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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 �OP-�Q�3'!RS�T

문학교육은 그동안 다양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며 발전을 거듭해 왔
다.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해 문학연구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조
주의가 큰 영향을 끼쳤던 시기(김중신, 1997: 77-81; Easthope, 임상훈 역, 

1994: 22)가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교육 주체의 하나인 학습
자 중심의 패러다임인 구성주의가 득세하여 교육 목표부터 평가에 이르
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이상구, 2013). 또 한편에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삶을 위한 문학교육’ 등이 하나의 관
점으로 일정 영역을 확보해 왔다(김상욱, 2013: 81). 

이렇듯 문학교육을 관통했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은 연구사에서 변증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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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부가적(附加的)인 방식으로 적
용되었다. 전자는 모순되는 관계를 가졌던 과거의 패러다임과 현재 패러
다임의 전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무모순적 체계를 형성함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간 불연속과 단절을 초래하게 되므로 문제적이다(정재

찬, 2000: 52). 반면, 후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
을 작동시키면서 패러다임의 지향을 온전히 현실화하지 못했다.

문학교육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이처럼 이론과 현실 측면에서의 정
교한 접근을 요한다.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과 다른 패러다임이 충돌할 
경우, 두 패러다임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의 것을 포용하되 새로운 패러
다임과 맥이 닿는 한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
는 것이다(정재찬, 2000: 52-53).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속에
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특정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학습자가 아니
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습자의 양성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어교육계에는 생태학이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떠올랐다. 생태학(Ecology)은 본래 유기체가 그를 둘러싼 물리적 환
경 및 다른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양상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 독일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른스크 헤켈(Ernst 

Haeckel)이 그의 저서 �일반형태학(General Morphology)�(1866)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김욱동, 1994: 24-25). 생태학의 시작은 생물학이었지만, 자연

과학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기타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
종의 메타 이론으로서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정영희, 2006: 

170-176).1) 

1) 생태학의 하위 영역으로는 대지윤리, 근본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여성론 등이 있
다. 대지윤리는 생태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근본생태론은 생물 평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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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생태학(생태교육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의 생태학 수용이 이루어졌다. 교육생태학은 
비생태학적 관점이 한국의 교육 문제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
발하여 제도와 지배 담론의 권위로서 뒷받침되지 못하는 교육적 활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교육 시스템 안의 제 요소들을 유기적․순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기여했다(이은정, 1999: 108). 이러한 흐름은 국어교육계
에도 이어져 다양한 연구 결과로 축적되었다. 국어교육 전반에서 생태학 
수용에 관한 논의(박인기, 2003)를 필두로 쓰기나 말하기․듣기, 문법 영
역에서 평가 방법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연구(고희성․김혜숙, 

2013; 김규훈, 2012, 서현석, 2005; 신헌재, 2010; 원진숙, 1999; 이재형, 2013, 

한정현, 2013), 읽기나 문학 영역에서의 연구(이성영, 2003; 이재형, 2013)2)

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 관련 연구는 다양하지 않은 편이
다. 대부분의 경우, 비평의 한 방법론으로서 생태주의를 거론(김규연, 

2013; 박령, 2002; 신철하, 2003; 진선희, 2011)하고 있으며 문학교육과의 연
관성을 찾으려 할 때 생태학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용하는 경우가 있는 
정도(이재형, 2013)이다. 이와 같은 연구물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 문학교

의 속에서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사회생태론은 인간성을 사회적인 것이 아닌 자
연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자연과 사회의 연속성의 회복을, 생태여성론 자연 
해방과 여성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태학의 하위 담론들이다(정영희, 2006: 

170-176).

2) 생태학을 원용한 초기의 연구는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와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거나 초등학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말하기․듣기, 읽기, 문학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로까지 
연구가 진전되었으며, 중등학교 학습자를 고려하며 생태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
한 고민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생태학을 원용하되, 그 핵심 개
념을 가지고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의 교육 목표․내용․방법․평가 등을 쇄신하기
보다는 기존에 주목받던 방법론들을 생태학으로 거듭 뒷받침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
다는 점은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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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생태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일차적 문제는 생태학과 문학
교육의 통섭(consilience)을 전면적으로 추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생태주의 관점의 핵심 개념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하여 문
학교육의 하위 영역들에 대한 고려가 심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용어 사용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을 다른 
학문 분과에서 받아들이며 ‘생태학’과 ‘생태주의’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생태학이 특수한 영역에서 구축된 이론을 지칭한다면, 생태주의는 하
나의 이념적 지평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력을 지닌다(이재형, 

2013: 336; 배현정, 2013: 9-11). 국어교육 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접근’으

로 표현하거나 한 논문에서 ‘생태학’과 ‘생태주의’를 혼용하는 경우 역시 
생태학이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
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생태주의’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문학교육에서 
생태주의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관점이 포착하지 못했던 문학교
육의 새로운 면모를 파악하여 문학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생
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학을 떠받치는 핵심적
인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그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를 바라봄으로써 기존 이론을 포월(包越)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생태학적 관점의 핵심적 개념이 무엇인
지를 기반으로 그 개념들이 문학교육과 접합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밝히는 것이고, 둘째, 생태주의 문학교육 하에서 가능한 생태 공동체로서
의 해석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생태주의 문학교육
의 한 예를 보이는 것이다.



12���'�����34�+,���137

Ⅱ. OP-��C�$%��A@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과학의 개념인 생태가 이제는 사회과학․인문과

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인식론이자 가치론으로 전화(轉化)된 
생태주의가 활발하게 그 영역을 넓혀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런 점에서, 생태주의 문학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은 문학교육 자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하고 문학교육의 방향과 구체상을 탐색한다는 의미이다. 

문학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인위적으로 설계
된 조작적 환경에서 유효한 연구 결과들에 터했다. 그 결과 현실적인 문
학교육의 맥락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하기도 했다.3) 그런 점에서 생태주의적으로 타당한 문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일은 실제적인(authentic) 문학교육 현상을 탐구하는 일
이다. 그렇다면, 생태주의에 기반한 문학교육을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먼
저 살펴야 한다.

 

1. ‘K�B’��L�=I

생태학을 기반으로 한 생태주의의 자연성과 문학‘교육’의 인위성 사이
의 간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생태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도성과 
인위성이 개입되지 않은 생태계의 유기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존중
하는 방식을 지향하며, 생태주의 역시 자연성을 핵심으로 삼는다.4) 그러

3) 박인기(2003: 8)에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살아 숨 쉬는 생태’에 적합한 연구가 지닌 특성을 ‘생태학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으로 명명하고 있다.

4) 이성영(2003: 131)에서는 생태주의의 여러 특성들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자연성’을 들
고 있다. 개체나 개체가 속한 체계가 보유하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존중하고, 인위적

인 제도나 불합리한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속성이 있는 그대로 발현됨을 지향하



138   �������	32


나 문학교육의 생태계는 그 존재 자체가 인위성에 기반하고 있고, 작동 
역시 인간이 개발한 제도를 토대로 한다. 때문에 문학교육에 ‘생태’ 개념

을 수용하는 일이 현상과 이념 간 모순을 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생태주의를 문학교육에 수용한다는 것은 이미 인문
학적․사회과학적 전환을 전제한다. 생태학을 그것이 지닌 기본 지향을 
견지하면서도 인간 삶의 특성을 거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학교육에 적
용하기 위해 생태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이 인간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이성영, 

2003: 140).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중 하나는 교육성이다. 따

라서 인간이 속해 있는 생태계를 논의할 때 교육을 거론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체계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문학교
육의 인위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생태학이 아닌 생태주의가 
문학교육에 수용될 때에는, 자연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를 간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와 문학교육의 접합점이 마련될 수 있다. 

“국어교육이라는 유기체가 국어교육의 여러 환경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궁구하되, 존재(현상)의 차원과 당위(윤리)의 차원에서 이
원적으로 구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인기, 2003: 10)는 언급에서 ‘국어
교육’을 ‘문학교육’으로 바꾸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요

컨대, 생태주의 문학교육에서 상정하는 자연성은 문학교육 현상 자체에 
대한 관찰이 ‘문학교육 현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더불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논의들이 존재보다 당위의 차원을 앞세운 점은 생태주의의 수

는 것이 생태주의의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유기체가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양상에 대해 연구하는 생태학의 특성과도 맞물리는 동시에 이데올로기로
서의 생태주의의 지향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원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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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반성하게 되는 지점이다. 당위 차원의 논의가 앞서다 보니, 존

재는 당위에 못 미치는 미흡한 대상으로 치부되곤 했다.5)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존재 차원에 대한 논의를 선행함으로써 당위 논의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2. ‘�EF�5�’M*$���EF

생태주의로써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일은 문학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각
각의 요소들을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간의 유기성에 주목하는 일
이다. 따라서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문학교육을 ‘문학
교육 현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문학교육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작용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문학교육 현상은 문학 현상과 짝
을 이룬다. ‘문학 현상’은 문학을 텍스트라는 물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
점에서 벗어나 독자, 맥락, 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문학을 주
체성을 신장시키고 상상력을 세련시키는 문화적 산물의 하나로 그 위상
을 높여 왔다(구인환 외, 2001: 120-124). 문학교육에서 문학 현상을 문제 
삼음으로써 문학 텍스트의 구조 자체만이 아니라 생산-구조-수용이 총체
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 점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결실
이다(박인기, 1999: 67-68).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 연구의 중심에 문학 현상을 두는 것은 일
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독자나 맥락, 텍스트의 유통이나 상호작
용 등은 어디까지나 핵심으로서의 ‘문학’을 둘러싼 부수적 요소들로 취급

5) 문학교육 이론의 진화와는 별개로 문학 교실에서 통용되는 모델이 교사가 텍스트의 
분석과 감상을 실행하고 학습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전달 모형이라는 지적
(양정실, 2006: 3)은 여전히 텍스트 중심, 해석 정전 중심의 문학교육이 실현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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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태주의 관점에서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일은 
일정 부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주된 관심 대상은 생태계로
서의 문학교육이 된다.6)

문학교육을 현상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교사․학습자․문학 텍스트․

맥락(환경)이 주요 요소로 떠오른다. 교사와 학습자는 문학을 향유하면서
도 문학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문학 텍스트는 문학 현상과 문
학교육 현상을 매개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문학 현상의 
중핵에 위치해 작가와 독자, 현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라
는 특수한 주체, 맥락과 중층적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맥락은 
문학교육을 수행하는 환경을 포함해 주체 및 텍스트와 관련된 역사성․

사회성까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문학교육 현상은 문학 현상과 교육 현상이 중첩된 상태이다. 두 
층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이하면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분

리된 동시에 서로 긴밀한 영향 관계를 지닌다. 그러한 영향 관계는 각각
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요소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학교육 현상을 역동화시킨다.

3. NOP���EF��QB

문학교육을 문학교육 현상으로서 바라볼 때에는 이처럼 다양한 성질을 

6) 구인환 외(2001: 419-420)에서는 문학교육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당위와 현상에 대한 
이원적 접근이 상호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였고, 지나친 현상 기술성이 문학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문학 현상을 구성하는 
제 국면들의 중층성과 상관성을 강조하던 서술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자 문학교육 현
상에 대한 관심이 문학교육의 당위에 대한 논의의 하위에 위치해야 함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생태주의 관점에서 문학교육 현상을 조망하는 일은 선행 
연구가 지녔던 당위 중심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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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는 고유성에 고르게 주목하여 문학교
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관점을 근간으로 생태주
의 문학교육의 특성을 몇 가지 방향에서 모색할 수 있다.7) 

첫째, 생태주의 문학교육은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수행
한다. 문학교육 현상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다양성과 평등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
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요소들에 고르게 주목
할 수 있다. 그간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현상에 집중함으로써 문학교육 현
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그에 적절하게 반
응하지 못했다. 

예컨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독자와 작가의 소통이나 독자로서의 
학습자와 문학 텍스트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
된 반면, 독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문학교

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을 문학교육 현상을 발생․유지시키는 
근원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학교육 현상을 다양성․평등성의 관점
에서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목은 문학교육 현상의 근원들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한 방법이 된다.

둘째, 생태주의 문학교육은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수행
한다.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곧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별적 요소들이 모두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문학교육 현

7) 이를 위해 생태학적 사고방식의 특성을 다양성과 평등성, 관계성과 전체성, 순환성

과 진화성으로 정리한 이성영(2003: 126-131)을 참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양성과 
평등성은 구성 요소들 각각이 지니는 특성과 위상을, 관계성과 전체성은 요소 간 관
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순환성과 지향성은 요소 간 상호작용의 양상과 기능에 관
련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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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역할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생
태학적으로 타당한 문학교육을 구안한다는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수행하
고 있는 역할을 존중하며 문학교육이라는 생태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
해하는 일이다. 

대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과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 간과되어 왔
던 요소들에 주목하되 그 요소들이 다른 요소 및 시스템 전체와 어떤 유
기적 관계를 맺으며 작동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학습 독자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문제라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되, 학습자에 관한 논의가 텍스트․교사․맥락을 바라보는 관점의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생태주의 문학교육은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다원적 접근과 총체
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학교육 현상의 자기 변혁을 추구한다. 개별 
요소가 그것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에 더 잘 적응
해 가는 것, 시스템에 적응하는 현상이 축적됨으로써 개별 요소 자체가 진
화되는 것, 개별 요소와 다른 요소들이 시스템상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 중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효율적인 체계를 선택함으로써 시스템 자
체가 진화되는 것 등이 모두 문학교육 현상의 자기 변혁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면 이론에 가려져 있던 
실제 학습자들의 해석 활동과 문학 경험, 그리고 학습 독자들이 문학 현
상과 소통하는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다원적
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한 예라 하겠다. 이러한 탐색의 결과는 문학교육 
이론에 영향을 미쳐 문학교육 현상을 생태주의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이론적 성과는 다시 문학교육 
현상에 접근하는 안목을 형성한다. 이 같은 순환은 문학교육 현상과 문학
교육 이론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시스템을 구축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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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P-��C�$%��UVP: W��XY�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집합으로서의 해석 공동체를 문학교육 현상을 
생태주의로 조망할 수 있는 키워드로 상정한다. 그동안 문학교육 연구에
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복수의 학습자들이 문학교육의 장에
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며 문학 현상을 수용․생산하고 문학교육 현상
을 추동하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이 생태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재개념화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복수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의 학습자
의 특성을 분절적으로 고려하는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구
성하는 해석 공동체는 문학 현상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문학교육 현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해석 공동체의 작동은 문학 텍스트 및 맥락, 교사

와 학습자를 포함한 다양한 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해
석 공동체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생태주의 문학교육 실천
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또한 기존의 해석 공동체 개념의 한계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생태 공동체로서의 해석 
공동체를 모색하는 일은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한 방향을 보이는 일로서
도 의의를 지닌다.  

1. R��S(���=��TU:�L�(VW) 

문학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와 독자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실상 독자의 행위는 텍스트뿐만 아
니라 해석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했을 때 텍스트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읽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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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의 관련성은 읽기 활동 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 문학 텍스트를 
읽은 후 발생한 독자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독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다. 개인적으로 배경지식으로 축적하거나 독서 이력으로 간직하는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다른 독자와의 소통 맥락에 놓일 때, 

독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고려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학습 독자가 방학 숙제로 독후감 쓰기를 부여받았다면, 그 
학습 독자는 ‘독후감’의 장르적 특성이나 과제의 목적, 평가 기준 등을 고
려하여 자신의 읽기 경험을 글로 표현할 것이다. 이후 텍스트(post-text)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8) 

이때 개별 독자의 해석 결과는 보다 확장된 맥락 속에 위치되고, 개인과 
해석 공동체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는 피시(Fish)가 사용한 용어로서, 

해석 전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킨다(Fish, 1980: 171). 피시는 
서로 다른 해석 공동체에서는 나름의 해석 전략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공동체마다 다르게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석 공동체 자체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 반면에, 그 존재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면서 해석 주체들에게 해석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Fish, 1980: 171-172). 따라서 해석 공동체는 물리적으로 경계를 지닌 개인
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Freund, 신명아 역, 2005: 82).9) 

8) 이후 텍스트의 가치는 다음 진술에서 확인된다.

“학생들이 모든 시, 희곡, 소설은 한결같이 다른 텍스트들, 곧 언어적 이전 텍스트
(pre-text)와 사회적 하부 텍스트(sub-text)와 더불어 발화, 글쓰기, 행동을 망라한 이
후 텍스트(post-text)의 모든 양식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어떤 텍스트에 대한 반응은 그 자체가 항상 하나의 텍스트이다.”(Scholes, 김상

욱 역, 1995: 27-28)

9) 해석 공동체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임즈(Hyme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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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공동체 개념이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은 다음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INTERPRETATIVE　COMMUNITY 해석공동체 解釋共同體
1980년 저서 �이 클래스에 텍스트가 있는가�에서 스탠리 피쉬가 도입한 용
어. 해석공동체는 의미의 성질에 관한 공통의 가정을 지니고 텍스트 읽기에
서 공통의 책략을 구사하는 독자(혹은 기호 해석자) 집단을 가리킨다. 피쉬

에게 있어서 읽기와 해석은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으며, 독자

가 사용하는 책략은 해석적일 뿐만 아니라 구축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지 
객관적이라고 보일지 모를 텍스트의 특징은 그 텍스트의 ‘의도, 서술자, 저

자’와 함께 실은 공동체가 주장하고 독자가 사용하는 가정들에서 창조된 것
이라고 피시는 주장한다. 철학상으로는 종종 실용주의(PRAGMATISM)의 최
근 작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논의는 모든 독서가 특정 공동체 내에서 
기능하고 독자의 해석 책략의 바탕을 이루는 ‘가인성(可認性; norticeability)’

과 ‘관련성(relavance)의 원리’에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텍스트에 관해
서든 보편적으로 유효한 독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Childers & Hentzi, 

황종연 역, 1999: 245). 

위의 설명은 해석의 근원이 개별 공동체에 있으며 그 결과 절대적 해
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해석의 전략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

해석 공동체를 현실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고(Hymes, 

1980), 콜리와 린드로프(Coley & Lindlof)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텍스트를 인식․창

조․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하고 암묵적이며 협상적인 관습으로
(Coyle & Lindlof, 1988), 벨라 등(Bellah et al.)은 “기억의 공동체”로 해석 공동체를 설
명하기도 했다(Bellah, Madsen, Sullivan, Swidler & Tipton, 1985). 피시의 영향을 받은 
비치(Beach)는 공동체의 내적 의식을 강조하면서 해석 공동체가 전략과 관습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Beach, 1993). 학자들마다 세부적인 설명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
지만, 해석 공동체가 해석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구성된 비형식적인 연합이라는 전제
는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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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결국, 피시의 공적은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
반이 텍스트가 아니라 공동체임을 주장함으로써 관점의 전환을 선도한 
데 있다.10) 

해석 공동체 개념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문학교육에도 수용되어 독자의 
의미 파악 행위를 개인의 인지 작용뿐만 아니라 텍스트, 맥락, 다른 독자
들을 중층적으로 고려한 읽기 결과의 타당성, 수용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발전되었다.11) 개인적 읽기를 넘어서 개인이 속한 공동
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읽기 행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지주의의 경계
를 넘어서 보다 실제적이고 주체적인 읽기 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다. 그러나 해석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가지 결절들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피시의 해석 공동체 개념이 가진 한계와 연관된다.12) 

해석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피시는 상대적으로 해석 주체의 
위상을 소홀히 다루었다. 해석의 전략과 근원을 공동체에 둠으로써 개인
은 공동체에 종속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개별 해석 주체는 해석의 자유
는 물론이고 권력이나 책임도 부여받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석 공동
체의 위상 문제와도 연관된다. 피시는 해석 공동체를 해석 주체들이 추구
하는 텍스트 해석의 이상적 표준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는 해석 주체는 기존의 해석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할 뿐임을 

10) 숄즈(Scholes)는 “그(피시:인용자)는 우리가 때때로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
처럼 텍스트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텍스트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옳다.”(R. Scholes, 김상욱 역, 1995: 187)라고 지적했다.

11) 그중 해석 공동체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언급을 한 경우(신헌재․진선희, 2006: 

31-32), 읽기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 공동체를 재해석한 경우를 주목할 만하다(김도

남, 2006). 또한 개별 연구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집단을 지칭하거나(박희숙, 2011), 

작품을 둘러싼 현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박성필, 2009) 등 다양한 의미로 전유
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12) 피시의 해석 공동체 개념의 한계는 숄즈(Scholes, 김상욱 역, 1995: 161-206)와 팔머
(Palmer, 이한우 역, 1988: 134)의 비판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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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주장으로, 기존의 해석 공동체를 신화화한다. 물론, 역사 속에
서 해석 공동체가 축적해 온 해석 관념과 전략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상적’이라고 가치 평가를 하는 순간, 개별 독자들의 
해석이나 그들이 속한 맥락 요소의 작용은 모두 사장되는 점이 문제인 것
이다. 

문학교육에서, 주체의 위상이 불명료하다는 점은 학습 독자는 물론 교
사 역할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개별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기
보다는 갇혀진 체계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

사는 학습자에게 해석 공동체의 해석 전략을 그대로 전달하고, 학습자는 
그것을 습득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실제의 문학 교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교사와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맥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
다. 교사는 해석 공동체의 해석 전략과 학습 독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가르쳐야 할 것들을 선별하고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택한다. 학습자 
역시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과 교
실 맥락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기 지식을 
구성한다. 

이처럼 기존의 해석 공동체 개념은 교사가 해석 공동체와 학습 독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석 전략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학습 독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사들은 무엇을 해
석하고 있는가, 그 해석이 교수‧학습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습 
독자는 기존의 해석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등에 답하
지 못한다. 특정한 권위를 가진 제도 안의 해석과 학습 독자 및 일반 독자
들의 해석을 분리하고 전자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해석 공
동체 구성원 역할의 모호성은 해석 공동체의 작동 기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석 공동체가 문학교육 현상을 생태주의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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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중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어
떻게 구성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피

시에 따르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필연적으로 동의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가 가정한 목적과 목표와 관련해서만 
모든 것을 인식하기 때문”(Fish, 1980: 15)이다. 상이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반대로, 동일한 해석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수행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피시는 해석 공동체
를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해석 공동체가 문학(교육) 현상의 
여타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해석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 역시 빈칸으로 남겨 놓았다. 해석 공동체의 생성, 축소, 확장이나 구
성원의 변화 등에 대해 밝히지 않음으로써 문학교육을 오히려 비생태적
으로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거듭 지적하듯이, 피시는 해석 공동체라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개념
을 발명함으로써 해석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해
석 공동체의 원리와 양상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해석 공동체 개념
이 문학교육에 적용됨으로써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서로 다른 맥락을 보유한 학습 독자들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문학교육 현상의 역동성을 규명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해석 공동체는 중요한 개념이다.13) 해석 공동체의 재개념화
를 위해서는 먼저, 해석 공동체가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이 아닌 
‘해석 자원(interpretive repertory)14)’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의 

13) 기존의 연구는 해석 공동체를 매끈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내부의 역동성과 해석 
공동체 간 길항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김도남, 2006).

14) 최인자(2008: 435)에서는 배경지식이나 스키마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자원’을 제안
한다. 자원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정의 담론들의 세트, 관

념과 경험, 습관, 규범, 관습, 가정들의 결합들로서, 독자가 특정의 사회적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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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필요하다. 해석 공동체가 해석의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는 관점 하
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해석할 때에는 동일한 전략을 활용해야 하고, 그 
결과 모든 해석은 차이 없이 동일해지고 만다.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하지만 해석 공동체를 해석 자원
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해한다면 해석 주체는 특정 텍스트를 해석
할 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해석 자원을 선택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내의 해석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요컨대, 해석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진 문화 자본과 다양한 
해석 자원을 활용해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기 해석
을 타자와 공유하기 위해 소통의 방식이나 내용을 조정하면서 자기는 물
론 타자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그로 인해 해석 공동체는 더 많은 해석 자
원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한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하고도 평등한 관계를 지닌 문학 현
상 및 문학교육 현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 공동체 
및 문학교육 현상의 자기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 NO�S(�*$��R��S(�

기존의 해석 공동체는 선험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역할을 기존의 해석을 충실히 습득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한정할 우려가 있다. 문학 현상 및 문학교육 현상에 관여하는 여러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유한 결과 가지는 지식”을 가리킨다. ‘자원’이

라는 용어는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독자가 자신이 처한 특정한 맥락이
나 위치에서 사회�문화적 실천을 통해 얻은 것’임을 보다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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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에 평등한 역할과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기조 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해석 공동체는 많은 결함을 지
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기존의 해석 공동체를 생태 공동체로서 다
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생태 공동체는 학문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생태학 혹은 생태주의 논의에서 다양하게 맥락화되고 있다. 반생태적 도
시 공동체와 대별되는 대안사회를 지칭하기도 하고(홍성태, 2006: 130), 시

민 사회의 민주화된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한 공
동체를 가리키는 경우(양해림, 2010: 121-122)도 있다. 개별 연구의 맥락에 
따라 생태 공동체를 다르게 규정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생과 기존 
관점의 대안적 재구를 지향함으로써 생태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문학교육에서 생태 공동체는 객관적 해석을 신봉하는 대신 문학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객관적 해석관에
서 탈피하여 독자 해석의 재발견을 강조하는 대안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해석 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점들
을 디딤돌로 삼아 문학교육에서 생태 공동체로서의 해석 공동체를 모색
해 보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 기존 해석 공동체 개념의 균열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위
해서는 문학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이 요청된
다. 기존의 문학교육 연구가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학 텍스트나 교육과정
을 주로 초점화하였다면, 생태주의 문학교육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
하는 차원에서 학습자나 교사 등의 교육 주체와 그들이 터하고 있는 맥락
에 대해 심화된 고려를 해야 한다. 먼저, 학습자의 역할과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석 공동체에서 학습자는 주어진 해석을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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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탐색하고 다른 해석 주체와 교섭하며 자기 해석
을 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이다. 학습자는 발달 과정 중에 있지만, 

자신이 맥락화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할 때 생태 공동체로서의 해석 공동체에서 학습자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

학습자의 역량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

사는 기존 해석 공동체와 학습 독자를 매개한다. 교사의 역할을 학습 독
자의 주관적 해석을 해석 공동체의 해석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교사 역시 해석을 하는 주체라는 점, 해석 공동체와 학습 
독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주체들의 해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 독자의 해석, 다양한 해
석 공동체들의 해석 자원,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삼중의 해석’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 독자들의 해석과 전문 독자들이 속한 
해석 공동체를 비롯한 타 해석 공동체의 해석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면서
도 자신의 해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각 해석 공동체의 해석 자원
에 대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교육적 처치도 해야 한다. 

기존 해석 공동체의 균열을 인정하는 것과 교사의 중층 작용을 발견하
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석 공동체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해

석 공동체가 의미 있는 이유는, 자명한 것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해석을 권위나 관습이 아닌 구체적 맥락 속에서 찾게 한다는 데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해석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호혜적(互惠的)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시의 해석 
공동체 이론에서 가장 모호한 지점은 해석 공동체의 발생과 작동에 관한 
부분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정작 해석 공동체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객관주의 해석관15)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해석 공동체는 단일하지 않다.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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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여러 개의 해석 공동체가 포개져 있으며, 하나의 해석 공동체 
안에서도 해석 자원들이 상충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한 
해석 공동체에 속한 해석 주체는 층위가 다른 다수의 해석 공동체에 동시
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언어 공동체 속 동일한 문학 제도
에 소속된 발행인, 편집인, 비평가들 사이에도 해석 갈등이 발생할 수 있
다(Eagleton, 김현수 역, 2001: 176). 

한 독자가 이문열의 �선택�을 읽고 쓴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작품 특성을 놓고 본다면, ｢선택｣은 ㉡우리가 익히 다
루어온 소설적 형식과는 거리가 멀다. 일종의 고백적 진술 형태의 담론적 특
성에 의존하여 지나간 시간의 특정 상황을 제시하면서 현실의 공간 문제성
에 간섭하는 ㉢이 작품의 속성은 특이하고도 독자적인 위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문열이 발표한 ｢황제를 위하여｣와 같은 작품에서도 소설적 
담론의 특성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이 작품의 자전적 구성과 고백적 담론이 지니는 독특한 산문적 파
토스를 작가 이문열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일은 비평의 몫
이다.(권영민, 1997: 263)

                                                      (강조:인용자)

위의 비평문은 전문 독자에 의해 발표된 글이긴 하지만, 한 독자가 여
러 해석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다양한 해석 공동체 및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중층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검
토할 가치가 있다.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 독자가 속한 해석 공동체

15) 객관주의 해석관은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고 상정한다. 따라서 객관주의 해석관이 문학교육의 장에 적용된다면 문학장에서 
인정받은 전문 독자들의 해석만이 객관적 해석의 지위를 인정받고 교육 내용으로 
선정될 것이다(양정실, 2006; 이인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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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추해 보도록 하자. 

㉠은 이 독자가 이문열의 �선택�을 읽은 독자군(群)에 속함을 표시한
다. 이 독자군에는 전문 비평가, 작가, 일반 독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포
함되어 있을 것이다. ㉡과 ㉢은 독자가 지닌 문학에 대한 상당한 식견과 
지식을 짐작하게 한다. ㉡은 이 독자가 소설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는
(혹은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게 한다. 물론 소설이 내용과 
형식 측면을 선명하게 구분하여 논의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나, ‘소설

적 형식’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소설의 형식적 분석을 중시하는 해석 공동
체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기존의 다른 문학 텍스트들과의 
견주어 �선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독자가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능한 구성원들의 집단에 소속됨을 알게 
한다. 

㉣은 이 독자가 이문열의 다른 작품인 �황제를 위하여�를 읽거나 이에 
대한 해석을 공표한 독자 집단과 연관됨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은 뒷
부분에서 �선택�과 이문열의 다른 작품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서술한 문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글을 쓴 독자가 ‘비평의 몫’

을 수행하는 사람, 즉 비평가 집단에 속함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오직 글의 내용만을 분석해 얻어 낸 결과인데, 텍스트 외적 요소
인 독자의 학력, 소속 단체, 이 글이 실린 지면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 독
자가 훨씬 더 많은 해석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명의 독자는 이미 하나의 생태계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해석 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독자는 무수한 해석 공동체에 중복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편의 
비평문을 쓰기 위해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해석 
공동체들의 특성과 그 해석 공동체의 해석 자원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
로써 적절성과 타당성을 갖춘 해석의 근거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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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피시의 주장과 달리, 같은 해석 공동체에 속한 
해석 주체들 사이에서도 소통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구

성원들의 해석 공동체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에서 독자로서의 학습자와 교사는 특정 맥락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서 개인적인 삶의 경험, 독서 경험, 배경지식

과 같은 독자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독자들이 소통하는 대상인 문학 텍
스트는 작가와 창작 배경 그리고 문학사적 가치 평가 등을 전제로 의미화
될 수 있는데, 텍스트와 맥락의 관계는 소통에 참여하는 독자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조합 속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체화된다.16) 

이는 기존의 해석 공동체가 해석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복수의 독자들
이 단일한 해석을 수행함을 은연중에 전제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독자들
이 해석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
로 자기 해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태 공동체로서의 해
석 공동체가 문학 현상 및 문학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
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독자 해석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양상을 보여 주
는 것이다.

이에 터한 해석의 차이는 해석의 소통을 유발하고, 교사 및 학습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통은 해석 공동체가 생태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
한다. 다원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해석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자기 변
혁을 꾀하려면 해석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박인기(2003: 

19-21)에서 강조하듯이, 소통은 문식성 확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의 이론 개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해석 공동체를 매개 개념으로 삼
는다면 학습 독자, 교사, 문학 텍스트, 맥락의 상호작용을 조망할 수 있고 

16) 이와 관련하여 이인화(2013: 258)에서 기존의 문학 소통 모형을 비판적으로 재구하
며 독자 간 소통과 텍스트 중심의 소통 모형을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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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문학(교육) 현상의 유기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해석 공동체는 다양한 해석 주체와 해석 자원이 충돌하는 곳이다. 때문

에 해석 공동체 안에서 독자 간 소통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자 권장되어
야 할 바이다. 소통은 다양한 해석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문학

잡지에 비평문을 싣거나 대담회에서 토론을 벌이는 것만이 아니라 문학 
교실 안에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읽고 소통을 하는 것도 해석 공동체의 
현현(顯現)으로서 동일한 위상에 놓아야 한다. 

교실 안의 해석소통은 교사와 학습자들이 해석 자원을 선택, 적용하는 
방식을 가시화한다면, 비평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해석소통은 보다 거시
적인 맥락에서 해석 공동체 내 혹은 해석 공동체 간 헤게모니 쟁탈의 양
상이 두드러진다. 소통에 참여하는 독자는 저명한 비평가일 수도 있고 문
학을 전공한 교수일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문학 작품을 즐겨 읽
는 평범한 독자이거나 문학 교실 내의 학습자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주체들이 벌이는 해석소통은 거대 해석 공동체에 직
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문학에 관한 
지배 담론을 생성하고 유지시키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독자
나 학습 독자의 해석은 거대 해석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적다. 때문에 학습 독자들의 해석이 늘 열등하다고 평가받고 거대 
해석 공동체의 해석 전략을 습득함으로써 미흡한 점을 메워 나가야 한다
고 이야기되곤 한다. 분명, 현실적으로 미시 해석 공동체가 거시 해석 공
동체에 비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

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결국 특정 맥락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전문 독
자들의 해석 역시 전문 독자 혹은 일반 독자들의 해석 공동체 안에서 거
듭 인용되거나 외면당한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해석 공동체의 작동이란 해석 공동체의 유지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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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변화를 함께 의미한다. 지속적인 담화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면 해석 공동체는 화석화되고 만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발화와 경청으로 
인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공동으로 해석 공동체가 구성되고, 구성된 
해석 공동체는 발화가 지속됨에 따라 유지된다. 해석 공동체 구성원들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서로의 해석을 교섭하는 동안 기존 해석을 수용하거
나 거부하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성원들은 자신의 
해석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공동체 내에서 수용 가능하게 조정한다. 하

나의 해석 공동체는 소통을 통해 다른 해석 공동체와 다양한 연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보다 풍부한 해석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해당 공동체
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한편, 하나의 해석 공동체에서 승인받은 해석은 또 다른 해석 공동체에
서 교차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수한 맥락에 의존하고 있는 해석이 더 큰 
타당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수용
함으로써 처음의 해석을 풍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Z[\

이 연구는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어교육에서 수용되고 있
는 양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의미와 
지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생태주의 문학교
육의 실천태로서 해석 공동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하고 생태 공동
체로서 해석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학교육 현
상에 대한 다원적이고도 총체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 문학교육 현상의 
지속적인 자기 쇄신을 추구하는 생태주의 문학교육은 보다 실제적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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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있는 문학교육의 이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교육 연구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피시의 해석 공
동체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하여 생태 공동체로서의 해석 공동체를 모
색해 봄으로써 복수의 학습자들이 문학교육의 장에서 어떤 관계망을 형
성하며 문학 현상을 수용․생산하고 문학교육 현상을 추동하는지 알아보
았다. 해석 공동체는 문학 텍스트 및 맥락, 교사와 학습자를 포함한 다양
한 독자들에 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을 생태주의
로 조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태주의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학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중층적 관심과 이론화 작업을 요한다. 이 연구는 시론적(試論的) 성

격이 강한 까닭에 문학 교실의 실제 해석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질
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요한다. 또한 
생태주의 문학교육과 국어교육의 제반 영역 간의 유기성에 대해서도 보
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삼아 앞
으로 생태주의 문학교육에 대한 다원적 접근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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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

이 연구는 그간 문학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

니는 의미를 비 으로 검토하고 2000년  들어 새롭게 국어교육계에 수용된 

생태주의 에서 문학교육을 조망하 다. 이를 해 생태학의 자연성을 재개

념화하고 문학교육 상으로서의 문학교육에 해 착목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지향이 문학교육 상에 한 다원 ․총체  근과 

문학교육 상의 근본  자기 변 임을 밝혔다. 이 같은 제 하에서 생태주의 

문학교육의 실천태로서 해석 공동체의 개념을 검토하 다.

객  해석을 신 하는 신 문학교육 상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유기  

계를 활성화하고 객  해석 에서 탈피하여 독자 해석의 재발견을 강조하

는 안  공동체로서의 해석 공동체를 생태 공동체의 하나로 규정하 다. 해석 

공동체는 그동안 문학교육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복수의 학습자들이 어떤 

계망을 형성하며 문학교육 상을 추동하는지를 보여 다는 에서 연구의 가

치를 지닌다. 해석 공동체는 문학 상  문학교육 상의 향을 받는 동시에 

그들에게 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해석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소통과 해석 

공동체 간의 소통을 통해 실 됨을 알 수 있었다. 

생태주의 문학교육에 한 연구는 문학교육 상을 구성하는 단일한 요소만

을 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에 한 다원  검토를 통해 이루

어져야 한다.

[주제어] 문학교육, 생태주의, 문학교육 상, 해석 공동체, 소통, 해석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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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interpretative community -

Lee, In-wh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ecological literary 

education. For this, naturality is reconceptualized and phenomenon of literary 

education is received attention. The direction of ecological literary education 

means triangular and total approach to phenomenon of literary education. 

Also it means self revolution of phenomenon of literary education. Against 

this backdrop, it is checked concept of interpretive community as a realization 

of ecological literary education.

The interpretive community is well worth a careful study because of it 

shows that dynamics of learners and actuality of phenomenon of literary 

education. On the one hand, the interpretive community is influenced by 

phenomenon of literary and literary education, but on the other, it have 

influence on them. It was able to recognize that these process is came true 

through communication among interpretive community members and 

interpretive communities. To study of ecological literary education, multi-level 

description about diverse elements of phenomenon of literary education is 

needed. 

[Key words] literary education, ecology, phenomenon of literary education, 

interpretive community, communication, interpretive reper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