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學創↑F敎育論〉 강의 개설을 위한 구상*

禹漢鎔**

I 관점 : 국어교육 / 문학교육
문학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외적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문학적 리터러시1)
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웬만한 여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상횡어다. 문학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라는 논지가 상당한 보편성을 얻고 있다 문학을 향유하는 데 절대적인
* 이 글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새로 개발할 만한 강의 내용을 구성등}는 작엽의
일환이다. 국어교육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학문적 체계를 생산성 있게 정비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쓰여진 글이다.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실용성이 논의되

야야 할 것이다 발표문에 대해 토론을 해 주신 한양대학교 이삼형 교수께 고마움을
표한다 (본 연구는 2따4년도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 지원에 의해 국어 교육과 교육

파정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우한용， 민현식， 검종철)의 열환으로 이루어졌음)

**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 용어는 영어의 literacy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문식성’， ‘문식력’， ‘문해략
등으로 번역하여 쓰는데 글의 운용 전반에 결치는 능력을 뜻한다는 점에서 너무 제
한적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다민족 국개 다언어 국가에서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소통의 문화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리터러시이다. E.D.Hìrsh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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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이 없다논 뜻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학 창작은 그런 주장을 펴는 이들이나 문학을 향유하는 이틀

의 관심 영역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듯하다. 아직도 문학 창작은 재능이

있어야 하고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는 문학 창작을 과엽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그 운영

은 문학창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지 의문이다. 문학창작이 제대
로 수행되자면 문학을 운용하는 주체틀의 문학 인식이 달라져야 함은 물
론， 제도교육 차원의 문학 인식과 문학창작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문학창작이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삶의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리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규정된 창작교육이 정상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이울러 문학교육을 담

당하는 교사를 %탱하눈 양성기관2) 에서 ‘문학창작교육론’에 대한 설계와
실천이 펼요하다.

현재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은 ‘국어교육’ 영역 안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학교육의 한 영역으로 규정되는 문학창작은 글

쓰기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어교육의 체계로 보아 수
긍이 가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규정하는 관점은 재고를

요한다. 문학의 창작과 연관되는 글쓰기(쓰기 영역)에서 문학은 ‘정서 표
현의 글쓰기’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자칫 문학의 속성을 과도하게 한정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문학창작의 속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문학은 정서가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정서를 표현하

2)

국어과의 경우， 사범대학 국어교육파， 교직괴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있는 인문대 국
문과 양성 기능을 수행히는 교육대학원 등을 상정한다.

3) 교육부국어과 교육 과정~， 1997. 30-31쪽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본칠’， ‘원리’， ‘태
도’ 등으로 삼분하교 그 설천 영역에 언어의 사용 목적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각각 정보의 전달， 설득， 친교와 ‘정서 표현의 말， 글’을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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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문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인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열이라면， 문학교육은 인간의 정의적， 인지적 나아

가 수행적 이념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학교육이 국어교육의 이상을 대변한다고 해도 잠못이 없다. 교과의 위
계상 국어교육이 문학교육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그와는 역

방향의 구도를 그렬 수도 있다.
문학이 언어수행의 한 OJ상이라는 점은 정당히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

나 글쓰기 일반을 의사소통의 한 양상으로 다루면서 문학적 글쓰기， 즉
창작적 글쓰기(창의적 글쓰기

creative writing)를 예술적 정서 소통의 양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체의 자기 형성과 자기 충족의 속
성을 도외시할 경우 문학 내지 창작은 설용성 열변도의 시물화로 왜곡되
기 십상이다， 장르의 염격한 구분은 때로 언어의 실상에서 멸어지게 한다.

반대로 장르적 관습을 경시하면 결과적으로 학문적 경계를 허문다는 미
명하에 획일화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문학의 감상과 비평을 읽기 일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 할 경우 일부분의 타당성밖에는 지닐 수 없게 된다.
장르의 규칙성을 고려한다면 문학창작이 국어교과 안에서 다루어지더라
도 문학의 속성과 맞는 글쓰기를 지향해야 한다.

문학교육 안에서 문학창작을 처음 고려한 것은 3차 교육과정기의 일이
다4) 이후 잠재되어 있다가 7차에 다시 교육과정에 명시화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문학교육을 문학의 ‘이해와 감상J으로 한정한 교육과정의 인습적

사고가 내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변화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관행처럼 되어왔다 학교 현장에서 문학창
작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되는가 승뜯 데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문
학의 이해와 검-상은 문학현상의 한정된 영역이다. 통합적인 문학현상 안

4) 교육부，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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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학의 생산과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문학능력을 지년 학습자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문학교육은 문학의 창작과 수

용， 그리고 재창조의 모든 국면에 걸쳐 있다 층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예술 영역의 교육과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음악은 다른 사람의 노
래를 듣는 수용，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연행， 작곡과 변조를 할 수 있는

창작 등 음악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진다. 미술 또한 마찬가
지이다. 남의 그림이나 조각을 감상묶 것은 물론 스스로 그려 보도록
하고 만들어 보도록 교육한다. 그렇다면 문학교육도 문학현상의 전분야
를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옳다 특히 문학에서 소외되는 문학교
육을 지 OJ-하고 문학의 수행과 실천이 중심이 되는 문학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문학창작의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하고， 문학교새)를 %댄하는
과정에서 문학창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논의논 문학교육에서 창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

를 양성승F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창작교육에 대한 정당한 시각을 찌
고， 방볍론의 숙지， 실짐적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야 한

다. 이를 위해서 사범대학 학부과정에 ‘문학창작교육론’ 강의를 설강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원에는 창작교육의 이론을 모색하고 실천 방법을
연구히는 강좌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이상적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교육이 수행되는
현장의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하려고 한다면， 현섣적 제약으로 인해 논의
가 제한을 받는다 대학의 학점 구조，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의 체계， 국어

교육과의 설강 범위와 학문적 위계성，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섣제
문제 등은 이 논의 결과를 수용하는 데 고려할 점들이다.

5) 현설 맥락의 의미로 ‘문학교새를 상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를 뜻한다. 제도상으로 자격 조건이 규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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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학창작교육론왜 성격
l. 용어와 규철

- 창작， 창작론， 창확교육룰

‘문학창작교육론’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면적으로 얽혀 있다. 간단
히 말하자면 문학창작을 가르치는 일과 연관된 논의라 할 수 있다 인문

학이나 사회과학의 용어 임반이 그러하듯이 문학교육의 용어 또한 명확
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문학에서 활용되는 용어 또한， 비트겐쉬타인의
‘가족유사개념’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6) 문학과 교육이 연관되는
경우， 연계되는 사항이 다층적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 규정이 정확을 기하

기가쉽지 않다.
용어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라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체，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수행의 결과물， 결괴물의 효과 등이 그
것이다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까 그 산출
물의 효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용어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틀의 요건이

다. ‘문학창작교육론’은 학습자가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
기 위한 교육과 연관된 이론과 실천적 지식 전반을 포함한다. 중 · 고등학

교를 상정할 경우， 학교에서 문학교λ까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평범하게 랩R서，
문학창작교육론에는 다음파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창작교육을 왜 해야

하는개당위성)， 창작교육은 무엇을 지헝승}는가 즉 지향점을 어떻게 섣정

6)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 λ에에 얼굴 외양， 목소리， 머리 색깔， 체형 등에서 조금씩 닮
은 데가 있어서， 그 약긴씌 닮음을 종합하。} 이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시조와 근대소설을 같은 문학으로 규정하는 데는 이들이 같은 범주에 든다
는 몇 가지 이유밖에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다는 점 즉 최소한의 닮음을 조건으로 구
성되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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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개목표)， 창작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

(내용의 구조)， 창작교육을 실제 학습의 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개교
수 학습)， 그 결과는 어떤 방볍으로 가치를 매김해야 하는개평개. 이러

한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리된다. 이런 문제틀을
내용으로 삼아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지， 창작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자신

이 창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뒤에 설명이 있
을것이다

‘문학창작은 작가가 글쓰기 활동을 통해 문학적인 글을 생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로 규정된다 아무런 관형어 없이 창작이라고 하지 않

고 ‘문학창작이라고 표나게 적는 이유는 ‘창작이 다른 영역의 예술행위

를 두루 가리키기 때문에， 언어로 작업을 하는 문학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자 히는 뜻에서이다 요컨대， 문학창작교육론은 문학교λ까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학습자가 문학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학습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산출되어 나온 문학

작품을 평가하여 전체 과정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의 과정
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를 뜻한다.
창작은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일이고 ‘창작론’은 작가를 기르기 위한
강좌를 뜻한다 대학의 문예창작과에서 작가나 시인을 기르기 위해 베푸

는 강좌는 ‘시 창작론’， ‘소섣 창작론’처럼 ‘** 창작론’으로 되어 있다. 창작
교육론은 학교에서 창작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 창작 가르치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한 분야다. 대학의 창작론이 전문가를 %댄하는 과정이
라면 창작교육론은 보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를 대상으로 창작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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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창작교육론으l 위상

대학에서 어떤 강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강좌가 학문 영역의 판도
위에서 지식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확립된

지식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다는 목적을 지닌다. 엄격한 의미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좌(강의)는
지식 창출의 과정이다. 교수와 학생이 지식의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가왕에 확립된 지식이라고 해도 그 지식을 확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
지하는 것이 학문의 정당한 방향이다.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의 한 과정이다 연구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 셈이다 이

는 ‘섣용략이라고 해서 여l 외알 수 없다 대학에서 창출하는 지식은 새로

움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학창작교육론이 지식으로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 경우도 이런 전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문학창작은 지식으로 성립하는가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전
적인 의미의 지식개념으로 본다면 문학창작은 예술 혹은 기술의 어느 영
역에 포함된다. 이른바 진리에서 멀어진 개인의 숙달로 달성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지식과

기술은 엄격히 구분되기보다는 상보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지식 자체는
개념적 추상성을 전제한다. 그래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응용과 적용 차원에서는 구체적 기술을 요한다. 원자의 핵분열 과

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은 지식(이론)이다. 이런 이론을 원자로를
이용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 차원이다 언어로 작엽을 하는 문

학창작의 경우， 설행 차원에서는 이론과 기술은 작업 과정에 잠재된다
오히려 일상적 언어수행의 어느 국면이 다소 강화되거나 조정되는 정도
의 느슨한 원칙이 작용될 뿐이다. 특히 문학창작의 경우는 경험요소가 크
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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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창작은 지식， 기술，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영역은 어느 정도 지식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것이 언어적
으로 수행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예술의 창조 흑은 예[藝]의 영역에
비해서는 객관화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크다 그것은 문학창작의 과정
을 설명할 때，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언어화된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전
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교육과 연관된 문학의 지식은 실천적 면모를 강하게 띤다 특히 문학창
작교육은 학습자가 문학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 관계되고， 학습자의 인격
적 성장과 지아 성취와 연관되기 때문에 실천적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

지식과 삶의 통합이 개인의 자아 내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에서 논의되는
지식의 통합적 특성과 부합하는 점이다 “지식은 구체적인 삶과 분리된

고답적인 이론이나 능력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로서
소유한 모든 성향에까지 미치는 개넘이다. 존재하는 모든 인격체는 그 자

체로서 지식의 체제이며 삶은 그 자체로서 지식의 삶이다 "8) 지식과 삶
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러한 논지는 문학창작의 경우 더욱 적실하게 들어

맞는다.
문학창작교육론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적 안목이
특별히 요청된다. 그런데 이는 이 영역의 난점이기도 하다 창작도 결국
글쓰기 이론의 일반적 범주의 하위 영역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온다
학문， 교육， 설천의 층위에 따라 분리와 통합은 다른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글쓰기 일반의 이론과 방법이 창작이나 문학창작론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으로 창작체험이 글쓰기 일반론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더 크

다. 서사 장르의 경우， 글쓰기의 제반 국면이 이 장르 안에서 수행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문학은 문장론에서 범주로 설정하는 문장 서술의 양식
7) 우한용，<소설 창작교육의 이론적 가능성 탐색>， w현대소설연구』 제 8호， 1뾰，
8) 이돈희， w21세기의 인간상j ， 1쨌，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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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되는 설명， 묘새 서샤 논증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9) 이

는 근대 산문으로서 소설이 포괄하고 있는 문학의 양식과 사유의 유형，
체험의 폭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창작론에서 글쓰기 일반론으로， 방헝二을 바꾸어 논리를 모색하는 일

도 기능하다. 요컨대 글쓰기 일반의 논리와 문학창작론이 언어적 존재로

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인정할 필요
가있다

3.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
문학현상 전체에서 문학창작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학습지틀의
글쓰기로 실현되는 문학창작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문학
장10) 의 사회적 구조를 먼저 살펴둘 필요가 있다 문학사회학에서 연구 대

상으로 삼는 것은 문학의 생산과 소비이다 문학활동이 사회활동이고 사
회활동에 참여허는 일은 문학이라는 재회를 생산하고 소비히는 일에 참
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 만틀기는 재화의 생산이고 독자
의 독서는 문학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일이 된다. 작7까 작품을 생산하
고 독자눈 작품을 구매해 소비하는 구조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을 구상

하게 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작가작품-독자-] =추 [생산자장품 소비자]

9) C. Brooks & R.PWarr않 Modem Rhetoric, 뻐rcourt， Brace & World, 1949, (C) 1면O 이
책 제 2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예sc빠se) 양식은 잉qJOsition， ar맹ment， persuasion,
description, naπation 등이다.
10) 문학장 charnp littéraire; P.부르디외의 용어인데 문화를 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하
위 단위로서 문학의 장을 설정한다. 부르디외 〈예술의 규칙>， 동문선 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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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매개로 하는 맥락에서라면 이러한 패러다임은 달라져야 한다
교육의 견지에서 보면， 문학적인 글을 쓰는 모든 학습주체는 작가로 규정

된다 전문 작가는 상품성 있는 작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학습자를 포함
한 일반 작가의 작품에서 상품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상품성이 문제가 아

니라 학습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그 작품이 지니는 가치의 문제이다

그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뜻하지 않는다. 문학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삶과 연관된 가치이다， 학습자들이 만드는 사회는 사회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시간적으로는 전이기(轉移期)에

있는 사회이고， 공간적 비유플 하자면 점이지대(漸移地帶)에 놓인 사회를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도식은 이렇게 된다

[잠재작개모방생산

-

작품7텍스트

변형/(재)생산]

학습자들은 잠재적 능력을 지난 작가이다 그리고 이틀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완성도는 학습자층의 수준 내에서 용인되는 완성도이다. 따라서
이틀 작품의 예술성(완결성)을 전문작가의 작품의 예술성을 재는 척도로

평가하기 어렵다. 삶의 과정에서 창작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이 삶의 과정
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가 가치이다. 소비
자로 상정되는 독자의 자리에 ‘재생산’을 상정하는 것은 독자의 잠재적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독자눈 소비자라
기보다는 생산자인데， 이틀은 의미의 생산과 작품을 (재)생산하는 두 가

지 생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생산성 있는 작업이 사회적으로 공
인된 생산이 아니라 임의적 생산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중등학교의 문학
교육은 유사사회적인 활동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학교육을 고

려할 때라야 문학현상의 자생적 역동성을 섣명할 수 있디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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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현상외 통함성과 문학창작교육론
문학현상의 통합성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하나는 개

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성이다 개인적으로 하는 문학활동은 경험
과 형상화로 수행된다 경험은 임상에서 겪은 일들에 사색과 반추를 통해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경험은 형상화의 대상이 되

지 못한다 이 경험 속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흔히 간접

적인 경험의 예로 독서를 든다 경힘으로서 독서 결괴가 형상화의 절차에
포함되어 틀어가는 경우 그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실제 경험과 차이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학활동의 통합성 가
운데 하나는 정신영역， 흑은 정신기능들 사이의 통합이다11) 정서와 논리
의 통합， 실재와 가능성의 통합， 시간과 공간의 통합 등이 개인 내적인 정

신 영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합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학현상의 통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문학과 문학이 아넌 다른 영역의 통합을 뜻한다 문학이 사회
를 반영하고 다시 문학이 어느 사회의 설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 이는 문학과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냉이라 할 수 있다. 문학
과 다른 예술의 통합， 문학과 미술， 문학과 음악， 문학과 마디어 기술 등
의 통합은 또 다른 차원의 통합이다.

이러한 통합성 안에 학습자률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문학창작을 원용할
수 있다. 문학현상의 통합성은 언어수행의 통합성으로 전이된다. 그것은

문학의 형상적 속성 때문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을
논하는 자리에서 형상화의 문제를 제쳐둔다면 논의가 논리적 차원으로

제한되기 쉽다. 작가가 소설을 쓰는 과정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11) 정신기능(mental facultiesl은 심리적 기능을 뜻하고 이들은 일정 영역을 형성하여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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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따라 형성되어 가는 삶(인생， 이 óþ7 1 ， 의미)을 체험하는， 일련의 강
도 높은 체험 과정이다. 독자의 독서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섣을 통
해 작가의 의미(삶의 과정과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서과정에

서 의미는 경험되고 구축되는 것이다 독서를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니 대
화니 하는 통속적인 비유는， 함정을 지니고 있다12) 논리적 측면만 고려

하여 창작과 독서를 갈라놓고 본다면， 의미의 생산과 소비라는 각기 다른
작엽이다. 그러나 형상회를 매개로 하는 창작의 국면을 고려할 때， 비로
소 다른 논리를 세울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읽기는 의미의 생산이고 쓰기는 텍스트의 생산이
다 모든 독자는 잠재적 작가이다. 모든 작가는 읽기의 전문가이다. 읽기
를 쓰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읽기에서 수행한 해석의 결과를 형상화하는
데서 작가는 문학을 실천한다 창작교육론은 주체의 인격을 매개로 이루
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대상으로 이론이 추구된다.

5. 문학창작교육 -인격의 성장과 자아실현
인문학의 생산성을 경제적 부7}7녀의 칭L출과 동일시하는 데서 사실이

왜곡된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인문학은 효용성이 다했
기 때문에 학문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취급을 당한다. 이러한 경향이
교육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 써먹을 데가 없는 문학

을， 문법을 왜 가르쳐야 하느냐고 묻는다.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는 인문학은 인간의 자기 인식과 자아 성장
을 학문의 목표로 한다 인문학의 생산성은 인간의 본칠조건과 연관되어
제기되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할 때，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12) 오에겐자부로나를 소섣가로 만들기~， 문학사상 참조. 서지사항은 뒤에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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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성취감을 확인하게 할 때 그 설용성 생산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허무의 심연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인간의 존재의의를 부여하는 윤리학

이리든지， 인간 생명의 발양이 열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뿜을 수 있는가
하는 환희를 옳은 시의 7}치를 증명하는 문학은 인문학 고유의 생산성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소설을 드라마로 만틀어 한류(韓流)의 확산에 기여한
다든지， 서사론을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제무역의 수지
를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생산성이다. 교육적 견지에서
인문학의 생산성은 인간의 자아 정체성 확인， 인격적 성장과 자아성취에
더욱갚이 관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창작 문학적 글쓰기를 수행얀 과정이 주체의 자
기인식과 X봐형성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점은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학교육의 과제는 주체틀이 문학을 매개로 자기인식과 자아성취를 수행
하도록 하는 일이다. 문학적 언어능력의 신장13)을 문학교육의 과제로 삼

는 경우라도 그 언어능력은 인간의 자아성취와 연관될 때라야 교육적인
의미가있다
문학교육을 체힘으로 전환하는 방볍은 문학창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중심의 문학교육은 한계를 지난다 읽기 중심의 교
육은 아무래도 인지적 영역의 정신작용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감에 한계

가 있다. 어느 창작교수는 학생들은 시 읽기를 즐기지 않으며 시를 가르
치는 방식이 객관적 분석과 문제풀이 식으로 되어 있어 시의 감흥을 얻기
어렵다고 현설 진단을 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창작을 통해， 시를 이해하

는 이해의 심도를 확보하고 스스로 시를 생산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교육
한다 "14) 는 창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은 당대 사람틀의 의미있는 선택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삶의 과정

13)

최시한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새 2뼈에서 사용하는 핵심어의 하나

14) 이승략 『시쓰기 교설~， 문학사상새 때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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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덤을 세우고 그 구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
다. 그러나 이는 이상론이다. 교육이 현실적 모순구조를 재생산하고 계층
을 고착화한다는 이론도 있다 15) 경제제일주의로 치달Ö}7}는 사회의 통

폐 속에， 교육은 이념상 제2선으로 물러나 있다 문학창작교육이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이상의 맞을 내렬 수 있는 거점은 잃지

말0바 한다. 그리고 그 거점을 모색하는 데 창작교육이 이론의 틀을 제
공할 수 있다， 창작교육에서 인간의 이상적 상을 모색하고 인간의 본질조

건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격의 성장과 자아의 성취를 도모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찾아지기 때문이다 기타 능력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야 옳
다

rn.

문학창작교육론의 내용 구성의 조건

대학에서 어떤 괴목을 개섣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
다. 사범대학에서 문학창작교육론을 설강하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은 전체상을 선명하
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문학창작교육론의 전체상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거듭하자면， “문학창작교육론은 문학교λ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문학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습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산출되어 나온 문학작품을
평가승벼 전체 과정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논 얼련의 교육의 과정”을 뜻
한다

15) P. Bourdieu, La Repnαψ:ction : elements pour une theone du systeme d'enseignement,
이상호 역재생산~， 동문선， 2αm

<y，펀創作敎肯論> 강의 개섣을 위한 구상

73

문학창작교육론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요소가 우선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인간적 요소가 관여등}는 문학의 역능(19:能 )16)

이 고려 대상이 된다 역능이란 문학의 역할과 기능의 복합적 의미를 동

시에 드러낸다. 문학의 속성이 아니라 문학의 역능을 앞세우는 것은， 여
기서 설계하고 있는 강좌의 방향이 섣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일은 문학개론이나 문핵론 강좌에서 담

당할 몫이다. 그것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대탑이다. 그런데
문학의 역능이 주체의 X봐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자}의 인식과 성장
을 도모하는 엘이고， 그 자체가 문학적 역능의 구체화 섣싼1 다. 문학창
작교육의 결과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강좌 내용을 구성하는 중

섬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1 었간-교샤흐낱자

문학창작교육의 장에 관여하는 인간적 요소는 교사와 학습X에다. 교
사와 학습자논 상호소통을 지협}는 것이 원칙이다. 소통의 방향은 아무

래도 교사 편에서 학습자를 향하게 된다. 문학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자리
에서는 이 상호작용이 비교적 평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해석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이 일정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
다. 그러나 창작교육의 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교사와 학습지를 매개

하는 지식， 경힘 수행능력이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연령이 낮은 학
습자와 문학교사가 같은 수준의 장편소설을 써낼 수 없는 일이다.1 7 )

16) 단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사고를 요하지 않는 단순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서는 통합적 실천을 이룩할 수 있는 복합적 능릭을 뜻하는 용어이다 ab비ty，

competence, faculty 등의 용어보다는 붙어에 연원을 두는 la puissance와 비건되는
말이다， 잠재력과 그것의 실현태를 동시얘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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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의 문학창작교육론 강의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수
강생(문학교사가 될 사람)이 학습자의 문학창작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여기에서는 문학창작교육을 받을 학습자틀이 길러야 하는 문학창작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우선시된다 학습자들의 성장 단계에

나타나는 감수성의 특성 이해가 수반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창작열망

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문학창작의 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능
력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문학창작교육은 학습자의 성장을 고려한 것이라야 한다 여
기서 문학창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의 정당성을 논리적
으로 검증하며， 문학창작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인격을 형성해야 하
며， 어떤 ;;\}Ö}성취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능}는 데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한
다. 이를 학습자에게 직접 가르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안목은
문학의 자기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난다. 앞에서 잠정적 용어로 규정한 문학교사는 학습자의 문학창작
을 이념 차원， 지식 차원， 수행 차원에서 다루는 전문가이다.

2.

口하무하이 여뇨
ιé. , - ‘é., - I
-, 0

문학창작교육은 문학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카보다는 문학과 더불어 삶
을 모색하는 일에 주력한다. 문학과 더불어 삶을 모색한다는 것은 문학
적 감수성의 형성， 문학적 비판력의 성장， 문학적 비전을 자기 삶으로 전
환하기 등을 포함하는 문학적 삶을 지향함을 뜻한다. 아울러 문학적 생산
의 장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활동함을 전제한다 결국 문학을 자신의

17) 악기를 다루는 방법으로 곡을 해석하는 기악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한나가
14세 정도 나이였을 때， 70세가 된 로스트로포비치와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점
을환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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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다는 뜻인데， 이는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문학은 인간

을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게 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전환하게 한다 문
학의 역능이 가장 직핍적(直遍的)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개인에게 작용하
는 것은， 아무래도 문학창작 영역에서이다.
문학의 역능은 문학의 속성이 문학을 향유하는 개인의 내면에 구체화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문학의 속성과 역능은 상호관계에 놓인다. 주체

에 작용하는 문학적 역능은 감수성 차원， 비판력 차원， 이념치원 등으로
구체화된다 감수성의 세련， 사고력과 비판력의 신장， 자아개념의 확립과
세계에 대한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의 성장 등에 걸쳐 문학의 역능
이 구체화된다
이러한 역능은 문학의 장르적 규칙성과도 연관된다. 문학의 역능은 주
체의 내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르에 따라 그 역

능이 드러날 수 있는 양상은 달라진다. 서정양식의 창작에서는 주로 감수
성이 문제가 되는데， 운율로 표상되는 신체적 감수성， 이미지로 표상되는

상상적 감수성， 은유로 표상되는 존재의 융합과 전환에 대한 감수성， 인
간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월적 감수성 등이 문제 항목으로 떠오를
수있다.
서사장르에서는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 삶의 조건， 관계존재로서 인간

의 본질，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원칙의 이해 등을 문학의
역능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랴， 자기 자신을 서사화하는 과정

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심도를 갖추게 되는기를 체
험하게 된다. 자신의 삶에 대한 거리두기와 재체험은 그 자체가 의미있는

삶의 한과정이기도하다
문학의 장르적 본질이 문학의 기법으로 전환되는 원리를 모든 학습자
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법과 의식이
맞물려 있다는 의식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문학교사에게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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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다 기법과 의식의 상호작용이 형상화의 원리라는 것을 알지 못

하면 문학창작을 목적론적으로 이끌어가 문학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창작

교육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무하느려창자느려
L!..

-, ζ:> - ' - 0 . 0 - '

문학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스스로 문학적으로 감수하
고， 문학적으로 사유하고， 문학적으로 표현(구성)할 수 있게 하며， 그러한
과정을 즐기고 그 가치를 긍정하게 해야 문학창작교육은 성공한다. 그러
한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성장했는가 여부는 뒤에 가서 판명된다 자신

의 성장을 의식하는 순간 그 성장은 개념으로 화하여 주체를 벗어난다.
흑은 주체 안에 내면화된다
학습자의 창작 능력은 체험의 연속되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일본의

작가 오에겐자부로는， 소설 속에 작가의 경험이 배어나지 않을 수 없디는
점을 이 Ó]:7] 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단적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것， 다시
경험하는 것， 그것도 갚이 경험하는 것이 "18) 라고 한다 창작활동의 ‘경험

적 가치’， 그것은 체험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창작과정 중심으로 말하자면， 감수성과 사유와 수행의 제반 능력이 문
학창작능력으로 포괄된다. 좀더 세분화하여 보면 이렇게 된다 ‘발견의 능

력’， ‘공감의 능력’， ‘소통능력’，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문학체험의
가치화 능력’ 등을 예거할 수 있다
발견 능력은 문학창작교육에서 길러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

다. 볼 줄 얀다는 것， 찾아낼 줄 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관
심과 열정에서 비롯된다. 찾아낸 것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은 대상을 X바
18) 오에 겐자부록 『私 ε L 、 3 小說家 σ) 作 O方J ， 김유곤 역‘나’라는 소섣가 만틀기 J ，
문학사상샤 때Xl， 123~ 124쪽.

<文웰創fF敎합폐> 강의 개설을 위한 구상

77

화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 대상에는 타자가 포함된다. 공감은 소통의 의

지로 발전한다 소통은 코드의 공유를 통해 가능해진다. 코드의 공유판
창작을 통해 구체화된 체험을 7}치화하는 길이 된다. 이러한 능력을 종합

적으로 길러주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창
작교육론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런 능력이 학습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문학능력 일반이 학습자의 능력으로 가감없이 전치

될수없다

N. 문학창작교육론왜 내용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사범대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준화의 요구가
높다. 교λ까 될 사람틀의 능력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적인 교사

의 수준을 상정한 결과이다 한편으로 각 대학마다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자 하는 지율의지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사범대학 학부과정에

펼요한 문학창작교육론 내용을 가설적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실제 적
용에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자료를 보완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여기서 설라버스를 제공하자는 뜻은 없다. 실라버스 구성의
원리를 검토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대학원의 경우는 학부 강의의 연장션

상에서 진전된 논리를 구축하고 이론을 개발히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
에， 문학관， 문학 연구방법， 현설적인 필요 등을 고려한 개별 연구가 필요
할것이다

문학창작교육이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은 대학원과정에서 탐구할
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문학창작교육의 개념， 성격， 교육적 위상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강의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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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열개를 구성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문학칭작교
육의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학창작교육의 내용 구성의 원리를 제

공하고， 이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 다음，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 학부과정의 교과과정 내용 시
안을 제시한다)9)

1 교고}목(강의) 명칭
교과목 명칭으로 ‘문학칭작교육론’은 적절한가 자문해 볼 수 있다. 대학
에서 설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그 자체가 학문적 영역과 내용을 명시적으
로 보여준다. 현대문학 영역의 소설과 연관된 강의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한국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으로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한
국현대소설론 등이 일반적인 교과목 명칭이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한
국 현대소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표시하지 않고 ‘현대소설의

이해’나 ‘현대소설론’ 등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현대소섣 강독’
은 현대소섣을 대상으로 하여 수강생들이 읽고 토론하고 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을 논의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그런가 하면 사

범대학에서는 ‘한국현대소설론’， ‘한국현대소설교육론’， 또는 ‘현대소설과
소설교육’ 등으로 강의명칭을 부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찌 강의의 명
칭이 강의 내용을 보여주며， 수강생은 이러한 안내를 바탕으로 강의를 신

청한다.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중 · 고등학교에서 문학창작을 가르치는 데

19)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문학칭작교육론을 설강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다. 다른 대학에서 설강하고 있는 창작론을 침조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대학의 경
우， 창작론 설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요한다

20) 전국의 주요 사범대학 강의 편람을 검토한 결과 확인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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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 명칭은 창작론， 창작교육론，

문학창작교육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어떤 맹칭

도 하자는 없다. 그러나 내용과 영역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문학창작교
육론〉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본다.

2 문학창작교육훌으l 뿔표

어떤 교과목이든지 설강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문학창작교육론은 학습자들이 문학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기 위한 교육적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 교육적 수행을 하는 능력을 기
르며，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전체 교육과정에 송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목표는 다른 교과목의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 국어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창작교육론은 작문론 흑은

글쓰기 이론과 실제 등의 과목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문학 영역
의 각종 과목과 유기성을 지난다. 전자는 수행 측면의 연계이고， 후지든
내용상의 연계성이다. 이를 고려하여 문학창작교육론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작교육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창작교육에서

기르려는) 창작능력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한정할

수있다.
k

창작교육의 교수학습 능력을 갖춘다

* 창작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을 기른다.

요목화하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항목에 대한 여론

적 설명이 펼요함은 물론이다. 문학 창작 본질론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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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론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논의， 교수학습과 연관된 논의， 교
육평가와 연관된 논의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논의 가능성만 제시하

고 실제 논의는 미루어 두기로 한다.

3 문학창작교육론의 내용
앞에서 문학창작교육론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의 세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창작의 대ÃJ이 되는 텍스트의

구성요소를 능력으로 환훤배 제시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다.

(1) 창작주체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내용
문학창작교육은 창작주체가 창작을 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창
작주체는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인데， 학습의 장에서는 학습자가 된다.

학습X까 갖추어야 할 창작능력은 곧 문학교λ까 길러 주어야 하는 능력

과다르지 않다.

@문학적 김수성
문학적 감수성은 체험과 연관된다 문학창작을 통해 체힘을 확장히는
일이 문학창작교육의 한 과제이다 체험은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외면

적 생활을 받이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생활， 즉 정신적 생활을 풍
부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의 경험이다 21) 모든 체험이 창작으로

연계되지는 않을지 모른다. 체험과 창작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
21) 가와바다 야스나리小說 σ)構成J ， 선규호 역소설의 구성~， 건국대출핀부， 때lO，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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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민감한 감수력을 기름은 물론 독서， 관찰， 사색을 통해 확보해
야 하는 일종의 가치화를 요한다 감수성은 X봐와 대상에 대한 갚은 애
정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문화 맥락에서 세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발견의 방법

문학창작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의 발견，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
에 숨어 있는 의의 발견， 나。}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언어적으로 형상

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삶의 의미란 대상에 니를 연계지어 어떤 세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의의란 삶 안에서 그 부분들이 전체에 대해 갖는， 특별한 종류의 관계
이다 이런 의의를 우리는， 한 문장에서 단어들의 의의가 그러하듯이， 기
억들과 미래의 가능성들을 통해 인식한다. 의의 관계들의 본질은 시간

진행 속에서 환경의 조건들 하에 있는 삶의 구조를 근거로 한 생애의 형
상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 "22) 창작론들에서 소재를 발견하는

눈으로 비유되는 능력은 이를 뜻한다，

@공감력 형성

창작행위의 중심은 작가 자신이다. 작가가 중심에서 주변의 대상을 유
의미한 타자로 변형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의 자장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힘이 공감력이다. 이 공감력은 주관적 자아화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한

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에서 보여준 ‘악의 평범성’을 벗어나
는 그러한 공감을 뜻한다갱) 남의 고통과 타자의 처지를 내 처지로 환원

22) Wìlhelm Dilthey, Der A[뼈u der gesäú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ä밟en，
이한우 역딜Ej-ö 1 ， 체험， 표현， 이해~， 책세상， 2뼈，'ð1쪽.

23)

뻐nnah Arendt, 깐Je Life qf the mínd v. 1. Tfú따lr핑， 흥원표 역정신의 삶~， 푸른숲，
2때4，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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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존재론적 동질성을 인식하는 공감력이라야 주관적 감상주의를 벗어
나는공감력이다.

@소통능력 형성
언어를 운용하는 목적과 절차를 의사소통이라고 히는 설명은 표현상

정련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온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미의 동질성을
발견한다든지 요구를 이해한디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

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주체와 주체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을 넘어

한 층위 높은 단계의 초월을 도모하는 일이다. 따라서 소통의 궁극적 목
적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향을 포함
한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특히 문학적 소통의 의지는 윤리성을 띤
다. 타자에게 말을 걸어 그의 의식을 일깨우고， 나와 함께 동시적 초월을
지향하는 언어행위가 소통인데 그러한 점에서 소통은 ‘응답성’을 요한
다.24) 이러한 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이 문학창작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

로설정되어야한다.

@가능세계 구성 능력

문학교육의 속성을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규정해 본 바 있다. 주
체와 현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적 상상력， 조응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의 세 층위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25) 인간의 삶은 현실과 함께 현실

을 초윌한 가능세계의 전망을 축으로 해서 형성된다. 그 가운데 초월적
상상력은 삶의 전망을 마련하고 현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문학창작을 통해 이러한 초월적 상상력을 길러 주는 것이 목표로 포함되
어야한다-，26)

24) MMB빼ltin， M Holquist (00) , Art αJd Answerahiliη， Texas
25) 구인환 외문학교육론~， 삼지원， 때4(제4판) 참조、

u.P., 19.: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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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들에 부수되는 하위 지절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있다

@ 언어적 민감성 : 공감하고 발견한 대상을 언어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는 대상에 대한 적절한 명명， 묘λh 서술 등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상
을 포착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어휘장에서 선택해 운용하는 능력이 있

어야 한다. 이는 문체적 감식력과 상통하는 것이다.

@ 비유와 상상의 역동성 : 언어적 형상화에 비유가 필요한 것은 시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능력이란 범박하게 말해서 비유의 능력이다.
그리고 비유는 상상력의 실현 양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에 해당한다. 나。까 세계를 새로운 전망으로 국축할 수
있는비전을지향한다.

@ 자성과 변형 능력 : 문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평적 기능을 창작의
지층 위로 떠올려 자신의 창작행위를 반성할 줄 아는 일은 모든 창작의

과정에 포함되는 능력이다. 창작에 대한 메타적 인식 능력이라 할 수 있
다

(2)

장르 규칙을 준용하는 내용 구성 방법

문학의 장르는 문학을 질서지우눈 원리에 해당한다. 장르가 분류개념
을 넘어서서 시학을 지향할 경우， 문학을 설명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학창작의 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문학을 장르
26) Noπhrop Frye, ThR Edumted irm밍rαion， 김상일 역신화문학론~， 을유문화샤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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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라 읽으며 작가의 창작행위도 장르의 규칙에 바당을 두고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가의 모든 작법이 장르 규칙을 준수하는 가

운데 수행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작가는 장르 규칙을 따르되 변형하며 창
조하쓴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 모든 소설은 이전 소설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이 이를증거한다

서정장르에는 작시법이 있고， 서사장르에는 소설작법이 있다 자유시의
시대에 작시법을 논하는 것은 좀 낡은 발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 텍

스트를 구성하는 규칙이 시학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것은 시가 규칙을 따
라 쓰여진다는 점을 증명한다. 소설의 경우 창작방법론이 논의된 것은

1잃0년대의 일이다-，27) 이후 소설은 이전 소섣과 달리야 한다는 점， 생성
중인 장르라는 점， 언어가 다성악적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 등이 소설작법
의 핵심으로 지적되어 왔다잃) 그 가운데， 새로움의 추구는 역설적인 법
칙성이 되었다. 극의 경우 극작볍(Dramaturgie)이 확립되어 있다. 수필의

경우도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정한 규칙이 성립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설
명이 엄격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그러나 최소
한의 장르 형성의 규칙을 바탕으로 문학창작교육론의 가능성을 짚어 볼
수는있다.

소설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강의에서 각 항목의 내용은 상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항목별로 적시한다.

@ 현실의 소재를 소설적 제재로 전환하는 능력
@ 에피소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전체 서사와 연관성을 발견하는 안목
@ 에피소드를 완결성을 지닌 서사로 만드는 구성력

27) ‘창작방법논의’ 김윤식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새 1975 참조
28) 이러한 주장은 주로 MM 바흐씬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섣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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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을 발견하는 능력 인물의 유형과 전형성에 대한 감각
@ 발건한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는 능력

해석과 수사적 능력

@ 인물의 삶을 받쳐주는 시간과 공간을 구조화하는 능력
@ 사점 설정과 서술 방법의 관계를 알고 운용할 줄 아는 능력
@ 소설 서술의 담론화 원리를 알고 운용할 줄 아는 능력
@ 소설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할 줄 아는 머l타인지 능력

소설의 경우가 이러할 뿐이고 이를 다른 장르에 전이하여 적용하기 위
해서는 다른 장르의 장르 규칙에 따른 변형이 있어야 한다. 장르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구성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 창작교륙의 교수학습 방법
학교 교실에서 수행되는 창작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면이 더 필요하다. 교사의 문학적 감수성과 능력
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창작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적 유의사항이 될 만한 점만 제시하기
로한다.

(1)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의 경험 수준을 어떻게 한정할 것
인가 o}는 문제가 있고， 어느 수준으로 개별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걸림돌
이 되기는 하지만， 창작교육의 교육과정이 개별화되어야 한다. 창작교육

을 일반화하는 것은 창작의 속성에 어긋난다， 국가 ~l-원에서 제시하는 교
육과정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교사용 매뉴열을 만
들고 그 안에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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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의 단위 설정 : 이는 부분적 접근과 종합적 접근의 문제인데，

예컨대 소재를 찾거나 에피소드 연결 등을 공부하고 나서 학습자가 그 결

과로 소설을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õ}는 문제이다. 부분과 전체의 유
기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리야 한다 대학에서 하는 창작론에서는 우선 완

성된 작품을 만들고 부수적인 것은 이를 바탕으로 보수하는 방식을 취하
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3)

문학창작을 위한 독서 계획과 실천 : 독서는 창작과정에 이루어지

는 체혐의 일종이다. 다른 사람의 직품을 읽어서 변용하거나 인용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제재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겹의 시zf'
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독서 결과를 창작에 되돌리기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인물을 이야기(소설)로 쓸 경우， 정체
성 위기를 다룬 전문서때)를 계열성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읽게 하여 창작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창작 결과의 자기점검 방법

: 가다머의 주장대로 “교육은 자기교육

이다."30) 문학교육 가운데서도 창작교육만큼 자기교육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 모든 작가는 자기 작품의 최초의 독자가 된다. 자

신이 동원한 소재가 작품으로 형상화된 결괴를 읽는 것은 그 자체가 문학
을 수행하는 지름길로 틀어서는 일이다. 이러한 자기점검은 다른 사람들
과 역할을 교환함으로써 창작교육의 사회적 측면이 부각된다.

(6)

창작결과의 연행적 수용 : 창작교육은 문학을 실천응}는 교육이다.

29) 이 경우 전문서는 전공 수준의 서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제반 영역의 서적을 뜻한다

30) HG. Gaclamer, E따eung ist sich Er2iehung, 손승남 역， 동문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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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실천하는 방볍 가운데 하나가 演行을 하는 것이다. 연행으로서 낭
독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작품을 폼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연행을 통
해 자신의 작품에 거리를 두고 퇴고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30

5. 문학창작교육의 평가
창작교육의 원리에 바탕을 둔 평가라야 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는 평가 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평가 가운데 교육의 결과를 점수화하는 평가
방식을 틀 수 있다 창작교육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언어적 상상력과
형상화 능력의 교육이다， 상상력에서는 강도(剛度)나 수준이 문제이지 방
향이나 종류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의 질곡을 벗어나는

유희성을 본질로 한다 유희를 노동의 잣대로 측정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

이다. 창작교육에서는 창작의 본질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디음과 같은 특성을 창작교육의 평가 특성으로 열거
할수 있을 것이다

* 창작의 결과와 함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창작교사와 학습자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지향한다.
* 창작의 수행적 능력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 문학교육 평가의 일반원리를 참조히는 평가를 지향한다.
* 문학의 소통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의 의지와 그 수행에 대해 평가한다.
문학 창작교육의 결과는 몇 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

서 발견하고 사유하고 상상하고 비판하는 등의 정신적 작업이 이루어진
31) 홍경수낭독의 발견~， 샘터， 때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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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과정적 성격의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Õ"}는 점에

대한평가도필요하다. 이울러 창작교육의 결과물에 대한평가가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행으로서의 ‘소통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나 작문， 창작교육이 이론에 그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마
는 이유는 학생의 작품을 읽어 줄 대상이 없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진정
한 소통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의미있는 회답을 얻어내는 것이다

V 창작교육론 운영의 영토
이 자리에서 창작교육의 영역 확대를 도모히는 것은 좀 성마른 일이다.
그러나 창작교육과 매체，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매체를 창작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문제이다. 아울러 문학을 이용한 부
7}7}.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또한 고려할 점이다. 디
지털 스토리 텔렁이 서시론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영역의 교육을 도외시할 일은 아니다. 물론 중등학교 수준의 적정

선을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창작교육으로서 각색 (adaptation) 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소설을 영
화 대본으로 바꾸어 쓰는 일이라든지， 소설을 연극대본으로 바꾸어 써 보

는 가운데 각 장르의 장르규칙을 알고 문학을 이해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
다 패러디라든지 키치 방법을 이용한 창작교육을 시도한 예도 있고，32)

32) 이를테면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최미숙커치와 문학교육J ，선청어문』 제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없
고영하‘다시쓰기’ 활동의 비평적 성격에 대하여 J ， 문학교육학3， 문학교육학회，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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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창작교육
의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의의를 지닐 뿐이다
창작교육을 통해 문학영재를 기르는 얼 또한 매력있는 과제 기운데 하

나이다. 머지않아 현장학교에서 언어영재， 문학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
램이 가동될 것이다 그런 교육활동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 또한 창작교육
의 관섬사가 될 만하다.잃)

대학의 교양괴목으로서 창작교육을 고려하자는 제안이 일찍이 있었다.
서사쓰기， 소설쓰기의 창작교육을 모색할 경우， 자기발견이라는 교양교육

의 이념에 충살한 교육을 해낼 수 있다 자기를 표현하는 데 허구를 이용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증폭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창작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면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창작
의도의 순수성 그것은 창작교육 목적의 순수성과 직결된다 어느 베스트
셀러 작가도 창작의 목적을 이렇게 말한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란 작품을
읽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
준다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없) 인격의 성장과 7<l-öl-성취를 도모하는 창작교육
의 목적이 순수해야 함을 일깨우는 바가 있다

창작은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인간의 자기 존재 팽창을 위한 고투이다.
문학이 인간 생명의 발양의 한 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창작은 인간의
영흔과 육체를 동시에 초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일궈내는 작엽이다. 창작

유영희패러디를 통한 시 쓰기와 창작 교육J ， 국어교육연구2， 1됐

33) 문학영재의 경우， 개념규정의 난점이 있고， 중등학교 학생 수준의 문학적 영재성이
열마나 지속성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문학영재가 목표로 하는 인간상을 그

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파학영재는 파학자를 기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
한다 문학영재는 시인， 소설개 극작가를 기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기에는 많은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34) Stephen 1잉ng， α1 Writing, 김진준 역유흑하는 글쓰기~， 김영샤 2002, 잃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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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인간의 잠재된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교육이다. 윌리염 블
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이렇게 옳고 있다

인간은 그의 영흔과 구분되는 육체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라 불리는 것은 오관에 의해 판별되는
영훈의 일부이며， 현대에 있어서 영혼의 주요한 입구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유일한 생명이며， 육체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성은 에너지의 한계， 흑은 비깥 주변이다.

에너지는 영원한 환희이다.mner밍 is Etemal Thlight.)염)

영원한 환희인 열정(에너지)은 시인 작가의 존재 한계를 념어서게 한
다. A싸와 타자가 차원이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창작

을 통해 마련된다. 옥타비오 파스의 말대로 “시를 쓰는 행위는 상반되는
힘들의 얽힘 즉 나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

으로 주어진다 "36) 이 창조적 초월은 시 창작 흑은 창작 일반이 지니고

있는 창조적 속성으로 전이되는 사항이다. 옥타비오 파스를 다시 한번 인
용하면 이렇다. “시의 특성은 끊임없는 창조이며， 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내동맹이치고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를 가장
높은 기능성으로 데리고 간다는 점이다."띤)

내 존재가 충족되고 팽창되어 가는 과정을 교육의 장으로 옮기는 작엽

35) William Blake, The Marriage rf heaven αu1 hell, 김종철 역천국과 지옥의 결혼~，
민음새 1ffiì, 54쪽. 변호를 제하고 행가르기를 다시 했다 Energy is Etemal Delight.
이 대목은 “열정은 영원한 환희다”라고 하는 편이 니을 듯하다 영어 el1l앉gy의 언원

인 그리스어 E lÆ PYE t α 는 행동， 활동， 작용， 노력 등을 뜻하는 말로， 작엽， 과업，
일을 뜻하는 Èpyo ν 의 정태성을 벗어나는 역동적 특정이 있다.

36) Octavio Paz, El Arco y la lirα!， 2 ed, 김홍근 · 김은중 공역활과 리라~， 솔， 1998,
21O ~211쪽.

37)

위의 책， 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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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영토 안에서 창작교육은 모색되어
야하고실천되어야한다

[주제어] 창작능력， 장조적 글쓰기， 창작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양성을 위한 교

육과정， 창작지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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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nstallation of the Creative Writing Subject in the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Education

Woo , Han Yong (Dept. 이 Korean Eduætion)

πle

main goal of

establish the
the

ab퍼ty

abiliψ

Kon얹n

education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t is to

of speaking and writing in any ordinary situation. To

ob떠m

of writing for multiple purposes, the students who are going to be

teachers in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they must have æke in the course of
writing progran1ille during the undergraduate course
of course they study the skills of
many kinds of writings;

exαsitions，

the purpose based writings are

writir핍

and correcting, and they practise

descriptions,

restrict떠

ar밍Jll1entations，

narrations. But

in some aspects. By this reason we must

prepare another writing course; that is the creative writing. In the course of
fonnation of 뼈chers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students must assigned
the course of training as writing teaching. In the course of writing, they must
understand the principle of general writings, and they can adopt the general
principle in special context. And they can consult the students by the correctness
and fluency of the student’ s writings.
Especially the

fiction떠

creative narrative writing, there are many kinds of

writing principles and skills, so in the course of teachers fonnation, they must
have the chanæs to practice of writing in creative genres.
writing practices can help

th앉n

by fictional irnaginative

Fic디onal

t비뼈ng;

creative

that th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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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in mental ability and making story structure by the principles of
‘앉nplottment- intri밍le

in Fr.’. In the course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many kinds of human being, and the value systems of the society which
they are involved.
For the formation of component
prepare the sy!1abus of

crea디ve

않acher

of creative

writir핍，

the faculties

st

l1lli

writing course in Korean education. The principle

of creative writing teacher formation

떼!1

be useful for any writing course in

general.
[Key Words] writing ability, creative writing, curriculurn for the formation of

writing teacher, ability of writing gui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