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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독서치료와 텍스트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도서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이다.
그래서 이것은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이기도 하다. 독서치료는 출발할 때부터 텍스
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전통적인 책뿐만
아니라 그림책,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도 그 치료적 매체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
렇다고 해서 현대 독서치료가 텍스트에서 분리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현대적 의미에
서 텍스트의 개념과 영역 또한 이제는 책에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라틴어 동사 ‘textere(짜다, 엮다, 구성하다)’에서 파생된, ‘직물(texture)’이나 ‘조직(組
織)’을 뜻하는 라틴어 ‘textus’에서 “언어단위들이 하나의 길고 짧은 글의 조직체로 연결되었
다는 뜻으로 전이(轉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텍스트(text)는 “발화, 작품, 문서, 영상 등
인간의 의도적인, 언어로 번역 가능한 문화적인 산출물로 규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텍
스트는 다양한 영역에 있다. 학교 교과서나 문학 작품에도 있고, 만화, 그림책, 신문, 일반
문서에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라디오 뉴스와 같은 소리 텍스트 및 영화나 애니메
1)

2)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M0056).
1) 고영근 지음, 텍스트이론, 도서출판 아르케, 1999, 5쪽. ; 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

Narrative Theory.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p. 117f.
2)

고영근, 위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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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으로 된 영상 텍스트로도 존재하며, 일상의 구어(口語)에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찍이
성서나 법전과 같이 중요한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할 필요에서 출발하여 원전(原典) 및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이론체계로까지 발전한 철학 이론도 생겨났으니, 슐라
이어마허 F. Schleiermacher, 딜타이 W. Dilthey, 하이데거 M. Heidegger, 가다머 H.G. Gadamer,
리쾨르 P. Ricoeur 등을 거쳐 연구된 해석학(Hermeneutics, Hermeneutik)이 바로 그것이다. “해
석학에서 말하는 텍스트는 인간의 모든 이해 대상과 해석 대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학
에 오면 텍스트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한편 텍스트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학문인 ‘텍스트학(textology; Textologie, Textwissenschaft)’
도 20세기 후반에 대두하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다학제적인 학문이다. 텍스트학을 쓴
반 데이크(Van Dijk)는 “언어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행위는 무엇보다도 텍스트 형식
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학제적 텍스트학에서 일상회화, 치료적 대화, 신문기사,
설화, 소설, 시, 광고, 연설, 사용지침, 학교 교과서, 표제와 비문, 법률 텍스트, 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류, 텍스트 구조와 그 구조의 여러 가지 조건, 기능, 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고 말하며 텍스트학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대한 여러 연구의 의의와 방법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학 학자들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학에는 여러 학문이 연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학
과 관련될 수 있는 학문을 거론하면 텍스트언어학, 문학(시학), 수사학, 서사학, 기호학, 상
담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언론학, 광고학, 인류학, 법학, 종교학, 인지과학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필자가 본 논문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서사학ㆍ인지과학ㆍ상
담학 관련 텍스트학이다. 앞에서 언급한 텍스트학의 서문에서 반 데이크는 “이 책의 가
상독자들은 언어학, 문학, 사회학 분야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에서 텍스트 분
석을 해야 하는 교사, 교육자, 심리학자, 심리상담자, 심리치료사, 신학자, 법률가,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치료ㆍ인문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해
3)

4)

5)

6)

7)

강영계, 리쾨르가 들려주는 해석 이야기, (주)자음과 모음, 2007, 64쪽.
4) 그런데 이렇게 해석학이나 텍스트학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텍스트의 영역이 넓고 세상의 모든 것이
텍스트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럼 텍스트 아닌 것이 무엇이고, 텍스트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텍스트의 중요한 속성은 주로 응결성과 응집성, 원본성, 해
석의 대상성 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는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하도록
말과 기호에 통사론인 응결성(cohesion)과 의미적 결속성인 응집성(coherence)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영근 1999: 141). 텍스트의 응결성, 응집성은 텍스트의 소통성이나 의미 전달성이라는 존재 가치
를 보장하는 핵심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조금 희석된 느
낌이기는 하지만, 해설서나 설명서보다는 독자적인 사상이 담긴 ‘원문’이나 ‘본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며, 해석의 대상으로 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반 데이크 지음 / 정시호 옮김, 텍스트학, 민음사, 1995, 8쪽.
6) 위의 책, 11-15쪽 등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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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텍스트를 통한 발달적 교육과 치료적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필자는 반 데이
크가 언급한 ‘텍스트학의 가상독자들’ 가운데에서 특히 “교육자, 심리학자, 심리상담자, 심
리치료사”들이 직업적인 이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텍스트에 독서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
고자 한다.
그런데 텍스트와 텍스트학이 텍스트를 활용한 독서치료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다
시 말해 텍스트의 영역이 광활하고 그 중에서 치료와 무관한 텍스트들이 대부분이며 텍스
트 자체로 치료를 보장해준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텍스트학의 성과를 텍스트 활용
독서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까? 문학치료나 독서치료처럼 실제로 텍스트를 활용한 치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를 활용한 치료를 텍스트학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나아가 텍스트를
활용한 치료의 근거를 텍스트학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
자는 텍스트학을 중심으로 인지과학 이론을 텍스트와 관련하여 다룸으로써, 텍스트를 활용
한 치료 가운데 대표적인 치료인 독서치료를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텍스트학 연구는 주로 텍스트 언어학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것들이 문학치
료ㆍ독서치료와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책 텍스트학에서 가상독자로
심리학자, 심리상담자, 심리치료사를 꼽았던 반 데이크도 이 책에서 실질적으로 치료와 연
관해서 얘기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텍스트학 연구와 인지과학 이론을 상호 연결시켜 독서
치료의 근거들을 인지 텍스트학에서 찾고자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Ⅱ. 텍스트학과 내러티브, 그리고 독서치료
독서치료의 관점에서 텍스트학에 접근하려 할 때는 텍스트와 내러티브(narrative)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는 그 안에 인물ㆍ사건ㆍ시간ㆍ공간ㆍ관점 등을 포함
하고 있는 내러티브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비(非)내러티브 텍스트(nonnarrative text)로 구분될
9)

위의 책, 9쪽.
8) 다만 그는 심리학자 Walter Kintsch와 함께 인지과학에 접목한 텍스트학 연구(1978)를 하기도 하였
다.
9) ‘내러티브(narrative)’는 우리말로 ‘이야기’ 혹은 ‘서사’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는 이것이 ‘서사 담화’나 ‘서사 전복’처럼 한자어와 복합어를 이루는 경우, 혹은 직접 인용문인 경
우에는 ‘서사’나 ‘이야기’로 표현해서 쓰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원어 그대로 ‘내
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내러티브’가 일상적인 언어는 물론이고 TV 드라마나 영화, 컴퓨터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에 두루 사용되고 있지만, 보통사람들에게 주로 ‘이야기’는 언어로 되어 있
고, ‘서사’는 문학적인 어떤 것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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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사학에서 언술의 모드(mode)를 넷으로 나누면서 내러티브와 이를 제외한 논증
(argumentation)ㆍ설명(explanation, exposition)ㆍ묘사(description)로 구분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텍스트의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내러티브의
영역 또한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1960년대 말에 롤랑 바르트가 “내러티브는 모든 시대, 모
든 장소, 모든 사회에 있다. 내러티브는 정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지극
히 많은 종류의 장르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른 여러 매체를 가진다.” 그리고 “내러티브
의 매체들 중에는 구술 또는 문자로 구체화된 언어, 정적인 그림, 동적인 그림, 몸짓 등이
있고 이러한 매체들의 적절한 혼합이 있다. 신화, 전설, 우화, 성화, 단편소설, 이야기 시,
역사, 비극, 추리극, 희극, 무언극, 회화(예를 들어 가르파치오가 그린 성 어슐러의 그림들),
유리화가 그려진 창, 영화, 지역 뉴스, 일상의 대화 등에 내러티브가 있다.” 텍스트가 내
러티브 텍스트와 비내러티브 텍스트로 나뉜다는 면에서 보면 내러티브보다 텍스트가 더 넓
은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서사학이나 텍스트학에서
개념 구분할 때 텍스트는 스토리와 담화와 함께 내러티브 세 층위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래서 내러티브와 텍스트가 단순히 부분과 전체의 포함 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텍스
트가 다양한 수사학적 양식(mode)으로 문자 등의 매체에 담긴 문화적ㆍ외적 실체라면 내러
티브는 수사학적 언술 양식 중의 하나이고 결국 매체를 통해 표현되기는 하지만 매체를 떠
나 추상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텍스트에 비내러티브 텍스트도 있고 내러티브 텍스트도 있듯이, 독서치료에 자기계발서
들(self-help books)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내러티브 텍스트가 활용되고 있다. 이것
은 내러티브 텍스트가 치료적 속성과 치료적 힘을 더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러티
브 텍스트에서 “독서치료의 3대 심리역동적인 원리인 동일시의 원리, 카타르시스의 원리,
통찰의 원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적 상황은 인물ㆍ사건ㆍ시간ㆍ공
간ㆍ관점 등이 있는 구체적 경험의 상황이다. 내담자와 치료자가 구체적 시간과 공간에서
그 속의 문제가 되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물ㆍ사건ㆍ시간ㆍ공간ㆍ관점은 곧
내러티브 텍스트의 속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이어서 내러티브의 인물(캐릭터)들을 활용해
서, 즉 독서치료의 동일시나 통찰 등의 원리를 활용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치료적 내러티브 텍스트 속의 사건은 카타르시스나 통찰 등의 원리를 활
10)

11)

12)

13)

10) Roland Barthes, An Introduction to Structual Analysis of Narrative, in: New Literary History, VI(Winter 1975),
p.237.
11) ibid.
12) ibid.
13)

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학지사, 200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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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문제가 되는 치료 대상 사건을 다룰 수 있으며, 치료적 내러티브 텍스트의 시간ㆍ
공간ㆍ관점은 동일시와 통찰 등의 원리를 통해 내담자와 치료자가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
등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 적응력 향상, 자기 이해력 확대, 인간관계
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독서치료의 텍스트학적 근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를 중심으로 서사학과 텍스트학의 핵심 이론들을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14)

Ⅲ. 내러티브 텍스트의 스토리와 독서치료
텍스트는 그것으로 전달하려는 내용과 그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그 내용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고 그 표현은 구체적이다. 서사학에서도 일찍이 내러티
브 방식으로 된 텍스트의 내용과 그 표현에 주목하였다.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들은 문학
텍스트의 특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쉬클로프스키(Shklovsky)(1921/1965) 같은 이론가들은 문학
내러티브의 내용을 ‘파불라(fabula)’라고 하고 그것의 표현을 ‘수제(sjuzhet)’라고 하면서, 특히
시문학적인 특성을 비문학 텍스트의 ‘수제’와 다른 문학적 ‘수제’에서 찾았다. 그런가 하면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와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이것을 각각 이스토아
르(histoire, “스토리”)와 디스쿠르(discours “담화”)라고 하고, 시모어 채트먼(Chatman)은 내러티
브 텍스트의 내용을 ‘스토리(story)’라고 하고 그것의 표현을 ‘디스코스(discourse “담화”)’라고
하였으며 패트릭 오닐 역시 이것을 각각 ‘스토리’와 ‘(내러티브) 디스코스’라고 하였다. 그
런가 하면 코핸/샤이어스(Cohan/Shires)는 이것을 각각 ‘스토리’와 ‘내레이션(narration “서술”)’
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도 주네트ㆍ채트먼ㆍ오닐의 견해에 따라 우선,
내러티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층위를 스토리 층위와 (서사)담화[(narrative) discourse] 층위
로 보고 독서치료적으로 접근하겠다. 스토리가 내러티브의 내용(the content of the narrative)
이라면 담화는 내러티브의 표현(the expression of the narrative) 혹은 “서사 제시 방법
15)

16)

14) Arleen McCarty Hynes and Mary Hynes-Berry: Biblio/Poetry Therapy, MN St. Cloud: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2012, pp. 14-30.

오닐은 이러한 서사 2층위론의 근거를 서사학과 시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면서, 각
이론가들의 서사 2층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로고스(logos)와 뮈토스
(mythos), 러시아 형식주의의 쉬클로프스키(Shklovsky)(1921/1965): 파블라(fabula)와 수제(sjuzhet), 토도로
프(Todorov)(1966): 스토리(histoire)와 담화(discours), 채트먼(Chatman)(1978): 스토리(story)와 담화(discourse),
코핸/샤이어스(Cohan/Shires)(1988): 스토리와 내레이션(narration) 등이다(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p. 20f. 참고).

15) P.

16) 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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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narrative presentation)”

17)

전통적인 견해로는 내러티브에서 스토리가 담화보다 우선하고 담화는 스토리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면이 많았다. 예컨대 <오디세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운문으로 표현한 서사시 <오디세이>와, 산문으로 표현한 <오디세이> 소설, 선(線)과 글자
로 표현한 오디세우스 만화, 그리고 이를 영상으로 표현한 오디세우스 영화 등이 250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가능했다는 생각이었다. 이것들이 일리아스 서사시ㆍ소설ㆍ애니메이션
ㆍ영화 등과 구분되는 것은 그 스토리가 일리아스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담화보다 스토리가 원본으로서 중요하고 담화는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차원으로만 간
주될 수 있다. P. 오닐도 “서사 담화가 수행하는 가장 명백하고도 ‘당연한’ 기능은 한편으로
는 스토리를 담는 완전히 투명한 그릇이 되는 것, 즉 그 자신을 완전히 말소시키고, 스토리
와 일치하고, 스토리가 말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한다. 내러티브 스토리 중심의 이
것을 필자가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독서치료 텍스트와 연관해서 고찰해보
면, 스토리의 추상성, 매체 전환성, 기억과의 연관성 등이 중요하다. P. 오닐이 언급하고 있
듯이 이러한 스토리는 현실 텍스트나 허구적 텍스트에서 재구성된 “일종의 추상적 개념 an
abstraction”이다. 여기서 ‘abstraction’은 추상적 개념이라는 뜻도 되지만 추출되었다는 뜻도
된다. 즉 텍스트에서 추출되어 추상으로 된 것이 바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와 스
토리는 각각 2 종류가 있다. 텍스트가 현실 텍스트(the reality as text)와 만들어진 텍스트(the
created text)로 나뉠 수 있다면, 스토리는 말이나 글 등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현실 텍스트에
19)

Press, 1994, p. 20.
17) ibid, p. 3.

오닐 8쪽.
19) 원문 p. 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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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출되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것이 나중에 말이나 글, 영상 등으로 표현된다. rT
-> S -> cT: real text rT, story, created text cT)과, 소설책이나 영화와 같은 어떤 텍스트를
감상하고서 추출한 것(cT -> S; story abstracted from the created text)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P. 오닐이 설명한 것처럼 ‘누군가가 현관 앞에서 내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지갑을 뺏어갔
다’는, 실제 발생한 것을 현실 텍스트라고 했을 때 이것에서 추상적으로 재구성된 스토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나는 내가 실제로 당한 강도 사건조차도 이 사건을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진술하려 할 때는 물론이고, 이 사건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하려 할 때조차도, 나는 일어
났음에 틀림없는 이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경찰 혹은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한
다. 이때 이러한 이야기하기를 통해 추출되어 경찰에게 전달되거나 내 두뇌에 저장되는
것이 스토리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야기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추상적으로 추출되어
기억으로 저장된 어떤 것이다. 예컨대 경찰서에서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진술했
다면, 그 시간 동안 제스처와 독특한 어투를 포함한 음성으로 표현된 세세한 이야기 전부
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추출되어 경찰관의 기억에 들어갔다가 다시 진술 조서
로도 표현된 스토리이다.
이러한 추상성에서 비롯된 스토리의 또 다른 특성은 자유로운 매체 전환성이다. 스토리
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어서 말, 문자, 선, 영상, 음악과 같은 여러 매체로 이동하며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오디세이’ 스토리가 2500년 넘게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운문으로, 산문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소통될 수 있었던 것은 스토리의 이
러한 매체 전환성 때문이다. 그런데 독서치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매체에 인간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어서 여러 매체로 자유
롭게 들어가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매체에도 해당된다는 말이다. 현실이라
는 텍스트에서 추출되거나 여러 매체로 표현된 텍스트를 통해 내 몸에 받아들여진 스토리
가 나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스토리가 우리의 몸, 특히 두뇌에 담기고 꺼내질 때는 기억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스토리의 보관과 추출이 기억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서사는 기억의 예술이
다. (...) 서술자는 경험하고 기억한 사건들을 배열하고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으로 그것
을 풀이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영화나 소설로 접하거나, 혹은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할
때도 시간적인 흐름 속에 있는 앞선 사건들을 기억하고 지금 경험하는 것과의 관계를 따져
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단기기억 기관인 해마를 손상당한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
고 매번 현재에만 살기 때문에 겪는 영화 같은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세한
20)

21)

22)

20) Patrick O'Neill, op. cit. p. 35.

권택영 서사학 패러다임의 변모 구조분석에서 개별 독서 경험으로 , 오토피아 OUGHTOPIA:
권 2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겨울, 208쪽.

21)
,
: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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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들의 연속인 사건들 모두가 그대로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머리가
무슨 커다란 창고이어서 질량과 부피를 지닌 그 경험 대상이 그대로 우리 두뇌에 들어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 비롯된 이미지 등의 인지감각 정보가 두뇌에 기억되어
저장될 뿐이다. 그리고 우리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정
보와 감정들만이 추출되고 추상화되어 우리의 두뇌에 저장된다. 이것은 우리 두뇌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 편도체 연관 감정 기억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의 두뇌에 저장된 스토리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생각의 기본 흐름을 지탱
해주는 스토리를 독서치료에서는 ‘자기 스토리(I-stories, self-stories)’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 스토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에 영
향을 미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
기 스토리’는 이야기 치료나 문학치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이클 화이트 등의 이
야기치료나 정운채 등의 문학치료에서도 이것은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스토리는 우리 인간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교육학자 문용린은 스토리.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강
력한 심리처방이라는 책의 추천사의 제목을 “스토리가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붙였다. 그
리고 그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3)

24)

저자의 주장은 간단명료하다.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그 변화의 내용을 중
심으로 해서, 자기 삶 속에 전개되어야 할 이야기(story)를 분명하고 절실하게 창작
(editing)해 내라는 것이다. 이 스토리가 절실하고 합리적일수록 의도한 변화는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장담한다.”
“

25)

위 글에서 스토리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인간을 매체라고 하면 인간 속
에 들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이 스토리이고 행동은 그것을 표현해내는 담화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내면의 자기 스토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에 물든 스토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건강을 상실하고 마음의 문제에 고통 받게 된다. 또한 이런 스토리
의 연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마음의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이트가 ‘엠마 Emma’ 치료 케이스 등에서
김윤환, 기억 제작팀: 기억(KBS 사이언스 대기획 인간탐구), KBS미디어ㆍ예담, 2011, 30-37쪽.
23) White, Michael.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Adelaide: Dulwich Centre Publications 2004.;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 2006.
24) 티모시 윌슨 지음, 스토리.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심리처방(강유리 옮김), 웅진 지식하우
스, 2012.
25) 위의 책, 8쪽.
22)

- 54 -

이민용 / 독서치료의 인지 텍스트학적 기초

밝혀놓은 바 있다. 초기에 엠마가 프로이트에게 말하는 자신의 가게공포증 설명에 들어있
는 스토리에는 논리적 연결성이 단절되어 있었다. 이에 프로이트가 엠마의 내면에 잠겨있
던 이야기를 자유연상의 방법으로 끌어내어 그 스토리들을 연결시킨다.
이처럼 내면의 자기 스토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행동과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이야기나 그림책, 소설, 시, 영화 등으로 창조된 텍스트에서 추
출되어 내면에 받아들여진 자기 스토리들이 중요하다. 독서치료 텍스트의 스토리는 내담자
내면의 스토리를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찰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기 스토리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대하고 받
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바탕을 마련하는 한편, 심리적 내면을 지배하는 건강하지 못한 자
기 스토리를 치료할 건강한 대안적 스토리를 내담자의 내면에서 발굴하여 문제에 물든 지
배적 자기 스토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독서 텍스트의 스토리가 촉매제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예방적ㆍ발달적 치료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여기에 독서 텍스트를
통한 치료의 당위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는 다시 세분될
수 있으니, 그 스토리 요소들은 인물, 사건, 모티프, 시간, 공간 등이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
26)

독서치료는 이러한 스토리 요소들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텍스
트 스토리의 그것들은 현실의 인물, 사건, 모티프, 시간, 공간으로 연결되어 현실의 그것들
을 치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은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26) Sigmund Freud: Project for a scientific psychologie, in: S.E. Volume I, p. 353. (S.E.: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24 Vols. Translated from the German under the
General Editionship of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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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사)담화의 서사 전복과 독서치료
앞에서 살펴본 내러티브 텍스트의 중요한 두 층위 중에서 스토리 외에 또 다른 층위는
서사담화 층위이다. P. 오닐은 주목해야 할 서사담화의 기능으로서 “서사 담화, 특히 문학
적 서사담화는 단지 스토리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이 아니라 재미있게 말하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데에, 말하자면, 담화가 그 자신을 말소시키기는커녕 사실상 그 자
신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같은 스토리로 된 작품
이라 하여도 누구의 소설이나 영화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여 소통되지 않는 반면에, 다
른 누구의 그것들은 재미와 의미가 있다고 호평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앞 장에서는 내러티브 텍스트에서 스토리가 우선이고 스토리에서 담화가 표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처음 접하는 영화나 소설을 보거나 읽고서 그
영화나 소설의 스토리를 추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영화나 소설을 담화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스토리는 담화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 담화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담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면에서 담화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담화는 이렇게 스토리만큼 중요하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스토리를 새로 만들
어낼 수도 있어서 “스토리보다 담화가 우위에 있는 것 the primacy of discourse over story”이
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P. 오닐은 “서사 담화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토리와 담
화라는 이런 구분의 결과로, 담화가 도구 내지 매개수단으로서 수행하는, 표면상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전도시킬 잠재성을 항상 갖는다는 점이다.”고 강조한다. 즉 ‘담화
가 지닌 서사 전복(subversion)의 힘’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책 담화의 픽션들의 서두에서
일찍이 2,500년 전에 ‘엘레아의 제논 Zeno of Elea’에 의해 제기되었던 유명한 역설들, 즉
‘아킬레우스의 역설 the Achilles Paradox’과 ‘양분(兩分)의 역설 the Dichotomy Paradox’, 그리고
‘화살의 역설 the Arrow Paradox’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는 제논이 이 역설로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운동에 관한 상식적인 스토리를 깨고 ‘빠름의 느림 추월 불가능성’, ‘앞으
로 달리기의 후퇴성’, ‘운동의 정지성’이라는 역설적인 새로운 스토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담화를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아킬레우스의 역설’을 통해서는 ‘아킬레우스는 거북
이보다 100배는 빠르다. 그러므로 거북이를 아킬레우스보다 100야드 앞에서 출발하게 해도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곧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스토리라면, 경주가 펼쳐지
27)

28)

29)

30)

27) Patrick O'Neill, op. cit. p. 4.
28) Patrick O'Neill, op. cit. p. 52.
29) Patrick O'Neill, op. cit. p. 4.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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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중심에 놓고 제시하면 거북이가 있던 자리를 좇아 아킬레우스가 도달하는 동안
이미 거북이는 그 사이에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전진해 있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킬레
우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추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스코스(discourse), 즉 서사담
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코스를 통해 상식적인 원래 스토리가 전복되는 효과를 보
게 한다. P. 오닐은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철학자인 ‘엘
레아의 제논 Zeno of Elea’인데, 그는 서사 담화의 가능성들을 바로 능숙하게 과시함으로써,
우리 모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예상과 달리) 실은’ 결코 가능할
수 없다고 논증해 보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라고 말한다.
P. 오닐은 이렇게 담화 자체가 어떤 스토리를 산출할 수 있고 담화를 통해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로 프랑스 소설가 레이몽 크노(Raymond Queneau)의 작품 문체 연습
Exercices de style(1947)을 든다. 이 작품에서는 하나의 스토리가 각기 다른 아흔아홉 가
지의 담화 방식(찬가, 소네트, 꿈, 편지, 전보, 연설, 광고, 철자 바꾸기 놀이, 속어 등)으로
재구성되어 표현된다. R. 크노가 바흐(J. S. Bach)의 푸가에서 영감을 받아 동일한 스토리를
99가지의 담화로 변주해냈다고 하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스토리보다 담화가 중요할 수 있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작품에는 1개의 스토리와 99개의 ‘개별 담화들(microdiscourses)’이
있지만, 이 개별담화들로써 그 전체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거대 담화(macrodiscourse)’가 생
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별담화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가 “성격이 급
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젊은 통근자”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작품의 거대담화가 표현하는
스토리는 “서술자의 대담하고 화려한 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 즉 99번의
31)

32)

33)

34)

31) ibid.
32) Patrick O'Neill, op. cit. p. 56f.

이 작품은 첫 번째 담화 약기(略記) 와 16번째 담화 이야기 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99가지 담화
로 변형되어(R. 크노는 이것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가능한 문체 연습들 이
라는 제목 하에 124개의 다른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험되는데, 그 첫 번째 담화 약
기(略記) 의 텍스트 전문은 다음과 같다(이 담화를 읽고 우리가 추출하게 되는 추상적인 줄거리가
이 작품 개별 담화의 스토리가 되겠다): “S선 버스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26살 정도 먹은 한
녀석. 리본 대신 끈이 달린 펠트 모자를 썼는데, 마치 누가 위로 잡아당긴 것처럼 목이 너무 길다.
사람들이 내린다. 문제의 그 녀석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
를 떼밀었다고 비난한다. 심술궂게 보이려는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그는 빈자리를 보자 서둘러 그
곳으로 달려간다.
두 시간 후 나는 생-라자르 역 앞 로마 광장에서 그를 만난다. 그와 같이 있던 친구가 말한다. “넌
외투에 여분의 단추를 하나 달아야 해.” 그 친구는 그에게 어느 곳인지 (깊게 파인 부분)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Queneau 2006, 5: 김미성, 레이몽 크노와 에크리튀르의 혁신 ,
인문언어(제14권 1호), 국제언어학회, 2012. 6. 144쪽에서 재인용 수정)

33)

34) Patrick O'Neill, op. cit.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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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 의해 생성된 거대담화의 스토리는 담화가 99번이나 연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별담화
들의 원래 스토리를 밀어내고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것은 담화에 의해
서 새로운 스토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부분의 포스트모더
니즘 작품 텍스트(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퍼포먼스 예술, 마르셀 뒤상의 <샘>, 존 케이지
의 <4분 33초>)에 대한 서사 텍스트학적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P. 오닐은 레이몽 크노 문체 연습 Exercices de style을 두고 제논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표현한다. P. 오닐은 제논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운한 독자는 스토리로서는 논리적 오류
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의 담화라는 견지에서 보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담화적
역설을 제시받게 된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담화의 전복 가능성, 담화의 능동
성, 담화에 의한 스토리 생성 가능성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대학교실에서 칠판에 영어 문장 하나를 쓰고 학생들에게 의미가 되게 읽어보라고, 즉 말
로 표현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장 부호를 사용해서 적어보기도 하라고, 즉 글로도
나타내 보라고 했다. 그 문장은 “Woman without her man is nothing”이었다. 그런데 남학생들
은 대부분 “Woman / without her man / is nothing”이라고 읽고 “Woman, without her man, is
nothing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문장 부호를 사용해 적었다. 그러
나 여학생들은 대부분 “Woman / without her / man is nothing”이라고 읽고 “Woman! without
her, man is nothing (여자! 그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문장 부호를
사용해 적어 제출했다. 이것은 동일한 텍스트 “Woman without her man is nothing”라도 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즉 어떻게 discourse 하느냐에 따라 그 텍스트의
내용 혹은 의미, 즉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엠마(Emma)
의 가게 공포증 치료 사례나 늑대인간 치료, 어린 한스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후 관점에 의
해 이전의 같은 경험이 달리 해석된다고 밝힌 ‘사후성(Nachträglichkeit, deferred action)의 원
리’와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엠마의 사례에서, 그녀가 8살 때 손님이 따로
없던 가게에서 남자 주인이 자신에 범한 성추행을 겪고도 당시에는 어려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춘기 이후 유사한 계기로 그 경험을 성추행으로 관점을 달리하여 다시
36)

35) ibid, p. 4f.
36) George W. Burns

지음, 김춘경 옮김,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학지사, 2009,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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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손님이 없는 가게에 가기만 하면 불안공포를 느끼게 된 경우이
다.
이처럼 서사 담화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독서치료에서는 텍스트의 스
토리뿐만 아니라 담화도 치료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스토리 요소의 활용이
중요한 것처럼 담화 요소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사 담화의 주요 요소는 서술자-피서
술자, 인칭-시점-관점-초점, 심리적 서술 거리, 서술 시간, 서술 공간 등이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도표 생략>

<

독서치료에서 텍스트를 치료 자료로 활용할 때는 텍스트에 드러난 서술자(화자)의 서술
인칭과 서술 시점-관점-초점을 잘 파악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내담
자가 텍스트 스토리의 사건과 관련된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성찰하고 치료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텍스트 서술자의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문제도 활용해서 내담자가 문제로 안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 조절의 문제를 치료적으로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
면 좋다. 그리고 독서치료 활용 텍스트에 드러난 서술 시간과 서술 공간의 문제 역시 내담
자가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시간과 공간의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때 시간의 순서ㆍ빈도ㆍ길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고, 이것들은 다른 요
소, 즉 관점이나 거리와 결부되어 고려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심리적 문제나 문제적 인
물에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얼마 동안 어떤 관점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얼마나 조절하
며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내담자가 독서 텍스트를 구체적으
로 경험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저항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에
접근하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러티브 텍스트의 층위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내러티브의 스토리와 서사담화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37) Sigmund Freud: Project for a scientific psychologie, in: S.E. Volume I, p. 352f. (S.E.: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24 Vols. Translated from the German under the
General Editionship of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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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토리-서술-텍스트의 내러티브 3층위로 본 독서치료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서사)담화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중적인 개념이었다. 영어는 한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며, 그리고 그 동사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work’
가 ‘일하다’, ‘일’, ‘작품(저작물)’을 의미하고, ‘play’가 ‘놀다’, ‘놀이’, ‘연극’의 의미를 함께
갖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디스코스 discourse’도 ‘담화’ 혹은 ‘담론’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담화하다’ 혹은 ‘담론하다’라는 동사적 의미, 그리고 그 담화하거나 담론한 결과물,
즉 텍스트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서사 텍스트의 ‘디스코스 discourse’에
도 과정이나 행위로서의 ‘담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인 ‘텍스트’를 이중적으로 의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디스코스 개념의 분화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내러티브 텍스트를 스토리
와 담화의 2 층위로 보지 않고 3 층위로 보는 견해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텍
스트를 3 층위로 보는 견해를 이론가와 핵심 세 개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주네
트(Genette)(1972): 스토리(histoire)/이야기(récit)/내레이션(narration), 발(Bal)(1977): 스토리(histoire)/
이야기(récit)/서술된 텍스트(texte narratif), 주네트(Genette)(1980): 스토리(story)/서사물(narrative)/
서술하기(narrating), 리몬-케넌(Rimmon-Kenan)(1983): 스토리/텍스트/내레이션, 발(Bal)(1985): 파
블라/스토리/텍스트, 툴란(Toolan)(1988): 스토리/텍스트/내레이션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필자가 보기에 가장 용어 사용이 정확한 것은 리몬-케넌과 툴란의 스토리/텍스
트/내레이션(narration) 개념인 것 같다.
리몬-케넌이나 툴란의 서사 3층위론, 즉 ‘스토리-텍스트-내레이션 이론’은 서사 2층위론에
서 담화(함)(discourse)로 포괄한 것을 표현 행위와 그 결과 생겨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텍스
트로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서사 3층위론에서는 서사 2층위
38)

39)

참고
텍스트이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고영근은 그의 저서 단어ㆍ문장ㆍ
텍스트(266f)에서 텍스트와 담화를 비록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이것들의 미묘한
차이를 의식한 발언을 하였다: “텍스트(Text)는 흔히 담화(discourse)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전자는 주로 전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쓰이고 후자는 미국에서 쓰이는 경향이 우세하다.
그러나 텍스트를 담화와 대립시키는 일도 있어 용어의 선택문제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양자가 대립된다는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담화를 관찰적인 층위의 단위로 보고 텍스트
를 추상적인 층위의 단위로 보아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텍스트”라는 용어만을 일관성 있게 쓰는 흐름을 따르려고 한다.” 이 글은
내러티브의 생산과정과 생산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절충적이고 모호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P. 오닐은 이런 점을 명확히 한 장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 논문의 필자도 패트릭
P. 오닐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담화를 구분하는 입장이지만 고영근이 “담화를 관찰적인 층위의 단
위로 보고 텍스트를 추상적인 층위의 단위로” 본다는 구분에 주목한다. 다만, “텍스트를 추상적인
층위의 단위로” 본다는 말은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텍스트는 ‘구체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은 스

38) Patrick O'Neill, ibid, p. 20f.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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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디스코스’ 부분을 디스코스의 결과물인 ‘텍스트’와, 디스코스의 동사적ㆍ명사적 성격
을 아울러 지니는 동명사적 개념인 ‘내레이션(narration: 서술/서술함)’으로 다시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여기에서 비로소 텍스트 개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사용하여 치료적 활동을 하는 독서치료의 근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Ⅵ. 마무리
지금까지 필자는 서사 텍스트학을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독서치료의 인지텍
스트학적 근거를 찾으려 했다. 다시 말해 독서치료의 관점에서 서사학과 텍스트학을 살펴
봄으로써 독서치료의 서사학적ㆍ텍스트학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 독서치료는 텍스트의
스토리를 통해 내담자 내면의 스토리를 분열되지 않게 연결하며 건강한 스토리로 자극하고
대체하고 충전하는 작업이다. 이때 인물, 사건, 모티프, 시공간 배경을 치료적으로 잘 활용
해야 한다. 또한 독서치료는 치료적 현실 텍스트를 심리적으로 서술하는 내담자의 담화 능
력, 즉 서사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서사담화의 요소인 관점,
거리감 등을 독서치료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담자의 인지 프레임
과 인지 스키마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며 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소
설 텍스트에 대한 관심에서 주로 전개되었을 뿐이고 문학치료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던 텍
스트학의 이론에서 독서치료의 원리와 근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를 활용한 치료의 가능성은 문학치료, 독서치료, 인문치
료 등에 다양하게 열려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면 영화치료, 사진치료 등에서
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하여 치료에 나설 경우 텍스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인 텍스트학의 성과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
상 스토리와 담화의 구성 요소들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포스트 고전 텍스트학은
별로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전자는 필자가 이에 관해 이미 선행 연구에서 다룬 것들을 추
토리이다라는 생각이지만, “담화를 관찰적인 층위의 단위로” 본다는 말은 과정적이고 내러티브의
생산적인 층위인 담화의 속성을 간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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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 연구와 통합하여 더 논의하기로 하고, 후자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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