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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를 활용하여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화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하

기 위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의 개념,

문화 충격과 문화적응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문화 교육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 베트남 한국어 학

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문화적 지식과 한국 문화의 연관성, 즉 목표

어 문화와 학습자 문화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적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또한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에 보이는 문화 반응 양상을

고찰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보여준 반응들은 크게 호기심 반응, 충격

반응, 회복·적응 반응의 양상으로 분류되었다. 호기심 반응 양상에는 문

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위주 반응, 문화 이질성 인식 반응, 문화 이질성

에 대한 흥미 반응 양상들이 포함되었다. 충격적 반응 양상에는 문화 이

질성에 대한 불확실 반응, 문화 이질성에 대한 거부 반응과 방어 반응이

포함되었다. 문화 충격에 대한 회복·적응 반응 양상에는 문화 회복을 위

한 수용 반응, 문화적응을 위한 지적 인식 반응과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적응 반응 양상이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반응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체계적인 사회문화

적 지식의 부족, 타 문화 수용력의 부족,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복합양식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들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 문화 차이에 대한 충격을 최

소화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습득, 자기조정과 태도형성의

교육적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초·중·고급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문화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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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프레임 구성(framing) 접근법을 통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레임 구성 이론에서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현상의 전

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프레임 개념에 입각하여 단어, 표현,

문장 그리고 문화 현상들과 관련된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를 통해 문화적 사건이나 현상 관

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게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과 새

로운 프레임을 연결하고 확장하게 하는 문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화 수용 및 적응에 있어서의 자기 조정과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프레임 재구성(reframing)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프레임 재구성에는 프레

임 전환과 프레임 조정 방법이 포함된다. 프레임 전환의 경우 학습자들

스스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거나, 텔레비전 드

라마 속의 상황을 베트남 현실로 가정하여 양측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도

록 하는 방법이다. 프레임 조정 방법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다

른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목표어 문화와 학습자 문화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상호

간 문화적 연관성을 간문화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계기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접근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문화 반응

양상을 중심으로 양국의 문화 차이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적

차이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베트남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 문

화 교육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 문화적응, 문화 충격

학 번 : 200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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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에 공식 수교한 이래 양국의 교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년도까지 2년

연속 투자 1워 국이었던 일본을 재치고 외국직접투자(FDI) 투자국

1위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줄곧 베트남에서 상위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해온 한국은 2016년 2월 기준 1위 투자국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1). 2013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여러 방면에 걸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교류가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경제교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지사 설립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간 접촉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말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 결과로 2015년 3월에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에서

동방학부의 한 분과였던 한국학과가 독립된 한국학부로 승격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응 능력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집단마다 자연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표현하게 되며, 이러한 사고방식과 표현의 차이가 언어의 배경에 자리

잡게 되므로 언어를 학습하는데 그 언어가 사용되는 배경을 알아야 그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직·간접적인 문화 간 접촉 증가에 따라 문화 충격, 문화 간 의사소통

1) Vietnam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7/April 4-10, 2016, 8면. 총 5,058개 프로젝트, 등록자본금 약 45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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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가 간 교류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응 능력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고 그 문화에 어울려 즐기며, 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외국어 고급 학습자일수록 더욱더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흔히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유교가 들어온 시기도 한국은 4세기, 베트남은 11세기로

차이가 나며 유교문화가 양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도와 기존

토착문화에 끼친 영향도 동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베트남의 유교는 고대 중국의 지배 시기 이후 근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거의 100년의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한국 유교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같은 유교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이 오히려 사람들을 의사소통 하는데 소홀하게 만들어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2)

구체적인 예시로 베트남에서 기업의 노사문제 발생이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계 투자기업보다는 일본,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유교문화권 투자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이 투자한 현지

업체에서 가장 심한 노사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한국과 베트남인들의

미묘한 문화 인식과 대응 차이로 인해 생긴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화인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부분 취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필연적으로 한국

기업문화 또는 한인 공동체와 접촉하게 된다. 이때 문화 차이에 의한 문화

충격을 극복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화 능력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Trần Ngọc Thêm. Những vấn đề văn hóa học lý luận và ứng dụng, Nhà xuất bản
Văn hóa Văn nghệ, 2013,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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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주변 베트남

남부지방에 처음 소개된 1997년 이래 2000～2005년까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3). 현재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 등

주관적·객관적 이유로 텔레비전을 통해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지 않지만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예비 조사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를 통한 한국어 문화 학습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빈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영역,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한 한국 문화 학습 의향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베트남 학습자에 얼마

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라는 질문

에 드라마를 안 본다고 대답한 학습자들은 극히 소수로 나타났고(3.8%),

전반적으로 드라마는 대다수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즐겨 보는 장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4). 특히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다수인 88.5%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는 멜로드라마, 시트콤

(situation comedy), 그리고 역사 드라마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3) 그 이후에도 베트남 방송 편성표의 편성 비율이 19,8%에 달할 정도로 거의 10년간

황금 시간대를 독점하다시피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Trương Văn Minh, Đài
Truyền hình thành phố Hồ Chí M inh và quá trình làn sóng Hàn Quốc thâm nhập
Việt Nam của phim truyền hình, Tạp chí Hàn Quốc học, 2012.

4)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빈도

응답

비율

응답

수

매일 25.0% 13

주 3~4회 17.3% 9

주 1~2회 38.5% 20

안 봄 3.8% 2

기타 15.4% 8

답변된 질문 52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

해 공부하고 싶은 생각

응답

비율

응답

수

있다 88.5% 46

없다 0.0% 0

보통 9.6% 5

답변된 질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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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공부가 학습

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바로 향상 시키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표현과 소통방법, 젊은이들의 보편적 말투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때

문이다. 또 드라마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좀 더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말

투와 표현 방식, 유행어를 배울 수 있는데 이는 특히 한국어 전공자들이

통·번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5)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

거리를 넘어서서 세계에 대한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 자연과 사물에 대

한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프로그램들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하나의 ‘문화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드라마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고 한 인간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른 분야의 창작물과는 달리 그 사회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드라마는

종합적인 대중문화 형태로서 한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드라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고방식이나 경험의 유사성을 매개로

하여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일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제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그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입하는 사회의 거울 역할을 해왔다6). 그러므로

5) 구체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 “말하기 능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표현과

의사소통방법, 젊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말투를 더 배울 수 있어요.”(S5-4)

- “교재에 없는 비속어, 일상에 쓰는 말과 사전에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신조어들을

배울 수 있다.”(S3-6)

- “더 자연스러운 말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KL5-3), “유행어를 배울 수

있다.”(S4-5)

- “한국어 사용능력, 특히 표현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사람들한테 통-번역하는 데 도움이 된다.”(S4-7)

6) 방송위원회, 『방송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및 폭력에 대한 청소년 반응연구』, 방

송위원회, 1997, 7-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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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인과 교류하고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은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 체험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본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해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복합양식 매체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고 1990년대 중반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7). 지금까지의 한국

문화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와 목표, 학문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 한국 문화교육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논의, 교수·학습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논의 등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진행된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해 보겠다.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와 목표, 학문적 위상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문화교육의 필요가 대두되면서 활발해졌다.

초기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적 관점을 배경으로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를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실천적으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을 띄며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민현식(1996, 2004)8)은 한국어교육의 요구에 입각하여 국어 문화에

7) 김정은, 「문화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2005, 353면.

8) 민현식,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어교육』

7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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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 구성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제기하여 국어 문화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고, 조창환(1996)9)에서는 한국어교육과 연계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초기 논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정숙(1997)10)은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연구하면서 문화 능력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내용을 언급하여 문화교육의 내용을 5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일상 생활양식,

문화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적 요소, 담화 범주와 상황에 적절한 언어 형식,

정치·경제적 요소(현재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과 예술).

조항록(1998)11)은 학습자 대상을 더욱 구체화 하여, 그 중에서 상위의 고급

과정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기철(2001)12), 배현숙(2002)13), 권오현(2003)14), 박영순(2003)15)

등은 한국어교육 테두리 안에서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를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실천적으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보였다. 김대행(2003,

2008)16), 성기철(2004)17), 조항록(2004)18) 등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와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문화를 교육하는 것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민현식,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어문화학』제1권, 국제한국

언어문화학회, 2004.

9) 조창환, 「한국어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어 교육』제7권,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1996.

10)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제10권,

한글학회, 1997.

11) 조항록,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12) 성기철,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13) 배현숙,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제21권, 이중

언어학회, 2002.

14) 권오현,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

로」, 『국어교육연구』제12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15)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제23권, 이중언

어학회, 2003.

16)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국어교육연구』제12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 2003.

김대행,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어문화학』, 제5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

학회, 2008.

17) 성기철,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어문화학』 제1권 1호, 국제한국

언어문화학회, 2004.

18) 조항록,「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제1권 2호, 국제한국언어

문화학,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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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김중섭(2005)19)은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문화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와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 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논의들은 한국

문화교육의 내용 범주 정립과 교과과정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석주(2002)20),

우인혜(2004)21), 이길원(2007)22), 황인교(2008)23), 권오경(2009)24) 등이 해당된다.

한국 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수미(2008)25)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서 한국 문화 이해의 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김수진(2009)26)은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을

전개하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정의적·맥락적 접근의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안경화(2001)27)는 속담을, 안미영(2008)28)은

고전문학을, 이미혜(2005)29)는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언어문화 교육을

설계하고, 한선(2007)30)은 ‘언어문화’, ‘생활문화’, ‘정보문화’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육을 시도한다.

19)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제

27권, 이중언어학회, 2005.

20) 이석주,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

고」, 『이중언어학』제21권, 이중언어학회, 2002.

21) 우인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제25권, 이중언어학

회, 2004.

22) 이길원, 「한국 문화의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제3권 3호, 한

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23) 황인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제4권 3

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8.

24)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제5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25) 이수미, 「텍스트 읽기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의 제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26) 김수진,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 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 사

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제20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27) 안경화,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제12권 1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001.

28) 안미영, 「한국어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제31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9) 이미혜,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

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제2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30) 한선,「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TV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언어

와 문화』제3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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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2004, 2013)31)은 한국 문화 교육을 한국어 교육과 동일한 가치로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과사전적 교수 항목 나열이

학습자들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교육적 성과를 얻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까지 정리한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통해 교재, 교원, 교수법과 연구를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문제로 적시하였다. 그 중에 교수법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안 ‘과제 기반 교수요목 설계’와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목표어와 목표문화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교수법이 ‘상호문화이해’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업 설계와 진행 방법의 일환으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시청각교수법’을 도입하여 평상의 언어를 맥락에

근거해서 가르침으로써, 문화를 실생활과 삶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상호 문화이해를 추구해가는 문화수업을 제안하고

시도하였다.

임경순(2006)32)은 ‘문화 중심의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 ‘문화 전문가에 의한

문화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목표를 문화 능력 신장으로 정하고

여기서의 문화 능력을 창의적 의사소통행위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지식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였다.

김종철(2010)33)에서는 언어 능력 지향과 학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각을

지향하는 문화학습을 언급하며 한국문화 교육 내용으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화의 교육 방향을 한국 문화를 실천하는

능력의 획득과 한국 문화 산물의 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2가지로 설정하였다.

윤여탁(2015)34)은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대한 의사소통

31) 최정순,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제1권, 한

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4.

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32) 임경순, 「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

구』제19집, 한중인문학회, 2006.

33) 김종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133호, 한국

어교육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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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의 사회와 문화를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습자의

모어 문화와 목표언어의 문화 간의 상호 관계, 즉 간문화적(inter-cultural)

소통의 차원에서 언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강승혜(2012)35)가 1980년대 이후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로 발표된

한국문화교육 논문 총 419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문,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수 방안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26편이 있었다. 매체를 활용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로

윤여탁(2002, 2007)36)은 언어적 관점을 넘어서 한국학적 관점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는 논의로서 문학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강민규·윤여탁(2012)37)은 한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사하며, 대중문화와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방법으로 대중적 소재를 활용한 창작, 하이퍼텍스트

글쓰기와 비평, 영상물을 활용한 한국어 표현 등을 제시하였다.

이미향 외38)(2013)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성을 시점, 등장인물,

배경으로 강조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실 수업을

설계하였다. 언어영역별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영상을 읽고 분석하기,

매체 전환하기, 이야기 구성 단계 파악하기, 비판적인 시각으로 매체

들여다보기의 교육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김염(2013)39)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소설을 영상화한

작품인 영상텍스트를 제재로 한국문학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4) 윤여탁,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12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35) 강승혜, 「한국 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

문화학』 제9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36)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0권,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윤여탁, 「한국학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24

권, 한국어교육학회, 2007．

37) 강민규·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제29집,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38) 이미향 외, 『한국어교육과 매체언어』, 역락, 2013.

39) 김염,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영상텍스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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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영상텍스트에 대한 반응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텍스트 맥락의

활성화와 학습자 맥락의 활성화, 표현의 심화를 위한 자기성찰의 활성화

등을 교육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서보영·김종철(2015)40)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설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으로는 산물문화, 실행문화, 관점문화, 문화공동체의 영역 별 문화교육

내용 등을 설정하였다.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정진경·양계민(2004)41)이 이 분야의 이론적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응의 문제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강승혜(2012)의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등의 학습자 요인,

학습자의 대상별 문화적 적응, 문화적 요인과 학습의 관계 등 ‘문화적 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은 총 19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배현숙(2007)42), 김정은(2008)43), 이은정(2009)44)의 연구들이 있다. 배현숙(2007)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정은(2008)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네 언어권 별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양상을 분석하여 의사소통 기술과 가치관에 의한 갈등

양상과 가치관에 의한 양상으로 나누었다. 의사소통 기술에 의한 갈등은 다시

인사, 침묵, 미소, 칭찬, 맞장구, 존대어 사용, 감사, 비언어(몸짓언어)로

구별하였고 가치관에 의한 갈등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선물의 의미, 자민족중심주의, 시간 개념과 남녀

차별로 갈등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은정(2009)은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40) 서보영·김종철, 「소설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완판 84

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임권택의 <춘향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48호,

2015.

41) 정진경·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제23권 1호, 사

단법인 한국심리학회, 2004.

42) 배현숙,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문식성(literacy) 격차 해소 방안」, 『언어와 문

화』제3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43) 김정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양상 분석」, 『한국어교육』제19권 2호,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2008.

44) 이은정,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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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하였는데, 문화적 문식성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남순현(2010)45)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분석하였고, 양적 연구에서는 각 학년별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 정체감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을 탐색한 결과 학년별

차이를 보였으며 중국유학생의 문화정체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유학하는 기간 동안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전략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학교생활의

심리적응과정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교태(2014)46)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미디어이용효과에대해연구하였다. 그 결과호스트미디어(host media)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상당부분영향을 미치는 반면, 미디어 이용은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국 유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처럼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하지 못한 분야들이 있다. 예컨대 외국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 차이와 문화 충격 극복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강승혜(2012)가 분석한 결과처럼 2012년까지 총 26편인데, 연구대상만 볼 때

교사심리, 중학생, 일본인 학습자, 중국인 학습자, 스페인어권 학습자, 여성

결혼이민자, 동유럽지역의 학습자, 재미교포 청소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한 대상, 혹은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이후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외국어교육으로서의

45) 남순현,「중국 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 적응유형 분석 및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

정체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4권 4호, 한국교육

심리학회, 2010.

46) 구교태,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미디어 이용 효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1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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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의 문화적응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겪게 되는 문화 충격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언어교육과 문화적응의 관계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문화라는 상수를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 배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요소가 차지하는 변수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적응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한국어 교육자가 한국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택한다.

둘째,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간접 경험하는 한국문화 체험이

한국어 학습능력 배양과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 지를 문화적응의 몇 가지

단계를 통해 한국어 학습 기간(학습능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드라마 체험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응 반응을 통해 한국이 아닌 외국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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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능력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며, 텔레

비전 드라마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적절한 매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문화 충격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며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문화 간 차이 분석에 중점을 두는 호프스테드(G.

Hofstede)47)와 홀(E. T. Hall)48)의 문화 개념을 살펴본 후, 문화가 학습자

가 세계를 이해하는 프레임(frame)으로 작용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문

화와 접촉하면서 학습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화적응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응 과정을 심리학적인 관점

에서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베리(J. W. Berry)의 문화적응 이론과 베네트

(J. M. Bennett)의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 외국어교육에서의 브라운

(H. D. Brown)49)을 포함한 이론가들의 대표적인 문화 학습 모형, 문화적

응 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와 접촉하면서 반응하는 양상의 구조를 프레임 분석 방법으로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기간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와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기간이 각각 다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

국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과

관련한 내용 등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접

촉·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황을 알아보며, 텔레비전 드라마가 보

여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

(pilot study)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7)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3rd ed.),
차재호·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2014.

48) E. T. Hall, Beyond culture, 최효선 옮김,『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2000.

49)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이흥수 외 역,

『외국어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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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변화를 찾아

내기 위해 한국어 학습 기간이 다른 2, 3, 4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표

집 하였다. 이들 표집대상을 상대로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각 기간별 반응 양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반응 양상 변화 과정과 특징을 관찰하여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비교적 유사한 학습 환경의

베트남 학습자들을 상대로 학습 기간만 다른 반응조사 집단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과 적응 구조를 도출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수집한 본 조사의 반응 양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화적응에 중점을 둔 한국 문화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예비 설문조사 개요

예비조사는 예비 설문조사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한 학습자들

의 반응 양상 조사로 이루어졌다. 예비 설문조사에서는 베트남 한국어

이론 고찰(문화·문화적응·문화교육 이론)

베트남·한국 문화의 성격 분석

ò

예비조사(예비 설문조사, 예비 반응조사 )

ò

본 반응조사

ò

학습자 자료 분석

ò

교수 학습 내용과 방안 도출

그림 1-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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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화요소 학습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과,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장애, 한국 문화에 적

응하는 데 간섭하는 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각각 한국어 학습

시간이 2년, 3년, 4년인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2학년(72명), 3학년

(57명), 4학년(48명) 177명과 보다 더 다양한 양상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

를 수집하기 위하여 타교생과 졸업생(직장인), 한국어교사 등 기타 대상

60명50)을 심층적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대상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수집 데이터

2013

년

4월

베트남 국립

호치민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

4학년 48명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빈도,

선호 장르, 내용 주제, 드라마 활

용한 한국어 학습, 한국인의 말

과 행동에 대한 문화적 오해와

충격, 한국인과 의사소통 장애,

문화 학습의 필요성,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필요성 등

학습자 설문 조사

응답지 165부

기타 대상 조사

응답지 60부

총 225부

3학년 57명

2학년 72명

기타 대상(졸업생,

타교생, 교사 등)
60명

총: 237명

표 1-1. 예비 설문조사 관련 정보

예비 설문조사는 2013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로는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

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1학년 학생들이 연구자

50) 표 1-2. 예비 설문조사 기타 조사대상 정보

소속 기관 VNU-HCM VNU HN HUFLIT HANU 기타 소계
1, 2학년 2명 2명 2명 2명 8명
3학년 4명 3명 3명 10명
4학년 4명 4명 3명 1명 12명
대학원생 3명 3명

졸업생 11명 4명 15명
프리랜서 4명 1명 1명 6명
한국어강사 3명 1명 2명 6명

총계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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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기간 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 설문 조사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177개의 표본 수의 설문 조사표를 배부하였으나 165명

으로부터 응답한 설문 조사표를 되받았으며 기타 대상자 60명에게 조사

표를 받아 총 225부의 예비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빈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공부, 한국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문화적 오해와

충격, 한국인과 의사소통 때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문화적 의사소통의 차이, 그리고 한국 문화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적응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예비 설문조사 대상자의 기호는 호치민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조사 대

상자의 경우 [PS_로마 숫자_반명_○○], 기타 대상자의 경우 [PS_XX-○

○]의 원칙으로 기호화하였다. 그 중에 PS는 Pilot Study(예비 조사), 로

마 숫자는 학년, 반명은 반의 이름과 학번을 말하며, XX는 직업을 나타

나는 영어 약자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학습자는 S(Student), 졸업생은

GS(Graduate Student), 회사원은 CS(Company Staff), 프리랜서는

FI(Freelancer Interpreter), 한국어 교사는 KL(Korean Lecture)이다. 기

타 대상자 기호의 끝의 ‘○○’는 한국어 능력 수준(로마 숫자로 표기)과

조사 대상자 번호이다. 예컨대 예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호치민 대학교

한국학과 2009 학번인 4학년 1반 1번 학습자인 경우 [PS_IV_H109_01]

로, 기타 조사 대상자가 5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는 1번 대학생

학습자는 [PS-SV-01]로 기호화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있어 문화 학습의 중요성과 텔

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자주 겪는 어려움이나

장애·갈등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최대한 유발시키기 위하여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를 바탕으로 예

비 반응조사 과 본 반응조사에서 학습자들에게 시청하게 할 텔레비전 드

라마의 주제를 정한 뒤, 그 주제를 다루는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 선정



- 17 -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시청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예비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적응과 의사소통의

장애 유형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담는 텔레비전 드라마 장면을 선정하

여 예비 반응조사와 본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에서 즐겨보는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에 관한 질문은 복

수 응답 가능하며 기타 의견란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 되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주변을 둘러싸는 가장 근접한 집단인 가족(57.6%)과

젊은이들답게 남녀사랑에 관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많은 흥미를 보였고

(53%) 이외에 곧 접촉하게 될 직장(39.4%), 그리고 사회의 기타 친교 관

계(39.4%)와 학교(27.3%)의 순으로 흥미를 보였으며, 기타 관심 주제는

소수 10.6%로 역사 드라마, 음식 드라마, 탐정 드라마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한국인이 하는 말,

행동 등과 한국 문화와 접촉할 때 충격을 받거나 불편했던 점, 또는 오

해하거나 황당했던 경험에 대한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조사에 응한

대상자의 75.6%(170/225명)가 그러한 문제를 실제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응답자들이 경험한 의사소통과 문화적응 관련 문제들을 언어문화,

행위문화, 가치문화의 3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　 의견 수 백분율(%) 총 의견 수 백분율(%)

식사 문화 75 36.7

161 40신체언어 52 32.9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48 30.4

한국인의 성격적 특성 68 46.6

146 36.1사회 위계·질서 40 27.4

예의·격식·형식 38 26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 46 48

96 23.9인사·호칭·예절 25 26

표현 방식 25 26

총 403

표 1-3. 문화 차이로 인한 문화적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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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충격을 경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오해하거나 황당했던

경험으로는 행위문화 범주 중에 식사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의견이 36.7%

(75/161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식사 문화의 차이는 다

시 식사하는 행위와 태도, 식사할 때 하는 손동작, 식사 예절, 한국인의

식성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식사 문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를

경험하였다고 밝혔다51).

-여러 사람이 하나의 국그릇(찌개 종류)을 같이 먹는다(12명).

-젓가락질 잘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쓰지 않는 것과 밥그릇을

밥상에 넣고 먹는 것과 같은 수저와 그릇을 다루는 법(9명).

-편하게 먹으며 음식 잘 안 남긴다(6명), 한국 사람들이 잘 비벼

먹는다(4명), 뜨거운 음식 잘 먹는다(3명)는 의견도 있었다.

-그릇째 들고 먹는다(6명),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입에 넣는다(4명),

-전체적으로 식사하는 예절이 다르다(9명, 위에서의 의견들에 종합적으로

공감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들의 먹는 문화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먹는 문화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한 그릇에 국을 담아 같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찌개 종류를 먹을 때 그런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항상 자기 그릇으로 국을

가져와 먹는 베트남 사람과 다르다. 베트남 사람들은 국물이 있는 국수 종류가

많으므로 면과 국물을 동시에 먹기 위해 항상 왼손에 숟가락, 오른손에

젓가락을 이용하여 면을 숟가락 위에 얹은 후 국물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다.

국물이 있는 음식과 관련하여 국물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퍼서 먹고 그릇째

들고 먹는 행동은 불미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밥을 먹을 때는 반대로 베트남

51) 기타 의견으로는 술 먹을 때 예의를 잘 지킨다(2명), 같이 먹을 때 제일 어른이 밥값

을 낸다(2명), 빨리 먹는다(1명), 다른 나라 음식을 안 좋아한다(1명), 술 권하는 것을

좋아한다(1명), 개인 물품을 밥상에 잘 놓는다(1명), 고기를 많이 먹는다(1명), 회를

잘 먹는다(1명), 모든 음식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을 수 있다(1명) 등 소수로 조사되

었다. 이 외에 조사대상자들이 접촉하는 한국 사람에 따라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의

먹는 문화라고 보기가 힘든 극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의견들이 있

다. 이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의 먹는 문화에 대해서 소리 나게 먹는다(6명), 음식을

흘린다(3명), 다른 사람이 다 먹지 못한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2명)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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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밥그릇을 밥상에 올리고 먹지 않는다.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성실하게 먹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쌈 종류의 음식이

많지만, 미리 한 입으로 먹기 좋게 말아놓은 쌈 종류의 베트남 음식과 다르게

크게 싸서 먹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행위문화 범주 중에 식사 문화 차이에 이어 신체언어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한 응답자가 52명으로, 이는 행위문화 범주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를 기록하고 있다. 응답자의 응답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난 할 때 머리를 친다(20명), 한국 사람이 대화할 때 표정이

풍부하고 손동작을 많이 하여 때로 과장한 것처럼 보인다(10명), 스킨십이

자연스럽다(11명), 기타 행동 의미의 차이(8명), 뒷짐 지기, 팔짱끼기,

손동작의 의미와 같은 신체언어의 차이(3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위문화 범주에서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직접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48명의 조사대상자들이 당황하거나

불편하게 느꼈던 문제들은 말을 크게 한다(15명), 여자들도 술을 먹고

담배를 많이 핀다(12명),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다(5명), (남자들도)화장 짙게 한다(5명), 화를 내고 욕설을 잘

한다(4명), 기타 행위(4명), 목욕을 같이 한다(3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의 한국 사람의 행동문화에 대해 충격이나 불편함을 느낀

위의 내용들은 학습자들이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며 그들의 문화가 한국의 전형적인 문화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문화에서 선후배 사이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등의

위계질서(40명), 한국 사람이 지키는 예의, 격식이나 형식과 관련 의견이

38명, 그리고 한국인의 기타 성격적 특성에 관한 의견을 68명이

제시하였다.52)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냉정한 편이며

52) 한국 사람이 지키는 예의, 격식이나 형식과 관련 38명의 의견 중 처음에 만나는 사

람과 간격을 두어 또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가까이하기(친해지기)가 힘들다(19명),

격식을 차린다(15명), 친절하지 않아 그들의 공동체에 진입하기가 어렵다(5명)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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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차별을 가지고 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에 열정적이며 아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규칙·질서를

잘 지킨다,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조사되었다.

언어문화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을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렵게 만드

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들이 말하는 방식(23명)53), 인사법(12명), 호칭

법(9명), ‘맛있는 거 사 줄게’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사과하는 표현(9명),

격식을 차리거나 예의 바른 표현(8명), ‘먹다’와 같은 한 단어의 다양한

쓰임새(6명), ‘우리’라는 표현(6명), 우회적 표현(3), 문장 성분 생략(5), 축

약(3), 유행어(4명), 외래어(2명), 한자(1명), 문법(2명)이나 기타 표현 특

성(10명)으로 조사되었다. 언어문화에서 학습자들이 겪은 이러한 어려움

은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차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2장의 문화

유형에 관한 내용과 3장의 학습자들의 반응 분석에서 다룰 예정이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인 가족 관계, 직장 관계, 기타 친교 관계54)라는 3가지 주제의 텔레

비전 드라마 중 언어문화, 행위문화, 가치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위에서 정

리한 것처럼 가장 많은 문제를 겪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장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

국 문화 수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텔레비

전의 장르를 선택하였으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설계로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 문화와 접촉하며 가장 힘들어했

던 내용을 위주로 텔레비전 드라마 장면을 선정하였다.

이 있었다. 기타 한국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타문화에서 온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12명), 화를 잘 낸다(11명),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

(9명),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는 등 시간관념(9명), 형식·외모를 중시하다(8명)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친절하지 않아 그들의 공동체에 진입하기가 어렵다(5명),

기타 의견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하다(5명), 정직하다(2명), 열정적이고 배려심

많다(4명), 일을 중시하고 열심히 한다(2명), 공식 장소의 태도, 칭찬 좋아한다, 알뜰

하다, 말을 많이 한다, 규칙적이다, 자신이 넘치다,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는 등이다.

53) 이외에 말하는 사람의 속도, 크기,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23명이 한국 사람들은 말 빨

리 하고 크게 해서 싸우고 있는 것같이 느끼게 한다는 것, 얼굴 표정이 다양하다. 한 문

장에 여러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 등으로 자신이 느꼈던 문제점들을 밝혀주었다.

54) ‘남녀 사랑’관련 주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문화 학습 내용에 적절하지 못 할 것

으로 판단하여 시청할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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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예비 반응조사와 본 반응조사에서 시청하게 될 텔레비전

드라마의 선정기준으로는 드 카를로(M. De Carlo)55)를 참조하였다. 첫

째, 선정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문화적응에 중점을 둔 문화교육 내용에

적절한가와 드라마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문화 차이나 유사성으로 인해

그 어떤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가의 적절성(pertinence) 기준이다. 둘째,

수행성(performativite)인데 이는 학생들의 참여나 이해정도를 예측 가능

한가의 기준이며 셋째는 학습 동기 유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습활동

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와 관련된 활용성(exploitabilite)의 기준이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고려할 때 학습자에게 제시한 학습 자료인 텔레

비전 드라마들은 ①예비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한국인과 접촉하는 과

정에 학습자들이 겪은 충격이나 오해, 의사소통 장애를 담는 장면이 있

어 교육 내용에 적절하고, ②인기드라마로 이미 시청자들로부터 검증되

어 학습 동기와 학습 활동 참가 유발 가능성이 높아 수행성 면에서 충분

하며, ③학습자들의 현재 및 미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범

주인 ‘가족 관계’, ‘직장 관계’, ‘기타 친교 관계’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

는 것들로 다음 표에 기재된 텔레비전 드라마들을 베트남의 문화적 환경

과 비교가 용이하고 활용성이 높은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55) M. De Carlo, (L’)interculturel Interculturel,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2011,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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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 분량 시청내용의 주제56) 비고

내 딸 서영이

(50부작- KBS2)

제2회

S#38

- 한국의 술 문화

- 한국어의 호칭
예비 반응조사

넝쿨째 굴러온 당신

(58부작-KBS2)

제1회

S#1, S#2

- 한국의 명절 문화(추석)

- 한국의 가족관계(어른의 역할,

고부갈등, 아들 선호사상)

예비 반응조사

본 반응조사

직장의 신

(16부작-KBS2)

제1회 1

3:30~20:40

제2회

08:00~12:22

25:48~32:40

36:13~45:15

- 한국 직장 문화(출퇴근 시간

지키기, 선후배와 상사·직원 간의

관계, 정규직·계약직 차별, 회식

문화)

- 기타 친교 관계(감사·사과하기)

예비 반응조사

본 반응조사

별에서 온 그대

(21부작-SBS)

제1회

S#2, 15, 17, 20

제3회 S#10, 11

- 한국의 친교관계(인사, 호칭법,

선후배 관계, 술문화)

- 한국의 행위문화(신체언어,

예절의 동작)

본 반응조사

표 1-4. 조사 대상 텔레비전 드라마에 관한 정보

2) 예비 반응조사와 본 반응조사 개요

반응조사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 기간이 다른

베트남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 문화에 대한 반

응 양상을 탐색하였다. 그 후 각 한국어 학습 기간별로 대푯값을 구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반응 능력 양상의 변화와 그 대푯값을 연결시켜

한국어 학습 기간의 장단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예비 반응조사와 본 반응조사에 참여한 반응조사 대상자들은 각각 한

국어 학습시간이 다른 학습자들이다. 한국어 학습 시간이 가장 적은 대

상 그룹인 2학년 학습자 그룹은 2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으

며 학습 시간이 가장 긴 대상 그룹인 4학년 그룹은 4년에 걸쳐서 한국어

를 학습하였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56) 시청 내용은 언어문화에서 한국어의 교유한 특성인 인사·호칭법, 예의 바른 표현법,

감사·사과 표현을, 행위문화에서 신체 언어(장난 할 때 머리를 친다), 여자들이 술을

마시는 일 등을, 가치문화에서는 위계질서, 시간관념, 근무태도 등의 내용을 예비 설

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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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 기간 조사 시간

조사 대상의

한국어 학습

기간57)

학습자

수58)
수집 데이터59)

예비

반응

조사

2013.05.09~

2013.05.12 90분*8차시
2년 26명 녹음 자료 약 140분

녹화 자료 약 90분

설문지 및 수업평가서3년 10명

본

반응

조사

2015.01.28~

2015.02.02
120분*10차시

2년 84명 녹음 자료 약 200분

녹화 자료 약 110분

설문지 및 수업평가서3년 86명

2016.05.26.~

2016.05.31
90분*3차시 4년 66명

녹음 자료 약 60분

설문지

표 1-5. 학습자들의 반응조사 정보

(1) 예비 반응조사 설계

예비 반응조사는 2013년 5월에 실행되었는데 조사대상은 한국어 수준이

중·고급이며 한국어 학습 시간이 2년과 3년이 된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학습자 36명이었다. 3학년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수준이

토픽(Topik) 2급에 해당하며 4학년 학습자 한국어 능력 수준이 토픽(Topik)

3급에 해당한 초·중급 학습자들이다. 예비 반응조사 진행 방법은 자막 없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한 후 자연스럽게 교사와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심층 면담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습자들이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지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와 수업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예비 반응조사에서의 한계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핵심 단어 및 표현을

57) 개인기호는 학년(로마숫자)_개인번호, 그룹기호는 학년 또한 한국어 학습 기간 (로마

숫자)-반명(숫자)_그룹번호(Gx), 학습자 간 토론 자료는 DIS, 교사와 학습자 간 토론

자료는 TS_DIS로 기호화하였다.

58) 본 반응조사는 같은 학급 반 대상으로 2, 3차례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 학습자 수가

매번 달라지는데 이 표에서 최고치를 기재하기로 한다.

59) 수집한 녹화 자료와 녹음 자료는 드라마 시청 시간과 교사 설명 시간을 제외 시켰고

교사와 학생의 질문 응답 시간과 학생의 토론 시간만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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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 왔지만, 예상하는 만큼 학습자들이 드라마 대사를 알아듣지

못했다. 따라서 반응조사수업 시간은 대부분 단어나 표현의 뜻을

설명하거나 대화 내용을 설명하는 데 많이 소비되었다. 결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이나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

하였다. 따라서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충분히 관찰하고 수집하지 못 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 선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한 「내 딸

서영이」의 일부 내용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과 겹친 내용 부분이

있어 심층 면담과 토론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지 못하였다.

(2) 본 반응조사 설계

본 반응조사에서는 예비 반응조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한국어 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구하지 못한 대신 텔레비전 드라마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구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어 자막과 같이 제공된

텔레비전 드라마로 준비하였다. 학습자들에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시도해봤다. 텔레비전 드라마 자막 없이, 베트남어

자막과 함께, 그리고 드라마 스크립트와 같이 제공하여 보여주었다.

본 반응조사에서는 이처럼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 대상도 한국어

학습 기간 변수를 보다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공부한지 4년이 된

4학년 학습자를 추가로 조사하여 학습 기간이 2년, 3년, 4년의 반응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학습자들의 반응조사 기간 당시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1학년 학생들은 다른 일정으로 반응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반응조사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2년, 3년, 4년인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2학년(84명), 3학년(86명)과 4학년(66명)으로 총

236명의 학습자에게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1차 본 반응조사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2년, 3년 학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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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2차는 추가로 한국어 학습 기간이 4년인 학습자들에게

실시하였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드라마에 나타난 배경과 상황, 각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해서 볼 것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눈여겨볼 것을 주문하였다.

예비 반응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시청한 「내 딸 서영이」를 본

반응조사에서「별에서 온 그대」로 대신 선택한 이유는 보다 더 다양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사례에서 설정된 맥락·환경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별에서 온 그대」는 또한 최신 인기

작품이므로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본 반응조사는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직장의 신」,

「별에서 온 그대」 내용 중에 가족·직장·친교 관계라는 다양한 주제 중

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을 약 5～10분의 길이로 선정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낯선

환경을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이 문화 환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 씻는 것, 입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시간, 주위 환경,

여가 함께 하기 등 일상의 활동들을 보게 된다.60)

구체적 반응조사 활동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 시청 전과 후 학습자의

태도·지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시청 전, 시청 후 과정에 관한 내용의

설문지를 보조 수단으로 작성하게 하며, 참여관찰, 개별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을 포함한 질적 기법으로 연구 진행하고 자료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진 학습 주제에

대해 그룹별로 토론하게 하였다. 그 과정을 교사가 참여 관찰하기도

하며 그룹 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토론한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끝으로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베트남 문화를 떠올리게 하며 한국

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고 정리하였다. 그 외에

베트남 학습자들의 수동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각각의 토론자가 그룹 토론

시 제시하지 못한 개별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60) A. Holliday,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양은미 옮김,『문화 간

의사소통 이해하기: 문화 문법 협상하기』, 한국 문화사, 2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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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사후 분석하고 개별 인터뷰도 같이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과

토론 과정은 전부 녹음·녹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 학습자 반응 분석 단계 및 방법

수집한 데이터들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문화적응, 문화 학습

모형의 이론에 따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들을 프레임 분석 방법론(framing

analysis)으로 살펴보았다. 프레임 분석 방법론은 프레임의 명료화,

프레임의 강화 분석, 프레임의 확대 분석, 프레임의 변형과 재구성

분석의 단계61)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본 연구의 관점에서

차용을 하면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프레임의 명료화 단계는 학습자의 기존 문화에 대한 프레임이

형성된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문제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레임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 베트남 학습자의

기존 프레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

반응조사와 본 반응조사를 통해 분석 대상의 표면화된 기존 가치 체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프레임의 강화·확대 분석 단계이다. 형성된 기존의 프레임이 각

학습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강조되며, 그리고 자신의 인식의 지

지 기반을 어떻게 넓혀 나갔는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즉 프레임의 강

조된 특정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선택적 주목 사항과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고하게 확립된 프레임을 이해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단계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존 프레임과 접

촉시킴으로써 다양한 반응과 대응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는

단계로서 학습 기간과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

된 실체 프레임(substantive frame)을 분석하게 된다.

61) 프레임 분석 방법의 단계에 관하여 최종술, 「프레임 분석 방법론의 모색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2집 2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147-149면 인용.



- 27 -

셋째, 학습자들의 반응에 의해 재구성된 프레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환 또는 변형된 프레임을 분석하여 새롭게 해석, 이해

한다. 확장되어 형성된 프레임은 항상 고정되어 있거나 무조건 수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프레임에 의해 반격을 받거나 계속 도전을 받고, 새로

운 프레임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 단계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에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적 방안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프레임이 실체 프레임을 걸쳐 새로운 프레임, 즉 변형 프레임으로 변화

되는 단계이다. 즉 새로운 프레임에 내포된 의미의 이해를 통해 기존 프

레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조정 활동

에 의해 또 다른 변형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보이는 각각의 문화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 양상들의 특징과 그 반응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여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한 한국 문화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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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전제

이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베트남 학습자

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세 가지 내용을 밝

히고자 한다. 첫째, 한국 문화교육 제재로서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가 적

절한 매체이라는 점이다. 1절에서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문화교

육 제재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적절성을 논의할 것이

다. 둘째, 문화 차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문화 개념과 문

화 충격을 극복하는 문화적응 과정의 구조적 특성이다. 즉 이를 2절에서

다룰 것이다. 셋째,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3절에서 고찰할 것이다.

1.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와 한국 문화교육

이 절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복합양식 매체와 대중매체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밝히고 한국 문화교육 제재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적

절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다양한 매체가 등장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

을 획득하고 수용하는 언어 양식은 그 양식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졌다. 현대 사회의 제반 매체 즉 신문·잡지·텔레비전, 영화·인터넷 등에서

인간의 의사는 단순히 말이나 글을 통해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이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의 다종다양한 시각적 기호와 영상언어가

결합되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텔레비전은

바로 이러한 현대 의사소통 매체 중 문자언어(자막), 음성언어, 음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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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영상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복합양식의 매체이다. 현대의

과학기술 덕분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

하였고 국경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1). 이 과

정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지구촌 곳곳으로 상

호교차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복합양식의 매체인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언어

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이용하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호의 차원으로 확대되

어가는 통합적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영상미디어 활용의 효과를

입증해주는 이론을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 CLT)과

이중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 DCT)을 들 수 있다.

인지부하이론(CLT)에서는 작업기억은 제한적이지만 청각과 시각적 방식

제시를 혼합함으로써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보가 비디오와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시각적으로만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보다 더 인식 자원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교육 제제로 영상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문자텍스트

제제보다 더 효과적임을 입증해준다. 인지부하이론의 한 적용으로서의

분리-주목 효과에서는 동일한 양식(즉 시각·비디오, 텍스트)으로 이질적

정보자원을 제시하면 학습자들의 주의가 분산되어 인식 처리과정에 심한

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 약간의 정보 자원만 인식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보를 두 개의 다른 양식으로(청각 그리고 시각) 제시하면

복합적인 처리, 저장, 추출방법이 제공됨으로써 인식부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지부하는 사용자가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내용을

처리할 때에 어느 정도로 자신의 인지적 자원을 투입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인지적 노력의 정도 혹은 활성기억고(active memory storage)

1)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3rd ed.), 차
재호·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2014,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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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이론은 교육용 영상자료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본다.2)

이중부호화 이론은 패비오(Allan Paivio)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인지처리 과정에서 비언어적 측면이 언어적 측면과 함께 다 같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대상을 인지하고

이어서 인지한 대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두 종류의

하위 인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여, 한 시스템이 언어적 부호를 처리할

때, 다른 시스템은 비언어적 부호를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비언어적인 부호는 소리, 모양, 행위, 감정 등 특정 대상과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듣거나 읽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장기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부호로만 읽거나 듣기 보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실체, 사진,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보거나

또는 독자 스스로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즉 정보가 그림과 언어의 두 가지 형태로 함께

제시되면, 마음은 ①정보를 연상하는 한 가지 이상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부호 체계를 형성하게 되며 ②아마도, 하나의 체계에서보다 두

체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인식, 처리하고 ③특정 유형의 정보(즉 구두

혹은 형상과 가장 잘 소통하는 체계에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3)

정보의 이중적 제시는 이중부호이론과 인지부하이론에 따라 학습을

촉진시킨다. 이중부호 이론은 두 개의 인식체계에서 어떻게 정보가

드러나고 가공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이는 정보가 말과 그림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될 때 학습이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

인지부하이론은 이중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이중부호 이론이 옹호하는

개념인 복수의 정보처리, 저장, 추출방법이 제시되므로, 정보가 처리될

때 작용하는 제한적 기억용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2) S. S. Hernandez, The effects of video and captioned text and the influence of verbal

and spatial abilities on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in a multimedia
learning environment, New York University 박사학위 논문, 2004, 5-7면.

3) M. Sadoski & A. Paivio, Imagery and text: a dual coding theory of reading and
writing, Mahwah, N.J:L, Erlbaum Associates;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1,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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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특히 문화교육 제제로 영상자료를 선택할 때 문자 텍스트

제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입증해주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본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또한 서사물이면서 사회·문화적 현상이 잘 드러나

는 대중문화로서 강한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언어문화적 특성을 가지

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 대중문화

의 열풍(한류)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상품의 우수성 덕분에 외

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며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다. 2000

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의 중심이 되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

인의 일상성과 현실성을 드러내며, 한국 사회의 풍경과 다양한 사회·문

화적 코드를 반영한다.

한국인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하여 세상 밖과 소통하고 집안에서

안식을 찾으며 이러한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인

의 꿈과 현실을 보여 주는,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4) 따

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살아있는 한국어 대사와 이야기가 작위적인 한

국어 교재 텍스트 내용보다 한국적 문화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기

회가 거의 없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 실용적인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재성, 현장성이 뛰어나고, 일상 언어로 수신자와 간접적으로 의사소통

하기 때문에5) 그만큼 텔레비전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데, 효율적인 교

수·학습 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한국 문화교육 제재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한국의 국어교육에서는 현대의 주류 소통언어와 소통 방식으로 부상

하고 있는 매체언어(media language)를 이용한 국어 능력의 신장을 교

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체언어 교육도 소통과 소통을 통한 문화능력

4) 양승국, 「한국 대중문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서울

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연구소·언어교육원 공편, 아카넷, 2014, 568-573면.

5) 이미향 외, 『한국어교육과 매체언어』, 역락, 2013, 4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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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

언어교육에 있어서 매체 활용에 대한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

증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표적인 시청각 교육매체인 비디오, 영

화, DVD 같은 수단을 통해 상호문화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시연하는 동시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특

히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비디오의 길이는 약 10분이 적절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영화 같은 시청각 자료는 생생한 음성과 영상으로 다른 문

화의 실제 삶의 상황과 그 문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생성케 해 준다.

아울러 시청각 자료 활용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비전문적이고 질이 낮은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사가 제시된 영상 내

용을 적절히 소개하지 못하거나 의도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적

절한 토론을 이끌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문화교

육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하지만 시청각 자료 활용을 통한 언어와 상호문화교육의 장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시청각 자료는 상호문화 교육의 참여자들의 느

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교실 안에서 사실상 재현하기 곤란한

주제를 다루는 데 용이하다. 또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재생할 수 있

으며 내용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든 학습 유형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

례 연구와 비판적 사건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7)

매체는 국민의 주의를 유도할 위치에 서 있는 한편, 또한 국민의

취향을 따르게 된다8). 텔레비전 드라마도 이처럼 국민이 읽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쓰고 제작하며 보여주어야 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가 그 나라의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6) 윤여탁 외,『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1-23면.

7) S. M. Fowler & J. Blohm, An analysis of methods for Intercultural training, D.

Landis, J. M. Bennett, M. J. Bennett(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ining(3rd
ed), Sage, 2004, 37-84면.

8)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4, 앞의 책,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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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이며 사회문화적 배경의 반영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는 어떠한 사회와 그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보여주는 풍성하고도 다양한 문화 학습 자료의 원천

(source)이 된다. 또한 한국 드라마속의 대사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담론의 재현이며 실제적이고 세밀한 언어이다. 이와 같은

대사는 배우의 몸짓이나 낯빛, 그리고 자세한 상황과 함께 주어진다.

대사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나타내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드라마의

사건을 펼쳐 나가므로 드라마의 구성요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영상으로 제시되어 맥락적 상황에

구체성을 불어넣어 주는 좋은 한국 문화의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음성, 소리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외모, 설정된

배경, 공간, 비언어적 행위 등이 표현되어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 한국의 문화교육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재제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류의 주력인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특히 더 좋은 문화교육 제재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오락적 수단일 뿐이라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 문화 교육제재라는 새로운

교육적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상영

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 듣기 훈련과 어휘

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도로 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

습자들조차도 한국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문화 간 의사소통적인 접근 방법

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미와 취미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

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즉, 한국어교육에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과 문

화교육은 매체를 다루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제공하

고, 수업 자료를 선정하는 등 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사용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 학습자로 하여금 텔레비

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드라마 스토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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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즐기는)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대화,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 대한 논쟁을 하게 하여 텔

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인식한 한국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국문화 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

험 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능력을 높이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 비교를 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상호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 음성과 영상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로 야기 될 수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적절한 영상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한국어 학습자에게 오락적 수단

이 아닌 한국문화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잘 활용하면 텔레비전 드라마

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교육 제재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현장에

서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각 학습자료 중의 하나

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최적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베트남에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어 학습자

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중요제재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의 이론

이 절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미묘한 차이가 베트남 학습자들

이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 주요 장애 원인이라고 보고 문화

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관련 문화 개념을 고찰할 것

이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III장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한 한국 문

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베트남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구조를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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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반 심리학적 문화적응 이론과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 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을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1) 문화, 프레임과 문화유형

(1) 문화와 프레임

타일러는 문화는 민족지학적 의미에서 지식, 종교, 예술, 도덕, 법률,

풍습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

등을 망라하는 복합체라고 정의하였다.9) 상호문화 관점의 UNESCO 지

침서10)에서는 문화를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하면서 서로를 인식하는 전체적인 표지로 정의하고, 문화

가 한 사회나 사회적 그룹이 구별되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감성

적인 요소들의 세트로 간주되며 여기에 예술, 문학, 삶의 방식, 모둠 살

이 방식, 가치 체계, 전통 그리고 신념들이 더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문화를 이야기 할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사고, 신념, 느

낌, 행동의 방식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언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문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이 사회적 요소들이나 개인적 요소들 등과 같이 다양하게 포함한다.

상호문화 관점에서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문화이

론은 대표적으로 홀(E. T. Hall)과 호프스테드(G. Hofstede)가 있다. 홀

은 의사소통 모델에 입각하여 문화 이론을 전개시켰다. 문화를 그 총체

성에서 의사소통 체계의 한 형태로 다루었으며 문화가 인간의 매체라고

강조하였다. 인간의 삶은 어떤 면으로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9) E. B. Tylor, P rimitive Culture: Research into a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Language, Are and Custom, J. Murray, 1871, in Klopt, Intercultural
encounters, the fundamental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5th ed.), Morton
Publishing company, 2001, 28면 재인용.

10)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UNESCO, 2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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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된다. 홀은 문화가 사람들이 감정표현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자

기를 나타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위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는가, 교통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기능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와 정치

체제가 구성되어 기능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문화를 가

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11)

호프스테드는 수십 년 동안 모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화 차이 속에

존재하는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배워

온 일정한 형태의 생각이나 느낌, 잠재적 행동을 자기의식 속에 내장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에 비유되어

정신 프로그램(mental program) 또는 정신의 소프트웨어(software of

mind)라고 불리며, 문화는 이러한 정신의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된다. 한

개인의 정신 프로그램은 자신이 자라면서 생활경험을 축적해온 사회 환

경 속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초의 정신 프로그램의 입력은 가족 내에서

비롯되어, 이웃, 학교, 서클, 직장, 지역사회로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 호

프스테드에 따르면 정신 프로그램을 습득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면 정신

프로그램도 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호프스테드는 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범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여타의 다른 집단 또는 범주의

구성원들과 구별 짓는 집단적 정신 프로그램으로, 문화는 학습이 되는

것이지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12)

문화에 대한 이상의 개념들을 취합해 보았을 때 서로 다른 사회의 구

성원들, 사회적 그룹,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하게 하는 요소들이 복

합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문화를 형성하며 한 개인, 한 사회 집단

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속한 정신적, 물

리적, 지적, 감성적, 예술, 문학,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같은 큰 범

주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익혀온 생활 경험의 하위 범주에 이

르기까지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본 연구에서는 각각 하나의 ‘프레임’

11) E. T. Hall, Beyond Culture, 최효선 옮김,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2000, 39면.

12)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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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즉, 한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고

의 프레임’, ‘행동의 프레임’, ‘감성적 프레임’, ‘가치세계의 프레임’, ‘전통

의 프레임’, ‘가족의 프레임’, ‘학교의 프레임’, ‘직장의 프레임’ 등으로 수

많은 프레임에 둘러 싸여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들을 포괄적으로 ‘문화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프레임(frame)이라는 개념은 일찍이 고프만(E. Goffman)이 사회과학

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프레임(natural frameworks)과 사회의 프레임

(social frameworks)을 포함한 기본 프레임(primary frameworks)의 개념

을 제시하며 사용된 바 있다. ‘자연의 프레임’은 순수한 물리적인 프레임

을 말하며 ‘사회의 프레임’은 사회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의지, 목적 그리

고 정보, 중요 기관, 인간이 되게 하는 중요 요소의 통제 노력을 통합하

는 사건들의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13) 최근에 프레임의 개념은 고프만의

제한된 사용을 넘어서 인지언어학, 사회학, 사회운동, 정치, 매스커뮤니케

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프레임은 한 사회적 상황에 참

여한 개인들의 의도나 그들의 담화 내용과 독립적인 상황 그 자체의 구

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해석의 프레임’, 혹은 ‘도식’, 상황에 대

한 설명적 ‘관점’을 포함한다.

한 개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틀림없는 사실적 내용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농담이나 실수, 혹은 오해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의미는 대화 당사자의 의도를 포함해서 대화의 맥락

을 인식하고 있는 ‘해석의 프레임’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사

회조직, 혹은 각 조직의 기본적인 프레임에 따라, 프레임의 이용자는 무수

히 많은 구체적인 사건을 프레임에 의해 규정된 한계 내에서 의식하고, 지

각하고, 확인하고 규정한다. 프레임이 ‘해석의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의사소통 당사자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맥락에 대

한 지식이 상황을 규정하는 전체적인 상호작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프레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대화 당사자의

의도를 포함한 상호작용의 전체적 의미는 파악되지 않는다.14)

13) E. Goffman,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per Colophon Books, 1974, 2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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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학에서는 필모어(C. J. Fillmore)가 프레임의 개념을 “지식의

통합적 체계 또는 경험의 도식화로 여기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속하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프레임이란 문화적 관례, 세상에 대한 믿음, 공유된 경험,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사물을 보는 방식 등에 대한 특정한 이해로서 “하나

의 프레임에 속한 개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의 구조 전

체를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개념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15)

이처럼 ‘프레임’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낱말

‘mother’(어머니)는 유전적 프레임과 사회적 프레임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프레임에 속한다. ‘누구의 어머니’라고 할 때는 생물학적 관계를 지시하지

만 ‘(누가) 어머니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머니가 되기

에 생물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즉, 우리

가 어머니를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어떤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

문에 여기에서는 원칙상 사회적 프레임이 유효하다. ‘(누가) (누구의) 친

어머니¹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어머니²이다’의 표현에서는 어머니¹이 유

전적 프레임에 놓여 있는 반면 어머니²가 사회적 프레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프레임의 개념은 개념적 차원이며 또한 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원에서 특정한 낱말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그 낱말이 해석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의미에 기여하는 복합

적인 일련의 연상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하여도 그 현상이

서로 다른 프레임에 놓이게 되면 때때로 다른 낱말에 의해 지시된다.16)

레이코프(G. Lakoff)은 필모어의 문장 단위의 프레임 개념을 언어 분

야를 넘어서 사회 분야, 특히 정치 분야로 더 확장하여 프레임은 세계에

대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프레임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14) 이준웅,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제29권, 성곡

언론문화재단, 2000, 88-89면.

15) C. J. Fillmore, Frame Semantics, Linguistic Society of Korea(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Hanshin, 1982, 111면.

16) D. Lee, Cognitive linguistics, 임지룡·김동환 옮김,『인지언어학 입문』, 한국 문화사,

2003, 1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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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17) 레이코프는

프레임은 경계가 있어 제한된 범위의 정신 구조이며, 그 내부 조직은 체

계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람들의 모든 사고는 개념적 프레임을 사용한

다고도 덧붙였다.18)

‘문화 프레임’은 또한 지식의 체계와 관련이 있어 배경지식으로 기능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일이 프레임 구성(framing)이

다. 또한 학습자들이 놓여지는 ‘문화 프레임’에 따라 행동과 사고가 달라

지는데, 목표어 문화를 학습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목표어

문화의 프레임과 불일치할 때 충돌이 일어난다. 즉, 자신의 배경지식에

없는 새로운 것들과 당면하게 될 때 문화 충격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것을 수

용하고 적응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는 프레임 재구성

(reframing)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레임은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

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며 프레임을 재구성 하는 것은 개인이 세

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해당한다.19)

위의 논의처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따라서 그 개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고자 할 때

기존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IV장에서 한국

문화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와 문화 프레임, 프레임 구성, 프

레임 재구성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17) G. Lakoff & the Rockridge Institute,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나익주 옮김, 『프레임 전쟁 -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창비, 2007, 45-46면.

18) G. Lakoff, Whose freedom, 나익주 옮김,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웅진 지식하우

스, 2010, 17-18면.

19) G. Lakoff,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 and frame, the debate: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미국의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삼인, 2006,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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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형

상호문화 연구에서 문화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행동유형들을 분석하는 분

류법을 고안한 연구자는 대표적으로 홀(E. T. Hall), 호프스테드(G. Hofstede)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화 유형에 관련 이론을 고찰하여 이를 근거로 Ⅲ

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홀의 문화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는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가 있다.20) 맥락이란 한 사람이 속한 세계를 말하는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 전체에 관해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는 그 행동이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홀은 문화에서의 맥락의 중요

성을 늘 강조하였으며 의미와 맥락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

였다. 맥락도가 의사소통의 성격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모

든 행위(상징적인 행위를 포함하여)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내재

적인 맥락화(contexting) 능력에 의해 메시지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

는 것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맥락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맥락도가 높은 상호작용에서는 수신자와 그 배경에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깔려있고, 전달된 메시지 자체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겨있다. 반대로 맥락

도가 낮은 상호작용에서는 맥락(내재적 및 외재적)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

충하기 위한 정보들이 전달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

고맥락과 저맥락 체계의 특징에 대해 덧붙여 홀은 맥락도가 낮은

체계일수록 행동의 방향성이나 초점이 불분명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되며

그 제도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진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대개

맥락도가 높은 체계는 그 기반이 동요되는 일이 없이 행동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맥락의 의사소통은 흔히 예술 형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의사소통은 결합력과 응집력을 부여하며 수명이

길고 잘 변하지 않지만 저맥락의 의사소통은 결합시키는 작용이 없고

쉽사리 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20) 이하 홀의 맥락도에 관한 설명은 E. T. Hall, Beyond Culture, 최효선 역,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2000, 39-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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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맥락 문화는 또한 저맥락 문화에 비해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의 구별이 훨씬 분명하다. 고맥락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저맥락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들보다도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고맥락 체계에서는 의식적으로 조작된 판례에 좌우되는 일이

없다. 또한 맥락도가 아주 높은 제도는 그 정의 자체에 의해 저맥락의

제도에 비해 훨씬 많은 사항을 고려한다.

제도적으로 볼 때, 저맥락 체계의 결함은 특히 복합 사회에서 그

구성원(인구)이 증가함에 따라 다루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저맥락의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할 여유가 없다. 또한 저맥락

문화에서 책임감이란 조직을 통해 파급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가 어려우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도’가 자신을 보호해주리라 생각한다. 조직의 경우

해결책은 다소 애매하지만 여전히 고맥락적 규칙이 적용되는 것 같으며

저맥락에서 고맥락으로 갈수록 선택과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

호프스테드는 국가 간 문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의 6차원을 개

발하여 각 나라의 문화가치를 측정하였다. 호프스테드21)의 문화 차원에

따른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 간 차이는 다음의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한국과 베트남 문화 비교

21)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79-334면 참조.



- 42 -

도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권력거리

(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장기지향성

(Long Term Orientation), 자제·자적(Indulgence·Restraint)의 순으로 차

이가 나타나며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와 남성성·

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차원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큰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22)

먼저 권력거리는 사회 속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이는 국

가 내의 사회계층, 교육수준, 직종, 학교, 직장에서의 권력거리를 반영하

며 그 국가의 정부,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권력거리는 또한 부하들이 상

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감정적 거리에 관한 것이다. 권력거리 지

수는 한 국가에서의 의존관계를 말해주는데 지수의 크기에 따라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크기가 달라진다.

권력거리 지수 PDI(Power Distance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 점수가 각각 60점과 70점으로 계층 사회이며 사람들은 계

층 질서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소속된 계층에서 위치가 있으며 더 이상의

정당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의 위계는 내재

된 불평등, 중앙 집중의 보편화를 반영하며 하부 계층에서는 행동 지침

을 부여 받고 이상적 지도자는 일종의 자애로운 군주로 간주된다. 베트

남에서 지도력에의 도전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서의 전자는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이

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계 가족을 돌보면 되는 것으로 생

각한다. 후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속력이 강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일생동안 무조건적으로 내집단에 충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집단이 개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개인주의는 사

회의 개인주의 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국가 비교 연구에서 많이 활용

된다. 또한 개인주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고, 가정,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타나며, 인터넷, 정부, 사상과 관련이 있다.

개인주의 지수 IDV(Individualism)에 대해서는 한국과 베트남 점수가

22) 이하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에 관한 설명은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4, 앞의 책, 79-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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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점과 18점으로 집단주의 사회로 간주되며, 이는 가족, 확장된 가족

또는 확장된 관계 등의 구성원 집단의 밀착된 장기간 헌신에서 분명해진

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충성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어떤 사회 규율

이나 규정에 우선한다. 이 사회는 모두가 동료 구성원에게 책임을 지는

강력한 관계를 조성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범죄는 수치심과 체면의

상실로 이어지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가족 간의 유대처럼 도덕적

관계로 인식되고 고용과 승진의 결정에는 피고용인 내부집단이 고려되며

관리는 집단의 관리를 뜻한다. 집단주의 사회는 고맥락적 의사소통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 호프스테드의 주장이다.23) 즉, 호프스테드의 이론에 따르

면 한국은 베트남보다 개인주의적이며 고맥락 문화에 속한다.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와 같은 남녀 역할 유형의 안정성은 사회

화의 문제인데, 남성성 여성성 차원이 잘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이 차원

이 국가의 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데에 있다. 개인은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지만 국가문화는 어느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우세하다.

한국과 베트남은 남성성·여성성 지수 MAS(Masculinity)에서 39점과

40점으로 여성적 사회로 간주된다. 여성적 국가에서 중점은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데 주어지며, 관리자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

들은 평등, 연대와 노동 생활의 질을 소중히 여긴다. 갈등은 타협과 협상

으로 해결되고 여가시간과 유연성 같은 포상이 선호된다. 초점은 복지에

맞춰져 있고 지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유능한 관리자는 조력자이며 의사

결정은 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불확실성 회피문화와 수용문화에서의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

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가 번영하면 개인주의가 지지되고 불확실성 회

피성향이 가난한 자들의 집단주의와 강하게 결합될 가능성은 약화된다.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인 UAI(Uncertainty Avoidance Index)가

85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높

은 불확실성 회피성을 보이는 나라는 견고한 신념과 행위규범을 유지하

23)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4, 앞의 책,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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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단적 행위와 사상에 비관용적이다. 베트남은 이 분야 30점으로 불

확실성 회피에서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는 좀 더 느슨한 태도

를 유지하며, 관행이 원칙에 앞서서 고규범의 일탈이 쉽게 용인된다.

장기지향 문화와 단기지향 문화의 차원에서 장기지향은 미래의 보상

을 지향하는 미덕의 수양을 의미한다. 특히 끈기와 절약 가치에서 그렇

다. 단기지향은 과거 및 현재와 연관된 미덕의 수양을 의미하며 특히 전

통 존중. 체면유지, 사회적 의무의 이행가치에서 그렇다.

장기지향 지수 LTO(Long Term Orientation)에서 한국은 100점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장기지향적인 사회의 하나이다. 하나의 유일한 전능한

신의 개념은 한국에 친숙하지 않다. 사람들은 도덕과 실제적인 좋은 사

례들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57점을 받은 베트남은 실용적 문화를 만들

고 있다. 실용적 목표를 가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진실은 많은 경우에 상

황, 문맥과 시간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베트남 사람들은 변화된 조건에

전통을 쉽게 적용시키는 능력,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절약하고 인내하며

저축하고 투자하는 강력한 성향을 보여준다.

자적(自適) 문화와 자제 문화 차원에서 자적은 재미있게 지내기, 삶

즐기기와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 자연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

운 충족을 허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적과 반대의 극. 즉 자제는 그러

한 욕구 충족이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억제될 필요가 있

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자적·자제 지수 IND(Indulgence versus

Restraint) 29점을 획득한 한국과 35점의 베트남은 자적 사회의 하나로

보인다. 이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사회는 냉소주의와 염세주의의

경향이 있다. 또한 자적 사회와 대조적으로 자제적 사회는 여가시간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자기 욕구 만족을 통제한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들

은 자기들의 행동이 사회규범에 따라 제한된다는 인식이 있고 스스로에

게 관대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다.

이처럼 호프스테드의 문화 6차원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과 베트남 문

화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홀과 호프스테드의 문화

개념은 어떤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분하게 하는 그 문화만의 고유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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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하나의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권 구성원들과 다른 행동과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III장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여준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

자들의 반응 양상을 살펴볼 것인데 문화 이질성과 동질성으로 인해 나타

난 반응들을 분석하기 위해 홀과 호프스테드의 문화 구조와 특성을 설명

해주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활용할 것이다.

2) 문화 간 접촉, 문화적응과 문화 학습

(1) 문화 간 접촉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목표어를 학습하는 동안 목표 문화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즉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학습이라는 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문화 간 접촉이 자연

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

과 한국 문화를 접촉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문화 간 접촉과 그 결과인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

고자 한다.

문화 접촉(culture contact) 혹은 문화 간 접촉(intercultural contact)

은 두 가지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위 집

단을 가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 내 접촉

(within-society contact)”이며, 다른 하나는, “한 사회의 사람이 다른 나

라에 일이나 여행, 유학 등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발생하는

사회 간 접촉(between-society contact)”이다.24) 문화 간 접촉에 관한 대

부분의 연구는 사회 간 접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세계화

(globalization)로 유학생, 해외 파견자 등 사회 간 접촉이 급속하게 늘어

나는 현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4) S. Bochner, The social psychology of cross-cultural relations, In S. Bochner (ed.),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International series in
ex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ume 1. Oxford: Pergamon, 1982,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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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접촉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동적인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다루기 위해서 정진경·양계민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모든 측면의 지식(물리적, 기술적, 기후적, 정치적, 법적, 교육적, 언

어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식)”의 습득과 적절한 적용이 중요한 과

제가 된다.25)

문화 간 접촉에는 형태가 유사한 심리적, 사회적 과정이 흔히 수반되

기 마련이다. 개인 수준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화 간 접촉은 한 사

람의 외국인과 새로운 문화 환경 간의 만남이다. 예를 들면, 개인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한국 사람과 만나고, 한국인의 공

동체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호프스테드26)에 의하면 한 사람의 외국 방문자와의 만남과는 달리 집

단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 간 만남은 집단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집단을

통한 문화 간 접촉은 상식과 달리 자동적으로 상호 간 이해를 낳지는 않

는다. 그런 만남은 대개 각 집단이 타 집단 성원을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모든 중국인이 다 같아 보인다든가 모든 스크틀랜드 사람은 다 인색

하다는 식이다.

타 집단 성원에 관한 타가 고정관념(heterostereotype)과는 달리 자가

고정관념(autostereotype)은 자기 집단 성원에 관한 것이다. 그런 고정관

념은 실제 사건의 지각까지 바꾸어 놓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집단

성원 중 한 사람이 타 집단 성원을 공격한 경우, 자가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의 경우 실제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라

는 식으로 진실로 믿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충성의 대가로 보호를 제공하는 공고한

내집단 성원으로 평생 집단적 사회에 산다. 그런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집단은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외집단보다 한층 더 먼 외집

단이 된다. 따라서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 문화 간 경계선을 뛰어넘는

통합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보다 한층 더 힘들다.

25) 정진경·양계민, 앞의 논문, 2004, 115면.

26)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4, 앞의 책, 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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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든 집단 간이든 문화 간 접촉을 통해 곧바로 상호 간 이해

와 문화적응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고정관

념을 더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성공적

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문화 접촉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며 한국 문화와의 만남에서 보이는 개인의 반응 양상, 심

리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학습자 집단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

이는 대표적인 특징을 관찰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습

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에 작용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파악함

으로써,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문화와 접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

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접촉을 통해 야기

되는 장애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도출하고자 함이 본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국어 학습자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반응조사 집단 대상자를 통해 실시한 “한국 문

화와 접촉하는 경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90.1%가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한국인 교사와 접촉했던 일이 주요 경로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83.3%가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응답 수 응답 비율

한국어 수업 시간의 한국인 교사 203 90.9%

대중 매체 186 83.3%

한국 대학생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165 74.2%

한국인 친구 142 63.6%

아르바이트(관광 안내, 통역 등) 135 60.6%

베트남어 과외 105 47%

기타 0 0%

표 2-1.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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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표를 통해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경

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

중 대다수는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문화 간 접촉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문제

는 언어의 차이, 외국인 교사와 학생이 자란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

형태의 차이, 인지능력의 차이, 교사의 불필요한 자료의 사용, 교사와 학

습자가 속한 가족 형태, 출신이나 교육 체계와 같은 사회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27)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본 연구의 예비 설문조사 결과

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인의 행위문화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경험 중, 베

트남 학습자들이 식사 예절에 관한 문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충격을 많

이 받은 것은 한국인의 신체 행동에 관한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 21

명 중 15명이 수업 시간에 한국인 남성 교사가 머리를 장난으로 치는 행

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남성 교사의 이

러한 행동이 한국인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학습자들이

이런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고 불편해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학교

안에서의 문화 간 접촉은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2) 문화적응 구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접촉의 결과는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의 접촉

결과로 나타내는 문화적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적응 분야의

이론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의 개념, 문화적응 집단의 성격,

문화적응의 단계별 특징과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응을 위한 문화

학습과 관련 이론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7)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4, 앞의 책, 436-4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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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적응 개념

문화 접촉의 결과로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은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초창기에 문화 접촉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단

수준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초기의 연구들은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게 될 때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문화적응 과정의 단계에 비중을 둔 것이 많았다. 레드필드, 린턴,

헤르스코비츠(Redfield, Linton & Herskovits)는 문화적응을 “다른 문화

근원을 가진 개인 간의 지속되는 직접 접촉의 결과로 발생하는 변화”

라고 정의하였다.28) 베리(J. W. Berry)는 개인 수준에서 행동, 태도와

인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문화적응으로 보았는데, 그는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문화적응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집단 수준의 현상으로서의 문화적응(accultur

ation)”과 “개인수준의 현상으로서의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

uration)”을 구분하였다. 그 중에 전자는 새로운 문화와 대면한 결과로

드러난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뜻하고, 후자는 개인의 내면 심리에

야기되는 변화를 의미한다.29)

나. 문화적응 집단

베리가 정리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집단의 성격에 따라 문화접촉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문화적응 과정의 심리적 반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 집단의 성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집단

으로는 이민자, 체류자(유학생, 해외주재원 등), 난민, 토착민, 민족문화

28) R. Redfield, R. Linton & M. Herskovits,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ume 38, Issue 1, 1936, 149면.

29)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i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Applied Psychology(An International Review),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td., 1997, 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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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광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응 집단들은 3가지 요소에 의해

분류된다.30) 이 세 가지 요소는 자신이 새로운 문화로 옮겨갔느냐, 아니

면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는 이동성(mobility)의 요소, 문

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느냐는 자발성(voluntariness)의 요소, 그리고 얼

마나 오랫동안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거주할 것인가 하는 영속성

(permanence)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류 기준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사회로 이주하거나,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하러 온 한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한국 기업이나 주 베트남 한인 공동체에서 취직

또는 생활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문화로 옮겨간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은 새로운 문화로 옮겨간 ‘외국인’

또한 ‘초심자(newcomers)’ 집단과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자’ 또한 ‘토착민(indigenous peoples)’ 집단이라는 두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두 가지 문화적응 집단들 중 유학생(체류자) 집단이 첫

번째 유형의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과 성격이 가장 유사하다. 이

집단의 특징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특별한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 심리적 적응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성별, 나이, 성격

등이 있다.31) ‘외국인’으로서의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들 대부분은

한국의 직장이나 한인 공동체와 베트남 사회라는 두 가지의 문화·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베트남인들, 한국인들과

동시에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수용자 또는 토착민으로서의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문화적응은 필요하다. 문화적응은 집단적 소수자나 이주해간 사람들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집단을 수용한 주류 사회인에게도

30) Ibid., 8면.

31) 적응 용이성 순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어린 나이가 많은 나이보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성격일 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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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때문이다. 문화적응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으로 주류 사회 집단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하는 가장

극적인 경우가 토착민들의 경우”라고 밝혔다. 대부분 침략자들이 더

막강한 위계질서로 형성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토착민들은 더

수평적이고 느슨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동화 강요 정책의 결과, 많은 토착민들은 언어, 정체성,

생존기술 등을 잃고 주변화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32) 한국어

수용자로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사용자들에 의해 침략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보통 한국인 상사라는 새로운 지배

집단을 받아들이는 데도 적응을 해야 하므로 문화적응 과정의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하겠다.

다. 문화적응 과정

최근에 심리학에서 문화적응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용어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용어를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베리는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경험이 동일하거나 참여도가 같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문화적응 연구 분야에서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33)

그 이후에 문화적응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초기의 정의와는

달리 문화적응 결과 중 하나인 동화(assimilation)와 뒤섞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34)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누려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고, 쌍방의 변화를 거쳐 상호

32) 정진경·양계민, 앞의 논문, 2004, 107-115면.

33) J. W. Berry, 앞의 논문, 1997, 7면.

34) C. Camilleri and H. Malewska-Peyre, Socialization and identity strategies. In J.

W. Berry, P. R. Dasen and T. S. Saraswath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Allyn &
Bacon, 1997,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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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35)

외국인은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개

문화 충격을 체험한다고 한다. 문화 충격이란 용어는 문화인류학자

오베르그(Oberg)가 사용한 것으로 “문화 충격은 우리가 사회적 교제를

하는 데 잘 알고 있는 모든 기호와 상징을 상실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에 의해서 촉진된다”고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기호와 단서(cues)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와 태도를 정하는 수많은 방식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방식이란 주문 방법, 구매 방법, 반응하지 않을 때와

장소 등을 뜻한다. 오늘날 이런 단서는 말, 제스처, 얼굴 표정, 습관,

혹은 규범 등인데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습득한다.

그리고 이런 단서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념처럼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수많은 단서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단서의 대부분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한다.36)

호프스테드가 정의한 문화 개념에 따라 사람의 정신적 소프트웨어는

태어나서부터 습득되어 의식하지 못한 기본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외국인은 이국문화의 산물인 의식이나 상징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는 가치들을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새 환경에 대한 걱정, 무력감,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37)

아들러(P. Adler)는 문화 충격이 확실히 위기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

지만 여러 문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오묘한 학습 경험이며, 개인이 그

것을 체험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장과 학습, 변화를 깨우쳐 가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일련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문화 충격 과정의 결실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게

35) 정진경·양계민, 앞의 논문, 2006, 105면.

36) K. Oberg, Culture shock: adjustments to new culture environments, Practical
Anthology, 7. 1960, L. A. Samovar & R.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6th ed.), 정현숙 외 옮김,『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414면 재인용.

37)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2014, 앞의 책,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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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 상호 간 학습 경험은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문화에 의해 자신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조사하

게 하고 문화적으로 도출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 태도 및 견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38)

문화적응 분야를 다룬 연구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네 단계를

경험한다고 시사한다. 그 중에 문화 충격은 두 번째 단계로 기술된다.

타문화에서 체류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오베르그의 문화

충격 이론과 브라운(2004), 사모바(2007), 그리고 호프스테드(2014)가

재해석한 문화적응 이론을 대체적으로 4단계로 같이 정리할 수 있다39).

1단계는 황홀감과 비슷한 느낌인 허니문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화적응 곡선인 U형의 한 쪽 끝으로,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면서

흥분, 낙관, 그리고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새로운 문화와의 조우로

황홀과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다.

2단계는 문화 충격과 좌절의 위기 기간이다. 좌절과 불안, 분노와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개인은 새로운 환경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이 좌절감은 개인을 쉽사리 초초하게 만들고,

적대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분노하고, 또한 무능력하게까지 만들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편한 느낌이 이국적인 모든 것을

증오하도록 만들 수 있다.

3단계는 회복 단계로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새로운 문화를 약간 이해하는 것이다. 개인은 새로운 문화를 대응하는

방법을 점차로 수용하고 수정한다. 사건과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예측이

38) P. S. Adler, Culture shock and the cross cultural learning experience. Readings in
Intercultural Education(Volume 2). Pittsburgh: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twork, 1972,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이흥수 외 역, 『외국어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2004,

214면 재인용.

39) 해외에서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다음 모국을 재입국할 경우 심각하고 지

속적인 일종의 역 문화 충격(reverse culture shock)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재입국으로 인한 충격의 한 가지 공통된 징후는 자기 자신의 문화에 매우 비

판적이라는 것이다(L. A. Samovar, 앞의 책, 2007,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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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스트레스도 적게 느낀다. 제2문화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서서히

공감을 갖게 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문화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4단계는 적응·조정 단계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U자 커브의 다른 쪽

끝으로, 기능적으로 유능해지면서 새로운 환경을 즐기게 되는 시기이다.

개인은 이제 새로운 문화의 핵심 요소(가치, 특별한 습관, 신념,

의사소통 패턴 등)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 “두 문화 안에서 사는”이 능력은 종종

즐거움과 만족감이 따르게 된다.

사모바는 이러한 단계 사이의 경계선이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의 변이는 설명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40) 호프스테드는 문화적응 곡선을 묘사하며(그림 2-1)

1단계가 다른 단계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고 2단계가 새로운 환경에서

실제 생활이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다. 3단계는 천천히 배워가면서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하고 4단계는

마음의 안정 상태인 최종 단계이다. 이 그림의 시간 척도의 길이는 변할

수 있으며 출국 기간을 말한다.41)

그림 2-2. 문화적응 곡선

40) L. A. Samovar & R. E. Porter, 앞의 책, 2007, 415면.

41)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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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문화적응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문화학습 모형, 특히 외국어에서의 문화학습 모형을 고찰할 것이다.

(3) 문화 학습 모형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에서는 문화학습, 스트레스 대처, 사회

정체감 이론 등의 주요 이론적 접근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문화학습은

체류자가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문화와 관련된 사회 지식과 기

능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42)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며 학습하는 데 어떤

구조와 단계를 거쳐 하게 될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문화 학습에 대해서는 상호문화 분야와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많이 다

루는데 대표적으로 한베이(R. Hanvey), 훕스(D. S. Hoopes)43), 브라운

(H. D. Brown), 베네트(M. J. Bennett) 등이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학습

자들이 문화적 차이와의 만남을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이러한 만남에 반

응하는 경향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한베이는 학습자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문화 구성원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문화 이해를

축적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문화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은

외국어교실에서 종종 인용되었다. 훕스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서 변화된 모양을 갖게 되는 문화 간 학습과정을 제시하였으며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브라운의 문화적응 모형은 언어 학습의 역할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문화 충격 경험과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 관심을 보여주었다.44) 베네트는 자

민족중심주의에서 민족상대주의로 문화 간 감성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Developmental Model of

42) C. Ward, S. Bochner, A. Fuhnham,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1, 47-51면.

43) 한베이와 훕스에 관한 설명은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 in
Practice, 정동빈 외 역, 『문화교육』, 경문사, 2004, 224-227면 참조.

44) 브라운의 문화 습득에 관한 설명은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이흥수 외 역, 『외국어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

코리아, 2004, 212-2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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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ultural Sensitivity – DMIS)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문화 이해,

행동의 습득, 정체성, 태도, 적응 등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사

고와 태도, 문화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

다.45) 이들이 제시한 문화 학습 모형은 문화를 학습하는 사람들의 심리

적인 반응, 감정, 인식의 정도 등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할 수 있어

문화 학습자로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파

악하는 데에 좋은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문화적응 곡선을 제시하였던 호프스테드는 외국 문화에서 온 방

문객을 맞는 국가(수용국)의 사람들도 또 다른 심리적 반응 단계를 거치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부분에 밝혔듯이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

문자의 입장이면서도 수용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호프스테드가 주장하는 수용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본 연구의 이

론적 논의로 참고할 수 있다고 하겠다. 호프스테드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새로운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4단계가 아닌 3단계

를 거치게 된다.

이들이 제시한 문화적응 과정과 문화 학습 모형들을 브라운이 제시한

문화적응 단계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프스테드가 언급한 방문자 쪽의 황홀감과 유사한

호기심이다. 브라운은 이 단계에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흥미와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하였다. 한베이가 제시한 상호문화 인식단계

의 1단계에서는 피상적으로 분명히 보이는 문화 특성을 인식한다. 이 단

계에서 학습자는 문화에 대해 ‘외래의, 색다른, 믿을 수 없음’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 단계는 브라운이 말하는 호기심 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베네트나 훕스의 문화 간 감성 과정에는 호기심 단계나 흥미 단계

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브라운은 두 번째 단계를 문화 충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단계에서

45) 베네트의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에 관한 설명은 J. M. Bennett, M. J. Bennett,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3rd ed.), Sage, 2004, 147-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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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의 이미지와 안정감 속으로 들어온 문화 차이에 대해 점점

더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브라운이 말하는 이 단계

는 호프스테드와 베네트나 훕스가 말하는 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에 해당한다. 자기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의 세계가 개인에

관한 것이든 민족에 관한 것이든 모두 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는 태도

를 말한다. 자민족중심주의에는 타문화를 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인

이나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비교적 노골적으로 표명한다. 외국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일이 드물수록 수용국 사람들은 자민족중심주의를 고집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호프스테드는 방문자들은 이 단계에 머물고 수용

문화 속에서 활동하려고 하며, 수용국 사람들은 그 방문자를 자신의 문

화 기준에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비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다고 설명한다.

베네트는 자민족중심주의 단계를 보다 더 세밀하게 부정 혹은 거부

(denial), 방어(defense), 최소화(minimization)의 3단계로 더 세분화하였

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 혹은 거부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의 차이

를 해석할 줄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지닌 상이한 가치 체계를 인정하려 들

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인 방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 체

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즉 문화의 차이

를 인식할 수 있으나 이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남을 평가하고 자신

의 세계관을 유지하려 든다. 세 번째 단계인 최소화 단계에서는 사람들

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인간이 지닌 유사성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이

러한 차이는 음식과 옷 입는 유형, 음악과 오락의 유형, 가시적인 문화

현상과 같은 피상적 수준으로 치부한다. 이들은 부정과 방어단계의 사람

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지녔지만 아직도 자민족 중심주의 사고의 프레임

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훕스도 문화 충격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을 설명하였다. 그 중에 투쟁(타

문화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 반응은 베네트가 주장하는 거부 반응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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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피(타문화로부터 모(母)문화 집단 거주지로 은둔) 반응은 베네트

의 방어 반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훕스가 설명하는 문화 충격에 대

한 나머지 2가지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되어감(빠르게 문화에 적응하고, 타

문화를 흉내 내고, 자신의 모문화 정체성을 거부함)과 적응 반응이다.

문화 학습 모형의 2단계에서 한베이는 자신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

는 문화 특성을 의미 있게, 그리고 부지불식중에 인식한다고 본다. 이 단

계에서 문화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학습자가 ‘믿을 수 없음, 좌절, 불합리

한’ 감정을 느낀다. 문화적응 과정의 충격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브라운은 문화 충격 단계를 겪은 후 나타나는 단계를 회복단계로 정

의하였다. 브라운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문화 갈등에 대한 경

험으로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얼마간 지속되는 동안 문화

적응 시 나타나는 몇몇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된다. 호프스테드는 외국

방문자가 자주 드나들면 수용국 사람들은 제3단계인 다민족중심주의

(polycetrism)로 옮겨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른 종류의 사람을 다

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수용자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

므로 호프스테드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베이가 제시한 모형의 3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것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문화 특성을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인식한다. 중요

한 것은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에 대해 ‘믿을 만한, 인지력

있는’ 판단으로 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훕스의 모형에서 이러

한 단계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인식, 이해, 수용(acceptance)·

존중(respect)인데 인식의 행동은 타문화를 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식

하고, 이해의 행동은 문화란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

는 좀 더 합리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수용·존중의 행동은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접하는 문화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베네트는 제3단계를 민족상대주의 단계라고 하였는데 민족 상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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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하위 단계를 수용 단계(acceptance), 적응 단계(adaptation), 통합

(integration) 단계로 세분화 시켰다. 수용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다른 문화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관과 규범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민족상대주의(ethnorelative)로 들어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차이

점을 더 이상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삶의 사실'로 받아

들이고 존중할 뿐이다.

적응 단계에서는 문화적응에 행위의 변화가 수반된다. 사람들은 문화

적 차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

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

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중문화적

(bicultural) 또는 다문화적(multicultural)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행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가장 필요한 개념은 감정이입

(empathy)이다. 일단 다른 문화권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러

한 행위의 변화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행위적 기

술과 문화 간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네트의 문화 간 감성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통합(integration) 단계

인데 이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아 성찰을 요구한

다. 이 사람들에겐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의 문화권 맥락에

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가치관 중 일부가 상충

될 지라도 복합적인 가치관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안

다. 여기서 통합이란 새로운 문화의 일부가 되면서 자신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단계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적,

민족적 배경 외에 문화 간 의사소통 전문가(interculturalists) 또는 다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multiculturalists)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브라운의 문화적응 과정 중 완전한 극복이라 부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해당 문화에 동화 또는 적응한 결과 지니게 되는 새로운 문화

와 자신감을 수용한다. 한베이는 4단계를 내부자의 처지에서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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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감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에 몰입되고 문화 속에서 살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

해 개인적 친밀함 때문에 믿을 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훕스는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 학습의 최종 결과물은 동화(assimilation),

적응(adaptation), 이중문화주의(biculturalism), 다중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의 네 가지 선택 사항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택적 결과물은 개별

학습자들의 상황을 반영하며 학습자의 행동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다. 문

화학습의 결과물로서 동화는 제2문화와 언어, 그리고 행동을 우선으로

여겨 자신의 제1문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며, 적응은 몰입하거나 편

입되지 않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느끼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행

동 양식에 적응하는 것으로 일종의 역할 놀이에 해당한다. 이중문화주의

는 두 가지 문화 인격의 개발을 말하며 다중문화주의는 문화 간 학습과

정, 의사소통, 인간 관계 등, 문화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

도 적응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의 개발을 말한다.

타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자아(自我)에 관해 눈을 뜨고 심리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학습 경험으로 지각된다. 문화 충격 체험을 통해 사람은 자신과 호스트

문화 사이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 불일치와 대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체류 경험은 저단계의 자아 인식과 문화적 인식 상태로부터

고단계의 자아 인식과 문화 인식으로의 전이를 반영하는 과도기적 경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용자, 또한 문화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문화적응 과정과

문화 학습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Ⅲ장의 분석에 유용한 참조점

을 주는 부분을 정리하기로 한다.

브라운은 제2언어 학습에 제2의 정체성 습득을 포함 시켰으며 이러한

새 정체성의 창조는 문화 습득 또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문

화적응(acculturation)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하였다46). 문화적응 과정은

46) H. D. Brown, 앞의 책, 2004, 212-213면. ‘Acculturation’을 ‘문화이식’, 또한 ‘문화 변

용’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는 ‘문화적응’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

로 한다.



- 61 -

언어가 간여하면 보다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문화는 우리 존재의 속

성 중에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한 문화의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통해 가시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표현된다.

브라운에 따르면 한 개인의 세계관과 자기 정체성,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 의사소통의 체계는 또 다른 언어와 마주침으로써 균열될

수 있다. 때때로 이 균열이 심각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사람이

겪는 문화 충격은 경증의 신경 거슬림으로부터 중증의 심리적 공포와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 즉, 문화 충격은 따돌림, 분노, 증오, 주저, 당황,

불행, 슬픔, 외로움, 향수 등의 감정과 심지어 신체적 질병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문화 충격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증오의 눈길로

바라보며 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동경 사이에서 방황한다.

호프스테드의 논의를 통해서 방문자와 수용자가 문화적응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충격 단계에서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을 걸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자는 호기심, 충격, 회복, 적응이라는 4단계를 거치

는데, 수용자는 호기심, 자민족중심주의, 다민족중심주의라는 3단계를 거

치게 된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베트남 학습자들은 동시에 방문자

와 수용자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접촉할 때 양 쪽의 반응

양상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자와 수용자의 문화적응 과정을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훕스가 제시한 문화 간 학습 과정은 한 쪽 끝은 자민족 중심주의이며, 다

른 끝은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을 범위로 두는 하나의 연속체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서 변화하게 되며 학습자가 적

응의 네 가지 방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베네트는 문화 충격의 의미를 확대해 과도기적 충격(transition

shock)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문화 충격을 새롭고 변화된 환경

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는

것이다. 문화 충격과 과도기적 충격의 두 개념은 일정 기간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겪는 감성적, 생리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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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의 충격까지 포함한다. 베네트가 제시한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듯이 타문화에 대한

적응도 여러 단계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예증한다.47)

문화 학습과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주요 이론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단계 브라운 한베이 호프스테드 베네트 훕스

1 흥분과 
도취

피상적
문화 

이질성 
인식

불신, 색다름 
외래성 호기심

2 문화
충격

 이질성
 모르는 
사이에 
인식

 갈
 등
  상
 황

불신
좌절 

불합리

자
 민
 족
 중
 심
 주
 의

자
 민
 족
 중
 심
 주
 의

거
 부

자
 민
 족
 중
 심
 주
 의

투쟁
(타문화:

경쟁 대상)
방
 어

도피
(타문화→

모문화 집단) 

최
 소
 화

3 

회복 
문화 

이질성  
의식적 

지
 적
  분
 석

신뢰성 
인지력 다

 문
 화
 중
 심
 주
 의

(

이
 중
 문
 화
 성
 。
 

다
 문
 화
 성
 의
 시
 작)

민
 족
 상
 대
 주
 의

수
 용

자
연
스
런
 진

행

인식
(

서
서
히
 공

감
 

(

차
이
 수

용)

이해 
수용·존중

판단
가치 평가

4 

완전 
회복, 
(새로운
문화) 
동화, 
적용, 
수용

내부자 
입장

 문화 인식
(문화 몰입, 

문화속 
살기)

문
 화
 몰
 입

개인적 
친밀 

때문에 
믿을 만한

적
 응

선
 택
 적
  적
 응

동화
적응

이중문화주의
다중문화주의통

 합

표 2-2. 문화 학습 모형

47) 앞 장에서 제시했듯이 자민족중심주의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관습을 이용해 낯선 이

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 상대주의는 이와 반대로 여러 기준과 관습을 이용하

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행위와 판단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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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베트남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 문화

에 어떻게 적응하고, 한국 문화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적응과 외국어 교육 분야의 이론적 프레임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

론들을 바탕으로 III장에서의 양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토착민(수용자)의 입장이면서, 한국 직장이나 주 베트남 한인 공동체라는

작은 문화 공동체에 진입하는 ‘외국인 방문자’의 입장에 놓인다. 둘째, 베

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 겪

는 문화적응 단계들과 본국에서 외국문화와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겪는

문화적응 단계들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접촉하고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이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반

응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양상도 문화적응 이론이나 문화 간 감성 발

달이론이 예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

라마를 통한 한국 문화와의 간접적인 접촉에서 나타낸 반응 양상들을 실

제로 살펴보고, 앞서 고찰한 문화적응에 관한 이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

며 분석하고자 한다.

3.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1) 문화 경험을 통한 학습 동기 유발

본 연구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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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 문화에 노출하는 기회가 부족한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물론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늘려서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경험이 가장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자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본 반응조사에서도 89.4%(211/236명)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는 는 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널리 확산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통해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의 전통사회 모습과 현대사회

모습에 대해 알게 하며, 한국 사람의 의상, 음식, 한국인이 생활하는 모습

등에 대해 알게 해준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현실감 있게 표현해줌으로써

한국인의 삶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부, 고부갈등부터 가족 내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골고루 다루다가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민을 주된 갈등의 축으로 삼고

역사와 가정에서 트렌디와 퓨전 역사극으로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현대

사회 풍경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48)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직접 한국에 가지 않아도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한국 역사, 문화와 사회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얻고, 베트남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은 한국 문화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한국인 시청자처럼

자신의 모습을 찾고, 또 자신의 희망도 찾는 등 극 중 인물들의 삶과 갈등에

48) 양승국, 앞의 책, 2014, 572-5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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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게 되어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흥미를 찾게 된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문화교육 제재로 선택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또한

자연스러운 성격과 개성적인 대사, 진취적이면서도 정체성이 분명한 젊은

여성으로 많이 등장하여 베트남 학습자로 하여금 극중 그 들의 생활을

동경하게 하고 대리만족을 유발케 하여 자신의 미래와 일체화하는 내면

작업을 통해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어 학습자는 미래 한국인과 함께 일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인 접촉 시 자신들의 행동과 표현

연습의 장으로 활용되어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모습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데 도움 받고, 나아가 한국 사람과 일하고

의사소통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미리

공부할 수 있어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서 학습 동기가 부여 받는다.

김염(2013)49)은 소리와 영상이 누락된 교재를 활용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자 할 때,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학습자들의 상상력에만 맡기는 것보다 한국의 대중문화의 중심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영상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하였다. 드라마는 책에 없는 움직이는 영상과

소리를 담아 독자들을 이에 대해 상상 안 해도 되는 편리함 때문이다. 특히

문화 산물이나 비언어적 문화를 교육하는 데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더욱

더 효과가 있고 학습자들의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류에 관한 영상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

한다면 학습 동기 유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드라마 출연자들이 구사하는 대사는 실생활 담화이므로 듣기와 말하기

기능 신장을 위한 실용성 있는 듣기와 말하기 교재 내용이 될 수 있다.

49) 김염, 앞의 논문, 2013,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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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게

되고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Task)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호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의사소통이란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문화 간 의사소통은 어떤 문화의 사람이 다른

문화의 사람이 소모할 메시지를 창출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문화적

지각과 상징체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50),

더욱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문화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는 서로 분명하게 해주고 서로 설명해주는 문화 간의 관계

설정과 비교를 통해 타인과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만들며, 자기 소속

집단의 편협한 지평선을 넘어서고 좀 더 폭 넓게 사회화하는 기능을

한다.51) 이 지점에 문화 간 의사소통의 교육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문화 간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보원과 환경의

이용에 의하여 생기고 정보원과 수신자에게 메시지 가치를 지닌

의사소통 환경의 모든 비언어 자극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외모, 의복,

몸의 움직임, 몸짓, 표정, 시선의 마주침과 응시, 신체접촉, 냄새,

준언어(목소리, 목소리 특성 등), 사투리와 억양, 공간과 거리, 시간, 침묵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52)

다음은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하임즈(Hymes)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발화하는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 “말하기”, 행위능력과 발화와 행위의 “해석”을

포함한다고 말했다.53) 베네트(Bennett)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50) L. A. Samovar & R.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6th ed.), 정현숙 외
옮김,『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9면.

51) M. De Carlo, (L’)interculturel Interculturel,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

념과 활용』, 한울, 2011, 97면.

52) 유수연,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다문화시대의 소통방법』, 문화사, 2008, 59-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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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생기는 문화적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1980년대에 제2언어와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문화를 구현하는 연구는

몸동작 언어, 눈 맞춤, 그 외에 명백한 행위와 의사소통 패러다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문화적으로 정의된 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동작, 움직임, 눈 맞

춤(Moran), 유형의 개념(예컨대 색깔, 그리고 양)을 언급하는데, 어휘의 한

계, 앵글로-아메리칸 사회(예컨대 친족 용어와 대가족 구조)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관계와 정확성(Condon)과 같은 일반적 주제를 말하였다.54)

바이럼(Byram)은 언어적·문화적 능력의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언어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문화 간 능력

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이 되

는 5가지 요소를 문화 간 태도, 지식, 해석과 관계 짓기 기술, 발견과 상

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 인식으로 정하였다. 바이럼은 따른 문화 간 의

사소통 능력은 다음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55)

그림 2-3.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53) D. Hymes,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setting,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3(2), 8-28, 1967. 13-15면.

54) E. Prechtl & A. D. Lund.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assessment: perspectives

from the INCA Project. In H. Kotthoff, H. Spencer-Oatey,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rlin: De Gruyter, 2007, 467-490면.

55)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Lon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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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서 문화 간 태도(savoir être)는 호기심,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문화를 신뢰하는 것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준비성

을 말하며, 지식(savoirs)은 자국과 타국의 사회 집단, 타국의 산물과 실

행, 사회적·개인적 상호작용의 일반 과정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해석과

관계 짓기 기술(savoir comprendre)은 타문화의 문서나 사건을 자신의

문화로 해석하고 설명하며, 자신의 문화와 관계 짓는 능력이며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savoir apprendre·faire)은 문화와 문화 실행에 대한 새로

운 지식 획득과 실시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제한 하에 지식·태도·기

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요소 비판적 문화 인식

(savoir s’engager)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실행과 산물을 명백한 기

준과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56)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문화와 접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

은 그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과 자민족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태도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해 상대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증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상

영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고, 그 외에 듣기 훈련과

어휘를 설명하는 정도로만 활용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현장의 현실

을 뛰어 넘어 한국어 학습자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감상하면서 드라마 스

토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단순히 스토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즐기

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화, 상호소

통을 거치게 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면, 텔

레비전 드라마는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 교육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

한 교육방법이 제공된다면 학습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도 간접적

56) M. Byram,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practice, London: Multilingual
Matters, 200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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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말하기 듣기 능력의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특징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을 통해 이질문화 간 야기될 수 있는 장애요인을 해소함과 아

울러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2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 정체성 함양

뱅스(Banks)가 제시하는 문화정체성 발달의 6단계57) 중 가장 높은

발달 단계인 6단계 글로벌주의와 글로벌 능력(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에서는 개인은 높은 문화적 발달과 명료화된 문화 정체성,

국가적, 글로벌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자시들의 문화 공동체

내에서, 자국 안에 있는 다른 문화들 속에서, 그 나라들의 시민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세계 공동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6단계의 개인은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세계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인간 존재의 예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안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한 제2문화 체험이 제시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반복적인 텔레비전 드라마 청취는 학습자가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의 모문화와는 다르지만 목표어를 사용하는 드라마 배우들이 전혀

부편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모문화와 목표어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영상매체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보여주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데, 이 특성을 잘

57) 뱅스에 따른 문화정체성 발달의 6단계는 문화 심리적의 단계(cultural psychological

captivity), 문화적 캡슐화의 단계(cultural encapsulation), 문화정체성 명료화의 단계

(cultural identity clarification), 이중문화주의 단계(biculturalism), 다문화주의 및 성

찰적 국가주의의 단계(multiculturalism and reflective nationalism), 글로벌주의와 글

로벌 능력의 단계(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이다.(J. A. Banks, Teaching for

Social Justice, Diversity, and Citizenship in a Global Word, The Educational
Forum, Volume 68, Issue 4, Routledge, 2004, 302-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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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운 한국의 문화 요소들을 손쉽게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한국의 예술 문화나 의식주 문화처럼 언어와

문자로 기술하기가 까다로운 전통 문화의 내용들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텍스트 위주의 한국어 교재를

벗어나서 시청각 학습 자료를 함께 활용한다면 교육현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국 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문화와 목표어 문화 차이에서 오는 학습자의 충격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특성상

자연스럽게 목표 문화를 인정하고 모문화와 목표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연관성 측면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재미와 호기심 자극이라는

특성을 통해 문화차이보다는 문화 연관성을 학습자로 하여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복합양식의 영상언어로서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위 등의 외형적

이미지를 통하여 시청자들이 인물의 내면 심리나 생각 등을 추측할 수

있도록 암묵적이며 우회적으로 전달한다.58)는 것을 전제할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기능적 활동 면에서 드라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작문, 말하기 등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상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문화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대상의 선정 면에서도 분량이나

난이도를 조정해서 초급, 중급, 고급 학생들에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9).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드라마를

활용하면 언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두 가지 영역을 다채롭게 교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58) 김대행 외,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23면.

59) Nguyen Thi Phuong Mai,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

육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제6권 제1호, 2009,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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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 반응 양상

이 장에서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

하여 한국 문화를 접촉할 때 나타내는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양상

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텔레비전 드

라마에서 시청한 내용을 베트남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차이를 해석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반응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을 프레임 분석 방법으로 파악

하였다. 이는 문화 접촉에 따른 반응을 살핌으로써 한국 문화 교육의 구

체적인 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베트남 학습자 집단은, II장에서 언급한 문화적응

집단의 분류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에 진입한 외국인 방문자 입장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이기도 하다. 단 베트남

학습자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방문자’로서의 성격보다는

‘수용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 집단의 분류를

중요시하는 것은 집단 성격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본 반응조사에서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2년에서 4년까지로

다양한 학부 2, 3, 4학년 학습자들에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게

하였다. 드라마 텍스트는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가족’, ‘직장’, ‘기타 친교관계’라는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들로 선정되었다. 이후 이들이 보이는 반응 양상들을 수집하였다.

학습자들의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응의 변화에 따라 9개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적응 모형의 1단계에 해당하는 호기심 단계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2단계인 충격 단계에서의 자민족중심주의 반응

양상도 관찰되었다. 회복·적응인 3단계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문화 학습 모형

중 인지력으로 기술되는 학습자들이 지적으로 문화차이를 구별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양상들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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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동질성을 인식하며 동질성에 대한 공감·흥미 반응

‚ 문화 이질성을 인식하는 반응

ƒ 문화 이질성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흥미 반응

„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반응

… 문화 이질성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거부 반응

† 문화 이질성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방어 반응

‡ 문화 이질성에 대한 수용 반응

ˆ 문화 이질성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지적인 분석력 반응

‰ 문화 이질성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응 반응

학습자 반응은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따라 크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반응 중 �, ‚와 ƒ은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문화적응 구조의 호기심

양상으로 분류한다. „부터 †까지는 충격 양상으로 분류하며 ‡부터

‰까지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회복·적응 양상으로

구분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귀납적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그림 3-1. 베트남 학습자의 문화적응 모형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종합한 결과, 한국어 학습 시간이 짧을수록 호기심 양상과 충격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한국어 학습 시간이 긴 학습자들에게서 회복과

적응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에 대한 충격

호기심 ⇨ 충격 ⇨ 회복·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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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들은 2학년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문화 회복·적응 양상들은 3,

4학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고학년 학습자들에게서

호기심 반응 양상과 충격적 반응 양상이 일부 학습자에게서 관찰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은 재학 중인 학부생이기 때문에 한국인 및 한국

문화에 노출된 경험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적

반응 양상과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적응 반응 양상은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회복 반응과 적응 반응을 회복·적응의

양상으로 묶어 기술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간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에서 호기심, 충격,

회복, 적응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관찰 결과는 이와 같은

예상과 일치하였다.

다음에서는 위의 분류 프레임에 따라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한

베트남 학습자 집단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호기심 반응 양상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한다. 문화적응의 첫 번째 단계는 황홀감(eupophia)과

유사한 호기심 단계로,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면서 흥분,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와 접하면서 가장

먼저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며 ‘비슷하다’ 또는 ‘다르다’는

기준으로 그 문화 현상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에게서 보이는 ‘비슷한’ 문화 또한 ‘다른 문화’, 즉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인식하는 한편, 흥미·공감 반응 또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탐사하려는 반응을 호기심 양상에 해당하는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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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하여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되면서 베트남 문화와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는 신기함 내지

즐거움과 흥미를 표현하거나 이질감을 인식하며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습자들은 이 수업 시간 이전에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미 시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보인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나 문화에 노출되거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경우에 비하면 그 흥분과 감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러한 양상들은 주로 저학년(2학년) 학습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문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 대상 문화로부터 자신의 문화와

동질성을 발견할 때 친숙함을 느끼고 때로는 흥분하거나 공감하게 된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에 베트남 문화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기도 하고, 베트남 문화와 비슷한 모습에 공감하기도 하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아시아권,

유교권이라는 동일한 문화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문화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새로 접하는 문화가 자신의 경험 및 사고방식과 비슷하면

쉽게 공감하고 이에 빠르게 적응하게 된다.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한때 두 나라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유교 문화 정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족 문화에 많이 나타났다. 유교적 영향을 받은 가족 문화의 대표적인

정신이 ‘효’라는 점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통적이다. 두 문화권은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하고 서양 문화와 달리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에 대한 일정한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기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제1회

중 고부관계를 다루는 장면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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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을 시청한, 한국어 학습 기간이 2년인 72명의 2학년 학습자를

4명씩 묶어 18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토론하게 한 결과 12개 그룹

(66.7%)이 여주인공이 현시대의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많은 신랑

후보들을 여러 번 거절한 장면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대답했다(답변 중복

가능). 나머지 3개 그룹(16.7%)은 남편이 밥을 하는 장면과 여주인공 친

구가 명절 때 시집살이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을 가장 흥미로운 장면

순으로 꼽았다.

학습자들이 꼽은 가장 흥미로운 장면들의 이유는 다양했는데, 대표적

으로 서울 출신, 혼자 살기, 여자 형제가 없을 것 등 여주인공의 신랑감

을 고르는 조건이 가장 재미있다[넝쿨당_IIG1, 넝쿨당_IIG6, 넝쿨당_IIG8,

넝쿨당_IIG7, 넝쿨당_IIG3], 주인공의 고부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

을 보여준다[넝쿨당_IIG7, 넝쿨당_IIG9, 넝쿨당_II17], 자신의 뜻과 꿈을

위해 사는 개성이 강한 한국의 현대적인 여성상을 나타낸다[넝쿨당

_IIG3, 넝쿨당_IIG9, 넝쿨당_IIG12]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어 학습 기간이 조사 참여자 중에 가장 긴 집단인 4년인 4학

년 학습자 66명에게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같은 장면을 시청하게 하

였을 때 여주인공 차윤희가 신랑 후보를 선택하는 내용이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2명 중 16명(30.8%)이었다. 이어서 여주인

1) 「넝쿨째 굴러온 당신」 제1회 S#1의 내용 요약은 KBS 홈페이지 참조

(http://www.kbs.co.kr/drama/nungcool/view/view/1943868_49146.html)

「넝쿨째 굴러온 당신」 제1회 S#1.1)

고부 갈등으로 매일매일 ‘사랑과 전쟁’을 찍는 가족들과 부대끼며 자라온

여자, 드라마 여주인공 차윤희가 시댁을 만드는 게 싫어서 조건 안 맞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도 아예 안 할 참이었던 여자다. 그랬던 그녀가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 어릴 때 미국 교포 사업가 집안으로 입양돼 존스홉킨스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 현재는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스마트한 남자, 미국식 매너에 익숙해 젠틀하고 한없이 스윗하며

유머러스하기까지 하니, 친구들은 늦복이 터졌다며 모두들 부러워한다.

추석명절 지난 뒤 친구들과 만나 명절을 지내는 이야기에 대해 수다 떠는데

주로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 둘러싼 이야기이다. 친구들이 모두 다

고생하는데 차윤희만 남편과 같이 명절에 여행 갔다 와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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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차윤희가 시집살이 없이 남편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장면이라고 응답

한 학습자는 12명(23%), 차윤희의 친구를 통해 묘사된 명절 때 한국 며

느리들의 힘든 시집살이 장면(10명, 19.2%)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들이 많

았다. 4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가 2학년 학습자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장면 뿐 아니라 흥

미로운 정도의 순서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학년과 4학년 학습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본 장면으로 꼽은 장면은

여주인공이 신랑감을 고르는 장면이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에게 시집생

활이라는 것은 힘들고 복잡한 것으로, 여주인공은 시집살이를 피하고 완

벽한 신랑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주

인공에게 있어 결혼이란 시어머니, 시누이 등 시집과 관련된 것들이 없

고, 자신과 남편 단둘이 있는 세계인 것이다. 장남이면 가족에 대한 의무

가 많아 맏며느리로서의 역할 역시 부담이 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

각인 차남이라도 자유를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자 형제가

많으면 집안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주인공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남자들을 처음부터 피하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선을 보고 결혼하는 중매결혼은 거의 없지만 고부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다. 지금도

베트남의 여성들은 결혼 후에 시댁 식구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사회

주의 남녀평등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지

만, 유교 전통의 가부장적 제도가 여전히 뿌리 깊이 내리고 있어 여성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과 시댁 식구까지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

다. 특히 베트남 북부에는 가부장제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이 지

역 대부분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의 이미지는 직장에서 돌아온 뒤

순

위
가장 인상 깊은 장면 2학년 학습자 4학년 학습자

1 신랑감을 선택하는 장면 66.7% 30.8%

2 여주인공의 시집살이 없는 편한 결혼생활 16.7% 23%

3 드라마에서 보여준 한국 며느리들의 힘든 시집살이 16.7% 19.2%

표 3-1.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시집살이에 대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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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

한 집안일이 여성들의 몫이라는 생각도 보편적이다. 일과 집안일을 병행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

고는 많은 현대 베트남 여성들도 시부모님하고 따로 사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결혼생활, 시집살이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이나 여주인공의 프

레임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호프스테드의 문화 측정 도구인 6차원 중 개인주의 지수로 볼 때 한

국과 베트남은 IDV점수가 각각 20점과 18점으로 집단주의 사회로 간주

된다. 집단주의는 다수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

임을 뜻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서로 가까이 모여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고모나 이모 등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아이의 성장 배경이 되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무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의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가족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게 간주되어, 빠져서 안 되는 행사들로

여겨진다.2) 한국이나 베트남이 집단주의 사회라는 사실은, 이들 문화권

에서 공통적으로가족 개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에

게 요구되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수준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즉, 베트남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가족 내 관계에 대한 프레임

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생각하는 프레임과 유사하다.

베트남 속담에 “오나라에서 온 적도 시누이들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적군들은 악독한 것으로 유명한데 시댁의

시누이들은 그보다 더 괴로운 존재라는 뜻이다. 또한 전해 오는 민요 가

사 중 “소장수처럼 솔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서로 사랑한다.”라

는, 고부 관계를 비꼬는 말이 있다.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겨

야하기 때문에 물건 값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 장사꾼들은 안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런

데 위 속담은 소장수가 ‘사기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2)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3rd ed.), 차
재호·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2014,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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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

이’라는 이미지를 지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

어머니, 시누이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시누이, 고

부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지는 베트남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 특히 여학생들은 여주인공이 힘든 시집살이를 온갖 방

법을 동원해 피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재미있어 하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2학년 그룹 [넝쿨당_IIG9]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편한 관계가 베트

남만의 특수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고 설명하였다. 그

룹 [넝쿨당_IIG18]과 그룹 [넝쿨당_IIG3]은 여자라면 누구나 편한 삶을 원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드라마의 개성 강한 주인공처럼 용감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이 마치 자

신들의 마음을 대신 말해 주는 것 같다며 대리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4학년 학습자들은 이러한 장면에 대해 흥미를 느꼈던 이유가 자신의

생각과 같아서라며, 여주인공의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인상적이라는 답변

을 하였다. “여주인공의 신랑감에 대한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제

조건과 같아요(웃음).”[넝쿨당_IV3]와 “여주인공의 신랑을 고르는 경험을

저를 위해서 써먹을 거예요.”[넝쿨당_IV13], “여주인공이 그렇게까지 여

러 번 선을 보는 것을 보면 시집살이가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거예요.”[넝쿨당

_IV23, 24] 등의 의견처럼,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결혼관이 학습자들과

공통점이 있어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이다.

2학년과 4학년 학습자들이 ‘고부관계’와 ‘시집살이’라는 주제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였을 때, 같은 장면들에 흥미를 보였으며 특히 각 장면에

대한 흥미도도 유사한 것은 베트남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부관

계에 대한 편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2학년 학습

자들의 ‘결혼 생활’, ‘고부관계’에 대한 프레임이 4학년 학습자들의 프레임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 장면에 대해 같은 반응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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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장면에 대해 흥미와 공감 반응을 보이는 4학년 학습자들의

비율(30.8%)에 2학년 학습자들의 비율(66.7%)은 두 배가 넘는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의 고부관계에 대해 4학년 학습자들이 2학년

학습자들만큼 흥미와 공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

다. 4학년 학습자들에게서는 2학년 학습자들에게서처럼 한국에도 고부관

계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존재하다는 점에 대해 신기해하는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한국어 학습 기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4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의 고부관계 문화에 대한 지

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2학년과 4학년 학습자들이 동일한 장면에 대해 흥미와 공감을 느

끼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2학년 학습자들은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존

재하다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고, 개성 있는 여주인공에 대해 흥미를 느꼈

다. 반면 4학년 학습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곧 결혼 적령기에 이

르는 자신들의 경우를 연상하여 공감 반응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태넌(D. Tannen)3)은 사람, 사물, 사건, 배경, 상호작용의 방법에 대한 기

대구조를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른 ‘기대구조’는 한 개인

이 놓여진 문화 공간에서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 4학년 학습자들은 한

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 측면에서 2학년 학습자

들과 다르다. 2학년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경우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만 4학년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공감을

느낀다. 이는 바로 태넌이 말하는 서로 다른 수준(level)의 프레임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가족 관계 중 고부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

룬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화의 동질성을 느끼고 그

에 대해 흥미와 공감을 보이는 반응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흥미를 보이며 이것이 문화를

학습하는 데 동기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텔레비

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 현상이 학습자의 경험 및 가치관의 프레임과

동일할 경우 공감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3) D. Tannen(ed), Framing in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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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는 반응들은 한베이의

문화 학습 모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으로, 표면적인 문화 특성

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이다. 문화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의 인지적 분석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한국

과 베트남의 사과 표현이 갖는 차이를 피상적으로나마 인식하는 양상들을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반응조사 활동에서 교사는 ‘직장의 신’ 제2회(0:39:15~0:45:30) 내용 중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과해야 하는 상황을 담은 텔레비전 드라

마 장면을 학습자에게 보여 주었다. 극 중 빛나가 팀장으로부터 많은 일

을 맡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동료인 주리가 보고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러다가 주리의 도움으로 만든 주문서를 빛나가 실수로 수정하여, 보통보

다 10배 많은 물품이 마트에 납품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고로 온 회

사에 비상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 일을 수습하는 데에 온 힘을 다 모았다.

한국어 학습 시간이 3년인 55명의 3학년 학습자들은 위의 드라마 장면을

시청한 후 양국의 사과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의식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백분율

·응답수
베트남

백분율

·응답수

상대방에 따라 존댓말 쓰기·

웃지 않고 진지하게 사과하기
55%

30명

항상 이유·변명부터 하거나

혹은 동시에 사과하기

38%

21명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명 안

하기(물어볼 때만 이유 말하기)

25%

14명

가볍게 웃으면서 사과하고 대충

넘어가기(형식 별로 안 중요함)

27.3%

15명

항상 즉시 사과하기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20%

11명

적합한 호칭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하기

20%

11명

잘못을 인정하고 밥 사주거나

선물로 미안한 마음 표현하기
3.6%

2명

죄송하다는 말을 잘 안 하기

혹은 ‘미안하다’는 표현만 쓰기

11%

6명

때로 과장하게 사과하기
2%

1명

분위기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과하기

1.8%

1명

베트남과 똑같이 사과하기
6%

3명
한국과 똑같이 하기

1.8%

1명

표 3-2. 사과하기와 관련된 3학년 학습자의 답변(중복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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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의 20%(11명)가 베트남과 한국의 사과하는 방식 차이가 ‘적합한

호칭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하기’라는 점을 제시하였다4). 또한 학습자들은

베트남어에서 ‘미안하다’의 뜻을 지니는 말은 ‘xin lỗi’ 밖에 없는데

한국어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다르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베트남어에는 사과 받을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주어(호칭)를 다르게 써야 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주어 없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트남어에서는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Ai(누가) xin lỗi(미안하다) ai(누구한테)”라는

표현 구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20%를

차지한 이유는 문화의 차이를 ‘사과하는 방법’이 아닌 ‘사과하는 표현’

차원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비율인 3학년 학습자의

20%가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학년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구조 이해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떠나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사과하는 배경인 문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이다. 경어법의 경우, 베트남

학습자들은 주어가 있어야 예의를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베트남 문화

프레임 속에서 주어가 생략되어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한국의 고맥락

문화 프레임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 즉, 베트남 문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문화 프레임과 접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일한 장면을 한국어 학습 기간이 4년인 4학년 60명 학습자들에게 보

여준 결과, 2학년 학습자들이 사과하는 문화 차이로 지적한 ‘주어 없는 사

과하는 표현’의 문화 이질성 인식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4학년 학습자

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 2학년 학습자들과 같이 한국과 베트남

사과 문화의 차이를 오해하지 않았다. 2학년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가 4학

년 학습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과 문화에 대한 자신의 프레임을

학습 경험으로 이미 조정하고 한국의 사과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4) 구체적 조사 결과는 III장 3절 2항 ‘문화적응을 위한 인지적 인식(cognitive

awareness)반응 144-145면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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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신」은 제목처럼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한국에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한국 사회에서 보는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텔레비전 드라마이다5). 이 텔레비전

드라마 제2회 중 드라마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첫 부분부터 이름, 나이,

계약직·정규직의 구분, 맡은 업무, 입사 연도, 지위, 연봉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시청자들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신입사원 환영식 장면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화려한

소개와 그 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계약직 직원들, 여자

계약직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수다를 떨다가 신입 정규직 여직원이

‘사원증’을 목에 자랑스럽게 걸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과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대하는 태도 등 텔레비전 드라마 여기저기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직장의 신」에서 나온 사회적 화제인 일자리 관련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인식,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 장면은 3학년 86명, 34개 그룹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시청하게 하였다. 그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의

설문 조사 내용 중 “나는 한국 회사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대답은 34개

그룹의 3학년 학습자(86명) 중 26.5%인 9개 그룹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며 11.8%인 4개 그룹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즉 3학년

학습자 중 38.3%만 이러한 차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학습자 수가 34.3%(12개 그룹)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학습자수가 28.6%(10개 그룹)으로 학습자의 62.9%가 이러한

차별에 대해 모르거나 별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의 설문 조사 내용 중 “베트남에

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는가? 있다면 차별의 정도를, 없다면

그 원인을 설명해 보라”라는 질문에 34개 그룹 중 32.3%인 11개 그룹이

5)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misskim/about/plan/index.html(KBS 「직장

의 신」의 제작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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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차별이 없다”라는 대답

이 23.5%인 8개 그룹,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17.6%인 6개 그룹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차별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학습자 수는 20.6%인 7개

그룹이었다. 즉 약 20%학습자들만 베트남 회사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해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정규직·계약직 차별이 사회

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보다 대우를 덜

받고 권리도 적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의 사원 증을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에서 알게 되었다.”

[직신_III-1-07, 직신_III-3-18]

“계약직과 정규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계약직이 혜택이 더 적다고 생각한다. 계약직 여직원들이 정규직

여직원의 사원증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증명해 주고 있다.”

[직신_III-1_G4_1]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직신_III-1-07], [직신_III-3-18]학습자와

[직신_III-1_G4_1]학습자 그룹은 3학년 학습자들로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계약직 차별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예전에 몰랐으며 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장면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상사로부터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이라면 계약직 직원들이 반대로 낮은 연봉을 받고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로 묘사된 부분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사원증부터 월급, 보험, 이익 등이 차이가 난다/

정규직 직원은 존중 받으면서 소개된다.”

[직신_III-2_G2_1]

[직신_III-2_G2_1]학습자 그룹도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정규직·계약직

차별이 있다는 것을 교사가 보여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정규직인지 아닌지가 드라마 속처럼 뚜렷하게 봉급

을 포함한 모든 대우를 결정해 준다. 정규직은 생활이 장기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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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에 계약직은 어떤 단기적인 기간 내에서만 보장되며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다고 이해했다. 정규직·계약직 차별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왔는데 위의 3학년 학습자들이 전혀 모

르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의외의 현상이다.

3학년 학습자의 62.9%가 이러한 차별에 대해 모르거나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베트남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드라마 속 미

스김처럼 일정한 기간에만 전문가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공

무원을 제외한 대부분 일자리가 계약 체결로 인해 이루어진다. 또, 직장

을 옮기는 일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별로 없으며 직장이

단지 일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3학년 학습자들의

직장에 대한 프레임에는 ‘계약직·정규직’에 대한 차별 의식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트란옥템(Tran Ngoc Them)6)은 아래의 표처럼 문화적 특징, 지리적

좌표, 문화유형, 시·공간, 주요 경제 활동 등을 근거로 한국과 베트남 문

화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한국 베트남
정

눈치

체면

가족주의와 위계·질서 중시 마을 공동체의식, 민주성

한을 품다 관대하다

음성과 양성의 양면성
공동체주의적이면서

자치적인 양면성

일을 빠르고 열심히 하는 일을 적당히 하는

표 3-3.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성격 비교

여기서 한국은 가족주의와 위계·질서를 중요시한다면 베트남은 마을

공동체 의식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사람들은 문

6) Trần Ngọc Thêm. Những vấn đề văn hóa học lý luận và ứng dụng, Nhà xuất

bản Văn hóa Văn nghệ, 2013, 347-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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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특성상 가부장적인 한편, 비교적 평등하고 민주적인 삶을 누리는 양

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가족, 사회적 위계·질

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분배나 신분계급, 위계질

서를 한국에서만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정규직·계약직이라는 형태

의 계약에 대한 구분이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이로 인해 3학년

학습자들이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프레

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이 4년인 60명의 4학년 학습자들은, ‘드라마 시청 전

과 후에 정규직·계약직을 포함한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변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3.3%만(8명) 시청 후에 한국에서 정규

직·계약직 차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직장 문화에 대

한 기존의 지식은 4학년 학습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이들 4학년 학습자들이 3학년 학습자들과 직장에 대해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60명 중 50.2%(31명)가 텔레비전 드

라마를 시청 후에도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2학년 학습자들과 4학년 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의 차이로 인

해 다른 반응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반응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3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들의 반응 차이는 학습 경험의 여부에서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 4학년 학습자들은 ‘계약직·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학습 경험을 통

해 이미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프레임의 구성 요소로 받아 들여, 3학년과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과 후에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3) 문화 이질성에 대한 흥미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장면을 시청하면서 베트남

문화와 다른 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재미있어 하며 흥미를 보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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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에게 텔레비전 드라마

「직장의 신」 2회 중 일부를 3학년과 4학년 학습자들에게 시청하도록

하였다. 시청한 장면의 내용은 업무 시간이 끝난 뒤 부서장이 신입사원

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회식 제의를 하는 내용이다. 극중 인물들은 회식

에 기분 좋게 참석하기도 하지만, 선약이 있는 경우 불편함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때 미스 김이라는 계약직원은 노동 계

약상 회식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퇴근 시간이 되자 바로 인사

하고 사무실에서 나간다. 한편 불만을 드러내던 직원들은 정작 회식 자

리에서 재미있게 어울려 놀며 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대

한 3학년과 4학년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장면
3학년 학습자

(순위)

4학년 학습자

(순위)

상사와 부하직원들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지내는 회식 문화
29.4%(1) 17.3%(2)

팀장이 회식의 좋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미스김이 회식 참석할 것을 설득하는 장면
26.4%(2) 13.5%(3)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사무실에서 나간 장면
16.7%(3) 59.6%(1)

표 3-4. 직장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3학년 86명 학습자들 2-3명으로 구성된 34개 그룹에 이 장면을 시청하

게 한 후 드라마 장면에 대한 설문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습자의

29.4%(10/34그룹)가 상사와 부하직원들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지내는 회식

문화에 대해 가장 많은 흥미를 느꼈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26.4%(9그룹)는 팀장이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할 것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동료애와 집단내의 단결성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답하였

다. 그밖에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사무실에서 나간 장면에

대해 16.7%(6/34그룹), 무팀장과 장팀장의 미스김이 회식 참석하지 않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 대해 8.8%(3/34그룹)가 흥미를 보여주었다.

한편 4학년 학습자 52명에게 같은 내용을 시청하게 한 결과 가장 재미

있는 장면으로 미스김이 회식을 참석하지 않고 퇴근 시간 되자 곧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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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에서 나가는 장면을 59.6%(31/52명)가 선택하였고, 이어서 노래방에서

상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17.3%, 9/52명), 미스김이

회식에 같이 참여하도록 팀장을 포함해서 모든 동료들이 미스김을 설득하

는 장면(13.5%, 7/52명)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즉 순서만 다르고 3학년 학

습자나 4학년 학습자들이 흥미를 보이는 장면의 내용이 같게 도출되었다.

3학년 학습자들이 회식 분위기를 묘사한 장면을 가장 흥미로운 장면

으로 선택한 대표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회식장면이다. 상사와 직원들이 그렇

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위아래 구별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어울려 지내

는 모습에 대해 좀 생소하다.”

[직신_III_1-18]

“직원들이 회식 때 일의 압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상사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이 재미있어요.”

[직신_III_3-20]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회식 장면이었다.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 일할 때처럼 위아래 구분 잘 안 하는 것 같다.”

[직신_IIIG4]

이러한 반응들을 보여 준 3학년 학습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대중매체나 한국 문화 강의

등과 같은 기타 통로를 통하여 습득하였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아직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취직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기업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한국 회사에 다니게

되면 직장 분위기가 어떠하며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상사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거나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흔히 보여 주는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에게 인식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상은

위아래 질서가 매우 엄격하고, 베트남보다 활씬 보수적이며 가부장제가

아직 존재하는 사회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베트남 회사에는 회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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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보통 송년회, 신년 축하회,

시상식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회식을 하는데, 이러한 회식은

형식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편이라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에게 직장이란 가정, 친구와 별도의

공간이며 단지 근무하는 곳이다. 하루 중 8시간이 회사의 업무를 위한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다른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시간으로

쓴다. 즉, 베트남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애착감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덜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회식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참석을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지도 않는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 생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회식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등 사람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일반 베트남 회사에서는 대부분 출근 시간이 아침 8시(관공서

7시30분, 학교들 7시)이므로, 회식을 한다고 하여도 2차, 3차에 걸쳐

늦게까지 참석하는 것은 힘들다. 또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어서 노래방 같은 데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무대에 올라가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일은 개성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신세대를 제외하고는 일반 직장인들에게서 보기가 어렵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드라마 장면에서는, 팀장 장규직이 회식 시간에

무대에서 넥타이를 풀어 머리띠로 머리에 쓰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었고 밑에서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다. 그 전의

장면들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직원들이 조용해지곤 하던 권위 있는

부장도 회식 장면에는 편하게 자기감정을 표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밑에서 직원들이 그 모습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서로 건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이 광경을 시청한 학습자들이 느낀 것은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장 분위기에 대한 생각과 드라마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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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였다는 것이다. 회식할 때 그 어려운 상사도 일반 직원들처럼

노래도 하며 즐기는 일과 직원들이 상사하고 같이 둘러앉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모습이었다.

주제 베트남 학습자들의 프레임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의 프레임

한국 직장

문화 일반

질서가 매우 엄격하다

베트남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계약직·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다

직장과 개인생활에 대한 경계선이

뚜렷하다, 개인생활이 중요시하다

회식 때 상사와 직원 위아래 구별

없이 잘 지낸다

계약직·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다

항상 일이 먼저이고 직장도 개인생활

못지않게 중요시하다

출퇴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퇴근한다

8시간만 근무하다

퇴근 시간되면 집에 간다

퇴근 후 개인의 일정이 많다

아침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한다

일 끝날 때까지 일한다

퇴근 시간되어도 상사나 선배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

회식 문화 잘 없다. 있어도 참석이 필수가 아니다 필수적이 아니지만 참여하는 것이 좋다

표 3-5. 학습자와 드라마 속의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프레임

드 카를로(M. De Carlo)7)는 문화 간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가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 및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인상과 언어적·문화적 지식 습득 사이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자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지식의 형성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정신 태도가

인간과 사회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타인을 만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릴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은 상이한 참조 체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피할 수 없는 길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의 드 카를로의 논의에서처럼, 학습자들의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위와 같은 흥미의 반응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직장 분위기가 엄숙하고 위아래 사람들 간의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학습자들은 회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도 일할 때처럼 예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장면처럼 모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7) M. De Carlo, (L’)interculturel Interculturel, 장한업 역,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아카데미, 2011,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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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며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새롭고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회식

자리에 상사와 직원들이 위아래 구별하지 않고 노래하며 열정적으로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생소하다는 3학년 학습자 [직신_III_1-18],

[직신III_3-20]의 의견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 그룹 [직신_IIIG4]는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 일할 때처럼 위아래 구분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만약 한국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하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항상 무조건 진지하게, 공손해야 하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노래방에서 상사와 직원들이 재미있게 같이 어울려 노는 이

모습을 재미있는 장면으로 뽑는 4학년 학습자의 수는 소수로 9명이며

전체 52명 중 17.3%를 차지하였다. 4학년과 3학년 간에 이런 차이

(29.4%와 17.3%)를 보이는 것이 역시 학습자들의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장면을 선택한 4학년

학습자들이 든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래방에서의 회식장면이 참 어수선하고 정신없지만 재미있다.”

[직신_IV13]

“한국의 직장 문화 중 이러한 노래방에서 하는 활동이 참 재미있다.”

[직신_IV2]

“노래방에서 늘 상사 기분 좋으라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즐겁게 맞추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직신_IV8]

노래방에서의 회식 장면 모습에서 흥미를 느낀 4학년 학습자들이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행 지식이나 고정 관념이

아닌 그 장면 자체에 대한 흥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 자체가 어수선하지만

재미있다는 [직신_IV13]학습자는, 단순히 극중 과장이 넥타이를 풀고

머리띠로 쓰면서 노래하는 모습에 재미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신_IV2]학습자의 ‘한국의 직장 문화 중 이러한 노래방에서 하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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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미있다’라는 반응은 이미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말했을 뿐이다. [직신_IV8] 학습자는

노래방에서 상사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 베트남 문화에도 이해 가능한 일이므로 문화 이질성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 그 행동자체에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즉

4학년 학습자들이 노래방에서의 회식 장면이 베트남 문화와 다르거나

새로워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내용자체에 대해서만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장면에 대해 3학년 학습자들은

선행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정 관념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느낄 때 한베이의 학습 모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믿을 수

없음’, 또한 ‘색다름’의 첫 단계에 놓이게 된다. 반면 4학년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이미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3단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어 학습 기간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본다. 즉, 4학년 학습자들의 ‘직장 문화’의 프레임은 3학년 학습자들과

달리, 베트남의 직장 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직·정규직 차별 개념을 포함한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지식까지 확장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직장의 신’ 1회와 2회에서 계약직인 미스 김이

상사가 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퇴근 시간을 항상 칼같이 지키고 계약서

내용에 기재된 업무들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3학년 학습자들은

놀랍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미스 김은 매년 3개월만 이 회사와

계약하여 일하는 직원이며 평일에 항상 점심시간(12시)이나 저녁 퇴근

시간(6시)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바로 정지시키고 사무실에서

나가는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

미스 김은 상사나 동료들이 일을 부탁하거나 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심지어 상사가 오늘 업무가

끝나면 회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퇴근 시간이 되자 바로 사

무실에서 나가버리기도 한다. 팀장이 미스 김을 따라가 같이 회식에 참

석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소용이 없다. 이러한 캐릭터에 대해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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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 직장의 이

미지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스 김 같은 직원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상사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고 상사에게 인사하고

퇴근하는 장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하고, 게다가 회식까지 있는 날인데 미스 김이 감히 먼저

퇴근하다니...”(미스 김이 회식 참석을 거부하는 장면 본 뒤)

[직신_III_3-18]

한국어 학습 기간이 2.5년인 3학년 소수(16.7%)의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소감을 말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이미 한국 직장의 분위기와

직장 내의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하고 게다가

회식까지 있는 날인데 미스 김이 감히 먼저 퇴근하다니...”라고 말한

것은, 한국 회사에서 직원들이 상사가 아직 퇴근하지 않으면 먼저 집에

가면 안 되며, 특히 회식 있는 날에 직원이 집에 먼저 가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하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든, 한국 직장 분위기에 대해 이 정도의

지식은 최소한으로 지니고 있어야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반응 양상은 학습자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지식의 형성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한국 직장에 대해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예의 바르다’ 등이 학습자들의 고정관념으로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기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미스 김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한국의 직장인

문화 관행을 깨트리는 특이한 캐릭터로, 이러한 인물을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한편 이 장면을 흥미롭게 시청한 장면으로 꼽은 학습자의 학년별

차이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3학년 학습자들의 16.7%가 이 장면을 세

번째로 재미있는 장면으로 선택한 반면, 4학년 학습자들의 59.6%

(31/52명)가 가장 재미있는 장면으로 선택했다. 4학년 학습자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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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자신의 의견을 주저 없이 말하고 상사의

권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직신_IV3, 23, 24), ‘상사의 말을 감히

반대하여 내려온 통례를 깨뜨렸다’(직신_IV43), ‘일반 생활의 규칙 질서에

저항할 능력이 있다’(직신_IV26, 27), ‘강하고 특별하다, 개성적이다,

다수와 반대다’(직신_IV16, 18, 25) 등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직장의 신」 시청 전과 후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학년 학습자들의 62%(32/52명)가 한국의 회식을 포함한

직장 문화에 대한 지식이 시청 전과 시청 후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즉 4학년 학습자들은 이미 한국 회사에서 회식에 참석하는

일과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일은 보편적이며 관습이 되었다는 것을 시청

전에 알고 있었다. 때문에 미스 김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흥미를 느꼈다.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선행 지식이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서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위주로 보이는 것은 시청한 문화 내용이 즐겁고

동료애를 돈독히 하는 회식 문화처럼 긍정적인 경우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스 김이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한국 직장 문화와 달리

정시에 퇴근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이 만약 한국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렇게 정시에 퇴근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행을 미스 김이 대신 깨뜨려 준 것 같아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다. 즉, 자신의 입장을 보호해 주며 자신에게 이로운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화 동질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공감 위주 반응은 자신의 문화

프레임이 새로운 문화 프레임과 일치한 경우 공감하는 반응이 보이며,

목표 문화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 문화 학습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반응에는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목표 문화인 한국의 문화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라는 좋은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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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를 볼 수 있게 하며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데 더 흥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흥미 위주 반응에는 학습자들의

문화 프레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 학습 경험이 많은

4학년 학습자들은 문화 프레임의 조정 및 확장을 통해 2학년

학습자들보다 문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반응과 이질성 인식 반응이 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한 호기심 단계에 해당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들은 문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위주 반응,

이질성에 대한 인식 반응과 공감 반응의 3가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2. 충격 반응 양상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 새 환경이 지니고 있는 문화 상징과

의식(적절한 말 사용, 인사하는 방법, 선물하는 시기) 등을 학습하게

된다.8) 이로 인해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며 당황하거나

좌절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좌절감은 개인을 초초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적대적이거나 참을성이 없게 만들며, 분노하게 하거나

무능력하게까지 만들 수 있다.9)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한 간접적인 한국 문화와의 접촉이 충격을

야기하게 되는 일은, 학습자가 접하게 된 지식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 문화와 접촉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강력한 충격을 받거나 좌절하는 양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화 충격 단계에 해당하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반응들은 불확실 위주

반응, 문화 충격에 대한 거부적 반응과 방어적 반응 등으로 관찰되었다.

8)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426면.

9) II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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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나타내는 문화에 대한 충격

양상을 이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uncertainty) 반응은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접하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어

하거나, 잘 모르거나, 설명을 못하거나,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게 느끼는

등의 반응을 말한다.

연구자는 텔레비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 천송이와 도민준이라는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을 묘사하는 장면을 학습자들이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며,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였다. 또한 두 사람이 첫 만남에 쓰는 호칭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극중 대한민국의 톱스타인 천송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집에 사는 도민준을 만나게

된다. 천송이는 도민준이 바로 옆집에 사는 입주자인 줄 모르고, 그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도민준은 천송이와 같은 연예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자

신경질을 내기 시작한다.

「별에서 온 그대」 제1화

S#20 엘리베이터 안(D)

(전략)

송이, 점점 이 새끼 변태 아냐? 싶다. 의심의 눈빛.

송이 (후! 하더니 싹 돌아본다) 저기!

민준 (? 해서 본다)

송이 왜 안 눌러요?

민준 (귀찮다)

송이 아니.. 그쪽 몇 층 가는지 왜 안 누르냐구요.

민준 (대답하려는데)

송이 (선글라스 싹 벗는다) 그래요. 나 천송이예요. 당신 나 언제부터 미행했어?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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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바흐친은 호칭

성(address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발화는 누군가에게 건네지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발화는 ‘대화적’이며, 기본적으로 호칭성은 “누군가에게

로 향하는 성질”이라고 밝혔다. 호칭의 형태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 사용자

의 지각에서 그 용법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불리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 외

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 모든 언어를 학습할 때 반드

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적절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10). 이 영상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그

쪽’, ‘저기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렇

게 호칭을 쓰는 것이 극 중의 설정된 상황에서 사용되며 유일한 방법은 아

니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이 장면을 보고 난 뒤 이

루어진 교사와 2학년 학습자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 송이가 도민준이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불었나요?

학생1 (한참 침묵 뒤)…당신?

교사 ‘당신’말고 다른 부르는 방법이 더 없었어요?

학생2 (침묵 뒤)(대본을 보고) 그쪽?

교사 또?

학생들 (계속 찾음)

교사 여러분이라면 상대방의 나이를 모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 경

우에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배웠어요?

학생들 (의논)

[자료 TS_DIS_II_01]

학습자들은 드라마를 시청하였는데도 드라마 주인공들이 쓰는 호칭을

곧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대방의 나이를 모를 때’와 같이 더 구체적인 조건을 주면서

학습자들의 대답을 유도해 보았다.

교사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학생3 한국말로요? (교사: 그렇다)… 당신? (주저하다) 친구야?

교사 본인은 ‘저’라고 하고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한다?

10) J. Mey, Pragmatics, 이성범 옮김, 『화용론개관』, 한신문화사, 2007, 431-43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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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 네.

교사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높이요~

학생들 (손들기 시작, 8명 정도. 한 명은 고개 절레절레)

학생4 보통 우리 그냥 호칭 없이 말하지 않아요?

교사 아까 ‘당신’이라고 안 부르는 분들,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들 (침묵)

교사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밖에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물

어보고 싶으면 선생님을 ‘당신’이라고 할 건가요?

학생5 (웃음) 아뇨. 이름 물어보고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교사 내 이름은 M이에요. 그럼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학생5 M씨…

교사 (옆에 있는 학생한테)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학생6 저도 친구하고 똑같이 부를 거예요.

교사 M씨?

학생6 네.

교사 (다음 학생한테) 말해보세요.

학생7 ‘선생님’. (웃음)

교사 선생님이 직업이 교사라는 것을 모르고, 선생님의 이름이 M이라

고 알면 ‘당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학생7 아니요, ‘M씨’라고 부를 거예요.

교사 (다른 학생에게)그럼, 선생님 고향이 궁금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학생8 M씨 고향이 어디입니까?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학생8 네. (웃음)

[TS_DIS_II-3_자료01]

위 대화에서는 학습자들이 호칭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별에서 온 그대」를 시청한 2학년 학습자의

93%(13/14명)가 올바른 호칭 사용법에 대한 불확실함을 나타냈다. 2학년

학습자 중에 단 한 명만 서로 나이, 이름, 직업을 모를 때 호칭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학습자들은 ‘당신’, ‘이름+씨’,

‘친구야’ 등이라고 답하거나, 침묵으로 자기의 불확실함을 표현한다.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찾으라는 교사의 요구에 학습자들이 바로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저기’, ‘그쪽’, ‘당신’이라는 말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당신’ 정도의 표현은 공부했지만 ‘저기’, ‘그

쪽’과 같은 표현은 생소해서, 이들 단어가 어떤 대상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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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호칭으로 ‘당신’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을 통

해, 이 표현을 영어의 ‘you’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프스테드11)에 의하면 문화 충격 단계에서는 새 환경이 지니고 있는

피상적 문화 산물인 상징과 의식(어떤 말을 써야 할지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언제 선물을 해야 하는지)을 배우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저변에 깔린 가치들을 고려하거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낯선

문화 속에 있는 방문객은 제일 쉬운 것도 새로 배워야 하는 유아의 정신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한다.

한국어의 호칭어·지칭어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높임법

의 사용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와 같은 상하 관계에 따른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된다12). 베트남어의 인칭대명사도 복잡한 편이다. 인칭대

명사는 화자, 청자나 나머지 제삼자와 같은 인칭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서로 다른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인칭대명사는 대개 필수적이며 인칭대명사를 쓰는

지 여부가 의사소통 상대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예의 바른 태도라고 여겨지며 인칭 대명사를 안 쓰는 경우는

예의가 없다고 이해되거나 친근함의 표시라고 이해된다. 다시 말해 베트

남어의 인칭대명사는 인칭을 밝히는 중립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

라 대화 상대들 간의 좋거나 나쁜 관계/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관계/친근

함 또는 형식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13)

베트남어의 2인칭 대명사는 특정적인 상황에서도 쓰이는 어휘로, 예컨

대 한국어의 ‘오빠’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Anh’은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가

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다14).

Anh²: 언니나 누나의 남편을 그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말

Anh³ 남편의 형을 그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말

11)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426면.

12) 민현식, 『국어문법연구』, 역락, 1999, 188면.

13) Lê Đình Tư, Đại từ chỉ ngôi tiếng Việt, Trang chuyên tiếng Việt, Trang chuyên
Ngôn ngữ học, https://ngnnghc.wordpress.com.

14) Do Ngoc Luyen, 「현대 베트남어의 ‘anh, chị, em’호칭과 한국어의 대응 표현 대조

연구」, 『한국어교육』 제 24권 1호, 2013, 6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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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⁴여자가 남편이나 애인을 부르는 말

Anh⁵ 화자의 부모보다 손위 형제의 자식인 남자 사촌 형제를 부르는 말

Anh⁶ 사위나 성인이 된 아들을 부르는 말.

Anh⁷ 사회적으로 영어의 ‘Mr.’에 해당한 뜻으로 남자를 부르는 말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2인칭대명사들을 다음 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순서 2인칭 사용 배경

1 Ông¹ 상대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이 되는 경우

2 Ông² 공식적인 자리에 남성에게 말하는 경우(영어의 Mr.에 해당함)

3 Bà¹ 상대가 나이 많은 여성이며 상대의 할머니나 할머니뻘이 되는 경우

4 Bà² 공식적인 자리에 여성에게 말하는 경우(영어의 Mrs.에 해당함)

5 Bác 청자 나이가 화자 부모보다 더 많은 경우(남녀 공통)

6 Chú 청자 남성이며 화자의 부모님의 남동생 뻘이 되는 경우

7 Thím 화자가 여성이며 청자의 부모님의 동생뻘이 되는 경우

8 Cô¹ 화자가 청자의 외숙모 같은 위치일 경우

9 Cô² 화자가 젊은 여성일 경우 (영어의 Ms.에 해당함)

10 Cậu¹ 화자가 청자의 외삼촌 같은 위치일 경우

11 Cậu² 젊은 청년에게 말하는 경우

12 Mợ 화자가 청자의 작은 어머니 같은 위치일 경우

13 Dì 화자가 청자의 어머니의 여동생 같은 위치일 경우

14 Anh¹ 화자가 남성이며 청자의 형·오빠뻘이 되는 경우

15 Chị 화자가 여성이며 청자의 누나·언니뻘이 되는 경우

16 Con 화자가 자식· 자식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17 Cháu 화자가 청자의 손자· 조카뻘이 되는 경우

18 Em 화자가 청자의 동생뻘이 되는 경우· 청자의 제자일 경우

19 Mình 부부끼리 쓰는 호칭(한국어의 ‘여보’에 해당)

20 Bạn 청자가 화자와 같은 나이또래인 경우

21 Mày 어린 적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같은 사이 친근하게 대화할 경우

22 Ấy 보통 학교 다니는 나이에 친구들 사이에 친근하게 대화할 경우

24 Cậu³ 친구들 사이에 쓰는 호칭(약간 격식을 차리는 경우)

표 3-6. 베트남어의 2인칭 대명사

위의 표 내용은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2인칭대명사이

다. 이러한 베트남어 호칭 체계는 한국어의 호칭 체계와 1:1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호칭의 사용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기 때

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호칭법 학습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호칭 체계에 익숙한 베트남 학습자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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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간단한 한국어의 호칭에 대해 오히려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겪는

다. 주어나 호칭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 있고

과감하게 주어나 호칭을 생략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트남어에는 특정한 경우 외에 모든 문장에 주어

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베트남어의 문법적 특성이자 문화의 특성이기도

하다. 한국어에서 경어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주어가 있어야 상대방

한테 예의 바르게 말한다고 여겨지므로, 학습자들은 주어를 반드시 쓰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한국어에는 확실한 대화 상대가 있으면 누구나 그

사람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어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 호칭을 따

로 안 써도 된다. 이것도 한국 문화의 특성이자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II장 1절 문화

개념 관련 내용 중 홀의 문화 맥락도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보이고

자 한다. II장에서 소개한 홀에 따른 고맥락(high context)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정보가 물리적 환경 속이나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

에 겉으로 드러내어 이야기하거나 쓸 것이 별로 없는 의사소통을 말한

다. 호프스테드15)에 의하면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저맥락(low context) 의사소통은 개인주의 문

화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며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명하다고 여겨지

는 많은 것을 개인주의 문화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개인주의 지수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18점으로, 20점을 받은 베트

남보다 집단주의 성격이 더 강하여 고맥락 문화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

인다. 맥락도에 관련 홀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맥락 문화인 한국에서는 서로가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한다. 간단한 메시지라도 깊은 의미를 담

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의 유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고맥

락 문화에서는 기계적 체계에 압도되어 고유의 일체성을 상실하기가 쉽

15)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136-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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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또는 메시지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실체적인

맥락에 있거나 개인에 내재되어 있다. 메시지가 코드화되어 있어 외재적

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극히 적으며,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이 하

려는 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게 되

기 때문에, 핵심을 짚어 내는 일은 듣는 사람의 몫이 된다. 오히려 핵심

을 일러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침범이 된다. 이러

한 고맥락적인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에는 주어나 기타 문장 성분이 생략

가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 비해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베트남에서는 사람들 간의

개입이 비교적 적으며 보다 더 개인화되어 있고 다소 소외되어 있기도

한다.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또는 메시지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정보의

태반이 명백한(외재화된) 코드에 실려 있다. 상황 또한 상대방에 따라서

20여개의 2인칭 대명사가 있는 베트남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 중 ‘너’, ‘당신’, ‘자네’ 정도로만 학습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호칭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베트남어에서 인칭대명사가 그만큼 많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다양한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명확히 써야 하며 한 문장에 주어·목적어·서술어

충분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어의 경우

대화 상대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 주어, 또는 호칭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모두 그 발화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

자체에 이미 서로 공유한 정보가 들어 있어, 반복해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맥락 성격을 가지는 문화로 인해 베트남어서는

2인칭대명사가 발달한 반면, 고맥락 문화인 한국의 언어에는 2인칭

대명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이 같은 2학년의 다른 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도 유

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어 학습 기간이 4년

인 4학년 학습자들에게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을 때에는 60명중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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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이 2학년 학습자들과 같은 한국어의 호칭법에 대해 불확실한 반

응을 보여주었다. 이 20명의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상황

과 같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에 만날 때 성별·나이에 따라 ‘사장님/선생님

/사모님’ 등의 호칭과 같이 ‘아저씨/삼촌’, ‘이모/고모’, ‘아줌마/아주머니’,

‘오빠/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호칭

들을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호칭들이지만 대부분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바로 ‘아저씨/삼촌’, ‘이모/고모’, ‘아줌마/아주머니’, ‘오빠/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소수의 4학년 학습자들이 자신들

이 직접 경험을 해 본 것을 떠올린다.

“첫 만남에 한국 사람들이 서로 정중하게 하고 예의를 약간 까다롭게 따

진 거 같아요. 거리감도 있는 거 같아서 저한테는 한국 사람들하고 가까

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을 잘못 쓰다가 상대방

이 거리감을 두고 불편해 한 태도를 당한 적 있어요.”

[별그대_IV_01]

위 학습자는 한국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

에, 첫 만남에 써야하는 경어법을 잘 몰라 한국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이 학습자는 ‘선생님’, ‘아줌마’, ‘아저

씨’와 같은 호칭어를 잘못 써서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경험

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가족 내 기준을 사회적 관계로도 확대하

여 적용시키는 베트남 호칭체계의 특징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나

타난 오류이다.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의 ‘아저씨’와 ‘작은 아버지’라는 두

개의 대상을 ‘chú’라는 하나의 호칭으로 사용한다. ‘아줌마’를 뜻하는 베

트남어의 ‘cô’라는 호칭도 ‘고모’의 뜻이 되기도 하고 ‘젊은 아가씨’의 뜻

이 되기도 한다. 학습자들에게 경어법에 대해 교육할 때에는 이러한 점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호칭에 대한

프레임과 한국어의 호칭에 대한 프레임이 상당히 대조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 간의 대조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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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호칭에 대한 프레임 한국어 호칭에 대한 프레임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며

대화 상대들 간 관계를 나타낸다

가족 내 호칭체계를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됨

호칭(혹은 주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윗사람에 대한 높임법의 사용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상하 관계를 나타낸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 요구됨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다

표 3-7. 학습자의 한국어 호칭에 대한 프레임

이러한 프레임의 불일치에 따른 학습자들의 다른 반응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몇몇의 한국 사람이 나이보다 더 어려 보여요. 이십대 정도 보이는데 알

고 보니까 삼십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대인데 ‘아저씨’라고 부

르니까 싫다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켜서 만나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별그대_IIIG4]

이 의견은 한국어 학습 기간이 3년인 3학년 III_G4그룹 학습자들이 동

일한 장면을 시청한 뒤 밝힌 공동 의견이다. 이 학습자들은 적절한 호칭법

과 존대법을 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한국 사람의 알기 어려운

진짜 나이’로 꼽았다. 사람의 외형적인 특성, 옷차림 등도 상대방에게 어떤

호칭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과 접

촉하는 기회가 적은 학습자들에게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이 쉬

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상대방의 나이를 잘 몰라도 중립적인 호칭을 적

당히 사용하여 무난한 방법을 쓰거나 호칭을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는

전략도 쓸 수 있는데 이 학습자는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때

문에 상대방의 나이나 사회적 위치를 잘 파악하여 적당한 언어예절을 지

켜 한국 사람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경어법에 대한 이론적

인 사용법 이외에 개인의 학습 전략과 사회적 경험도 요구된다. 이러한 점

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시청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재연하며 캐릭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별그대_III_G4] 그룹 학습자도 위의 [별그대_IV_01]학습자와 같은 경

어법 사용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 만남에서 베트남어에서의 가족 내 기

준을 사회 밖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호칭법을 한국 사람에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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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듯이 ‘아저씨’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호칭은

‘chú’인데 이 호칭은 베트남어에는 예의 바른 호칭인 반면에 한국어에서

는 ‘아저씨’가 언제나 예의 바른 호칭인 것은 아니다.

또한 ‘아저씨’라고 부를 때 싫어하는 태도를 보인 40대 한국 남성이

20대 초반인 여자 학습자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일은,

단지 장난이거나 개인적인 성격 문제일 수 있으므로, 한국 남자들을 대

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학습자의 사회 경험과 판단

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살아온 경험도 많지 않으며 한국 문화, 한국 사

람과 접촉하는 기회가 적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회성 부족이라는 개인

적 이유로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의 경어법과 호칭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다음은 호칭법을 포함한 경어법과 관련된 내용의 「별에서 온 그대」

를 시청한 뒤 자신의 경험과 연계를 지어 밝혀낸 3학년 그룹4 학습자들

의 대표적 의견이다.

“경어법을 쓰는 법이 정말 힘들어요. 경어법을 잘못 사용할 때 사람들이

바로 다른 태도를 보여서 정말 곤란해요. 무례하다고 보는 거 같아요.”

[별그대_IIIG4]

예비조사의 결과에서처럼 호칭법을 포함한 경어법은 모든 베트남 학

습자 학년군(2, 3, 4학년)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위의 3학년 학습자 그룹 [별그대

_IIIG4]의 의견처럼 경어법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 학습자들이 두려워하

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어법 사용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의를 중요시하는 만큼 경어법이 발달하

여, 특히 잘못 사용했다가 예의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 받은 것 같은 곤

란한 경험이 있어서 학습자들이 더욱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

용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 하지만 경어법이 너무 어려워 상황별 적합

한 사용법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가 보였던 것이다.

한국의 호칭법·경어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불확실 반응조사 를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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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한국어 학습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2학년 학습자들의 90% 이상이 불확실 반응을 보였으며 4학년 학습자

들의 경우 33.3%가 불확실 반응을 보였다. 호칭과 경어법의 사용법에 대한

불확실은 한국어 학습시간이 2년인 학습자들부터 4년 학습자들에 이르기

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반응을 보인 4학년 학습자들의

수는 2학년 학습자들보다 2/3정도로 적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33%)로 조

사되었다. 이를 통해 호칭법·경어법 사용법은 상당한 어려운 학습 내용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 기간이 적은 저학년 학습자들은

호칭의 사용법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칭을 잘못 쓰는 양상이

보였다면, 한국어 학습 기간이 많은 학습자들은 잘못된 호칭 사용법으로

겪은 곤란한 경험을 떠올리며 호칭법을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는 회피의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지식과 실제 경험

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호칭법 이외에도「직장의 신」, 「넝쿨 때 굴러온 당신」을 시청한 학습

자들은 한국어 한자 어휘의 뜻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백화점에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베트남에서 한자음으로 음역하

면 ‘잡화점’라는 의미를 가져서 아주 작은 가게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넝쿨당_IIIG7]

“처음에 ‘화장실’이라는 단어 보고 ‘분장실’, ‘탈의실’인줄 알았어요, 왜냐하

면 한자음으로 따지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인의

볼일을 보는 장소네요(웃음). 아마 여자들이 볼일을 볼 때만 쓰는 게 아

니라 여러 기능으로 쓰기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직장의 신_IIG10]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반응에서 분석한 결과처럼 2학년 학습자들

의 한국어 문법 구조의 이해가 제한적인 것은 결국 문화 프레임이 다르

기 때문이다. 경어법의 경우, 베트남 학습자들은 주어가 있어야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문화 프레임 속에서 주어가 생략되어도 예

의를 갖출 수 있는 한국의 고맥락 문화 프레임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베트남 문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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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 문화 프레임과 접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한자 어휘를 사용하는 데 겪은 혼란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어를

학습하는 장면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교

육에서 한자교육을 연구하는 학자 중 류뚜안안16)은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공통점 중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한자어 어휘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어를 배울 때 베트남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행정’ - ‘hành chính’, ‘사회’ - ‘xã hội’, ‘관리’ - ‘quản lý’와

같은 발음이 비슷하며 의미도 비슷한 한자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만

든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베트남 한자와 한국어 한자를 대조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7).

구분 비고

베트남 한자어의 의미와 비슷한 1, 2음절 한자어 후보 1,516 단어

베트남 한자어와 일부 의미가 다른 1, 2음절 한자어 후보 215단어

대응 베트남어에 없는 한자어 중 한자 형태소로부터

의미의 파악이 가능한 1, 2음절 한자어의 후보
495단어

베트남 한자어와 의미가 다른 1, 2음절 한자어의 후보 121단어

대응 베트남어에 없는 한자어 중 한자 형태소로부터

의미의 파악이 불가능한 1, 2음절 한자어의 후보
1,514단어

표 3-8. 베트남과 한국 한자어 비교 정보

류뚜안안에 의해 정리된, ‘베트남 한자어의 의미와 비슷한 1, 2음절 한자

어의 후보 목록’에는 무려 1516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류뚜안안은 학습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부 한자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모든 한국 한자어를 모

어 한자어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어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도 발생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의 표는 한자로 인해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휘

공부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

준국어대사전의 5,780개의 한자어 중 의미 파악 가능한 단어(베트남 한

16) Luu Tuan Anh,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대조 분석 연구: 한국 한자어의

어휘교육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1-2면.

17) 위의 논문, <부록4> - <부록8>, 332-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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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의 의미와 비슷한 1, 2음절 한자어, 일부 의미 다름, 단어 형태소로

부터 의미 파악 가능함 포함) 수가 2,347개로 40.6%를 차지한다.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자어 10개의 단어 중 4개의 단어를 듣는 것

만으로 의미 추측이 가능함을 뜻한다.

[넝쿨당_IIIG7] 학습자 그룹이, ‘백화점’을 ‘잡화점’으로 잘못 이해했던

이유는 ‘백화점’에서의 ‘백화’와 같은 발음을 지니는 ‘bách hóa[bɛk5
hwa5]’라는 어휘가 베트남어에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화점’의 ‘백’은

숫자 100을 뜻하며, ‘화’는 물건, ‘점’은 ‘상점, 점포’를 뜻하는 말이기 때

문에 한자의 축자적 의미는 한국어와 비슷하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베트

남에서의 백화점은 ‘잡화점’이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반대로 한국어에서의 ‘백화점’은 ‘여러 가지 상품을 부문별로 나누어

진열ㆍ판매하는 대규모의 현대식 종합 소매점’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를 오해하여

잘못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직장의 신_II_G10]그룹 학습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이유로 ‘화장실’에서

의 ‘화장’이라는 말을 베트남어에서 뜻이 다르며 발음이 같은 ‘hóa trang’

의 뜻으로 잘못 이해한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어에서 ‘hóa trang’은 ‘화장

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이라는 한국어에서의 ‘화장’과 다

른 뜻이다. 이는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또한 분장 파티의 캐릭터를 표현

하기 위해 얼굴 분장하거나 복장과 기타 부대용품을 활용하여 꾸미는 ‘분

장’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어의 ‘화장실’이라는 단어에서 ‘화장’은 앞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민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화장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방’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소’를 달리 이르

는 뜻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화장하는 방’, 즉 ‘분장실’로 해석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의 ‘화장’과 ‘화장실’의 의미를 배우지 않고 단어만 들었을 경우, 베트남 한

자의 뜻으로 오해하고 잘못 쓰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자어의 뜻과 사용법에 대한 혼란 위주 반응은 기존의 알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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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모국어가 간섭 요인이 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한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도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자에 대한 인

식 부족의 원인이 된다.

중요한 것은 같은 원천의 단어들이지만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백화점’

이나 ‘화장실’이 속한 베트남의 문화 프레임, 사회 프레임이 이들 단어가

속한 한국의 문화 프레임, 사회 프레임과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학습자

들이 ‘백화점’, ‘화장실’을 한국에서 동일한 단어들이 통용되는 프레임과 완

전히 다른 프레임에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다. ‘백화점’이라는 단어는 베

트남에서나 한국에서나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곳으로 의미가

한자 그대로 똑같이 해석되지만 베트남 문화·사회 프레임에서는 ‘잡화점’

이라는 의미로 공유되는 한편, 한국 문화·사회 프레임에서는 ‘대규모의 현

대식 종합 소매점’의 뜻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문화·사회 프레

임에서는 ‘화장실’이 ‘분장실’로 되며 한국 문화·사회 프레임에서는 ‘변소’

가 된다. 즉, 같은 단어인데도 놓여 있는 사회 배경 프레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 불확실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

던 것이다. 결국 이 경우에도 이렇게 문화·사회 프레임의 불일치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었던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겠다. 다음은 「직장의

신」에 나온 신입사원을 면접하는 장면이다. 각종 장을 생산하여 판매하

는 Y장이라는 회사에서 신입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하는 자

리에 ‘장규직’ 팀장과 ‘무정한’ 팀장이 나와, 지원자인 ‘정주리’한테 질문

하고 있다. ‘주리’는 대학을 졸업한지 오래되었는데도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한 취업준비생의 역할이었다.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와 사용하는 배경을 몰라서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을 이해하는 데 불확실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겠다. 다음은 「직장의 신」

중 각종 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Y장이라는 회사에서 신입 계약직 직원을

면접하는 자리에 ‘장규직’ 팀장과 무정한 팀장이 나와 지원하는 ‘정주리’한

테 질문하고 있다. 극중 여자인물인 ‘주리’가 대학 졸업한지 오래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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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나왔다.

[직장의 신] 제1회

장규직과 무정한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고 주리는 노크소리와 함께 들어온다.

(중략)

정한: 아... 저... 근무하게 되시면 일단 첫 계약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

끝나면 업무평가를 통해서 다시 3개월 계약갱신. 문론 정규직처럼 기

회 있지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뭐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

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장에 지원한 겁니다. 저는 메주거든요. 지방

캠퍼스 출신, TOEIC도 겨우 700 넘고, 그 흔한 어학연수도 못 갔다

왔고요, 스펙도 능력도 없는 맵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지금은 못 생긴

메주덩어리인데요, 이런 메주도 Y장 같은 기업에서라면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잘 묵혀나가겠습니다.

규직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메주만 보고 장을 담그기에는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닐까?

주리 똥인지 장인지는 찍어 먹어봐야 아시는 거죠.

(후략)

이 영상은 베트남어 자막과 동시 제공되었고 영상을 시청한 뒤 교사

가 학생들이 드라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본 영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주리’와 ‘규직’의 대화에

서, ‘주리’가 자기를 좋은 장이 될 수 있는 ‘메주’라고 하였는데 ‘장규직’

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의 의

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교사와 학습자들

간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 주리씨는 왜 아직까지 취직 못하고 있을까요?

학생4 주리씨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이 취직하려는 회사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 같아요. 주리씨 예쁘지만 아직 부족해요.

교사 맞지 않은 능력이라고 하면?

학생4 영어가 700점이고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 나와서 그렇다고

했어요.

교사 여기서 자기가 메주라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학생2 (고개 절레절레) 그런데 왜 “똥”하고 “된장”이 같이 나와요?

교사 왜일까요?(대답 없자) 여기서 나오는 ‘메주, 된장, 장, 장 담그다,

묵히다’라는 말들이 서로에게 무슨 연결이 있는지 아는 친구 있으면

예기해 보세요.(학생들이 반응 없자)... 이 부분에서 주리가 하고

싶은 진정한 마음의 뜻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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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침묵)(교사의 눈빛 피함)

[TS_DIS_III-3]

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23명의 3학년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

마 장면의 앞부분 대화 내용을 자막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100% 이해

한 반면, 뒷부분의 대화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

고 있다. 학습자들은 ‘주리’라는 인물이 계약직이라는 자기의 임시적 일

자리에 대해 이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주리

가 지방 대학교 출신인 데다가 영어 능력이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까지 무리 없이 이해하였다. 반면 뒷부분 대화의 경우, ‘메

주’, ‘된장’, ‘장’, ‘장 담그다’, ‘묵히다’의 단어들 간에 연계성에 대한 힌트

를 제시하였음에도, 학습자들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학습자들이

아무 반응도 못 했던 것은 ‘메주’, ‘된장’, ‘장’, ‘장 담그다’, ‘묵히다’ 등의

단어가 무슨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리’의 대사 중 “맵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지금은 못 생긴 메주덩어리인데요, 이런 메주도 Y장 같은 기업에서

라면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잘 묵혀

나가겠습니다.”의 부분이 베트남어 자막에서 “저는 그냥 맵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발효된 된장 덩어리이지만 Y장 같은 기업에서라면 된장 덩어

리이라도 좋은 간장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든 6

개월이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번역된 문장이 주

리의 말하고 싶은 내용을 100%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미는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발효

된 된장 덩어리가 나중에 좋은 간장이 될 것이다’, ‘발효된 된장 덩어리

가 간장을 만드는 데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핵심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은 아무 생각도 떠올리지 못했다.

이는 ‘된장’, ‘메주’, ‘장’과 ‘장 담그기’ 간의 연관성, 된장이 한국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이라는 점,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배경 지식 등이 없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메주가 다듬지 않은 원석과 같은 것이며,

잘 다듬고 깎으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똥’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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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메주’ 이야기에서도, ‘똥’과 ‘된장’이 색과 형태가 비슷한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품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안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베트남 요리에는 젓갈

과 함께 간장을 중요한 소스로 쓰기도 한다. 또한 콩으로 만든 콩장인 ‘tương

đậu’의 경우 몇몇 지역의 특산품으로, 주로 음식과 곁들여 같이 먹는 일종의

양념으로 베트남 요리에 사용된다. 그러나 ‘베트남 된장’은 한국 요리에서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 한국 ‘된장’이 속한 한국 음식 문화라는

프레임이 베트남 ‘된장’이 속한 베트남 음식 문화 프레임과 불일치하다.

‘메주’의 경우는 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

(hypotenuse)의 경우 빗변이 ‘직삼각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직삼

각형의 개념을 모르면 빗변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18) 된장을 모르

면 ‘메주’의 뜻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다.

문화적 충격에 대한 불확실 반응 양상에서 이처럼 언어와 관련된 내

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한 뒤의 반응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히 언어 문제라는 것보다 대부분 문화·사회

프레임과 연관된 언어 문제이다. 즉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휘나 표현의 순수한 뜻이 아닌 개념의 차원에서의 어휘와 표현의

문제이다. 호칭이나 경어법은 한국사회 프레임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통

적인 사회 질서와 한국 문화의 프레임 등을 모르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된장’, ‘매주’도 전반적인 한국 음식 문화의 프레임을 알면 그 어휘

의 뿌리까지 대한 원천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한편 같은 장면을 4학년 학습자들에게 보여준 결과, 이와 같은 텔레

비전 드라마 내용으로 충격 반응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4학년에게는

이러한 문화들이 이미 학습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D. Lee, Cognitive linguistics, 임지룡·김동환 옮김,『인지언어학 입문』, 한국 문화사,

20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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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이질성에 대한 거부

베네트(Bennett)가 제시한 타 문화에 대한 적응 발전 단계인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DMIS)

중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것은 자민족중심주의이다. 이는 자기의

문화가 어떻든 현실의 중심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족중심주의 첫 단계인 거부(denial) 반응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화가 유일한 실체로 체험되고, 타 문화는 차이에 기인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 고립을 유지함에 따라 회피된다.19) 즉, 사람들이

문화의 차이를 해석할 줄 모르며, 즉석에서 자신들의 방식과 다른

것들은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옳고 그름에 관한 가치

체계를 새로운 문화에도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 가치 체계에 맞지 않는

것들은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한다.

「직장의 신」에서는 출퇴근 시간 지키기, 근무 태도, 감사하기와

사과하기, 동료들과의 관계, 회식 문화, 정규 직원과 계약 직원의 차이

등의 장면이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학습자들은 베트남 문화와 차이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은 한국 회사에서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내용에 관련된 「직장의 신」의 제2회 10씬과 11씬이다.

<별에서 온 그대> 제3회

S#10 휘경 사무실

(전략)

휘경 6신데 퇴근들 안 하시나요?

일동 ...

휘경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장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휘경 네

부장 어이 신입 너 말이야 내가 진짜 얘기라도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19) J. M. Bennett, M. J. Bennett,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4,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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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소회의실

과장 이휘경씨 회사가 놀이터야? 놀러 왔어?

휘경 저는 그저 오늘 업무를 다 해서..

과장 선배들 업무가 안 끝나면 니 업무도 안 끝난 거야 신입이 빠져 갖고 말

이야! 오자마자 컴퓨터 바탕화면에 연예인 사진 깔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후략)

이 장면은 드라마 속 신입사원인 남주인공 휘경이 그날의 업무를 다

해서 상사와 선배들이 아직 일하고 있는 중에도 자연스럽게 퇴근하려고

하다가, 과장이 “선배들 업무가 안 끝나면 니 업무도 안 끝난 거야”라고

휘경을 혼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시청한 뒤 학습자들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였다. 첫째는 한국 직장에서의 퇴근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며, 두 번째는 신입 사원이 선배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우선 근무 시간 지키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2학년

학습자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관찰되었다.

“베트남은 회사에서 맡은 일만 다 하면 퇴근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이 정말 많으면 (일단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해서 더 할 수 있다.”

[직신_II-1_3]

“한국 회사들은 근무시간보다 업무의 완성을 더 철저하게 지킨다. 주어진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베트남은

회사에서 맡은 일만 다 하면 퇴근해도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 (제가)

다음 날이나 주말에 출근해서 더 하든지 할 것 같다...”

[직신_II-1_5]

“베트남 회사라면 상사나 직원이다 벌써 다 퇴근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없다. 저라면 퇴근시간 다 되었는데 일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집에 갈 것 같다.”

[DIS_직신_II-1_자료01]

위 2학년 학습자들이 제출한 의견처럼, 학습자들은 베트남의

통상적인 직장 문화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 조금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규정된 근무 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퇴근 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하지 않으며, 상사가 퇴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 갈 수 있다. 물론 최근에 한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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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적응한 베트남 직원들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근무 시간 기준이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 근로

수당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근무시간

이후 저녁에 개인적 일정을 많이 만드는 편이다. 젊은 사람들은

학원에서 더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문제, 저녁 식사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인이라면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갈 것이고, 일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날이나 주말에 출근해서 하겠다는 [직신_II-1_3]학습자나 [직신_II-1_5]

학습자의 반응,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겠다는

[DIS_직신_II-1_자료01]과 같은 반응을 통해 볼 수 있듯, 학습자들은

정시 퇴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반응을 보여 준 2학년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고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달리 한국

회사에서의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퇴근할 수 없다’는 관념을

즉각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학습자들은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 사무실에 남아서 일할 생각이

없으며,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습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자신이라면 퇴근시간에

집에 가겠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정시에 퇴근하기가 베트남 사람들의

일반적 정서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들이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 사무실에 남아서 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이 정말

많으면 주말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평일에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습자가 “베트남은 회사에서 맡은 일만 다 하면 퇴근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 방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2학년

[직신_II-1_3]학습자와 [DIS_직신_II-1_자료01]에서의 학습자는 한국

회사와 베트남 회사 간의 이러한 차이를 문화적 차이로 보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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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한국 회사 문화를 수용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2학년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거부적인 양상을 보여준 반면

4학년 학습자의 경우 소수 11.7%(7/60명)에 불과한 학습자들만이 거부의

반응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집에 가서 일을 계속 하겠다’[직신_IV1]와

‘업무 다 끝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집에

가겠다’[직신_IV43]는 반응들이 나타나, 강력하게 거부하기보다는

타협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래에서 거부

반응을 나타낸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야근 수당이 없으면 집에 가겠다, 노동계약서의 내용과 베트남의

노동법에 있는 내용만 할 것이다.”

[직신_IV9, 16]

“상사에게 야근하는 경우 야근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계약 위반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직신_IV22]

“업무가 끝났고 노동계약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겠다.”

[직신_IV23, 24]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한국어 학습 기간이 4년인 4학년 학습자들의 반

응은 한국어 학습 기간이 2년인 2학년 학습자들의 반응과 비교할 때 이

처럼 더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나왔다. 다음 표를 살펴보겠다.

2학년 학습자 4학년 학습자

일이 남아 있어도 시간 되면 집에 간다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

노동계약서의 내용대로만 하겠다

야근 수당 지급해야 일한다

노동계약 위반이 아니어서 집에 가겠다

표 3-9. 2학년과 4학년 학습자의 퇴근시간에 대한 반응

이들 4학년 학습자의 반응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면서

‘노동계약’, ‘야근 수당’과 같은 말들을 쓰는 것이다. 2학년 학습자들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베트남의 일반적인 정서를 근거로 대지만,

4학년 학습자들은 ‘노동계약’, ‘야근수당’과 같은 법적 용어를 쓰면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한다. 이제 곧 취업할 학습자들이므로 노동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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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미리 공부하여 노동계약서 조항 내용 및 근무 조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학년과 4학년 학습자들이

같은 문화 현상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러한 거부 반응의

이유는 다를 수 있으며, 거부의 정도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학년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뿐 아니라 사회 경험이 더

많으므로 2학년 학습자들에 비해 충격 반응 양상에 해당하는 거부적인

반응의 비율도 적고, 반응의 근거도 인지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호프스테드의 이론 가운데 장기 지향(long-term orientation) 문화와

단기 지향(short-term orientation) 문화의 성격을 살펴볼 때, 57점을

받은 베트남에 비해 한국은 100점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장기지향적인

사회이다. 호프스테드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높은 자기 자본 비율, 분기별

이익보다는 건전한 시장 점유율, 성장 우선 등의 장기적 목표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영속성을 위해 봉사하며, 그 뒤에

있는 사상은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장기 지향적 성격이 앞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장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일 신입이면서 선배들보다 집에 가려는

행동에 대해, 다른 사무실 직원들이 못마땅하게 보는 것은 그만큼 그

행동이 직장 분위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모두 다 같이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신입사원이 혼자서 매일 똑같이 퇴근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의견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지 않고 회사 생활과 사생활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사생활도 회사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이를 측정 하는 도구인 불확실성 지수(UAI)에

따른 문화 성격도 특히 한국 회사 내의 질서, 직장 분위기, 상사-직원 간의

관계, 동료 관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일,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것에 등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UAI 지수 85점을 받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나라로, 견고한 신념과 행위

규범을 유지하고 이단적 행위와 사상에 대해 비관용적인 사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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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스테드에 의하면 이러한 나라에서는 시간이 돈이라는 규칙(비록 이

규칙이 절대 작용하지 않는다 하여도)에 대한 감성적 욕구가 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이 있다. 또한 정확성과

시간 엄수는 규범이며 혁신은 저항을 받기도 하고 안전은 개인적 동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불확실성 회피 점수에서 30점으로 낮은 평점을 받았다.

호르스테드에 따른 낮은 UAI 사회는 좀 더 느슨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행이 원칙에 앞서 고규범의 일탈이 쉽게 용인되어 사회에서 사람들이

필요이상의 규칙은 없어야 한다고 느낀다. 또한 모호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규칙은 폐기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정이 변동적이며 필요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일 자체를 위해서는 아니며 정확성과 시간 엄수가

자연히 따라오지 않고, 혁신을 위협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이나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은 UAI차원을 통해

쉽게 설명된다. 직장 문화와 관련하여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20)을 근거로

보는 이와 같은 베트남과 한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 표에 정리한다.

문화차원 한국 베트남

장기지향

주요 업무 가치에는 학습, 정직,

적응성, 책임 및 자기 절제가 포함된다

여가 시간은 중요치 않다

물길과 정신은 통합되어 있다

인맥에 평생 투자한다, 연줄

주요 업무 가치에는 자유, 권리,

성취 및 독자적 사고가 포함된다

여가 시간은 중요하다

물질과 정신은 별개다

사업필요에따라개인적충성도가다르다

불확실성

회피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하는 공식·비공식 규칙을 많이

설정해 놓고 있다

공식적 규칙에 대해 감정적인

두려움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규칙이 덜 신성시됨에도 불구하고

더 잘 지켜진다

표 3-10. 한국과 베트남의 직장 문화 특징 비교

학습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러한 대조되는 문화·사회적 배경에 의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신_II1_3]학습자와

[DIS_직신_II1_자료01] 학습자는 두 나라 직장 문화 중 퇴근시간 지키는

것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문화에 익숙하여 베트남

20)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240-241면,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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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고정관념을 적용시키려는 거부적 성격을 띤 충격 반응이다. 즉, 2학년

학습자들의 ‘직장 문화’라는 개념 프레임 안에서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해되는 ‘직장 문화’ 프레임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한국의

‘직장 문화’ 프레임과 접근하면서도 자신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다. 그들의

프레임에서는 이처럼 단순히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못 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반응은 초급 학습자의 반응으로, 타문화와

접촉 경험이 부족하여 문화적응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의 「별에서 온 그대」 제1회를 시청한 2학년 학습자들에게

서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에 대한 거부(denial)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별에서 온 그대」 제1회.

S#15 송이 소속사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안대표, 김이사, 그리고 윤범이 심각하게 앉아

있다. 시름 깊은 안대표.

안대표 (눈 질끈 감고 있다가 심란하게 뜨며) 내가 트위터 이런 것 좀 하

지 말라고 그렇게… (갑자기 윤범에게 티슈 통 같은 거 마구 집어

던지며) 너 뭐 했어! 임마 어? 못하게 말렸어야지

윤범 (억울) 제 말 듣나요. 어디 저도 죽겠어요.

(중략)

S#17 도로 - 밴 안
윤범이 운전하고 있고, 뒷자리엔 송이, 맨 뒷자리엔 민아.

윤범 누나 탈퇴하자니까요?

송이 싫다니까 야 나 지금 SNS친구가 2만 명이야

윤범 그게 무슨 친구에요 여차하면 안티로 돌아서는 애들인데

그리고 누나 갈릭 피자 사건 한 달도 안 됐어요.

(중략)

윤범 누나, 제가 독립군 된 심정으로 직언 한마디만 할게요. 누나 같은 스

타일은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소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우스워진다니까? 차라리 불통하시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으시는

게…(하다가 빈 물병을 뒷통수 세게 얻어맞고 표정) 아!

송이 운전이나 해!

윤범 아, 아!

(후략)

극중 ‘천송이’는 대한민국 톱스타이며, ‘윤범’은 송이의 매니저, ‘안 대

표’는 송이의 소속사 대표 이사이다. 짧은 영상에서 윤범이는 다른 사람

한테 두 번씩이나 머리를 맞았다. 첫 번째는 송이를 관리 못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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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사 사장으로부터 티슈통으로 맞고 두 번째는 송이한테 SNS를 그

만하라고 말리다가 물병으로 맞았다.

이 장면은 ‘송이’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모카커피’에서의 ‘모

카’와 ‘목화나무’의 ‘목화’를 구분하지 못해 네티즌한테 웃음거리가 되어, 소

속사에서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 영상을 시청한 2학년

학습자들은 장난으로나 화가 날 때 사람의 머리를 치는 장면에 대해 대부

분 가벼운 충격을 받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는 장난할 때 절대로 머리에 때리지 않아요. 머리는 신체에 제

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때리는 것이 이상해요.”

[별그대_II-2_05]

“만약 이 상황의 배경이 베트남회사이고 등장인물들이 다 베트남 사람들

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자주

나와서 보통일인 것 같아요. 맞은 사람도 보통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

람들이 친한 사이에 머리를 장난으로 때릴 수도 있고 어깨도 안고 스킨

십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별그대_DIS_II-1_자료04]

[별그대_II-2_05 ]학습자는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를 중요한 신체 부위

라고 여겨 장난으로라도 때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별그대_DIS_II-1

_자료04]학습자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 정도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 머리를 때리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두

학습자는 텔레비전 장면 속의 상황이 화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했다. 즉, 이들은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 장면에서 보게 된 머리를 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4학년 학생의 경우 60명 중 소수인 17명이(28.3%) 윤범이를 때

리는 장면에 대해 못마땅하며 불평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 이유로

는 그 행동이 별로 좋지 못하다[별그대_IV2], 직원의 자존심과 목소리를

잃게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별그대_IV17], 매우 불편하다, 머리를 때리

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별그대_IV12,

15, 18 22, 52], 이러한 문화 차이에 대해 충격 받았다, 이 행동은 직장

내 폭력이다[별그대_IV32-39(8명)], 약간 폭력적이다[별그대_IV4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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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직접 보니까 약간 충격 받았다, 실제상황

이라면 그렇게 맞는 게 싫다[별그대_IV19]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소수의 4학년 학습자들과 위에서 언급했던 2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사람의 머리를 치는 행동이 한국 문화에서 보편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극

중에서만 설정된 장면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도 전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

였다. 이들은 이 행동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며, 베

트남 문화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것’, 즉 ‘폭력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별그대_IV17]학습자는 머리를 자신의 자존심과 목소리에 비유하고,

머리를 맞는 일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며, 직장 내에서 자신의 목

소리를 잃어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상사에게 맞는 일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받아들이지 못하

겠다는 의미이다. [별그대_IV12, 15, 18 22, 52]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본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였

다. [별그대_IV32-39]학습자들은 이미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화

를 잘 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장면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간접적

으로 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한국과 베트남 문화는 몸짓과 신체 언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서는 장난할 때 어깨를 툭 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머리를

건드리지 않으며, 친구들끼리나 어른도 나이 어린 사람 머리를 치지 않

는다. 특히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치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밖에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팔짱 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면 반대로 베트남(남부)에서는 예의 바른 행동이

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과일을 깎을 때 칼날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안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 드라마 장면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한국 문화의 보

편적인 정서에 맞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부 반응을

보인 학습자 중 하나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자주 나와서 보통 일인

것 같아요, 맞은 사람도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친한 사

이에 머리를 장난으로 때릴 수도 있고 어깨도 안고 스킨십도 많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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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아요.”라고 반응하여,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경험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이 드라마 장면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한국 문화

의 정서에 맞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자주

나와서 보통 일인 것 같아요, 맞은 사람도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친한 사이에 머리를 장난으로 때릴 수도 있고 어깨도 안고 스

킨십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라고 반응한 다른 의견처럼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본 경험이 있는 이 학습자는 이 행위를 한

국 문화에서 일반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방식

과 달라 즉석에서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부분 2학년 학습자들과 소수의 4학년 학습자들이 이와 같이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와 어긋난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존

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이의 원인을 해석할 줄 모르며 그 차

이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이 ‘나쁘다’, ‘이상하다’라는 판

단을 보였던 것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행동 문화 프레임에서는 장난으로라도 다른 사람 머리를 건드리

는 일은 일종의 금기사항과 같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프레임 안에만 박

혀 있어 자신의 것과 다른 것과 접하게 될 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게 된 이런 행동을 허용하는 한국

문화 프레임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프레임에 변화를 주지 않

는 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충격 단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거부적인 반응들은 역시 대부분 2학년

학생들에게서 많이 보였으며 소수의 4학년 학습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한국 문화와 접촉 기회가 적은 2학년 학습자들이 4학년 학습자들보다 한

국 문화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인 이런

장난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불편하게 느껴 강력하게 거부적인 반응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 양상은 한베이(Hanvey)의 문화

학습 모형의 2단계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베트남 문화와 뚜렷하게 대조

되는 이러한 한국 문화의 현상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믿을 수 없음’, ‘불

합리한’ 감정을 야기하여 충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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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이질성에 대한 방어

일부 학습자들로부터 베네트의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DMIS)의 첫

번째 단계인 자민족주의의 방어(defense) 반응 양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문화적 충격에 대한 방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문화 차이와 자신들의

가치 체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베네트에

따르면 문화 차이에 대한 방어21)는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

된 차이에 대항하는 노력과 관련된다. 방어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또는

수용된 문화)가 유일한 좋은 것으로 체험되고 문화적 차이는 폄훼된다.

방어적 세계관은 ‘우리’와 ‘그들’의 구별에 기인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어

전략은 차이를 비방하는 것인데, 비방은 인종, 종교, 연령, 성 또는 다른

가정된 차이의 지표에 수반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어 반응은 문화적 우월

감이다. 즉, 타문화를 비하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월 전략은 비방보다 더 많은 차이의 경험을 허용한

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진정한 발달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 대부분의 문

화적 차이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모바와 포터22)에 의하면 고정관념, 또한 편견에는 자기 방어적 기

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사람들이 외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고정관념이나 편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방어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시청한 뒤 설문지 작성

과 그룹 토론을 통해 관찰된 문화 차이에 대한 방어 반응이다. 시청한

부분은 제1회 S#1중 한국의 고부관계와 시집살이를 다루는 베트남어 자

막과 함께 제공된 장면이다.

21) M. J. Bennett,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raining for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0, 1986, 183면.

22) L. A. Samovar & R. E. Porter, 앞의 책 ,2007, 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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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째 굴러온 당신」 제1회

S#1. 추석 명절 끝나고 차윤희가 여자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시집에서 명절 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친구1: 우리 시어머니 차례 상을 치우자마자 딱 시계를 보시는 거야. 당신

딸이 여태까지 뭐 하느라 안 오냐 이거지. 요즘 어떤 시대인데 명절에

며느리를 그렇게 오래 부려 먹느냐면서

친구2: 너 부려먹으면서?

친구1: 내 말이! 아니 당신 딸이 21세기에 살고, 며느리는 조선시대에 사냐고?

아무튼 우리 어머니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하고 조선 시대하고 갔다

왔다 하시니까…

친구들: 어머머머머!

친구2: 그래서? 어떻게 됐어?

친구1: 시누이 저녁 다 해 먹이고 설거지 다 해놓고 과일까지 다

깎아 받친 다음에 오밤중에 달 쳐다보면서 친정 갔지 뭐~

친구들: 아이고~ 너무 했다. 말도 안 돼~ 등

이 장면은 한국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석을 지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먼저 친구1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집안 이야

기를 하고 있다. 시댁에서 차례상을 혼자서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자기 딸만 걱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집 딸도 다른 집에서 며느리 역

할하고 있느라 친정집에 못 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사돈댁에서 자신

의 딸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의 집 딸인 자신의 며느

리는 친정에 못 가도록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친구1은 결국 아침

에 제사를 지내고, 시누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 시누이에게 밥을 차

려준 뒤 과일까지 깎아 주고 설거지하고 늦은 밤이 되어야 자신의 집에

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장면을 한국 사회의 문화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고부갈등’, ‘명절 증후군’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들에

게 이 장면을 보여주었다.

영상 내용으로는 위의 친구1의 대사처럼 한국에서 며느리가 명절 때

혼자서 차례 상 다 준비하고, 시댁식구 밥을 먹을 것까지 다 차리고, 심

지어 시누이 밥과 후식까지 챙겨야 한다. 명절에는 항상 시댁이 제일 먼

저이고, 시댁을 다 챙기고 나서 친정집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보편화되

어 있다. 베트남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집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친정

집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평등하게 챙긴다. 명절날 아침 같은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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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똑같이 시집에 먼저 가야 하지만 명절 전날이나 오후에는 며느리들

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추석이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설날

은 일 년에 한 번 뿐인 민족의 대명절로 여겨진다. 공식적인 휴일은 5일

뿐이지만, 대부분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10일정도 쉬는 것이 일반

적이다. 설 전, 음력 12월 23일에 부엌의 신이 옥황상제에 일년의 일을

보고하러 잉어를 타고 하늘에 가는 것을 배웅하는 날부터 명절 분위기

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안 대청소를 하고 연휴 내내 먹을

것을 준비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바쁜 분위기는 한국

과 비슷하다. 하지만 연휴 분위기가 대보름까지 나서, 명절 전·후의 날까

지 3일 동안 쉬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쉰다. 그만큼 긴 연휴동안 시집에

서 명절 하루 이틀 정도 보내는 것은 며느리들한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제사나 차례상을 보통 낮에 차리기 때문에, 새벽

부터 일어나 차례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보다 훨씬 편하다. 베트남에서는

명절을 포함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감독의 역할을 맡으며,

시어머니가 일하는 여건이 안 되면 맏며느리가 대신 그 역할을 맡는다.

이는 한국과도 유사하지만 가족 행사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 특히 여자

구성원들인 딸들도 같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족 행사 문화는 호프스테드의 문화 측정 도구 중 개인주의 지수의

척도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IDV점수가 각각 20

점과 18점23)으로 나타나 집단주의 사회로 간주된다. 세례식, 결혼식, 장

례식과 같은 가족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한국과 베트남 문화의 공통점이다. 학습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고부관계

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장면을 시청한 2학년 학습자들 72명을 18개의 그룹으

로 나눠 그룹 토론 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어 학습

23) G. Hofstede, G. J. Hofstede & M. Minkov, 앞의 책, 2014, 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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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

해 4학년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같은 드라마의 장면을 시청하도록 하

여 토론을 진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

기간과 한국 문화와의 접촉 기간이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의 차이를 파악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학년 학습자들의 토론 내용에서 확인한 결과, 베트남과 한국의 고부

관계 차이에 대한 충격 반응 중 ‘한국에서 음식을 포함한 모든 명절 준

비가 다 며느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에서 99.4%의 학습자들이 충격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17/18그룹). 이어서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가 베

트남보다 더 까다롭다’는 데 56%의 학습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10/18그룹). 이어서 ‘시댁 식구를 다 챙겨야 한다’는 데 33%의 학

습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18그룹)[넝쿨당_II-2_TS_자료01].

2학년 학습자들이 느낀 한국과 베트남의 고부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베트남 며느리의 경우 한국 며느리에 비해 의무도 적고 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명절 때 시댁 식구의 도움을 받아 음식 등

집안일을 나눠서 할 수 있다. 또한 며느리들이 시집가고 나서도 자기

친정을 시댁만큼 챙길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유교가 4세기부터 들어와 문화 깊숙이 영향을 미치

고 있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11세기가 되어서야 유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

하여 그 역사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의

북속(北屬)시기(B.C.111-938) 이후 거의 100년 간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고, 사회주의가 도입된지도 70여 년이 지나서 남녀평등 사상

이나 여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학습

자들은 베트남 명절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한국의 명절 문화를

판단하려고 한 것인데, 해야 할 음식이 많다거나 며느리 혼자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식구들도

며느리와 같이 동등하게 집안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베트남 문화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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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하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여준 한국 며느리들의 명절 생활에 대한 학습

자들의 충격 반응 중 2학년 학습자의 절반 전후로 두 번째로 많은 양상

들은 ‘(한국)시집살이 (베트남 시집살이 보다) 더 까다롭다’는 의견(10/18

그룹), ‘(한국)시집살이 (베트남 시집살이 보다) 더 힘들어 며느리의 책임

감이 더 무겁다’는 의견들이나 (한국 며느리가) 시댁식구를 전부 챙겨야

한다(6/18그룹)는 의견은 모두 다 한국 며느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

무 많아 힘들며, 그만큼 많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드라마 장면에서 친구1이 말하는

것처럼 시누이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학습자들이

30% 이상(6/18 그룹) 알려주었다.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가 더 힘들

다거나 시댁 식구를 다 챙겨야하는 점은 명절의 책임이 다 며느리에게

있다는 가장 충격 받는 점은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 힘들다’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94.4% 2학년 학습자들이 이러한 한국의 가족

관계 중 고부관계와 가족 구성원들의 의무과 책임 배분 문제에 대해 충

격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와 2학년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들

의 생각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 명절 때 한국 며느리 의무와 베트남 며느리의 의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왜 다른지, 어떻게 다

른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학생6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며느리들도 명절 때 제사상을

차려야 하지만 시댁식구 전부를 안 챙겨도 돼요. 남편의 여자

형제들, 남편 어머니, 심지어 남편도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2 시댁에 대한 의무는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데 문제는

베트남 어머니들이 훨씬 더 편하고, 며느리들이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나 남편과 대화하거나 놀러 가는

시간도 있다. 한국에서는 며느리들이 하는 일이 끝없는 거

같아요. 일 다 해야 갈 수 있어요.

학생14 차윤희씨의 친구가 상 치우고, 설거지 다하고, 시동생한테 밥을

다 차려주고, 과일 깎아서 갖다 준 다음에 또 치우고 나서 집에

가니까 밤이 다 됐다 했는데 이 장면은 베트남에서 볼 수 없고

이 점은 바로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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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이렇게 며느리가 시동생한테 밥 차려 주고 과일

음료수 다 갖다 줘야 하는 집이 없어요.

학생들 (동의)

[TS_DIS_II-2_자료03]

학습자 6은 베트남 며느리들이 명절 때 어머니와 올케들, 남편 등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명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혼자 준비를

하는 한국의 풍습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명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가족 행사이지 며느리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며느리 혼자 준비하게 하는 일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베트남

며느리들은 앞에 분석한 바와 같이 안주인이 될 한 사람으로써 가족 행사

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지만, 시댁 식구 전부를 안 챙겨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도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전통이 유지되어 평소에 맏며느리가 가장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가족

행사 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맏며느리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앉아 있고, 며느리만 혼자 일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되며, 시누이를 비롯한 다른 식구들도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학습자 2는 베트남에서 시어머니를 대하기가 한국에서 시어머니를

대하기보다 더 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베트남

시어머니들의 경우, 며느리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베트남 며느리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느라 가정을 위한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은 시어머니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며느리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 위한 시간 등

개인의 생활도 있어야 하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학습자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친구1처럼 명절에 일을 다 끝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한국 며느리들이 할 일이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학습자 14은 한국 며느리와 베트남 며느리의 의무에 관련하여 말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며느리가 드라마 주인공

차윤희의 친구1처럼 차례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고 치우는 것은 물론,

나중에 늦게 온 시누이 혼자를 위해서도 똑같이 밥을 차려주고,

시누이가 다 먹고 난 상을 치우고 나서 과일과 마실 것까지 챙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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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설거지한다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에서 시누이도 엄연히 성인인데다 손님이 아닌

식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시누이들을 손님 모시듯이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같은 시어머니·시누이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학습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녹음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학생1 자, 왜 차윤희 친구가 추석 얘기 꺼내면서 기분이 안 좋을까요?

학생2. 집안 청소하고 시누이들을 시중들어야 해서...

학생3. 무슨 시중씩이나?

학생2. 그렇잖아. 과일도 깎아 바치고.

학생4. 맞아, 과일 깎고 설거지 하고

(중략)

학생3. 시댁 식구위해 봉사하고 (받아 적는)

학생2. 나이 어린 시누이 시중도 들고.

학생3. 맞아, 시누이까지 시중들고, 근데 시누이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잖아?

학생2. 어떻게 시누이가 나이가 더 많아? 한국에서 그렇게 허락 안 할

거야. 시어머니가 나이 많은 여자 집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중략)

학생2 이 드라마 보고 느낀 점은?

학생4 한국 가정 내에서의 며느리의 무거운 책임감.

학생3 한국 며느리들의 고생

학생2 드라마 보고 나니까 한국 며느리들이 베트남 며느리들보다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

교사 (관찰 뒤) 이 드라마 보고 한국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은 사람

있나?

학생들 (일동) 없어요(웃음)

[넝쿨당_DIS_II-1_G3]

학습자들 대화에서 “차윤희 친구가 추석 이야기 꺼내면서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라는 학생1의 질문에 학습자2는 “집안일하고 시누이들을

시중들어야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학생3이 ‘시중들다’라는 단어가 적

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하자 학습자2 와 학습자 4의 반박의 의견을 다

시 제시하고 결국은 그룹 전체가 학습2의 의견으로 통일하기로 한 모습

을 관찰할 수 있었다.

4명의 학습자 중 3명은 시누이한테 밥을 차려주고 과일을 깎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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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누이를 위한 행동이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 옆에서 지켜보고 심부

름 하듯이 ‘시중들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즉 학습자들의 상식에는 밥

을 차려주고 과일을 깎는 일은 특정한 대상인 어른(윗사람)들, 남편, 손

님 혹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예를 들어 아이들의 경우)을 위해

하는 일이지, 자신의 남편의 동생으로 자신보다 나이도 더 어린 시누이

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시누이가 올케보다 나이가 더 많

아도 남편의 동생이라면 남편의 부인한테 동생뻘이 되는 것이 한국과 비

슷하다. 중요한 것은 시누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밥을 먹고

싶으면 알아서 차려 먹거나 부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시누이가 해야 하

는 일이라고 행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다시 ‘왜 차윤희 친구가 추석 얘기 꺼내면서 기분이 안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쓰기 위해 학습자들이 한국 며느리가 ‘시댁 식구 위해 봉사

하고 나이 어린 시누이 시중도 들고’라고 쓰려고 하다가 시누이의 나이

에 대해서 잠깐 토론하고 있는 주제에서 좀 빗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학습자들이 시댁식구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여전히

‘봉사하다’의 어휘를 쓰는 것을 보면 학습자들이 시댁 식구를 위해 일하

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누이가 올케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는 의견은 시누이 나이가 더 많으면 윗사람이 되

니까 ‘봉사하다’, 또한 ‘시중들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의논했던 것이다.

“이 드라마 보고 느낀 점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한

국 가정 내에서의 며느리의 고생과 무거운 책임감을 제일 먼저 꼽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명절 상차림에 대한 강력한 인상이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가 고생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 문화 중

고부 관계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학습자들은 아직 20대 초반

여대생이라는 점을 유의하며 보아야 한다. 베트남 여성들은 원래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이 학습자들이 사회에 대해

보는 시각이 독립적이며 개성이 강한 젊은 여성의 시각이다. 그러니

자존심이 강해 누군가를 봉사하고 시중들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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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토론 활동 이외에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그룹별로 나누어 그룹 내에서 토론하게 한 뒤 종합적인 결과를

선문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24)

베트남에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활동

많이 참여하여 대부분 가정들이 맞벌이 부부이다. 직장일과 집안일을 병행

하는 일이 힘드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전부 맡아 해낼 것

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출가외인’이라는 유교적 사상 때문에 전

통적으로 베트남에도 딸은 한 번 시집가면 그 시댁 식구가 된 것이 한국

과 유사하지만 양 나라에서 그 뜻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제는 딸이 남의

집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친정집에 찾아와 드라마 장면에서 친구1의 시누

이에 대해 말한 대로 처녀 때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것처럼 앉아서 올케가 차려준 밥과 과일을 받아먹기만 하는 대접 받는 권

한이 없다. ‘친정집’은 여자들에게 말 그대로 ‘친정 부모 형제가 사는 집’이

지 ‘자기 집’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다. 결혼한 여자의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남편과 자식이 있는 집, 남편이 부모님과 형제를 모시고

살면 그 시댁 식구가 다 같이 모여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며느리가 이제 집안일을 시어머님으로부터 계승하여

안주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딸이 친정집에 올 때 오히려 올케를 조심

스럽게 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친정집에 행사가 있을 때 베

트남에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집안 행사에 시집가기 전과 같이 참석해

야 된다. 즉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의 같은 상황이라면 며느

24)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S#1에 나오는 ‘친구1’은 왜 명절을 떠올리면서 기분이 나빴을까?

②왜 ‘친구1’의 시어머니에게 자기는 조선시대에서 살고 시누이는 21세기에 산다

고 할까?

③‘친구1’은 명절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④‘친구1’은 차윤희가 명절이 ‘할리데이’이라고 말 했을 때 왜 기분이 나빴을까?

⑤차윤희가 명절에 가는 시집이 없다고 할 때, 친구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슨 뜻일

까?

⑥이 장면을 통해서 한국 가정의 명절 풍경이 어떻게 상상합니까?,

⑦차윤희가 친구들하고 시집살이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부러워할까?

⑧왜 차윤희 친구들이 차윤희가 시집 제일 잘 간다고 생각할까?

⑨차윤희가 선 볼 때 어떤 조건을 내고 왜 그렇게 했을까?

⑩이 장면에 대한 소감을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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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딸들도 와서 같이 명절음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학습자들이 이해했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눈에는 한국 가족 내에 일

어난 명절 광경은 온 가족이 모이는 데 2학년 학습자 18개 그룹(총 72

명) 중 10개 그룹[넝쿨당_IIG1, 넝쿨당_IIG3~6, 넝쿨당_IIG13~16, 넝쿨당

_IIG18]이 ‘한국 여자들이 명절에 온 가족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쉴 틈·여행 갈 시간이 없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맡아야 된다’며

한국 여자들의 ‘힘든’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이 10개

그룹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기준에는 한국 여자들이 가정을 위해 쉬지도

못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불쌍해 보인다. 즉 자신을 위한 시간

없이 가족을 위해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한다는 것이 여성의 인생으로써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다른 7개 그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친 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하였다. 시어머니가 이들 학습자들의 눈에는 며느리

에게만 일을 시키고, 자기 친딸이 손끝 하나도 안 움직이는 일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현하였다. ‘며느리가 바쁘게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와 시누이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한다[넝쿨당_IIG2], 시어머니가 여유 있게

올케들하고 명절을 즐긴다[넝쿨당_IIG8], 시어머니가 감독만 하고 시누이

가 일을 하는커녕 올케가 해줄 것을 기다리기만 하다[넝쿨당_IIG9], 시어

머니가 자기 딸만 챙기고 며느리 일만 시킨다[넝쿨당_IIG10], 시어머니와

올케들이 한가한데 며느리만 일을 다 한다[넝쿨당_IIG11, 12]는 등과 같

은 대표적인 의견을 개인 설문 조사지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심

지어 시어머니가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올케들이 신나게 논다[넝쿨당

_IIG17]는 생각을 하는 학습자들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습자들이

한국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이 보인다.

“한국의 고부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한국남자하고 결혼 못

할 것 같다.”

[넝쿨당_II-1-G7]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가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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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당_II-1-G1]

이 장면에서 나오는 한국 며느리의 명절 나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

한 후 [넝쿨당_II-1-G7]학습자 그룹과 [넝쿨당_II-1-G1]학습자 그룹은 마

치 베트남 사회에서의 고부관계가 합리적이고 한국 사회에서의 고부관계

가 불합리적인 것처럼 이러한 드라마의 장면에서 묘사한 한국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 학습자 그룹들이 며

느리가 명절 음식을 주도적으로 하되 시댁식구들도 같이 도와야 한다는

베트남의 보편적인 문화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 기준에서 “한국의 고부관

계가 너무 복잡하다, 갈등이 많다”,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가 답답하

다”고 한국의 고부관계에 관련된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

이 베트남의 문화가 이런 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여 며느리의 의무와

고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의 상이한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의 고부관계나

며느리들의 시집살이에 대한 관념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고부관계가 복잡하다”, “한국 며느리의 시집살이

가 답답하다”는 자신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보려는 방어적 반응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장면을 4학년 학습자 60명에게 보여준 결과, 소수인 13명

(21.7%)만이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강한 거부 반응으로는 ‘시집살이가

무섭다, 한국 며느리는 불공평하게 대접받아야 한다, 시어머님과의 관계

도 항상 스트레스라 한국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 [넝쿨당_IV02, 16, 49]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다 가벼운 방어적 반응으로는 ‘한국의 고부관계가

너무 가혹하다, 며느리가 대접을 못 받아(학대 받아) 전 이 관계를 좋아

하지 않아요’[넝쿨당_IV25, 51], ‘명절은 온 가족이 즐겁게 모이는 시간인

데 며느리만 일해야 해서 불만이다, 불합리적이다[넝쿨당_IV11, 23, 24],

‘한국 며느리는 시댁식구를 위해 하녀처럼 봉사해야 한다’[넝쿨당_IV47,

50], ‘한국 며느리가 불쌍하다, 평소도 물론이고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

[넝쿨당_IV43] 등의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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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습자

(학습자의 99.4%)

4학년 학습자

(학습자의 21.7%)

한국시집살이 베트남 시집살이 보다 더

까다롭다

(한국)시집살이 (베트남 시집살이 보다) 더

힘들어 며느리의 책임감이 더 무겁다

(한국 며느리가) 시댁식구를 전부 챙겨야

한다, 시누이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에 대

한 부담이 크다

시집살이가 무섭다, 한국 며느리는 불공평하

게 대접받아야 한다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항상 스트레스라 한국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

한국의 고부관계가 너무 가혹하다, 며느리가

대접을 못 받아(학대 받아) 전 이 관계가

좋지 않다

표 3-11. 고부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거부 반응

이들 4학년 학습자들 역시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며 한국 문화를 비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2학년 학습자들과 같다. 그러나 4

학년 학습자들의 반응 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2

학년 학습자들의 반응과 같은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4학년 학습자들

은 어느 한 개인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현상(시집살이)에

대해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시집살이가 무서워서

한국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는 [넝쿨당_IV02, 16, 49] 반응을 보인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주로 며느리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문화에 대

해 비판하였다. 한국 여성들의 시집살이에 대해 충격 반응을 보고한 학

습자의 비율도 21.7%로 나타나, 2학년 학습자의 94.4%라는 비율에 4분

의 1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4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 가족

내의 고부관계나 며느리들의 시집살이에 대해 2학년 학습자들보다 충격

을 덜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들의 반응을 문화 충격 반응 양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생각

하는 베트남의 ‘고부관계’, ‘시집살이’에 대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에서 자신 프레임과 대조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워 자신의 프레임을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

프레임에서 제시된 사례에서는 학습자들이 베트남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훨

씬 편하고 친자식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고부관계’와 ‘시집살이’의 프레임에서는 며느리의

무거운 책임감, 시어머니의 며느리와 친딸 차별이 일부분이 아니다. 때문

에 이들이 마치 자신의 프레임이 더 우월한 것처럼 자신의 프레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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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이유로 그 것을 돋보이게 하여 방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한편「넝쿨째 굴러온 당신」중 일반 가정에서의 어른들의 위치와 역

할, 아들 딸 차별 문제, 아들선호사상을 다루는 내용도 학습자들에게 보

여주었다. 드라마 속의 할머니는 장손을 잃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매

년 장손을 잃은 날에 다른 손녀딸의 생일잔치를 못하게 막는다. 또한 며

느리가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한다. 그

러나 자식들과 다른 식구들은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

와 손녀딸은 30년 동안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된다. 다음은 해당 내용이

드러나는 대화 장면이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제1회 중

다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며 케이크의 촛불을 끄려고 할 때 할머니가 들어온다.

말숙 ~네(아버지 일어남), (나가) 또 한판 뒤집어지겠네~(한숨)(문 연다)

청애 어 어머님 오셨어요? (당황) 전 모레 오신 줄 알고...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해주지 그랬어 동서...

(중략)

막례 니들 상다리 부러지게 상 차렸는데 불청객이 온 거냐?

청애 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장수 오늘 이숙이 생일이라서요. 어머니...

막례 응 그래? 그래, 이숙이 생일 축하해주려고 음식을 차려 놓고 잔치를

벌려? 언제부터 오늘이 잔치 날이 됐냐? 너희들 전부 그러는 게

아니다.

(중략)

막례 이숙이 들어라, 넌 할미가 섭섭하겠지, 그렇지만 할미는 오늘이 제일

슬픈 날이다. 너의 애미가 너 낳느라고 우리 장손을 시장바닥에

내팽개치고 가지만 않았어도.

말숙 할머니, 그건 내팽치는 게 아니죠, 일종의 사고 같은 거였죠. 할머니가

늘 엄마가 오빠를 일부러 내다버리는 것처럼...

(중략)

막례 너는 궁금하지도 않냐 슬프지도 않어? 어? 애타지도 않어? 니가 버린

니 새끼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어디서 살지, 죽었으면

어디...(균형 못 잡고 넘어지려는...) (중략) 할미인 나도 이런데, 애미

되가지고 너는 그저 노래교실이나 다니다 허구한 날 밖에서 돌고...

그래도 나는 니가 마음으로는 너무 달랠 길이 없어 그런가보다 나는

그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그랬는데, 어? 어떻게 이런 날에

잔치를 벌여? (큰 소리) 애미 너는 정말 독하다 독해, 어떻게 이런

날에 잔치를 벌여? (에게 부축이고 들어간다) 어떻게 내 새끼가...

위의 장면을 시청한 뒤, 교사는 2학년 학습자들과 이 내용에 대해 질

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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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들을 잃은 슬픈 날에 태어났다고 딸에게 생일상을 안 차려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의 남녀 차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학생3: 한국은 베트남보다 차별이 정말 심하네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

지금 현대 시대인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베트남은 이제

그런 사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사: 이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둘째 손녀딸이 왜 30년

동안 생일 밥을 못 받아먹었나요?

학생7: 이 할머니가 아직까지 봉건 시대 풍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풍습들이 한국 사람의 대를 잇는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때문에 요즘 시대에도 이

할머니는 그러한 봉건 시대의 편견을 버리지 못 하였어요.

교사: 이 할머니가 여러분의 할머니라면 이렇게 할머니 말을 100%

들어야 할까요?

학생8: 제 생각은 듣긴 듣는데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참아야만 하지 않을

거예요. 베트남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독단적이고 심하게

까다롭지 않아요.

교사: 이러한 할머니 실제에도 존재할까요?

학생9: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도 그런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녀를

미워하기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TS_DIS_II-1_자료06]

교사는 할머니의 집안에서의 위치, 다른 식구들이 할머니에게

존중하고 무서워하는 태도, 장손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있는 아버지의 곤란한 입장,

생일마다 미역국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 둘째딸 이숙의 억울함 등,

드라마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들한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대답을 통해,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전통 한국 가정의

분위기, 위아래 질서에서 어른의 역할,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등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남녀 차별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자3은 “정말 심하다,

지금은 현대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밝히면서, 베트남은 이제 그런 사상이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사회에도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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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0년이나 된 장손 때문에 온 가족이 정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슬퍼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학습자가 생각하는 ‘현대 시대’는 베트남과 같은 ‘남녀평등’의 시대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장손 위주의 사고방식은 현대 시대에 뒤진

구시대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학습자3과 같은 반응은

동일 장면을 시청한 다른 학습자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즘 남녀 차별 또한 윗사람-아랫사람 구분이 아직 존재하지만

베트남은 좀 덜 한다.”

[넝쿨당_II-2_6]

베트남도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은 것이 아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게 되면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 묘지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유산도 많이 상속받는다. 지금은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베트남 학습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아들 위주의

가족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자는 베트남의 문화가

더 현대적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고 이 관념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

남녀 차별이 심하고 구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자7은 이 할머니가 하는 행동과 생각에 옛날 봉건 시대

사고방식의 영향이 깊이 박혀있어 지금에도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며

집안에서 자신의 자식 손녀들은 무조건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집안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하고 일종의 ‘독재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이 학습자는 본 드라마 장면에서 보여준 한국 가족 내의 ‘아들과 딸’

차별 문제를 통해 한국사회를 ‘봉건사상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습자7의 경우, 봉건시대의 사고방식은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보수적이며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풍습이

한국 사람에의 대를 잇는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깊이 내려 드라마 속

할머니처럼 현대시대에도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국은 봉건적이다’라는 지적은 남녀차별에 대한 개방적인 관념이



- 137 -

옳다는 베트남의 가치체계를 방어하는 반응으로 보인다.

학습자8은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할머니가 ‘까다롭고 독단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만약에 드라마 속

할머니가 자신의 할머니이라면 드라마에서 재현한 상황처럼 될 때까지

억울하게 참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습자8이 생각하기에

베트남에서는 할머니와 같은 집안 어른이 너그럽고 따뜻한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 드라마 장면에서 비친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드라마 속의 할머니는 집안의 어른이고 권위적이며, 식구들

모두가 할머니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손녀 생일을 축하해 주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 날에 손자를 잃었다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축하조차 해지 못하였다. 이 할머니는 잃어버린 장손에만 신경 쓰고,

30년 동안 생일밥을 먹지 못하는 손녀의 섭섭한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아들을 잃은 며느리의 아픔을 자꾸 건드려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등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인물로 등장하여

학습자8은 이 인물에 대해 ‘까다롭다’, ‘독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베트남 속담에 ‘아이 잘못되면 엄마 탓, 손자 잘못 되면 할머니

탓’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손자를 항상 가장 많이 보호해 주며 잘못을 덮어주려는

존재로 베트남 학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학습자8도 역시 “베트남

할머니는 그렇게까지 독단적이고 심하게 까다롭지 않아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베트남 할머니’에 대한 기준을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 가족의 할머니 상에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이다.

요컨대 「넝쿨째 굴러온 당신」 중 가족 내 관계, 남녀 차별에 대한

장면 시청을 통해 보인 학습자의 반응들은 아직도 베트남 문화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민족중심주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베트남의 현재 사회·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한국 할머니’를

평가하며 말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 할머니가 속한

베트남 사회·문화 프레임이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설정된 한국의 전통

가정의 프레임과 어긋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 아직은 베트남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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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나 집안에서 어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기준이 옳다고 믿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은 남녀 차별이 정말 심하다’, ‘베트남은 안 그러는데

한국이 아직도 옛날 봉건 시대의 사상을 따르는 것 같다’, ‘한국

할머니는 독단적이다’ 등, 마치 베트남 문화의 이러한 특성이 한국

문화보다 더 ‘발전된 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베트남보다 더 보수적이다, 가부장제적인 사회’이며 ‘베트남은 더

개방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학습자 3, 7, 8의 편견은 대부분 의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

베트남 문화에 대해 이처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행동은

결국 베트남인인 자신이 가지는 가치관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서 나온 태도이며,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 간에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의 다른 점에 대해 알고 있으나, 한국 문화에 대해

‘틀리다’, ‘부적절하다’, ‘불합리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여 상이한 가치

체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화 가치 체계를

방어하는 반응 양상을 보여 주었다.

베네트에 의하면 자민족중심주의 단계에는 부정(거부)(denial)적인

단계, 방어(defense)적인 단계, 최소화 단계의 3가지 단계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베트남 학습자들이 보인 반응들은 자민족중심주의 단계의 거부

단계와, 방어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소화(minimization) 단계라는

자민족중심주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 반응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소화 단계는 문화 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들을 사소하고 피상적인

차이로만 보며,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는 반응 양상인데, 이와 같은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충격 단계에 해당한 반응 양상은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반응, ‚거부

반응, ƒ방어 반응으로 3가지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학습

시간이 짧은 2학년 학습자들이 4학년 학습자들보다 더 많은 충격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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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4학년 학습자들은 문화 프레임의 범위가 2

학년 학습자들의 프레임보다 더 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보다

더 적극적이며 목표어 문화의 프레임과 맞추기 위해 자신의 프레임을 조정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충격 반응 양상을 보이더라도

학습 기간이 짧은 학습자들일수록 피상적인 문화 차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학습 기간이 긴 학습자들은 문화 차이에 대한 프레임이 불

확실한 상태를 유지한 채, 직접 경험했던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 회피

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한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이러

한 충격적 반응 양상들은 결국 문화 프레임의 불일치로 인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프레임들이 서로 충돌할 때 당황하거나 불확실한 느낌이 드는

반응, 거부 반응, 또는 방어 반응과 같은 부정적인 양상들이 보이는 이유에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문화 프레임

의 불일치 문제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이는 한국 문화 프레임과 불일치할 때 자신의 프레임

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프레임과 결합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는 타문화

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 문화와 사회의 프레임에 대

한 이해를 전제를 해야 충격 반응을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회복·적응 반응 양상

회복·적응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수정하여 그 문화에서 온 다른 사람들과 서서히 공감을

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진다25). 이

연구에서도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의 존재를

25) II장 2절 문화적응 이론 관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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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고, 그 차이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분석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반응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회복·적응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회복·적응 단계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모바26)의 주장처럼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나타난 베트남 학습자들의 회복과 적응

양상 간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1)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

훕스의 문화 간 학습 과정에 따르면 선택적 적응 단계 이전에 수용과

존중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베네트도 ‘문화 간 감수성 발전 모형’ 중

다민족중심주의에 수용적 반응을 포함시켰다.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대상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문화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며 수용한다. 그러나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이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자들은 베트남 문화의 가치관과 규범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며

한국 문화와의 차이를 ‘삶의 사실’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수용적

반응을 보였다. 즉 한국 문화가 베트남 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을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는「별에서 온 그대」를 시청한 뒤 학습자들의 회복을

위한 수용적 반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면의 배경은 주인공

송이가 술에 취해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와 버리는 내용이다.

[별에서 온 그대] 제2회

S#31 만화방 VIP 룸

송이와 홍사장 두 여자가 소주를 취하도록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중략)

S#34 ~ S36 민준 집 거실/ 대문 앞

만취한 송이가 민준이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

가려고 하는데 계속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고 나왔다.

26) L. A. Samovar & R. E. Porter, 앞의 책, 2007,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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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준 집 대문 앞

송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헐 진짜 열렸네?

민준 열렸겠지 내가 열었으니까.

송이 아 조선욕쟁이.

민준 난 욕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송이 욕쟁이 왜 우리 집에 있어.

민준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니까.

송이 좋냐? 나 빵점 주고 망신 주고 그러니까 좋아?

송이 내가 봤을 때 넌 찌르면 퍼런 피가 나올 놈이야!

이런 자선냄비에 씹던 껌도 안 넣을 시키.

민준 이 봐 천송이씨.

송이 왜 너만 조선 욕 하냐? 나도 한다 이런 병자년에 죽빵을 날릴...

민준 죽방이 아니고 방죽.

학습자들이 시청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이전 장면에서

송이는 네티즌의 악플 때문에 괴로워 고등학교 동창과 만화방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다. 그러다가 민준이 사는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여

비밀번호를 계속 누른다. 민준이 문을 열자 송이가 시비를 걸고 민준이

집에 자기 집처럼 들어와 버린다.

이 영상을 보여준 뒤에 학습자들이 이 영상에 대해 이해했는지, 영상

내용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드라마 장면 속에 송이와 홍사장이라는 두 젊은 아가씨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장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4학년 66명의 설문조사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60명이 응답했는데, 그

중 57명(95%)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술 마시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명(5%)이 극중에만 과장된 일이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술을

마시느냐는 질문에는 60명 중 23명(38.3%)이 마신다고 하였고,

37명(61.7%)이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시지 않는 이유는

알레르기 또는 위가 안 좋아서라고 대답한 응답자(4명, 6.7%) 이외에는

모두 ‘술을 마신 줄 모른다’, ‘술은 건강에 안 좋다’,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듣게 된다’, ‘부모님이 허락 안 한다’는

이유를 대었다. 베트남에서는 남자들이 술을 대부분 마시기 때문에 2명

남성 학습자들이 남성인 관계로 이들의 답변을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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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면을 시청한 3학년 학습자들이 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교사 여기 여학생 여러분들 자주 술을 마시나요?

학생들 (서로 보고 웃으면서 고개 절레절레)

교사 한국친구들하고 같이 자원 봉사할 때도 안 마셔요?

학생들 (일동) 네~ 저흰 안 마셔요~

학생1 한국에서 여자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노는 일은 보통의 일이

지만 베트남에서 아직은 어른들이 여자가 술 먹고 밤새도록 노는

것을 안 좋게 봐요. 저도 처음에 같은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드라

마를 통해서 보통 일이라고 봐요. 저희는 안 그렇지만...(침묵)

[별그대_IIIG3]

여자 학습자들 전원은 술을 마시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대해 서로 보고

웃고 고개 저으며 마시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위에 있는 교사와 학습자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질문에 대한 여학생들의 반응은

술을 마신다는 일이 자신들한테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왜 질문을

하느냐는 듯한 반응, 또는 이러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어 서로가 똑같

이 대답할 것을 안다는 반응이었다. 즉 자신들이 술을 안 마시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학부생들이므로, 이들이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과 접

할 수 있는 기회란 아르바이트로 한국 사람에게 통역을 하거나 베트남어

를 과외할 때, 또한 자원봉사 등 교류하러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만날

때가 대부분이다. 학습자들의 생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떠올리게 하

면서 학습자들의 자원봉사 등 한국 친구들하고 교류할 때 한국 여자 친

구들이 술을 마시는데도 마시지 않냐고 묻자, 학습자들도 역시 본인들이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즉 한국 대학생이라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

과 같이 어울리고 한국 친구들이 술을 다 마시는 자리에도 여자 학습자

들이 술을 안 먹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별그대_IIIG3]그룹에 속한 학습자1의 의견은 한국 여자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일반 베트남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가

지금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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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이다. [별그대_IIIG3]그룹은 한국에서 젊은 여자들이 술을 먹으면

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도 한국 젊은 세대 문화의 하나

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 현상에 관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았

던 가치관과 규범을 무조건 한국 문화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이러한 문화 차이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지니면서 차이점

을 수용하고 있다. 베트남 여자들과 달리 술을 마시는 젊은 한국 여자들

에 대해 더 이상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삶의 사실’로 받

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단, 마지막에서 [별그대_IIIG3]그룹의 학습자1이 “저희는 안 그렇지만”

이라고 강조한 것을 통해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용적 반응은,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거

나 동의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여자가 술을 마시는

문화에 허용적인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차이의 가능성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별그대_IIIG3]그룹의

학습자1이 가지고 있는 술 문화에 대한 프레임에서는 여자가 술을 마신

다는 것이 처음에 없었다가 이제는 형성되어 한국 문화 프레임에 맞춰져

가는 변화가 있는 것이다.

문화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수용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들 학습자가 문화적 상대성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 있으며 자신

의 행위와 가치가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격 단계에서

벗어나 문화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적응 단계에 접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학년 학습자들도 대부분 한국 여자들의 술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겠

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수용하는 반응을 수업 시

간 대화를 통해 보여주었었다. 같은 장면을 시청한 후 한국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4학년 60명 여성 학습자들의 95%가 한국 사회에서 여

자들이 술 마시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라고 대답하였으나 38.3%(23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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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다고 하고 61.7%(37명)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4

학년 학습자들의 67.1%가 한국 여성들의 술 문화를 수용하는 반응을 보

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 반응은 3학년 학습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이지만 4학년 학습자들의 38.3%(23명)가 술을 마신다고 하므

로 이러한 문화를 단순히 수용할 뿐 아니라 적응하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다.

회복을 위한 수용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술’에 대한 문화 프레임

을 충격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보다 조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여자도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술’에

대한 프레임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프레임을 개방한 것

은 아니다. 학습자들은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

지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즉, 학습자들의

술에 대한 문화 프레임이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 문화 프레임과 불일치하

지만 그 프레임의 요소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

2) 문화적응을 위한 인지적 인식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한국 문화 현상이나 내용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베트남 문화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문화, 즉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한국 문화와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지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한베이(Hanvey)의 상호문화 인식 단계 중에서는 3단계 인지적

인식(cognitive awareness)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베트남

문화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의미 있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그 특성을 지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문화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문화 충격

단계에서 보이는 불확실이나 거부·방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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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다른 점을 문화 차이로 인정하고 인지력 있게 분석하며 그 문화

현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 양상을 문화적응을

위한 ‘인지적 인식’ 반응 양상으로 구분한다.

반응조사 활동에서 시청한「직장의 신」제2회(0:39:15 ~ 0:45:30) 중

‘빛나’라는 직원의 실수로 주문 사고가 발생하여 온 회사가 비상이 걸리

는 장면이 있다. 다들 ‘빛나’를 도와주던 ‘주리’를 주목하는 가운데 ‘주리’

가 기회를 보아 팀장 ‘장규직’에게 사과한다. 이 장면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사과하고 감사하는 문화의 차이를 다루는 장면을 교사가 학습자

들에게 시청하도록 하였다.27)

드라마 속 회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장팀장’, 공채로 합격한 정규

신입사원인 ‘금빛나’와 새로 계약한 계약직 ‘정주리’이다. 이 장면에서 팀

장이 ‘빛나’에게 맡긴 일을 ‘주리’가 자진해서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고 하

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오히려 ‘주리’가 팀장에게 질책을 받는 상

황이 되었다. 부지런히 일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꿈꾸던 ‘주리’는 이 사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더욱 더 힘들어졌다. 이

에 대해 ‘주리’가 해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본 학습자들에게 교사는

‘주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자신이라

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학

습자들이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에서 사과하는 방법의 차이와 공통점

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라마 속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주리’는 억울해 하지만 사과부터

하고 일단 다른 동료와 함께 급한 상황을 먼저 수습한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바로 해명하지 않고 나중에 비상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팀장에게 찾아가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55명의 3학년 학습자들은

드라마 장면에서 본 내용을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사과하는 방식과

비교하면서 III장 1절에서 호기심에 대한 반응조사 결과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두 나라의 사과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학습자들이 인식한 한국 사람들의 사과하는 방식

27) 같은 장면을 III장 1절의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반응에서도 학습자들이 시청하도록

하였다.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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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위의 표에서 제기된 것처럼 잘못을 했을 때 가

장 먼저 정중한 태도로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하기(55%), 잘못을 먼저 인

정하고 변명하지 않기(25%),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있든 없든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일단 책임을 지고 즉시 사과하기(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탓하고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한 학습자들이 많았고(38%), 자기 잘못을

아는 경우라도 죄송하다고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여 대충 웃음으로 넘어간다

(27.3%)고 대답한 학생들도 많았다.

이러한 답변을 종합할 때, 학습자가 인식하는 두 문화 간 사과 방식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잘못할 때 항상 해명 없이 즉시 정중한 태도로 사과하

는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바로 사과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부

터 설명하려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상

황이 발생할 때 쑥스러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

충 어색하게 웃고 마는데, 사과 받아야 할 사람도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국의 감사하고 사과하는 문화가 정말 좋아요. 특히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이는 진심을 보여 줍

니다.”

[직신_III-1_36]

이 학습자는 두 나라의 감사하고 사과하는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국식

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 진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

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감사하거나 미안하다는 뜻을 바

로 명확히 표시하여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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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신_III-1_36]학습자가 한국의 감사하고 사과하는 문화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베트남 직원의 실수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

데 제일 먼저 한국인 상사에게 가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머리를 긁적

거리며 싱글벙글 웃는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자꾸

왜 그랬는지 이유만 설명한다면, 한국인 상사는 그런 행동을 잘못을 인

정하고 사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오히려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웃고 있다며 베트남 직원을 책

임감 없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직원의 입장에서, 머리를 긁적거리는 행동은 잘못을

잘 알고 있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 쑥스러워 어떻게 표현해

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난처함을 나타내는 행동이며, 웃는 것은 잘 봐

달라는 의미를 가진 행동이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나오는 행동이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잘못한 이유부터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벌어진

상황을 속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이 의도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기타

사람 등 객관적인 요소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혼자 잘못한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환경,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것이다,

즉, 결국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사과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고 한국

의 사과하는 방식이 더 좋고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사과하는 방법과 감사하는 방법이 자신의 태도를 정직하

게 표현하는 데 참 좋다.”

[직신_II-1_17)

“저는 업무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보여줄 수 있어 한국 사람의 사과하

는 방식이 참 좋아요.”

[직신_III-1_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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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사과하는 장면을 보고 두 나라의 문화의

이질성에 대하여 의식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더 좋은 점을 배우게

되는,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자들은 베트남 문화

의 사과하는 문화를 한국 문화와 대비하여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며

베트남 문화보다 더 합리적인 한국 문화 내용에 대해 흥미를 얻게 된다.

위의 3명의 학습자들의 3가지 의견의 핵심은 ‘태도를 정직하게 하기’,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기’, ‘책임감 표현하기’이다. 이 세 가지 핵심은 한

마디로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의사와

책임감을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뜻이다. 특히, 분명한 ‘태도’, ‘감정’, ‘책임

감’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 학습자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사과하는 것에 대

한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즉, 이 학생들

은 호기심 단계에서 단순하게 문화 이질성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

성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두 문화의 차이

를 긍정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평가하며, 그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려

는 이유까지 지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문화 충

격에 대해 회복하는 양상, 즉 문화 차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

도에 가까워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하며 분

석하는 능력이 생길 때 양쪽 문화에 대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축적하는

능력도 생길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

인식도 조사하였다. 다음은 2학년 학습자 60명의 한국과 베트남의 감사

문화를 비교한 응답이다.(중복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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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문화 응답자(백분율)

한국

고개 숙이면서 정중하게 감사하기

맛있는 것 사주겠다고 약속하기

감사하다는 말 자주 쓰기

상대방에 따라 존댓말이나 반말 쓰기

이유 먼저 말하고 감사하기/

직접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43.3%(26명)

26.7%(16명)

16.7%(10명)

5%(3명)

6.7%(4명)

베트남

호칭만 다를 뿐 감사표현은 똑같다

감사하다는 말 자주 안 함/ 친한

사람들끼리 진지하게 안 해도 됨

문자나 전화로 가볍게 감사하기/ 즐겁게

웃으면서 감사하기

악수하고 웃기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기회 되면

보답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함

53.3%(32명)

30%(18명)

16.7%(10명)

6.7%(4명)

표 3-12. 한국과 베트남의 감사하는 문화에 대한 학습자 의견

위에서 보여준 결과 중 ‘호칭만 다를 뿐 감사 표현은 똑같다’라는 대답은

2학년 학습자들의 53.3%(32/60명)가 한국과 베트남의 감사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차이가 호칭 사용 여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3

학년 학습자들이 같은 맥락에서 두 나라의 사과하는 문화의 차이에 대해 ‘적

합한 호칭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하기’라고 답한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대답

한 3학년 학습자 수는 20%(11/55명)로 위의 2학년 학생들의 53.3%(32/60명)

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이다. 이 점은 2학년보다 3학년 학습자들이 한국의

사과·감사하기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러한 문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반응들을 제외하고, 사과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학습자들은 한국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정중하게(42%), 그리고

자주 하며(26%), 베트남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안 한다(29%)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감사

하거나 사과할 일이 있을 때 감정 표현을 한국 사람들보다 잘 못한다고 인

식한다는 것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자들이 감사하기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

는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을 살펴보겠다.

“한국 사람은 베트남 사람보다 예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과하고 감

사할 때 예의를 더 갖춰서 한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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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한다. 그것

은 가끔 좀 지나친 느낌이 들지만 일반적인 예의인 것 같다.”

[직신_II01]

이 학습자는 한국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할 때 갖추는 예의와 태

도를 강조하였다. 베트남 문화와 다른 점도 상세하게 그 원인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말해주었다. 한국 사람이 예의를 중요시한다거나 감사하는

표현을 예의처럼 여긴다는 의견으로 볼 때 이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대

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은 모든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에 대해 항상 감사

하다는 말을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때로 형식을 과하게 지키는 것을 피

해서 친한 관계이거나 가족 내 구성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경

우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할 때 맛있는 것으로 은인에게

보답한다.”

[직신_II20]

이 학습자의 의견에도 한국 사람이 사과하는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베트남의 사과

하는 방식도 같이 비교하면서 대조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내용도 호기

심 단계의 ‘문화 이질성에 대해 인식’ 수준을 초월하여 관찰력, 분석력이

나타난다.

양국의 ‘사과하기’와 ‘감사 표현하기’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은 문

화 이질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양상을 보여준다. 심지어 베트남의 문

화, 특히 베트남의 사과하는 문화에서 사과하는 마음을 불확실하게 표현

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한국이 정중하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울 만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인지적인 접근에 긍정적인 인식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적응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였다. 경험과 지식으로 분석하고자하는

의지를 통해 이질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다. 이 단계에 도달한 학습자들에게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여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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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자신의 문화 프레임과 일치하지 않아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충격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문화 이질성에 대해 패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문화 이질성의 지적 인식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은 개방적

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프레임에 고정되지 않고 다

른 프레임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적응

호프스테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단계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며 이중문화 능력도 가지게 되어, 성공적으로 역

할을 하고 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브라운도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문화 충격에서 회복하여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고 적용하며,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베네트의 경우, 이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의 행위에 변화

가 수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들의 행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이중문화적(bicultural) 또는 다문화적(multicultural)인 사

람이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

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적

응할 수 있는 행위적 기술을 지님으로써 어떤 문화 맥락에도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적응 단계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문화 차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문화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에만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에는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적응 반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연구에서는 1절의 세 번째 항목에서 기술한 「별에서 온 그대」

제3회 S#10-11 내용28)과 관련하여, 2학년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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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다음은 2학년 학습

자와 교사가 토론한 내용 중 일부이다.

교사: 근무시간 시작이 8시라면 몇 시에 회사에 올 거예요?

학습자: 10분에서 15분정도 일찍 올 거 같아요.

(나머지 학생들 동의한다는 뜻)

[DIS_II-3_자료01, II-3_16]

이에 대비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2년 전의 예비 반응조사 에서 같은

토론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주된 의견은 “8시가 출근 시간이라면 8

시에 맞춰서 회사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5분 내의 지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학습자 그룹4 대표: 1차DIS_G4)등이었다는 것이다. 본 반응조

사 에서와 같이 출근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여러 가지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한 것은 변화된 생각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예비 반응

조사와 본 반응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시간 지키기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상황

약속시간 대비 지각 가능한 도착시간

예비 반응조사

(2013년)

3학년 학습자

예비 반응조사(2015년)

2학년 학습자

본 반응조사(2016년)

4학년 학습자

취직 면접 0분 10분 ~ 15분 전 15분 ~ 30분전

출근(아르바이트) 0분 5~10분 전 0분

고객 미팅

(비즈니스 파트너)
5분 ~ 10분 0분 5분 ~ 10분전

수업시간
5분 ~ 15분/

30분 이하
0분 0분

친구와의 약속
15 ~ 30분 이하

(친한 정도에 따라)
15분~30분 10분 ~ 15분

표 3-13. 학습자의 약속시간 대비 지각 가능한 도착시간

위의 표를 통해서도 학습자들의 약속시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약속시간 대비 지각 가능한 도착시간을 근거로 보면, 상

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취직면접 ⇨ 출근(아르바이트) ⇨ 고객(비즈니

28) 「별에서 온 그대」제3회 S#10 중 일부. 대본 참조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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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파트너) ⇨ 수업시간 ⇨ 친구와의 약속의 순으로 나타난다. 두 그룹의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지각 가능한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들 상황에 따라

최소한 15분에서 최대한 30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취업 면접에는 절대로 늦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분 ~ 15분 전까지 더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인

식하게 되었다. 취직을 앞둔 4학년 학습자들에게서는 2학년 학습자들보

다 15분정도 일찍 도착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는 취직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고 긴장감이 더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의 약속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각을 허용하

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2학년 학습자나 4학년 학습자 모두가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존

중하는 법을 익히며 조직력을 키워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고객

과의 약속을 위해 5분 ~ 10분 전에 도착하여 대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4

학년 학습자들은, 시간을 잘 맞춰서 도착해야 한다고 응답한 2학년 학습

자들보다 업무의 중요성을 잘 의식하며, 업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친구와의 약속에 지각하는 것을 많이 허용해 주는 것은 친구가

편한 사이이며, 친구라면 자기를 이해해 주고 기다려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친구들을 15분 ~ 30분까지 기다리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2학년 학습자들보다 10분 ~ 15분정도 기다리게 할 것이라

고 응답한 4학년 학습자들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학습자들이 한국학과 정규 대학생들이라

는 점이다. 이들 학습자들의 경우,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일 등 주로 한국어나 한국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보게 될 면접이나 출근, 고객 미팅

과 같은 일도 한국 회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업 시

간은 베트남인 선생님 및 친구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도 베트남 친구들과 하는 약속이 대부분이라 한국 문화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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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요인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습자들에게 상황들의 중요도와 우

선순위가 취직면접 ⇨ 출근(아르바이트) ⇨ 고객(비즈니스 파트너) ⇨

수업시간 ⇨ 친구와의 약속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 사

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들을 더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본 한국 직장 문화와 관련된 내

용에 대한 선택적 적응 반응 양상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직장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식 참석하기, 출퇴근 시간 지키기, 선배

에 대한 예절 등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한 결과, 학습자들에게 선

택적 적응이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앞부분에서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3회 S#11 마지막 부분에 나온 신입사원인 남주인공 휘경이 저녁 6시

가 되자 선배들보다 먼저 퇴근하려고 하다가 과장한테 “선배들 업무가

안 끝나면 니 업무도 안 끝난 거야”라고 혼나는 장면에 대하여 보인 학

습자들의 선택적 반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무실에서 과장이 신입사원이 눈치 없이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자 나무라게

되는데, 나서서 신입사원이 사회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혼내면서 이 점

에 대해 선배님들에게 커피 한 잔씩 선배들에게 드리며 사과하라고 한 장

면.29)

이에 관련하여 교사는 2학년 학습자들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교사: 이 드라마의 경우, 자기의 일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일

을 못 끝내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남을 건가요 아니면 퇴근할

건가요?

학생1: 물론 회사에 남아 있어야죠. 안 그러면 다음부터 출근 못하게 될

걸요? (웃음)

(중략)

학생2: 전 퇴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집에 가면 상사나 다른 동

료들 과 사이가 안 좋아져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거 같아요. 아마

제가 회 사에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할 거 같아 요. 먼저 가버리면 동료의 사랑을 못 받을 거 같아요.

교사: 회가가 베트남 회사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퇴근할 건가요?

29) 「별에서 온 그대」제3회 S#10 중 일부. 대본 참조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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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 베트남회사라면 상사나 직원이나 다 정시에 퇴근하죠, 아무도 야

근 안 해요. (다들 웃음)

학생3: 저도 동료들이 퇴근할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갈 것 같아요.

[DIS_II-1_자료02]

학습자들은 한국 직장이라면 상사가 먼저 퇴근하기 전에 본인도 퇴근

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사나 동료가 퇴근할 때까지 남아서

도와주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학습자 1은 그런 경

우에 당연히 남아서 일하겠다고 하며 “(남아서 일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출근 못 하게 될 걸요?”라고 농담까지 하였다. 학습자 2는 역시 퇴근을

안 하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직장 내 상사, 동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럴 때 직장에서 상사, 동료와 같이 어울려 동료애를 더 돈독

히 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였다.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먼저 퇴

근을 해 버리는 것이 의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베트남 회사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학습자 2는 웃

으면서 베트남 회사에서는 아무도 남아서 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베트남 회사에서 상사도 직원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애착감이 한국보다 덜하고, 특히

한국어를 전공한 학습자들은 최근에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 수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취직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베트남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정시에 퇴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2학년 일부 학생들이 표현하였다. 이

사례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베트남 회사와 한국 회사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환경에 맞는 태도와 행위를 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 양상은 학습자들이 문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택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같은 장면을 시청한 4학년 60명의 학습자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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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다니는 경우 상사가 퇴근을 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남아서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대답한 학습자들이 32명(53.3%)이나 되었

다. 다른 20명(33.3%)의 경우, 남아서 기다리지만 너무 늦게까지 있지 않

겠다거나, 상사에게 허락 받고 퇴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4학

년 학습자들 대다수(86.6%)가 한국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들보다 일찍 퇴

근하는 일은 한국 직장 문화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이해

하고 있었다.

상사나 다른 동료들을 기다리겠다는 소수의 2학년 학습자들에 비해 4

학년 학습자들은 한국 직장 문화에 더 익숙하여 회사 분위기를 더 잘 파

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베트남 직장에 다니는 경우 4학년 60명 학

습자 중 한 명만 동료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상황에

따라 다른 약속이 없으면 회사에 남아 있겠다는 학습자가 4명이었고, 나

머지 55명(91.7%)은 바로 퇴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반응 3학년 4학년
무조건 기다리겠다 85.3% 55.3%

기다리는데 조건이 있다 14.7% 33.3%

집에 가겠다 0% 13.4%

표 3-14. 퇴근 시간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이러한 선택적 반응을 보여준 학습자들은, 두 나라의 퇴근 시간에 대

한 관념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라는 다른 문화

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다. 한

국 직장 내의 서열 문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적응 반응 양상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 한국회사에서 사람들이 커피 먹고 싶을 때 누가 커피를 사러 갈

거 같아요?

학생3: 신입사원.(문: 없으면? 답: 비서/ 문: 비서 없으면? 답: 가장 어

린 사람)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생3, 8: 한국회사에서 계급이 명확하게 분류 돼 있어서/ 직위별로 등급

이 분류가 분명하게 돼 있어서 가장 어린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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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_II-1_자료02]

위의 2학년 학습자의 대답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미 한국 회사가 계급

을 따지는 문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잡다한 일을 아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베트남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개인적 수요라서 남

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여기서 2학년 학습자도 선택적 적응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

회사라는 배경에서는 회사 내 계급에 따라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커

피 사는 일과 같은 잡다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신입사원일수록,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더욱 더 잘 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반응을

선택적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가 「직장의 신」 제2회 직원들이 회식에 참석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장면을 3학년 3개 반(III-1, III-2, III-3)의 총

84명이 시청하게 한 한 뒤, 2~3명의 학습자로 구성한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 기업의 회식 문화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반응조사 결과는 “한국 직장에 다니는 경우 무조건 회식에

참석할 건가?”라는 질문에 3학년 34그룹 중 14.7%인 5개 그룹은 “일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그룹2), “웬만하면 참석하겠는데 무조건 참석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사정 먼저 고려하겠다”(그룹10), “개인 일을 우

선하지만 시간되면 참석하겠다”(그룹21), “경우에 따라 다르다”(그룹23),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시간 낼 수 있으면 참석하겠다”(그룹

26) 등의 이유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식에 참석해야겠다는 의견에 반대

하여 자신의 개인 적인 사정을 먼저 고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있

으면 참석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85,3%학습자인 29개의 그룹이 ‘참석하

겠다’는 답변을 했다.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 상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였고(10/34그룹, 29.4%), “직장 문화를 이해하고 빨리 적응하기”(4/3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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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11.8%), “회사의 필수적인 활동이라 억지라도 참석한다”, “회사와 개

인한테도 좋은 일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8.8%(3/34그룹)를 차지하였다.

같은 장면을 시청한 60명의 4학년 학습자들 중에서는 88.3%(53명)가

‘무조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11.7%(7명)가 ‘시간이 있으

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3학년 학습자들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회식에 참석하겠다는 4학년 학습자 수가 더 많은 것을

통해 이들이 한국 회사 내 회식의 의미를 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회사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33.3%(20명)이 시간이 되

면 참석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68.3%(40명)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3학년 학습자들도 베트남 회사에서는 회식 문화가 잘 없기 때문

에 만약에 회식이 있다면 안 가도 된다는 유사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의 회식일 경우에만 참석하겠다는 이러한 반응 양상들은,

한국 직장 문화 중 회식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선택적 반응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회사에 있을 때에만 늦게 퇴근하겠다고 했던

반응과 같은 맥락으로, 학습자들이 베트남 회사와 한국 회사라는 두 개

의 공간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해당되는 각각 문화 공동체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베트남 문화에 없는 한국의 회식 문화를 문화적 차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한국 문화 맥락에 한국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행위 적응 기술을 확보한 학습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앞부분에 분석한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적 반응 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적 반응은 학습자들

이 문화 차이를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지만 행위상의 변화는 안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반응들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바로 문화적응 능력이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자신의 한국 문화

에 적응하는 과정을 되돌아보게 되며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몇 가지 적응

양상을 발견한 것이다. 이 학습자는 한국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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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결과 자신감도 생기고 한국인과 친구를 사귀는데 매우 편하게 하

고 있으며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람과 얘기할 때 또박또박 크게, 자신 있게 말해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소리가 작고, 말 더듬더듬하고 등 등 한국 사람들이 안 좋아해

요. 한국 사람들이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첫 만남에 너무 거칠게 하는 게 안 좋고, 그 이후로 좀 친해지면 격식을

지나치게 안 차려도 된다. 언어와 행동에 항상 신중하게 하고, 경어법도

모르면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반말을 써야 하는지 물

어보는 게 좋다. 한국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는 게 관계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한국 문화, 대화하는 방

법, 서로 상대하는 태도, 옷차림 등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

때 서로 이해하면서 친근하게 대화하면 보다 더 재미있게 느끼게 된다.

한국식의 농담이나 유행어를 잘 쓰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감이 생

기고, 호감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서로의 의사소통 능력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II-2_G10]

위의 [II-2_G10]그룹 학습자는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한국

문화, 한국인의 대화하는 방법, 서로 상대하는 태도, 옷차림 등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문화 지식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또한 생활 습관, 행위 문화에 적응하여 한국 사람과 같이

하는 자리에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등 행위들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저희 그룹에 H라는 친구는 밥 먹을 때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 양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썼는데 지금은 숟가락을 다 쓰면 밥상에 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쓴대요. 그리고 K는 예전에 밥그릇을 평상에 들고

먹는데 이제 밥상 위에 놓고 먹고요.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과 숟가락을 쓰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어요(웃음).”

[III-1_G4]

[III-1_G4]학습자 그룹의 학습자는 한국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 행동

습관이 바뀌었다고 알려주었다. 베트남 음식 중에는 면류 등 국물이 있

는 음식이 많아, 한 손에 숟가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젓가락을 사용하

여 젓가락으로 숟가락 위에 음식을 올린 뒤 숟가락에 있는 면과 함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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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퍼서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숟가

락과 젓가락을 양손에 드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한국 사

람들이 숟가락을 다 쓰면 밥상에 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쓰는 것을 관

찰을 통해 알게 되어, 한국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이를 따라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동화’된 경우이다.

“저는 요즘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별로 안 웃었는데 요즘은 확실하게 웃어요. 한국 사람

과 대화할 때도 ‘어, 그래요?’, ‘어머! 정말요!’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III-1_G6]

위 [III-1_G6] 그룹 학습자는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

신의 대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응조사 수업에

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수줍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

는데, 이 학습자는 한국 사람과 소통하면서 성격이 밝아졌다고 알려주었

다. 즉 감정 표현도 확실하게 표현하게 되고, 더 자주 웃게 되는 긍정적

인 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택적 적응 양상에서는 학습자들이 유연하게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변화를 주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

응들을 새로운 문화 프레임에 진입하면서도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에만 어떤 문화 어떤 환경, 현상, 행동에 한국 문화라는 프레임

을 적용하여 적응하고, 다시 자신의 모문화에 돌아올 때 모문화의 프레

임을 다시 적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학습자들이 단일 문

화의 프레임에서 다문화의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 단계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 문

화에 대한 적응하는 과정 중 최고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여주는 반응이

다. 즉, 단지 이질성을 지적으로 인식해서 수용하려는 준비 단계와, 이질

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질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

기며 양쪽 문화 프레임에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중문화능력 또는 다문화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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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드라마를 활용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 지점

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회

복·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들은 이처럼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 반응,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지적 인식과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반응이라는

3가지 반응 양상으로 나타난다.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적 반응은 학습자

들이 문화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반응으로,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문화 차이를 자신의 기준으

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는 반응이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지적 인식 반응은 문화 회복을 위해 문화 차이를 인정하며 지적

으로 분석 가능한 반응을 말한다.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반응은 자신

의 문화에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유지하지만, 주어진 목표

문화 상황에 따라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주어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

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선택적 적응 반응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회복·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들은 브라운과

호프스테드가 말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완전한

적응 양상, 즉 새로운 문화에 대해 즐거워하고 즐기는 수준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선택적 적응 양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

한 호기심, 회복·적응 반응의 정도, 즉 문화적응 정도의 경우 한국어 학

습시간과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

의 반응을 관찰한 결과 호기심 반응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어 문화에 대

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아직 목표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아 보다 더 다양한 지식과 경

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격 반응에서는 학습 기간이 짧은 학습자들이 더 많은 충격 반응을 보

였지만 소수의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이 긴 학습자들보다 충격 강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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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학습자들은 주로 피상적 문화 차이에 대해 충격

반응을 보이고 문화 차이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긴 학습자들의 일부는 문화 차이에 대해 알고 있

지만 그 문화 차이를 문화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 학습자

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자민족중심주의 태도를 유지하

고 있다. 이 학습자들에게는 문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

도록 생각 프레임을 바꾸는 자기 조정의 과정과 타문화를 올바르게 판단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회복·적응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양

상을 보이며, 문화 차이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한 인지적 분석력이 형성되

고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때로는 목표어 문화

에 감화되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도 관찰되었다. 목표어 문화의 긍

정적인 면을 수용하는 반응도 있으나 이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은 텔레비

전 드라마 속에서 재현된 한국 문화와 실제 한국 문화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습자들에게

는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

여 자기 조정과 올바른 태도 형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재현된 한국 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

서 보인 반응 양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베트

남 학습자들에게는 지식 습득, 자기 조정과 태도 형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구

안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63 -

IV.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실천

본 연구가 학습자들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 개인이 속해있는

수많은 ‘사고의 프레임’, ‘행동의 프레임’, ‘감성적 프레임’, ‘가치세계의

프레임’, ‘전통의 프레임’, ‘가족의 프레임’, ‘학교의 프레임’, ‘직장의

프레임’ 등으로 포괄되는 ‘문화’라는 프레임이 문화적응의 전체 과정에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좌우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문화 프레임과 목표어 문화의 프레임의 일치

여부가 학습자들이 보이게 되는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프레임이 목표어 문화와 일치할 때 공감과 흥미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프레임이 불일치하는 경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프레임을

조정하며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프레임 충돌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거나 거부, 방어 반응을 하게 된다.

문화 프레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고, 행동, 학교,

직장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도 있지만 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프레임도 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프레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 분석 결과에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양식 매체인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성을 활용하여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적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시간 또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저학년 학습자들일수록 호기심 반응 양상을 많이 보이며,

고학년 학습자들에게 회복·적응 양상이 많이 보였다. 반대의 현상도

관찰되었지만 저학년 학습자들보다 학습경험이 더 풍부한 프레임을

가지는 고학년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호기심 반응 양상은 문화 이질성의

외형적 특징보다 이질성의 원인 즉 더 깊숙한 내면의 특징에 대한

호기심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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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학년인 3학년 학습자들에게서도 한국어의 경어법과 호칭

사용에 관한 경우 불확실 반응을 보였거나 직장 문화 중 시간 지키기나

회식 참석과 관련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후 저학년인 2학년 학생들도

회복·적응 반응의 양상이 나타난 것을 관찰하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 기간과 한국 문화 접촉 기간과 문화적응의 비례 관계에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 충격에 대한 회복·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선택적 반응 양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적응능력이 생긴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문화 프레임 안에서 다른 문화를 고찰하게

되는데, 고찰하는 주체의 개인적이며 문화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 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사모바와 포터1)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유사성 추구, 염려, 불확실성 회피, 고정관념, 편견, 인종차별, 권력,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 충격’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입장도 문화

프레임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유사성 추구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프레임과 맞는 것에 대해 공감과 흥미를 느껴 자꾸 찾게 되는 것이고,

염려, 불확실성 회피는 자신의 프레임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나오고,

고정관념, 편견, 인종차별, 권력, 자민족중심주의는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하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문화 프레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더해 III장에서 지식 습득, 자기

조정과 태도 형성이라는 세 가지 시사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L. A. Samovar & R. E. Porter,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6th ed.), 정현숙
외 역,『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32-33면, 396-4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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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목표

III장에서는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반응, 충격 반응, 회복·적응 반응 등 다양한 반응

양상들과 이들에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법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특히 충격적 반응에서 회복하고 적응하는 반응으로 전환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문화 차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III장에서 분석한 요인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은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화 차이로

인한 문화 충격을 극복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한다.

1) 문화 맥락 기반 통합적 언어 능력 신장

텔레비전 드라마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텔레비전 드라

마는 복합양식 미디어로서 영상과 자막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전통적

인 이해교육의 수단인 책과 오디오 파일보다 더 효과적이다. 둘째, 텔레

비전 드라마 대사는 한국의 생활언어와 가까워 학습자들이 한국의 실제

생활 언어와 접할 수 있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셋째,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

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게 되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된다. 넷째, 복합양식 매체의 특성상 드라마 속의 언어가 사용 맥락 및

배경과 같이 제공되어 상항에 따라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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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장에서 학습자들의 충격 반응 양상 중 문화 맥락과 관련된 언어에

대한 충격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호칭과 경어법의 사용

법에 대한 불확실과 혼란은 순수한 언어적 문제인 한국어 문법 구조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지만, 호칭·경어법을 사용하게 된 한국

문화·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베트남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혼동과 불확실도 양나라의 변화된 문화적 배경에

서 기인한다. 학습자들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듣기를 연습하면

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제공하는 문화·사회적 배경에서 상황에 따라 어휘

와 문법 등의 올바른 사용법을 공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력, 이해력, 듣기 능력, 표현력을 포함한

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어의 통합적 기능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훈련하여 향상시키는 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

육의 첫 번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화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의 맥락과 배경을 적시에, 그리고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단계적 문화 충격과 반응을 고려한 텔레비전 드라마 선택이 필요하

다. 한국 텔레비전에서 상영되는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와 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맥락과 배경지식

의 필요성에 따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문화 충격이 적고 이해

가 쉬운 드라마부터 단계적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도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2) 자기 조정 및 태도 형성을 통한 문화적응 능력 함양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두 번째 교육 목표는 문

화적응 능력의 증진이다. 문화적응에 필요한 능력은 개인이 새로운 문화

와 접촉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목표 문화 지식,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

식,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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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적응 능력은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나 소통과정

에서 발생하는 의미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수평적 관

점과 관련된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

고 문화 차이를 수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한국 문화 공동체의 방

식에 활발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문화에 대한 지식

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 한국 문화적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을 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화적응능력 증진의 목표는 II장에서 언급한

자민족중심주의의 반응 유형에서 다민족중심주의 반응유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한국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문화 간 의사소통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베트남 사회와 한국

기업이나 한인 공동체라는 두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문화의 언어와 생활 습관 모두에 대해

유능해지고 문화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 시키는 것이다.

문화적응 능력의 증진은 예비조사 결과에서 나온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해 보이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현상이나 외국인 흠모증(xenophilia)의 반응을 막아 성공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문화적응 능력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가 있다. 바이럼

(Byram)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 구성 요소가 문화 간 태도,

지식, 해석과 관계 짓기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

인식의 5가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자신의 나라와 상대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타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관계를 짓고

해석하며, 지식·태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실행과 산물을 명백한 기준과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2)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확보하는

2) Michael Byram 외,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practi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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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문화적응 능력 함양의 교육 목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3) 지식습득을 통한 목표 문화 이해 및 비판적 능력 신장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 많은 학습자들이 텔레

비전 드라마 속에 재현한 한국 문화 또한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등 생활양식을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관찰되

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의 한국의 고부 갈등이나 사람 머리를 장난으

로 치는 행동, 여자들이 술을 마시는 문화 등을 한국에서 보편화된 문화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소수의 한국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들을 한국 사람의 대

표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일반화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제작 의도에

따라 배경이나 인물들을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현실과 다른 즉 일반적인

문화적 성향과는 다르게 등장인물의 특징에 맞추어 특수한 성격을 설정

해 놓은 경우가 있다. 고부갈등은 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어왔으나 현

대 한국 사회에서 극중 여주인공처럼 심한 고부갈등을 겪지 않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머리를 장난으로

치는 행동은 매우 친하거나 편한 사이에만 가능하고, 또한 모든 한국 사

람들이 장난칠 때 머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처럼 베트남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한국인과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묘사하는 한국 문화

를 진정한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치환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 잘못된 판

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 한국어 학습

자들에게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 능력이 필

요하게 된다. 즉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묘사된 한국 문화가

진정한 한국 문화인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텔레비전

드라마의 복합양식 언어 특징의 활용을 통하여 신장하는 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세 번째 교육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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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내용

지식습득이 목표어 문화에 적응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필요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응은 성공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일부인데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식이다.3)

사모바와 포터는 목표 문화의 특성을 안다면 다루기가 덜 힘들다며

문화적응 과정을 개선하는 데 목표 문화에 관한 지식 습득과 목표

문화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

방안으로 제시한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 방법은 바로 사모바와 포터의

목표 문화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전략에 해당한다.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속 드라마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양상에서 얻은

첫 번째 시사점이 바로 지식 부족이다. 이 절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초급 학습자를 위한 지식습득 내용

한국어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본 연구 조사 집단의 저학년 학습자

들에 해당되는데, 이들 저학년 학습자들에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

난 한국 문화에 대해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 양상이 호기심 단계에서 주

로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은 문화 이질성이나 동질성에 대해 쉽게 공감과 흥미를 느

낀다. 문화 동질성은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공감하게 되고, 문화

이질성은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껴 새로

운 문화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는 학

3) 많은 문화 간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또한 문화 간 훈련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지식 습득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밝혔

다.(L. A. Samovar & R. E. Porter, 앞의 책, 2007, 425면, 463면; D. Landis, J. M.

Bennett, M., (eds.), 앞의 책, 2004, 45면, M. Byram 외, 앞의 책, 2001, 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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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에게는 전반적 한국 문화의 기본 특징에 대한 학습이 적절한 것으

로 본다.

또한 문화적응의 두 번째 단계인 충격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충격적 반응 중 한국의 행위문화와 가치문화에 대한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과장하게 묘사해서 실제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 겪었을 때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충격을 겪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 한국의 행위문화나 가치문화의 미묘한

차이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학습 초기부터 필요한 것이다.

사모바와 포터가 또한 목표 문화에 관한 지식 습득은 그 문화의 언어

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 행동, 적절한 공손한 대답 등 언어의 기초를 숙달

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예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문화에 대

한 지식 습득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급 수준의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내용을 기초적인 언어와 대표적 문화 특징을 교

육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단 기초적인 언어와 문화

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되 그 것과 연관되는 범주나 체계, 그 것이 속한

프레임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에 중점을 둔 문화적응 교육 내용으로 구성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4)의 문

화 교육과정에서 초급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제

시해볼 수 있다.

w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의식주 생활), 공동체생활(가정생활), 언어생활(호

칭, 기본 인사, 몸짓언어)

w 한국 사회: 세시풍속(명절, 장례/혼례), 경제제도, 교육제도, 지리(지형), 교통

(교통체계, 교통수단)

4)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국립국어원, 2011에서 문화교

육 과정은 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유산,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총 7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한다. 하

위 항목으로는 23개의 중분류 항목, 55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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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급 학습자를 위한 지식습득 내용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과 가장 기초

적인 언어문화가 지식습득이 필요하다면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한 차원

더 높게 문화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문화·

사회적 배경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문화·사회적 배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습자들이 목표어 문화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며, 상호문화적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증진될 것이다.

III장 2절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제1회를 시청한 후

학습자들이 보여준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반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사 집단의 불확실 반응 중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

음으로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에 대한 질문을 받은 2학년 학습자

들의 90%이상이 올바른 호칭 사용법에 대한 불확실함을 드러냈으며, 서

로 나이, 이름, 직업을 모를 때 호칭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대답

한 학습자는 극히 소수로 분포하고 있다. 상하 관계, 분위기나 상황 별로

달라지는 복잡한 경어법 등을 한국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들이 올

바르게 경어법이나 호칭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어

법이나 호칭에 대한 학습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주

어와 같은 문장 성분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자세한 한국어 문법

구조의 특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 설문조사와 반

응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어의 호칭과 경어법은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가

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사회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중급의 수준에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또

한 중급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기타 언어문화에 관한 지식 습득 내용으로

는 사용하는 맥락이 다른 한자어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문화 지식이 필

요한 언어에 관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 직장 문화 중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다른 대우나 한국 회사

의 회식 문화,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해서는 3학년 학습자이 경험과 지식

이 아직 풍부하지 못한 조사결과가 나왔다(예를 들어 62.9%가 정규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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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직에 대한 구분을 모르고 있었다). 3학년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준이

중급에 해당하고 1년 후 4학년이면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전제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5)을

참고하여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

시로 제시해볼 수 있다.

w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경제활동), 여가생활(친목모임/동호회, 스포츠), 공

동체생활(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언어생활(한자어)

w 한국 사회: 세시풍속(명절, 장례/혼례), 교육(교육열, 교육제도)

w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방식(빨리빨리 행동, 민간방식)

w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전통/ 현대 음악, 전통/현대 공연)

w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유형 문화재), 상징물(한국의 상징)

3) 고급 학습자를 위한 지식습득 내용

고급 한국어 수준을 지니는 학습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한국 문화 개

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로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두 문화 속에 즐기면서 생활

하는 문화적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 학습자들은 문화적 충

격을 극복하고,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도달하기 위해 고급 문화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급 학습자들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을 위한 교육 목표가 새

로운 목표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주체적 내면화가 아닌 타협과 자기조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적

으로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은 목표어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목표어 문화에 대한 더 다양한 분

5) 김중섭 외, 앞의 자료, 2011,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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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폭 넓은 지식 프레임은

고급 학습자들에게 목표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지지기반이 되어줄 것이

다. 목표어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문화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교육과정의 참조하여

베트남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적응 교육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 있다.

w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한자어)

w 한국 사회: 정치(남북관계, 국제관계, 정치제도), 경제(경제 제도, 정책), 사회

(복지정책, 사회제도, 사회문제)

w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정서, 건강, 성역활, 가치관의 변화)

w 한국의 예술과 문학: 문학 작품

w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3.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방안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접한 한국 문화에 대해 III장에서 어떤 학습

자는 외부로부터 형성된 자신의 긍정적 관념 프레임과 다른 한국 문화의

모든 것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학습자는 기존에 형성된 프

레임에 의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충격과 같

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이 호기심과 충격 반응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문화를 보는 시각이 자신의 문화 프레임에서만 한정 되어 있으며

자신의 문화 프레임을 한국 문화 현상에도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문화 이질성을 발견했을 때, 충격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문화 프레임 내에서만 새로운 문화를 판단하려는 태도문

화 프레임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타문화에 대한 수용

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 충격을 겪지 않는 사람

들은 직접 겪어보거나 학습한 경험에 의해 자신의 문화 프레임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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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지식 부족, 타문화 수용력 부족, 한국어 능력 부족의 문제는

결국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프레임이 한국 문화 프레임과 불일치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 절에서는 문화 프레임의 불일치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복합양식 매체를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복합양식 매체 구성요소인 소리, 영

상 등 각각의 언어 특성과 그것들이 어우러진 복합양식 매체인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베트남 학습자를 위해 문화 프레임과

연계를 지어 문화교육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이 목표

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목표어 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 기

존에 가지고 있는 배경인 프레임을 바꾸는 자기 조정과 태도 형성이라는 것을 근

거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실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1) 지식 습득을 통한 프레임 구성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해당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문화에 대한 지식은 다른 일반 지식과 서로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식 구조, 즉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중

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시청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저학년 학습

자들은 호기심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I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들 학습자에

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목표어 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이 학습자

들은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어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충격 반응 양상에서도 학습자들이 베트남의 생

활양식, 사고방식 등으로만 구성된 기존의 지식 프레임에 새로운 문화의 요소를

포함시켜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하고 그 프레임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음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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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해석화 할 필요가 있다.

태넌(D. Tannen)은 프레임 구성(framing)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 주는 방식이며, 다른 사람이 말하거

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내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6).

즉, 프레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목표어 문화의 프레임과 유사하게, 또한

근접하게 프레임 구성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목표어 문화에 대한 배경지

식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지식 습득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레임 구성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찰을 통한 프레임 구성

앞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지

식의 부족으로 학습자들의 문화 프레임과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한

국적 문화 프레임과의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학습자는 한국 문화와 사

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연결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다.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 부족은 학습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문화의 세계관, 가치관 외에 다른 문화에

도 자신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문

화 간에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모르고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

의 것은 ‘좋고’, 자신의 것과 상이한 체계는 ‘나쁘다’는 식의 편견도 가지

게 되는데, 이는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에서 온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복합양식 매체로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

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은 다양한 언어의 결

합으로서 개별 언어와 종합 언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차

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대사를 못 알아들어도 배경음악, 분

위기, 행동, 표정, 맥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을 추측하고 이해

6) D. Tannen, That’s not what i meant, 이용대 옮김,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사계절

출판사, 1994,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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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배경 풍경, 복장, 건축물, 그림이나 사물들의 이미지 등과 같

은 시각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문화 산물 중에서 특히 유형 산물에

대해 학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인물들의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 기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

을 얻을 수 있다. 문화 차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

한 정보들을 다양하고 객관적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관찰을 통해 얻는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관계를 지어 서로 연결하여 문화

현상이나 사건이 놓인 문화적 프레임에서 파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문

화적응 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가. 영상언어 활용을 통한 프레임 구성

복합양식 매체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문화교육

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현대 의사소통 매체 중 문

자언어(자막), 음성언어, 음향, 음악, 영상 등 여러 가지 복합양식의 매체

이기 때문에 복합양식 매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문자

언어, 시각언어, 음악, 영상 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한 형식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드라마「직장의 신」에서 학습자들에게 비슷한 관찰을 통한 방법으로

지식 프레임을 구축하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장의 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처음으로 알게 된 학습자들은 시청한 장면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정보를 영상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계약직인 여직원들이 정규직인

신입사원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과 각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자막으로 처리한 연봉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

구분하게 되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계약직 여직원들이 정규직 여직원의 사원증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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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 주고 있다.”

[III-1_G4_1]

학습자들이 교사 요청에 따라 드라마 속의 한국 사회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를 시청한 영상에서 찾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41.2%(14/34팀)는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연봉 차이를 나타내는

자막을 보고, 학습자의 23.5%(8/34팀)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이

착용한 사원증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1.8%(4/34팀)는

계약직에게 대하는 팀장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시각언어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엮어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시청한 영상 중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자언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학습자들이 42.1%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학습자들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월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는데, 이 정보를 화면의 자막에서 얻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23.5%의 학습자들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모든 차이가 다

사원증에서 시작한다고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즉 각자가 받는 대우의

차이가 얼마나 현저히 나기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사원증을 갖고 싶어 그러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도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언어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대본(시나리오)이나 자막

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 능력의 한계로 드라

마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예비 반응조사 의 문제점을

본 반응조사에서 자막과 대본 제공으로 해결된 것은 자막 또는 대본의

주요한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적어서 모든 학습자들은 실제 생활

언어와 교과서의 언어가 많이 상이하여 드라마 속 대화를 알아듣기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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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대본이나 자막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드라마

속 장면의 대화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대본이나 자막을 훌륭한 생활

한국어 학습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시각언어는 배경 풍경, 복장, 건축물, 그림이나 사물들의 이미지 등으

로 특히 한국 문화 산물의 유형을 학습하고 사건이나 현상의 배경을 구

성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인물들의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 기호들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자언

어는 대본(시나리오)이나 자막으로 드라마 속 장면의 대화를 따라 듣는

데 활용하며, 생활 속의 한국어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을 기르는 능력도 학습자들에게 요구된다. 통합적 영상언어는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의 파악을 통해 드라마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메시지를 통

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텔레비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학습자들에게 대본과 함께 시

청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시청하면서 발음이 비슷한 ‘모카커피’의 ‘모

카’와 ‘목화씨’의 ‘목화’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을 대본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어휘나 표현을 들었을 때 대본의 도움으로 그 어휘 또한 표현의

맞춤법을 확인하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 드라마의 장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아래 내용의 장면을 시

청하면서 학습자들이 대본의 도움으로 발음이 같지만 뜻이 다른 두 단어

를 구분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면에서 송이라는 톱스타가 상식 부족으로 모카 라떼 커피를 마

시고 있는데, 그 ‘모카’의 뜻을 ‘목화’로 착각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목

「별에서 온 그대」 제1회 중

송이E 피곤한 오후엔 역시 달달한 모카 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

카씨를 숨겨 들어왔는지 알 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윤범 (사색되는) 누나!!! 문익점 선생이라뇨!

송이 (한심) 너 모카씨 밀수한 문익점 선생 몰라? 그 붓대롱인가 어딘가에

모카씨 딱 쌔벼가지고 중국애들 모르게 아주 요령 있는 양반이야 그

양반이~

윤범 (울고 싶다) 모카씨가 아니라 목화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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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련된 중국에서 한국으로 목화씨를 몰래 가져온 문익점 선생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개인 SNS에 올리다가 네티즌의 웃음거리가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역시 ‘목화’와 ‘모카’가 두 개의 단어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드라마 장면이 왜 웃기는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습자들은 문익점과 목화씨 이야기에 대한 문화·역사적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송이와 윤범 간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어인 ‘목화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르면 송

이가 이런 ‘모카씨’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자연히 다음 드라마 장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 학습자의 문화 프레임에는 문익점과 목화씨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여주인공인 송이가 ‘목화씨’와 ‘모카씨’를 혼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막의 역할을 하는 대본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학

습자는 이 장면에서 네티즌들이 송이의 글을 보고 왜 비웃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영상언어 활용을 통해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한국의 문화·역사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드라마 속 인물의 대화에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물의 어법은 성격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특정한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도 같이 재현하게 된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음성언어는 사람의 말투, 목소리의 강도, 억양, 높낮이, 속

도, 머뭇거림 등으로 대화 내용과 분위기나 인물의 행동과 태도, 캐릭터

와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복합 양식적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각각의 언어들의 통합적 과정을 통해 창출하게 될 복합양식 언어

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활용함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한국 문

화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 제고를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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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맥락 활용을 통한 프레임 구성

드라마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드라마 대사와 인물의 동

작이나 표정,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문화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현된 맥락을 활용하여 텔레비전

에서 나온 한국 문화 현상의 상황과 배경을 파악하게 한다.

「별에서 온 그대」의 제1회 중 두 젊은이의 첫 만남이라는 장면과

이어서 다음 장면에서 드라마 인물들이 사용하는 호칭과 그 호칭을 쓰는

맥락을 주의하여 시청하라고 교사가 조사집단 대상자들에게 요구하였다.

호칭과 관련 내용을 시청한 6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드라마 시청 전과

후에 설문지 답변 자신의 경어법 쓰는 방식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교사가 설문지에 답을 쓰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이 장면을

시청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경어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위의 「별에서

온 그대」드라마의 장면을 시청하게 한다. 드라마 시청이 끝난 후 교사

가 다시 학습자들에게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경어법을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 이 드라마 장면의 시

청 전과 후에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경어법 사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

각에 대한 대표적인 변화를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기호 시청 전 시청 후

[01]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장 정중한 높임법(합쇼체)을 쓴다.

(적절한 호칭을 잘 모르겠다)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호칭과 높임법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02]
남자한테 ‘아저씨’,

여자한테 ‘아가씨’라고 부른다.

미혼사람한테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을 첫 만남에 자제해서 써야 한다.

어른이나 상대방을 잘 모를 때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03]

나이 많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에게 ‘-ㅂ/습니다’,

‘-시-’를 쓰고 같은 나이 또래에게

‘-요’를 쓰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

말 쓴다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도 상황에 따라

반말을 쓸 수 있다.

호칭은 서로 친한 정도에 따라 달라

질 뿐만 아니라 화자의 상대방에 대

해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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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내용처럼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가

보여주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호칭, 경어법의 사용법을 터득하게 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1]부터 [4]는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에 학습자들이 대부분 정중한

순서에 따라 합쇼체, ‘-(으)ㅂ니다’ 와 ‘-(으)시’, ‘-아/어/여요), 반말의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1]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에 적절한

호칭을 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어 경어법 중 가장 정중한

높임법인 합쇼체를 무조건 썼다.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후에는 적어도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 상황과 비슷한 경우에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호칭과 높임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합쇼체 사용은 처음 만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에 ‘아저씨’와 ‘아가씨’라는

호칭을 일반 남자와 여자에게 썼는데 시청 후에는 미혼인 사람에게는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을 첫 만남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보여준다. III장 1절에 분석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는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에 해당하는 호칭의 사용은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적절한 호칭이다. 즉 가족 내 관계의 기준을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호칭체계이다. 학습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생각하는

영어의 ‘Mr.’에 해당한 ‘아저씨’, ‘Ms.’에 해당한 ‘아가씨’, ‘Mrs.’에 해당한

‘아줌마’를 쓰는 것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청한 드라마 장면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사례 [3]은 학습자가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04]

처음 마나는 어른한테나 회의 같은 공

식적인 자리에는 ‘-ㅂ니다 쓴다.’/어른

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그냥 알

고 지내는 사람에게 ‘-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친구에게는 반말을 쓴다

-첫 만남에 한국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이가 같아도 때로 존중과 예의 바

름을 보여주는 경어법을 쓰는 것이

좋다.

표 4-1.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과 후의 경어법 사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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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습니다’, ‘-시-’를 쓰며 같은 또래에게 ‘-요’를 쓰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 학습자는 예전에는

공식처럼 같은 나이 또래에게 ‘-요’를 쓰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부적절하게 쓰고 있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상황에

따라 같은 나이인 친구에게 사이가 편해지면 반말을 쓸 수 있는 것과

상황에 따라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 속 장면을 시청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반말을 쓸 수 있는 점과 화자의 상대방에 대하는 태도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두 주인공의 대화 내용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호칭과 경어법 사용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사례 [4]의 학습자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에 사례[3]의 학습자와

유사하게 경어법과 호칭을 사용했는데 시청 후에는 첫 만남에 한국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과 나이가 같아도

때로는 존중과 예의를 보여주는 경어법을 쓰는 게 좋다는 점을 시청한

텔레비전 드라마 장면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시각언어는 배경 풍경, 복장, 건축물, 그림이나 사물들의 이미지 등으

로 특히 한국 문화 산물의 유형을 학습하고 사건이나 현상의 배경을 구

성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인물들의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 기호들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자언

어는 대본(시나리오)이나 자막으로 드라마 속 장면의 대화를 따라 듣는

데 활용하며, 생활 속의 한국어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을 기르는 능력도 학습자들에게 요구된다. 통합적 영상언어는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 파악으로 드라마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메시지를 통해 한

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전과 시청 후 시청한 장면 속에 재현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한국어 호칭체계와 경어법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 변화되었다.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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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호칭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어법이나 호칭 사용과 같은 언어 문제를 이처럼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해 해결하여 학습자들의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이 생길

수 있고 한국어능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은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 문제, 계약직·정규직 차별 문제

등에서 한국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가령, 젊은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한

편견과 같은 것이 바로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점이다. 베트남에서는

술과 담배는 남자들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별에서 온 그대」

제2회 두 여주인공인 송이와 홍사장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시청한 뒤

[별그대_III-1_G3] 학습자 그룹 중 한 명이 “지금 한국에서 여자들이

바에 가서 술 먹고 노는 일은 보통의 일이지만 베트남에서 아직은

어른들이 여자가 술 먹고 밤새도록 노는 것을 안 좋게 봐요”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여자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도 존재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젊은

여자들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 장면을 시청한 뒤 교사가 학습자들이 드라마 속 여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여자 학습자들이

교사의 첫 질문인 ‘술을 자주 마시냐’에 안 마신다고 했고, 이어서

교사가 ‘한국 친구들과 같이 자원 봉사할 때도 안 마시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저흰 안 마셔요’라고 당연하다는 듯 입을 모아

대답했다. 교사는 여주인공의 집안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그

전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질문했다. III장 1절에서 밝힌 듯이 드라마 속

술을 마시는 여주인공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교사가

여주인공의 출신 배경과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주의해서 시청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의도는 술을 마시지 않는 베트남 여성

학습자들이 드라마 속에서 술을 마시는 여주인공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드라마 영상을 다시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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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로 하여금 드라마 전개 내용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배경, 스토리 내용 등과 같은 영상언어를 활용케 하였다. 즉

드라마 영상속의 영상언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등장인물들이 말하려는

배경과 스토리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의 정보 프레임 구성을 통해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교사가 영상언어를 활용한 학습자들의 정보 프레임 구성을

유도한 결과 학습자들은 드라마속의 여주인공이 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술을 마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여주인공이 특정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좋지

않은 행동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적극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영상언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정보 프레임을 구성하기 전보다는

여주인공이 특정한 상황에서 술 마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영상언어를 활용한

학습자의 정보 프레임 구성이라는 학습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술을 마시는 젊은 여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확보하게 된 배경 관련 정보들과 연결하여 더 큰 사회적인

배경 프레임을 구축하고 확대함에 따라 한국 젊은 여자들의 술 문화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술을 마시는 젊은

여자들에 대해 좋지 않게 보던 편견이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찰을

통해 얻은 필요한 정보로 구축한 지식 프레임으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음 사례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중, 교사의 설문지 작성 요청에

따라 학습자들이 그룹별로 나눠 토론한 것이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명절동안 시집살이와 집안일에 시달리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모시고 싶은

시댁식구가 없어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는 차윤희의 마음이 진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학생2: 차윤희는 시집살이해야 하는 친구들을 정말 부러워한 건가?

학생4: 아니.

학생3: 그건 그냥 그런 척하는 거야～ 은근히 자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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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 니들 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학생3: 태도 있잖아.

학생4: 말하는 방식도.

학생1: 남편하고 한 대화에서도.

학생2: 그 웃음도! 부러워하면 어떻게 웃냐?

학생4: 그 아줌마가 원래 장남 집에 시집 안 가려고 했어. 맞지?

학생2: 원래 목적이 그랬어～
학생4: 다 목적 있는 거야. 다 목표 있어서 시집에 간 거야!

[DIS_III-1_G3]

4명 학습자로 구성한 이 그룹은 설문지에서 의견을 통일하여 차윤희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답변을 썼다. 설문지에서 그 이유가 차윤희가

처음부터 시집살이가 싫어서 일부러 혼자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을 쓰기 전에 학습자들이 토론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에서 보여진 차윤희의 태도가 말해

주었다고 학습자3이 발견하였으며, 학습자4가 차윤희의 말하는 방식,

학습자2는 차윤희의 웃음, 학습자1은 차윤희와 남편의 대화에서

차윤희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즉 등장인물의 말하는 태도,

행위(웃음), 대화 내용의 관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이전의 영상에서

차윤희가 시댁식구를 모시는 일을 처음부터 싫어한 사람이라고 시청했던

기억과 연결하여 최종 결론을 내게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문화 사건이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영상언어의 특징을 활용한 관찰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 변인에 있어 목표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되는

문제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인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확보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배경 지식을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상언어, 시각언어, 문자언어와 스토리

맥락에서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기로 한 문화 관점,

문화 실행, 문화 관념으로 구성한 문화 개념에 따라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될 문화 내용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다.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산물이나 행동 패턴 같은 실행이 그 기저에 깔린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꼭짓점이 모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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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실행·관점 각각을 독립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다.7) 이를 위해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복합양식 언어를

활용하고 잘 관찰하여 최대한 문화 산물, 문화 실행, 문화 관점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보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상이나 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세부 사항들을 관찰하여 서로 연결시킴으로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의도, 내용과 현상이나 사건의 본질 등의 배경을 알아보려는

사례이다. 즉, 현상이나 사건이 놓인 프레임을 관련된 세부 사항들과 같

이 그 프레임의 성분으로 구성하여 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 체계적 지식 습득을 통한 프레임 확장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나타내는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

의 충격 반응 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체계적인 문

화·사회 지식 부족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습자들의 문화 프레임

이 한국 문화 프레임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프레임 충돌이 발생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긋남이 발생한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브라운의 논의처럼 호기심 단계, 충격 단계에서

일찍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 차이를 피상적인 차이로 보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체계

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기반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 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한 문화 프레임의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낱말의 경우는 특정 낱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낱말이 개념화하는

범주의 존재에 대하여 동기와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프레임이다. 따라서

문화적 프레임을 알아야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8) 가령

7) 유영미,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미국의 한국어 표준 개발의 경

우」, 『한국언어문화학』제5권 제1호, 2009, 29-46면, 38면 재인용.

8) 오주영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프레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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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댓말과 같은 경우 문화적 프레임을 알아야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대화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같은 맥

락으로 본 반응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당신’의 사용법을 알려면 한국어의

지칭어, 호칭 체계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관계와 분위

기를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필모

어(Fillmore)가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속하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체계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개념이다.9)

학습자들의 문화에 대한 충격 반응 중에서는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

확실 반응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장 2절에서 분석한 사례 가운

데 드라마「직장의 신」의 대사 중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봐야 안다’라

는 표현에서 ‘메주’, ‘된장’이라는 두 낱말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반응의 원인은 어휘의 의미를

둘러싼 배경 지식과 관련이 있다. ‘메주’의 사전적 의미는 “콩을 삶아서

찧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

는 원료로 쓴다”이다. ‘된장’은 “메주에 소금물을 알맞게 부어 장물을 내

지 않고 그대로 먹는 장”이다. 그러나 한국 음식과 음식 문화에 대해 아

는 바가 없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이 사전의 설명은 실질적인 담화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드라마 장면에서 ‘메주’와 ‘된장’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면접을 보

러 온 여주인공이 지방 대학 출신에다가 형편이 어려워 해외 어학연수도

못 다녀오는 등 평범한 이력서 때문에 취직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자신을 매력도 없고, 한국에서 못생긴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메주’와 비유하는데, 앞으로 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메

주가 숙성되어 맛있는 된장이 되듯이 자기도 좋은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된장’은 한국 요리 중에 빠질 수 없는 양념이라는 점

과 그 중요한 ‘된장’이 못 생긴 ‘메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알면 학습자

들은 이 여주인공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인지적 의미학습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Vol.1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95-311(17쪽), 2010, 309면.

9) C. J. Fillmore, 앞의 책, 1982,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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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금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 평범한 ‘메주’로 보이지만 잘 다듬

어지면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된장’의 역할처럼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정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메주

라는 비유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여주인공의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주’와 ‘된장’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의 주요 양념들과 그 쓰임새, 한국

의 음식 중 ‘된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음식의 종류, 맛있는 된장을 만드

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메주의 역할, 한국 사람의 식습관, 입맛 그리고

메주가 왜 못생긴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등,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용적인 비유의 관습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된장’의 형상에 대한 지식, 즉 ‘똥’과 색깔과 모양이 비슷하다

는 것도 알아야 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III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음식에는 ‘된장’과 유사한 양

념인 ‘tương đậu’(‘tương’은 ‘장’, ‘đậu’은 ‘콩’이라는 뜻)가 있어 ‘된장’에

해당하는 ‘tương đậu’라는 의미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다 전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된장’은 한국인

의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이자 음식재료인 반면에, 베트남에

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먹는 일종의 토종 소스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여

주인공의 대사 내용을 한국인처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된장’과 ‘메

주’가 놓인 공간을 고려하고 이를 한국 음식 문화라는 ‘프레임’ 내에서

전경화(foregrounding)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필모어의 프레임 개

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메주’와 ‘된장’과 같은 단어는 사전적 정의를

초월해서 확장되는 상당한 양의 지식을 요구하며 체계적인 프레임의 지

식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한편 학습자들은 「직장의 신 드라마의 스토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

는 한국 사회의 계약직-정규직 차별 관련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는 학습자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되어 한국 구성원간의

계층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

는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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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절한 호칭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의 사례는 한국 사

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이 언어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1_G4] 학습자 그룹의 경우 “한국 사람의 진짜 나이를 알아

맞히기가 어려워 ‘오빠’로 해야 할지, ‘아저씨’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

란스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호칭을 포함한 주어와

같은 문장 성분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고맥락 사회인 한

국적의 문화 특징에 대한 지식 부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마찬가지

로 학습자들이 한국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사나 직원 구별 없이 어울려

노는 모습에 놀라운 반응(III장 3절 문화 이질성에 대한 흥미 위주 반응)

을 보이는 것도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

지적된 문제점들은 모두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습득을 통해 해결 가

능한 지점들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인 프레임 내에서 구조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문제점들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 문

화와 베트남 문화의 관계 등 현재의 교과과정에 누락된 문화적 지식을

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을 자국 내에

서 받은 학습자들이, 학교 밖에서 한국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받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의 제공이 요구된다.

2) 자기 조정 및 태도 형성을 위한 프레임 재구성

목표어 문화와 완전히 대립되는 문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하기는 곤란하다. 한국 문화 프레임과 대립된 문화 프레임

을 가진 학습자에게는 상호문화 입장에서 어떤 문화 사건을 적절한 문화

프레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다. 그 문화 프레임이

긍정적인 경우 서로 수용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거부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실제 한국 문

화의 프레임과 대립되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학습자의 프레임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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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 프레임과 근접하게 또한 일치하게 재구성(reframing)을 해야 한

다. 즉 단일적 문화 프레임의 개인에서 이중문화 프레임의 개인으로 변

화를 주어야 하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교육은 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식 프레임이 드라마 속

재현된 한국 문화·사회 프레임이나 실제 상황의 한국 문화·사회 프레임

과 거리가 있는 경우 학습자들은 한국의 어떠한 문화 현상이나 사건을

제한 된 시각으로만 볼 수 있어 현상이나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이질성에 대해 학습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

하게 되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된다.

프레임은 “그림의 프레임처럼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전되어

가는 해석의 방향이며 조정되는 입각점”10)이다. 어느 시점이든 진행 중

인 프레임 구성은 다음에 오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의 일부이며 또한

앞서 지나간 프레임의 일부로 구성되기도 하다. 즉 한 사람의 프레임이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특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변화를 주

어 원하는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 수용을 위한 자기조정

III장에서 분석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통해 크람시

(Kramsch)11)의 논의를 재의미할 필요가 있다. 크람시는 문화를 사회적 구

성물로 보았는데, 언어문화교육은 문화 간 영역을 확립하고, 대인관계 과

정으로서 문화를 가르치고, 차이로서의 문화를 가르칠 것을 강조했다. 여

기서 문화 간 영역은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와의 관계를 알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응조사 집단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신념체계로 확인되

어는 있는 베트남 문화와 이질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되는 한국 문화

10) D. Tannen, 앞의 책, 1994, 112-113면.

11) Claire Kramsch,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05-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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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

응조사 집단의 학습자들은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문

화와 어떤 교집합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판적 자기 조정의 과

정을 거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과정은

차이에 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조사 집단

의 학습자들은 차이를 이해하기보다, 차이를 선악의 개념으로 자기화하여

베트남 문화기준에 맞추어 대인관계 과정을 회피하려는 반응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타문화 수용력 부족은 문화적 편견인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으로 한

국 문화를 자신들이 잘 아는 베트남의 표준과 관행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서 판단하도록 하여 한국 문화의 수용과 그것에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언어 능력의 한계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문화적응 과정에 장애가 된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문화적응이란 새로운 문화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

원어민처럼 새로운 문화로 동화(enculturation)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제2문화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선택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12) 하지만 III장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회복·

적응 양상 중 회복·적응 양상이면서 동화되기 시작하는 양상도 관찰되었

다. 예컨대 저학년 학습자들이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문화 다양성으

로만 받아들이는데 고학년 일부 학습자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

리에 술을 마신다는 양상이다. 베트남 전통 문화에서 여자들이 술을 안

마시는데 이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존 프레임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로서의 문화”는 나이, 성, 지역, 인종, 사회계층 등 국가적으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받아

들이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문화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응조사 집단의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라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

12) 김수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문화 수업 개발 연구」, 한국언

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08, 82면.



- 192 -

정하기보다 자기 문화적 고정관념에서 회피하고 자기화하려는 반응양상

을 보이고 있다.

크람시의 관점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반응조사 집단이 보인 반응 양

상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에게 극복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즉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제2 문화 정체성을 위한 학습자의 비판적 자

기 조정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가. 맥락 이해를 위한 프레임 부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접하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프

레임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나타난 한국 문화의 프레임과 불일치하

는 것이다. 필모어(1982:111)의 프레임 의미론 개념은 지식의 체계와 관

련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프레임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것이 속하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체계”13)로 규명된다. 이런 관

점에서 ‘프레임’은 배경지식에 해당하며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

적이며, 다차원적이고, 개념적 차원인 동시에 문화적 차원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취하는 문화 프레임 개념도 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관련 있다.

‘프레임 부여’(framing)는 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정신 공간 사이에 대응 관계를 성립시키는 과정14)을 말하는데,

이러한 ‘프레임 부여’의 개념을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중심으로 한 베

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의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단어, 표현, 문장 또한 문화 현상의 의미를 그 단어, 표현, 문장이

나 문화 현상이 생성되고 나타날 수 있는 프레임에서 지식 기반을 근거

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 개인은 태어나서 일정한 문화와 사회적 프레임을 부여 받아 성장

13) Fillmore, 앞의 책, 1982, 111면.

14) D. Lee, Cognitive linguistics,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입문』, 한국 문화사,

2003, 12-19면, 32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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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베트남이라는 사회·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제한 받고 고정되어 사고와 행동이 이 프레임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쉽

게 바뀌지 않는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할 때 가지고 있는 자신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프레임 안으로 끌어 들여

이해하려고 하니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문화인 목표

어 문화 현상이나 사건에 한국 사회·문화의 프레임을 부여하고 그 프레

임 안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장에서 체계적 문화·사회 지식 부족이 학습자들의 반응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라마를 통해 확보

된 정보·지식에 프레임을 부여하여 이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한국 문화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고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직장의 신] 제1회 중 신입사원을 면접하는 장면에서 학습자들이 ‘메

주’, ‘된장’의 뜻을 몰라 전체 대화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반응을 보였다. 교사가 학습자들이 ‘메주’의 뜻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메주가 ‘된장’과 ‘똥’ 간에 외형적 연관이 있다는 힌트를 주

었지만 학습자들은 ‘메주’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 실패하였고 교사의 질문

에 대답하지 못하는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위주의 반응을 보여주었

다. 주인공들의 ‘메주’와 관련한 대화 내용은 다음의 장면에서 나왔다.

이러한 경우에 학습자들이 ‘된장’, ‘메주’라는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전의 뜻으로 먼저 교육하지 않고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

에서 그 메주가 놓인 문화적 프레임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공 받도록 한다.

[직장의 신] 제1회

(전략)

주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거든요... 지금은 못생긴 메주덩어리인데

요, 이런 메주도 Y장 같은 기업에서라면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잘 묵혀 나가겠습니다.

규직: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메주만 보고 장을 담그기에는 우리가 너

무 손해 아닐까?

주리: 똥인지 장인지는 찍어 먹어봐야 아시는 거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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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Y장은 장을 만드는 좋은 기업이다.

w 된장은 메주로 만들어 진다.

w 메주덩어리는 못 생겼다.

w 메주를 묵히면 된장이 된다.

w 똥은 된장과 비슷하게 생겼다.

w 못 생긴 메주도 좋은 된장이 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해 중 처음으로 듣게 된 단

어와 개념들이지만, 위와 같은 프레임 지식에 근거를 두면 학습자들이

주인공들 간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주인공 주리의 대사인 “저는 메주거든요... 지금은 못생긴 메주덩어리

인데요”에서는 “메주는 덩어리의 형태로 못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메주도 Y장 같은 기업에서라면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에

서는 “이런(못생긴) 메주도 Y장 같은 기업에서라면 좋은 장이 될 수 있

다”는 것은 “Y장은 장을 만드는 좋은 회사”라는 것과 “메주로 (된)장을

만들 수 있다”, 즉 “(된)장은 메주로 만들어진다”라고 거꾸로 추측할 수

있게 해주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잘 묵혀 나가겠습니다”에서는 좀 전

에 ‘못 생긴 메주 덩어리’도 묵히면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메주를

묵히면 된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주인공인 장규직의 대사 중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메주만

보고 장을 담그기에는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닐까?”에서 ‘메주’를 보기만

하면 뭐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 즉 ‘똥’, ‘된장’, ‘메주’가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며 ‘똥’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서 ‘메주’와 ‘된장’의 생김새도 역시 추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단어나 문장, 표현들에 이와 같은 여러 프레임을 제공하여 문

화적 프레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각 개념들을 서로 연관성

을 지어 체계화하여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체계적 문화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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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프레임 설정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

자들의 충격적 반응으로부터 회복 및 적응 반응으로 전환하기 위해 프레

임 설정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어떠한 문화 현상을 판단하기 전에 그

현상에 관련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도

록 한다.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그 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깊숙이 이해할 수 있다. 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주

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w 현상·사건을 충분히 자세하게 검토했는가?

w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충분히 파악했는가?

w 앞뒤 문맥을 파악했는가?

w 문화 현상이나 사건의 당사자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와 그 정체성의

특징을 파악했는가?

w 당사자 간의 관계를 이해했는가?

w 본 현상, 사건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즉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작위적인지 검토했는가?

w 본 현상, 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변인이 작용했는

지 파악했는가?

III장 2절 텔레비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온 윤범이 소속

사 대표와 자기가 모시는 스타 천송이에게 계속 머리를 맞는 장면에 대

해 학습자들이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에 대해 거부적 반응을 보였

다. 앞에 제기한 도식화의 방법으로 이러한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에

서 나온 장면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대표이사인 안대표에 대한 이해

w 안대표는 극중에서 어떤 캐릭터인가?

w 안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w 안대표의 직업인 연예인 기획사 사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w 한국사회에서 연예인기획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드라마 속에서 안대표라는 인물은 연예인 기획사 대표이사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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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는 연예인 기획사가 무수히 많은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연예계 기획사에서 쉬운 일이 아니

다. 인기 톱스타가 되려면 외모와 재능도 중요하지만 개성도 그만큼

중요하다.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처럼 천송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톱

스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안대표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며 안대

표 본인도 개성이 강하며 독특한 성격이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

준다. 한국 사회에서 톱스타 한 명만 있어도 연예계에서 그 회사의 인

지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계 기획사의 대표 이사인 안대

표의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와 회사 내의 위치를 말해준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천송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한다.

천송이에 대한 이해

w 천송이는 극중 어떤 캐릭터인가?

w 천송이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천송이는 극중에서 앞에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톱스타다. 일

반적으로 연예인 하나를 위해서 의상 담당, 화장 담당, 운전기사 담당,

기획 담당 등, 심지어 먹고 자는 일까지 많은 스태프가 움직여 챙겨주

어야 하는 것이 베트남에서나 한국에서나 비슷할 것이다. 때문에 천송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일에 익숙하고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다. 청순한 이미지와 달리 말을 걸치게 하는 편이고 개성도 강한 여

자이다.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활동해왔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

윤범에 대한 이해

w 윤범은 어떤 캐릭터인가?

w 윤범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w (스타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이 무엇인가?)

윤범은 극중에 천송이의 매니저로 나온다. 윤범은 주로 하는 일이

천송이가 맡은 배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온갖 심부름을

하고, 챙겨주고 기사의 역할까지 맡는 사람이다. 각각의 인물들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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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관계 이해

w 송이와 윤범의 관계

w 안대표와 송이간의 관계

w 안대표와 윤범의 관계

천송이는 안대표가 소유하는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며 회

사의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천송이를 위해 일하지만

반대로 천송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천송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온 회사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윤범은 앞서 해석한 것처럼 항상 천송이를 옆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천송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게다가 윤범의 나이가 천송

이보다 더 어려 천송이에게는 특히 편한 사람이 된다. 윤범에게는 안

대표가 사장이므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반대로 안대표에게

는 천송이를 잘 모셔야 하기 때문에 윤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신

경이 쓰인다. 이어서 드라마 속 윤범이 안대표와 천송이에게 티슈통과

물병으로 머리에 맞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윤범이 맞는 사건의 본질 이해

w 윤범이 맞게 된 배경(발생원인)이 무엇이가?

w 윤범이 맞을 때 정말로 아파하는가?

w 안대표와 송이가 윤범이 아프라고 진짜 때리는 건가?

이런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며 관

련 정보들을 서로 엮어서 도식화하여 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

록 도울 수 있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연예인 기획사 성격상 연예인이 잘

되어야 회사도 잘 되기 때문에 천송이는 회사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천송이에게 스캔들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온 회사에 손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만큼 천송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안대

표의 생각에는 윤범이 천송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 천송이가 ‘목화’

와 ‘모카’를 구분 못한다는 사실이 SNS을 통해 전국적으로 펴져 회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화난 기분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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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손에 잡힌 티슈통을 윤범에게 던졌던 것이다.

천송이가 윤범을 빈 물병으로 때리는 행동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윤범이 SNS로 팬들하고 소통할수록 자신의 약점들을 자꾸 세상 사람들

에게 들켜 오히려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천송이에게 SNS를 하지 말라

고 조언하다가 맞은 것이었다. 즉, 천송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말려

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윤범이가 맞았을 때 소리만 질렀을 뿐 아파

보이지 않았고 안대표와 송이가 정말 의도적으로 윤범이가 아프라고 때

렸다면 그렇게 때리는 시늉만 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텔

레비전 드라마 속 특정한 배경에서 특정한 캐릭터인 두 인물의 행동은

단지 흥분 상태의 특정한 표현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뒤 윤범을 때리는 안대표와 천송이의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이 일어나는 배경과 원인을 원천부터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장난을 치거나 화가 날 때 다

상대방을 머리를 때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사건에 대해 비판적

으로 분석한 뒤에 이처럼 문화 사건·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관련된 사항을 도식화를 통하여 폭넓게 내다봐야 진정한 본질

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직장의 신」에서 칼 퇴근하는 미스김에 대해 학습자들이 흥

미로운 반응을 보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w 미스김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

「별에서 온 그대」 제1회.

S#17 도로 - 밴 안

윤범이 운전하고 있고, 뒷자리엔 송이, 맨 뒷자리엔 민아.

(전략)

윤범 누나, 제가 독립군 된 심정으로 직언 한마디만 할 게요. 누나 같은 스

타일은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소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우

스워진다니까? 차라리 불통하시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으시는 게…

(하다가 빈 물병으로 뒤통수 세게 얻어맞고 표정) 아!

송이 운전이나 해!

윤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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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극중 미스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w 극중 미스김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태도, 생각은 어떠한가?

w 미스김이 다른 직장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가?

w 미스김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러한 이해의 절차를 걸쳐 미스김이라는 캐릭터가 실제 한국사회에

서 존재하는 인물인지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습

자들로 하여금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장르 특성상 만들어낸 인물인지 아

니면 현실에 있는 어떠한 실물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낸 인물인지 파악하

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과 분위기가 무엇인

지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별에서 온 그대」제3회 S#10 중 선배와 상관없이 자기

업무만 끝나고 6시만 되면 퇴근하는 휘경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에는 휘

경이는 극중에서 어떠한 인물인지, 휘경에 대한 직장동료의 태도(눈빛,

말투 등)등이 어떤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과 지식을 도출할 수 있다.

(2) 문화 회복·적응을 위한 태도 형성

베트남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

반응은 자민족중심주의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본 연구 II장 2절 문화

적응과 관련 논의에서 밝힌 바가 있다. III장 1절에서 분석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충격 반응 양상

에는 거부 반응과 방어 반응 양상이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민족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

로 한국 문화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로 판단하였다.

가. 비판적 사고를 위한 프레임 전환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국 문화에 관련된 사건, 내용, 인물

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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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는 많은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인물을 과장하여 그

려내는 경향이 있어 학습자들의 분별 능력,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필요해진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묘사한 현실이 과연 한국 문화

의 진정한 본질인지, 설정된 맥락적 상황을 비판적 보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트남 문화를 연상하여 비교함으로써 양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기타자화(self-othering)를 통해 문화적 배경을 이해

하도록 돕는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드라마 속의 주인공 입장이 되거나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상황을 베트남 현실로 가정하여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주인공의 행위의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한다.

베트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 중 앞 절에 제시한 이해 양상(관계) 조정을 통한 문화적응 내

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베트남 문화 차이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과 이해

반응을 ‘부정적’에서 ‘긍정적’ 태도로 조정함으로써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

문화 회복과 적응의 단계로 진입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계

약상으로 제기된 일만 하고 ‘칼 퇴근’하는 「직장의 신」에서 나온 미스김

과 같은 실생활에서 찾아보기 드문 인물을 설정함15)으로써, 한국사회의 이

상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 또한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제작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 하지 않겠다고 사무실에서 나가는 장면에 대해 학

습자의 16.7%(6/34팀)가 가장 흥미 있는 장면으로 꼽았는데 상사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시계를 지켜보면서 6시가 되자마자 상사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퇴근해버리는 일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시청하면서

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15) '직장의 신'에서 나온 인물 미스김은 항상 긴 정장바지, 무채색의 비즈니스 수트, 망

사 머리끈과 124개의 ‘잡다한’ 자격증으로 무장하고 빌딩 숲을 누비며 3개월의 계약기

간이 끝나면 홀연히 사라지는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믿어왔던 직장생활의 모든 불합리와 몰상식에 엉뚱하고도 기발한 방식으로

대처해나가는 그녀의 활약상은 동시대 직장인들에게 ‘아이언맨’ 부럽지 않은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KBS월화드라마 「직장의 신」기획의도·등장인물 소개)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misskim/about/pl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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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텔레비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제1회 S#15에서 S#15까지

(숫자 잘못된 듯)의 내용 중 톱스타 매니저인 윤범이 연속적으로 자신이

모시는 소속사 대표와 톱스타에게 티슈통과 물병으로 머리를 맞는 장면

을 시청한 뒤 문화 충격에 대한 거부적 반응으로 2학년 학습자 [별그대

_III-3H2_05](괄호)가 베트남에는 그런 장난을 안 하기 때문에 머리를 때

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응하였다. [별그대_IV_H1_자료]에서 학습자가 베

트남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 머리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으

며 이러한 행동이 한국에서 보통일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난할 때 사람의 머리를 치는 것이 한국에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므로 이 학습자는 상황의 진실을 알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윤범이라는 직원은 회사에서 지

위도 나이도 가장 어린 사람으로, 극중 소속사 대표도 톱스타도 원래 터프

한 성격으로 나왔으며 극중에 톱스타의 실수가 코믹하게 그려졌지만 사실

상 급격하게 인터넷에 퍼지는 큰 사고였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톱

스타와 제일 가까이 있는 매니저 윤범에게 화를 풀 수밖에 없으며 티슈통

으로 윤범의 머리를 향해 던졌지만 티슈통이기 때문에 맞아도 아프지 않

고 아프라고 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적

반응 양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

라마에 나온 장면 하나의 특성을 한국 문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문화 사

건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인 사고력이 텔레비전 드라마

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III장에서 분석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문화 충격에 대한 방어적 반응

중에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장손과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차별적 사

고와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져 잃어버린 장손 때문에 장손을 잃은 날에

태어난 다른 손녀를 3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없는 텔

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봉건적이며 독단적인 한국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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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있었다. 심지어 학습자들은 ‘베트남이 더 개방적이다’, ‘베트남 할

머니들은 이와 반대이다’는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그 할머니에 대한 이

미지를 한국의 모든 할머니들에게까지 적용하여 한국할머니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 학습자들의 반응을 개선하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할

머니의 입장으로 바꾸게 하는 자기타자화(self-othering)의 방법을 제시한

다. 즉 할머니 입장이 되어 할머니가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될지 이해하도록

한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구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줄 장손을 중

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큰 아들 집에는 장손을 잃은

뒤 딸만 셋씩이나 있어 볼 때마다 더 답답할 것이다. 한국에는 제사나 차

례를 지낼 때 장남과 장손들이 지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장손 생각이

안 날 수 없고 가족 모임 자리일수록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

르는 장손에 대한 걱정밖에 안 할 것이다. 또한 할머니는 집안일 같은 것

들을 안 하니까 시간도 많이 남아 걱정거리가 더 많기 마련이다.

바쁘게 사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할머니가 하는 행동과 말을 피상적

으로만 보고 그 깊은 뜻을 잘 모르면 학습자들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문화의 가치관과 기준을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보

고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조정하면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로 「넝쿨째 굴러온 당신」 제1회 중 드라마 속에는 며느리가

하루 종일 차례를 지내고 집안일을 하고 치우느라 힘들고 친정집에 가고

싶었는데 시누이가 와서 시누이를 위해 밥상도 차려주고 후식까지 챙겨

야 하는 등 한국 시누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학습자들이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해 보이는 방어적인 충

격반응 중에서 학습자 그룹 [넝쿨당_III-1-G7]의 “한국의 고부관계가 너

무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한국 남자하고 결혼 못 할 것 같다”와 학습자

그룹 [넝쿨당_III-1-G12, H1-G1]의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가 정말

답답하다”는 반응처럼 학습자들은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와 한국 시

어머니, 시누이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



- 203 -

하지만 같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누이들도 자신처럼 하루 종일 시댁

식구를 위해 밥 차리고 치우느라 자신처럼 힘들었을 것이다. 명절을 준

비하느라 지친 몸으로 친정집까지 왔는데 자신이라면 아마 똑같이 시집

가기 전 처녀 때처럼 편안하게 엄마에게 애교도 부리고 쉬고 싶을 것이

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식구를 챙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방법,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시어머니나 시누이 입장이 되어보고 이해하는 자기타

자화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태도와 방식을 조정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렇게 자기타자화를 통해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나. 수용적 태도를 위한 프레임 조정

문화적응 달성 단계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

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한국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을 말한다.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을 통해

한국 문화와의 접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 증

진을 도모하고, 문화적 도전에 부딪쳤을 때 극복해 내며, 문화 간 차이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해결하고 즐기기

위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이해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

으로 조정하는 것을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의 방법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분석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문화 충격에 대한 방어적 반응 중

한국 할머니의 장손과 손녀에 대한 차별적인 사고방식과 집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누려 온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점에 대

해 학습자들은 ‘봉건적이다, 독단적이다’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학습자

들은 이 할머니가 ‘자신의 감정만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

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장손 때문에 장손을 잃은 날에 태어난 다른 손녀에게

3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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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반응에서 이 할머니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국 할머니들, 한국 가정들과 한국 사회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였다. 학습자 자신들

이 ‘베트남은 더 개방적이다’, ‘베트남 할머니들이 이와 반대이다’는 자신

의 가치판단 기준을 한국 문화에 적용시키려는 양상이었는데 이러한 부

정적 반응 양상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할머니

의 입장을 바꿔서 보면 할머니의 심정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한다.

학습자의 ‘할머니’에 대해 이해하는 프레임은 이처럼 ‘개방적’, ‘포용적’과

같은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다. 극중 설정된 3대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한국

전통 가족인 주인공의 가족의 프레임 안에서는 할머니가 집안의 가장 어르

신이므로 최고 결정권을 가지는 가장 권위적인 사람으로 설정되었다. 이처

럼 드라마의 한국 전통적인 가족의 프레임과 수용자로서의 베트남 학습자

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불일치할 때 충돌이 일어난다. 이러한 프레임을

텔레비전 드라마 속 할머니 인물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이와 같은 반응

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적 배경 출신인 베트남 학습자들의 프레

임을 목표어 문화의 프레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남녀 차별에 대한 학습자들의 편견도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

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남·녀와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국회, 정부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한국의 현대 사회가 모든 어른

들이 다 옛날 봉건 시대의 방식을 따르는 보수적, 가부장제적인 것이 아

니라는 것을 학습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서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처럼 객관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문화

현상이나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학습자들의 문화 충격에 대한 거부적 반응 양상 중 한국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긍정적, 객관적인 각도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문화 차이에 대한 충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어머니와 시누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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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려는 자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누이에게 밥을 차려주

고 과일을 깎아 줄 때 시중들고 봉사하고 있고, 미운 시누이를 위해 밥

차려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식구들처럼 차려줄 수도 있다고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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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베트남 내 한국학, 또는 한국어 학과 정규 학습자들은 4년 동안 베트

남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접촉하는 기회가 적

어 졸업 후 대부분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를 접

할 때 문화 차이로 인해 충격을 받고 한국 문화를 막연히 부정적으로 바

라보게 되는 등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다. 또한 교과서의 한국어가 일상적 한국어와 달라 의사소통하는 데에

도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실제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언

어능력과 문화적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비 조사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한 반응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한 충

격을 극복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 문화 개념, 문화 충

격, 문화적응과 문화유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베트남 한국어 학

습자들의 문화인식에 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베트남 한

국어 학습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방문자’와 ‘수용자’의 집단적 특징

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 문화의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

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이 호기심, 충격, 회복·적응의 3가

지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부분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들은 학습 기간이 길수록 한국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문화 차이에 대한

충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통한 학습자들의 호기심 단계에 해당하는 반

응 양상으로는 문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문화

이질성에 대한 흥미의 양상이 나타났다. 문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양상

을 보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고부관계와 같이 베트남과 유사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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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문화 동질성에 대한 공감

반응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 현상이 자신의 경험과 동일할 경

우 나타난다. 또한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가장 쉽게 흥미를 보이며 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문화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문화 차이를 지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이러한 지식기반의 긍정적인 태도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본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흥미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주로 베트남 직장 문화에는 없는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가장 많은 흥미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흥미 반응은 그 문화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와 자신에게 이로운 경

우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

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충격 반응 양

상에는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반응, 문화 이질성에 대한 거부 반응,

문화 이질성에 대한 방어 반응이 있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불확실 반응

에는 문화 지식이 요구되는 어휘나 호칭, 경어법 사용 등과 같은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체계적인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프레임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거부 반응에는 출퇴근 문제 등 직장 문

화나 행위문화에 대한 것이 주로 나타났으며 자민족중심주의 영향으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월하다고 믿고 타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문화 이질성에 대한 방어 반응은 가

족관계 중 고부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학습자

들은 베트남의 고부 간 관계가 더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며 한국은 베트남

보다 더 보수적이며 가부장적이라는 편견을 보이면서, 이러한 자신의 고

정관념을 지키려는 방어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반응의 특징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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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차이를 인식하지만 베트남의 문화를 더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한국

문화를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보려는 방어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타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부족하

고 이질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를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회복·적응 단계에 해당한 양상에는 문화 회복을 위한 수용 반응, 문화

적응을 위한 인지적 인식,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적응 반응이 있다. 문

화 회복을 위한 수용 반응에는 부정적 수용 반응과 긍정적 수용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자는 한국 여학생들이 술을 먹는 행동에 대한 반응

으로 이러한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은 그 문화 행동을

따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후자는 한국인의 사과하고 감사하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을 위한 선택적 적응

반응에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념을 알고 한국 사람과 접촉할 때

에는 베트남 사람과 접촉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어진 환경

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단계의 학습자

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또

는 의무적으로 행동에 변화를 주는 선에서 멈추고 아직 새로운 문화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

화에 동화되는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반응 양상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 반응에 영향 미

친 요인으로 체계적인 문화·사회 지식 부족과 타 문화 수용력 부족이라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문화지식 습득, 자기 조

정과 태도 형성이라는 세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베트남 학

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 목표로 문화

맥락 기반 통합적 언어 능력 신장, 목표 문화 이해 및 비판적 능력 신장을

통한 지식 습득, 문화적응 능력 함양을 위한 자기조정 및 태도 형성을 설



- 209 -

정하였다. 교육 내용은 초, 중, 고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 별로 제시

하였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으로는 “부분을 이해하

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속하는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체계”로

서의 프레임 개념을 활용하여 지식 습득을 통한 프레임 구성과 자기 조

정과 태도 형성을 위한 프레임 재구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체계적 문

화지식 습득을 위한 프레임 구성에는 영상언어 및 맥락을 활용하는 방안

과 프레임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복합양식 매체인 텔레비전 드

라마의 언어적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를 확보하도록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구성하도록 한다. 프레임의 확장은 가장 핵심 문제인

지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사건이나 현상을 판단할 때

그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정보를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관찰을 통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확장된 전체적 문화 프레임을 구축하도록 한 후

그 프레임 안에 있는 현상이나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조정 및 태도 형성을 위한 프레임 재구성에는 문화 수용을 위한 자기

조정과 문화 회복·적응을 위한 태도 형성으로 나누어 교육 방안을 제시

하였다. 우선 자기조정에는 맥락 이해를 위한 프레임 부여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프레임 설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고정

관념, 편견 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화 프레임

부여에는 하나의 단어, 표현, 문장 또한 문화 현상의 의미를 그들이 생성

되고 나타날 수 있는 프레임을 부여하여 자신의 지식 기반을 근거로 접

근하고 해석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화 수용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방법에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프레

임 전환 방법과 맥락 이해를 위한 프레임 설정 방법 제시하였는데 프레

임전환에는 학습자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 입장이 되거나 텔레비전 드라

마 속의 상황을 베트남 현실로 가정하여 베트남 문화와 비교함으로 양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프레임 설정

에는 현상에 관련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확보된 정보를

연계를 지어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처럼 텔레비전 드라마의 복합양식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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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 문화 차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설계하였다. 앞으로 문

화 충격을 극복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 문화와의 차

이에 중점을 두어 한국 문화 구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이 필요하

며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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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예비 설문조사 문항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 설문 조사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베 문화 간 의사소통 

교수·학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보안 처리 될 것이며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내용 및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인적사항

이름:                               직업:

소속:                               나이:

이메일:                             전화번호:

2. 한국어 수준:

nmlkj초 1-2급 nmlkj초3급

nmlkj초4급 nmlkj 5급

3. 한국 문화와 접촉 시간(한국어를 공부한 시간이나 한국인과 같이 일한 시간)

nmlkj 1~2년

nmlkj3~4년

nmlkj 5년 이상

nmlkj기타

4. 한국어를 배울 때 언어의 4가지 기능을 포함하여 가장 어려운 부분을 순서

대로 쓰십시오)

듣기 말하기

독해 쓰기

문법 문맥에 절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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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텔레비전 드라마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7. 한국어교육에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8. 문화 차이(사고나 표현 방식)로 인해 한국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충격(또는 황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예: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5. 학교의 한국어 교재 이외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한 

교육 자료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위로부터 적어주시오. 

소설책, 신문·잡지 등      뉴스(티비, 인터넷 등)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가요(노래가사 등)

오락 프로그램

매일 주 3~4 회 주 1~2 회 시간 있을 때 안 봄

듣기 기능 말하기 기능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텔레비전 드라마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느 기능에 도움이 될까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어느 언어 

기능을 학습하고 향상 기키고 

싶습니까?

없다

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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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충격(또는 황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예: 머리에 장난으로 치거나

국물이 있는 요리를 먹을 때 그릇을 통째로 들고 국물을 마시는 것 등…)

10. 한국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일할 때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11.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없다 

 있다(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없다

 있다(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문법 맞게 말하기 자기 의사를 

유창하게 표현하기

한국이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기

기타(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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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느끼시는 베트남과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행위와 언어 포함)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13.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화요소의 역할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한-베 문화 간 의사

소통’의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내용을 텔레

비전을 통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중요함 

(매우 필요함)

중요함 

(필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의사소통하는 데 

문화의 역할

‘한-베 문화 간 

의사사통’학습의 

필요성

‘한-베 문화 간 

의사소통’ 공부하는데 

텔레비전 사용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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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이름과 반:
한국어능력 자격증(있는 경우):

1.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봅니까?
전혀 보지 않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매일 본다.

2. 어떠한 주제의 한국 문화에 대한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가정 사회
직장 학교
애정(남녀 애정)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하는 데에 여러분에게 어떠
한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4. 여러분의 생각에 한국 회사나 한국에 관한 업무를 할 때 원활하게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지식과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
식으로 접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6. 여러분의 생각에는 한국인과 접하는 데에 어떠한 면에서 가장 인상적
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듣기 연습

말하기 연습(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 표현)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 향상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에 관한 지식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관한 지식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십오)

베트남어 과외 __ 년
아르바이트(통번역, 여행 가이드 등) __ 년
봉사 활동, 한국인 학생과 교류 __ 년
언어 교환 활동 __ 년
수업에 한국인 선생님과 의사소통 __ 년
매체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 __ 년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십오.) __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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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만한 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베트남 사람의 성격과 차이가 난 점:

7. 여러분의 생각에는 한국 문화와 접하는 데에 어떠한 점이 가장 인상적
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울 만한 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베트남 문화와 차이가 난 점:

8. 여러분의 생각에는 졸업하고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걱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어 능력 ( 가장 걱정이 된 것부터 순서로 써 주십시오. 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한국 회사의 직장생활 적응 여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기타(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9. 문화 차이로 인하여 생긴 충격, 오해 및 인식하지 못한 적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한국인의 말, 행동이나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예전에 충격을 받았거나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극복된 점이 있는 경우, 극복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십시
오).

시청한 드라마에 대한 질문

※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드라마
1. 본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 본 장면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써주십시오.

- 한국과 베트남의 시어머님과 며느리 관계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생
긴다고 생각합니까?

※ ‘직장의 신’ 드라마
1. 본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하십시오.
- 한국과 베트남의 ‘사과-감사 문화’ 차이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한국 회사에서의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습니
까?(드라마를 보기전 아니면 드라마를 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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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학습자 지식에 대한 설문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로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지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대방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에 맞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안다.

2.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잘 안다.

3. 나는 감사와 미안함을 한국어로 할 줄 안다.

4. 나는 한국어의 속담과 관용어의 뜻을 안다.

5. 나는 현대한국사회의 유행어, 속어를 이해한다.

6.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말로 할 수 있다.

7. 나는 한국드라마 내용을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다.

8. 나는 메시지나 편지를 한국말로 쓸 수 있다.

9. 나는 한자어를 공부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

다.

10. 나는 한국어의 외래어 이해하기가 쉽다.

11. 나는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베트남사

람과 의사소통할 때와 똑같이 편하게 느낀다.

12. 나는 한국에서 어떤 명절이 있는지 잘 안다.

13. 나는 설날이나 추석 때 한국 사람의 풍습

을 잘 안다.

14. 나는 한국인의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를 잘

안다.

15. 나는 한국인의 노부모 모시고 효도하는 문

화를 이해한다.

16. 나는 한국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념이 부모

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을 잘 안다.

17. 나는 한국인한테 술 따르는 법과 받는 법을

알고 있다.

18. 나는 한국인이 밥을 먹을 때 수저 쓰는 법을

잘 안다.

19. 나는 한국식으로 밥상 차리기를 잘 안다.

20. 나는 한국인과 같이 밥상에 앉을 때의 예의

를 안다.

21. 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을 먹을 줄 안다.

22. 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알 고

있다.

23. 나는 한국인이 시간 지키는 것 중요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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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안다.

24. 나는 한국인이 약속 지키는 것 중요시하는

것을 잘 안다.

25. 나는 한국인이 일할 때 진지한 태도와 책임

감 있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6. 나는 한국인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

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7. 나는 한국인이 회식 있을 때 꼭 참석하는 것

을 잘 알고 있다.

28. 나는 한국인이 베트남 여성을 비롯한 베트

남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한국인이 영어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

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한국인이 남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

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한국인이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시한다

고 생각한다.

32. 나는 한국인이 자기 생각을 직석적으로 표

현한다고 생각한다.

33. 나는 한국인이 접근하고 친해지기가 어렵다

고 생각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 학습하기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

다

34. 나는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문화에 대한 지

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5. 나는 현재의 한국 문화교재에 대해 만족하다.

36.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한국인과 의사

소통 문화 포함)을 주로 교과서에서 배웠다.

37.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한국인과 의사

소통 시의 예절포함)을 주로 한국인과 만나는 과

정에서 배웠다.

38.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한국인과 의사

소통 문화 포함)을 주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배

웠다.

39.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를 자주 본다.

40. 나는 한국어의 통합적 기능을 연습하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를 자주 본다.

41.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인의 일상생활 의사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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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시청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에 관한 설문 조사(1)

‘넝쿨째 굴러온 당신’, 제1회 S#1 00:00 ~ 04:22

I. 드라마 시청 전 가장 해당한 내용에 표하십시오.

II. 드라마 시청 후

1. 설날에 윤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윤희 아버님이 설날에 무

엇을 하셨습니까?

2. 윤희가 친구들과 나눈 얘기를 통해서 설날에 한국 가족들이 하는 일

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했습니까?(어머님과 남편의 누나, 여동생들의

태도, 요리...)

3. 이 장면을 시청한 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4. 이 장면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인상을

주었습니까?(머릿속에 가장 남은 것)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다시 서술해주시고 이유

를 밝혀주십시오.

6. 시청한 장면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에서의 시어머님-며느리 관계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의 관계와 같다.

명절인 설날에도 시집에 간 여자들이

마음대로 친정어머니 집에 갈 수 있다.

결혼한 한국여자들의 시대에 대한 책

임과 친정에 대한 책임은 똑같다.

시댁에서의 명절 때나 제사를 지낼 때

음식 차리는 일은 여자들(시어머님, 시

누이, 며느리)이 같이 한다.

명절은 한국 여자들이 가족과 함께 재

미있게 보낼 수 있으니 기뻐하다.

조의 정보__________________반___________
(정보를 재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연락처)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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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트남과 비교하면 어떠한 점에서 차

이가 나고 어떠한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까?

7. 이 장면을 시청한 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명절 지내는 문화에 대

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시청 전의 설문 조사 질문과 비교하면

서 답해주십시오)

8. 이 장면을 시청한 뒤 한국 사회의 시어머님과 며느리 관계에 대한 인

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시청 전의 설문 조사 질문과 비교하면서 답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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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시청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에 관한 설문 조사(2)

「직장의 신」 제2회 08:00 ~ 11:58/ 25:55 ~ 33:00

A. 시청 전:

B. 시청 후

1.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회사에서의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어떠한 차

이를 알게 되었습니까?

2. 이 장면을 시청한 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3. 이 장면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인상을

주었습니까?(머릿속에 가장 남은 것)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다시 서술해주시고 이유

를 밝혀주십시오.

5. 베트남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합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없다면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6. 베트남 회사의 경우 회식 참여는 의무적입니까?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 회사의 직장 문화는 베트남 회사

의 직장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는 한국화사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큰 차이를 잘 알고 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가족으로

여긴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 본인의 업무

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

외 회사의 다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가해야 한다. (회식 등)

부하는 상사를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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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무조건 회식을 참석해야 해서 다른 일이

나 선약이 있어도 그 일이나 선약을 취소하여 참석할 겁니까? 이유

를 밝혀주십시오.

8. 이 장면을 시청한 뒤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습

니까?(시첨 전의 설문 조사 질문과 비교하면서 답해주십시오)

9. 이 장면을 시청한 뒤 한국 회사의 회식 참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시첨 전의 설문 조사 질문과 비교하면서 답해주십시오)

10.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가까운 내용이 있다.

비극화, 과장,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다

아름다운 배우들이 많다.

주인공들이 자주 암에 걸린다.

포장마차에서 자주 술을 마신다.

기타(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드라마에서 술을 먹는 한국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한국 사
회에서의 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장된 모습입니까?

12. 술을 드십니까? 드신다면 이유를 무엇입니까?　안 드신다면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13.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최대한 몇 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까?

상황

약속 시간보다 이르거나 늦을 수 있는 최대한 시간(분)

15~30분 전

도착한다

5~10 전

도착한다

제시간에

도착한다

5 ~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다

10~15분

정보 늦게

도착한다

15~30

분 늦게

도착한다.

취직 면접

아르바이트

고객과의 미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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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for Vietnamese

Learners

- Focusing on using Television Drama -

Nguyen Thi Phuong Mai

This research is designed for the suggestion of teaching methods

utilizing Korean television drama in overcoming the culture shock

efficiently and in enhancing the capacity of acculturation of

Vietnam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in Vietnam. Firstly,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cultural education based on

intercultural perspective, the researcher has reviewed existing

discussions regarding concepts of culture, culture shock, and

acculturation. By focusing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cultural knowledge of Vietnamese students and Korean culture, or

correlation between target culture and learners’ culture, researcher

considered that increa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of learners as of

cultural principal in this circumstance is of importance.

With the methodological base above, this research attempts to

observe the response of Vietnamese students to Korean culture

through the application of Korean television drama. The response

patterns of Vietnamese learners were categorized such as curious

response, shock response, and recovery-adaptation response. This

research illustrates the aspects of curious responses of the learners

related to Korean culture when using television drama, such as the

sympathy responses associated with cultural homogeneity, the

awareness response, and the interest responses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pattern of shock response, there are uncertainty responses,

denial responses, and defense responses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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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ocentrism stage. The acceptance response for culture recovery,

the cognitive awareness responses, and the patterns of selective

adaptation responses, which are related to recovery-adaptation

responses of culture shock through television drama, were explored in

this research.

By analyzing those response patterns of the learners, the

researcher has obtained the systematic results of thos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sponse of learners, such as the deficient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society, the lack of different culture receptiveness, and

antialien attitude towards other cultures. In an attempt to solve those

problems, the researcher presents an educational method that applies

characteristic of multimodal television drama to minimize the shock

on cultural differences to adapt to the Korean culture to get

knowledge acquisition, self-adjustment, and attitude formation by

building up systematic knowledge of Korean culture.

Framing approach has been suggested as a teaching method for

the elementary,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to systematically

acquire cultural knowledge. In the frame theory, the whole of the

relevant phenomena must be understood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s. On the basis of this concept of the frame, researcher tried to

propose methods for configuring frames related to vocabulary,

expression, sentence as well as culture phenomena. In addition, an

educational method is presented that makes it as much as possible to

secure cultural events and phenomena related information and to

bridge and extend the existing frame into new frame through

television drama text.

Reframing method is suggested for the self-adjustment and

attitude formation in the cultural acceptance and adaptation. Frame

transformation and frame adjustment method are included in the

reframing process. In the case of frame transformation, through

television drama the learners can feel themselves as the main rol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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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relate the situations of the drama to current Vietnamese

circumstances for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ultures. Frame adjustment method is a method that is able to see

the interest of cultural diversity from various points of view.

Having kept an eye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arget culture

and learners’ culture, this research may have a kind of an

approachable value from the perspective that mutual cultural

interrelationship w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cultural competence. However, this research contains a limit that all

the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reviewed because it approached on the cultural differences based

mainly on cultural response aspect. Researcher expects that the

contents of cultural education for the Vietnamese students will be

specified and expanded through succeeding research upon this issue.

Keywords: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culture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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