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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학 텍스트 속 언어 사용의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사례는 문학 전공자 뿐 
아니라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 범위
는 특정 단어의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에서부터 담화(discourse), 화용
론적 연구(pragmatics)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어학과 
문학의 접목을 통해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발굴해 내고 있다(Cook; 
Kramsch; Beaugrande & Dressler). 그러나 인문적, 교육적 관점에서 이들의 
가장 큰 기여는 텍스트와 독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읽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텍스트가 선 존재하고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며, 잘 훈련된 독자는 그 메시지를 충실히 읽어내는 사람이
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 학자들은 읽기에서 독자를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며 텍스트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맥락 및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해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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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재정의 하고 있다(Rosenblatt 26-27; Iser 21). 
이러한 관점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언어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이와 같

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텍스
트와 동등하게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교육학자들의 접근이기도 하였는
데, 교육의 대상으로서 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교육학자들의 시선과 
텍스트를 분석하는 문학자나 언어학자들의 관점이 겹쳐지는 모습은 문학과 어
학, 교육의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문학 텍스트의 속성 자체
가 독자를 의미 생성에 초대하고 상호작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문학 텍스트의 위와 같은 속성은 맥락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의 속성에서 기인
한다.

언어는 사물을 지칭하고 개념화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인간의 인식 작용과 
함께 발달해 간다. 언어 자체가 인간의 인식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인식의 형성
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특정 단어는 인간이 감각 작용이나 직관으로 파악한 
사물의 속성을 담고 있으면서, 그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물을 분류, 명명 가
능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단어가 표상하는 세계 및 관념은 종종 그 단어와 
틈을 형성하는데, 이 틈을 메우고 해당 단어에 심층적이며 복잡한 개념을 입혀
주는 것이 내러티브의 기능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의 기능이 잘 드러나는 대니얼 키즈의 『앨저넌
에게 꽃을』(Flowers for Algernon)을 분석하여 문학과 어학, 교육의 접점을 
보이고, 문학 텍스트의 내러티브 자체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인하며, 복잡
한 인간성과 인간 세계를 반영, 구성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문학작품 속 내러티브의 교육적 
가치를 논증하고자 한다. 이에 첫 장에서는 독자를 의미생성에 초대하는 내러
티브의 기능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둘째 장에서는 같은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치유의 기능을 조명한다. 셋째 장에서는 내
러티브 안에서 언어의 표층과 심층 간 상호작용을, 넷째 장에서는 내러티브의 
구성과정과 은유의 역할을 살핀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기능
이 인문, 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를 논하며 끝맺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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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미구성으로의   

『앨저넌에게 꽃을』은 지능이 낮은 주인공이 뇌수술을 받고 천재가 된 후, 
다시 지적으로 퇴보하는 과정을 저널 형식으로 기록, 전달한다. 이 작품에서 
내러티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세계와 주위 
사람들을 재해석하는 내적 영역의 내러티브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과거 및 현
재의 경험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구성하는 작품 외적 내러티브이다. 전자가 주
인공의 내적 탐색이라면 후자는 읽기를 통한 (내러티브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의 내용 구성 과정이라 하겠다. 

저널은 내러티브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래 내러티브는 어느 시대, 장
소를 불문하고 인간에게 보편적이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자 틀이
다. 내러티브의 구성은 인간의 인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세상과 지식을 구조
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체인 것이다. 이로써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자신 안에 있던 갈등과 ‘화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의 혼란과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즉 
치료적인 도구로서 활용가능하다. 

내러티브는 보통 이야기(story)와 내러티브 담화(narrative discourse)로 이
루어진다. 이야기는 ‘사건, 혹은 사건의 연속’을 의미하며, 내러티브 담화는 ‘그 
사건의 재현(representation)’이다. 이야기는 이미 존재하지만, 내러티브 담화
는 내레이터의 중재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내레이터의 해석과 관점을 
담화 안에 굴절시킨다. 즉, 이야기의 시간 및 순서는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지
만 내러티브 담화는 이야기를 재구조화, 재해석하는 특정한 매개 담론으로서 
내레이터에 의해 재배열된다(Abbott 14-19; Culler 169-87). 

이는 읽기에 대한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의 정의와 일치한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을 단순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한다. 작품 안에는 의미의 공백(gap)이 있는데 이러한 공백을 
추론을 통해 독자가 채워 넣는다. 즉, 의미의 공백은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
로 텍스트를 재구성하도록 하는 기폭제이다(Iser 171-79; Abbott 83-85; 
Chatman 27-31). 『앨저넌에게 꽃을』에서 주인공의 저널은 주인공의 삶과 



6  영미연구 제33집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탐색임과 동시에 그의 정신적 외상, 갈등 등을 추론함으
로써 독자를 의미 생성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열린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 열린 텍스트를 접하면서 독자는 텍스트에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
고(underreading), 거기 없는 것을 임의로 채워 넣을 수도 있다(overreading) 
(Abbott 79-83). 이러한 읽기의 태도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수동적으로 
주어진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성해나가는 것임
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앨저넌에게 꽃을』을 읽으면서 작품 속 주인
공이 스스로 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 것을 보며 그 텍스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텍스트는 주인공과 독자 양자를 내러
티브 담화로 초대함으로써 특별한 자기 붕괴(작가 자기와 독자 자기로)를 통
해 동시에 수많은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Gillie 
Bolton 외 85). 

『앨저넌에게 꽃을』이 제시하는 찰리의 내러티브는 모순되는 현실의 빈 공
간을 적극적으로 구성해가고 상반되는 특성을 통합시키는 데에 독자들을 초대
한다. 우선 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많이 갖기 위해 똑똑해지고 싶
다고” 말한다(13). 그는 이어 “똑똑해져서 친구가 많아지면” “절대 외롭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5). 주인공이 똑똑해지고 싶은 것은 친구를 갖기 위해
서만이 아니다. 찰리는 머리가 좋아지면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며, 특히 엄마가 
자신이 똑똑해지기를 바라왔다고 이야기한다(18). 이를 통해 주인공이 평소 
늘 외로웠고, 가장 친 해야 할 어머니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초반부에서 찰리가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은 "friend"와 같이 긍정적인 어휘
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찰리가 자신과 세상을 파악해가는 과정에 독자가 동
참하면서 "friend"는 단어의 표층적 의미를 벗어나 다른 의미를 입게 된다. 찰
리는 제과점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친구”라고 칭하는데, 그들이 자신을 비웃으
며 즐거워하고 농담까지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놀
릴 때 그들과 “함께 웃는다”(20).

그러나 머리가 좋아지고 나서 찰리는 현실과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
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28).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면서 우월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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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당연시해왔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가 똑똑해진 자아를 통해 그의 삶과 주변인들을 비판적으로 재
해석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현실에 찰리는 절망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교육을 받는 주요 이유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진실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른
다(71). 

본 소설에서 렌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찰리이다. 독자는 찰리라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앨저넌에게 꽃을』의 서술
자는(narrator 이자 focalizer) 지능이 낮을 때의 찰리와 지능이 높을 때의 찰
리이다. 둘은 동일 인물이지만, 독자는 그들 중 하나의 서술에 신빙성을 부여
한다. 전반부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찰리보다 지능이 높을 때 그가 
재구조화하는 현실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똑똑해진 주인공과 함께 독자 역시 
찰리의 상황과 주변인들을 탐색하는 데에 동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작품 속 
주인공의 과거, 현실 인식을 재구조화하면서 동시에 독자인 우리를 의미 생성
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독자로서 우리는 작품 안에서 반복되는 주제나 모티프
를 포착하고 그를 통해 주인공의 경험, 감정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된다(Abbott 
88). 더불어 독자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보는 역할도 하게 된다. 내러티브는 이
와 같이 세상과 사람,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Ⅲ.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 : 치유

글쓰기 치료의 일환인 저널쓰기는 1970년대 이후로 심리 상담에서 많이 활
용되어온 치료 기법으로 “의식의 확장과 통합”을 유인하며 “자신과의 관계, 타
인들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이전에 표현하지 않았거
나 접근할 수 없었던 소재를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고”, “개인 경험의 서로 다른 
측면을 통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저널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
를 위한 하나의 은유”이며, 특히 “관계 결핍”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유용하
다. 저널은 “자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며” 글쓴이가 정신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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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치유과정의 일
부일 수 있다”(Gillie Bolton 외 138-44).

화자인 찰리는 처음에 똑똑해진 현재의 자신과 지능이 모자랐던 과거의 자
신을 분리한다. 그가 똑똑해지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을 알아가고 사람들이 자
신을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나, 정작 머리가 좋아지자 그는 스스로의 벽
과 외부의 벽에 부딪힌다. 외부에서 가하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경계는 지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에 대해 찰리는 자
신의 지능이 낮았을 때조차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지만, 그 스스
로도 과거의 자신을 "he"로 묘사하는 등 현재의 자신과 과거를 통합하지 못하
는 모순을 보인다.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끼는 분노와 좌절은 그의 집 벽
에 그려진 세로 줄이 상징하듯 창살처럼 그를 격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그의 지능은 그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듯하다. 전반부에서 그가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미지나 언어는 중반
부로 가면서 그와 모순되는 특성들로 덮여 과거 찰리의 인식은 현재 찰리의 세
계관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재가 된 찰리의 현실 재구성이 나쁜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다. 그
가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했던 것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가족과 관련된) 정신적 외상의 
기억을 직면하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치유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그가 원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알아가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
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을 직면
해야 했다. 지능 뿐 아니라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참다운 인
간관계를 시작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막연한 기억, 느
낌 등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Gillie Bolton 외 236).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찰리 고든이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과거는 실제이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기 전까지는 그 장소에 새로
운 건물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오래된 찰리는 허물어질 수 없
는 것이다. 그는 존재한다. 처음에 나는 그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니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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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가 과거에 한 인간으로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내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니머가 나를 창조했다고 말
할 때 나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내(찰리)가 과거에 존재
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Flowers for 
Algernon 201)

나는 어쨌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서 감정적으로 분리되어있
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거리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지적
으로 내 자유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나 자신을 다시 다른 사람
들의 일부로 만들 방도였다. (Flowers for Algernon 202-03)

찰리 고든은 수술 전인 과거에도 이미 존재해 있었다. 과거의 그가 없어지
고 새로운 그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정서적
인 측면에서 찰리 고든은 이미 고귀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수용은 “그의”를 “나의”로 바꿔 호칭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과거 
뿐 아니라 지능이 높은 현재, 그리고 지능이 점점 떨어지게 될 미래까지도 받
아들이게 된 것이다. 찰리는 (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서적으로” 세상과 
분리됨을 깨닫는다. 그는 그렇다고 현실을 파악하는 자신의 지력 자체를 비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자유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다시 화
합하기를 희망한다. 즉, 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자유(현재)와 정서적으로 사
람들과 화합하는 것을(과거)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앨리스
(Alice)와의 사랑과 지적 장애인들의 수용 공간인 워렌(Warren) 방문 덕분이
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아니 우주를 벗어나 나아가는 첫 단계였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융합하여 인간의 영
혼을 재창조하고 불멸케 하였기 때문에. 확장하고 외부로 터져 나
가면서도 줄어들고 안으로 형상을 이루는 그것은 존재의 리듬이었
다. 호흡과 심장 박동, 낮과 밤,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리듬. 
(Flowers for Algernon 2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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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와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잘 보여주는 위 단락은 찰리가 이성의 
힘 보다는 포용적인 사랑의 힘으로 육체와 정신, 과거와 현재, 창살 안의 세계
와 밖의 세계를 화합시킬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빛’은 보통 지성, 이성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
의 빛은 감정, 사랑을 표상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이중적인 의
미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찰리가 높은 지능을 갖게 되면서 진실의 빛을 향
해 나오고, 지능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빛을 등진 채 동굴 안으로 들어
가는 듯하다. 하지만 진리를 감정적 유대를 통한 관계 회복과 조화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빛을 등지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이성으로만 판단하여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253)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뇌수술을 받기 전에도 인간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면서도 과거의 자
신을 틀을 통해 바라보았던 찰리는 앨리스와 인간적 유대를 경험하고 그를 둘
러싼 세상에 대해 아름다운 눈을 회복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는 독자는 세상에 대한 고정화된 인식의 틀을 깨고 표면
적으로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요소들을 결합시켜 현실에 대한 진실에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것을 요구받는다. 언어와 그것을 표상하는 대상 사이의 괴
리는 내러티브에 의해 새롭게 채워지고, 그 해체와 재결합의 과정은 독자의 적
극적인 맥락 구성 활동을 전제한다. 

상담심리 과정에서 어느 내담자의 치료적 글쓰기는(만약 그가 그 글을 다른 
내담자들과 공유할 것을 동의한다면) 그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내담자들이나 치
료자, 주변의 인물들에게 치유의 경험을 제공한다(Gillie Bolton외 178). 본 소
설의 내러티브도(비록 허구이지만) 찰리의 치료적 글쓰기로 본다면, 그의 글
을 함께 읽는 독자 역시 치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텍스트 안에 모호하게 처리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단서의 실체를 파
악하도록 독자의 개입(engagement)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독자에
게 치유의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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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언어의 표층과 심층 간 상호작용

앞 장에서 『앨저넌에게 꽃을』에 나타난 내러티브가 표면적인 언어 및 사
고의 틀을 해체하고 화해할 수 없는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현실을 좀 더 입체
적으로 재현해 내는 양상을 논증하였다. 흔히 언어 교육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문장 단위의 표면적인 의미 차원이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며, 언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진실을 충분히 
재현해낼 수 없다(Gillie Bolton 162-65). 

소설 속 내러티브가 기능하는 공간은 언어의 표면적 공간이 아니라 언어 내
적 공간이다. 표면적 언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화하는데, 내러티
브는 이러한 고정을 해체하고 상반되거나 관계없어 보이는 특성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한다. 이 해체와 재결합의 과정은 작가나 텍스트만의 활동
으로 국한되지 않고, 독자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독자가 
텍스트를 잘 읽어낸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해독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내러티브의 맥락을 구성하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해 인문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매개체는 언어이다. 지나치게 
분석적인 언어학적 접근은 작품 속의 풍부한 의미를 축소시킬 위험성도 있지
만, 표면적인 언어와 심층적인 내러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지 않는
다면 텍스트 안의 인문적 철학과 생명력을 충분히 잡아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앨저넌에게 꽃을』에서 단순했던 어휘 구조가 복잡해지고, 점차 지칭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은 찰리의 생각과 성격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나타
낸다. 더불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주인공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
다.

그러나 찰리의 변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문장 부호의 사용이다. 
작품의 초반에서 찰리는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그
들의 말이 비판적 내면화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중반부
로 갈수록 인용 부호와 마침표를 포함한 문장 부호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
는 찰리가 자신과 상대방을 구분하고 상대의 말을 독립적인 인식 및 해석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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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바라봄을 나타내며, 그가 점차 개인주의적인 인간으로 변모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상대가 하는 말과 자신의 말 사이에 문장 부호로 경계를 짓는 것
은, 과거의 자신을 "he"로 지칭하여 현재의 자신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고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예이다. 후반부에서 다시 문장 부호는 없어지는
데, 이는 그의 지능이 급격히 떨어짐을 증거 할 뿐 아니라, 찰리가 치열한 갈등 
끝에 마침내 그의 과거 및 주위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었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미시적 단위에서의 언어적 분석이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찰리의 내러티브에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작품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성적인 이미지와 성에 대한 거부감
은 내러티브가 후반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나 모호하게 처리된다. 
초반부 찰리는 욕실에서 그가 발견하게 된 여동생의 피 묻은 속옷을 떠올린다
(85). 이 후 어머니가 “네 여동생의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112)는 혐의
로 그를 비난하는 부분이 찰리의 자유 연상에서 나타나고, 앨리스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근친상간처럼 느끼는 심정이 중첩되기도 한다(102).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노망이 든 어머니의 입을 통해 “네 여동생을 섹스의 대상으로 여긴
다”(275)는 이야기가 지금껏 모호했던 가족 관계, 찰리의 성에 대한 거부감 등
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로 제시된다. 찰리가 실제로 여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았는지, 그의 어머니가 매도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가 여동생을 통해 가졌을 법한 성적 호기심이 어머니의 심한 처벌 및 수치심
을 일으키는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상흔으로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
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독자는 찰리가 초반에 그의 보고서에 기록한 “네 여
동생의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어머니의 말이 실제로는 “네 여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본다”가 아니었는지, 그가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네 여동생”을 
“네 여동생의 친구”로 바꾼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표현된 내용보다 작품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말 못하는 대상이 서술자의 내면을 지배하는 상흔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독자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이미지와 앞뒤가 맞
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서 독자는 떠도는 이미지와 사건들을 연결 지어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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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과제를 받게 된다. 이 때 산출되는 독자의 해석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임
과 동시에 그들 내면에 대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독자는 문자화된 
텍스트를 해석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삶과 내면을 텍스트로 삼아 이중의 분
석을 하게 된다. 작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은 독자를 문학 텍스
트에 깊이 관련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때 내러티브를 대하는 독자는 의식하지 못
하는 사이 스스로의 내러티브를 창조하게 되며, 능동적인 표현자로서 기능한
다. 

Ⅴ. 내러티 의 구성 과정과 은유

그렇다면 『앨저넌에게 꽃을』은 어떻게 이러한 내러티브 담론을 유인하는
가?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특정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내러티브가 그 기대
를 무너뜨릴 때 놀라움을 경험한다. 또한 그들은 텍스트를 의미화 하면서 끊임
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긴장감을 
지속하며 글을 읽어갈 수 있다. 독자는 소설 속 내러티브를 접하면서 ‘기대-확
인/ 의문-해답’의 과정을 독서가 끝날 때까지 지속한다. 

이러한 독자의 내러티브 구성 과정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내러티브 일관성(narrative coherence)을 추구하고 이러한 
일관성 안에서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다(Abbott 40-42; Chatman 
45-48). 이 때 의미의 풍부함,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은유이다. 은유는 단정적, 논리적인 표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학자들
은 인간의 사고과정 자체가 은유적이라고 설명한다. 은유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게끔”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양산한다. 이는 논리적인 글쓰
기에 비해 우리 삶의 현실과 더 가깝고(논리적인 글쓰기 역시 독자의 이미지, 
은유적 해석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내러티브의 심층적 진실을 표층으로 끌어
올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다(Gillie Bolton 외 214-18). 

일례로 『앨저넌에게 꽃을』에서 실험용 쥐 엘저넌은 (현대 과학에 의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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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었다고 여겨지는) 주인공 찰리의 동일시 대상이며(이러한 관점에 대해 찰
리는 분노한다.), 지능이 낮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은
유이기도 하다. 찰리는 시험에 통과하면 먹을 것을 주는 보상 체계에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이는 실험용 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작품 안에는 여러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은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는 상징/ 은유의 의미가 작품 속 내러티브에 의해 깨어지고 재구조화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는 더 나아가 특정 어휘가 담고 있는 긍정적, 부정
적 이미지를 전복하기도 한다. 찰리는 거울 속 지능이 낮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나의 빛이 너의 어둠보다 낫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252)” 일반
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지적능력의 차이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소설
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능이 아니라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임을”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한다(249). 

이 작품에 나타난 워렌의 이중성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인다. 바깥세상은 워
렌을 정상적인 인간 생활에서의 격리 공간으로 생각하며, 찰리의 삼촌 역시 조
카가 워렌에 가지 않도록 전전 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상인’과의 물리적인 
격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죽음’으로 각인되고, 찰리 역시 워렌에 대해 듣는 
순간 그곳을 실험동물이 죽어서 최후에 갇히는 격리 공간("deep freeze")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격리된 곳처럼 보이지만 워렌 내부에는 따뜻한 인
간 사이의 교류가 존재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소년들은 식당으로 열을 지어 
들어왔다. 나는 자신보다 작은 아이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은 큰 
소년이 이제 그의 손을 잡고 식탁 쪽으로 그를 이끄는 모습을 보았
다. [...] “제리는 큰 아이이고, 저 아이가 더스티에요. 우리는 여기
서 그런 장면을 자주 보지요.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줄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은 종종 서로에게서 인간적 접촉과 애
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Flowers for Algernon 
225-26)

정상인(지능을 기준으로)들이 모인 곳에서 시기와 질투, 차별,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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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격리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격리 수용 공간인 워렌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강한 유대와 애정을 추구하고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배려하고, 덜 가진 자는 자신보다 상태가 나은 
사람이 주는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빛과 어둠을 새롭게 정
의할 수 있다. 이성적 판단력에 우위를 두는 일반인들의 사고 틀에 찰리의 내
러티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이성 및 지능이라기보다는 정서적 유대
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덧입힌다. 때문에 워렌을 선택하는 찰리는 실험동물
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지능이 높은 자신’과 ‘지능이 낮은 자신’, 지능
이 높은 사람과 지능이 낮은 사람을 모두 포용하는 길을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가들이 은유를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실을 언어로 고정하려는 순간, 인간은 진
실에서 멀어진다. 따라서 작가는 “무엇이 진실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좀 더 포
괄적인 이미지와 상징, 은유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삶에 근거해 진실을 탐색하
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 상징, 은유는 문학 텍스트에 자주 나타나는 
진실의 재현 방식이기도 하다. 즉, 독자들은 내러티브의 렌즈 역할을 하는 내
레이터의 서술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찰에 자신
의 해석을 대입한다. 이로써 독자는 문학텍스트 속 인물의 시선과 외부인의 시
선을 오가면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고, 또 텍스트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구성
해 낸다.

Ⅵ. 결론

문학 작품의 내러티브가 독자의 해석과 삶을 끌어들이고 그들 스스로의 내
러티브를 창조하게 한다면,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독자는 언
어의 표면과 심층을 오가면서 인간 세상의 복합성을 다면적으로 통찰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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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내러티브와의 상호 작용을 매개로 연결되고 고정된 
개념과 가치가 해체, 재결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독자는 삶에 대해 더 성숙한 
시각을 발달시켜 간다. 

상반되는 요소들이 결합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키츠(John Keats)가 
말하는 “소극적 수용력”(negative capability)이 필요하다. 독자는 이성으로 분
류하고 규정하려는 성급한 욕구에서 물러나 모호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내러티
브의 속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러티브를 대하고 구성해 가면서 마주치게 되
는 빈 공간, 경계 공간을 수용하고 표층의 언어가 제시하는 견고한 틀을 벗어
나 불확실성 속에 머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러티브와 상호작용한다
는 것은 기존의 안정된 틀에서 떠나 혼란스러운 세상과 마주함을 의미한다. 이 
때 세상은 독자를 압도할만한 신비로 다가올 수도 있고, 독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모든 가치와 틀이 불안정해질 때, 즉, 상반되는 요소들을 구분하
는 ‘약한 벽’이 허물어질 때, 독자의 의식은 과제를 부여받아 적극성을 띠게 되
고, 진실에 대한 내러티브 구성에 각성된 상태로 참여할 수 있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언어의 경계를 허물고 상반되는 의미를 결합시
키는 내러티브의 속성은 문학 작품을 인문 교육 텍스트로 성립하게 하는 주요
한 요인이다. 진실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고, 독자는 ‘보여지
는’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진실을 인식한다. 내러티브는 ‘일
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며, 작가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문학이 과학과 차별성을 
띠며 과학적 담화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내러티브의 속성에서 기인한
다.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에 주체성을 부여하고 진실을 언어로 강요하지 않는 
점,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점은 문학이 본
질적으로 인문적인 성격을 띰을 시사한다. 

문학에서 텍스트는 독자를 압도하는 비인간적인 지식의 집적체가 아니다. 
문학 텍스트는 의도적인 의미의 빈 공간으로 독자를 초대하고 독자의 해석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유기체와 같다. 본고는 이러한 문학의 인문적 특성, 인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속성이 내러티브의 속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세상에 대한 정형화된 틀을 깨고 스스로 진실을 구성해 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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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과정은 그 자체가 교육 과정임에 틀림없다. 문학 작품을 통한 교육은 
일정한 해답을 제시하는 여타의 교육 방식과는 달리 독자 스스로의 관심사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반성적 사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되어 있
다. 문학 텍스트의 이러한 본질을 고려한다면 현장에서의 문학 교육 역시 학생
의 자유로운 반응과 의미 구성 과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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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and Value of Narrative in 

Flowers for Algernon by Daniel Keyes.

Kang, Seojung 

This study explores various functions of narrative in Flowers for Algernon 
by Daniel Keyes. Charlie’s narrative in his journal overthrows general 
meanings of metaphors, which induces active engagement on the part of its 
readers. For example, ‘light’ whose general meaning is ‘intellect’, signifies 
‘emotion’ in the novel. Readers are supposed to fill various gaps in meaning 
by inferencing. So,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in making meaning of the 
text in relation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narrator. It becomes 
evident that the features of a narrative  invite readers to construct their 
own interpretation while they read the text. 

The narrative of Flowers for Algernon functions as a psychotherapy as 
well. First, the protagonist can be psychologically healthy by confronting 
his own trauma and expressing it in a form of narrative. Secondly, it 
provides the readers with cures by showing how the protagonist overcomes 
his trauma. That is possible because the confusion that Charlie suffers is 
inscribed in his narrative, and when he repeats remembering and 
expressing the confusion, not only he but also  readers can experience the 
healing moment. When we analyse the structure of Charlie’s narrative, it is 
positive that narratives are beneficial to our students with regard to 
literature education since narratives propel interactions between readers 
and texts. Besides, it reflects our complex inner landscapes in the process 
of the interaction, which leads to our mental growth and cure.



20  영미연구 제33집

Key Words: Narrative, Psychotherapy, Daniel Keyes, Reading literature, 
Literature Education
내러티브, 심리치료, 대니얼 키즈, 문학 읽기, 문학 교육

논문접수일: 2015.01.21
심사완료일: 2015.02.16
게재확정일: 2015.02.24

이름: 강서정
소속: 국민대학교
주소: (443-74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156

이메일: sjkang@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