 설분의 괴도한 개땅성파 응탑자의 응답 욕구가 해식을 아럼게 하는 응답을 만뜰어 냈다 설
문의

영역윤 한정하고， 응입을 통제한 수 있는 망댐 포색이 펠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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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제까지 지니고 있었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정’을 성찰함으로써 소설
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설의 주제를 상정하게 되는 것은 자

연스럽다.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소설을 읽고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설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서정소설’이나 ‘환상소설’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자체가 소설의 주제가 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자유 추구라 할 수 있다. 몸을 지난
인간으로서 신체적 구속 가운데 살아야 한다. 감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감성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기 힘들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고많은 사건

과 사태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마름질하는
임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훨씬 벗어나 자아의 소외를 맛보기도 한다. 이들을

아울러

존재론적 구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석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자유라는 개념의 핵섬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성취하는 길은 두 가닥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불교적 해탈’이고 다른 하나

는 ‘행위적 소별’이다. ‘조르바’의 경우는 행위적 소멸을 통한 자유의 추구라는
데 중점이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소설의 독서과정을 해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
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다시 언어화하지 않으면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개

인의 심리내면에 잠복되어 공적인 의미를 띠는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서 한계
를 드러내게 된다. 여기서 해석의 언어화가 문제된다.

v.

독서과정， 그 수용 결과의 구체화

문학의 독서과정이 의미의 생산이라는 점이 이 글의 기본 방향 가운데 하나
이다 독자는 텍스트의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의 생산을 통해 다른 텍스트를 생

산하는 생산자이다. 그런데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논리적 비

판과 윤리적 평가 등을 내변화하고 이를 다시 언어화하여 말로 표현하거나 글
로 쓰지 않는 경우 소통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 결과 공적인 의미가 되지
못하고 개인의 내면에 잠재하고 만다. 독서를 통해 생산된 의미의 자장을 한정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해석 결파를 언어화하고 소통가능성을 증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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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서의 결과에 실체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정한 절차를 요하
게 된다.

*

설문의도 : 감상 내용을 글쓰기로 수행하는 방볍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13)

I설문] <그리스인 조르바>를 포함하여 소절을 입고 감상문， 비평문， 독서

노트 등을 쓴 적이 있습니까?

@ 늘 그렇게 한다

@많온경우 그렇게 한다 (6 명)

@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 (4명)

@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마 (2 명)

@ 글을 쓰는 적이 거의 없다 (1 명)
@ 기타 (1명(소절이 매우 인상깊을 경우 감상을 쓴다.))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가 하는 물음에 많은 경우 그렇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경우와 부담스럽다는 경우를

합한 것과 같은 비중이다. 일상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글쓰
기의 부담이

현실일 것이다. 특히 학교 바깥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기타응답이 주목된다.(2)에 답을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추
가해 놓았다. “글로 써야 막연히 재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내가 얻은 것，
느낀 것음 정확히 알 수 있고 느낀 것은 이전의 어떤 지식에 의해 도움을
받았나 하는 것도 명확해진다. (조르바의 경우 니체의 사상이 계속 생각났
다.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행위를 통해 생각이 나오는 것

같다.)"

[수용한 내용의 구조화]
소설 읽기는 복선적으로， 중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소설의 텍스트 구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하나의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

언어적 복합성을 지닌 텍스트이며 작중인물은 복수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행위와 의식이

분리되어 층을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텍스트를

읽은 결과 역시 간결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설을 읽고 수용한 내용을
글로 쓰기 위해서는 감상 내용의 가감과 재구조화가 펼수적 과정이다. 이 과정
에 수용주체로서 독자의 작품에 대한 가치부여 방식이 반영된다. 이는 서술할
13) 설문에 응답한 독자들이 대학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보고서 작성， 강의 수강 준비， 등 소설독
서가 과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점애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디. 자연스
라운 응답은 아딜 수 있다눈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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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된다. 실제 감상문이나 비평문을 받아 자료로 삼
아야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한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는 완결된 형식의 글이 요청된다.
[의미의 심화와 확대(자성)]
소설이

창작되어

텍스트가 생산되고， 그것이 소통되고 감상， 평가되는 ‘소설

현상’에서 독자의 적극적인 몫은 텍스트의 의미를 섬화하고 확장하는 일이다.
일반독자는 물론 비평가나 소설 연구자와 같은 전문독자를 포함하는 독자의

독서결과는 작품의 의미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작가의
의미지평을 념어설 수 있다. 해석의 대상인 텍스트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작가

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상 완결된 텍스트라기보다는 완결을 기다리는 미완성
체이다. 완결 가능한 요소를 잠재태로 지닌 해석 가능성의 공간을 마련한 구조
체이다. 독자가 해석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텍스트는 소여의 가치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독자의 텍스트를 읽은 결과에 대한 자성을 통해 가능해진
다. 달리 말하자면 지평의 혼융을 이루는 것이 독자의 몫이다.

*

설문의도: 감상 내용이 어떻게 섬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억해 두고

싶은 대목”을 적어 달라는 설문을 하였다.
[설문]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기억해 두고 싶온 대목이
십시오. 책의

았다면 적어 주

장과 간단한 내용을 쓰거나 책의 장과 직접언용으로 쓰세요

(페이지 명시).
네 마음 한 번 먹으면 꽁무니 탤 펼요는 없고

•

후회 없이 앞으로 나가

라. 네 젊음에 자유를 주라. 그것온 다시는 안 온다. 대담하게， 후화하지 말
고.(삼성.

p187)

내 정선을 육선으로 채워야 했다. 내 육션을 정선으로 채워야 했다. 그
렇게 하자면 내 내부에 도사란 두 개의 적대자를 화해시켜야 했다. (열린책
들 88쪽)

- (열련책들， 40쪽) 조르바의 말， “참 선가한 일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부분. 자유를 얻기 위해 살인과 사기를 저지르는 모순된 세상
에 대한 조르바의 한탄

- (열린책들 p465) “맺고 끊는 데가 있어야지요 ~ 잘 자시오!"， (p.

420

아래부분)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을 ~ 커스나 잘컷 하게”
•

(열린책들 24장 315쪽) “나는 어제 열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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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잘컷 하게"

‘야성의 사나이’ 끝부분(청목사
과 직접적

p.75). 내가 밤바다의 풍경을 보다가 ‘인간

접촉’을 가지겠다는 결섬하는 부분(밤바다의

묘사가 아름다워

서)， ‘성탄절， 그리고 새해 아침’(정목사p.160) 나비 유충 이야기. 그런데 어
디서 많이 본 듯도. 그리고 나벼 날개는 원래 구겨진 채 나오는 것 아년가?

작가가 절제로 나벼가 되는 번데기를 끝까지 본 적이 있기는 한 건지 의섬
된다.

- 번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 나비를 죽게 한 일(열린책들 p.190) 조르바
가 불가리아와의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
이든~ 구더기 밥이니까.’ 땅에 배를 대고 살아가는 뱀이야말로 삶을 살아가
는 존재다 나와 조르바의 상이한 삶의 방식(열린책들

349)

- (삼선출판사 p159) 12 장， 여기 그리스언을 증오하는 그리스언이 묻혔다.
(열린 책들

p65)

“두목，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중략)“ ...... 짐승이라도

엄청난 짐승이에요. 그런데도 두목은 이를 알지 못해요. 당선에겐 이 인간

이란 것， 세상사라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인데 ......... 내게 물어봐요! 짐
승이라고 대답할 게요. 친절하게 대하면 눈이따도 뽑아 갈 거요.(중략) 거
리를 둬요 1"

- (열린책들 10장 136쪽) “<전략> 확대경으로 음료수를 들여다보면 (언
젠가 기술자 하나가 가르쳐줍디다) 물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찍그만

별례가 우글거련답디다. 보고는 못 마시지 ... 안 마시면 목이 마르지 ... 두목，
확대경을 부쉬버려요. 그럼 별례도 사라지고 불도 마잘 수 있고， 정선이 변
쩍 들고!"

(고려원 17쪽) “정선적인 낙태"， (1 08쪽) “하느님이 우리 남자에게 분별

력을 더 주셔야지， 아니면 수술을 시켜 버리든지. 내 말 믿으세요- 안 그러
면 우라 남자는 끝냐는 거에요"
(열련책들 20 장

p.348)

내 조국으로부터 구제받고 ~ 냐는 그런 식으로 내

짐을 털었습니다. (열린 책들 13 장 p .235) 당선에게는 지은 죄를 ~ 개의지

않습니다.

- 짐승과 다르기 위해 할 일을 계속 찾는다. 금욕으로는 해결될 것이 없다.
악마를 이기려면 악마를 알아야 한다. 글을 쓸 시간이 없다. 현재의 순간의
조르바는 ‘산투랴’ ‘광산’이 된다.
•

무응답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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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내용의 심화와 기억에 남는 구절

혹은 인상 갚은 부분을 인용하는 것

과 정확히 상합(相合)하는가 하는 점은 그리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 감상 내용의 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감상의 내용을 심

화하는 데는 자료가 확실하게 부각되어야 하고 그것을 재음미하고 새로운 맥
락에서 의미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설문 결과로 보건대 조르바의 활달하고，
막힘이 없고， 일상을 초월한 성격의 표현에 관섬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르바의 그러한 성격은 ‘나’와 대비되는 맥락이 전제되어야 의미를 지
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해석의 소통과 의미의 공공화]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독자의 소설 독서는 의미의 창출(생산) 과정이다. 그런
데 의미의 생산에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개인의 심리

내변에 정착된

독서 결과는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의 경
험을 확대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태를 대하여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참조틀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기능까지 부정하지는
못한다. 개인 차원의 감상 결과가 공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소통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소통의 과정은 제도화되는 측면이

하는 참여자의 문학장(1e

있다. 소통의 과정에 참여

champ littéraire) 내의 위상 혹은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비평가와 문학연구자 그리고 문학을
해설하는 문학지 기자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학습자 일반이 그러한 위치를 어

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학습사회 내
에서 학습자의 위치를 공적인 것으로 이끌어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아울
러 필요하다.)

*

설문의도: 독서 경험의 공유를 묻는 물음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소통의 의

욕을 확인하는 설문으로 볼 수도 있다. 내가 읽은 감동이 짙어야 남에게도 권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셜문] <그리스언 조르바>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얽도록 권하고 짚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제가 인생의 걸을 제시할 수 있다 (6 명)
@ 인물의 도덕성이 탁월하다
14)

(

)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몇을 선별하여 다픔 문
항에 대한 응답의 양상과 이러한 자료룹 상호 대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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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살이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1명)
@ 문학적 향취가 뛰어난 작품이다 (2 명)

6

서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 사건의 전개가 흥미진진 하다 (4명)

@ 가 타옹답 (1 ,3) 2 명
사건 전개가 흥미롭고， 인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소통의 의욕을 환기하는 내용은 인생의 길을 제시한다든지， 흥
미로운 사건 전개 등을 들고 있다. 외국소설을 번역한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하
기는 해야 할 것이지만， 주제와 사건의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수용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응답이다.

[도전으로서의 해석]

비평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해석은 작품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
이다.

비평의

출발은

apologεtique) 옹호에서

작품에

대한

호교론적(護敎論的，

apologetic ,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옹호의 주체를 독자로 상정할

경우， 작품의 주제와 내적인 파열을 가져올 수 있다.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의
미론적 충돌과 경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독서는 소설텍스

트의 주체(주인공， 작중인물)와 수용주체로서 독자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정신
적 투쟁의 과정인 셈이다. 적극적 의미의 소설 독서는 일종의 도전인 셈이다.
작중인물의 감수성과 의식과 행동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자신의 감수성， 의
식， 행동에 대한 도전으로 전환되는 도전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의미의 감

성의 풍부화， 의미의 발견， 자아개념의 수정 등이 될 것이다. 집단 차원에서는
세계관을 재편성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VI.

벼평의 재l:11 평(자가가 쓴 글 다시 읽기)

[읽기와 쓰기의 통합]

언어

운용은 주체의

언어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언어운용의

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언어학은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치우친다. 인간에게 언어

가 무엇인가를 사고할 겨룹이 없다. 언어가 운용되는 겉모양을 중심으로 말하
고 듣고， 읽기， 쓰고 하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운용 양상을 정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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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언어를 운용하는 주체(인간)에게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은 사상되어 버린다. 정리 형식의 정연함이 실상을 가
리는 수사적 효과에 매몰되는 형국이다.
읽기와 쓰기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주체 내에서 통합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
지가 없다. 쓸 줄은 이-는데

읽을 줄을 모른다거나， 역으로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독서행동의 결과 섬리내면에， 혹은

의식 내면에 형태를 갖추지 않고 저장된 독서결과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글쓰기이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먼 모든 쓰기는 ‘다시쓰기’이다. 세계를 읽기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실제 체험과 자연대상을 소재로 글을 쓸 경우도 그것이

이미 기호화된 사물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쓰기는 ‘재기호화 (re← signification) I 가
된다. 이처럼 독서의 수행은 주체 안에서
결과이다

입기와 쓰기가 통합되는 과정과 그

양자의 분리 길항/ 지양

어떤 텍스트이든지 내가 읽은 내용을 글로 쓰려고 할 경우 참조사항이 따르
게 마련이다. 작품에

대한 평론， 해설， 소개， 연구물 등은 물론이고 책표지에

소개된 몇 마디 말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Ir조르바』의 경우 ‘장편소설’이
라고 명시되어

있고

작가의 다른 글에서 ‘조묘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을 인용해 놓고 있다. 그리고 책 뒤에 역자의
‘작가론’이 붙어

있고

해설이 붙어

있다. 첫판에는

‘개역판에 부치는 말’이라는 글도 실려 있다. 이러한 자

료를 통해 독자의 독서 결과는 의미가 강화되기도 하고 다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회절작용(띠折作朋)은 글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압도적이다. 교사의 문
학에 대한 관점， 작품을 설명하는 데서 드러나는 설득력， 작품에 대한 선호도
(選好度) 등이 학습자의 텍스트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독자의 자기인식과 판

단으로 드러나는 독서 결과와 텍스트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로 성립되는
외적준거 사이에 정합적인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사이에

길항

이 생길 수 있다. 독자는 이러한 두 영역의 의미를 주체 내부에서 종합하고 지
양하여 글쓰기를 시도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독서과정에서 얻은 정서가 강

화되고， 논리가 확실성을 얻게 되며， 실천적 결단을 해 나가게 된다. 결국 글쓰
기는 삶의 의미화 과정이라는 의의를 지니게 된다.

*설문의도: 독서와 강의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섣문] <그라스언 조르바>를 읽고 감상하는

데 소설론， 문학감상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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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D

공감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명)

@ 공감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었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명)

@ 강의 내용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읽었다 (7 명)
@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늘 거려가 았게 마련이다 (1명)
@ 오혀려 자유로운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
가타응답 -

1

)

입은 이후， 3- 얽는 동안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과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반응이 비슷한 정도를 유
지하고 있다. 감상의 결과를 글로 쓰라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

상된다. 글을 쓸 경우는 잘못을 들어 비판하기보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게 되
고， 대학생의 경우 공감은 대개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설문의도: 작품 이해에 해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

기 위한 설문이다.
[셜문]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해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명)

(z) 약간 도움이 되었다 (6 명)

@ 참조 사항이 되었을 뿐이다 (2 명)

@ 별로 도움이 얀 되 었다(

@ 전혀 도움이 안 되 었다 (

@ 해설을 아예 안 읽었다 (4명)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해설의

)
역할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
감상을

해설을 바탕으로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작품집에 첨부되어 있는 해
설은 대개 작품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데 방향이 잡혀

있다. 이라한

평가에 독자가 이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해설을 아예 안 읽은 연유
는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

*

설문의도: 설문의 교육 작용에 대한 물음이다. 학습의 과정으로서 평가가 혹

은 평가 형식이 학습자의 작품 수용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설문] 이런 설문이 당신의 소설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써주세요.

) 주연공에 공감하기- 소셜을 얽고 느낀 점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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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읽은 지 1주알아 지난 책을 꼼꼼히 다시 뒤져서 보게 한다.
좋습니다. 생각 못한 것 생각하게 됨

•

소절을 읽고 사유， 음마해 볼 여유가 없었는데，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
다.

앞으로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읽게 될 것 같다.

- 단순하게 윈고 지나쳤던 내용들을 환기하고，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절을 얽는 도중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 심화

감상에 도움이 된다.

- 소절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혹온 주목하면서) 읽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함. 그라고 앞으로 책을 꼼꼼히

읽어야겠다고

반성-!

소절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를 위한 입은 어느 이
상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
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읽는 소설 읽기，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 설제 감상을 관련시커지 못하는 소설읽기를 반성 T-T
열반 독자로서 소설을 읽는 것이 ‘재미’ ‘즐거운 일’인 중에 나도 모르게
되풀이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장 무엇인가 메타적인 과정
을 밟고 학술적， 학문적 가지를 지난 무엇인가를 뽑아내야 할 것 같은， 소

절 원기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것처럼 느끼게 한다-

-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어주었다. 이미 생각해본 사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소설에 대한 생각을 조쪽조목 정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소설에서 기억해 두고 짚픈 대목을 적는 문항에서 한참동안 책을 뒤져

야 했다. 다음부터는 메모하는 습관이라도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얻은 것을 체화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소설 읽는 과정을 재정리하고，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하고， 주목한 사항에
대해 갚이
경향이다.

있는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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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완결과 의미의 지연]

독서는 삶의 진실에 대한 자각화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독서 결과
를 글쓰기로 구체화하는 데서， 주체 내적으로 두 영역은 통합된다. 소설 읽기
는 일상 속에서 자동화된 의식을 벗어나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각은 독서에 적극성을 지니고 접근하는 것을 전제한다. 독
서공간에 참여하여 각절화된 자아를 깨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
욕이 있어야 독서 결과는 생산적인 내면화가 된다. 독서의 동기를 이렇게 설정

하지 않고는 독서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실용적， 윤리적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아무튼 작품을 읽고 얼마간의 자성을 거치면 독서는 외형상 완

결된다. 그러나 독서 결과가 독자의 자아와 관련 속에서 지니는 의의는 지속적
으로 유예되거나 잠복된다.

잠복되었던 독서 결과의 의미는 삶에 대한 성찰의 어느 계기에 현실화된다.
이는 인생의 결말이 물리적 시간의 지속과 더불어 끊임없이 지연되는 것과 유
사한 구조이다. 독서 결과로 내면화된 의미는 실제 삶의 맥락에서 실천으로 드

러나는 삶의 진행을 따라 변용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결정(結品)된다. 삶이 진
행되는 동안에

읽는 다른 문학작품은 이전에

읽은 문학작품의 의미와 텍스트

연관성을 지니면서， 의미의 상호증식작용을 추동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아는

깊이를 더하고 지평을 확대해 가게 된다. 이 지점에서 독서가 자아실현과 연관
된다

IF조르바』를 읽은 경험은 다른 의미 있는 경험과 연관되면서 내면화된다.

**
주제어 : 소설 독서과정， 소설의 구성요소， 독지의 관심， 소설의 해석， 수용 결
과의 구체화， 메타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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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ading Process of the Novel and the
Structuring of Reading Result
- focused on the

Zorba the Greek, by Nikos Kazatzakis
Woo , Han Yong (Department of Korean)

1n idealistic condition of the reading novel , the reading will be established
in a linear procedure, with some pauses and the reconsidering of the paths
that the reader read along. The reading of any text cannot be accomplished
in a single glance or only one glimpse. Selective reading and retrospective
interpreting, they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vel reading. For finding
the things what happened in the mental sphere during the reading process ,
the reader must not interrupted by any physical disturbances. This is the
reason that the questionaire is given after the reading finished.
The impressions that the reader has taken from the text they are
concentrated for the characters in the novel. The reader makes the critical
assumptions with the character' s overt and íntrovert traits , and along the
line of reading the reader corrects it with accumulating materials from the
text. The reader judges the v a1 ues of the character' s feeling , emotion,
caus a1ities of actions , ethical valídity. This act of v a1 ue judgement is a kind
of value formation as a critic, and it ’ s a kind of internalization of

liter따y

value.
Through the course of reading , the reader enlarge his sphere of life,
emotional, logic a1, behavioral, ethical and ideological ground. The main
theme of the novel becomes the vital element of the reader.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is study, the hero Zorba engraved as an ideal feature who
pursuit the eternal freedom and the reader identify it with his desire for
freedom of himself.
The humanistic love for freedom and it' s practice in real life of the hero ,
it supplies the vital energy for the formation of the reader as an ideal
individual, and making the possible world for him.

Thε

act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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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ovel will be done as a form of provocative challenge for the reader.
We can obtain the life energy for the formation enlarged self during reading
the novel , and it' s the last
key words

go하

of novel reading.

reading process of the novel , elements of the novel , field of

reader' s interest, interpretation of the novel , realization of the result of reading ,
meta-critic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