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창작 경험의 생창적 지삭화 

소설기의 작기 노트를 중심으로 

< 次 Øl> 

l 생직뻐 대한 자기 성웰의 필요성 
n 소설갱작요.'H서 실천 경영←지식 
m 소설 갱삭경험애 대한성창양엉 
N 소성 상작 킹영의 성양적 지식화 방향 

v 인칙걱 성장융 위한 소설창작요육 

l 창작에 대한 자기 성창의 필요성 

김근호 

문학교육에 서 소설창작교육은 허구적 글쓰기률 동하여 인간이 자기의 

삶올 구체척으로 형성해가는 활동， 즉 자기 실현에 옥격을 둔다11 소설창 

작교육은 다용과 같은 사척 액릭에 놓인다 문학교육율 비롯하여 문회앤 

‘ 서융대학교 악사과갱 수료 
I)소셜창작표육싸판연해서 구인g 우한용풍의 영객융등수있다 욕히 우한용온인 
간의 자기 성현융 위한 땅엉으로 소설창작교육융 서안하고 그 가지와 기능성올 주 

장해왔다 이는 창작jj[육융 전문적 at.가 양성 jj[육으호안 보는 연견융 쓸식시키고자 

@운 것이기도 j벼 이애 싼한 대표적인 논저로 다응을 틀 수 있다 구인환ααl， '문 

힘앤구와 창작파 교육의 연완성에 대한 고장J， r극어궁문학j셰뼈호 국어국문학회 , 

우한용{11iG!)， r소설창작의 이동화 가놓성 당구J1 r현대소설연구j채10.:2:. 한국현대소 

셜학회 , 우한용-crxxJl， ’창작jj[육용 융아보고 내다보는 7냉 정압ι r션정어문，OiiJl 
장 서융대 묵어a육과 , 우한%(JXIi)， r소설"육의 앙션 앵행l)J ， r국어교육옹{3lJ 

(한국어교육악회 연l 한국운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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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반에서 독자안웅비평 혹은 수용이학의 영향으로 운학 휠통의 주제 

는 독써}는 인식이 널랴 펴졌다 또한 문학교육을 보는 판정이 속성과 

활동 중심으로 옮겨가연서 누구나 문학적 언어황동의 주체가 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21 아울러 이해와 감상 위주의 

문학교육어 서 창작과 표현을 균형있게 보완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변화도 

여기에 한 용 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간의 인격적 성장과 자기 실현을 읍 

는 문학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호 

도 문학적 표현교육에 관한 생산적인 당론이 지속되어야 한다 

일찍이 시 교육론에서도 창작교육의 운제를 다룬 바 있지만;3 ) 소설창 

작교육은 상위 엉주라 항 서사교육의 입론과 판련하여 그 가치와 기놓성 

이 인정되고 있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창조성옹 지형룹뉴는데， 이를 생활 

본위적으로 경험해올 수 있는 것이 이야기 쓰기이다 이는 허구적 이야기， 

즉 소설 쓰기와 갚은 창작 활동을 지향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어 서 블 

때， 소설창작교육은 소설올 가르치는 방영으로 서사적 원리나 이온적 분 

석에 판한 셜영을 지0，1'하고 창작 주체의 실질적 체힘을 중요한 교육 방언 

으로상。}야한다 

창작교육은 학생들이 직겁 구상하고 그 내용융 정리하여 글올 써보는 

자기 수행적 활동을 지헝댄다 그런 점에서 창작교육은 학생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연 안 된마 억지로 창작을 강요하는 활동은 오히려 경혐의 

의미를 왜곡히여 수행이 자칫 고행으로 연질될 우려가 있다 창작교육은 

학생툴의 자기 수행의 실천성을 가장 중요한 션제 요건으로 상는다 이에 

따라 창작교육에서 학생이 겪는 창작의 ‘경험’용 중요한 개녕이 원다 최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로 냐g장 둘 수 있나 깅대행 외laα1)， r.문학쿄육왼쓴j 서 

융대충싼부 
3) 유영회의 정중적인 논의가 대g적이나 유영희nm5)， r 예러디표 용한 시 f기와 장 

작 교육j， t킥어'"육연구j제~ 서용대학요 국어요욕연구소 , 유영희 :rx:m, r이이지 
로 보는 시 장작"육흔ι 역악 풍 다수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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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문학교육에 관한 이흔적 당론에서 왕왕 언급되는 경헝’에 판한 논 

의는 학생의 자기 주도성올 중요한 71~1로 상고 있응을 반중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창작교쐐서 고려하는 ‘경험’이 자칫 창작 자체의 활동에안 집 

중하고 마는 것이다 이혈 경우 그러한 문학적 경험이 갖는 가치는 제한 

적일 우려가 있마 즉 휠동은 있되 그에 대한 지식파 지혜가 없는 상태1 

알하자연 ‘할 줄(<king .1lat1'은 알지안 볼 줄{빼때멍 에latl’은 모르는 상 

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할 줄 아는 것이 보연적인 지적 호소력 

을 지니려연 불 출 아는 것올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창작 경 

험에 대한 자기 성활이 펼요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내연화 

가요구왼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소설창작교육에서 학생이 경험한 창 

작 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창작의 정험 

을 지식으로 내연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4l 가다머의 말처렁 “교 

육은 자기 교육이다 "51 유농한 교사가 열싱히 가르쳐도 학생 스스로가 자 

기 자신을 이해시키지 않으연 그것은 충실도가 떨어진 교육이 되고 얀다 

타자가 나를 교육하는 것은 방엽적 치원일 뿐， 궁극적으로 교육은 자기교 

41 이 연구애서 다푸는 소성장작쿄육의 대상 학윤?운 (중)고퉁학교와 대학쿄 교양 국 
어 그리끄 푼예앙작파 전공 과정의 수준에 초정옹 앗훈다 서사의 하위 종{!il인 소 
설은 에슬로서 영상적 씬켠성융 지향하기 때문에 소성창작요육윤 서사교욕의 위계 

상 상위 안쳐1얘 속한다고 앙 수 있융 것이다 초퉁학쿄(중학표j 수준에서는 소성 창 

각보다는 허구 이야기 쓰기가 적당한 것이다 안연 갱작 경영얘 대한 자기 성안과 
이에 야당한 지식의 귀냥회운 푼석파 명71얀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단 
계 이상으로 강수욕 지향혜야 할 바인데 이와 잔연히l여 균어요유의 위게던 ‘수앵 중 

앙→용석 중잉→영가 중1]'효 셜정한 깅대i영의 논의융 장고안 수 있다 깅대앵 

o:rm，'국어표육의 워계~h ， t국어교육연구j쩨19 잉‘ 33-1>쭉， 서올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51 뻐s→::;， G:<rlψπ<， 당ziehng ist sich erziefm, 손숭낭 역m예 r교육온 자기 교육이 

다"동문선&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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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올 흥해 성수{成흉)왼다 그형기 때문에 소설창작교육에서는 학생틀이 

스스로 창작올 해보는 것 옷지않게 그 내용융 자신의 지식으로 구체화하 

는활동이 멸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셜가틀은 작용 집휠을 위해 ‘창작 노트’를 작성한다 그러 

나 창작 후 작용에 대한 자기 "1명과 같은 글은 대셰로 상가는 연이다 그 

러나 소설 창ξk올 자기 실현의 방연으로 삼고 작가적 성장을 열땅}는 몇 

몇 작가을운 창작 노트나 작가 후기 동올 작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 

평가나 독자툴과 합께 냐누는 ‘대당 같은 곳에서 창작의 과정을 공개하 

기도 하며， 개인 산문집을 쓰연서 이미 알표한 직냉에 대한 애정이나 아 

쉬용， 자기 비판 둥을 밝히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험 작가들 자신 

의 창작올 둘러싼 분석과 명가의 글을 통칭하여 ‘작가 노트’라고 규정하 

기로 한다61 그리고이 연구에서는작가들의 ‘작가노트’를 대상으로 창작 

의 경험을 논리적 시선으로 성창하고 비명하는 방법흔옹 검토해볼 것이 

다 이 연구에서 주옥송}는 연구 자료는 다용과 강다 

작가노트 

김원일noon， r언연의 소설이 되기까지ι r열한권의 창작노트" 창 

운순태11잊J))， r고향의 억사와 용한의 미학J， r창작이한 무엇인7b， 정인 

이청준〈었l))， ’냐는 〈눈길〉융 이형게 썼다"눈길" 옐링앤 

전상국ü!lll)， r。뻐지1 그에 연란한귀소의지의 천악ι r열한켠의 창작노트" 장 

황석영IJXJ밍길에서 안난 에 사랑'" tt!p/A앵"'VOC.띠n'H<il""에:m!없1m 

아울러 위의 작가 노트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작용은 다옴과 같은데， 이 

6) ‘창작 노.E' 작'K장작) 후기 퉁이 대요적인 작가 노트의 엉주에 해당원다 울판 쉰 

찌 작가틀얘게서는 후자가 ')R적 드율다는 욕징이 있지안‘ 교육의 장에서는 이 오 

두용 옹당하게 고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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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작가 노트의 액락을 설영하는 데 있어 보죠 자료로 취급휠 것이다 

-소설 

김웬일11!ffi)， <바랑파 강>， 문학과지성샤 

문순태11æ;)， <징소리〉， r한국소설문학대겨뼈" 동"1'출판사 

이갱춘(:mJ)， <운길〉， r눈갱" 열링싼 

진상국i!!E7)， <야에의 '"κ>， ro}에의 ii~J ， 문학시상사 

황석영(:mJ)， <상포가는 길>. '상포기는 길" 창작파비형사 

요컨대， 이 연구는 소설창작교육에서 학생이 겪는 창작 경험올 성촬적 

지식으로 내연화하는 방법용 모색하는 데 육척융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소설창작교육에서 실천， 경영， 그리고 지식의 의미를 이론적 차원에서 고 

찰한다 그 다음 소설가틀의 작가 노트를 주로 검토하연서 창작 경험을 

성찰동}는 방법올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소설창작교육어 서 창작 경험율 

성찬척 지식으로 내연화하는 설천 방~올 모색한다 

n 소설창작교육에서 설천 경험지식 

소설창작교육은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주셰적 실천 

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소설창작교육에서 실천은 경험과 지식의 

요소와 복합척으로 얽히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학생의 자기 주도적 실 

천에 따라 형성되는 경험과 지식이 각자 어떤 의띠를 지나는가를 하니씩 

접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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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천의 의미 주체성 

소설창작교육은 학생이 창작이 가치 있웅올 깨닫고 이를 지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치 있는 방연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정향해야 한다 소설창 

작교육을 받은 학생의 상태 즉 교육의 결과는 그가 소설 창작을 좋。)~) 

는 상태라야 한다 좋아하연 즐기게 되고 즐기연 보이게 왼다 이러한 상 

태에서 수앵되는 소설창작교육은 학생이 옹옴으로 경헝하는 실천성을 지 

니게 되교 이에 따라 학생은 글쓰기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론에 대웅되는 알인 실천은 생환의 장(쌓)에서 주체가 직접 행하는 

것올 뭇한다 한목적적이고 선하며 정당한 가치흘 바탕으로 주체적인 자 

유 의지를 실현5운 인간의 모습이 실천이다7) 따라서 실천은 대단히 포 

항적인 용어이다 언어적 실천은 개인의 생활사적 차원에서 사회적 역 

사쩍 정치객 윤리적 치원에까지 이르는 폭넓은 개녕융 지닌다 

소설 창작은 인간이 정혐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를 상상력으로 강써 안 

으연서 세계를 인식 판단 초밍히는 왈똥， 즉 인간다용의 가치를 ‘실천’ 

하는 활동이다 소설 창작의 주체는 세계 창조를 통해 세계 인식의 심화 

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다융올 실천하는 가장 흉흉한 방엉은 언어 

에 의한 것이다 언어의 힘율 밍고 얄교 그것올 실천하는 것이 바로 소 

설 창작이므후 소설창작교육에서 실천이란 알은 인격적 7써를 지닌다 

이렇게 본다연 이 세계를 살。)7)는 능동적 주체로 자신올 기획하고 투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설창작교육일 터1 이는 학생의 자기 실현올 교육 

의 이념으로 삽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려한 자기 실현으로서 소설 창작은 궁극적으료 정체성의 획득으로 

연결원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소셜 창작은 그 내용과 방법의 측연에서 그 

7) Jürgrn HaJXmnS. ErläzιenI‘gen 2UT lÃ!iaßSeνik. 이진우 역11명n. '당논 용리의 혜 
영ι 운에출판사. 1:ñ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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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을 질료로 한다 그을이 살연서 경험한 내용」이 창작의 중요한 질 

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환1 풍꾸는 상상의 세계(허귀가 삶의 전체 

성올 실현승F는 데 보완울이 왼다 따라서 경영성과 허구성이 하나로 어우 

려지는 소설 창작은 삶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일이기도 하연서 동시에 새 

로운 삶의 의이역을 형성해기는 일이기도 하다 &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 

기 때운에 소설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인 

식이 구체화되고 확고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소설창작교육에서 지 

향}는 인격적 자기 실현의 구체상이다 

여기서 다용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삶의 세목{ætri]1에 충실 

해야 하는 소설 쓰기의 기본 원칙은 결국 삶에 대한 열정올 펼요로 한다 

는 껑과， 이는 삶의 주체인 학생의 인격적 전체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 

금석이라는 정이다 열정 없는 지식1 열정 없는 할동， 열정 없는 지혜는 

삶의 능력으로 전이되기 어렵다 열정올 동반한 지적인 실천은 셰계를 능 

동적으로 연화시킬 수 있는 주제의 능역이 왼다 소설 창작은 세계 형성 

의 실천적 능역을 통반한다 

2 경험의성격 대화성 

소설 창잭”서 수반되는 이적 경헝은 대화성을 지년다 창작의 주체는 

다양한 옥소리가 공존하연서 이루는 카니알척 올링의 세계를 경험한다 

자유 의지의 실천인 예술의 장조 과정은 초울주의 절대적 권능과 비교되 

기도 한다 그런데 예술의 창조는 인간의 고통과 기암이 함깨 작용히는 

활동이다 그것은 창조의 완전성올 지함F는 예술과 울완전한 인간이 빚 

어내는 불협화옴이다 예술의 창조에 관한 경험옹 주체의 자기 검문과 웅 

당의 과정으로 정철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불 때 특히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은 경험 주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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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올 동반한다 듀이(J[\)W엉)에 따르연 경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1 

하나는 외적 훨동으로서의 앵위’이고 다른 하나는 j내적 활동으로서의 사 

고’이마에 이 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험은 경험 주체의 변화를 일으킨다 

경험은 주체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혐의 두 원리인 

‘계속성’과 ’상호작용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과거-현재-미래’로 이 

어지는 시간의 선조적인 과정 속에 자유흘 지종f-"l-는 인간이 끊잉없이 자 

기 형성올 해나가는 선험적인 조건이 바로 경험이다 특히 표현의 경험은 

행위의 능동성(00íng)과 수통적 체헝(lllXk>-gcing)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 

는데 이는 경혐의 직정적 대상에 대한 구체화왼 안족을 가능하게 한다 101 

그 중 이객 표현의 경험은 그 극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론으효 소설창작교육을 본다연， 소설 쓰기 환동올 생생하 

게 수행õ)-는 학생의 경험은 곧 끊잉없는 자기 형성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창작의 경헝은 실천외 과정에서 끊임없는 문제 상형에 부닥치 

게 왼다 소설 창'"이란 기지(얹었J)의 것이 아니라 이지(未었J)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활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창작은 끊잉없는 운제 해결 

의 파정이다 소설창작교육은 학생툴이 그러한 E냉을 흥해 자신파 대화 

할 수 있는 흉흉한 땅법적 매개를 제공한다 

창작 활통은 그 실천의 결과 수행적 지식으로 전이될 수도 었다 그러 

나 이를 획언하기는 어려훈데 자칫 환동으로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사의 영가가 어떤 식으로든 개업될 수밖에 없는 교육의 장에서 

는 창작 활동의 내적 질서를 학생 스스로 익히고 깨닫는 데 실패할 위헝 

이 늘 있다 따라서 창작교육에는 자기 영가가 매개 원리로 중시되어야 

8) 송도선(AX)4)， r존 유이의 경험교육용ι 운용사，Jil쪽 

9) J여1 !Xwey, 당verieræ ar1 Edm:tim 엄태용 연역(3))1)， r존 듀이의 경헝과 교용j 

인이시.， 00-70쪽 

l이 jdm~， M cl) ßperierα， 이재언 역(:mll‘ r경험으로서 의 예슐j 쩍새상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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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1 1 예컨대， 소설 창작을 한 후 ‘자기 영가서’를 작성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평가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겠지안， 그것 역시 소설창작교 

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싼싸 하는 것이다 자기 평가서 쓴기는 창 

작 경험에 대한 자기 성왈의 방영인데 궁극적으로 이는 소셜 창작 경험 

의 성찰객 지식화를 위한 방엉이 휠 수 있다 그것은 창작 주체의 자각에 

바탕한 자기 대화를 극대화하는 교육적 장치이다 소설 창작의 경험은 이 

혜의 능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작 주체의 경험을 성 

칼적으로 지식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험은 그것이 파거를 포합 

할 정도로 엉위를 넓혀가는 경우에얀 미래로도 확장휠 수 있다"1낀 

3 지식의 지향 성힐성 

소설 창작을 용한 미적 경험은 성찰성올 매개로 발전한다 앞서 보았웃 

이 이는 경험이 성장파 관련되기 때문인데 자기 비평이라는 주체적 판단 

활동올 용해 도달하게 되는 실천지의 성격을 지닌다 창작 주체가 경험에 

대한 성찰올 수뺑하연서 거치는 자기 대화는 창작 주체와 비평 주체의 문 

할에서 시작왼다 소설 창작 방법의 귀납화 즉 지식 수렴은 창작 주체의 

성창성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창작 경영에 대한 성찰을 거쳐 구체화되지안1 지식이 경헝과 실 

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지식은 이흔 울가훈의 

관계에 았다 창작 주제에게 창작의 경험이 지식화되는 원리는 창작의 이 

돈이 정렵되는 과정과 상동성올 갖는다 이론운 구체적인 사실을 경험적 

111 경영윤 우E 듀이는 l치칙 경험파 2자적 경엉으흐 나누었는떼 이에 따르띤 자기 
비앵온 2차객 경험에 해당한다 2차격 경험온 '1!얘걱 경엉이다 듀이의 경험흔애 

대한 자애한 성영은 다융융 강고양 수 있다 용도산 강은 쩍 18-&3쪽 

121 μm "，-， 같은 색 112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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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칙으로 체계화한 것이다13) 따라서 이론은 실천과 경험올 매개하는 원 

리가 되며， 항상 또 다은 이론화를 위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행에 직연해 

야만 한다 이것이 이폰의 용명이라연 용영이다 특히 예술 창작과 관련 

된 이돈은 그러한 역설척 본질올 홍μJ 내재하고 있다 그런 정에서 컬러 

00Mthan Û띠"，1가 (문학) 이론과 관련히여 다옴과 같이 진술힌 것은 매 

우타당하다 

상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인 개념에 대한 당구로서， 이온은 문학연구의 

가장 기온적인 전제나 가정용 심문하는 것이며， 앙연한 것으로 조타되었던 

것융 혼틀어 놓는 것이다 의미란 무엇인가， 저자란 무엇인7f， 독서란 우엇 

인가 쓰거나 읽거나 뺑통하는 주체 흑응 냐’는 무엇인가 택스트는 자신이 

안을어져 냐옹 상쟁과 어떤 판계가 있는7f<l-는 상식적인 문채에 의분융 제 

기하는 것이 이론이마l이 

이론은 가설의 제얀올 거쳐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적 활동의 

전 부운에 걸쳐있다 이돈이 확고해지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지적 할동이 

자기 성찰을 지속해가는 과정이다 욕히 문학 연구와 관련된 이론화 

(thfmzatiool는 그러한 속성을 가장 극영하게 보여준다 문학의 예술성은 

오히려 이폰(화)에 저항하거나 전복시키고자 하는 혁영성을 강하게 내포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화에 밴反)승눈 것 역시 어떤 식으로든 이론 

회흘 내재하는 태도이다 15) 오히려 중요한 것은 창작 주체의 자기 성찰에 

131 깅이예~， r지식 구성석 늘에로시의 시 읽기 쿄육 연구j 서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쪽 

14) Jrnathan úillð", Literay 71Eay, 이응경 잉옥희 역(l~). r푼학이등」 용문선l. 15쑥 

151 반이온적 성향온 그 자써가 이온에 대한 성찬적 정푼의 산응이기 때문에 그것 역 
시 이온화의 액럭에 놓인나는 역섣이 있나 이서명 얀이온의 논리응 추구하는 비명 

이폰의 문재정용 자세하제 논구하고 있는 논저로 다옹융 깎고힘 수 있다 장경연 
('M1lJ. r얘욕과 저항 현대문학비영。1ε에 대한 비딴객 이해살 위허에 서울대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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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이론화를 이학적 관심의 주요한 대상으로 인정히논 일이다 여기 

서 예술가의 창조성 옷지않게 성장성올 강조하는 피홍{αlëtan Plcool의 

말응주목할만하다 

우리가 창작하거나 찬양3운 직생과 우리 시이의 판계융 형성하는 것이 

예지가 아니라， 반대로 바로 그러한 판계가 예지블 발동시킨다 우리는 자 

신이 할수있는것율창조하여 힐수있는것율좋아얻다 그러나그런 다 

옴에 우리는 애술가가 자신이 해야만 힐 일융 하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해 

야안 할 것융 좋아한다능 사실융， 즉 조직척이고 거역할 수 없는 것처 령 보 

이는 그 관계가 성장원 의식의 차원에서는 영샤격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시정파 어떤 성영융 시도하다 보연 그 시도어서 상당한 것올 엉올 수 있다 

는 샤설용 깨닫게 왼다 2샌의 예승용 두고 성힘}는 애승7 논 그가 창작 

자라 하더라도 그것용 성갱하지 앙는 사랑보다 우핑하 언이다삐 

(영중 인용자) 

피콩에 따르연 예술가의 자기 성찰성은 보다 나은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근온 조건이다 욱히 미직 책썰’이라는 구호 아래 예술7까 지신 

의 작풍에 대한 성찬적 질문올 게올리 한다연 그에게 이적 성취의 미래 

를 기약할 수 없옴은 영액하다 이헌 정어 서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창작 

경헝을 대상으로 한 창작 노트나 작가 후기 혹은 소설 작법 둥의 작성은 

필요하며， 이러한 성찰의 작엉올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우월한 장직엔。1 

되는 길이다 소설창작교육에서는 이 점을 주옥해야 한다 소설 창작 활 

동에 이어 창작 경힘을 성찰송1는 활동파 이에 수안되는 자기화’171왼 지 

씬4-， ñ3-ffi쪽 

16) Gætan !1cm, L'éaiwi.n et san arVre. 유채호역(I1JJ5)， r에술가와 그의 그링자j 홍 

성AJ. 깨쪽 

171 여기서 ’자기회K_’는 리페트의 개녕으로 이전얘 ‘낯설었언 것’올 ‘자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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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내연화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m 소셜 창작 경험에 대한 성찰 방법 

소설 창작은 삶을 언어화하는 ξ엠이다 다시 알해 세계를 언어로 포착 

하고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업이 소설 창작이다 반연 소설가가 지신의 작 

풍에 가하는 자기 성창은 2씩용을 포함뼈 써1까지도 대상화하는 것이 

므후 저 2언어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이 경우 작가는 자신융 대상화해야 

한다 달리 말해 주체를 타자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혈게 되연， 창작 주체 

는 비앵 주체를 새롭게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자기 성촬이 가 

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 점에 주얀올 두고 작가가 자신의 창작 경협에 

대해 성창히는 방엉을 검토한다 

l 칭작과정 다시읽기 

창작과정 다시 읽기 

• 

창작주셰의 자기 대화 

• 

창작의 의미에 대한비영 

창작 과정 다시 얽기는 창작 경협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본 조건이 되 

신의 것ξ-'è 안드는 에커니씀이다 해석 주셰가 q스트얘 풍고 이에 용담하는 파 

정에셔 해석 주채얘 깨 앵성<1는 내직 자정이다 버JI Riro:!ur, lntetπ'etdÍtn 1herxy, 
김융성 조현앵 역(l~). ’해석 이온，. 서갱샤 1!18.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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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똥이다 작가가 창작 파정을 다시 입는 방법에는 다음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소설을 쓰게 왼 근웬적 동안 액스트 형상화 방식， 그리고 

창작의 결과울 풍으로 다시 얽기가 수행원다 정리하연 다옹과 같다 

<D 창작용인잉기 

@ 장삭상"잉기 

@ 창작결과읽기 

여기서는 창작 동인 읽기에 집중히}여 논의하기로 하고 다용 절어 서 읽 

기 다음으로 자기 대화와 비평 활동으로 션개되는 방식을 고촬해본다 창 

작의 동인 읽기는 작가가 창각을 하기 전에 거쳤던 구상 단계를 다시 읽 

는 일이다 그것은 다옹과 같이 창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밝에는 

것에서 확인할수있다 

나는 〈징소리〉릉 용해서 거대한 영건설로 인해 고종i융 잃어어린 수올지 

구 놓인올의 고향상설의 없‘ 같응 것올 그혀보고 싶었언 것이다 그 우영 

대부훈의 작가을운 도A 산업사회 문세를에안 신경율 었고 농촌산영화가 

빚옹 문제에 대해서는 판싱융 강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우영 내 눈에는 거 

대한 콘크리트영의 축조율만 보였고 그 안에서 누대율 거쳐 살아왔언 사 

랑을과 그들의 천용문화는 도시의 일"f악” 언지지럼 객씹아버혀 아우 

것도 요이지 않았으며， 나는 울에 장겨 보이지 않응 것등융 찾기 위히여， 고 

향융 잃어버린 사랑을의 이야기에 애달렸다181 

문순태는 자신의 연작장연 〈정소리〉가 개발 위주의 근대화에 따라 고 

향을 잃어가는 사랑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옴을 밝히고 있다 그는 운제 

181 운순애lt앉Il)， r고향의 역사와 용한의 이학J r장''''1싼 무엇인가ι 정안 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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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구 이야기에 천칙r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고액은 창작 동인 읽기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연， 위처럽 창작의 목적의식이 쟁}게 드빠는 경우도 있지만， 다옴 

처렴 그냥 창잭” 대한 구%에 있어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식도 가능하 

다 리얼리즘 소설 장썩1는 대체로 목격의식이 앞선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었는 사실은 예술이란 세계에 대한 형상적 인식이라 

는 정이다 형상적 인식은 이적 인식이므로 옥객의식에 앞서 그러한 인식 

자체가 창작의 목적， 즉 창작 동인이 휠 수도 있다 

〈바항과 江〉융 처옹 구상힐 때， 냐는 l액얘 정도의 단연으로 생각하였 

다 그것은 옐써 오래 션의 생각이기도 하나 

-역아살로 영생을 떠돈 한 늙은이가 장터거리 숭정의 기풍서땅으로 살 

았다 그는 늘 놓고 지내는 한량 신세와 달리 근엄한 유학자였다 오랜 냉 

석에서 일어낭 어느 가용날1 그는 곧 닥첼 자신의 쭉옹올 얘강이라도 한 듯 

고아로 데허와 키우던 소년융 데라고 자기 묘터를 보려간다애} 

작가에게 창작 파갱올 다시 읽는 일은 창작 주체의 자기 인식， 창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창작의 결과에 대한 비형적 판단을 거 

치는 활동이다 따라서 창작 과정 다시 읽기는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교 

육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창직써1 대한 이런저런 연(짧)올 정리하는 일이 자기 변영 

과 같은 소룡의 방어 기제는 아니라는 정이다 혼히틀 작가논 ""용으로 

말한다고 하지안， 여기서 작풍과 작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개각융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작용은 탄생하는 즉시 고정풀변의 대상 

191 깅원영(lffil)， r한연의 소성이 되기까지J r옆한권의 장각노트」 강 g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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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속왼다 그러나 작가는 인격쳐이므로 연한다 작7까 작풍으로 알 

한다는 말은 곧 또 다른 ξL용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뭇하기도 한다 따 

랴서 작가는 섞헤 대한 자의식올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 와중에 작가 

로서 자기교육의 과정， 즉 성찰의 과갱올 지속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맹옥적인 용두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앞서 며콩의 

홍찰에서 보았듯이1 의식하는 주체는 의식하지 않는 개인보다 훨씬 우월 

하다 작가 역시 마찬가지이며， 01는 소설창작교육올 받는 학생의 경우에 

도 똑같이 적용원다 특히 교육의 국연에서는 창작의 수행뿐안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자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설창작교육어서 초정을 학생 

에 둘 것이냐， 아니연 그틀이 써내는 창작울에 둘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과도 판계가 있다 소설창작교육에서 창작 수준의 평가는 결과울파 함께 

수행의 진정성과 열정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항되어야 할 것이다 

2 칭작주체의 자기 대회 

창작 주제의 자기 대화하기는 창작 과정 읽기에 기반하여 자신올 타자 

화하는 더서 출알한다 이형게 쓸 걸 , ‘좀더 갚아 고민할컬 ’ 퉁창작 

주i까 자신융 안성하는 단계이마 창작 주체의 자기 대화하기는 창작 앵 

위의 경험과 창쐐 대한 판조의 경험이 맞부딪치는 과정이라고 힐 수 있 

다.)) 경영 주체의 분화1 즉 창작 주체와 비명 주체가 분화되어 상호 작용 

하는 파정이다 이는 다옴과 같은 사헤어 서 쉽게 확인된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대개 욕싱올 많이 부린 작용이 그러하듯 허술한 구 

성이 많은 직댐이 되고 알았다 l부을 너무 지기어린 감상으로 처랴였다는 

20) 창작 앵위와 장식에 대한 완죠가 갖는 연완성에 대혜 다옴융 창고할 수 잉다 Gætæ 
Rαn 강용 싹 )00옥 



146 국어교육연구 셰n갱 

아쉬용이 그영고 2부 ‘어어니의 수기’는 더육 아쉬융이 않다 즉 이 수기 우 

용은 소설다훈 이야기로서의 기능옹 잃은 얘 그냥 회상 형식으로 싱잉왼 

별개의 이야기로서 직냉의 천셰 구죠에 효과칙으호 작용하지 웃었다는 생 

각f이다 6 . 25 전후의 그 다닝한 시대를 산 한 여인네의 삶율 보다 소설적 

서슬로 처리썼어야 하는 그 구성의 비융올 잊추지 뭇한 아쉬용인 것이다211 

중연 〈아에의 옳族〉의 작가 전잉L국의 작가 노트이다 〈아에의 !j(!);> 

은 선생의 폭력성과 분단의 비극， 그리고 비극 해결의 문제 풍을 다루고 

있다 전체척 구성은 3부로 나뒤어져 있는데. 1부와 3부는 4년 션 미국으 

로 이민간 아에의 가족 중 김진호가 미군(쫓'ijI)이 되어 고국 앙을 밟은 

뒤 이옥형 아베를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2우논 깅진호의 어머니의 

시정에서 전쟁의 수난과 전후의 공황， 그리고 이민의 선택 풍을 그랴고 

있다22) 작가는 l부를 김진호라는 한국계 이군 청년으로 셜정하연서 전후 

상황올 진득하게 그혀내는 데 다소간 아쉬웅이 생겼다고 한다 게다가 2 

부어 서는 어어니의 시정에 따라 소설다운 삶으로 처리하지 옷하고 수기 

형식에 그쳐 삶의 구체성올 획득하는 에 실패했다논 자기 평가를 드러내 

고있다 

21) 션상국~lgm， r아버지， 그얘 연판한 "1소의지의 천작，.열한권의 창작노트」 장 
l여쪽 

22) <아에의 *~>은 1m년 lfr월 〈한국운학〉얘 양요원 전싱「국의 중연소설。1마 1m 
년 엔국운학각/냉과 19Ð년 대한얀국운학상 수상작으호서 개략적인 중거리는 다 

용과 강다 직f중 화자인 김진호는 이욕형인 아에을 한국얘 버리고 가족과 항깨 이 

국으호 이인올 가서 산다 어느 낭 누이가 이국 혹인등에세 난앵옹 당한다 깅진호 

는 누이가 양한 일이 전갱 중에 어머니가 냥한 성쪽앵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외 

여 그래서 지신의 상도 과거와 우판항 수 없마고 생각얘다 그리고 그 역시 4년전 

한국얘서 고등학생으로 지내연 시절에 동네의 처녀융 앤구등과 업간한 경헝이 있 

다 그런 그가 의붓형 아에원 갱아 tR으로 나시 오는데， 이 직용은 그한 상정적인 
얘개로 t이F져 한악 천후의 상황과 인혹적 차원의 죄의식용 '1유해71는 파갱용 그리 

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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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항작 주체가 자신의 작풍에 대해 가하는 자기 성찰이다 또한 장 

작 주체와 비평 주셰의 대화이기도 하다 언어척 형상성， 형상성의 언어 

에 대한 소설의 가치 문제를 두고 창작 주체를 다시 만나 그에게 알올 건 

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질문과 웅당으호서 자기를 해석히는 환동 

이다 자기 해석올 뚱한 자신과의 대화하기는 이적 예쇄성을 넘어서는 일 

이다 

이러한 휠옹은 결국 창작 경혐의 성찰을 통해 자기화왼 지식을 구성하 

는 시긍석이 왼다 경협의 귀납화가 이론적 연역화와 맞울리연서 창작의 

실천 능력올 고0，>하게 원다 소설창작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창작의 앵옥 

성을 경계하는 일이다 할 줄 아는 능력은 불 줄 아는 능력으로 전이되어 

야 하고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일이 바로 자기 성찰하기이 

다 이는 소설 창쐐 요구되는 인식적 조갱 능력을 키우는 데도 크게 기 

여할수있을것이다 

3 장직의 의미에 대한 비염 

작가는 작가 노트를 쓰연서 자신의 창작 활통에 대한 다시 읽기를 실 

천하l 이를 바당으로 자기 대화를 수앵한 뒤 작가로서 이래의 전망을 

세우려고 한다 。|는 작가로서 X씨의 존재를 중영하는 또 다른 방식인데 

따지고 보연 보다 냐은 방식이다 창작 전반에 대한 자기 비명의 실천은 

작가의 성숙흘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내가 이 작용어 서 얻어낸 것이 있다연 한에 대해 내 나응대로의 정리을 

할 수가 있었고 한의 이혁이야앙로 우리 운학의 욕질의 하나로 밍6똘어 

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은 예애주의적 넋두리나 체녕의 한숭이 아 

니야 싸우며 지켜나기는 투쟁적 의지인 동시에 끈질긴 생영력이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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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득하게 왼것이다 

( 중략 ) 

나는 앞으로도 고향이나 안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천칙뻐보고 싶다 

판녕적 공간이 아닌 현실적 공간으로서의 내 고향올 흥해서 우리의 역사을 

보다 총체적으호 드러내연서1 역사 속에서 한이 어인 생영역으로 우리 스 

스호릉 지켜왔는가에 대해 판싱올 갖고 소설옹 쓴겠다:!l) 

인용에서 보듯이 문순태는 〈정소리〉에 대한 작가 노트를 흥해 소설 

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vl 생각하는 〈정소랴〉의 정서적 액학 

은 한(뻐)’이다 이 작용을 통해 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음올 고액하고 

있다 그는 소설 상작 활동이 세셰 인식과 해석의 수준어 서 갖는 의씌 

(significaoce)를 구체적인 액락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후， 앞으로 자 

신의 장작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정소랴〉라는 작용의 

창작(과거)올 앞으호의 창작 활동{미래)으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신념의 

표현(현재)이다 〈정소리〉라는 택스트를 매개로 창작의 주체와 소설 창 

작 일반을 상호 조회하는 활동인 것이다 

비평올 보는 판정온 다양할 수 있다 화행의 액락에서 보연， 라이언 

(Marie-Laure Ryan)처렴， 비명은 1정보(i띠OJmlti，떼 앵동{a::!iαO 쾌락 

(plcasure)’이라는 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24 1 반연 비영적 진술의 종 

류에 따라 창쐐 대한 해석(jnlajretation)파 판단U얘errent) 그리고 가 

치 부여(a었뼈rns 이 value)라는 세 가지로 냐누어 볼 수도 있다251(M:ne 

R섭<ham) 여기서 후자의 비명척 판정에 비추어 보연， 작가가 자신의 작용 

을 두고 쓰는 자기 비평은 자신의 작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거쳐 결국 

깅) 운순태(!9lJ)‘ r고항의 역사와 용한의 이한j r양싹l한 우잇인가j 정인 찌쪽 

24) 버m:Ii， PauI, 00, w1xt is Critiåm‘ 최상규 역Oro:!J. r비영이싼 무엇인7f， 예영기 
획 t!ll\ fÐ쪽 

2J)I-HM:I:i，ra..ι ei. 같응 찍 õ!-깨쭉 



소영 창작 경영의 성항적 지식화 149 

가치 부여로 향하게 원다 이는 작품에 대한 자기 인식이 꽁꽁적 가지의 

수준으로 숭화되는 것으로 심이적 객판화를 지행F는 비명의 속성을 반 

영한다 띠리서 작가 노트 쓰기는 다옴처정 지씬의 작용에서 공적 가치를 

찾거나 보연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혹은 아쉬웅올 드러내 

연서 자기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 당연온 한 세대 션에 알표외었지안 현대한국인에게는 마옴 깅운 곳 

의 트라우마로 냥아 있습니다 

이제 와서 툴아보연 냉정이 끝난 뒤 세계는 또 다시 새로운 재연성의 이 

앵기로 정어틀었고 아직 세계화의 세기에 적응하지 옷한 이주의 난민의 

우리는 주연우 나라등의 보면적인 현상이 외어 버컸습니다 

다안 지긍도 내가 원하는 것옹 이들 길에서 안난 세 떠올이틀이 가졌던 

따뜻한 유대와 소용의 정을 세계의 주변부 나라 사랑듭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것입니다>31 

위 인용은 황석영이 〈삽포가는 길〉올 두고 쓴 작가 노트의 후반부이 

다 이 작가 노트는 작가가 〈상포JI는 길〉올 쓰게 왼 동기와 쓰는 파정， 

그리고 그 의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논 특히 2씨의 작용융 성 

칠하연서 작풍의 당대적 의미와 항께 현재와 미래객 의의를 주로 진술하 

고 있다 이는 황석영 식의 자기 비평이다 소설 창작의 세계사적 의의에 

섭중하는 작가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소설창작교육에서 학생이 자신의 창죄에 대해 자기 비평올 하는 일은 

창작의 의미와 가치률 스스로 발굴하고 해석히는 작엽이다 세계 인식과 

그 형상화가 가져다준 깨달응을 논리척으로 구체화하논 직뼈이다 그 와 

중에 자신의 창싹”서 부족했던 정올 발견하고 비판하는 것도 있올 수 있 

26) 양석영oll에 r견에서 오딴 써 시랑ι h φ1M딩m‘@띠버뼈)"，애m29Ji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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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치를 발견하고 자찬하는 것도 있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창 
작 주체의 반성적 깨달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정인데， 이흘 흥해 창작 

경험이 성찰적 지식으로 내연화될 수가 있마 교육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 

이다 

W 소설 창작 경험의 성찰적 지석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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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칭직뻐| 대한 자기 성철의 가치 

소설창작교육올 통해 지향하고자 히는 자기 성찰과 이에 기반한 지식 

의 내연화는 일종의 ‘귀납법적 경영온1에 근거를 둔다 귀납엉적 경험론이 

란 학생이 창작 정헝올 스스로 이론화하는 활똥의 논리이다 교λ까 소설 

작법올 언저 시범적으로 보잉 수도 있고 그리하여 작엉에 따라 혹은 작 

엉올 용용하여 소설을 쓸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에게 창작 원리 

에 대한 설영은 펠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일 뿐이 

다 작엽을 지나치게 않이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히R능 것은 소설 창작의 

기예화로 빠질 위험이 크다 그것은 소설 창작을 풍하여 학생의 자가 실 

현올 융는 것파는 거리를 얼게 한다 소설 창작과 관련해 현장어 서 의 적 

지 않은 이흔적 접근이 있어 왔옴에도 풍구하교III 이것이 결곽 창작의 

낀) 이에 판한 자얘한 성영옹 유켈균ι!ll1l ’한국현대소설 장착윤 연구j 시 융대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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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화 혹은 기법 중심릎에 고착되었는데， 그 까낡응 작엉과 그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지냐친 신회 때문이다 이에는 전문 작가 엘굴과 %냉이라 

는 대의명분이 작용했옴도 지적항 수 있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창작교육은 전문 작가 양성보다는 인간의 자기 표 

현역올 중대시쳐주는 보통 교육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되， 창 

작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작가적 능력을 싱~f.시켜주 

는 방향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통 교육의 차원이라연 소설창작 

교육은 창작의 경험 그 자체흘 중시해야 한다 창작 경험 자체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1 그리고 방법을 풍어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학생틀의 자각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작가 노트’흘 써보 

게할수있다 

11 성항적 지식의 자기화 

전^.}국1 운순태， 01청준 깅원일， 영석영 둥의 작가들의 작가 노트률 룡 

해 본 경형의 이돈화는 자기 성촬적 비평적 성격을 지닌 문학 지식으로 

수영왼다 그것은 문학 실천에서 우러냐온 실천적 지식이며 경험 액악의 

지식이다 또한 앞으로의 창작 활똥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자기 형성적 

지식이다 창작 휠동에서 경험과 지식은 상호작용의 액락에 있다 

이처렵 지식에는 액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액럭이 없는 지식은 쓸모’보 

다는 지식 그 자제에안 몽두하게 된다 그것은 칸트의 용법대로 무관심 

성의 관심성’의 이적 쾌감으로 그치고 안다 그러나 소설창작교육에서 지 

i&lt5Rf 지식은 경험율 거친 것이기도 하연서 새로용 경험올 예비하는 왼 
리로서의 지식이다 액락을 전재한 지식이기도 하연서 액략올 지향하는 

야사학위논운"， i3-æ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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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나아가 자기 성찰적 지식이다 따라서 소설창작교육에서 경험과 지 

식은 상호 울기분의 소통 관계에 놓인다 특히 소설창작교없써 작가 노 

트 쓰기는 창작 경험올 이론적 시선으로 자각하는 성창 활똥이다 이렇게 

보연 소설창작교육의 자기 교육적 성격은 분명해진다 여기서 다시 피콩 

의 통찰로 올아가 보연 이 논의에 참고할 점이 않음올 볼 수 있다 

마적 경헝이한 예술에 관한 그러한 일반적이고 성창원 경영과 어띤 구 

셰적 인식 간에 일어나는 충흘」이며1 그 인식이 내포하는 자알적 영가 사이 

에 일어나는 충툴이다 가치 있는 직생운 연얘 강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직댐이 아니1!， 그러한 시험융 즉 그러한 판안을 견뎌냉 수 있는 그런 

작용이다 가치한 형식이라는 실재 그 내쭈에 놓여 있으므록 a앵아 가치 

호서 드러냐는 것은 바로 그 시선 앞에서이다 그러나 칙냉올 유기적 실재 

로서 알견해 내는 시션은 단순히 영석하고 깅수성 예인한 지각의 시선이 

아니라， 어떤 형가격인 의식의 까다로훈 시션이다，m 

실천올 핵심에 두는 교육 이론은 결과로서의 지식과 과정으로서의 지 

식이 상호성을 지닌다는 점에 두루 동의하는 연이다291 문제는 경험파 지 

식의 상호성이 객관적 사태 이상이라는 접이다 지식이 끊임없이 자기 몽 

바꾸기를 하는 까닭은 인간이 지식융 긍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 

천올 위한 유용한 개념적 수단으효 삼기 때문이다 구체격인 실천을 통한 

경험이 곧장 교육 내용과 방엉이 왼다는 것， 또 경험과 관련하여 습판이 

타성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끊잉없는 충동{irrpJ!se)과 지성 

Gn때igen:e)의 덕분，))1이라는 듀이의 생각은 타당하다 여기서 그 경험은 

28) Gaëtan píαXI， L'ecrilXin et sun arDre, 유재호역(1!16)， r에숭가와그의 그링^b 흥 
성사 a옥 

æ) 악재운{axßl， r", 식 의 구조와 구초주의ι 성경재 4&쪽 

3)) 송도선 강은 쩍 )24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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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체의 자각적 지성올 동반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영제를 분영히 할 

필요가었다 

소설창작교육은 중둥교육파 대학 교양 과정올 주로 겨냥하며1 운예창 

작과의 전공 과정올 창고한다 따라서 소설 창작 교실에 속한 학생틀이 

내놓는 작쯤의 수준은 그틀이 수행하는 훤동 그 자체를 넘어서지 옷한다 

창작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그들의 자기 평7까 선앵왼 다옴， 작 

웅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설창작교육에서 지빵}는 바는 우수한 

작가 양성보다는 허구적 글쓰기를 통한 인간다웅의 설연 즉 인간의 자기 

실현에있다 

따라서 언어객 방법을 홍한 자기 실현 능력이 소설창작교육의 옥표가 

휠 터， 이는 학생이 창작 경영올 자신의 내연화왼 능력으로 소화해낼 때 

가능하다 허구척 상상력에 바탕한 소설 창작이 인간으로서 해볼얀한 것 

임을 깨당는 것1 이것은 소설 창작의 가치와 지식을 ‘자기화'~l'는 것이다 

창작 경험의 자기화는 소설 창직써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깨닫는 겨기가 

왼다 

이먼 저련 이유로 〈아에의 iiI1it>은 내 작쯤 중에서 유달리 마련이 많이 

냥는 직냉에다 그리하여 내가 버린 아에’는 지긍도 내 주위응 배회하며 나 

툴 피용히고 있다 더 용연하 시갱유 야에 가 내 내여에 악영처녕 성야인어 

소성 쓰는 신명으로 영쳐오프고 잉다논 시갱이다-)1) 

(믿출 인용자) 

선상국은 〈아베의 *~>에 많은 마련이 냥지만， 이 작용을 용해 장차 

더 나은 소설올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위의 인용 

에서 작가의 자기 성찰과 함께 이래의 비전올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이는 

3D 전상국‘ 강온 쿄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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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에 대해 작가의 자기 주도적 실천의 능역올 반중한다 

이렇게 블 때， 소설창작교육이 궁극격으로 지행+는 학생의 이상척인 

정신의 모습은 경천지어mresis ; :eUl知)'라 할 수 있다 뭉론 소설창작 

교육안 실천지를 지향한다고는 할 수 없지얀， 특히 창조적 글쓰기가 전제 

되는 창작교육어 서 실천지는 얘우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연 

실천지는 '0]론지(멍S떠re ; ~영~知)’도 아니고 기술지(때me ; jj;j뼈~)’ 

도 아니다 실천지는 좋은 삶에 대한 자기 주도적 인식의 결과이고 조건 

이며 방법이다 경험과 숙련을 풍해 도달할 수 있는 즉 올바른 교육의 결 

과로서 형성되는 앵위의 능력인 것이다E 

이처컵 소설창작교육에서 창작 경험에 대한 자기화를 거친 실천지는 

기술지와 이론지를 포팔하연서 궁극적으호는 성찰적 지식을 지향한다 

창작 경험에 대한 회상과 그 논리화의 작용은 창작 주체의 자기교육적 활 

동이 휠 수 있다 학생은 작가 노트 쓰기와 감은 자기 성찬용 통해 스스로 

의 창작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로에 궁극적으로는 창작 활동의 의이와 가 

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잉 자기 비영의 가능성 

창작 노트는 창작올 잘 하기 위한 설계도。17]도 하고 창고 자료의 창 

고이기도 하며1 창작의 과정을 기록.]는 일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창작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가 반영왼다 창작 이후 작가가 자신의 작용에 대 

하여 작성하는 작가 노트는 자기 비명의 성격이 뚜렷하다 창작 이후는 

창작 주체와 비평 주체 간의 거리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지정이기 때문이 

다 이처험 작가 노트 작성을 통해 창작 경헝올 성찰하는 활동은 자기 비 

321 AristOOe. Nia:mrfun etJic.s, 최영판 역(뼈O. '니;a11 ~.2스 윤리한j 서강샤 I>l
l없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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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특성올지닌다 

대체로 많은 작가들이 창작 과정에 대한 변(생)을 ψ1 싫어하는 까닭 

은 작용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가 오해로 변질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운이 

라고 한다 이에 판해 선상국은 다음처 렵 설명한 적이 있다 

ξk용은 ξk용으로안 이해왜야 한다는， 그 직뿜융 신비의 에일 속에 놓아 

두지 않으연 그 빛이 야래고 알 것 같은 우려융 때문이기도 하지안 독자틀 

이 감통한 그 작용이 이런 시시풍덩한 알상， 그언 유지한 의도을 당고 있었 

다는 것이 앙혀질 경우 감수해야 한 작?f.로서의 손실이 겁나기 때문일 것 

이다 더구냐 이이 안을어진 작용온 그것이 알상연 당시의 의도와논 사뭇 

다른 것으후 작가의 의도용 떠나 톡링왼 개셰로 존재힌다는 것용 이해하 

지 옷'Õr는 옥자틀올 생각빠지 않융 수 없율 것이다"" 

하지만 전싱녁은 그런 어려옹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창작의 과정옹 드 

러내 보이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작가가 자신의 창작 과정올 솔직하 

게 서술하는 일은 자기 성찰과 그것의 소풍을 흥해 더육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되기 때문이다 

그런 저런 부당이 있지안 작가는 그 작용이 일상되는 고냉율 유치한 대 

효 내보일 수 있는 그 정직성용 용해 보다 고양왼 자기 극옥의 반성으로 새 

로이 태어나기읍 꿈꾸는 일도 핑요하다논 생각이다잉) 

자기 비평은 자기 겸중 자기 평가에 보다 가깝다:\51 뭉돈 이 경우 주판 

331 선상국 같은 표 '"쪽 
341 전%녁， 강은 표 '"얻 
:\51 자기 비영옹 준거 지향 영7싸 규춘 지향 명가 등:í!}-;는 거이용 둔다 이틀은 외채적 
기준에 경사인 영가이기 얘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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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수의 비영가나 문혁연구자가 

수행하는 작풍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이 높겠지만， 작가 스스로가 자신에 

게 가하는 ψ1 비명은 상대척으로 주관성이 높아정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시각올 바꾸연， 중요한 것은 창작에 임하는 창작 주체의 태도이다 

그 태도가 창작을 기능하게도 하고 창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 

다 외부적 기준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1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작 

주체의 자기 판단이다 

작가의 자기 비평은 소설창작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마 창작 교실 

의 학생은 창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수행히는 중에 혹은 수앵한 

후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자기 영가서’를 작성항 수 있다 이는 창작 

교육의 영기론옹 위해 중시되어야 한다>;， 자기 영가서의 구성에 판해서 

는 비명이온의 성과에 도용을 받을 수 있다 반영론， 표현론， 구조론(형식 

흔)， 효용폰 퉁 비교적 긴 세월동안 축적왼 비명이론37'은 창작교육의 영 

가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영이흔을 바당으 

로 소설창작교육의 자기 명가 지표흘 구체화할 수 있는 앵얀은 다옹과 같 

다 

36) 창작교육옹 기온격으로 자기 지향 명가애 호정융 맞추어야 한다는 논지풍 여는 다 

용올 참고힐 수 잊나 유영희 :roJ), ’이이지호 보는 시 장작'ii:육흔." 억약 'I1J-3JI 
쪽 

37) ι앵온‘ 표현온1 구조온〈영식용)， 효용옹 동온 에이브엄즈의 도식에 따악 성정되는 

비영의 단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용융 상고항 수 있다 M Ii 
AlI밍m(l~)， 7æ rrirrrT l7Id the /arfJ : rarmJiC tJnXY l7Id the aitiai trrxJiticn, 
O에i:rdVni‘m;ity Pres‘ ~3-æ 구인환 외crrm， '문악g육온(채5연")J ， 상"-^l fd. 
107-1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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燮=걱 ∞ 려렐웹7‘씩도 
구조흰형식등l 

효용흔 

"t용의 내직 구성 

창작의 7~:치 당구 

반영론은 이야기의 현실성을 중심으후 표현론은 택스트 형상화의 진 

정성을 중심으후 형식론 혹은 구조롱은 렉스트의 내객 자질 중싱으록 

마지악으호 효용흔은 창작 할동아 가져다준 깨달옴 둥에 대한 질적 평가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명가의 지표는 복합적으로 각용 

해야 한다 소설창작교육에서는 창작 훨웅의 종합적 국연을 균영있게 고 

려함으로써 창작 황똥의 인격척 전체성올 지키도록 해야 한다 위는 명가 

요소 중심의 도식일 뿐이다 

울동 소설창작교육에서 평가를 창작 주체의 자기 영가로안 한정할 수 

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옹당한 문학적 소풍의 출구를 

봉쇄한 위헝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창작교육에서는 자기 평가를 

기온으로 하되， 이륭 바탕으로 학생등이 수앵한 상호 평가와 교사의 명가 

률 균형 있게 종~해야 한다 이는 평가의 꽁공성올 추구하는 일이다 

2 장작 경험에 대한 성월의 수행 

여기서는 창작 경험에 대한 성찰의 수앵 방엉을 제시한다 결혼부터 말 

하자연， 작가 노트 쓰기의 땅법을 창작 파정에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창작 주체의 자기 정정을 실천하는 방연이 될 수 있다 장작 활동의 

준비 난셰1 진행 단계， 그리고 종결 후 단계를 보았을 때， 창작 노트 준비 

하기1 자기 평가서 작성하기， 소설 작법 구끼i{하기 둥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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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노트는 춘비와 진뺑 단계에 속하며， 자기 평가서는 종결 후 단계에 

속한다 소설 작볍 구상 역시 종결 후 단계이기는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 

로 수준 높은 창작의 이론화 단계에 속히논 야 대학 이상 교양과 문예창 

작과의 전공 과정에서 수앵힐 얀하다 

11 ’창작노트’ 준비 

창작노트준비하기 

• 

자기명가서 작성하기 

소설 작엄 구/캠17) 

소설창작교육에서는 학생틀이 소섣 창작올 하기에 앞서， 그리고 창작 

의 과정에 ‘창작 노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창작 노트는 작가의 창작 일지 

와도 같은 것이다 창작의 발상， 욕구， 구상 둥을 바탕으로 아우트라인을 

작성하".:rr， 01률 토대로 실제 수행되는 창작의 파정을 성창해7)는 일이다 

이는 앞서 본 자기 영가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창작교육의 필수사용l이다 

창작 노트의 형식에 관해서 아직으로서는 특별한 원리가 마련되지는 않 

았다 하지만 다옴의 사헤에서 보듯이 인울， 사건， 배경을 위주로 한 스토 

려(stay)의 뼈대를 세우고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갈 것인지(φ앙:urse)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이 았으연 족하다 그리고 창작의 과정올 소상히 기록 

하연 왼다 다옴은 창작 노트의 한 사헤이다 

〈야에의 *κ〉 창싹 노트-

• 오.(I!I)의 수게II년 저쪽， 6. 2; 액:Ã] ot에을 낳기 전후의 상앙， 아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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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ε 는 모정을 리얼하게 그형 것 이인， 귀국) 

• ‘냐의 시정 Q 이인지l (tI J<Ji!!써서의 화성과 실의흥 술회 6.25 현장 

추적 아용자각 

• 아에의 상징I?I 액치에 대해서 

• 세 개의 낭앵1;“11올 종객으로 연판지을 것(형， 미군， 나) 

위에 작성한 것 알고도 이야기 속에 툴어강 삽화를 과거와 현재로 구훈 

히때 잉여 개썩 에요했언 것으로 기억원다엉) 

a ‘ "1:기 명71서’ 작성 

장작 교실어서 학생들이 소설 장ξk을 마치고 나연， 그향1 경험한 창작 

의 내용을 다시급 성찰하는 훨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급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평가서 작성의 방염은 앞서 3 

장에서 살씬 창작 경험에 대한 성찰 방엄에서 도출된다 창작 과정의 다 

시 읽기를 통해 창작 주체의 자기 대화를 거쳐 창작의 의미에 대한 비명 

으로 진앵할 수 있다 창작의 동안 창작의 과정， 창작의 결과 풍올 다시 

긍 기숭하고 이에 당긴 의마를 분석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후 창작 활동 

에 대한 자기 영가를 바탕으효 창작의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일반적으호 많은 작가틀은 창작 후기어 서 자기 평가의 성격도 

없지는 않지만 장작 과정을 설영하거나 의의를 부여하는 데 보다 많이 치 

중하는 연이다 그러나 소설창작교육에서는 자기 명가서가 창작 경험율 

성첼↑는 데 유용한 앙엉이 되도록 학생툴융 독려할 펼요가 있다 

381 정상국tnfi). r소셜 'W"착 강의J 운한시냉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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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설작업흔’ 구싱 

한국현대소설사를 보연 김동리를 비롯히여 이우영， 정비석， 정한숙， 구 

인환 퉁의 작가들이 ‘소설창작롱’ 혹은 1소설작업론’올 저술해왔옴을 확인 

할 수 있다III 최근에 와서는 전AJ국1 송.)-훈1 깅용성 웅의 작엉으로 이어 

져오고 있다 대표적인 소설 창작 혹은 소셜작엉 관련 저술을 충간 순으 

로틀어보연다융과같나 

김동리 박영준{HJ7D， r소설작업" 문영사 

정한숙09131， '소설기술론" 고려대출판푸 

정한숙09131， '소설문장흔" 고려대출연푸 

구인환0æ21， '소설 쓰는 엉" 동원출연사 

송S연0913l. r링경으로서 소셜기법" 고려대충싼우 

푼순태(3))1)， r소설창2앤슐j 태학사 

진상국-(3)ñ). r소설장착강의" 운학시상사 

김용성(3))j)， r연대소설작냉" 문학과지성사 

이 외에도 소셜작업흔은 않이 확인왼다 이와 판련해서 학적 당돈 안팎 

으로 ‘창작교육 불가론’ 혹은 ’창작 불가지론’이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상 

황에 맞서 소설창작론 혹은 소셜작업론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현상은 있으되 이흔이 없다연， 학문은 그곳에 천ξL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정에서 위와 같은 성E필은 고영되어야 마휩}다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소설창작교육에서는 학습 

지에게 짧으나마 소설 작법에 관한 글을 에보게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창 

39) 이에 판해 보다 자새한 사항은 유정댄JXlll‘ r한긍현대소설 장작논 연구>， 서 융대 

한교 yt-사학위논문 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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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노트와 작가 후기의 연장션에서 또 인식 지펑융 확장하는 차원에서 

소셜작엉을 구싱송}는 단계까지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소설창작 

교육에서 창작 활동의 귀납석 논리화를 통해 지식을 내연화할 수 있는 방 

법이 왼다 울흔 이는 창작교육의 가장 수준 높은 단계 혹은 이상적 수준 

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운에 현실의 여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V 인격적 성장을 위한 소설창작교육 

주지히듯。l ‘이은{꺼""")'온 핀조히다’는 뜻의 대오여애끼Ð:lIia)에 이 

원을 두고 있다 즉 이폰은 대상에 대한 거리두기률 전제로 E운 것이다 

거리두기에는 대상에 대한 비평적 인식을 수반하게 되고 판단과 조정의 

인식이 개입원다 창작 주체에게 미적 경험은 이론화를 용해 지식으로 법 

칙화된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 성찰성의 반당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삶올 위한 이론일 경우 특히 그헝다 실 

천지는 바로 이러한 삶의 이론에 바탕올 푼다 실천지는 창작 주체의 자 

기화된 능력이며 인칙적 성장올 지호냥F는 능력이다 할 줄 아는 것을 통 

해 용 중 알고 그랩으로써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경지， 인간성의 해'l!-올 

실현하는 경지가 바로 소설창작교육에서 지향하는 이념이다 。l는 인간 

의 전체성올 추구하는 소설의 이념파도 맞닿아 있다40) 

소설창작교육은 실천을 홍한 지식의 구생과 지식올 매개로 한 실천올 

지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설창작교육응 학생의 창작 활동을 자기화 

왼 지식으로 수영해가는 혈통올 창작 활동파 함께 병행해야 승}는 교육 내 

4이 太K엠츠α~， r'H~(7) }j$J 노영회 영진승 역11%1， ιl‘없으l ηttJ. 'J、il 1æ-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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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효 삼아야 한다 이것이 소설창작교육이 글쓰기를 용한 자기 실현으 

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지긍까지 。1 연구는 소셜창 

작교육어서 경헝에 대한 성창적 지식올 내연화하기 위한 앙향올 모색하 

였다 

소설창작교육은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한 높운 수준의 역설에 비해 실천 

올 위한 구체척인 땅엉론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상태에 있다 또한 한연에 

서는 소설창작교육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보이기도 한다 이 연구 

는 이 연구는 이러한상황에 맞서 소설창작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천 가능 

성에 대한 세간의 오혜를 울식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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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셜 창작 경험의 성창석 지식화 

김근호 

이 연구는 소설창작교육어 서 학습자가 장작의 경엉율 성찰적 지식으호 구체 

화하고 내연화할 수 있는 명멍올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설창작교육에서 

성전 경헝， 그리고 지식의 의미릉 고창항 영요가 있나 자기 실현으호서 소설 

창작은 궁극적으로 창작 주셰의 갱셰성과 관련왼다 자기 주도적인 창작의 실 

천은 주에성융 지향한다 또한 '"성 장직응 끊임없는 운세 해결의 .í'f정。1다 학 

습자는 소설 창작의 경영어 서 .Á~파 대화한다 마지약으호 소설창작쿄육은 소 

설 창작에 판한 지식 교육이다 소설 창.~써1 판한 지식은 성찰성올 띤다 

이 연구는 소셜 창작 원려가 아니라 소성 창작 경험에 대한 성창적 지식화의 

‘상냉올 다운냐 이틀 위해 우션 소설 창작 경험올 성창웅F는 땅엽융 살여보연 다 

융의 세 가지로 획인원다 ‘창작 과정 다시 입기 • ‘창작 주체의 자기 대화’ • 

창작의 의이에 대한 비영 등이 그것이나 장작 과정 다시 읽기는 창작 경엉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온 죠건이 되는 활동이다 창작 주체의 자기 대화하기는 창 

작 앵위의 경영과 상직써 대한 관조의 경헝이 맞부딪치는 파정이다 여기서는 

경험 주체의 용화1 즉 창작 주체와 비명 주체가 용화되어 상호 작용한다 그리 

고 획업자가 자신의 창작용 두고 대상화하여 자기 비명율 하게 되는떼 이는 창 

작의 의이와 가지릅 스스로 알궁하고 해석하는 항용이다 

다옴으로 소설창작교'\o!써 창작 경엉을 성첼적 2 식으로 내연회S뜸 싱천 빙향 

은 다융과 같다 우션 창쐐 대한 ')71 생창의 교육적 가치는 성옐척 지식의 자기화 

와자기 비명의 7)놓성을지년다 그다융구체적으로창작경영에 대한성창의 수앵 

빙안으로는 ID‘창작 노트 준이 @‘자기 영기셔 작성， @‘소설직엽혼 구상 등올 제 

안한다 창작노트와자기 영가서는강작사체의 경험과힘깨 연용되지안 0)지악소 

설직뼈론에 대한 구성응 교육의 현실적 여건에 띠라 유동적으로 한용해야 한다 

[주저어] 소성창작교육， 창작 경험， 실천 주셰， 대화， 지식， 성항， 자기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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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rad 

Reflκtive knu띠edge construction of experience in writing novel 

~rn ’영.n-OO 

ηlÍs p:q::t'r trics to research tre thíny 이 refìe::tive 1m。이8용e C01StructJOO 이 

쩍J2rien:e in wri~ oovel by st:uck!nt To ochieve this α.""ζ I expIcre tre 
ræarUrg oftæ 미æn‘ε the e>qffiδ"'. '"피 tre \m)wledge in writiJ이g ，.w버 

뼈x::atioo WritÎI명 ,.,,,’ as 영J-realizatioo 띠s 떠atioos with i，어ltity 이 잉IDj<rt 

。엉tiJl!;! oovel. The cm: of this is esta:버약띠，.，，'"’s subjecthxd Arrl wriÓIlZ 00엔 
is an eOOJeSS πα.，. of SOI씨U멍 이"ObIem In this 미"""ξ stud떠 띠sdi외@내e 써th 

hirr생[ 써;~ κ써 빼x:atioo has a rreanir‘， of ，버ative kro~ o:nstm:tim 
The g때 of this (:Epef is located rα mm쉽빼sm of \.\1i~ oovel, 00ι 

reflative koowledge cmstructiρn In tre fm;t p1ace, I seaπh the nrtOOd of 

refloon‘g tre /!XlØÎen:e in v.Titing oovel. It has three \evcls. Hrstly, IUαxlingthe 
l]lXeSS of writing oovel. s.:nn:ny, tÆ 엉1 di띠때LJe 01 잉bjoct creating m 에 
Thirdly, tæ oiticism of m:aning 이 writing novel. 'I1e;e le뻐s of RefJcctive 

koowledge anstru:lioo 이 쩍.men:e in writing oovel are basf퍼 onthe 엽"，"，Uon 
이 ru이κt creating 00빼 ænru이oct aiticizjng <æself. 

Ncxt, 1 suggest tre course 이 reflocti、'e knov쩌:lge C:OOStrU::tÎ<Kl 이 e져>enco:e m 

‘mω‘g 00때 rlJ'Slty, rei1a;ting tre exr.erieoce in 빼ting oovel 띠s the 
.g미ncaræ 이 thegro씨h 이 성1ective koowledge ar잉 the ]X)SSitility of 영f 

criticism Se:oo:Ily, the ~ 이 때뼈ngthe~α ul wntmg 00뻐 띠S 

띠-ee a::tivities. 1) writing tÆ mte of writing oovel, 2) ‘",riting tre ~ 이 
생f-oitid히‘ 3) errb찌ymg the I명 C of writing 00、leL Te<피'" SIWd 띠미〈 뻐ce 

영ioosly tre αa::tice 이 the third in classro:m reality 

[Key Word<;] oovel creating ffiucatioo, ~ 이 crætmg, α"'"。ξ 잉이e:t， 

diakguζ 1<00띠edgζ reflectioo, self-critic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