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大學校 師大論훌 第55集 0997. 12. 30)

文學敎育의 倫理的 聯關性에 대한 昭究*

우 한 용

(국어교육과)

I .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은 모든 교육에서 변치 않는 항존적 목표이다. 인

간이 인간답다는 데에는 인간에 대한 많은 가정과 전제가 바탕에 놓이게 된다. 진

리를 추구하는 인간， 미를 추구하는 인간，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 자신을 완성된 인

간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 등 많은 덕목을 인간과 연관지어 열거할 수 있다. 이

들 목표는 다른 말로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문학교육 또한 바람직

한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학교육에

서 길러지는 바람직한 인간의 속성은 수학교육이나 물리교육에서 길러지는 바람직

한 인간과는 변별되는 것이고， 또 변별되어야 하다.

그런데 문학교육을 논의하면서 어떤 인간상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메

타 차원에서 검토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문학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인간

상을 형상적인 언어를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현실 초월의 이상을 추구하는 인

간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다.n 그런데 문학교육에서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녕의 추구

등이 윤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점은 깊이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언어예술

인 문학의 형상성이 어떻게 윤리로 轉化되는가 하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 과

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倫理는 인간이 자기실현을 올바르고 의미있게 하기 위한 제

반 판단과 추구를 널리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文學은 언어적

형상물 일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한다.

문학교육은 문학을 매개로 한 인간의 자기이해와 자기완성을 지향한다. 자기완성

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함을 한 과정으로 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1) 우한용 외 w문학교육과정론~ ， 삼지원， 1997,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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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또한 인간이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존

재의 연대성을 인식하고 그 연대성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문제도 문학교육에서 지

향하는 윤리와 연관된다. 이는 문학의 속성과 생태학적 윤리가 원융된 지향성이다.

문학교육이 문학을 때개로 하는 인간의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할 경우

문학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합일되는 점을 발견해야 논리적 정당성이 입증된다.

이는 문학의 형상성과 인간의 윤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탐구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데 문학의 형상성을 논하는 지점에서 문학의 예술적 속성， 그 특이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빚어진다. 언어를 매재로 하는 문학은 존재 차

원이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일차적으로 텍스트 차원으로 존재한다. 문학의 텍스트 차원에는 언어를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이념 차원이 있음은 물론， 인간의 감성과 연관된 예술 차원

을 지니고 있다 이 예술 차원을 보장해 주는 문학의 속성이 형상성이다. ‘形象的

思堆’로 규정되는 문학에서 사유는 주로 사회정의， 시대 이념， 공동선 등으로 지칭

되는 영역으로 구체화된다. 그런가 하면 形象性은 정서 차원의 감응력으로 나타나

는 존재의 충일감， 존재의 자기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상화 능력으로 구체화

된다. 이들 차원을 달리하는 문학의 층위에 각각 어떤 윤리가 연계되는가 하는 점

이 밝혀져야 한다.

문학교육이 형상적 차원과 사유 차원에서 윤리와 연관되는 양상을 밝히고， 그 원

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문학교육에서 윤리를 다

루는 방식은 대체로 주제 중심으로， 혹은 가치 주업의 방식으로， 나아가서 이념의

교조적 강요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학의 어느 한 부면만을 극단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문학 자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 문학교육이 예술이면서 동시에 윤리를 추구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분

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2. 문제의 소재

문학교육에서 윤리를 다룬 역사는 매우 갚다. 그러나 이는 주로 실용적인 윤리라

고 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문학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윤리는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문학을 실용적으로 도구화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한

다. 이는 문학교육의 전반적인 연구사와 연관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문학

교육 영역 안의 논의는 문학교육의 이념 탐색， 문학교육의 교과적 성격， 문학교육

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탐구， 문학수용의 교육적 의의와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문학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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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직 문학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문학교육의 평

가의 방법 등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문학교육과 윤리의 문

제를 다루는 데에도 문학교육의 미세차원보다는 거대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교육의 입론에 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문학의 속성이 가변적

이고 전이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문학이 현실과 밀착된 장르라는 점과 연관된다.

문학의 미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

나 문학의 속성으로서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도 문학의 속성에서

연유한다. 이는 문학이 인간의 근원적인 조건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도， 그 근원적인 조건이 윤리 차원과 연관되기 어려운 이유는 윤라가 절대적인 가

치를 추구하는 데서 문학의 속성인 가변성과 대척적인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의 속성이 윤리의 속성과 만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반성

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문학의 윤리가 가지는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학의 속성으로서의 윤리성에 대한 추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에서 윤리가 문제되는 영역은 주로 문학의 수용과 연관되는 부면이다.

독자가 문학을 수용하는 것은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함을 뜻한다‘ 그런데 문학의 가

치가 전달되는 과정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소설에서 지독

한 악당을 그리고 있는 경우라도 그 주제는 인간에게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제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

미가 아니라 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의식공간에 빚어져 올라오는 것이

기 때문에 문학의 주제는 역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문학은

허구의 양식이기 때문에 문학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며， 삶의 세계와 다른 상

상의 공간에 또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여 삶의 세계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은 미적인 형상화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학의 가치 또한 미적 매개작용을 거치

지 않을 수 없다. 미적으로 매개된 윤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구명이 있

어야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윤리적 형상성의 추구， 형상적 윤리성의 추구 방법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문학과 더불어 즐기며 깨달음을 얻는 교육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학현상을

향유하는 넓은 의미의 문학교육을 지향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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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학교육의 구도와 윤리의 국면

1. 문학교육의 목표와 윤리

문학교육의 목표를 거시적 차원에서 규정하자면 상상력의 세련， 삶의 총체적 이

해， 문학적 문화의 고양 등을 들 수 있다.2 ) 이는 문학의 속성과 문학이 수행되는

양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다.

가. 상상력과 윤리성

문학의 문학다움을 보증해 주는 형상성은 상상력으로 재구성된 세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다른 말로 構想力으로도 번역된다. 영어나 불어의

imagination의 어 원은 imagine에 있다 imagine의 과정과 결과가 imagination이 다.

이는 주로 머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형성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다분히 심리

적인 용어라는 인상이 짙다. 독일어의 상상력에 해당하는 Einbildungskraft는 동사

bilden에 근원을 두고 있는 말이다. 만들다 형성하다 하는 뜻이 기본 의미인데 심

리내적인 것의 형성은 물론이고 물질세계의 구성과 형성 일반을 뜻하는 용어가 되

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영어나 불어의 어법보다 구성력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상상력은 언어의 용법 범위와 관련하여 인식적 상상력， 조응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으로 구분된다.3) 이들 상상력이 윤리와 연관되는 점은 다음의 몇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상상력은 세계파악의 한 방법이다. 세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형상 차

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세계에 대한 논리적 파악을 형상화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일단 주체와 세계의 연관성을 마련하는 일이다. 인간이 사물과 연대되

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 자체가 윤리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연대감을 바

탕으로 할 때라야 인간의 자기소외를 벗어나 자기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다. 인간의

연대감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다른 인간집단 사이의 연대감으로

확충된다. 문학을 통해 무질서하게 그대로 놓여 있는 세계를 질서로 파악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세계 開示 능력으로 연계된다. 세계를 아루는 찬 분자로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인식적 상상력의 윤리적 성능이다.

윤리는 감수성에서 출발하든지 논리에서 출발하든지 보편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누구나 지켜 나가야 할 인간의 도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

이 윤리이다. 어느 개인에게는 쾌적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덕목이라고 하더라도

2) 구인환 외 w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pp. 65-99.
3) 우한용 r문학교육론 서설」， 『난대 이응백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보진재，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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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다른 영역의

지식과 윤리가 다른 점이다. 다른 영역은 작은 정후가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윤리의 경우는 보편성을 확보한 연후라야 윤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파악된 세계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 윤리

로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은 자연스런 일이다. 왜곡된 세계상에 대한 비판， 세계를

구성하는 각종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인간의 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리와

감수성이 괴리되는 양상에 대한 비판 등이 윤리로 연관된다 Lt)

윤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삶의 이상을 향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이상

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지만 이를 통괄하는 말로 전망[visi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실의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현실축에서 벗어난 세계에 새로운 세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초월적 상상력인데， 윤리는 이러한 이상과 연관되는 것이지 현실의 삶을 있는 그대

로 분석하거나 구조를 해명하는 것으로 족한 영역이 아니다. 윤리는 끊임없는 가치

의 결단과 가치의 창조를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 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초월적 상상력은 그 본질 자체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리는 인간의 이상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상력으로 규정되는 상상력은 윤리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삶의 총체성과 윤떠성

인간은 온전한 전일체로 파악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일성이 훼손되고， 전일성은 상실해 가고 있다. 상실된 전일성을

회복하는 일이 문학의 여러 성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노드럽 프라이 같은 학자

에게서 쉽게 확인되는 점이다. 인간의 전일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논리와 감수성의 분열은 인간의 전일성을 파꾀하는 첫 조건이다. 문학은 상실된

감수성을 회복하고 논리와 감수성의 분열을 극복하는 투구가 되어 왔다. 문학이 목

적성을 벗어나 유희 차원을 지향하는 것도 유회의 전일적 속성에 연유하는 것이

다.5) 이는 문학이 도구적 이성의 실용적 차원을 벗어날 때라야 진정한 의미의 실

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역설적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삶의 총체성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제도적 억압을 화해할 수 있

는 데서 찾아진다. 이는 근대세계에서는 근원적으로 블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4) 비판이론가들의 윤리 추구 문제를 고려하여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문학의 형

상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5) 이상칠 w역사철학 연구J， 종로서적， 1987, p. 215. “유희란 노동과 달리 자기 자체에서만 의의를 가칠 뿐，

자기의 행위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하한 충실도 모르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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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개인과 사회의 통합적 소통이 가능한 세계를 모색하지 않고는 인간 삶의 총

체성을 구성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현실 맥락 안에서

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상상의 공간으로 옮겨 독자가 통합을 추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억압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곧 윤리로 전환된다. 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욕구체계로서 총체성을 구축하는 일은 소통의 윤리로 전환될 수 있는 영역이다.6)

총체성은 인간 가능성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부분의 가능

성을 전제할 수 없다. 기능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을 평가한다면

인간의 도구화를 부추길 따름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동기이다. 목적인으

로서의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문학이라면 문학에서 추구하는 총체성이나 문학교육

에서 추구하는 총체성은 쉽게 윤리성과 연관된다.

다. 문학적 문화의 윤리성

문학적 문화는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와

감성의 공감 현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 용어는 본래 스노우의 『두 개의 문화와 과

학혁명』이라는 책에서 과학적 문화에 대립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7) 과학적 문

화를 인간적인 가치물로 상승시키고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문학적 문화인데 이는

다른 말로 인문적 문화라 해도 좋을 것이다. 상상력과 형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

학이 인문학적 문화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문학적 문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인문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운데 문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형상성이

다. 같은 언어적인 작엽 영역에 들지만， 인문학이 논리를 문제삼는다면 문학은 감

성의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는 분자로서

전체 속에서 발양되는 주체로서 개인이 문학을 매개로 형성하는 삶의 양상은 인간

의 총체성을 보장해 준다. 이는 유희의 집단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문학교육은 문학 안에서 문학과 더불어 즐기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

며 현실을 상상력으로 초월하여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문화의 교육이다 "8) 현실

초월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화기술지적 방법으로 묘사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문화개념보다는 문화의 윤리성을 지향하는 실천개념의 윤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9)

6) 하버마스， 아펠 등의 소통의 윤리를 창조하여 논지를 보강하는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7) C. P. Snow, Two Cultures and Scientific Revolution, 오영환역 w과학혁 명과 두 개의 문화~， 신구문화

사， 1978.
s) w문학교육론J ， 앞의 책， p. 25.
9) 우한용 r문학연구의 관접과 윤리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제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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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의 속성과 윤리차원

문학은 텍스트 차원， 이념 차원， 심미 차원으로 존재한다. 문학이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프라그학파의 한 사람인 로만 인가르덴이 『문학예술작품』에서

지적한 바이다 10) 이러한 지적은 수잔느 랭거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논리를 더욱 진전시켜 문학의 층위가 대화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미하일 바흐젠이다11) 문학이 구조의 구조라든지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든

지 혹은 대화적 속성을 띤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공인된 문학의 지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문학의 이러한 다층성으로 말미암아 문학의 의미 진폭이 무한대에 접근할

정도로 크다는 것도 문학의 속성으로 자명해지고 있다.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은 앞에서 예시한 각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문학의 텍스트

차원을 수용하는 것은 주로 분석의 방법을 원용하게 된다‘ 이는 문학의 가치평가보

다는 대상으로서의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이 된다. 미국의 신비평이나 불란서의 구

조주의 등에서 이러한 방법을 볼 수 있는데， 문학을 언어의 구조물로 간주하고 구

조를 찾아내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는 문학의 수용이라기보다는 문학을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학의 윤리 차원을 논의하는 데눈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차원이다.

문학을 이념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문학을 삶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다. 이는 텍스트와 사실세계의 조회라는 방법으로 구체화되는데， 문학에서 현실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구조가 지니고 있는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이념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문학은 언어적 조건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기본으

로 지닌다. 문학을 통해 드러나는 시각과 관점은 물론 역사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

는 방식이 여기 해당한다. 문학을 이데올로기로 볼 경우 문학의 형상성을 중요한

고려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문학의 문학다움을 잃게 될 가능성

이 있다. 이는 문학이 윤리를 내용으로 하며 직접 전달하는 양식이라는 오해를 불

러올 수도 있다.

문학의 심미 차원은 문학의 형상성과 주로 연관되는데， 형상성은 정서적 수용으

로 이루어진다. 문학이 예술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영역이 바로 이

형상성이다. 문학의 형상성은 문학능력의 종합 차원이다. 인간의 심의능력 혹은 인

식능력을 칸트가 ↑홈性， 判斷力， 理性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작용이 판단력으로 종합

되듯이 형상성의 수용이 주로 정서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지 정서만으로 수용된다

10) Roman Ingarden, Das Literarische Kunstwerk, 이동승 역 , 민음사， 1985, pp. 50-51.
11) M. M. Bakhtin , The Dilogical Imagination, Texas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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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은 결코 아니다 12) 형상성은 문학이 문학다울 수 있는 존재근거가 된다. 그리

고 이는 텍스트와 이념을 매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학의 정서적 수용은 텍스트 차원을 심미 차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수용이론을 비롯한 독자의 주체적 능력을 강조하는 여러 이론에서 볼 수 있듯

이， 문학의 수용은 텍스트의 논리성을 형상의 구체성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요한

다 13) 시에서 의미를 감정， 태도， 의의 등의 차원에서 규정하여 지시적 의미를 능가

하는 의미의 구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언어의 구체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조직화하여 플롯으로 구성한다든지 묘사를 중심으로 삶의 구체성을 추구

한다든지 하는 것이 문학의 심미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용되는 텍스트가 정서차원을 거쳐 윤리 차원으로 전환되는 원리를 찾

아내는 것이다. 윤리는 일차적으로 이성과 연관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공통적인

보편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윤리 차원과 사회윤리 차원이 차이

는 있으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논리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은 승인하고 들어갈 수밖

에 없는 제한이다. 윤리의 공통기반인 논리와 정서가 통합되는 원리가 찾아지는가

하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정서 차원이 윤리 차원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툴 사이의 공통성이 명확히 규정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의 미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칸트는 『판단력비

판」에서 자연미가 도덕적 감성으로 轉化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우선 자연미와

자연미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미적 감수를 구분한다. 자연 그 자체는 l펌性의 대상일

따름이어서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인간의 미로 전환된다 14) 인간은 그 자체가 목

적인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자연미를 인간의 윤리적 보편성으로 전환하는 일이 된다. 이러

한 설명이 미학을 철학에서 독립하여 미학으로 정립할 수 있게 한， 철학상의 엽적

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학의 미를 혹은 문학의 문학다움을 자연미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다른 논리를 필요로 한다. 문학은 언어를 매재로 하

는 언어예술 혹은 의미의 예술이기 때문에 순수한 미를 추구한다고 하기보다는 미

적범주 전반을 포괄하는 미학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정이다‘ 문학의 미적 자질은

형상성의 문제로 제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문학의 텍스트 차원은 미학적 차원으로 승화된 상태로 독자에게 수용된다면， 여

기서 미학 일반의 성격을 참조하여 문학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이 순서바른 일이다.

문학과 미학이라든지 문학과 예술의 차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라는 점

12) 오성은 Verstand의 번역어이고 판단력은 Urteilskraft을， 이성은 Vemunft를 각각 번역한 용어이다.

13) 차봉희 r수용이론~ ， 고려원， 1994 참조
14) I.Kant, Kritik der Urteilskraft, 이석윤 역 r판단력 비판~ , 박영사， 1974, p. 10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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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문학의 미학적 속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문학의 미학적 속성이

가치 측면에서 어떠한 전환을 이루며 이것이 어떻게 수용되는가 하는 데에 관성을

기울일 펼요가 있다.

헤센은 『가치론』에서 미학적인 것의 일반적 특정을 가치 측면에서 설명한다 1히

미학적인 것은 가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아의 가치이며 정신적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미학적인 것은 대상적인 것 및 목적적

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적 가치를 공유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담지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윤

리적 가치는 특별히 인격적 존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미학적 가치는

덜 배타적이다." (p. 288) 그리고 미학적 가치는 직관으로 파악되며 이념적이 아니

라 이념의 감각적 가상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학적 가치 체험 (pp . 296-7)은 다

음과 같은 특정을 지닌다고 한다. CD 미학적 가치 체험은 직접성을 바탕으로 한다

는 것，(2) 미학적 가치 체험은 감정에 알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학적 가치

의 체험은 그것의 정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소유하고 있다.® 미학적

가치 체험은 정신의 수용적인 태도를 서술한다. ail 미학적 가치는 인간을 내면적으

로 감동시키고 사로잡으며 충만시켜 준다. 이 가운데 우리가 윤리 측면에서 주목하

는 것은 @ 항목이다. “인간을 내면적으로 감동시키고 사로잡으며 충만시켜 주는”

가치는 다른 예술의 경우는 물론 문학의 경우도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미

학적인 것은 인간을 내면적 정신적으로 양육하며， 정신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며，

정신을 고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힘들의 내면적 조화를

촉진시키며 조화롭게 해 준다. 그리고 “미학적인 것의 최종적인 의미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pp. 306-7) 여기서 미학적인 것이 윤리

적인 것과 상통하는 공통점을 찾게 된다. 헤센이 주장하는 미학적인 가치의 윤리적

특성은 다음 인용에 압축되어 있다.

정신적 가치들의 등급 내에서 윤리적 가치들이 논리적 가치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

학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치로 나타나는 한 윤리적 가치들은 최상의 위치를 차

지한다. 윤리적 가치들은 무조건적 타당성(정언명볍)과 보편성과 전체성(모든 사람과 모든

것， 즉 전체 생명에 대해 타당하려고 한다)의 특정들에 의해서 명확해진다. (pp. 91-92)

문학의 미학적 속성 가운데 윤리성이 더욱 문제되는 것은 문학의 이념 차원과

심미차원이 분리할 수 없게 융합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학은 형상성을 본질로

15) J Hessen, Lehrbuch der Philosophie , 진교훈 역.가치론~， 서광사， 1992, pp. 2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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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그것이 언어적 형상성이라는 점，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본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대상을 물질적 소재를 통해 형상화하는 미술이나 음악

과는 다른 문학 특유의 미 학적 자질 이다 16)

3. 문학의 형상성과 윤리성

문학은 매재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에 비해 이

념적 속성이 두드러진다. 문학은 의미의 예술로서 다른 예술과는 그 자체로서 변별

되는 특정을 지닌다.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문학에 대한 취미판단은 미적인 쾌감의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이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학이 단순히 쾌

감의 판단인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적 형상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문학은 텍스트 차원 이념 차원 미적 차원으로 존재한다. 여기

서 문학의 이념 차원은 이미 철학으로 넘어가는 차원이고 그 자체가 윤리적 발언

혹은 도덕적 주장의 표병으로 전환되기 쉽다. 특히 산문문학의 경우 인간 삶의 양

상을 대상으로 하고 주제가 명료한 언어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의 지시적

의미나 소재 그 자체를 윤리로 환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작품으로서의 문학이 문학에 대한 메타언어 차원의 문학과 동일 차원에서 논의되

곤 한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문학의 문학다움은 형상성에 있다. 이 형상성이 미학과

윤리의 연관성을 위한 매개개념을 형성한다. 언어의 지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직접

성에 업각한 의미의 전달만으로 문학이 될 수 없다. 형상성이 결여된 텍스트의 윤

리라면 그것은 문학의 윤리가 이미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학의 형상성이 장르마다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가， 그리고 그

것은 어떻게 윤리적으로 실천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문학

외부의 현실과 연관되지만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다. 문학의 형상성이 윤리로 전

환되는 구조는 문학의 장르상 관습과 연관된다. 문학이 형상성을 지닌다는 것은

문학이 언어적 조건을 벗어날 수 없지만， 언어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구

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오성과 이성으로 파악되는 세계가 아니라

감수성으로 파악되는 세계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윤리가 문학과 연관되는 방식을

서정양식과 서사양식에 국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16) 헤센은 최고의 가치로서 거룩한 것의 가치 또는 종교적 가치를 들고 있지만 예술의 가치를 논하는 자

리에서 종교에 예술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문학과 종교는 공통적 속성을 지

니고 있기는 하지만 예술이나 문학이 종교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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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정양식의 본질과 윤리

서정양식은 시로 대표된다. 시는 리듬， 이미지， 은유， 상징， 신화 등으로 텍스트를

형성한다. 이들 모든 항목이 윤리와 연관된다고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시

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항목， 즉 隱쩨를 윤리와 연관지어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은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江>이라는 작품이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 녘 울음이 타는 가을 江을 보것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려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죽은 가을 江을 처음 보것네.

서정의 본질은 주체와 대상의 융합으로 실현되는 일체감에 있다. 이허한 일체감

은 언어상으로 주로 은유를 동원하게 된다. 은유는 논리상의 동일률을 깨고 이질적

인 대상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성립한다. A == B라는 등식으로 표현되는 은유는 언

어수행의 계열축을 전환하는 데서 발생한다. 위 시에서 언어의 은유적 운용은 쉽게

나타난다. 첫 연에서 ‘마음’ 이 ‘몽’을 움직여 친구를 따라나서게 하고 “친구의 서러

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을 가는 중에 ‘가을 햇볕’은 ‘눈물’로 변환된다. 존재

의 이러한 변환은 마음 = 봄， 나(주체) == 친구(대상) , 햇볕 = 눈물이라는 인식상의

등식을 만들어 준다. 이처럼 주체와 대상이 하나의 존재로 연관된 상태에서 바라보

면 별다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사물 사이에 밀도높은 의미 연관이 드러난다. 집

안의 축제로 상정되는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은 얼마나 은성하고 시간을 거슬

러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인가. 시간의 저편에 있는 기억을 불러와 “해질 녘 울음

이 타는 가을 江”에 상상의 배를 대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간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의미연관을 빚어내는 은유를 보게 된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로 합일되는 체험은 논리상의 일치를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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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미흡함이 정서적인 일치 혹은 공감의 체험으로 나아

가야 한다. 울음이 타오르는 가을 강에서 주체와 대상이 합일되는 체험 속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에 의미가 닿아 있는

너보다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이었던 나보다도 완벽한 사랑의 구도를 지나

온 가을강에서는 ‘기쁜 첫사랑’도 ‘사랑 끝에 생긴 울음’도 동질적인 가치로 상승하

는 것이다. 그것은 미칠 일이고， 미적 정화를 거친 끝이기에 내면으로 ‘소리죽은 가

을 강’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존재의 완벽한 일치를 제험하는 것은 은유라는 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존재의 통합， 융

합을 체험하는 것은 은유의 힘에 있다. 한 편의 시를 통해 존재의 연쇄를 체험하게

된다. 화이트헤드의 상징적 연관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의미연관은 곧 존재의 연

관성으로 전환되고 윤리성을 띠게 된다17) 필립 휠라이트에 따르면 은유는 의미의

증폭을 이루어내는 언어적 장치이다. 이것이 은유로 구체화되는 윤리의 미적 차원

이다 18)

주체와 대상의 교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설정될 수 있다. 다음은 조지훈

의 <春信>이라는 시이다.

꽃등인 양 창 앞에 한 그루 피어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 가지 새로

작은 멧새 하나 찾아와 무섬히 놀다 가나니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메서

작은 깃을 얽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느뇨?

앉았다 떠난 아름다운 그 자리에 여운 남아

뉘도 모를 한때를 아쉽게도 한들거리나니

꽃가지 그늘에서 그늘로 이어진 끝없이 작은 길이여.

이 시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자연미가 곧 인간의 감성에 와 닿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예를 이 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7) A. N. Wh itehead, Process and Reality , 오영환 역?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4, p. 319.
18) 이러한 변모를 텍스트상으로는 연맥 (coherent)의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상성을 문

제삼는 경우라면 텍스트상의 연맥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으연 형식논리의

소조함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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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의 아름다움과 이를 판단하는 취미능력과의 행복한 관계에서 바로 쾌라는

감정을 통한 미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자연의 전체 체계 속에서 펼쳐

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도덕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주관이 자연을 대할 때

일어나는 세계 해석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η9 )

칸트가 말하는 미적 이념과 도덕적 이념이 하나의 작품에서 합치되는 예를 여기

서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인간의 언어로 포착하는 자연은 이미 이념화된 자연이라는

지적을 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문학이 언어적 형상화라는 점에서 형상화의 문학

적 방법을 고려한다면 문학의 우월한 성능으로 인정되어야 할 점이다.

나. 서사양식의 본질과 윤리성

이야가를 기본 요소로 하는 서사문학의 형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앞서야 한다. 특히 이야기의 인간 정신에 대한 기

능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서사로 구현되는 이야기는 단

순한 서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화된 인간의 가치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사를 일반화하여 통칭하는 이야기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

나이다. 분할되어 존재하는 세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야기를

통해 실현되는 구성력이다. 소설론에서는 플롯짜기가 이야기를 정교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거된다. 자연세계는 물리적인 연속체이다. 물리적인 연속체를 하나의 이

야기로 분립해 내는 데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는 전체의 규정이 있어야 한

다.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일으킨 사건은 시각에

따라 ‘동학난’，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등으로 불린다. 난리로 볼 경우는 관

변측의 시각에서 이야기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인데， 평정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농민들의 자각된 의식으로 체제를 고치겠다고 들고일어난 이야기라고 의미부여를

할 경우는 혁명이 된다. 전체가 구성되는 데 따라 부분은 달리 의미가 매겨진다.

‘동학농민전쟁’은 잘 알려진 대로 박태원이 북한에 가서 쓴 소설이다. 1894년의 사

건을 전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작가와 작가가 소속된 집단의 사건에 대한 의미

규정이다. 이처럼 이야기는 세계를 구성하고 의미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20 )

이야기는 인간존재의 상호관계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의미의 전달과 수수를 할 수

었도록 해 준다는 뜻이다. 이야기로 형태화 혹은 형상화됨으로써 그 이야기를 만들

고 향유하는 개인적 주체들 사이에 일종의 공통감각이 생겨나고 이 공통감각을 바

19) 공병혜 r자연의 목적론적 체계 속에서의 윤리적 목적의 실현」， 『칸트와 윤리학J， 민음사， 1997, p. 284
20) 우한용 r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삼지원， 1990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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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조정하기도 하며 의미의 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소

설에서 대화성이 중요한 이유도 이러한 의미소통의 본질을 담지한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이유는 소설 속에서 시각을 드러내어 시각

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이상세계를 모색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 말고 유토피아

를 제시할 방법을 인간은 달리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유토피아란 결국 미래의 이야

기， 미래의 역사일 따름이다.

이야기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 감각을 촉발한다. 소설에서 묘사가 소설사를 구성

하는 역사단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하는 변별점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21) 이야기를 통해 구체

적 감각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서사의 한 특정이다.

이야기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구도이다. 이야기는 인간조

건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단군의 이야기를 안다

는 사실은 간단치 않다.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식공간에 회

복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국은 도달해야 하는 미래상이 어떠하

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체상이 잡혀야 하고， 이는 삶의 수직적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어떤 행동의 전후 연관을 고려함으로써 행동의 의

미， 어떤 행동의 목적， 의도r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22)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덕의 통일성을 하나의 통일적 삶， 즉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는 삶의 특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 (p . 302)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의

연관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이야기이다.

서사는 형태잡히지 않은 인간의 삶을 형태잡힌 이야기로 짜고， 현실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인물을 설정하여 인물간에 갈등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

려 나간다. 또한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하고， 시점을 동원함으로써 의미의 조

정과 의미의 수수 방법을 탐구한다. 이는 시대를 따라 어느 한 측면이 다소 강화되

거나 약화되기는 하지만 서사일반의 작용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서사)가 어떻게 윤리성을 띨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

다. 단순화하여 말하자변 인간의 자기탐구가 윤리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인간의 자기탐구는 자기긍정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可題性을 극대화하는 방향으

로 나아감을 뜻한다. 여기는 인간의 선의 본질과 악의 본질까지를 함께 포착함으로

써 인간의 가능성의 최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도도한 의지가 담겨 있다.

21) 김우창 w궁핍 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p. 75
22) Alasdair MacIntyre, After Viπue， 이진우 역 w덕 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pp. 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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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야기의 윤리적 연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에 지귀(志鬼)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지귀는 활리역(活里購) 사람인데 하루는 서라벌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선덕여왕을 보았다.

그런데 여왕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는 첫눈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맏딸로 그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

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여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모든 사

람들이 여왕을 보려고 거리를 온통 메웠다. 지귀도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 여왕을 한번 본

뒤에는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는 장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선덕여왕을 부르다가 그만

미쳐 버리고 말았다.

“아름다운 여왕이여， 나의 사랑하는 선덕여왕이여!"

지귀는 거리로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쳐댔다

아를 본 관리들은 지귀가 지껄이는 소리를 여왕이 들을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관리들

은 지귀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날 여왕이 행차를 하게 되었다. 그때 어느 골목에서 지귀가 선덕여왕을 부르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다. 그래서 사람틀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떠들썩했다. 이를

본 여왕은 뒤에 있는 관리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미친 사람이 여왕님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럽니다"

“왜 나한테 온다는데 붙잡았느냐?"

“아뢰옵기 황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지귀라고 하는 미친 사람인데 여왕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는 큰 죄나 진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운 일이로구나I "

여왕은 혼자말처럼 이렇게 말하고는， 지귀에게 자기를 따라오도롬 이르라고 관리에게

말한 다음 절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한편 여왕의 명령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지귀는 너무도 기뻐

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여왕의 행렬을 뒤따랐다.

선덕여왕은 절에 이르러 부처님에게 불공을 올렸다. 그러는 동안 지귀는 절 앞에 있는

탑 아래에 앉아서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왕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지귀

는 지루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깝고 초조했다. 그러다가 심신이 쇠약해질 대

로 쇠약해진 지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여왕은 불공을 마치고 나오다가 탑 아래 잠들어 있는 지귀를 보았다. 여왕은 그가 가없

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팔목에 감았던 금팔찌를 뽑아서 지귀의 가슴 위에 놓은

다음 발길을 옮기었다

여왕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잠이 캔 지귀는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보고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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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그는 여왕의 금팔찌를 가슴에 꼭 껴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자 그 기쁨은 다시 불씨가 되어 가슴속에 활활 타올랐다. 그러다가 온몸이 불덩어

리가 되는가 싶더니 이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 있는 불길은 몸 밖으로 터져

나와 지귀를 어느새 새빨간 불덩어리로 만들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슴이 타더니 다음에는

머리와 팔다리로 옮겨져서 마치 기름이 묻은 솜뭉치처럼 활활 타올랐다. 지귀는 있는 힘

을 다하여 탑을 잡고 일어서는데 불길은 탑으로 옮겨져서 이내 탑도 불기둥에 휩싸였다.

지귀는 꺼져 가는 숨을 내쉬며 멸리 사라지고 있는 여왕을 따라가려고 허우적허우적 걸

어가는데， 지귀 몽에 있던 불 기운은 거리에까지 퍼져서 온 거리가 불바다를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서사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

이 훨 만하다. 이 이야기는 신라라는 세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인

간의 보편적 정서 가운데 하나인 사랑과 제도화된 금기체계 사이의 갈등올 중심으

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따라서 자연스런 성정의 발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염을 무한정 풀어놓

을 경우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혼란을 방지하는 장치로 금기체계를 만들

어 운용한다. 임금으로 상정되는 존재와 관련되는 금기체계는 성스러움과 권력이라

는 형태로 나타난다 23) 그런데 권력은 남용하거나 구성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

감이 형성되면 상실된다. 이야기는 권력의 유지와 연관된 세계상을 보여준다. 지귀

가 선덕여왕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미 문제사태에 봉착한 것이다. 이

문제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상징적 해결이다. 즉 잠든 지귀에게 왕

권과 여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금팔찌’를 풀어 놓아 줌으로써 상징적 해결을 도모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징적 해결을 도모한 데 대한 지귀의 대응방식

은 실제적이라는 점이다. 상정에 대한 응답은 다른 상정을 요한다. 이는 해당 집단

이 공유하고 있는 게임의 규칙과도 같은 것이라서 그 규칙을 어긴 자는 벌칙을 당

하게 마련이다. 지귀의 사랑 수용이 직접적이어서 폼에 불이 나고， 그 불로 인해

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은 상징적 금기체계에 대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이다. 금기체

계의 운용방법이 하나의 윤리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당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 혹은 가치가 서술자를 통해 드

러난다. 선덕여왕에 대한 평가가 그것인데， 이는 당대의 공통감각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한 경우이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맏딸로 그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여왕

이 한번 행차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왕을 보려고 거리를 온통 메웠다" 여기서

여왕의 행차에 사람들이 거리를 메운 것을 여왕의 권위에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23) Roger Caillois, L'hommeet Ie sacre , 권은미 역 r언간과 聖.， 문학동네， 1996, p. 13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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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대신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워서” 백성들이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는 의미에서 몰려들었

다는 것이다. 그러한 평가는 관리들을 대역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귀가 여왕을

사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황송하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처럼 서사에서

는 대상을 다층적으로 의미화한다. 이는 객관성을 지향하는 서사의 특정이 구현된

예에 해당한다. 대상을 평가하는 방법 자체에 윤리적 감각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디.

대상의 갈등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하는 인간상을 읽을 수 있다는 데에 이 이

야기의 심도가 있다. 앞의 이야기에서 다음 대화는 매우 격이 높은 해결의 방법을

보여준다.

“아뢰옵기 황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지귀라고 하는 미친 사람인데 여왕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는 큰 죄나 진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운 일이로구나I "

여왕은 혼자말처럼 이렇게 말하고는， 지귀에게 자기를 따라오도록 이르라고 관리에게

말한 다음 절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미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여왕의 너그러움은 곧 신라의 정신적 아량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인간이해의 폭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에 대한 분담과 이

해는 윤리와 상통한다. 고통이 윤리적 감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견해

를 참조할 수 있다.

강한 윤리적 의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고통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긍정적 공헌

가운데 하나는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의무감을 갖게 하는 것일 것

이다. 고통은 많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든다. [ ] 다만 강력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 분명

한 추리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약자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인

과관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추리할 수

있는 능력과 고통당하는 사람을의 얼굴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매우 중요한 윤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24)

이야기의 구체성 즉 형상성은 인간의 극단적인 양측면을 모두 포착하는 전체성

의 욕구가 실현된 경우이다. 이를 전면적 진실이라고 하거니와25) 이 이야기에서는

24) 손봉호"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 206.
25) Aldus Huxley, Music at Night, 조선권 역"밤의 음악~， 덕문출판사， 1978 참조.



40 師 大 論 罷(55)

여왕의 너그럽고 폭넓은 인간 이해의 성품이 우아하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지귀

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동시에 그려져 있다. 여왕이 불공을 드리는 동안 여왕

을 사모하는 사랑의 열정보다는 피곤과 쇠약함으로‘인해 잠드는 그 장면이다. 한계

를 가진 인간이 고귀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데에 대

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이 대목은 인간의 자기이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윤리

감각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덧붙어 있다. 화재를 예방하는 부적의 유래

를 적은 것언데， 앞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

다. 상상력이 동원된 아야기에 왜 실용적인 목적의 설명이 붙어 있는가 하는 의문

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지귀는 불귀신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게 되었다. 사

람들은 불귀신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때 선덕여왕은 불귀신을 쫓는 주문을 지어 백성

들에게 내놓았다.

志、鬼心中火 지귀는 마음에서 불이나，

志身變火神 몸이 불로 변하였다.

流移擔海外 바다에 멀 리 쫓아서

不見不相親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지어다.

백성들은 선덕여왕이 지어 준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였다 그랬더니 비로소 화재를 연

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불귀신을 물리치는 주문을 쓰게 되었는데，

이는 불귀신이 된 지귀가 선덕여왕의 뜻만 쫓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왕이 미친 사람에게 사랑의 信標를 주었다는 것은 성스러움의 훼손이라는 의

미를 지넌다. 더구나 그 대상이 ‘미친 사람’으로 평가되는 대상일 때， 여왕의 권력

은 흔들릴 소지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흔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수용하

면서 동시에 응징하는 이중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선덕여왕만을 쫓는 불귀신

이 된 지귀를 추방하는 축귀의 역능을 상징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성스러움이 회복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이야기로 기록하고 이야기 속에서 세계의 질서

를 되찾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당대의 공통감각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윤리적 의

미를 지니는 것이라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가소성 탐구와 도덕적 상상력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보

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전달을 전제하지 않은 문학은 사실

문학의 절반만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감으로 구축되는 인간의 가소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측면을 살펴 보는 것이 순서바른 일이다.



文學敎育의 倫理的 聯關性에 대한 %究 41

4. 문학적 소통과 윤리 문제

문학적 소통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공감의

미학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두기의 미학이다. 공감은 전달을 목표로 한다. 거기 비

해 거리두기는 전달의 반대편을 겨냥한다. 공감의 미학이 감수성을 중심으로 구축

되는 것이라면 거리두기의 미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 미학과 표현주의 미학， 혹은 서사극으로 대표되는 미학과 연관되는 것이

거리두기의 미학이다.26)

공감의 미학 가운데 문학교육과 연관되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문학의 感梁性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이다. 감염론을 가장 극명하게 주장하고 나온 예는 아무래도 툴

스토이를 들어야 할 것이다. 좋스토이 예술론의 후반에 해당하는 것이 감염론인데

이는 톨스토이의 이른바 인도주의 예술론과 연관된다. 툴스토이는 “예술이란 누구

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

고 전제하는데， 이는 예술 감염설의 핵심에 해당한다. “만약 어떤 예술작품이 좋은

예술작품이라면 예술가에 의해 표현된 감정은 그것이 도덕적이든 비도녁적이든 다

른 사람을 감염시켜 감화를 주게 된다. 예술적 뛰어남의 유일한 척도는 감화의 정

도이다. 감화가 강할수록 그 예술은 예술로서 그만큼 훌륭하다 "27)

감염성의 강도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인데， 감정의 가치보다는 전달의 강

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설은 자칫 문학을 통해 윤리를 직접 전달하는

목적론에 함몰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예술적인 전달은 단순한 감염의 강도가 문

제가 아니라 공감이 문제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공감은 정서적인 공감에 한정되

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차원， 이념 차원， 예술 차원의 공감

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라 해야 옳다. 정서적 공감과 이념적 공감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 문학적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적 전달이나 소통에서 실천의 국변에 연관되는 점에서는 정서가 주체의 태

도에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존재의 사실 파악이 아니라 존재의 자기긍정으

로 감수성 차원에서 평가하거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논리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론은 윤리 차원의 공생， 소통 가능성， 심리

적 통일시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문학교사는 문학적 감염의

매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여기서는 문학교육과 윤리의 연관

성을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문학교육에서 전달되고 내변화되는 측면

26) 송동준~브레히트의 서사극Jl， 서울대 출판부， 1993 창조t

27) 우도 쿨터만， 김문환 역.서양 예술이론의 역사Jl， 문예출판사， 1997,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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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해야 한다.

문학교사가 수행하는 감염작용이 윤리성을 띠어야 하는 이유는 문학교사가 문학

교육의 구도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문학교사는 매우 모순적인 자리에 서

게 된다. 문학의 다의미성과 윤리의 단일의미성 혹은 의미의 절대성을 동시에 포

괄하는 자리란 그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교사는 믿지 않으면

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학의 윤리는 형상화를 거친 양태로 전달되

고 수용되는 윤리란 점에서 문학교사에게 변책의 사유를 제공해 준다. 즉 문학교사

는 작품의 윤리를 전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문학에서 윤리가 어떻게 형상화되

어 있는가를 일깨우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문학교사는

자신의 윤리 판단을 떠나서도 그의 행동이 윤리적일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

III. 문학교육과 윤리의 연관성 - 결론

문학교육은 결국 윤리교육을 지향한다. 문학에서 문제삼는 윤리는 형상화를 거친

윤리이다. 자아의 완성이라든지 감성과 논리의 통합， 이념의 실천 등은 넓은 의미

의 윤리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서술적인 언어로 기술한

것이 인문학이라면 문학교육은 그것을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구체화한 문학을 대

상으로 한다. 사람은 자리를 바꿔 보아야 자신의 처지를 안다든지， 易地思之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하는 담론은 추상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경우는 그 추상성을 벗어나 언어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예이다. 결론에 와서 이

러한 예를 드는 이유는 문학교육의 윤리가 윤리학에서 논의의 대상을 삼는 윤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느 사찰에 주지 스님이 밤이면 아래 마을 과부집을 다녀온다. 이 꼴을 매일 저녁 본

상노가 주지 스님이 감추어놓고 먹는 떡을 어느 날 다 먹어버렸다. 이 사실을 안 주지 스

님이 상노를 불러놓고

“다락에서 떡을 꺼내 먹은 놈은 누구냐?'l

그러나 상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상노는 드디어

“안 들립니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어디 안 들려? 자리를 바꿔 앉아보자"

자리를 바꾸어 앉아 이제는 상노가 큰소리로

“아래 마을 과부와 자고 온 놈은 누구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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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스님은 대답이 없다. 다시 상노는

“안 들리느냐 아랫마을 김과부와 자고 온 놈은 누구냐?"

주지 스님이 낯을 붉히면서 말했다

“허! 과연 이쪽으로 오니까 안 들라는구나 "28)

이 이야기는 한낱 우스개로 넘기고 말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 차원에서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교육자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

간의 자기다스럼에 대한 공통감각이 생겨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의 주제가 두

개의 자아를 내보이는 희극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기서 비로소 문학교육

에서 추구하는 형상화된 윤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시의 경우

도 형상적 공감을 윤리로 환원할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됨직

하다. 이육사의 <홈木>이라는 시이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홀로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침 아니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츰내 호수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풍상에 시달리고도 굳건한 인간상을 느낀

다면， 그 느낌 자체가 윤리성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가 상실되어 방황하

는 현대에서， 삶에 대한 철학의 역할이 숨죽인 시대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마련된다. 이런 시를 읽는 데서 시대 초월의 의지를 기를 수 있음은 물론

인간상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

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은 도덕의식을 자각화한다. 잠들어 있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의식과 의식

의 갈등을 자각화하며 대리적인 방법으로 갈등의 해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문학이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양식이라는 원론적 논의에 연관되는 사항

28) 자료는 검상일?러셀의 역설과 과학 학명의 구조~， 솔출판사， 1997. pp. 268-69에 실린 것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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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른 매체와 달리 반성적 사고를 본질로 하는 문학의 자생력이 여기서 솟아

난다. 도덕의식의 자각화가 언어적 형상 차원에서 야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

다면 문학교육에서 윤리를 ‘전달’한다든지 ‘주엽’한다든지 하는 가정은 오히려 소박

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전달이나 주입은 문학과 다른 영역의 일이다. 문학교육

은 윤리가 형상화된 문학에 대한 공감을 우선 지향하기 때문이다.

문학적 체험은 인간의 연대성을 보증한다. 인간이 관계존재라는 인식을 불러일으

키고 존재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문학의 과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철학

대신 아이러니적 감각을 형성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모색하는 데에 문학적 방법에

기대를 하고 있는 리차드 로티의 소망은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9) 번역자 해제에서 김동식은 로티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우연성 위에 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잔인하지 말고 인류의 연대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사적 도덕의 영

역을 넓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이며， 그것을 정당화해 주고 지탱하

게 해 주는 것은 아니러니， 즉 메타포의 힘뿐이다" 인간의 연대성에 대한 구체적

형상화를 문학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기술적 방법은 다른 과제에

속한다. 하여튼 문학작품 속에서 가치용어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비평적 가정을 세

우고， 그 가정을 확인하면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도덕이나 윤리가

발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문학교육에서 문학의 인간 可題性를 극대화하는

일에 멈칫거렬 이유가 없다. 문학이 인간의 자기인식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언어적

형상물아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문학의 윤리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교육과 윤리적 속성이 연관되는 국면은 이 한편의 논문에서 모두 정리하기

는 어렵다. 문학의 허구성은 윤리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문학의 비판기능과 윤리

는 어떤 작용을 주고받는가， 문학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문학의 사회윤리는 어떤

것인가， 사회정의의 문학적 실천은 어떤 것인가， 이념으로서의 사회윤리는 문학적

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밝히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학적 실천과 윤리적 실천을 둘러싸고 검토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의 가치 위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한국문

학에서 가치갈등의 해결 방법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으

로 추구하는 공존의 윤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 영역의 검토항목이 될 것

이다. 학문 차원에서 문학교육학과 윤리학의 연계 가능성도 추구해 보아야 할 것이

고， 문학교육과 도덕교육의 학제적 연구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9) Richard Rorty, Consequences qf Pragmatism, 김동식 역?실용주의의 결과~， 민음사， 1996.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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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학교육과 윤리의 연관성을 가설적 모델 차원에서 검토해 본 데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과제를 미루어 두는

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 본질로 보았을 때 쾌락보다 한결 윤리적이다. 쾌

락은 남에 대한 고려 없이 혼자서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

기 위해서는 자아를 타자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삭엽은 타자의 시각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윤리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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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Relations of Literary Education

Woo, Han Yong

Literary education has to deal with the many aspects of the value system of

literature. The literary education to date, however, has been narrow in its scope

in that it has only focused on the aesthetic function and the formal structures

of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how the ethical values and

aesthetic values are interrelated in the process of literary education.

The purposes of literary education are to develop the students' imaginative

faculty , to develop their total understanding of life, and to cultivate a literary

culture. These purposes of literalγ education are closely related with ethics in

many ways. Furthermore, the nature of literature itself has various ethical

aspects.

The materializing power is an important aspect of literature. Literarγ

education, therefore, should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materiali

zational aspect of literature and the ethics of life.

There are several ways to materialize the ethical elements of literature. In

lyrics, the subject and the object are melt to become higher-level beings.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use of metaphors that are transformed into the

representations of ethics. In epical genres, like novel , the multiple subjects are

put in the situations of conflict and contradiction. In the processes of literary

communication, the ethical perspectives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utopia.

This attribute of utopia-orientation is the ethical aspect of the epical literature.

The ultimate goal of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to produce a whole person

equipped with the aesthetic sensitivity and ethical perspectives. To this end , the

relationships between literature and ethics need to be constantly reviewed and

reexami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