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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시 의미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방법으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문학

비평 텍스트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시를 해석한 비평 텍스트는 한국어 능력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에 대한 지식

이나 정보를 보완해 준다. 독자는 비평가의 시각을 통해 작품에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 작품

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므로, 중국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이해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독자가 문학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삼아 보

다 효과적으로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읽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성인 학습자로서의 독자가 지닌 높

은 인지 능력,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여 학습자의 맥락에서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시 교육 방법은 학습자들

이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작품의 축어적인 의미 이해에 필요한 지식 등을 탐구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하지만, 점차 독자가 문학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상호주관적인 의미 구성을 하는 과정으로 확대된다. 특

히 문학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 과정은 독자들의 상호 소통 능력을 함양하게 하고,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재구성을 하는 과정은 시 읽기 주체성,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의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측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다양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숙달 적합성의

원리’ 등의 문학 비평 텍스트 선정의 원리를 밝히고,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계로서의 비평 텍스

트와 문학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 ‘대화적 기능’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방법이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양적 통계와 질적 분석을 진

행하였다. 학습자들의 실험 자료와 통계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하여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시 교육 방법의 가능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읽기에 영향을 미친 측면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은 학습자들의 시에 대한 축어적인 의미 이해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 해석에 효과적이었고, 문학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시의 의

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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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능력으로서의 한국어 능력, 학습자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 학습자 모어 문학 읽

기의 간섭,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의 간섭 등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한계도 보여주었다. 

이상의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

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시 텍스트 이해 능력 함양, 학습자의 비평 텍스트

이해 능력 함양, 학습자의 모어 문학 읽기와의 조정, 학습자의 정서적 내면화와 태도 형성 등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와 연합·결합하기, 소집단 토론을 통한 시 의미 재구성하기, 

메타적인 성찰을 통한 대화하기 등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문학 비평 텍스트 활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

인 교수-학습 과정을 진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모국어 문학 교육에서도 활용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사용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문학 교육에서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문학 비평 텍스

트를 교육 장치로 활용할 가능성과 효용성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학을 의사소통 교육, 문화교육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문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바라보고 문학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이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학습자의 주체

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보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 문화 배경 지식 결여 등의 한계성 때문에 주체적인 시 의

미 구성이 어렵다는 논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일정한 비계를 설정하

여 학습자가 주체성, 능동성을 발휘하여 상호주관적으로 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넷째, Ⅲ장에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한국 현대시, 문학 비평 텍스트, 현대시 교육, 비계, 대화주의, 일방적 기능, 대화적 기능

학번: 201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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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을 위해 비평 텍스트를 선

정하고, 이를 비계로 설정하여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밝히며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외국어교육 역시 교육이기에, 학습자는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한 단계 개인적인 성장

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이 단지 도구적으로 사용법을 익히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

보다도 문화와 문화의 충돌,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 자신의 사고 방식과는 다른 사고

방식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

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도구로서 문

학 텍스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고급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주목 받았다. 동서를 막론하고 본격적인 외국어 교육의 본래

목적은 문학을 읽는 것이었다. 외국문학을 읽는 것은 외국어 학습·교육의 중요한 목표

이자 목적이다. 학생들은 일정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그 수준에 맞는 실제 외국어 텍

스트(authentic foreign text)를 읽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2）또한 문학 텍스트를 언어 교육의 도구에 국한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문학

텍스트를 통한 문화 교육, 나아가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3) 이처럼 문학교육은 외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기에 문학을 도구로 삼

아 의사소통교육, 문화교육을 하는 것보다 문학 자체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그간의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였다.4）구성주의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

                                        

1）김정우, 「시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Vol.29,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2001, p.171.

2）송무 외, 『시적 텍스트를 이용한 영어교육』, 신아사, 1998, p.120.

3) 심재휘,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국어교육학연구』Vol.51 No.3, 국어교육학회, 2016, p.98.

4）신주철, 「한국 시 교육의 실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고급 과정의 경우-」,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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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학교육의 중심이 지식에서 능력으로,5) 교사에서 학습자로 옮겨졌지만 중국 내 한

국어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은 여전히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시 문학

또한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넘나드는 역동적 구성체이자 수많은 해석가능성을 내포한

열린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객관적 실체로서 고정된 자료의 하나로만

보고 있다.6）
특히 시는 모호성과 함축성 등의 장르적 특징 상,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결여된 중국인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이해하기 어

려운 장르라고 인식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시에 대한 교육이 활

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시를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로 하

여금 주체적으로 시 읽게 하는 독자 중심 수업을 하지 못하고 단지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학습자들의 주체성 발휘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시 교

육은 시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중 특히 시 교

육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수용미학의 영향으로 인해 문학작품을 읽는

다는 것이 작품의 고정된 의미를 독자가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능동

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이제 문학 교육 내 문학 읽기 논의에서 일종의 공

리가 되었다.7） 학습자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관점은 구성주의적

교육관과 맥락이 상통한다.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육은 구성주의 사조 혹은 인식론에

바탕을 둔다.8)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문학 텍스트 읽기는 객관주의적인 텍스트 읽기처럼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는 고정불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나 맥락에 따라 무

한한 의미를 지닌 대상이다. 때문에 구성주의적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행위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9） 따라서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

히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

                                                                                                               

Vol.14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pp.110-111.

5) 윤대석, 「문학교육에서 바라본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Vol.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p.117.

6）이기성, 「한국문학 교육을 위한 텍스트 활성화 방법 연구-고급반 ‘시’ 수업을 중심으로」,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Vol.3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 2009, pp.286-287.

7）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p.328.

8)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p.65.

9）류덕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Vol.1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1, 

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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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따른 읽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비교적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고, 인지능력

이 발달하였으며, 자국의 문학교육을 통하여 문학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

일정 수준의 문학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10)
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한계점도 있다. 브럼핏과 카터(Brumfit

& Carter, 1986)는 문학을 배우는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첫

째, 모국어로 문학을 배우는 경우, 둘째, 학습자들이 문학을 자신의 문화적 현상 중 하

나로 이해하게 되는 시기에 외국 문학을 접하는 경우, 셋째, 외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

는 경우이다. 이중 세 번째 상황의 학습자들은 문어로 된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

하다.11）
이에 해당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인 학습자로서 한국 문학에 대한 학습 경

험과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공동체에서의 경험 및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화 과정의

결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낮은 한국어 숙달도를 가지는 것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

적 산물이기 때문에, 언어 습득의 과정은 사회화 과정과 병행된다.12）언어를 습득한 학

습자들은 문학적 소통 행위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게 되기에

이것이 언어 숙달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융화 그리고 부정과 수용

이 교차되는 긴장된 과정이다.13）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시 텍스트는 난해성, 함축성, 추상성 등14)의 장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

성은 언어 예술이자 문화로서의 문학을 읽기15）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 학

                                        

10)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5, p.197.

11）C. Brumfit & R. Carte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city 

Press, 배두본, 『영어교육학』, 한신문화사, 1986, pp.280-281, 재인용.

12）김미혜, 『비평을 통한 시 읽기 교육』, 태학사, 2009, p.115.

13）이성호, 「문학 이론과 영문학 교육」, 『영미문학교육』Vol.1,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1996, 

p.13 

14）시의 난해성의 문제는 먼저 시 자체의 문제로서 언어를 매체로 하면서 언어를 벗어나려는 시

자체의 특성과 난해성을 지향하는 문화물로서의 시의 고도성, 그리고 현대시가 기반한 세계의 복

잡성 등에 기인하는 고도의 예술 장르로서의 시 장르의 난해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독자들의

문학감수성이나 문학감상능력 부족 문제이다. 셋째는 일부 비평가나 시 교육자들의 작품 비평과

무관한 현학성과 도식성이다. 

장도준, 『한국 현대시교육론』, 국학자료원, 2003, p.37 참고. 

15）읽기 이해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여 강현화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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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외

국인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면 우선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이에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감상과 비평은 읽기의 과정

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궤적을 지닌다. 즉, 문학 비평과 문학 감상은 질적인 면에서는 차

이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문학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학습자들

의 문학 작품 감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곧 학습자들의 감상 행위를 비평가의 비평 행

위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비평

가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는 비평가

들의 전문적인 글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16)

비평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밝히면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담화의 형식’이자,17) ‘구체적인 예술 현상을 주제로 하여 거기서 견출되는 제

반 의미를 논하고, 그것으로써 작가와 독자들에게 지침과 단서를 제공하는 활동’이다.18）

문학교육에서 비평의 위상은 시와 같은 하나의 ‘읽기 자료’가 되거나, 혹은 따라야 할

읽기의 모범이 된다.19）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평 텍스트

는 일종의 비계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 현대시 교육을 위해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고 읽기 과정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도입한 비평 텍스트는 ‘보조 텍스트’와 ‘대화 상대자’의 성격을

지니며,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읽기 위한 ‘비계’로 작용하면서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 대

한 축어적 이해를 촉진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비평 텍

스트는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어려움을 줄여주고 보다 정확하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타자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

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주관적으로 의미 재구성을 하게 된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시 읽기 과정에서는 비평 텍스트와의 동화 등 인지적 과

정과 비평 관점들과의 대화 등 사회적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비평 텍스트를 읽음

                                                                                                               

였다. 즉, 독자가 가지고 있는 변인으로의 언어적 지식, 글이 가지고 있는 변인으로서의 텍스트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 둘이 모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인이다. 

강현화 외, 『한국어 이해교육론』, 형설출판사, 2009, p.162.  

16)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p.338. 

17）김성진, 『문학 비평과 소설교육』, 태학사, 2012, p.100.

18) Sasaki Kenichi, Dictionary of aesthetics, 민주식 역, 『美學辭典』, 동문선, 2002, pp.305-3

08. 

19）김성진, 앞의 책,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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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 비평 텍스트가 지닌 관점과의 대화

를 통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하고 자신의 시 의미 구성의 주체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맥락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

구성하게 한다. 비평 텍스트와의 인지적,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이

해 능력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 구성적 읽기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측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성·주체성을 발

휘하지 못하는 주입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에게 시 의미 구성의 잠재적

발달 수준에 이르러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시 교육은 단순히 비평 텍스

트를 수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관점들과 대화하고

한국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주체적인 읽기 방법을 메타적으

로 검토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학 교육은 일반적으

로 학습자의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접근법은 교육적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구성

주의적 교육관에 따르면 학습자는 항상 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한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 역시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 읽기를 하도록 한다. 또한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설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언어 숙달도 부족, 문화 배경 지식 결여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인 학습자로서의 높은 인지적 능력, 풍부한 배경 지식 등의 장점을 교육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중국인 학

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 교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으

로 전환하여 학습자들의 능동성, 주체성, 상호주관성 등을 함양시킬 수 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 선정의 원리,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계로

서의 비평 텍스트를 검토하여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과 대화

적 기능을 밝히며,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를 구체화한다.

둘째, 교재 분석 및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선정하고 문헌

연구 및 예비 실험, 1차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문학 비평 텍스트를 선정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실험 및 면담 자료에 대한 양적 통계와 질적 분석을 통하여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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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

육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그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나

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둘째, 외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셋째, 한국어교육에서 현

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 넷째,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1) 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90년대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문학 교육의 방향도 이전의 교사 중심, 교

과서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에서는 구성주

의적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주로 이론 측면에서 구성

주의 문학교육의 필요성, 구성주의 문학 교육의 이론,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다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 실천 방법은 주로 학습자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탐구 및 질문 전략, 학습

자 간 상호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토의, 대화, 토론 등의 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에서 이론 측면에서의 논의들20）을 살펴볼 것이다. 이광복은

구성주의의 응용학문으로서 구성주의 문예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토대부터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문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상을 위해 어떤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문학교수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0）이광복,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 『獨語敎育』Vol.17 No.1, 한국독어독

문학교육학회, 1999.

이상구,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와 방법」, 『문학교육학』Vol.10, 한국문학교

육학회, 2002.

이상구,「구성주의 문학 협동학습 방안 탐색」, 『독서연구』Vol.10, 한국독서학회, 2003. 

이상구, 「구성주의적 읽기 교육의 논의 양상과 과제」, 『배달말』No.34, 배달말학회, 2004.

황정현, 「21세기 문학연구와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현대문학의 연구』Vol.31, 한국문학연

구학회, 2007.

임경순,「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학텍스트 읽기」, 『독서연구』Vol.18, 한국독서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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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는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문학교육에서 구성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

동학습 방안을 구축하였다. 이상구(2002)는 세계적으로 교육계에서의 구성주의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구성주의 문예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을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밝혔다. 이

어서 이상구(2003)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문학교육에서 협동학습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점검한 뒤,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에 부합하는 읽기-쓰기 통합 모형(CIRC)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문학 협동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구(2004)는 행동주의 패러다임에서 출발하여 인지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로 변천해 온 읽기 교육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황정현은 21세기 문학연구와 문학교육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의식

전환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그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즉 구성주의적 교육이념에 따라 문학교육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해서 학습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학 텍스트는 고정불편의 객관적 의미구조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상황과 학습자

의 내적 상황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유동적 의미구조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

다. 

임경순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맥락적 의미 구성’을 핵심 개념

으로 보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맥락적 의미 구성 문제를 검토하고 그 지향태가 무엇

인지를 확인하여, 고통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는 분단 소설을 대상으로 맥락적 의미 구

성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들을 통해 과거의 텍스트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 방식

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습자들의 주체성을 중요시하게 되어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들은 문학 교육에

서 학습자의 주체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어서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의 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한 논의

들21）을 살펴볼 것이다. 류덕제는 문학교육의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

                                        

21）류덕제, 앞의 글, 2001.

김미선, 「상호 텍스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계한 문학 수업 방안」, 『열린교육연구』Vol.17 

No.2, 한국열린교육학회, 2007.

정재찬, 「문학 교수 학습 방법의 성찰과 전망-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현대시교육」,

『國語敎育學硏究』Vol.47, 국어교육학회, 2013.

오정훈 외, 「“과정”으로서의 국어교육 방법 연구」, 『중등교육연구』Vol.27, 경상대학교 중등교

육연구소, 2015.

김미선, 「질문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 상호작용 중심 문학수업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학』Vol.97, 

한국언어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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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교수-학습을 제시하였다. 문학 교육이 철학적 정당성을 갖추

었다고 하더라도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장 개선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반성적 고찰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 이론을 살펴보고 그 실천적 방안을 모

형으로 제시하였다. 

김미선(2007)은 상호텍스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쉬르와 바

흐친의 언어 이론에서 출발하여 크리스테바를 거쳐 토도로프와 데리다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바흐친의 대화 이론 및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호텍스트성과 연계한 학습자의 인지적 구성 과정에 대해 살펴

보고 이상의 이론적 바탕을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수업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정재찬은 현재의 실체 중심, 속성 중심, 활동 중심의 문학 교수 학습 방법 사이에 ‘활

동 중심> 속성 중심> 실체 중심’이라는 내부적인 위계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만 이 구분

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어과 교육의 성격은 각 영역의 독자성을 아우

르면서 통일성을 견지하는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정훈 외

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수용 능력과 수행 능력에 주목하고, 언어 기능과 문학적 차원에

서 수용미학과 구성주의적 관점의 적용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김미선(2016)은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이론에 따라, 지식의 개념은 텍스트를 통한 작

가와 독자의 의사소통 과정의 산물이라는 독자 반응 중심 문학이론과 심층적인 텍스트

이해는 학습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즉 담화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구성주의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 학습자 중심 질문 생성 전략을 접목하여 학습자의 잠재된 문학

해석 능력 활성화를 위한 수업 모형을 고안하였다.

남지현은 초등학교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

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학토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문학토의수업에서 비계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는데, 효과적인 문학 토의 수업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의 비계와 실행

단계에서의 비계를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교육에 대화주의를 제안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들의 연구들은 초기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의 필요성, 효용성 등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를 넘어, 그 이론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방법 및 수업 모형까지 설계하였다. 특히

남지현은 문학 교실 수업에서 문학 텍스트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을 위해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문학 토의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

한 관점에서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 구성의 정교

                                                                                                               

남지현, 「대화주의에 기반한 문학토의 수업의 구조화 연구: 비계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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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교사 중심의 단선적인 교수-학습을 지양하고 여러 층위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외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구성주의를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외국어교육의 문학교육에서도 구성주

의를 토대로 한 다양한 연구들22）이 나왔다.  

김용현(2006)은 기존의 문학이론과 문학교육을 점검하여 구성주의를 기초로 한 문학

이론과 문학교육의 의의를 제시하고, 구성주의에서의 인지와 이해를 검토하여 구성주의

문학 교육 모델의 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구성주의 문학교육 모

델의 전제만 검토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김용현(2012)은 대학에서의 문학교육, 특히 독일 문학 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먼저 문제 중심 문학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성

찰과 인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기에 그 방법에 있어서 독자 개념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깔레의 시민들’에 대한 수업의 예를

통해 문제 중심 문학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시장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에서 외국어 문학을 언어나 문화 교육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자체로서의

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 문학을 다룬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문제 중심 문학교

육의 목표가 문학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학교육이 문학 텍스트를 문예학적 입장에서 분

석하는 것보다 읽기와 토론을 통한 학습자의 인지 능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축취영은 외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대비연구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탐구’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이를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암 박지원의 단편 소설 교육에 적용하여 한국어 문학교육의 방법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구성주의적 문학교육을 설계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학 읽기

                                        

22）김용현, 「구성주의와 문학수업의 방향성에 관하여」, 『獨語敎育 』Vol.37, 한국독어독문

학교육학회, 2006.

김용현, 「문제 중심의 문학교육에 관한 고찰: 카이저의『깔레의 시민들』을 예로 삼아서」, 『독

일문화』Vol.7,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 2012.

축취영,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탐구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권승혁, 「현대영미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토론을 활용한 수업 사례」,『영미문학교육』Vol.20 

No.1,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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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동료 학습자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논의가 한정되어 있어, 더 넓은 범위에

서 문학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권승혁은 대부분의 ‘현대 영미시’ 수업과 같이, 교사가 시를 강독하고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시험에 기대어 성적을 처리하는 수업은

학습자들이 전공 지식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지식

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대 영미시를

대표하는 한 두 명의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외

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영미시에 대한 학습자들간의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과 상호 작용을 중요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외국어교육의 문학교육에서도 기존 텍스트 중심, 교사 중심 주입식 교육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의 주체성,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 중

심의 문학교육을 주장하는 논의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양적으로 많지 않

으며 대부분 소논문 차원에 그쳤다. 따라서 아직 외국어교육에서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적 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어 문학교육에서는 이

론 연구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3）한국어교육에서 한국 현대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대시를 활용한 의사소통교육, 현

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 현대시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현대시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현대시를 활용한 의사

소통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논문들23)이 주목할 만하다. 

김지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역사적 배경 및 사회민속사가 투영된 시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화의 내적 조건을 배경지식 조건과 정서공감의 조건으로 그 층

위를 나누었는데 전자는 교수자의 발안과 제시로 가능하다고 보았고, 후자는 학습자의

정서, 즉 기억과 연상, 감정 이입의 방법으로 동기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시 작품을 활용하여 정서학습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3) 김지연, 「시(詩)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발화의 내적 조건과 관련하여-」, 『한국어교

육』Vol.12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고옥결, 「現代詩를 통한 韓國語 擬聲語·擬態語 敎育 硏究 : 中國人 高級 學習者를 對象으로」,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오지혜, 「시적 텍스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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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옥결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을 위한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현재까지 의성어·의태어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대시를 활

용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지혜는 학습자의 한국어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시적 텍스트의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국어교육에서 고급 단계의 학습자로 갈수록 한국어 능력에서 언어인식이 핵심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점에 주목하여 시적 텍스트의 변형을 통한 어감 이해 교육의 구

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연구들은 현대시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킨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시를 활용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시를 활용

한 문화교육은 아래와 같은 논문들24)이 있다. 김염은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선정하

여 한국의 대표 시인 김소월과 중국의 대표 시인 서지마(徐誌摩)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시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내용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시 교육에

서 번역과 비교 문학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강독 중심 수업을 지양하는 데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문학으로서의 교육이 아니

라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임상은 조지훈 시를 활용하여 문화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는 문화 능력의 함

양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시를 통한 문화교육

의 방법으로 문화 내용 발견하기, 문화 내용 비교하기, 문화 내용 내면화하기를 제안하

였다. 

윤여탁은 한국 문학 작품을 제재로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

고, 그것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내용적 범위를 ‘성취 문화’, 

‘행위 문화’, ‘관념 문화’의 차원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

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강소영은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의 요소

를 반영한 시를 선정하여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24) 김염,「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임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조지훈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Vol.4 No.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Vol.10 No.2, 국제한국

언어문화학회, 2013.

강소영,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Vol.15 No.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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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한국 현대시 교육들은 시 자체로서의 교육보다 시를 활용하여 언어, 문화를 교육하

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를 수단으로 삼아 의사소통 교육, 

문화교육에 목적을 두지 않고 현대시를 문학으로서의 자체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시 자체 교육에 관한 연구들
25

은 다음과 같다.

이홍매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활용

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 쓰기 활동

을 통하여 한국 현대시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논의를 통해 한국 현대

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

이 지닌 높은 인지 능력, 풍부한 배경 지식 등의 성인 학습자로서의 장점만 보고 외국

인 학습자로서의 언어 숙달도, 문화 배경 결여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전홍은 한중 현대시의 비교를 통해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을 제시하였다. 그는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학습 독자가 자국어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성인 학습자로

서의 독자가 갖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높은 인지 능력 및 풍부한 배경 지식

등 성인 학습자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장점을 활용하고 학습자의 주체성을 고려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 자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시를 활용한 의사소통교육,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보다 적다. 한국 현대시 자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중국인 학습

자가 성인 학습자로서의 높은 인지 능력, 풍부한 배경 지식 등 장점들을 위주로 고려하

여 이루어졌다. 아직 중국인 학습자가 가진 언어 숙달도, 한국 문화 배경 지식 결여 등

의 단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가 성인 학습자로서의 높은 인지 능력, 풍부한 모국어 배경 지식, 문학 경험 등 장점과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한국어 숙달도, 한국 문화 배경 지식 결여 등 단점을 동시에 고려

하여 현대시 자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외

국인 학습자로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인 학습자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자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5) 이홍매,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한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

4.

전홍, 앞의 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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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여기에서는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에 관한 논의들26)을 살펴볼 것이다. 문학 비평을

활용한 문학교육은 다시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문학

비평을 활용한 문학 교육은 대체적으로 본격적인 석사, 박사 학위논문 차원에서 구체적

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반해 외국어교육에서는 아직 문학비평이라는

제재의 필요성, 가능성, 효용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 그쳤다.  

이기성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목표가 언어습득 혹은 문화 이해의 층위로부

터, 미적 체험과 향유라는 문학의 고유한 지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문학 교육, 특히 시 문학을 중심으로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

습자의 심미적 체험을 고양시킬 수 있는 텍스트 활성화27）라는 교수방법론을 모색했다. 

텍스트를 활성화하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텍스트에 고착된 해석적 관습을 깨뜨리는 작업

과 맞물려 있다. 시 감상하기 단계에서 원 텍스트와 소설, 시, 비평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과의 비교 읽기를 통하여 학습자는 여타 장르와 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평론 읽기를 통해서 학습자가 작품 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만

나게 되고 이를 자신의 관점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할 수

도 있고 또한 비평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 장르의 특

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문학교육에서 비

평이라는 장르의 교육 효용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멈춘다

는 한계를 갖는다.

김진하는 문학공부, 혹은 문학교육은 근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비평을 전제로 하고 비

평의 주요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울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불문학교육에서의 비평의 위상도 영미문학비평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인

정되고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문학비평을 학습자들에게 문학이론에 대한

이해와 심미적 가치판단의 문제 등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탐구와 성찰의 계기

를 제공하는 자료로 본다. 또한 문학이론과 비평방법의 역사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해는

                                        

26）이기성, 앞의 글, 2009.

김진하, 「프랑스문학교육에서 비평의 역할」, 『프랑스어문교육』Vol. 3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

회, 2010. 

강민규, 「비평을 비계로 활용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7）텍스트의 활성화란 사회·역사적 배경과 연관 지음으로써 당대의 문화적 코드를 해석하고, 이

를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텍스트를 체험하도록 하는 교수-학습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원텍

스트는 문학비평,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 장르와의 통합(접속)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로 생성

된다. 문학이 타 장르와 결합할 때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미학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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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비판적 판단능력을 높여 주고 이론의 방법론적 적용 연습을

실행한다면 문학텍스트에 대한 주체적 수용방법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 문학 교육에서 비평 활용의 예시를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지만, 실천 비

평으로서의 비평 텍스트가 아니라 비평이론을 외국어 문학교육에서 활용한 경우에 한하

는 논의다.

강민규(2010)는 다수의 문학 비평을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서 비계로 활용하여 감상

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시 읽기에 비평을 활

용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비평의 해석 방식을 모방한다. 둘째, 

비평의 해석 내용을 확장한다. 셋째, 비평의 타당성을 판단해보는 과정에서 대안적인 해

석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감상 ‘과정’에서 비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

도록 함으로써 학습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체적인 시 읽기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강민규(2016)는 독자가 시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여 주체적인 해석 담론을 구

성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실이라는 교육장에서 독자 자신, 동료

독자, 교사가 각각 독자의 반응을 촉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각 주체를 중심으로

조정 활동을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 독자의 반응 조정 양상은 독자 자신의

담론에 일어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수렴적 조정’, ‘확장적 조정’, ‘전환적 조정’으로 나뉘

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주의에 따라 적절한 동기 부여를 통해 학습 독자

의 능동적인 시 읽기 태도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모국어교육에서는 문학 교육 장에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는 이론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까지 구축하였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의 문학 교육에 대한 연

구는 문학비평 이론이나 문학 비평 텍스트 활용의 효용성만 제시하고 아직 체계적인 이

론 연구 및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학

비평을 활용한 문학 교육은 대체적으로 기존 텍스트 중심, 교사 중심 교육 방식을 지양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문학 체험을 확대한다는 측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 대한 축어

적인 이해가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문학 텍스트를 중국인 학습자

자신의 맥락을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문학 비평 텍스트의 선정의

원리에 접근하고자 하며, 학습자들의 실제 읽기 양상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다룰 수 있

는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

자들의 한국 현대시 읽기의 단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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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구성주의적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시 텍스트

에 대한 기본적인 축자적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학습자들의 선행지식, 

선경험을 활성화하면서 한국 현대시 텍스트 의미를 자신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도록 유도

하는 열린 접근의 방향성을 가진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 현대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시 텍스트를 선정할

때는 텍스트의 유형과 성격, 길이, 난이도, 소재와 주제, 문학적 가치
28）

등을 고려하였

다. 우선 교육적 가치의 판단 기준을 교과서 수록 여부 및 빈도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

교과서와 중국 문학 교과서에 수록 횟수가 높은 정전을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외국

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맞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보다 난이도가 보다 낮은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년 출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시 작품 목록에서 현대시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교과서 수록 빈도를 살펴

보면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13번이 수록되어 1위를 차지했고, 기형도의

<엄마 걱정>, 윤동주의 <서시>,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3편 작품은 각 10회 수록되

어 2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월의 <먼 후일>, 이육사의 <청포도>, 박두진의 <해

>가 각 8회 수록되어 3위를 차지했다. 문학적 교육 가치, 난이도, 길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선택한 작품은 <엄마 걱정>, <나룻배와 행인>와 <청포도>이다. 

한국 교과서에 실린 작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 동안 출판된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도 검토해 보았다. 중국 문학 교과서를 검토할 때는 주로 최근 10년 안에 출판되

었고 대학교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들29)을 위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 <향수>, <서시>, <화사>, <국화 옆에서>, <님의 침묵>과

같은 한국 문학 정전들은 기초 한국어, 한국어 읽기, 한국문화 등 책에서 의사소통 및

문화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이런 시에 비교적으로 익숙하기

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8) 송무 외, 앞의 책, p.77.

29)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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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들은 탈락시켰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적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은 작

품들도(예를 들어, 이상의 작품) 교육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제목이 경향적이라 학습자들이 쉽게 시의 내용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길이가 길어 해당 강의 시간에 다루기 어려웠기에 제

외하였다.

작품을 선정할 때 해석의 다양성, 개방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시를 다수의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시

를 여러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의 다의성과 개방성은 다수

의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정전에 대

해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비평이나 연구가 많아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승>, <나그네>, <와사등>, <성북동 비둘기>, <풀> 등 5편의 시 텍

스트를 선정하였다. 

시 장르에 따라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서

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각 시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장르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한국 근대 이후 낭만적 서정시는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

원회복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근대 이후 낭만적 서정시에 나타나는 시적 주체는 ‘나그

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박목월의 <나그네>는 이상적인 자연과 그것

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로서의 서정적 주체간의 상호 관계를 그려냈다.30) 이에 따라 <나

그네>는 영원한 고향을 찾는 낭만적 서정시에 속하고 있어 서정시로 분류하였다. 

<나룻배와 행인>은 만해 시 중에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많은 작품이다.31) 이 시는 연

구자에 따라 사랑시, 종교시, 저항시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저항시보다 사랑시, 

종교시를 해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 시는 서정성이 짙은 작품이다.32) 따라

서 <나룻배와 행인>을 서정시로 분류하였다. 

<엄마 걱정>은 성인 화자가 어린 시절의 어둡고 외로운 방을 기억해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작품이다.
33)

이 시는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 서정시로 분류하였다. 

                                        

30) 최승호, 「박목월 시의 나그네 의식」, 『한국언어문학』Vol.58, 한국언어문학회, 2006, pp.2

57-260.

31) 이선중, 「<나룻배와 행인>의 시적 화자 역할 구명」, 『사림어문연구』Vol.18, 사림어문학회, 

2008, p.124. 

32) 이선이, 「1960년대 이전 한용운 시의 정전화 과정」, 『한국문예비평연구』Vol.50,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2016, p.107. 

33) 김홍진,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시간 양상과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Vol.48, 현대

문학이론학회, 2012,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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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의 중요한 기틀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는 반영론이다. 전형을 통하

여 현실을 반영하며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 당파성이 있다.34) 현실과 긴밀한 관계

를 맺고 있는 리얼리즘의 특징을 보면 쉽게 ‘저항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저항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노와 저항을 드러낸 경우이다. 

한국 현대시사에서 일반적으로 ‘저항시’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 저항시를 의미한다. 그러

나 넓은 의미의 저항시는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낸 참여시, 민중시, 노

동시 등까지 포함한다.35) 저항시의 범위에 일제 강점기의 저항시 뿐만 아니라 군사·독

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낸 참여시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저항시

인 이육사의 <청포도>와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참여시 김수영의 <풀>을 리얼리

즘 시로 분류하였다. 

백석 시에는 서사적인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서사적 요소가 작품의 리얼리

즘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백석 시에 역사적 맥락을 형성시켜 주었다. <여승

>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승을 통해 일제 강점기 속

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한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이다.36) 이를 통하여 리얼리즘 문

학의 특징인 ‘전형화’을 알 수 있다. 백석은 여승이라는 ‘전형’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 시

대 불모 상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승>을 리얼리즘 시로 분류하였다.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세계관은 이성과 합리, 과학과 기술로 역사의 진보를 이루리라

는 역사적 근대성에 대한 회의이자 부정이다.37 ) 김광균(1914-1993)은 한국 근대시가

지녀온 병폐, 곧 편내용주의와 감상성을 극복한 1930년대 모더니즘 운동을 실천한 시

인이었다.38) 따라서 <와사등>은 모더니즘 시로 분류하였다. 

<성북동 비둘기>는 김광섭의 생명의식과 생명력을 잉태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친화

적 태도,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 질서에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타도가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다.39) 이 시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어

모더니즘 시로 분류하였다. 

                                        

34) 윤여탁,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과정과 90년대의 과제」, 『현대문학이론연구』Vol.2, 현대문

학이론학회, 1993, p.30.

35) 김옥성, 「일제 강점기 시인의 분노와 저항」, 『일본학연구』Vol.39,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p.245. 

36) 김종태, 「시교육과 역사주의비평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Vol.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

회, 2008, pp.301-303. 

37) 김경복, 「모더니즘시의 한국적 성취와 전망」, 『문창어문논집』Vol.36, 문창어문학회, 1999,  

p.246.

38) 유성호, 「김광균과 방법적 모더니즘」, 『한국시학연구』No.41, 한국시학회, 2014, p.39. 

39) 최명국, 「『성북동 비둘기』의 자연과 문명에 대한 거리(距离)인식」, 『비평문학』No.52, 한

국비평문학회, 2014,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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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김기림은 한국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고 <바다와 나비

>는 그의 대표작이다. 무엇보다 이 시는 의미가 다성적이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

다.40）
이러한 이미지 중심의 시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해석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의 ‘잉여성’이 높다.
41)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 현대시 텍

스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현대시 작가 발표년도 출처

서정시 엄마 걱정 기형도 1985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96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1926 한용운시집, 고려문학사, 1994

나그네 박목월 1946 박목월 시전집, 민음사, 2003

리얼리즘 시 풀 김수영 1968 김수영 전집, 민음사, 2003

여승 백석 1936 백석 시전집,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청포도 이육사 1939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모더니즘 시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1968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와사등 김광균 1939 김광균 전집, 국학자료원, 2002

바다와 나비 김기림 1939 김기림 詩 전집, 깊은 샘, 2014

표 1 한국 현대시 텍스트 목록

이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2차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비계로 사용하는 비평 텍스

트 선정은 애브럼즈(M.H.Abrams)의 모방론, 표현론, 효용론, 존재론 등 비평 분류 도식

을 참조하였다. 애브럼즈에 따르면, 문학 생산과 수용에 관련된 항으로는 ‘세계’, ‘독자’, 

‘예술가’, ‘작품’이 있다.42) 신비평은 ‘작품’을 중시하고, 사회문화비평은 ‘예술가’와 ‘세계’

를 중시하며43 ) 수용미학은 ‘독자’를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교육

목적에 맞게 작품 구조 중심의 신비평 해석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 사회문화 배경 해석

                                        

40）김기림의 전기적 사실을 시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근대 문명 비판 등의 주

제 의식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일제 시대 한 민족의 현실을 비추어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조영복, 「시 텍스트의 해석과 시교육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해석 문제를 중

심으로-」, 『어문논총』Vol.43,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p.315.

42) 김광길, 심원섭,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pp.22-25.

43) 예술가를 중시하는 전기비평과 세계를 중시하는 역사 비평을 통합하여 사회문화비평으로 한

다, 예술가도 사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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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 독자의 주체적 의미 부여를 포함한 비평 텍스트44)를 각각 선정

하였다. 비평 텍스트에 대한 분류는 비평 종류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에게 교육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텍스트 축어적인 이해와 내재적인 미를 감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회문화비평적 텍스

트는 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산 맥락에서의 다양한 관점들을 접근하도록 하기 위함

이고,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미 구성의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문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비평

텍스트 선정 원리는 Ⅱ장 1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예비 실험과 1차 본 실험에서의

학습자 의견까지 수렴하여 최종적인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

2와 같다. 

본 연구의 3차적인 연구 대상은 Ⅲ장에서 분석된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와 면담 자료,

Ⅳ장의 교육에서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교수-대화 자료, 토의 토론 자료 및 쓰

기 자료이다. 인터뷰, 토의, 토론 및 쓰기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한국어의 사용을 격려하

였으나 중국어의 사용도 허용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부족한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인해 표현이 한정되는 것을 경계함에서 연유한다. 본 실험의 토론의 언어 사용에 있어

서도 중국 대학교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비교적으로 불편한 한국어보

다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자의 판단에서 중국어를 허용하였다. 또한 토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의 학습 양

상을 살피기 위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중국어로 한 토

의, 토론자료 및 중국어로 쓴 과제물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학습자들의 원래 의도를 충

분히 살리기 위하여 직역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주로 자료

쓰기, 면담, 소집단 토론 등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 인터뷰, 학습자 소집단 토론, 교사 대화에 대한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4)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신비평 해석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를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

문화해석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를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 의미 부여를 포함한 비평 텍스

트를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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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

간

조사대상 실험방법 비고

예비실

험

2015년

3월~4

월

서울대학교 중국인 대학

원생 5명

제남 소재 Q 대학교 3,4 

학년 한국어 학습자 6명

시 텍스트 이해 양상 고찰, 신비평적 텍

스트를 활용한 개별 시 이해 양상 고찰,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활용한 개별

시 해석 양상 고찰, 독자주관비평적 텍

스트를 활용한 개별 시 능동적인 읽기

양상, 심층면담,

쓰기 과제물,

녹음 파일

본 실험 1차

2015년

9~10월

제남 소재 Q 대학교 4 

학년 한국어 학습자 18

명

제남 소재 J 대학교 4학

년 한국어 학습자 31명

제남 소재 S 대학교 3,4 

학년 한국어 학습자 15

명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

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활용한 한

국 현대시 읽기 양상 고찰, 심층면담

쓰기 과제물,

녹음 파일

2차

2016년

1~7월

서울 소재 S 대학교 어

학원 중국인 학습자 9명

제남 소재 Q 대학교 3학

년 한국어 학습자 4명

제남 소재 Q 대학교 2학

년 한국어 학습자 19명

서울 소재 S 대학교 대

학원생 4명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

기 양상 고찰, 심층면담

쓰기 과제물,

녹음파일

3차

2016년

11월

제남 소재 T 대학교

2,3,4학년 한국어 학습

자 53명

쓰기 과제 부여, 학습자 간 토의, 교사

와 학습자 교수 대화  

쓰기 과제물, 

녹음파일

표 2 조사 대상 및 실험 방법

2015년 3월~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한국어 고급 학습자 5

명(B1, M1, Z1, W1, Y1)과 중국 제남(濟南) 소재 Q 대학교 3, 4학년 한국어 학습자 6명

을 대상으로 일차 예비실험을 진행했으며 김수영의 <풀>을 대상으로 4단계에 걸쳐 실

험을 진행했다. 예비 실험의 목적은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합리성을

발견하고 한국 현대시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평 텍스트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예비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과정을 위계화하였다. 4단계는 각각 예비단계, 기본

의미 이해 단계, 함축 의미 해석 단계, 능동적인 읽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 단

계는 텍스트만 보고 자유롭게 쓰기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신비평적 텍스트 두

편을 읽은 후 기본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사회문화비평적 텍

스트 두 편을 읽은 후 함축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두 편을 읽은 후 능동적으로 시를 읽는 단계이다. 

일단 쓰기 과제물과 심층 면담의 형식으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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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학습자로 하여금 1차, 2차 감상문을 쓴 뒤 문학 비

평 텍스트를 활용한 시 읽기의 어려움 및 비평 텍스트 읽기 전후 읽기 변화를 회상하여

연구자에게 표현하는 회상 구두 보고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감상문을 쓴 직후에 회고

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의해 사고 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한계를 줄이고자

하였다.45)

연구자는 학습자가 2차 감상문을 완성한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일

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면담을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였다. 면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피면담자에게 면담

의 목적, 면담 내용, 면담 자료 사용에 관한 윤리적 내용, 면담 녹음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연구자는 사전 준비한 질문으로 피면담자를 면담하였다. 면담 장

소로는 면담의 상황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조용한 교실

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피면담자에게 질문하였고 면담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으로 연구자가 더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심층 면담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 대한 읽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문학 비평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현대시 텍스트의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특정의 교육적 처치나 조작 없이 수행되었다. 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표현하게 하였다. 첫째, 한국 현

대시 읽기의 어려움, 문제점, 그리고 그 이유들이다. 둘째, 비평 텍스트 읽기 전후 시

읽기 변화, 비평 텍스트가 한국 현대시 읽기에 미친 영향이다. 셋째, 시 읽기에 문학비

평 텍스트 활용 방법, 모국어와 한국어 문학 학습 경험 등 여러 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

런 사항들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닌 한국 현대시 읽기의 어려움, 비평 텍스트가 준 도

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비평 텍스트를 활용

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가능성, 효용성, 필요한 비평 텍스트 종류, 즉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문제점들도 발견

하였다. 예비실험에서 신비평적, 사회문화비평적,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각 2편을 제공

하였는데 학습자들이 어느 하나의 비평 텍스트가 지닌 관점에 기대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이 비평 관점이 서로 상충할 때 학습자에게 하나는 정답이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

고 생각하는 양자택일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어진 본 실험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한 편 더 추가하여 서로 관점이 다른 비평 텍스트 3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비평적, 

                                        

45) 전홍, 앞의 글, pp.18-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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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비평적,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은 위계화시키기 어렵

기에 학습자들을 비평 텍스트 종류 별로 신비평팀, 사회문화비평팀, 독자주관비평팀으로

나누어 해당 종류 비평 텍스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변경하였다. 이는 신비평적, 

사회문화비평적,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가 각자 시 읽기에 끼친 영향을 면밀히 고찰하

기 위함이다.

본 실험의 실험 절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를  

읽은 후 1차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이어서 비평 텍스트 3편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읽

게 하였다. 2차 감상문을 쓰게 하고 이어서 학습자에게 자신의 시 이해, 비평 텍스트가

한국 현대시 텍스트 이해에 주는 도움이나 영향, 비평 텍스트 읽은 후 시 읽기 문제점, 

비평 텍스트 읽기 문제점에 대하여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의 시

읽기 변화, 비평 텍스트의 도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험 단계 실험 방식 실험 결과물

1단계 1차 감상문 쓰기 감상문

2단계 2차 감상문 쓰기 감상문

3단계 면담 녹음파일

표 3 본 실험 절차

1차 본 실험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유형별로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진행하였다. 각 종

류의 비평 텍스트가 학습자 시 읽기에 끼친 영향과 한계를 보다 면밀히 고찰하였다. 그

리고 비평 텍스트를 유형별로 주는 것보다 같이 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읽기를 더 다양

하게 만들고 더 효과적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반영한 2차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 본 실험은 1차와 같은 절차로 하였다. 1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시만 주고 1차 감상

문을 쓰게 하고 2단계에서 비평 텍스트 9편을 읽게 한 후 2차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3

단계에서 학습자와 면담을 하였다. 주로 비평 텍스트 읽기 전후의 시 읽기 변화, 비평

텍스트의 영향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차 본 실험은 주로 Q대학교의 2, 3학년 한국

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 

1차 본 실험의 대상은 Q대학교 4학년 학습자 18명, S대학교 3학년 5명, 4학년 학습

자 10명 총 15명, J대학교 4학년 학습자31명 등 각 3집단에서 했다. 이 세 집단은 다른

학교에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로 변인으로 삼은 언어 숙달도, 문화 배경, 모국어 문학

경험 등으로 볼 때 비슷한 집단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 학습자들은 한국어과 3, 4학년

학습자들이라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TOPIK)가 대부분 4，5, 6급에 속한 중·고급이다. 

각 집단 내부의 학습자간 한국어 수준 차이도 비슷하다. 둘째, 이 학습자들은 중국 문학

학습 경험이 비슷하다. 셋째, 이 학교들은 전문 한국 문학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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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선정한 시 텍스트들은 모두 접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지역, 성향 등 영향 요인

을 볼 때 각 집단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과의 남학생 비율은 보통

10%이고 한국어과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며 성향도 각기 다르다. 

이런 요인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학습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감상문은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였는데 1차 감상문은 ‘작품명-학습자 학교

약칭-학습자의 일련 번호’순이고 2차 감상문은 ‘작품명-비평-학교 약칭-학습자의 일련

번호’순이다. 면담 전사 자료의 번호는 ‘면담-작품명-학교 약칭-학습자의 일련 번호’순

으로 기호화하였다. 예를 들면, <나룻배와 행인>과 비평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면담을 하

는 경우, [면담-나룻배와 행인-K201)으로 표기하였다. 

   
날짜 실험 대상 텍

스트

실험 대상 학습자 감상문 표기 면담 표기

2016.1.31 와사등과 관련

비평 텍스트

9편

K10146)(여, 6급), 

K102(여, 4급), 

K103(여, 5급)

와사등-K101

와사등-비평-K101

…

면담-와사등

-K101

…

2016.2.1 나룻배와 행인

과 관련 비평

텍스트 9편

K201(여, 5급), 

K202(여, 6급)

K203(여, 4급)

K204(남, 5급)

나룻배와 행인-K201

나룻배와 행인-비평

-K201

…

면담-나룻배와

행인-K201

…

표 4 본 실험 감상문, 면담 표기 예시

3차 본 실험은 교육 효과를 알아보는 교육 설계 적용 수업이다. 수업은 구성주의적

시 교육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만 읽고 1차 감상문을 쓰

도록 하고, 이후 질문을 제시하여 비평 텍스트를 읽고 2차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이어

서 소집단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교사는 소집단 토론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한 촉진자와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집단 토론에서 교사와의 대화도 이루어졌는데 교사는

학습자의 의미 구성 타당화를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는 Ⅳ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는 본 연구의 Ⅲ장에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통하여 분석된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 부족, 비평 장르 지식

결여, 모어 문학 읽기 방식의 간섭, 정의적 요인의 간섭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학

습자들을 인도해 주었고, 수업 각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적당한 비계를 설정하였다.

                                        

46) 중국 S대학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S대학교를 K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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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는 <나룻배와 행인>, <청포도>, <바다와 나비>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Ⅲ장에서 분석한 문제들을 고려하였다. <나룻배와 행인>, <청포도>, <바다와 나비>는 해

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만 선명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들이 시

대 배경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아 다각적인 읽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작품들이

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취하여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

한 한국어 현대시 교육 수업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Ⅱ장에서 수행한 문헌 연구를 통해 현대시 교육에서의 비평 텍스트 선정의

원리를 검토하고, 현대시 교육에서 비계로서의 비평 텍스트,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평 텍스

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양적

통계와 질적 분석을 통해,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비평 텍스트

의 미이해와 거부,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비평 텍스

트의 재구성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효율

적인 교수-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

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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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이론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와 관련

된 비평 텍스트 선정의 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

스트의 역할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에 대해 고

찰할 것이다.  

1.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 선정의 원리

일반적으로 시 교육은 시인, 시의 창작 맥락, 시 텍스트, 학습자에 초점을 두어 이루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 중에서 시인이나 시 텍스트, 혹은 독자 등과 같은

어느 한 요인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우선 시 교육의 주제는 시 텍스트이므로 하나의 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교육하기 위

해서는 해당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시를 창작하는 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인은 시를 창작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

이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는 데에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인 그 자체 혹

은 시인의 세계관은 창작 맥락과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 교육

의 대상은 학습자이며, 학습자의 주체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 교육은 시

텍스트, 사회문화적 배경 (생산맥락 및 시인), 독자 삼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절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의 시 교육 관점이다.1 ) 시 읽기는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문화 맥락의 의미를 확대하여 학습자의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텍스트 중심의 교육적 접근에서는, 텍스트에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

미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주요 교육 목표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고유한 의미를 전달

                                        

1) 시 교육의 이런 통합적인 입장은 메클렌부르크(Norbert Mecklenburg)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라는 잘못된 양극단 사이에서 문학의 역사성과 문학의

영향에 대해 개방적인 문학 비평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는 비판적 다원

주의의 입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의 주장은 문학 비평에서 제기한 것이지만 문학교육에서도 역

시 어느 하나의 요소에 주목하지 않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N. Mecklenburg, Kritisches Interpretieren : Untersuchungen zur Theorie der Literaturkriti
k, 허창운 역, 『변증법적 문예비평』, 예림기획, 1999,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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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을 읽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접근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이해에 임하게 하여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제한하였다. 현대 중국에서는 한국 문학 수업을 개설한 대학이

많지 않을뿐더러,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문학 텍스트 중심의 수업을 한다. 이때

학습자들의 주체성, 능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학 텍스트를 해독, 해석한 결과를 학습자

들에게 주입한다. 독자 중심의 접근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자가 구성하는 의미에만 초점

을 두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거나 주관적인 이해에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

들은 언어 숙달도가 낮아 시 텍스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단계에서

부여된 주관적인 의미는 파편적이며, 완전한 의미로 볼 수 없다. 또한 문화 배경지식의

결여로 시 텍스트를 오독하여 타당하지 않은 의미를 구성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텍스

트, 독자, 맥락을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

비평이란 문학 작품이나 문학적 현상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정의, 분류, 분석, 평가

등 문학에 관한 일체를 논의하는 언어적 행위를 말한다.2) 헤르나디(P. Hernadi)는 비평

적 담론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기술, 해석, 판단이 그것이다. 기술은 요약과 주

석(paraphrase)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분석도 포함한다. 해석은 그 작품의 허구적 세계

와, 현실 세계를 위한 메시지와 언어적 실재물로서의 특징 등을 목표로 한다. 판단은 작

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3) 이들 비평의 개념을 보면 비평은 작품을 분석, 해석, 평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은 중국인 학습자의 현대시 읽기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 문화 배경지식 결여 등 부족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비평 텍스트

는 현대시 읽기에서 비계 역할을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4) 이때 비평 텍스트의 선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여 시 교육을 하는 방식은 넓게 보면 다중

텍스트 읽기5)에 해당한다. 다중 텍스트 읽기는 복수 텍스트 읽기의 한 가지이다. 독자

                                        

2) 김혜니, 『비평문학의 이해』, 푸른사상, 2003, p.11.

3) P. Hernadi, What Is Criticism?, 최상규 역, 『비평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8, p.9.

4) 구인환 외(2012)는 비평자료의 선정에서 수업 상황에서의 적용에 세심하게 교육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5) 서로 관계가 있는 여러 개의 텍스트를 통합하는 것을 다중 텍스트(multiple texts)라고 한다. 

하나의 신문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기사를 읽는다거나 기사에 대한 논

평을 함께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른 사건의 기사나 논평 등이 다중 텍스트가 된다. 이 논의

에 따라 한 편 시를 이해하기 위해 시에 대한 비평 텍스트들을 함께 읽는 경우 비평 텍스트들이

다중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김지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 연구」, 『한국어학』Vol.63, 한국어학회, 2014, 

p.205.

다중 텍스트 읽기는 영향 관계에 있는 복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중 텍스트 읽기

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중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들의 내적인 영향 관계를 중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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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텍스트들을 함께 읽는 방법을 ‘복수 텍스트 독서’라

하는데, 여기서 ‘복수 텍스트’라는 것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둘 이상의 텍스트이다. 

복수 텍스트 독서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이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복수 텍스트 독서에 대한 논의를 세분화하면 신토피칼(syntopical) 독서, 다중텍스트

(multipletexts) 독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독서6)
등이 있다.

7)
이 중 다중 텍스트

독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텍스트의 수를 늘려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독서 방식

이다. 이때 복수 텍스트 독서를 협의로 보면, 특정한 텍스트의 이해를 위하여 관계 있는

여러 텍스트를 활용하는 독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광의로 보면, 중심에 놓이는 텍스트

가 없이 화제나 주제와 관련 있는 여러 텍스트를 함께 읽고 이해하는 독서 방식을 뜻한

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다수의 비평 텍스트를 제시하여

시를 이해하도록 하는 읽기 방식은 다중 텍스트 읽기에 속한다. 다중 텍스트 읽기에서

텍스트를 선정하여 복수 텍스트를 구성할 때는 독서의 목표나 내용(교육적 요인)과 학

습자의 능력(학습자 요인), 특정한 화제나 주제(텍스트 요인)를 고려해야 한다.8) 본 연

구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다수의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를 읽게 하는 것이다. 이때

비평 텍스트 구성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요인을 고려할 때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는 시 내용 이해 및 확장, 비

평 관점의 다양화, 독자의 주체성 함양 등 측면에서 비계 역할을 해야 하므로 비평 텍

스트 구성 방식을 주로 보완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과 논쟁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에

                                                                                                               

중 텍스트는 한 사람의 필자가 쓴 텍스트들이나 한 가지 관점을 공유한 텍스트들, 또는 한 가지

주제나 화제를 공유한 텍스트들, 인용이나 모방, 변형을 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는 텍스트들이다. 

둘째, 다중 텍스트 읽기는 독자의 사고 활동을 강조한다. 셋째, 독자의 주체적 의미 구성을 강조

한다. 독자는 다양한 텍스트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주체이다. 다중 텍스트

읽기는 우선 다양한 텍스트를 같이 읽는 읽기 방식이다. 다중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

동성,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본 연구의 주목점과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구

성을 하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김도남, 「복수 텍스트의 독서 관점 고찰」, 『 國語敎育學硏究』Vol.19, 국어교육학회, 2004, 

pp.198-200.

6) 신토피칼 독서는 초급 독서, 점검 독서, 분석 독서에 이어 제일 높은 독서의 수준이다. 신토피

칼(syntopital)은 ‘동일 주제에 관한’이라는 뜻을 갖는다. syn-는 ‘함께, ‘동시에’, ‘비슷한’ 등의 뜻

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topical는 화자에, 문제가 되어 있는 제목에 관한 뜻이다. 신토피칼 독서

는 동일 주제에 대하여 2종 이상의 책을 읽는 방식이다.

M. J. Adler 외, How to read a book: The classic guide to intelligent reading, 민병덕 역, 

『독서의 기술』, 범우사, 1993, p.191.

하이퍼텍스트는 주제나 화제에 관련된 텍스트가 인터넷에서 링크되어 있는 복수 텍스트이다. 하

이퍼텍스트 독서는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 텍스트를 읽는 것을 가리킨다.

김도남, 위의 글, p.191. 

7) 김도남, 위의 글, pp.190-192.

8) 김도남, 위의 글,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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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성하였다. 다중 텍스트 읽기 이론에 따르면 다중 텍스트 구성 방식은 보완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complementary text arrangement), 논쟁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

(conflicting text arrangement), 통제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controlling text 

arrangement), 대화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dialogic text arrangement), 변형 관계 텍

스트 구성 방식(synoptic text arrangement)으로 나뉜다. 보완 관계 텍스트 구성 방식은

하나의 주제나 화제를 서로 보완(보충)하는 내용의 텍스트로 다중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다중 텍스트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나 화제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내용

을 확장하고 지원하는 관계에 있는 텍스트들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논쟁 관계 텍스트는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하여 대립하거나 구별되는 관점을 가진 텍스트로 다중 텍스트

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텍스트의 구성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

와 의견을 제공하여 준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확장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9)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보완 관계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논쟁 관계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인지 충돌을 느껴 깊은 사고를 촉발

하여 어느 하나의 관점에 기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관점이 다르거나 상반된

비평 텍스트들은 학습자들에게 인지 충돌을 일으켜 비판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읽게 하

고, 한 관점에 너무 기대지 않게 한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들의 요인을 고려할 때에는, 독자로서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게 하는 비계를 설정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성인 학습자로서 풍부한 배경

지식, 높은 인지 능력, 자국어 문학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인 학습

자들은 현대시를 배울 때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언어

숙달도가 부족하고, 문화 배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국 시에 대한 경험이 적다. 둘

째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국어 문학 교육의 텍스트 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아 독자 중심

으로 시를 읽기보다는 텍스트를 꼼꼼히 분석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결합하여 읽는 것

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학습자들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중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비평적 텍스트를,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문화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하고, 텍스트 중심주의 읽기 경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10)를 선정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성인 학

                                        

9)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pp.297-298.

10)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만 주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구성적 읽기를 하게 하는 것이 힘들 수 있

다. 야우스의 수용미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용과정에만 편향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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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로서 높은 인지 능력, 배경지식, 자국어 문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평이라는

전문적인 텍스트를 선정한다.  

텍스트 요인을 고려할 때 질이 높은 전문 비평가의 텍스트를 선정하되 난해하거나 추

상적인 비평 텍스트를 피하고 명료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가 너무 긴 경우에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인지적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비평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발췌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학습자들에게 다중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비판

적으로 읽게 할 수 있다. 독자가 복수 텍스트를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텍스트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내용 이해를 독자의 스키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력 확장에도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또 다중 텍스트를 활용할 때 추론적, 비판적 이

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숙한 독자뿐만 아니라 능숙한 독자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11 )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관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양성의 원리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우선 시 읽기의 내용 및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시 읽기의

내용은 시 표면적인 글자 의미 파악, 심층 의미 파악, 시 의미 재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시 읽기의 목표도 이와 같은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시 교육의 목표는 중국인 학

습자들로 하여금 시 텍스트 글자 의미, 표현 등을 이해하고 시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

하고 학습자의 맥락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시 읽기의 내용과 목표에 맞게 선정한다. 시 텍스트를 꼼꼼히 읽기 위해서는 신비평 해

석을 포함한 신비평적 텍스트를, 사회문화 맥락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구성적 읽기를 위해서는 독자의 주체성을 고려한 독자주관비

평적 텍스트를 선정한다.  

                                                                                                               

어서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바로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만

프레드 나우만(M. Naumann)은 수용미학에서의 문학의 생산과 수용 영역 간의 분리를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야우스가 말하고 있는 기대지평도 사회학적 토대가 결여된, 

단순한 문학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에 대한 기대

지평이 없어 능동적으로 그럴듯한 의미를 구성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P. V. Zima, Literarische Ästhetik , 허창운 역, 『문예미학』, 을유문화사, 1993, p.268. 

11) 이수연, 「다중 텍스트 구성방식에 따른 초등논술 지도」, 『독서교육연구』No.8, 한국독서교

육학연구회, 2011,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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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텍스트 선정도 학습자들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 언어 숙

달도, 문화배경 지식, 시 읽기 습관을 고려하여 신비평적, 사회문화비평적, 독자주관비

평적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윤여탁(1996)에 따르면 문학 작품의 학습과 교수는

어느 한 목표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 문화 습득, 사유 과정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수용하고, 이

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설명하여야 한다. 과거 문학 학습이 지향했던 직관이 중요하

게 작용하는 감상 위주의 방식, ‘신비평’이라는 방법론이 주는 풍부한 문학적 지식이나

작품 분석의 효율성,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현실 관련성이나 작

자의 세계관 분석의 장점, ‘수용미학’이 고려하였던 독자나 수용 계층의 심리적 작용 등

등이 문학 작품 교육에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12) 윤여탁은 국어교육에서의 시교육

에서 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즉 신비평, 사회문화비평, 수용미학 방법론에 따라 읽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시 내부 언어 분석을 위하여 신비평, 시와 현실 관련성, 시인의 세

계관 등 생산 맥락을 위하여 사회문화비평, 독자의 수용 심리를 위하여 수용미학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접근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고려하여 신비평적 텍스트를, 문화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독

자의 주체성을 고려하여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신비평은 주로 문학 텍스트의 형식에 주목하는 반면에 사회문화비평은 주로 문학 텍

스트의 내용에 주목한다.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공부할 때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 구인환 외(2012)는 역사주의비평과 형식주의비평은 문학 교육에 유용하게 쓰

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학 교육이 문학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적 진술이 지닌 독특한 언어적 구조와 문학적 장치(형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

며, 또한 문학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작품이 지닌 사회·역사적 의미도 알아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장에서는 역사주의와 형식주의의 두 관점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즉 문학에 대한 종합주의적 관점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13) 중국인 학

습자에게도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텍스트를 꼼꼼히 읽은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

배경을 결합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가 필요하다. 

한편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문학 텍스트를 읽고 의미 구성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때 독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가 필요

하다. 수용미학에 따르면 문학을 읽는 것은 독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서로 만나

                                        

12) 윤여탁, 「한국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 한국과 중국의 시 교육을 중심으로」, 『한중인문

학연구』Vol.1, 中韓人文科學硏究會, 1996, p.48.

13) 구인환 외, 앞의 책,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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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평 융합의 과정이다. 이때 독자의 선행지식과 능동적인 주체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 읽기를 능동적으로 하게 하려면 독자 주관 관점의 텍스트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비평적 텍스트는 언어 숙달도가 낮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현대시의 내

적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는 문화배경이 결여되어 있는 학습자

에게 텍스트의 외적 세계를 이해하게 하며,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학습자의 주체성

을 인식하게 한다.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 시를 읽을 때 모국어 학습자와 달리 단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먼저 한국 현대시에 구사된 어휘의 의미 해석과 시행이나 연

에 실현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시를 읽기 시작하여 시 전체 내용을 짐작하고, 이를 자신

들의 관점이나 삶과 비교하거나 연관 지어 감상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즉 시를 읽는

첫 단계에서는 문학의 언어를 바르게 읽어내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다음에

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의미를 작가나 배경이 되는 세계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이해의

과정에 이를 수 있다. 전자는 텍스트를 읽는 데에 초점을 두는 내재적인 과정이고, 후자

는 작품의 외적 상황, 즉 작가나 세계에 초점을 두는 외재적 독서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문학 작품의 독서나 교육은 독자나 학습자 자신의 삶이나 경

험에 조회하는 내면화 단계인 감상의 과정으로 이어진다.14）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시에 접근할 때 먼저 시를 축어적으로 읽게 된다. 시는 어렵

고 공백이 많아 중국인 학습자는 언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때 시 자체를 분

석하는 신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신비평의 분석주의에 의한 시 교육은

유용성을 지닌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주의의 독해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였

고 교사들로 하여금 시 본문의 해석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해 주었다. 또한 비평의 기본 어휘를 확정하거나 작품 분석의 방법을 심화시켜 단순한

인상주의로부터 벗어나 비평의 본질적 기능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신비평의 분석주의

방법은 이점이 있다.15） 꼼꼼히 읽기를 원칙으로 하는 신비평적 텍스트는 외국인 학습자

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겪은 인지적 부담을 해소해 준

다. 따라서 신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시를 이해할 때 사회, 문화 배경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웰렉과 웨렌

(Wellek & Warren)은 『문학의 이론』에서 ‘텍스트 자체’로 시를 연구하는 것은 권할 만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문학의 장르 발달이나 문학 전통의 연속성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14）윤여탁, 「문학교육에서 언어 문제에 대한 연구 : 백석(白石) 시의 언어와 세계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Vol.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pp.303-305.

15) 권혁준, 「문학비평이론의 시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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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즉, 텍스트 내적 세계에만 주목할 경우 그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16)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배경 지식 없이 낯선 한국 시를 이해하기

힘들다.

사회문화비평은 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시가 창작된 시대의 역사적 환경이나 사회

문화적 상황, 시인의 전기적 생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이해와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련 지어 해석하는 방법이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는 중국인 학습자가 결여한 사회

문화 배경 지식, 시인 배경 지식, 한국인의 공동체 문화, 가치관 등 한국 사회문화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시라고 하는 장르적 특징을 살펴보면, 시는 ‘은유적 텍스

트’이며,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시에 가진 복합적 텍스트이다. 시의 이런 은유적 의

미와 이중 의미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중

국인 학습자들은 외국인 학습자로서 한국의 문화 배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사회문화

배경에 입각하여 시 이중 의미 구조를 해석하는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비평이나 역사주의적 비평의 교육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내적 세계, 

외적 세계를 자세히 제시해 주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제까

지의 신비평이나 역사주의적 비평의 교육방법에 의한 시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시에는

절대화된 하나의 해석과 이론이 담겨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 신비평과 역

사주의 비평에 의한 시 교육 방법은 시에 관련한 특정한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주로

지식전달 위주로만 교육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했다.17）이 경우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 교육은 텍스

트의 세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성장’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비평이나 사회문화비평의 교육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능동

적인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는 주체의식을 인지하게 하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가 필요

하다.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은 문학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교섭 과정에 관심을 기울

인 것으로 이 이론의 관심은 문학 텍스트의 ‘무엇을 해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있었다.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 교육방법은 형식적 요소보

다는 학습자가 의미를 형성해 가는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18）
이 과정에

서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시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독자주관비평

적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시 의미를 나름

                                        

16) 김용권 외, 『영문학 교육과 연구의 문제들』, 한신문화사, 1996, p.80.

17）김낙현, 「교양으로서 현대시 교육에 대한 검토와 방향」, 『교양교육연구』Vol.8 No.4, 한국

교양교육학회, 2014, p.549. 

18）김낙현, 위의 글, 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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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에 대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한 가지 비평 텍스트

선정보다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데에 다양한 시각과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문학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이를 정서의 차원에서 감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비평과 사회문화비평, 그리고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에 입각한 문학교육 방법론

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하나의 교육방법으로만 현대시를 교육하기란

적절하지 않으며 그 교육적 효과도 의심된다 할 수 있다.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텍스트

의 예술성을 추구하며 내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신비평이나 작품의 생산 맥락을 중시

하는 사회문화비평 그리고 독자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취

하는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의 교육 방식만을 취하는 것은 이상적인 시 교육의 방법

이 될 수 없다. 현대시 교육은 각각의 교육방법들을 과학적으로 통합하여 수업을 효율

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평 텍스트는 모두 비평가에 의한 문학 수용 텍스트이다. 하지만 독자주관비평 텍스

트는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와 변별점이 존재한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문학 작품 자체만을 관찰하는 ‘작품 내재적인 형식-심미적 관찰방법’에 따라 쓴 텍스트

이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는 작품과 관련된 주변 세계도 함께 관찰하는 ‘작품 외재적

인 역사-사회적 관찰방법’에 따라 쓴 텍스트이다. 

위 두 유형 텍스트와 달리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

는 문제보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파악되는가?’ 에 주목한다.19 )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독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독

자 중심 시 텍스트 의미 구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3가

지 유형의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첫째, 인상적인 비평 텍스트이다. 인상

적 비평방법은 맥락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규칙’에 회의적이다. 오로지 직접 관조에 의

한 경험과 인상에 두고 있는 방법으로 구성주의적이며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비평을 지

향한다. 예술 작품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나 판단보다는 작품과 개인의 접촉에 의해 생

긴 인상과 효과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0) 

이는 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지 않고 단지 시를 인상적으로 기술하는 비평이다. 이러한

                                        

19) 길성호, 「건축 작품의 수용미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Vol.22 No.2, 

대한건축학회, 2002, pp.589-590.

20) 이미정, 「수용미학을 바탕으로 한 인상주의적 미술비평의 초등교육적 함의」, 『미술교육연구

논총』Vol.40,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15,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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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텍스트 ‘틈’ 메우기는 인상주의 비평가 김환태의 표현을 빌려 ‘작품의 재구성적 체

험’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비평가는 작품에서 보이는 틈을 메우며 작품을 재구성

함으로써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21) 따라서 인상주의 비평 텍스

트는 독자의 주체성에 주목한다. 둘째,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여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은 독자의 자유이고 독자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텍스

트이다. 셋째, 시 형식이나 배경 등에 주목하지 않고 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지

식에 따라 시에 의미 부여하는 비평 텍스트이다. 이 세 가지 텍스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텍스트, 작가나 배경에 주목하지 않고 독자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2) 균형성의 원리

동일한 주제나 관점의 비평 텍스트를 중복해서 보는 경우 학습자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쉬우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제나 관점이 다르거나 반대되는 비평 텍스트를

각각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시에 대한 다른 관점의 비평 텍스트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를 전면적이고 다각적으로 읽게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관점이 다른

비평 텍스트들, 특히 관점이 반대되는 비평 텍스트는 ‘인지 충돌’을 일으켜 학습자들로

하여금 깊이 있게 사고하게 하여 시를 창의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구성주의 학습에서 ‘인지 충돌’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주

의 학습이 기반을 두고 있는 철학적 전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이해는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 이는 구성주의의 가장 중심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와 무엇을 배우는지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은 내용과 맥락,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습자의 목표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 둘째, 인지적인 충

돌이나 동요는 학습의 동인이며, 무엇을 배울 것이며, 지식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학습환경은 학습을 유발하는 자극과 학습의 목적을 포함해야 하고 이

는 의미구성을 위해서 학습자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할지, 혹은 어떤 선행경험이나 지식

을 참조할지,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어떤 지식을 구성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셋째, 지

식은 사회적인 협상을 통해 개인적 이해를 검증하면서 발전한다. 개인 학습자의 이해발

달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22)
이해는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 있

                                        

21) 임세진,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본 김환태 비평 연구」, 『인문학논총』Vol.30,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42.

22）고진경, 「학습자 선수지식 차이에 따른 개인 지식 창출과정의 분석」, 『慶熙大學校 敎育問

題硏究所 論文集』Vol.21 No.1,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2005,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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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적인 충돌이나 동요는 학습의 동인이며, 무엇을 배울 것인지, 지식을 어떻게 조

직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식은 사회적인 협상을 통해 개인적 이해를 검증하면서 발

전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은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 사회적인 협상, 인지 충돌에 따

라 이루어진다. 서로 다르거나 상반된 비평 관점은 학습자에게 인지 충돌을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각

각 3편을 선정하였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시 내재적인 미에 추구하여 주로 시적 구조와

시적 표현에 주목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신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할 때 시적 구조를 해

석하는 비평 텍스트, 시적 표현에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들을 선정하였다. 시적 구조와

시적 표현을 해석하는 신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내용을 이해할 뿐

만 아니라 시 언어적인 미를 감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각 관점이 다르거나

반대되는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에 대한 관점의 다름이나 반대를 느낌으로써 ‘인지 충돌’을 일으

켜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읽게 하기 위함이다. 

인지 충돌은 모순, 갈등 등과 비슷한 뜻을 가진다. 인지 충돌은 변증법적 사고를 일

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르거나 반대로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 관점들의 모순을 통하여 변증법적 사고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변증법적 사고

는 창의적인 의미 구성에 작용한다. 헤겔은 변증법의 핵심이 ‘모순(contradiction)에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순’이란 대립적이고 반대되는 것들의 관계를 말한다. 

변증법적 사고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사고이다.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이란 자아(내적)와

환경(외적)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소신이라고 본다. 변증법적 사고는 성질상 창의적

인 것이다. 변증법적 사고는 정-반-합의 3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테제와 안티테제를 통

합하고 종합하는 과정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종합을 창의라고 본다.23) 인지 충돌, 변증

법적 사고, 창의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학습자는 상반된 관점의 비평을 읽을 때, 어느 한 비평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변증법

적 사고를 촉발한다. 그리고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대화시켜 제3의 관점으로 도출하면

서 시를 창의적으로 의미 재구성하게 된다. 리쾨르는 끊임없이 서로 반대되는-혹은 서

로 다른 두 개념이나 주제를-대질시키고(confronter)는 행위에 주력한다. 즉 그는 서로

대립하는 두 주제를 ‘대화시키는 행위’에 주력한다.24) 시 해석 관점의 충돌은 학습자로

                                        

23) 김영채, 「창의적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주의적 접근」, 『사고개발』Vol.11 No.3, 대한사고개

발학회, 2015, pp.8-11.

24）전종윤, 「철학의 권리와 대화주의-데리다와 리쾨르 철학의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이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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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충돌을 해결하여 창의적으로 의미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어느 한 비평 관점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교사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의 비평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학습자는 서로 다른

관점의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한 비평 관점에 기대지 않는다. 결국 비평 텍스트를

균형 있게 선정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비평 텍스트

를 비계로 삼아 시를 이해하고 비평 텍스트와 대화를 함으로써 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들을 읽는 것을

통해 독자는 주체성을 인식하여 창의적인 구성적 읽기에 도달한다. 

3) 숙달 적합성의 원리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숙달 수준을 고려해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

다. 텍스트의 길이나 난이도 등에 따른 이해도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

다. 학습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어휘를 사용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길이의 비평 텍스

트를 선정하여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관심 사항을 검토하고 성인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경향성 등 발달의 불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습

자가 문화공동체에 처하고 있는 위치를 검토하여 우리 문화 공동체에 어긋나지 않는 텍

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이처럼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회적인 요소와 개인적 요소

2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평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의 숙달 적합성을 고려하여 주로 비평 텍스트의 난이도와 길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즉,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비평 텍스트 내적 요인 및 중국

                                                                                                               

양교육연구』Vol.8 No.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pp.350-354.  

25) 국어교육에서 텍스트 선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적합성의 변인으로 학습자의 관심·수준·역할

등을 고려한다. 학습자의 발달 ‘수준’의 변인은 제반 능력의 발달적 위계와 연관되는 것인데, 단선

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발달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의 ‘관심’은 삶의

문제에 처하면서 지니게 되는 일련의 심미적 경향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흥미와는 그

속성이 다르다. 그러나 이는 그 시기 고유의 인지적, 정의적 경향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달의 불연속적 측면이다. ‘역할’은 학습자에게 공동체에서의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학습자 개인의 발달은, 고정된 ‘생체 발달 시계’를 기성 인류사의 복습 과정이 아

니라 문화적 공동체와 인류 종족의 발달에 대한 비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발달

적 적합성의 판단 변인을 학습자의 수준, 관심, 역할로 한다면,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텍스트 선정의 발달 적합성을

참고하여 숙달 적합성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

하였다.

최인자,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서사 텍스트 선정 원리 연구」, 『문학교육학』Vol.23, 한

국문학교육학회, 2007,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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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의 요인을 고려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우선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언

어 숙달도가 모국어 학습자보다 떨어진다. 반면에 성인 학습자로서 높은 인지 능력, 풍

부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 인지 능력 등 인지적 요소와 문화 배경 등 정의

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비평 텍스트 내적 요인을 고려할 때에는 주로 텍스트 난이도의 영향 요소들을 검토

해야 한다.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가 시를 읽을 때 표층 의미, 심층 의미 이해 등 비계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면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비평 텍스트는 비계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외국어 텍스트의 난이도는 사용된 어휘의 수준, 문장 또는 구의 상대적 길이, 구조의

복합도, 문법적 난이도, 텍스트의 주제, 논리적 구조 및 전개방식 등의 매우 다양한 요

인과 관련된다.26)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숙달 적합성의 원리에 따른 다음 두

가지 선정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한다. 어려운 어휘가 많지 않고, 문법이 어렵지 않으며, 구조

나 논리가 명료하고 문장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 비평 텍스트를 선정한다. 시는 비

유나 상징 등의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호성과 함축성을 지닌 시어로 인해 일상어나

산문의 언어와는 다르다. 이것이 시 장르가 문학의 여러 장르 가운데서 가장 압축된 장

르이면서도 풍요로운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이런 난해한 시를 가능한 한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비평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비평 텍스트를 잘못 선정할 경

우 쉬운 시조차도 오히려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생경한 이론의 분석으로 인해 이론이나

논리의 틀에 작품이 끼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게 되면 해석

이 작품보다 더 어렵고 작품의 진실과도 거리가 있게 된다.27)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선

정할 때 텍스트 난이도 영향 요소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보다 더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생경한 이론을 가진 비평 텍스트를 피하고 명료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비평 텍스트의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 즉 적당한 길이

                                        

26) 권민재, 「독일어 읽기 텍스트의 난이도 측정 연구-통사적 층위의 복잡도를 중심으로」, 『독

일언어문학』Vol.61,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3, p.113.

27）장도준, 『한국 현대시교육론』, 국학자료원, 2003,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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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평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비평 텍스트는 보통 시 한 편을 대상으로 여러 측면

에서 논의한다. 가령 신비평 텍스트는 시 한 편을 논의할 때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모두 논의할 수 있다.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더라도 시 구조, 비유, 상징, 

이미지, 색채 등 여러 요소를 논의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비평 텍스트의 길이가 길다. 

본 연구에서는 평론집의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즉 비평

텍스트 원문 전부를 가져오지 않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비평 텍스트의 원래 구조나

뜻이 드러나도록 발췌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에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해당되는

시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였다. 

2.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역할

1)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계로서의 비평 텍스트

본 연구는 읽기 과정에서 한국어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도입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 탐구를 통해 한국 현대시의 의미 구성을 돕고자 하였다. 

읽기 과정에는 주로 읽기 대상인 텍스트, 읽기 주체인 독자, 읽기의 맥락 세 가지 요

소가 관여된다. 읽기의 중점을 어느 요소에 두느냐에 따라 텍스트 중심 읽기, 독자 중심

읽기, 맥락 중심 읽기로 구분할 수 있다.28) 문학 읽기 과정은 텍스트, 독자, 맥락 등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 중에서 읽기 주체인 독자는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텍스트는 독자를 만나야만 의미를 부여 받으며 한 생명을 가진 작품

이 된다. 맥락도 역시 독자를 떠날 수 없다. 

구성주의 읽기는 독자의 주체적인 역할을 중요시하며, 이런 점에서 수용미학 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29) 수용미학은 1960년 말 서독 문예학계에서 시작된 문학연구의 한

방법론이다. 이 새로운 문학 연구 방법론은 문학 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독자, 즉 수

용자의 작품 체험에 내재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 이해의 기준을 수용자의

‘심미적 체험’에 두고, 문학 작품의 역사적, 심미적 연관성을 성찰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28) 박태호, 「인식론의 측면에서 본 세 가지 읽기 교육 이론」, 『敎育論叢』Vol.52 No.2, 공주

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15, p.57. 

29) 구성주의 문예학과 수용미학, 독자반응 이론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상구의 논의가 아래와

같다. 구성주의 문예학과 수용미학 및 독자반응비평은 작가 의도의 거부, 텍스트에 ‘올바른’ 해석

거부, 독자의 능동성과 배경지식 강조, 인지적 과정 중심 등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상구,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와 방법」, 『문학교육학』Vol.10, 한국문학교

육학회, 2002,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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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고자 한다.30) 두 가지 관점에 따르면 읽기는 첫째,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수용미학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평

가를 독자,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수용미학 독자관은 문학작품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며 문학 작품이 완성되

어간다는 관점을 취한다. 문학 작품의 이해는 고정된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

라, 독자의 심미적 체험을 전달하는 매개로 받아들인다.31) 이렇게 볼 때 수용미학에서

는 독자가 주체적인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독자를 중요시하는 것은 구성주의 읽기 이

론과 수용미학의 공통점이다. 둘째, 구성주의 읽기 이론과 수용미학은 독자의 선행지식

을 중요시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독자는 문학 텍스트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구조를 유지하거나 조절한다. 읽기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미 가

지고 있는 선행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상호작용이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인식구조는

바로 야우스가 말한 기대지평과 가깝다. 기대지평은 독자가 지니고 있는 이해력의 총화

·사전지식 혹은 기대·바람·관심·필요 등과 같은 다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그 작용

범위도 매우 다양한 개념이다. 독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사전지식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독서는 독자의 기대지평과 작품의 기대지평 간의 대화이다.32) 독서의 결과로 새로운 지

평이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주의 읽기 이론과 수용미학 이론은 독자의 사전지식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셋째, 구성주의 읽기 이론과 수용미학은 모두

읽기의 과정과 방법을 중요시한다. 결국 구성주의와 수용미학에서는 정답을 찾듯이 텍

스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빈틈을 채우는 것이라는 관점

을 취한다. 

독자 중심주의 읽기 이론은 작가, 텍스트보다는 독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읽기 이론

이다. 구성주의 읽기 이론은 학습자의 개인 인지 능력 및 사회 인지 능력을 중요시한다. 

피아제는 개인 내적 인지에 주목하고 비고츠키는 사회 인지 능력에 주목한다. 읽기 과

정에서는 개인 내적 인지 능력과 사회 인지 능력이 모두 요구된다.

피아제에 따르면 인지 발전은 크게 네 가지 요소와 관련된다. 성숙, 활동 경험, 사회

적 상호작용, 평형화 과정이 그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 간의 교류를 가리킨다. 

이런 상호작용은 사회 관습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다른 또래와의

상호작용, 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여러 가지 유형

                                        

30) 길성호, 앞의 글, p.589. 

31) 한채화, 「수용미학적 인식론에 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Vol.4, 한국현대문예비평학

회, 1999, pp.442-445.

32) 권희돈, 「수용미학이란 무엇인가」, 『새국어교육』Vol.46 No.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0,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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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또한, 특정 환경에서 타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호작용은 인지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형화는 신구지식 간의 조화이다. 이는 동화와 조절 과

정을 포함한다.33）피아제의 인지발달의 네 가지 요소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성숙, 활동경험, 평형화 과정은 개인 주체와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요

소와 관련된다. 결국 인지발달은 주체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말

하면, 주체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체 내에서 동화와 조정을 통하여 인지 발달

을 촉진한다. 인지발달은 개인 내와 개인 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피아제가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개인 내적 인지에 더 초점을 두었다면 비고츠키

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인의 정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다른 개인과 소통하는 사회적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

시에 개인은 자아를 상실하고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객관화된 실체가 아니라 다시 개인

을 완성해가는 개인화의 존재이어야 한다. 

즉 피아제는 개인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사회화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비고츠키

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모습을 찾는 내면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이

며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인지 발달의 전체 국면에서 보면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즉 피아제는 인지 발달의 전기 단계를 다루고 있다면, 비고츠키는 인

지 발달의 후기 단계를 다루고 있다. 독서란 글을 읽으면서 자기로부터 사회적인 의사

소통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독서

를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화와 개인화를 포괄한

다.34）그런 점에서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모든

사고는 개인에서 사회로 나가고 다시 개인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읽기 과정에서 인지

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와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도 학습자 개인에서 출발하여 비평 텍스

트와의 대화를 거쳐 다시 학습자 개인으로 돌아간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

시 읽기 과정은 최영환(2007)의 읽기 사고 과정 모형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33) B. J. Wadsworth, Piaget’s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周鎬 譯, 『皮

亞傑的認知和情感發展理論』，華中師範大學出版社，1989，pp.34-37.

34）최영환, 「‘독서’의 인지적 영역 발달과 사회적 관점」, 『독서연구』Vol.17, 한국독서학회, 2007,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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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

①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를 읽어 각자 나름대로 의미 구성을 하는 과정이

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시 텍스트 의미를 주관화시킨다. ②에서 학습자들은 비

평 텍스트를 통해 한국 해석 공동체에서의 의미를 만나게 되며 자신의 주관적 의미 구

성을 조정한다. 본 연구는 바로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자의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는 개인 내적 구성과 비평 텍스트와의 외적

구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학습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거나 경시했던 내용을 주목하게 된다. 또한 오독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비평 관점들을

받아들여 시의 이해를 다각적으로 심화 및 확장시킨다. 뿐만 아니라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주체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시 의미를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③은 학

습자들이 구성한 의미를 내면화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전반적인

과정에 개인 내적 구성과 개인 간 구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시 읽기는 학습자 내부로부

터 시작하여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조정하고 다시 학습자 개인의

내부로 돌아간다. 즉, 개인 내적→개인 간→개인 내적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내적 구성은 주로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진행하고 외적 구성은 주로 비평 텍스트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읽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할은 크게 시 표

층 의미 이해, 심층 의미 이해, 독자의 주체성 인지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

습자들이 비평 텍스트의 해석 내용을 수용하는 현대시 읽기에서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

할은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실적 지식을 제공해 주는 정보 텍스트이다. 구체적으로

비평 텍스트는 시 텍스트 자체 의미를 해석하거나 시 텍스트 구조나 표현을 해석해서

학습자에게 시 축어적 읽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독자는 언어 숙달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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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능력 부족, 작가의 텍스트 구성 능력의 결함, 한국 문학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시

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독을 수반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시어, 시구 등 시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비평 텍스트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시 축어적인 의미를 제시해 준다.

둘째, 비평 텍스트는 여러 가지 심층 의미 해석 관점을 제시해 주는 대화 상대자이

다. 해석적 읽기에서 학습자는 여러 해석 관점들을 통하여 시 텍스트를 깊이 읽게 되거

나 다양하게 읽게 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에서 시 텍스트 의미를 구성한

다. 학습자가 구성한 시 텍스트 의미는 내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맥락의 의

미도 포함한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할 때 시 텍스트의 사회문화 맥락의

의미를 확대시키는데, 여기에서 사회문화 맥락은 읽기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의미, 

사회 제도, 권력관계, 사회적 가치관, 관습 등 담화공동체가 공유한다고 가정되는 의미

적 속성이다.35)

그림 2 독자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텍스트 의미장의 확대(서혁, 서수현, 2007)

위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읽기의 의미 구성 행위는 독자의 능력(스키마와 언어능력),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표현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 그림에서

R1, R2, R3.......Rn 은 동일한 독자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독자일 수도 있다. T0은 원전

                                        

35) 김봉순, 「균형있는 읽기교육의 가능성」,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어교육학회, 2002,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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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가리키나 이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T1, T2, T3......과 같이 사회문

화적 맥락과 역사를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다양한 독자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만나면서

텍스트의 의미장이 변하게 된다. 이는 원래의 텍스트에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읽기의 확장을 의미한다.36）
이처럼 시 텍스트의 의미장은 다양한 독자

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계속 이동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비평 텍스트에 시 텍스트

의미, 사회문화적 맥락 지식 등이 들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다른 독자인 비평

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텍스트 내용의 해석, 텍스트를 해석하는 관점, 사회문화

적 맥락 지식을 확장시킨다. 

중국인 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시 읽기를 확장한다. 비평의 성격 자체가 열린 공간에서의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

37)
이기 때문에,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은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에

대한 공적 의견 교환의 장이 된다. 이 공간은 절대적 권력이나 특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개인들의 판단이 고립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논쟁을 하면서 다른 견해와의 차별성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통의 의견을 통해 합리적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화하고 논쟁하

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심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 또 공동체와 호흡을 같이

하는 비평의 주체로 되는 것이다.38)

비평 텍스트가 지닌 비계로서의 세 번째 역할은 독자의 주체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

이다. 독자의 주체성을 깨우치는 데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큰 역할을 한다. 독자주관

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독자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체성

을 인지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의미 구성의 주체성을 인지하여 시 텍스트 의미를 자신의

맥락에서 재구성하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는 상호주관적인 대

화이다. 서로 지평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평을 형성한다. 즉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의 대

화는 가다머가 말한 ‘진정한 대화’이다. 

대화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의사소통행위라는 작은 대화와 시공

간을 초월하는 큰 대화 두 가지 층위를 포함한다. 리쾨르에 따르면 대화는 시공간을 초

월할 수 있고 그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큰 대화’를 지향한다.39)
중국

                                        

36) 서혁, 서수현, 「구성주의와 읽기 교수·학습의 방향」, 『독서연구』Vol.18, 한국독서학회, 2007, 

pp.58-59.

37）최미숙, 「문학 독서 교육에서 비평의 역할과 의미: 김소월의 「산유화」에 대한 비평을 중심

으로」, 『독서연구』Vol.24, 한국독서학회, 2010, p.124.

38) 최미숙, 위의 글, pp.125-126.

39) 전종윤, 앞의 글, pp.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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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 간의 대화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큰 대화이다. 학습자가 일차

적으로 형성한 시 반응은 코뮤니카트에 불구하고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거쳐야 해석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론이 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

정에서 시 의미 역의 변화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의미 역

1번 범위는 시 텍스트의 내적 의미이다. 비평 텍스트들이 시를 내적으로 해석하는 의

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번 범위는 시 텍스트의 외적 의미이다. 시 텍스트의 외적 의

미는 사회문화 등 생산 맥락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의미들과 독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하

는 의미들을 포함한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들과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들이 외적 의

미를 구성한다. 3번 범위는 중국인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재구성

한 의미이다. 3번 범위를 보면 비평 텍스트들과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눈다. 학습자는 자신의 맥락에서 비평 텍스트와 대화하여 의미를 재구성한다.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현대시 텍스트 내적 읽기에서는 낮은 한국어

언어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텍스트 외적 읽기에서는 한국 사회문화적 배경지

식의 결여로 인해 그 원만한 수행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중

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주목하였고,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를 통하여 텍스트

내적 세계의 구성과 텍스트 외적 세계의 구성을 통합적으로 병행해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시를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러한 텍스트 내적 읽기와 텍스트 외적 읽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

로 자신의 맥락에서 구성적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때 비평 텍스

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할을 도식화하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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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비평의 비계 역할

비평-텍스트: 비평 텍스트는 시 텍스트 내적 의미를 해석해서 주로 일방적 기능을 한

다. 비평-맥락: 비평 텍스트는 사회문화 배경을 결합하여 해석해서 생산 맥락 등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줘서 해석 공동체로서의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을 한다. 비평-독자: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와 같은 독자로서 서로 대화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

면서 시 의미를 구성한다.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 구성을 하지만 결

국은 학습자의 마음속에서 인지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의미 구성 과정은 학습

자의 인지 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결국은 시 읽기라는 것이 시 텍스

트를 매개로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를 학습자가 동화와 조정에 의하여 해석 공동체에 허

용된 의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읽기 교육에서 이러한 관점의 어느

하나에 서 있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

로트만(Lotman)은 모든 텍스트의 특징으로서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하나는 ‘일방적(univocal)’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대화적 (dialogic)’ 기능이다. 일방적

기능은 어떻게 의미를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두며, 대화적 기능은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심을 둔다. 텍스트의 대화적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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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일종의 다원성(multivoicedness), 즉 대화성에 근거를

둔다.40)

로트만은 텍스트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이 강조되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두 기능 간

의 적절한 조화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방적(전이적 기능)이란 정보의 전달자와

수령자 간의 의미의 일치로서 특성화되며, 정보를 본래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단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대화적 기능

은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위한 사고의 자료로서의 목소리와 이들 목소리 간의 역동적인

교환에 초점을 맞춘다.41）비평 텍스트도 시 텍스트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는 일방적 기

능과 해석 주체 간의 대화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은 시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대화적 기능은 대화

를 통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 

비평 텍스트의 두 가지 기능은 비평 텍스트의 성격과 관련 있다. 셀던(Selden)은 비

평을 객관주의 비평과 주관주의 비평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텍스트 해석에서의 과학

성, 보편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그것은 텍스트 자체의 예술성에 논의를 한정시킨다. 반

면에 후자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설명보다는 비평가 자신의 예술적 체험 내용을 기술하

려 한다. 그것은 비평 행위가 또 다른 창작인 것이다. 다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고도

한다.42) 객관주의 · 절대주의 비평은 텍스트 내재적인 예술성을 추구하고 주관주의 · 상

대주의 비평은 텍스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비평가와 텍스트의 상호교섭의 결과이

다. 신비평은 전형적인 객관주의 비평이고 텍스트 내재적인 예술성을 객관적으로 기술, 

해석하려고 한다. 수용미학, 독자반응비평은 텍스트 읽기를 의미 구성으로 보고 주관주

의 비평에 속한다. 사회문화비평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비평의 특징을 동시 가지고 있

다. 

로트만은 모든 텍스트가 일방적, 전달식 측면과 대화적, 사고생성의 측면 모두를 포함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어떤 특정 종류의 텍스트들은 두 기능의 어

느 한쪽으로 더 치우친다고 본다. 즉, 어떤 텍스트는 그 기능에 있어서 대화적 기능은

덜 강조하는 가운데 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며 다른 텍스트는 그 반대의 특성을

                                        

40) L. P. Steffe & J. Gale 편저, Constructivism in Education, 이명근 역, 『교육과 구성주의-교

육 공학의 인식론적 기반』, 학시자, 2005, pp.215-216.

41）Y. M. Lotman, Text within a Text, Soviet Psychology, 26(3), 1988, pp.32-51, 윤초희, 「또

래 협동학습 맥락에서의 아동담화 : Vygotsky식 견해의 확대」, 『敎育學硏究』Vol.42 No.3, 한

국교육학회, 2004, pp.4-6, 재인용.

42) R. Selden, Criticism and Objectivity,  Allen & Unwin Ltd, 1984, p.2, 이대규, 「주관주의 비

평 이론의 교육적 함의」, 『한국언어문학』Vol.40, 한국언어문학학회, 1998, pp.512-5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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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43)

비평 텍스트는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을 동시 가지고 있는데 비평 텍스트 유형에

따라 두 가지 기능의 비중이 다르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객관성을 추구하며 시 텍스트

꼼꼼히 읽기를 통하여 시 텍스트 내재적인 예술성을 기술, 해석한다. 따라서 대화적 기

능보다 정보 전달의 일방적 기능을 더 많이 한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와 독자주관비

평적 텍스트는 상대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일방적 기능보다 대화적 기능을 더 많이

한다. 물론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에도 작품에 대한 해석 내용

이 있어 정보 전달도 한다. 

현대시 교육에서 시를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는 일차적으로 언어 숙달도와 문화배경

지식이 결여된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의 글자 의미 해석, 심층 의미 해석 관점, 

시적 구조 및 시적 표현 등 감상 내용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비평의 일방적 기능 때문에 현대시 읽기에서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읽

기 보조 자료 역할을 한다. 읽기 자료로서의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접

근할 때 내용 면에서 비평 텍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학이란 ‘이해되어야 할’ 

무엇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의 차이 등 장

애물로 인하여 우리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의미상으로 익

숙하지 못하고 거리감이 있으며 불명료한 어떤 것을 현실적이고 친숙하며 명료한 것으

로 바꾸는 것이다.44) 여기에 있어서 문학비평은 하나의 작품에 새겨진 인간적인 각인, 

즉 그 작품의 ‘의미’를 해독하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나 ‘이론’을 찾으려고 노력한

다.45）결국 비평은 어떤 방법이든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감상을 드높여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46) 또한 비평은 논리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한계

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7）이처럼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읽기 자료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국어교육에서

문학 교과서는 전문 비평가 혹은 고급독자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수용 활동의 결과물인

비평을 다양하고 폭넓게 받아들임으로써 학습자들의 문학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48）
한국어교육에서의 차이점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언어와 문화의

                                        

43) L. P. Steffe & J. Gale 편저, 앞의 책, p.218.

44) R.S. Palmer, Hermeneutics :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1, p.36.

45）R.S. Palmer, 위의 책, p.26. 

46）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p.288.

47）차호일, 『현대시론』, 도서출판 역락, 2000, p.160.

48）이영훈,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비평교육 연구」, 『교육과학연구』Vol.11 No.1,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9, p.63. 



- 48 -

이질성에서 오는 근본적 한계성49）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이다. 중

국 학습자의 이런 한계성을 고려하여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 양식인 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텍스트 중심 자세히 읽기로서의 신비평적 텍스트와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우선 비평 텍스트들의 정보들을 수용하여 시 읽기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왜냐하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접근도 비심미적 접근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국어

학습자들은 축어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서 비심미적인 독서와 심미적인 독서를 동시

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는 이질적인 언어 때문에 보통 비심미적인 독

서를 먼저 한다. 문학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 비

심미적인 읽기 단계에서의 읽기 자료 기능을 하여 학습자들에게 부족한 언어 지식이나

정보, 해석 관점, 시적 구조와 시적 표현 등 감상 내용을 제공해 준다.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은 주로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의 읽기에 언어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국인 학

습자는 언어 숙달도가 낮아 한국 시 텍스트를 읽을 때 우선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 학습자는 시를 해석하는 여러 비평 텍스트를 내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시 의미 구

성을 한다. 다중 텍스트는 낱말이나 구절 또는 전체 내용에서 서로 연결되는 텍스트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하나의 텍스트 내용을 보충하는 텍스트이

다.50）독자의 인식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둘째는 다중 텍스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

동이다. 셋째는 독자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들 세 가지 활동은

의미 이해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트만은 독자의 텍스트 내용 인식이 읽고

있는 텍스트 요인과 다중 텍스트 요인, 독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다.51）다중 텍스트는 단일 텍스트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흔히 읽기 교육에서 제시한다. 

한 텍스트를 이해할 때 그 텍스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텍스트를 활용하

여 목적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중 텍스트는 하나의 주제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텍스트들을 통합하여 보는 것이다. 외부의 여러

텍스트로부터 이해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받는 것이다.
52）

이처럼 우선 다중 텍스트는 목

                                        

49）이영철, 「외국문학의 효율적 교육방안 모색-영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논문집』No.12, 

서울여자대학교, 1983, pp.115-116.

50）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14, p.268.

51) 김도남, 「텍스트 이해의 상호텍스트성」, 『國語敎育學硏究』Vol.14, 국어교육학회, 2002, p.143. 

52）김지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호텍스트성 기반의 듣기 과제 연구』, 고려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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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텍스트 읽기에 내용 측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둘째, 비평 텍스트는 한국 시 문화배경 지식이 부족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해석 관점

을 제공해 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 문화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심층 의미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때 비평 텍스

트는 학습자에게 부족한 문화 배경 지식을 보충해 준다. 김유미(2013)에 따르면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단일 텍스트만으로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분량이나 표현 면에서 이독성(易讀性)이 높은 연관 텍스트를 학습자에

게 제공하면 부족한 지식이나 정보를 보완할 수 있어서 의미를 구성하고 비판적 읽기까

지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53） 이에 따르면 비평 텍스트는 독자에게 심층 의미

해석을 위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셋째, 시적 구조 및 시적 표현 등 감상 내용을 제공해 준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객관

성을 추구하며 시 내재적인 미를 기술, 분석한다. 즉 학습자에게 시적 구조 및 시적 표

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학습자는 신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시 언어적인 미를

느낄 수 있으므로 심미적 독서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도입하여 비계로 설정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

서 주체와 객체 간의 개인 내적 인지와 주체 간의 개인 간 인지가 동시 일어나고 있다. 

개인은 환경에 대해 적응(adaptation)하는 동시에 환경을 재구성(reconstruction)하기도

한다.54) 피아제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인 개인 내적 인지 발달은 주로 동

화와 조절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읽을 자료 텍스트이면

서도 학습자와 대화하는 대화 상대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비평 텍스트에 대

한 반응은 동화, 조절뿐만 아니라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거나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 양

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비평 텍스트와의 반응은 아래와 같이 문학 비평 텍스트에 대한

거부, 동화, 조정, 재구성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문학 비평 텍스트에 대한 거부[異化]

학습자의 문학 비평 텍스트에 대한 거부란 비평 텍스트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지 않

                                        

53）김유미, 「연관 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의 맥락 이해 지도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Vol.46, 

우리어문학회, 2013, p.214. 

54) 임진영, 「맥락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교호적 상호작용의 교육적 함의」, 『초등교육연구』Vol.18 

No.2, 한국초등교육학회, 2005, p.11.



- 50 -

은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키마에 따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식은 인간의 개별적 인지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습

자들은 매우 개별적이며 지속적으로 구성과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변화한다. 따라서 구

성주의의 학습은 자기규율적이고 자기 조직적이며, 학습자는 이러한 자율적인 학습 환

경에서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 인지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지식이 글에서 바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서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즉 독자 머리

에 있는 스키마와 관련 있다. 스키마와 선경험은 텍스트 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

키마는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스

키마에 따라 새로운 지식에 동화되거나 이를 수용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변형한다.55)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다른 사회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고유한 형

태의 인지적 구조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와 법칙을 아무리

잘 전달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머릿속에 이미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있는 인지

적 구조, 스키마(Schema)에 의해 여과되어서 결국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이 선택

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전달된 내용을 절대적인 형태와 가치를 지닌 ‘정답’, 

‘진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적 인식을 하고 그것이 자신이 속

한 특정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고 구성원간 상호 의사 소통하는 데 하등 지

장이 없으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진리, 지식이라고 본다.56) 이처럼 지식은 개인 내부의

인지 구조, 스키마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 개인 내부에서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도 비평 텍스트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인지 구조에 따라 선별하여 수용한다. 로젠블렛에 따르면 읽기의 과정은 주어진 텍

스트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즉 로젠블렛은 독자가 주어진 텍스

트를 읽어나가면서 글을 쓴 작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독자로서 지니고 있는 자신의 선행 지식과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적극적

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으로 보았다. 텍스트에 대한 읽기 과정은 독자와 텍스트 사

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과정이 되며, 이러한 독특한 과정 속에서 텍스트는 독자가 지

니고 있는 과거 경험뿐 아니라 현재의 관심과 선입견, 사상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로젠블렛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읽기

과정을 거침으로써 독자의 세계를 확장,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가 새로이 형성되어간다고 보았다. 이때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

                                        

55) 서혁, 서수현, 앞의 글, pp.38-40.

56) 강인애,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대립에서 대화로」, 『교육공학연구』Vol.13 No.1, 한국교육

공학연구회, 1997,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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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텍스트 속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독자의 기존 경험이

나 지식에 따라 새롭게, 또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57）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선행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비평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비

평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행 지식, 선경험, 현재의 관

심, 선입견, 사상 등이 개재된다. 학습자는 선행 지식, 경험 등으로 비평 텍스트를 수용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2) 문학 비평 텍스트에 대한 동화(同化)

시 읽기 과정에서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은 주로 비평 텍스트에 대한 동화로 이

루어진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자료 텍스트로 삼아 그로부터 시 내용과 형식에 대

한 해석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기도 한다. 즉 학습자는 시를 읽은 후 구성한 내적 텍스

트에 비평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기도 한다. 피아제에 따르면 인간의 인

식 발생 과정에 자극은 특정한 반응을 일으킨다. 주체나 유기체는 자극에 적응하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S→R 가 아니라 S⇆R 이다. 인간은 환경

의 자극으로 인해 인간 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식 구조’에 자극을 동화시키려고 한

다. 즉, 수용할 것을 자신의 ‘인식 구조’에 흡수시킨다. 

피아제가 말한 인식 발생의 원리는 문학 감상에 적용할 수 있다. 문학 감상에서도 감

상 주체가 감상 객체의 자극을 받으면, 감상 객체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감상 객체의 정보에 동화하려고 한다.58）이처럼 문학 읽기는 독자가 자기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상호작용하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도 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의 동화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내적 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조직해 가려는 현상이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

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하듯,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 학

습자가 다양한 텍스트를 동화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배경지식

을 쌓게 된다.59）이처럼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지식의 수용 과정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처음 접할 때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시 텍스트 해석, 예를 들어 시어, 수

                                        

57）나경희, 「현대 문학작품 읽기를 활용한 EFL 학습자들의 영어독해력 향상방안 탐색」, 『언

어학연구』No.9, 한국중원언어학회, 2005, pp.82-83.

58) 童慶炳 ，『文學概論』，武漢大學出版社，1989，p.523.

59）김은희, 「읽기-쓰기 통합 수업에서 학습자 글쓰기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의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Vol.11 No.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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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등 개념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시에 대한 축어적인 이해를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비평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있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 자신의 한계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

인 학습자로서 목표 언어에 대한 언어 숙달도가 부족하며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결여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축어적인 의미 해독에 어려

움을 느낀다. 따라서 자연히 시의 형식미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결여된 사회문화적 배

경지식으로 인해 시 텍스트에서 나온 수사법, 표현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시 텍스트의 특성 때문이다. 시는 개념적인 언어, 기술적인 언어를 쓴 직설

적인 산문과 달리 정서성, 추상성, 모호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에 쓰인 언어는

일반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 잘 닦여진 언어, 순화된 언어이다. 시인은 그런 고도화된 언

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 새로운 세계는 곧 새로 형상화된 세계이다.60)
즉 시의

언어는 정서적인 언어, 표현상 모호한 언어, 고도로 형상화된 언어이다. 따라서 학습자

는 시 읽기에 어려워한다. 이럴 경우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축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의미는 표층 의미뿐만 아니라 심층 의미도 있다. 텍스트 의미는

텍스트의 표층으로 갈수록 유한할 수 있으나 텍스트의 심층(텍스트 수반적 주제, 텍스

트 효과적 주제 또는 이면적 주제)으로 갈수록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텍스트의 심층

으로 갈수록 독자의 해석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의 다양성이란 엄밀히

말해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해석의 다양성을 말하며, 이해의 층위를 사실적, 추리상상

적, 비판적 사고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라고 할 수 있다.61）학

습자는 일차적으로 시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비평 텍스트 관점을 수용하여 이해하게

된다. 

이상으로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학습자는 주로 두 측면에서 비평 텍스트에 동화한다. 

먼저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시 텍스트 축어적인 해석에 대한 정보에 동화한다. 중국

인 학습자는 언어 숙달도가 낮거나 시 텍스트 결속 구조 등으로 시 축어적인 의미를 해

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때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시 축어적인 해석 내용에 동화되

어 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시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할 경우 비평을 읽어

비평 관점에 동화되어 시 심층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둘째, 학습자는 주목하지 못한 시

적 구조나 시적 표현에 대한 해석에 동화되어 심미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60) 이성교, 「詩에 있어서 언어의 변용」, 『기독교언어문화논집』Vol.3,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

원, 2000, p.173. 

61）서혁, 서수현, 앞의 글,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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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대화적 기능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의 대화적 기능은 중국인 학습자의 시 읽기에서 비

평 텍스트가 ‘사고 도구’ 또는 ‘의미 생성자’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62) 학습자는 비평 텍

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관점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여 시 텍스트를 더 생각하게 되거나

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게 된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고 여

긴다. 사회구성주의는 비고츠키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고츠키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사

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그

리고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63)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암기하

는 것이 아니라 비평 텍스트를 대화 상대자로 삼아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

의 새로운 의미의 발견이나 새로운 의미 구성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평 텍스트는

비평가의 산물이다. 비평 텍스트는 독자를 위한 쓴 글이며, 따라서 비평 텍스트의 본질

은 상호주관성이다.64) 즉, 비평은 대화나 소통을 지향한다. 

비평 텍스트에는 각자 다른 시각이나 관점이 담겨 있는데, 이때 비평 텍스트는 대화

적 기능을 가진다. 토도로프에 따르면 비평은 문학 언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에

                                        

62) 로트만은 텍스트의 대화적 기능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고 도구’ 또는 ‘의

미 생성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차이가 ‘사고 도구’의 핵심이라고 밝혔

다.

L. P. Steffe & J. Gale 편저, 앞의 책, p.220.

63) 방선욱,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비교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Vol.27 

No.3,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p.192.

64)

문학사 문학이론 비평

랑송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

들

토도로프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과학의 대상 (역사, 사회학, 심

리학 등)

언어예술작품 (내재적 접근)

시학, 수사학, 문체론, 서술학, 

언어학, 기호학, 문학사론, 비

평론

문학 언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과 방법에 따른 해석 (외재적

접근)

심리학, 정신분석, 철학, 수용

미학

공동체의 가치나 객관적 가치 문학담화의 구조와 기능 상호주관성

김진하, 「프랑스문학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프랑스어문교육』Vol.31, 한국프랑스어문교

육학회, 200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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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해석이다.65) 문학비평은 획일성과 동일성이 아닌,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패러

다임에 기초한 담론이자 담론적 실천이다. 또한 문학비평은 서로 다른 해석들이 충돌하

고 경쟁하면서 더 나은 지점을 향해 해석의 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대화

와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문학비평은 문학이 닫혀 있는 완결된 텍스트가 아

니라, 풍부하게 열려 있는 가능성의 텍스트임을 증언하는 매우 견고하고 탁월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66) 문학비평의 다원적 관점을 문학 교육의 방법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학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텍스트에 대해 다각적

으로 접근하게 하고, 보다 심화된 텍스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비평 텍스트는 개인 간 소통67 )을 지향하고 있어 같은 텍스트를 바라보는 학습자와

동일한 독자로서 해석 대화의 상대자이다. 학습자는 혼자 시와 거래하는 것보다 타자들

의 소통을 보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반응을 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

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학습독자는 그 영향 관계 속에서 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다. 학습독자가 반응을 생성하는 사회적 상황

의 특징은, 일정 상황에서 학습 독자 개인이 문학텍스트와 거래하여 형성하는 반응을

독자적 반응과 일정 상황에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반응의 상호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를 상관적 반응으로 구분된다.68) 결국 중국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

하여 다양한 비평 관점과의 갈등을 느껴 주체적으로 시 의미를 구성하게 되고 비평 텍

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관적 반응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구성주의에서 사회구성원의 상호작용의 역할을 중요시하듯이 독자반응이론에서

도 다른 독자, 특히 자신보다 읽기 능력이 우수한 비평가의 반응을 아는 것을 통해 자

                                        

65）김진하, 위의 글, p.22.

66) 김수이, 「문학 비평 방법론의 적용·변주를 통한 문학교육」, 『한국문예비평연구』Vol.25, 한

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p.454.

67) 문학 비평 텍스트의 특징

구분 비평

목적 설득적

구성요소 화제, 논평, 감상

텍스트 구성 원리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대상 텍스트 읽기 쓰기를 위한 읽기

텍스트 생산과정 순환성 및 무한성

텍스트의 지향 개인간(inter-personal)

김주연은 문학 비평 텍스트가 개인간을 지향하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주연, 「문학비평 기반 언어영재 교육과정 연구」, 『비평문학』No.55, 한국비평문학학회, 2015, 

p.16.

68) 진선희, 「학습독자 반응 연구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Vol.16, 한

국문학교육학회, 2005,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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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읽기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로젠블렛은 다른 사람들이 텍스트에 대해

서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엄청나게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독자들 중에서 지식이나 통찰력,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비평가라고 제시하였다. 텍스트에 의해서 감동을 받거나 혼란스럽게 되

는 독자는 종종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분명하게 하며, 그 작품에 관한 자기

의 감각을 결정화하고 싶은 충동을 드러낸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 

그러한 상호 교환을 통해서 그는 다른 기질, 다른 문학적 경험과 인생 경험을 텍스트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텍스트와 아주 다른 상호 교환에 참여하는지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는 독자 간 상호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생각이 비슷할 때 자신의 주장을 강

하게 느낄 수 있고 독자가 간과했거나 경시했던 단어, 구, 심상, 장면들에 참여하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텍스트를 다시 읽고 자신의 해석을 수정하도록 지도 받을 수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접근법, 명백한 문학적 내용을 다루게 되는

접근에서 문학적 재현에 대한 프로이드적 접근까지 다양한 해석 방식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69） 그에 따르면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다른 독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경시했던

내용을 주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 소통을 통하

여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감수하게 되고 폭넓고 깊게 이해하게 된다.

지식은 남으로부터 전달되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구축해야 할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이 지식구축 과정의 근거에 깔려 있는 전제이다. 즉 너의 주관과 나의 주관

이 만나 합의된 객관을 추구하는 간주관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바로 지식구축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70)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 만나 서로의 경험을 부딪쳐 비

평 텍스트를 해체하여 재구성한다. 이는 구축 과정과 탈구축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비평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

자들은 독자로서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성도 획득할 수 있다. 

구성주의 문예학자들은 독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달라 각자 주관적인 텍스트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독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시도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1 )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69）L.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김혜리, 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  

한국문화사, 2008, pp.253-255.

70）강이철, 정성희, 「Vygotsky의 교육관: 교사론, 학생론, 방법론」,『중등교육연구』Vol.53 No.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2005, p.132. 

71) Schmidt & Hauptmeier, Einführung in die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차봉희 역, 『구

성주의 문예학』, 서울: 민음사, 1995, p.161.



- 56 -

때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와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화상대자로서는 능력이 높은 독자가 더 바람직하다. 시의 이상적 독자는 시 읽기의

경험이 풍부한 능숙한 독자인데, 비평가는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시의 기본 원리, 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시적 언어에 대한 통찰력, 시적 사고력 및 소통 능력,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 등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72）
학습자보다 유능한 비평가는 문학 교실 소통

에서 대화자이면서 참조의 대상이 된다.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이해할 때 자신의 기대지평에 따른다. 비평은 비평가가 자신

의 기대지평에 따라 이해한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 서로 만나 합의하여 상호

주관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한다. 상호주관성은 ‘두 주체 사이’를 의미하며, 사회적 맥락

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이해를

뜻한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에서 이해하고 있던 참

여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화제

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고, 참여자 간의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상호주관성 구성이다. 상호주관성 획득에서, 후설은 대상에 관하

여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논쟁을, 피아제는 타인과 인지적 갈등 해결을, 그리고 비고츠

키는 성인 혹은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을 강조한다.73） 후설, 피아제, 비고츠키는 상호주

관성 획득 방식으로 각각 논쟁, 인지 갈등, 협력을 제시하였는데 후설과 피아제는 비슷

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둘은 타인과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개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와 달리 비고츠키는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어 개인이 아닌 구성원들에 주

목하고 있다. 어느 쪽이나, 독자가 다양한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주체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의미 구성을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개인 내적

인지와 비평 텍스트와의 개인 간 인지가 동시 발생한다. 비평 텍스트의 대화적 기능은

구체적으로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문학 비평 텍스트와의 조

정과 문학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72) 오연경, 「시적 능력의 구조와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시교육 방법」, 『한국근대문학연구』

No.30, 한국근대문학회, 2014, p.366.

73) 김윤옥,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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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 비평 텍스트와의 조정

  

학습자는 문학 비평 텍스트와의 조정은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에서 서로 관점의 불일

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것이다. 피아제에 있어 조절은 외부의 자극에

맞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74） 또한 조절이란 객체의

요구 때문에 주체의 구조가 치러야 하는 적응을 말하며 자신의 설정된 구조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외부의 자극에 접합시키려고 하는 활동이다. 즉, 기존의 사고방식

을 약간 수정하여 이 수정된 사고방식 속에 새로운 환경의 특징을 통합하는 기제를 의

미한다. 75）조절 개념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지식 구조

와 새 정보와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의 능동적인 조정활동이다. 동화에 비하면

조정은 기존 지식 구조를 바꾸는 질적인 변화이다. 

시 교육에서의 독자 반응 조정은 조정 주체의 자기결정적 판단과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76 ) 여기서 조정은 주로 독자의 판단과 선택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으며 자신과 다른 비평 관점을 만나게 된다. 이때 자신의 관

점과의 비교를 통해 비평 텍스트의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관점을 바꾸

게 된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잘 드러내 준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조정’ 개념을 쓰고자 한다. 

학습자는 시를 읽으며 일차적으로 관점을 형성하는데, 이는 비평 텍스트를 읽으면서

비평 텍스트의 관점과 인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구성주의 학습이 기반을 두고 있는

철학적 전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이해는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 둘째, 

인지적인 충돌이나 동요는 학습의 동인이며, 무엇을 배울 것이며, 지식을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셋째, 지식은 사회적인 협상을 통해 개인적 이해를 검증하면서

발전한다.77）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은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 사회적인 협상, 인지 충돌

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국인 학습자는 언어 숙달도나 문화 배경 등 부족으로 시를 오독

하거나 깊이 있게 감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으

면서 발생하는 인지 충돌을 기제로 자신의 오독을 수정하거나 비평 관점으로 조정한다. 

즉,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그대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비교를 통하여 자신

의 관점을 조정한다.  

                                        

74）성현란 외, 『인지 발달』, 학지사, 2001, p.24.

75）J. Piaget, B. Inhelde, The Psychology of the Child, 吳福元譯,『兒童心理學』, 商務印書館，1

980, p.ii. 

76)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31.

77）고진경, 앞의 글,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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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텍스트로부터 얻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하나

내적 지식의 부족이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학습자의 인지 구조는 불평형의 상태가 되며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

지고 있던 기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조절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절 단계는 학습자가

비판적이며 반성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하며 지식의 통합을 이루어 내려

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습자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쌓게 되어 배경지식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더 많이 겪

게 된다.78）비평 텍스트와 불일치를 발견하면 학습자는 인지 충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인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인 조정 활동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조정과정에서 자신의 시 텍스트 담론이 비평 텍스트 내용과 불일치할 때, 

이 인지 충돌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바꾼다. 피아제는 인지 갈등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인지구조의 변화와 획득이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일어나는데 가장 필

수적이라고 보았다. 피아제는 균형과 투사, 균형 장애 그리고 균형회복의 계속적인 과정

을 인지 발달의 과정으로 본다. 주체의 조정적 전략으로 장애의 발생과 극복과정을 통

해서 의식은 점점 더 풍부하게 되고 심화된다.79） 현대시 읽기에서 학습자는 비평 텍스

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균형-균형 장애-균형 회복을 거쳐 시를 깊이 읽게 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첫째,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시 표층 의미를 이해한 후에 비평 텍스트의 심층 의미 해석 관점을 읽고 자

신의 관점을 조정하여 이해를 심화시킨다. 둘째, 학습자는 다양한 관점의 비평 텍스트와

의 대화를 통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된다.

기본적인 내용 실마리 이외에 읽기 교육에서 다중 텍스트 독서는 많은 효과를 가져온

다. 읽기 교육에서 다중 텍스트 활용은 하트만(Hartman)이 먼저 제시하였다. 읽기 교육

에서 그는 다중 텍스트의 필요성을 단일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

적인 읽기 수업에서는 하나의 글에 대한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과정

으로 나눔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텍스트 내에 한정되는 관점을 취했다. 

이로써 텍스트 이해가 텍스트의 표면을 살피는 것에서 그쳤다. 따라서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정확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해의 폭이 좁아져 읽기 활동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으로 이어지거나

의미 재구성의 단계로 오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하트만(Hartman)은 8명의 학습자

                                        

78）김은희, 앞의 글, p.56.

79）조종화,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헤겔의 변증법」, 『철학사상』Vol.51, 서울대학교 철

학사상연구소, 201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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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읽기 텍스트 하나를 주고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알아봤다. 학습자들은 모두 텍스트 이해를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능한

학습자일수록 텍스트와 관계된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다른 텍스트들을 끌어와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그는 읽기 이해에서의 다중 텍스트 활

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80）
하트만은 단일 텍스트 읽기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그 텍스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다각적으로 보기 힘들

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그는 단일 텍스트에서 벗어나 다중 텍스트를 활용하여 의미를 타

당하게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의미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는 같은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해석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킨다. 

비평의 성격 자체가 열린 공간에서의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81）이기 때문에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은 작품에 대한 공적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 공간은

중국인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서 비평 텍스트의 절대적 권

력이나 특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이 요구되

는 공간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판단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평 텍스트와 대

화를 하면서 비평 관점과의 차이를 인식하여 조정하는 양상을 띤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킨다.  

(2) 문학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

문학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시 의미 구성의 주체성을

인지하여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시 의미 재구성에 있어 학습자의 주체성, 맥락(수용 맥락82)은 동시에 중요하다. 맥락

이란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과 그 결과에 간여하는 일체의 작용’이다. 맥락은 담론적

층위, 주체적 층위, 상황적 층위, 사회·문화적 층위의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론적

                                        

80）D. Hartman. The Intertextuality Links of Readers Using Multiple passage. Ruddell, R. B., 

Ruddell, M. R., Singer, H., (4th ed)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d Reading, IRA., Inc. 

1994, 김지혜, 앞의 글, pp.36-37, 재인용. 

81）최미숙, 앞의 글, p.124.

82)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는 맥락 범주로 텍스트 ‘생성 맥락’과 ‘수용 맥락’으로 구

분하였다. 수용 맥락은 수용 주체와 관련되는 맥락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맥락은

수용 맥락을 가리킨다. 

Halliday and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Axford University Press, 1989, 진선희, 「문학 소통 ‘맥락’의 교육적 탐색」, 『문

학교육학』Vol.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p.2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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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는 수용과 생산의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언어적 구성물 혹은 담론(텍스트), 상호텍

스트성 등을 말한다. 주체적 층위는 작가, 독자 등 주체뿐 아니라 언어적 구성물인 담론

등과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을 말한다. 상황적 층위는 과제, 시공간 등을 말한

다. 사회·문화적 층위는 윤리, 이데올로기, 규범, 가치 등을 말한다.83)
이 맥락들 중 주

체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주체의 개인적인 맥락과 주체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의 맥락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결국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구성하게 된다. 즉,

수용 맥락에 따라 의미를 구성한다. 여기서 작용하는 맥락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맥락

(목적, 지식체계, 정체성 등)과 그가 속한 중국 사회문화 맥락(공동체, 시간, 공간 등)84)

이 있다. 이 두 가지 맥락은 시 의미 재구성에 혼합적으로 작용한다. 

문학체계에서는 미학 관습과 다가성(多價性) 관습이 작동한다. 미학-관습은 언어적

행위를 진위판단에 따르지 않고 문학적 의미규칙과 평가범주에 따라 평가할 때 작동하

는 관습을 말하며, 다가성 관습은 행위자가 ‘그들의 욕구, 능력, 의도, 동기에 대해 최적

인 상태로 문학적이라고 평가된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개념이다. 즉, 다가성 관습은 의미를 구성하는 유희공간으로 작동한다. 문학 작품이 여

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통상적 가정은 이제 작품 자체의 속성보다는 문학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의 행동에 관련된다.85） 따라서 시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의 수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된다. 같은 텍스

트를 읽더라도 독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상이한 코뮤니카

트를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구성주의 문예학의 주목점은 텍스트 구조가 고유적으로

가지는 빈틈으로 인해 생겨나는 ‘의미의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독자의 다양한 선지식, 선경험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의미의 다가성’이다.

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알게 되어 읽기 행위에 참여하

는 독자의 ‘다가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를

                                        

83) 임경순, 「구성주의와 교수·학습의 방향」, 『독서연구』Vol.18, 한국독서학회, 2007, p.79.

84) 수용 맥락의 구성 요소는 아래를 참고하였다.  

맥락 하위 요소

상황 맥락(주체) 목적, 지식 체계, 정체성

사회문화맥락 세계, 삶

공동체

역사적 상황(시간성)

사회적 상황(공간성)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Vol.34,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p.108.

85）이광복,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 『獨語敎育』Vol.17 No.1, 한국독어독

문학교육학회, 1999,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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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하여 비평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맥락에서 시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

게 된다. 텍스트의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담화공동체(해석공동체)의 관습에 기본을 두지

만, 담화공동체(해석공동체)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담화공동체

(해석공동체)의 구성원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다.86)
즉 학습자

는 공동체의 관습을 받지만 개인의 맥락에서 구성하게 된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상대

적인 것으로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해석공동

체의 관습을 존중하되,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맥락과 사회문화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가 시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행위는 인지적 측면의 해석과 정의적 측면

의 구성을 포함한다. 인지 창의성은 종래 많이 논의되었지만 정의 창의성은 많이 제시

되지 않았다. 창의성은 지적인 영역의 인지 창의성뿐만 아니라 정서 창의성도 포함한다. 

정서 창의성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사회 문화의 정서를 습득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

기보다는 사회와의 조율을 통해서 정서를 새롭고 융통성 있게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결국 정서 창의성이란 새로운 정서 자극에 대해 사회 문화의 보편적인 측면을 수용

하고 조절하되 개인 나름대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다.87) 정서 창의성의

개념을 보면 정서 창의성도 인지 창의성처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된

다. 즉 학습자는 사회문화의 정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

의 맥락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인지적 해석과 정의적 구성으로 나눈다. 

시 읽기에서는 인지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으로 감동을 받아 의미를 구성

한다. 문학교육에 있어 정의(affectivity)는 보통 인지(cognition)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

용된다.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이나, 정서에 영

향을 미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 습관, 흥미 등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문학의 정의교육은 문학작품

을 경험하고, 감동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력이나 지혜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88)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정서적 반응을 촉발하여 정의적으로 의미를 구성

하게 된다.  

                                        

86) 김현정, 「문학 비평 글쓰기에서의 대화주의적 원리」, 『현대문학의 연구』Vol.40, 한국문학

연구학회, 2010, p.540.

87) 신명선, 「국어적 창의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Vol.35, 국어교육학

회, 2009, pp.302-317.

88) 황정현, 「초등학교 문학교육의 정의적 영역의 문제와 교육방법」, 『문학교육학』Vol.12, 한

국문학교육학회, 2003,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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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으로 창의의 과정은 철학적으로는 변증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헤겔은

변증법의 논리를 통합하고 정교화하고 이론화하였는데 그는 변증법의 핵심은 ‘모순

(contradiction)에 있다고 본다. ‘모순’이란 대립적이고 반대되는 것들의 관계를 말한

다.89)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느 한 비평 관점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서로 반대

된 비평 텍스트들을 선정하였다. 학습자는 비평 관점들의 모순을 느껴 변증법적 사고를

통하여 비평 관점들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시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변증법적 사고는 성질상 창의적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창의적 사고 과정은 대개가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되며, 그 중심에는 변증법적인 모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변증

법적 사고는 정-반-합의 3단계의 과정 부분들을 통하여 테제와 안티테제를 통합하고

종합하는 변화를 추구한다.90) 비평 과정을 정-반-합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는 비평 텍

스트와 그와 반대되는 관점의 비평 텍스트를 읽어 그 둘의 비평 관점을 통합하여 창의

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촉발하여 정의적으로 의미 구성을 한

다. 학습자들이 시를 읽을 때의 정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시적 정서는 시작

품을 통해 유발되는 심리적 차원의 울림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작품에 서려 있는 작

가의 정서와 이에 대한 독자의 수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다양한 층위의 내면적 상태를

일컫는다.91) 학습자의 개성이나 문학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을 읽어도 다

양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 학습자의 개별적인 정서 반응이야말로 시를 깊이 읽은

결과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에 나타난 감정을 깊이 체험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의미 구성을 한다. 즉 비평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관

련 지어 시 의미를 구성한다. 

3.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  

여기에서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 비평 텍스트는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학습자가 현대시를 읽을 때 전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화적 역할도 해준다. 

그러므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기존 문학 주입식 교육의 단

                                        

89) 김영채, 앞의 글, pp.8-9.

90) 김영채, 앞의 글, p.11.

91) 오정훈, 「시적 정서 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배달말』Vol.52, 배달말학회, 2013,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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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극복하고 개인 내적 구성과 사회적 구성을 추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주체성과 상호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학습자 중심 시 읽기 교육을 하는 구성주

의적 교육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 읽기 과정에서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지평을 융합하여 시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

시 교육의 의의는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역동적인 시 읽기의 기회 제공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은 계속하는 과정이다. 가다머의 기대지

평이라는 해석학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의 문학 텍스트에는 한 개의 독립된 의미, 

혹은 하나의 지평만이 존재할 수 없다. 텍스트의 의미는 무한히 열려 있으며, 늘 새롭게

해석되고 다양하게 접근된다. 그것은 독자인 우리 자신이 이미 항상 선판단에 근거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게 되고,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동시에 해석된 그것을 우리의 삶 가

운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평과 지평은 융합을 이루어 이해에 이르고, 융합된 지

평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지평과 계속적으로, 무한히 융합 과

정을 겪게 된다.92) 이처럼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는 계속적인 과정이

다. 

학습자는 다수의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시 읽기를 한다. 학습자는 일차적

으로 시를 읽고 자신의 지평을 형성한다.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비평의 지평을 만나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 비평 텍스트가 다수일 경우 이런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

루어진다. 학습자는 다수 비평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읽어 지평의 융합 과정이 계속 이

루어진다. 

학습자가 시를 내재적으로 읽을 때는 신비평적 해석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들을 통하

여 시 축어적인 의미, 시적 구조, 표현 등 해석을 알게 되어 시를 수렴적으로 읽게 된

다. 시를 외재적으로 읽을 때는 사회문화적 해석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들을 통하여 다

양한 비평 관점을 알게 되어 시를 폭넓고 깊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독자주관적 해석을

포함한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학습자는 시를 새롭게 이해하

게 된다. 이처럼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평이 형성되게 된다. 

외국 시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지평융합’이 발생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92) 신응철, 『해석학과 문예비평』, 예림기획, 2001,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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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대상은 원래 지평이 있다. 독자도 자신의 지평이 있다. 이해의 과정이나 텍스트 의

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독자와 객관 대상의 지평이 융합하여 새로운 지평이 발생하는 과

정이다. 새로운 지평은 원래 두 가지 지평과 다르다. 이 지평은 원래 지평의 확대를 넓

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독자가 다른 방식으로 시 텍스트 이해에 참여하면 각

종 새로운 지평이 계속 생긴다. 이 지평들이 서로 만나 다시 새로운 지평이 생긴다. 이

처럼 다수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자의 지평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다시 읽게 되어 역동적으로 시를 읽게 된다. 또한 작품 내적으로

볼 때 비평은 작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준다.93）또한 비평가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꼼꼼히 읽고 작가가 말의 숲 속에 숨겨놓은 깊은 뜻을 찾고 찾아진

의미를 확대하여 그 작품을 새롭게 읽도록 유도한다. 작가가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직

관적으로 썼던 말들,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솟아오르던 말들, 어쩐지 같은 낱말이 좋

아 자주 등장시켰던 말들, 이 모든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석된 의미의 조각들을

확대하고 다시 조립하여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속뜻을 밝혀 대중에게 공개

한다.94）이처럼 비평은 작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찾고 의미를 확대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

를 다시 조립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작품에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작품과 소통을 좁은 범위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을 좀 더 활

발하게 이해할 수 있다. 

비평 텍스트는 각 다른 시각에서 시를 해석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정보나 관

점을 제공해 준다. 신비평적 텍스트들은 시를 내재적으로 꼼꼼히 해석하고 있어 학습자

들로 하여금 시 자체를 면밀히 읽게 해 준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들은 사회문화맥락

의미를 제시해 준다.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들은 각 독자가 부여한 의미들을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비평 텍스트의 해석을 통하여 시를 역동적으로 읽게 된다. 전

에 경시되었던 부분에 주목하게 되어 시를 더욱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다양

한 시각을 통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역동적으로 읽게 된다. 

                                        

93) J. Y. Tadié, (La)Critique littéraire au XXe siècle, 김정란 외 역, 『 20세기 문학 비평』, 

문예출판사, 1995, p.12.

94）정현기, 『한국 문학의 해석과 평가』, 문학과지성사, 1994,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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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주의적 상호 소통 능력 신장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타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인간의 이런 상호작용

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바흐친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자와의 대화

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가와 더불어 비평 주체의 역

할 자체를 대화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비평 주체는 언제나 이미 써진 것, 예를 들어 이

미 써진 작품이나, 다른 비평 주체들이 이미 작업한 것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95) 문학

읽기에서도 비평가, 작가, 독자는 서로 대화를 한다. 특히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작

가와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와도 대화를 한다. 즉, 독자 간의 대화이다. 

작품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비평 경향에 따라서, 작품의 특

성에 따라서, 문학사적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비평 담론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목소리

들은 읽기 현장에 개입한다. 문학 텍스트는 사실 복잡하고 비구조적인(ill-structured)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다른 때, 다른 맥락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

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이 문학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 고등 지식 습득에 필수적이다.96）학습자들은 목소리들의 상호 참조를 통하여 상호소

통 능력을 신장한다. 

또한 주체의 관념 형성은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하나는 타 주체와의 차이점만 강조

하는 ‘고립적 관념’이고, 다른 하나는 타 주체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계적 관념’이

다. 고립적 관념은 읽기 주체와 텍스트와의 내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관

계적 관념은 텍스트에 대한 주체 간의 외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고립적 관념

은 자기도취적 2자적 관계를 기초로 한다. 관계적 관념은 자기반성적 3자적 관계를 기

초로 한다. 여기서 2자적 관계는 텍스트와 주체의 관계이고, 3자적 관계는 텍스트와 주

체, 타 주체 간의 관계이다. 2자적 관계의 내적 대화는 주체의 목소리만 있는 일방적 대

화이지만 3자적 관계의 외적 대화는 쌍방간의 상호주관적 대화이다. 상호주관적 대화는

타 주체를 배려한 협력적 대화이며 서로를 보충해 주는 개방된 대화이다.97）비평 텍스트

는 비평가의 읽기 관념이며 학습자와 동등한 읽기 주체이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95) F. Dana, 윤혜준 역, 「바흐친, 벤야민, 사르트르: 지식인 문화비평가의 유형론을 위한 시론」,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화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5, p.151. 

96）류덕제, 「구성주의 관점의 문학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Vol.1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1, p.141. 

97）김도남,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 방향」, 『國語敎育學硏究』Vol.25, 국어교육학회, 2006,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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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것은 비평가와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는 한 발화자의 의식이 다른 발화자의 의식

과 만나는 것이다. 이는 주체와 대상의 의미 작용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역동성

을 통하여 학습독자는 자아 속에 있는 타자를 경험하게 하고 사회적 존재로 변환된다. 

대화는 텍스트에 내재하는 단성적, 다성적인 차원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차원에

서 수행된다. 대화는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98）
외적 차원은 학습자와

비평가 사이의 대화이며, 내적 차원은 시 텍스트와 학습독자 사이에서의 대화이다. 외적

대화와 내적 대화는 동시에 진행되고 결국은 외적 대화를 통하여 내적 대화가 촉진, 확

장됨으로써 학습자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해석 대화의 의의는 독자의 경험과 배경지식, 소위 스키마의 언어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스키마에 대한 언어적 응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내적 발화 간의

상호작용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발화 간의 상호작용이다. 내적 발화 간의 상호작용은

사고 과정으로, 외적 발화 간의 상호작용은 타자들 간의 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로서의 내적 대화는 통상 외적 대화를 통해, 시작, 촉발, 강화된다. 결국, 스키마의

언어화는 타자와의 외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셈이다. 경험으로서의 스키마는 내

적 발화로서 전환되지 않는 한, 대화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없는 ‘미생’이다. 스키마

는 외적 발화라는 타자와의 만남과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언어화되며, 언어화된 스키

마라야 대화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스키마가 외적 발화와 만나는 장면

이 바로 타자와의 대화 장면이며, 읽기 영역으로 한정하면, 해석 대화 장면이다.99）

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들 간의 대화는 더 좋은 의미를 탐구하고, 구

성하기 위한 독자들의 대화적 교류 과정이다.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시선으로 비평 텍스트를 바라보고, 비평 텍스트들의 시선으로 시 텍스트와 자신을 돌아

본다. 학습자들과 비평 텍스트들 간의 대화는 시 텍스트의 지식에만 구속되지 않고 다

양한 비평 텍스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맥락 간의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가 여럿일 경우, 이 과정

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비평 텍스트와의 교류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부버의 ‘나-너’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의 신장으

로 이어질 수 있다. 

                                        

98）김순규, 「문학 소통의 구조와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Vol.3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8, 

pp.158-159.

99）이재기,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읽기 교육」, 『동남어문논집』Vol.41, 동남어문학회, 2016,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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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접발달영역을 활용한 의미 구성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시 축어적 읽기의 자료 텍스트로 읽게 된다. 시 축

어적 읽기에서 만나는 낯선 단어, 구조, 이미지 등에 대한 단서를 비평 텍스트로부터 받

아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시 언어적인 미를 감수하게 된다. 이차적으로

학습자는 시를 바라볼 때 여러 관점이나 각도를 알게 되어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된다. 

비평 텍스트들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여 정교화하거나 상대방의 관점에

동의하거나 여러 관점들을 모두 수용하여 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학습자 자신의 지

평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시 읽기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맥락

에서 구성적 읽기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으로 학습자들의 실제적 발달 수

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인 근접발달영역이 수시로 변화한다. 비고츠키의 심

리발달의 문화역사적 기원론에 따르면, 학습자의 심리 발달은 개인 내적(intra-mental)

이기 이전에 학습자가 속해 있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 간적인

(inter-mental)국면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한다. 개인 간적인 상호작용은 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적 환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다.100) 사회구성주의는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에서

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주의에 의하면 문학은 대화의 속성을 가지며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텍스트 의미가 구체화되므로,101) 중국인 학습자는 자

신보다 유능한 비평가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공유하고 융합해 나

갈 때 학습자 개인의 의미 구성이 변화되고 재구성되어 보다 시 텍스트의 의미가 풍부

해진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습자는 시를 읽을 때, 독자적으로 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

과 전문가인 비평가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의미 재구성의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 있다. 이 두 수준 사이에 있는 계속 변화되는 지역은 학습자들이 의미를 구성하

는 근접 발달 영역이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의 개념을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

인 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100) 강이철, 정성희, 앞의 글, p.132.

101) 김미선, 「질문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 상호작용 중심 문학수업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학』

Vol.97, 한국언어문학회, 2016,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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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재 학습 경험(mediated learning experience)’102)을 가짐으로써 보다 더 나은

의미 재구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 문화 배경 등 한계성 때문에 시 의미

구성의 실제 발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인 비평가와 상호작용을 함

으로써 잠재적인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비평은 문학에 대한 가치평가, 설명, 그

리고 그러한 작품의 소통을 증진하는 일을 한다. 말하자면 비평은 작가와 작품 사이의

물리적인 매개를 두어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통의 증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평은 문학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논리를 동원하여 설명한다.103）정리하자면 비평 텍스트는 작품이 작가에게서 독자에게로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비평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밝히면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담화의 형식을 뜻한다. 문학

교육의 장에서 비평은 작가가 생산해 낸 원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독자 자신의 시각으

로 해석하고 나아가 원 텍스트에 필적하는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읽기와 쓰기의

과정 전체를 뜻한다.104 비평은 수용이면서도 생산의 과정이다. 시를 해석하는 내용이면

서도 시 읽기 방법을 포함한 방법론이다. 학습자가 시 고유 의미, 배경 지식 등을 이해

하는 데 내용 비계이면서도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 비계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 내적으로 볼 때 비평은 작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

준다.105）또한 비평가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꼼꼼히 읽고 작가가 말의 숲 속에 숨겨놓은

깊은 뜻을 찾고 찾아진 의미를 확대하여 그 작품을 새롭게 읽도록 유도한다. 작가가 막

연한 느낌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썼던 말들,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솟아오르던 말들, 

어쩐지 같은 낱말이 좋아 자주 등장시켰던 말들, 이 모든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

석된 의미의 조각들을 확대하고 다시 조립하여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속뜻

을 밝혀 대중에게 공개한다.106） 이처럼 비평은 작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드

러내 보여주고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찾고 의미를 확대하여 독자들에게 전달

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다시 조립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작품에 다각도로 접근

                                        

102) R. Feuerstein, Instrumental enrichment: An intervention program for cognitive 

modifiability.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80, 박라미, 「미술교육에서 역동적 평가를 통

한 학습자의 미술 중재학습경험 이해」, 『造形敎育』Vol.25, 韓國造形敎育學會, 2005, p.158, 재

인용.

103）우한용 외, 「문학교육의 평가—메타비평의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

술발표회』Vol.1999 No.1, 한국어교육학회, 1999, p.2.

104) 김성진, 「문학 작품 읽기 전략으로서의 비평에 대한 시론」, 『문학교육학』Vol.9, 한국문학

교육학회, 2002, pp.137-138.

105) J. Y. Tadié, 김정란 외 역, 앞의 책, p.12.

106）정현기, 앞의 책,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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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작품과 소통을 좁은 범위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할 수 있

다. 따라서 작품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의미 구성의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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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쓰기 과제물과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

용한 현대시 읽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

대시 읽기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설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우선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에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 실현

여부에 따라 다시 비평 텍스트에 대한 거부와 비평 텍스트에 대한 동화로, 비평 텍스트

의 대화적 기능 실현 양상에 따라 다시 비평 텍스트와의 조정,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으

로 나누었다. 따라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시와 비평 텍스트를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언어 숙달도가 낮아

시와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시와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더라도 여러 변

인들의 영향으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한다. 

둘째, 비평 텍스트를 읽고 비평 텍스트 해석에 동화되어 시를 이해하게 되거나 심미

적 이해를 하게 된다. 

셋째,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과 비평 텍스트의 관점을 비교하며 비평 텍스트의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여 시를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 

넷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시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

하거나 정의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양상을 각각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

부,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으로

명명한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은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므

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단계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부 양상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모든 읽기 양상의 발현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1)

                                        

1) 1차 본 실험 118명 참여자에게 1차, 2차 감상문 236편을, 2차 본 실험에서 72명 참여자에게

144편의 1차, 2차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양적 통계는 주로 1차 본 실험의 2차 감상문 118편, 2차

본 실험의 2차 감상문 72편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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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 발현 빈도(%)

위의 그래프는 실험 차수 별로 전체 자료 편수(학습자 수)중 해당 읽기 양상을 나타

내는 자료의 편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래

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의 발현 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되었다. 2차 본 실험 참여 학습자의 2차 감상문은 총 72편이다. 이 중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라는 읽기 양상을 나타낸 학습자의 자료는 44편이었다. 따라서 2차 본 실

험에서 이 읽기 양상의 발현빈도는 44/72, 즉 61%가 된다. 읽기의 양상은 상기한 그래

프의 세로축에서 보는 것처럼 (1)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2) 비평 텍스트의 수

용과 동화, (3)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4)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이 있다. 이들 양상

은 한 편의 학습자 자료 내에서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감상문 내용

중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가 나타나는 동시에,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거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2)

위의 그래프에서는 1, 2차 본 실험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비평 텍스트의 수용

과 동화,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 모두 나타나 있다. 본 연구

의 실험 설계가 네 가지 중 특정한 읽기 방향을 의도하지는 않았음을 고려할 때, 비평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데 제시한 비평 텍스트에 따라 빈도를 분석했을 때 비교적 뚜렷한 편차가 나타난다.

모든 비평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면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시에 대한 이해가

                                        

2) 읽기 양상은 복수로 나타나서 전체 읽기 양상 발현 빈도의 총합은 10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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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화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읽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위 표

의 1차 본 실험과 2차 본 실험 비교 결과를 보면 실험 결과가 예상과 부합한다. 본 실

험 1차 통계 결과에 따라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양상이 21%, 본 실험 2차에서

는 19%가 나온다.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러나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양상의 경우 46%에서 61%로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1

차와 2차 실험에서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양상이 15%나 큰 차이를 드러냈다. 비

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양상도 마찬가지로 1차에서 29%, 2차에서 40%가 나왔다. 비

평 텍스트의 재구성 양상도 1차에서 20%가 나오고 2차에서 26%가 나와 6% 늘어났다. 

세 가지 비평 텍스트를 줄 경우 읽기 변화 양상이 더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6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양상 발현 빈도(%)

위 그래프와 같이 각 비평 텍스트를 줄 때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양상이 모두

나타나는데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독자주관

비평적 텍스트의 특징 및 학습자와 관련이 있다. 독자주관비평은 비평가가 시 텍스트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 텍스트의 내적 형식을 꼼꼼히 분석하는 신비평

적 텍스트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결합하여 해석하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와 달리,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비평가가 자신의 반응이나 지식 구조에 따라 시 텍스트 의미

를 주관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거부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학습자는 시 의미에 내적 의미, 사회문화적 의미 외에 독자가 주



- 73 -

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즉 독자 스스로가 능동적으

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독자주관비

평적 텍스트를 자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여 거부한다. 이외에도 읽기 거부 양상이 두

드러지는 현상은 학습자의 배경지식, 문화차이 등 개별적인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는 각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양상의 발현 빈도 그래프이다. 

그림 7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양상 발현 빈도(%)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신비평적 텍스트를 줄 때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양

상이 가장 높은 빈도(83%)로 나타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를 꼼꼼히 해석하는 신비

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시했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 시적 구조나 시적 표현들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 자체를 이해

할 때 신비평적 텍스트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비평 텍스

트를 모두 줄 때도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모든 비평

텍스트를 줄 때, 학습자들은 시적 형식과 시적 표현보다는 다양한 관점에 더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비평 텍스트를 제시할 때의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가 신비평적

텍스트만 제시할 때보다 적게 나타난다.  

아래는 각 비평 텍스트 별로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양상 발현 빈도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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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양상 발현 빈도(%)

위 그래프와 같이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줄 때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양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시 내적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종류의 비평 텍스트를 주었

을 때,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양상이 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양

한 비평 텍스트를 읽고 주체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주체적으로 읽게 된 결과로 보인

다.  

아래는 각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 양상 발현 빈도 그래프이다. 

그림 9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 양상 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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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와 같이 세 가지 비평 텍스트를 모두 주었을 때 학습자의 비평 텍스트의 재

구성 양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텍스트들을 비판적으로

읽게 되고 독자의 주체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시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읽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평 텍스트의 미이해와 거부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를 살펴볼 것

이다. 구체적으로 비평 텍스트 미이해와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거부로 나누어 살

펴볼 것이다.  

1) 비평 텍스트 미이해

비평 미이해란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내용 이해에 실패한 것을 말한다. 일부 학습

자는 언어 숙달도 등의 이유로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음 Q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411학습자가 <바다와 나

비>에 대하여 작성한 감상문이다. 

시간이 짧아서 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전체 시의 분위기를 보면 시인은 아마 실망했고 슬

퍼하는 것 같다. 다른 느낌은 별로 없다. (바다와 나비-Q411)

사회문화비평 텍스트를 조금 보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비평이 많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바다와 나비-사회문화비평-Q411)

Q411학습자는 <바다와 나비>를 읽고 1차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시인의 실망, 어쩔 수 없음, 비통 등으로 파악하였다. 

Q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비평 텍스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보면 비록 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축어적인 의미 이해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2차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하여, 아예 시 이해에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Q411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

석할 수 있다. 먼저 비평 텍스트에 대한 낯섦 때문이다. 학습자는 문학 비평 이론이나

문학 비평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학 비평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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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텍스트를 접할 때 적극적으로 읽을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평 텍

스트라는 장르를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또한 <바다와 나비>는 시 중에서

도 길이가 짧은 편이다. <바다와 나비>는 3연 6행에 불과해서 언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

자일지라도 시 읽기에 인지적인 부담이나 긴장감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의 언어 수준 상,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서글픈’, ‘시리다’, ‘절어

서’ ‘지쳐서’ 등 시어들을 통하여 실망, 슬픔, 비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Q411학습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의 길이에 비하여 비평 텍스트는 길이가 비교적 길다. 

그리고 특정 비평 텍스트에만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3편의 비평 텍스트를 제

시하였다. 따라서 Q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긴장감이나 인지적 부담을 느

꼈을 것이다. 문학 비평에 대한 지식 결여,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 학습자의 긴장감, 문

학 비평 텍스트의 분량 및 개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Q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해에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Q417학습자는 비평 텍스트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바다와 나비>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 시는 나비를 인생으로 비유한다. 나비는 겁 없이 바다에 도전하였지만 좌절을 당하여 다시 돌아왔다. 

시에는 아마 경고의 뜻도 있을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말고 계란으로 돌을 부딪히지 말자. 나비는 결국 날개

를 젖어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에게 비참하고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바다와 나비-Q417)

별로 변화가 없다. 1차 감상과 비슷하다. 도움: 없음. 비평 텍스트가 좀 어려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

르겠다. (바다와 나비-독자주관비평-Q417)

Q417학습자는 시에 나온 몇 개 장면에 대한 인상을 중심으로 반응을 기술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나비를 인생으로 비유하는데, 나비는 겁 없이 바다에 도전하였지만 좌절을

당해 이제 바라보기만 하고 앞서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학습자는 시를 읽은 후

의 소감을 서술하고 있다. 시에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계

란으로 돌을 치지 말라고 진술하고 있다. 시에서는 나비는 마지막 날개가 젖어 이제 앞

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슬프고 처량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습자의 2차 감상문도 달라지지 않았다. 학습자의 시에 대한 이해가 변하지 않

은 이유는 2차 감상문에서 고백했듯이 비평 텍스트가 어려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

기 때문이다.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수업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향식으로 읽지 않고, 학습자의

시 읽기의 어려움이나 의문점 등을 문제로 삼아 비평 텍스트를 탐구하며 읽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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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거부

  

여기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비평 텍스트를 거부한 양상을 살

펴볼 것이다.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 모

국어 문학 읽기 방식의 간섭 등의 인지적 요인들과, 문화적 배경 차이, 시 텍스트 관련

배경지식 및 선경험의 차이 등의 정의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아래는 Q209학습자가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의 부족 등으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

는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풀>에 대하여 작성한 1차 및 2차 감상문이다. 

위진 시대 중국은 특정 문학 사조가 흥기하였는데, 바로 현학(玄學)이라고 한다. 진나라 중기까지 너무

현학적인 추세가 형성되었다. 심지어 시인 자신도 무엇을 썼는지 모른다. 이후 현학적인 문체가 없어졌다. 

당시 문인들은 그런 심오한 의경(意境)들을 추구했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오하게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나는 이 시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 시는 왜 전후가 달라? 도대체 풀이 먼저인가, 늦게 인가? 도대체 풀이 더 빨리, 보다 늦게, 아니면 보

다 먼저인가.

  2연：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빨리 울고  

  3연：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풀-Q209)

비평 텍스트를 몇 편 읽은 후에도 나는 내 관점을 견지한다. 신문화 운동시 빙심(氷心)이 간결한 의경적

인 소시(小詩)를 만들었는데 그때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기를

받은 것은 남다르기 때문이지 절대적인 우수성을 가지는 것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일본 식민 아래, 나라가 망하고 민중은 굴복한다. 인생에 아무

희망이 안 보인다. 함부로 말해도 혼돈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 말할 수 없다, 그가 말한 헛소리, 나도

말하고 싶다, 나도 듣고 싶다 —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미 깨어 나서 그의 헛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풀-

비평-Q209)

Q209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풀>을 위진 시대 ‘현학’과 같아서 아무도, 심지어 시

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라고 비판하였다. 학습자는 9편의 비평 텍스트3)를 읽은

뒤에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평 텍스트 역시 비평가들의 추측일 뿐이라

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으로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전통 문학 교육의 영향으로 시 읽기가 시 고유 의미나 시인의 의도를 추적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독자 중심의 구성적 읽기 주체성을 아직 인

                                        

3) 

시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풀 김현, 웃음의 체험

이승훈, 현대시 새롭게 읽기

이남호, 교과서에 실핀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유재천, 시와 혁명

한영옥, 한국 현대시의

의식탐구

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

의 뿌리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유종호, 시의 자유와 판

습의 굴레

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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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Q209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Q209학습자와의 면담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면담 자료이다.  

교사：너의 감상문을 봤는데 뭘 좀 물어보고 싶어, 너 시를 이해했어?

Q209：시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의 선사상처럼 돌고 돌지

만 아무 뜻이 없어요. 동진 시대에 흥하였던 문체와 비슷해요. 심오해 보여요. 그때는 심오하게 썼는데 이

후에 이런 경향은 일종의 문체가 되어 버렸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쓰고 생각에 따라 쓰는 거에요. 

비평가 말이에요. 다들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거지, 뭐, 우리 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 입학 시험에서

나온 현대문 읽기처럼, 이 문장을 해석하고, 시인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앞뒤 문장을 해석하고, 왜 이렇게

연결해? 이 문장은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이런 경물들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는 비평이 좀 과

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과장해요.  

빙심(冰心)의 시집은 <풀>의 문체와 비슷해요.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지금도 그의 대표작이에요. 당시

사상 대해방 시기에 썼어요. 청신하게 썼고, 문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문법상 통하지 않아요. 명사를 동사

로 쓰고 형용사를 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고전 산수화와 고전 인물화, 혹은 유럽 르네상스 시기의 유화를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그 유화들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리거나 청신하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 청명사하도,정말 진실하게

그렸어요. 예술은 무엇일까요? 그림의 역사와 시의 역사는 비슷해요. 당송 시대 시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지금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험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쓰지 못하죠. 

지금 수업은 제가 점수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저는 제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

요. 그냥 좋다고 하지 않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면담-풀-Q209)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비평가들이 자신의 추측대로 비평을 저술했

다고 Q209학습자는 진술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비평 장르 지식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사례는 Q209학습자가 비평 장르 지식 부족, 독자의 의미 부여의 주체성 부족 등

의 이유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

에 관한 장르 지식을 탐구 · 학습하고, 시 의미의 다양성과 독자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Q209학습자는 텍스트 의미가 오직 텍스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의 관점을 거부하였다. 다음은 동일한 학습자가 <성북동 비

둘기>에 대하여 작성한 2차 감상문이다. 

이 시는 ‘풀 눕다, 일어나다’의 시보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를 잘 몰라요. 어떤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이란 모르는 사람에게

지식이나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좋은 시는 시를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를 읽은 후 어

떤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시인 것 같아요. 나는 국외자이에요. 계급, 자연 등 문제와 관련 없는 것 같

아요. 모든 사상, 감정은 주로 3연에 집중하고 있어요. 과거 평화롭고 안정한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를 위하여 앞 2연에서 많은 것을 깔았어요. 산에 집을 짓든가, 소음 소리, 연기, 메아리, 여기저기 날

아다니는 비둘기, 영향을 많이 받은 일상생활 등, 앞에서 불만이 크면 클수록 3연의 감정이 더 깊어져요. 

현재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아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시네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

어요. 

어떤 비평가는 ‘현대 생활의 상실’을 쓰고 있어요. 저는 토지와 풀, 나무 등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서 사

회가 어떻게 변해도 나는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요. 대나무는 바람에 눕혀지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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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바람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에게 생긴 생각이나 감정이 바

로 이 시의 정수지요. (성북동 비둘기-비평-Q209)

Q209학습자는 우선 <성북동 비둘기>가 <풀>보다 좋은 시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

하면 <성북동 비둘기>는 축어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Q209학습자는 시

읽기가 축어적인 의미 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 등 사회 현실을 결합하여

해석하는 사회문화비평의 관점을 거부하고 있다. 아래는 Q209학습자가 읽은 사회문화

비평적 텍스트의 일부이다. 

서울 성북동은 강북의 대표적인 고급주택가이다. <성북동 비둘기>는 성북동을 고급주택가로 개발하는 폭

력적인 도시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비둘기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쫓겨난 산동네 원주민에 대한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갈등은 단순히 비둘기로 상징된 ‘자연’과 ‘문명’의 대립

이 아니라 사회계층적 갈등으로 파악된다. 즉 갈 곳 없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도시빈

민층과 그들을 몰아낸 세력과의 대립이다. (성북동 비둘기-김재홍, 한국 현대 시인 연구)

비평가 김재홍은 시를 사회모순으로 읽었다. Q209학습자는 이러한 비평 관점을 거부

하였다.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경우와, 텍스트의 사회문화

적 상황의 의미를 숨겨진 필자의 의도이자 암시된 주제라고 파악하는 경우의 두 층위가

있다. 텍스트의 1차적 의미를 밝히는 층위에서는 수사적 구조가 주제를 향해 어떻게 유

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 텍스트의 2차적 의미, 즉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

는 층위에서는 텍스트 전체가 하나의 상징 기호이자, 기의를 함의하고 있는 기표로서

작용함을 전제하고, 숨겨진 필자의 계획이나 목적을 추론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사회문

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드러나지 않은 의도를 파악한다. 이는 1차적인 의미 구

조의 표상과 상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구조로 설명될 수 없으며, 전국적이고

(global)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상의 의도를 독자가 추론하는

과정이다.4） Q209학습자는 시 의미가 오직 텍스트 안에 있다고 주장하여, 심층 의미를

해석하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

로 하여금 사회문화비평 장르 지식을 탐구하고 시 텍스트 의미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는 비평의 해석 관점을 항상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차이로 비평의 관점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K102학습자가 <엄마 걱정>을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

이다.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시 안에만

                                        

4）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Vol.15, 

국어교육학회, 2002, 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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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었는데 이제 시를 더 넓게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깊은 관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인이 원래

이런 동기 및 생각보다는 아마 단순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엄마가 이미 돌

아가셨기 때문에 그 때 생활이 가난했더라도 엄마가 계셨던 것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

다. 

2연은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에 대해서, 비평 텍스트에서는 내 유년의

윗목, 화자의 유년 공간은 포근한 아랫목이 아닌 축축하고 썰렁한 ‘윗목’이며, 성인이 된 ‘지금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아픈 기억의 공간이라고 해석한다. 아마 시인은 어린 시절 엄마와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

재하여 엄마가 가정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슬프게 느끼는 것이다. 

  자식을 사회화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중요한 사회화의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형도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기형도는 병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길 뿐이었다……

병들고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형도에게 아버지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 비평 텍스트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단지 시인이 어린 시절 생활고 및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 걱정-비평-K102)

K102학습자는 2차 감상문에서 비평 텍스트의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관점을 인용하면

서도 그 관점을 거부하였다. 아래는 비평 텍스트의 일부이다.  

기형도에게 아버지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의 무기력함은 가난을 불러왔고, 가

난은 가족들을 생계의 전선으로 몰아붙여 어린 그를 늘 혼자 있게 했다. 혼자 있음, 외로움 등이 그의 내

부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무기력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유년시

절에 겪었던 가난의 체험은 소외된 시인의 외로움을 극대화시키는데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엄마 걱정-한용희, 고트프리트 벤과 기형도의 시세계 비

교-소외의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 텍스트에서는 어린 시절 소외를 시 텍스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넓혀 해석

하고 있다. 즉, 가정이라는 최초로 속하게 되는 사회에서 정서적 욕구가 좌절될 경우, 

인간은 무력감,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과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에

서의 소외감은 개인이 가정 밖의 사회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

고 있다. 기형도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린 시절을 슬프게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받은 소외로부터 기인한다고 비평 텍스트는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 학습자는 이러한 해

석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러한 슬픔은 어린 시절의 가난 및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습자는 과거 가난하지만 엄마가 있었던 시기와 달리 현재

엄마가 부재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래 시인이 시에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가 과잉 해석을 하고 있

다고 학습자는 해석하고 있다. 

비평 텍스트는 시인 기형도의 경험과 결합하여, 기형도의 아버지의 무능력함은 어린

기형도에게 모성의 상실감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한다. 기형도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소외

감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K102학습자는 이러한 해석 내

용 및 말투를 통하여, 비평 텍스트에서 기형도가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읽

어냈지만, 정작 비평의 관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학습자는 시의 전반에서

나타난 슬픔은 그저 어린 시절의 고생 및 가난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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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K102학습자가 비평 텍스트 관점을 거부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문화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통 사상인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님을 항상 존

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본 학습자는 생각하고 있다. K102학습자는 문화차이 때문에 비

평 텍스트에서 나온 아버지 원망의 관점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K2021학습자도 <엄마 걱정>의 비평 관점을 거부하였는데, 즉 문화 차이로 화

자가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보는 비평의 관점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2

차 감상문이다. 

엄마를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걱정한다고 생각한다. 

  시는 2연으로 나누어져 있다. 1연은 정교한 묘사를 통하여 자신이 유년 시절에 빈방에서 느꼈던 외로움

및 무력감을 묘사하였다. ‘시적 공간은 안/밖을 동시에 보여준다. 빈 방에서 소년은 ‘찬밥처럼’ 홀로 앉아

숙제를 하고 있고 바깥에는 비가 내린다. 방안은 불이 켜져 따스하고 바깥은 어둡고 춥다. 바깥에서 안쪽으

로 ‘빗소리’가 스며들고 안에서 ‘훌쩍거리던 울음소리가 새어나간다’. 안/밖은 ‘소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

게 안과 밖의 대비, 소리의 연결 등의 묘사를 통하여 자신의 외로움 및 무서움을 묘사하고 있다. 

  2연은 성인이 된 시인이 아직도 엄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

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시인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운 일이라 생각

한다. 시인이 유년에는 어려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 커서도 엄마의 힘든 삶을 이해하

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아직 유년의 고통에서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전통 유학

사상에 따라 분석해보자면 자신과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자신과도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당

연히 남(사회, 타인)과도 지낼 줄 모른다. 시인 같은 아이들은 현대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왜 어떤 아이들은 시인처럼 슬프고 비참하지 않은가? 경험, 지식, 인생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아이들의 심리 건강교육 문제이다. 불안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가지 따라다니는 동반자이다. 성인은 불안을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

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지어 심각한 심리 장애 및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미성년자 심리 교육, 가족교육 등의 문제에 주목하

게 한다. (엄마 걱정-비평-K2021)

K2021학습자는 시인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

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 전통 유교 사

상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비평의 논거를 대고 있다.  

중국은 역사상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다. 유교 사상에는 효사상이 있어 중국인들은 부

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짙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에 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님의 어려움이나 가난을 싫어하는 일은 절대적으

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는 이와 같은 문화를 배경으로 비평 텍스

트의 부모님에 대한 원망 관점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주관적이고 상호문화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읽도록 유도하여, 나와 다른 관

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구하고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K201학습자는 시를 해석할 때는 항상 시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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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다른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K201학습자가 <

나룻배와 행인>을 읽은 후 쓴 1차 감상문과 2차 감상문이다. K201학습자는 본 작품을

저항시, 불교시보다도 사랑시로 읽었다. 

시의 전반에서 여러 번 ‘기다리다’를 사용했다. 그리고 ‘밤에서 날까지’ 등의 시간적인 표현으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시 마지막 연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시구가 반복되어 있다. 

‘날마다 날마다’라는 반복적인 시간 표현 및 ‘낡아갑니다.’같은 표현에서는 절망의 끝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 전체에서 절망적인 사랑, 소망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나룻배와 행인-K201)

시인이 제일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사랑이다. 비록 시 창작 시대는 일제 강점기라도 시인이 불교신

자라도, 사랑은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라서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다.

아마 시인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사회문화비평은 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사상이 들어있다고 해석하거나 1920년대 시대배경을 결합하

여 조국이나 겨레를 구하는 마음을 해석하고 있다. 시인을 이해할 때는 가장 깊숙한 원점에 돌아와 이해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시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

국에서 ‘불교시’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나룻배와 행인-비평-K201)

K201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나룻배와 행인>을 사랑시로 이해하였다. ‘날마다 날

마다’ 등 반복적인 시간 표현을 통하여 소망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

다. 2차 감상문에서는 비평 텍스트의 불교 사상, 일제 강점기 시대 배경에서 나타난 참

여시 구국 사상 등 사회문화비평의 관점을 거부하였다. 

피아제는 그의 초기연구에서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이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

하였다. 개체가 인식 형성 과정에서 타자와 견해를 교환하며 자신과 다른 견해에 마주

치게 되면 다른 시각에서 사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인식이 상대화된

다.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충돌이 발생하고 자신의 인지구조에 변화가 생기

는 것이다.5） K201학습자는 자신과 다른 여러 관점을 접하여 인지충돌을 겪게 되었다. 

사회문화비평에서는 시인 한용운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시에는 불교사상과 중생을 제

도하는 보살사상이 들어있다고 해석하거나, 20년대 시대배경을 결합하여 조국이나 겨레

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학습자는 그들의 해석을 비판하면

서 자신의 이해를 견지하였다. 학습자는 시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한 여러 관점이 충돌할 때에는 시인이 정말 그런 의도로 쓴 것인지에 입각

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다른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며 자신의 반응을 유지하였다. 

교사는 학습자가 시 해석의 다원주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Q211학습자는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 Q211학습자가 <풀>과 관련된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쓴 1차 감상문과 2차 감상문이다. 

                                        

5）鐘啟泉,「知識建構與教學創新」, 『全球教育展望』第8期, 華東師範大學, 200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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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은 처음 풀이 편하게 성장하다가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눕게 되고 드디어 풀이 울었다. 이 몇

마디는 풀이 처음 바람을 겪고 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2연, 풀은 처음 비바람을 무서워하지만 꿋꿋하게 비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풀은 용사의 모습으로 비바람을 만난다. 

3연 바람보다 늦게 웃는다. 비록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 마지

막 시구가 비장미를 표현하고 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까지 눕는다. 비바람을 용감하게 만나는 풀은 결국

죽었다. 하지만 풀뿌리가 누워도 새 희망도 있다. 

시의 3연은 연속적인 방식으로 풀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사람이 어려움을 처음 겪은 후의 두려움, 연약함

에서 다시 시련을 겪은 후의 실험적인 용기,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기까지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록 풀은 희생하였지만 강한 성격을 잃지 않는다. (풀-Q211)

시 마지막 풀뿌리가 눕게 되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불교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죽음은 곧 탄생이

고 생사윤회가 계속되며 진정한 죽음이 없는 새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움: 

…[중략]… 3. 어떤 비평 텍스트의 관점은 저에게 혼란감을 주었다. 너무 멀리 연상하는 거 아닌가? (풀-

비평-Q211).

Q211학습자는 1차적으로 시 <풀>을 연 순서에 따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대체적

으로 1연은 풀이 바람에 울고 눕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2연은 풀이 이미 바

람과 한번 대결했으니 경험을 받아 비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 것을 표현함으로써 풀의

용기를 노래한다. 3연은 풀이 모든 시련을 겪고 진정한 용기를 얻고 강한 성격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Q211학습자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구 순서에 따른 의미 분석 방

법을 취하였다. 

해당 학습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풀뿌리가 눕는다’는 시구를 불교 윤회사상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풀뿌리가 눕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이는 아래의 비평 관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눕다/일어난다, 울다/웃다의 세속적 대립이 해소된 불교적 세계관을 노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내

가 생각하기로는 이상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다. (풀-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

기)

하지만 Q2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도움에서 어떤 비평 관점이 자신에게 혼란을 줬

다고 하였다. 시 텍스트 의미와 해석은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이는

Q211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분석을 너무 주관적이고 과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더 명확하기 검토하기 위하여 Q211학습자가 감상문을 쓴 후 1:1 면담을 실시

하였다. 아래는 면담 자료이다. 

교사: 너 마지막으로 어떤 비평 관점에 혼란감을 느꼈다고 썼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니?  

Q211：나는 풀뿌리가 눕는 것이 아마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새 희망이 생긴 것이라고 봐요. 비록 불교 사

상 중 윤회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 좀 멀지 않아요. 나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해요.

교사：하하, 그래.  

Q211：아마 비평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시인은 그 때 이런 사상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국에 불교 신자가 많거든요. (면담-풀-Q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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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먼저 Q211학습자에게 면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감상문에서 나온 내

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이는 학습자의 면담 부담을 줄일 것이다. 이어서 연구자는 Q211학습자의 감상문에 대

하여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감상문의 도움 부분에서 비평 텍스트가 자신에게 혼란

을 주었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Q211학습자는

시란 개인적인 기대지평에서 각자 다르게 읽는 것인데 비평 관점들 중 어떤 관점은 자

신의 이해 범위를 초과했다고 하였다. Q211학습자는 계속적으로 비평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문학 능력이 부족하고 중국과 한국 문화 차이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Q211학습자는 비평 관점과 자신의 이해가 다름을 인식하고

그 이유까지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한·중 문화 차이, 독자 간의 문학 능력 차이를 도출

하였다. 또한 Q211학습자는 자신의 한국 현대시 읽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

국 중·고등학교 어문수업에서 중국시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한국시를 읽을 때 저절로

선경험에 따라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시의 읽기 방법에 따라 한국시를 해석하는

데 문화 배경 차이가 있어 해석 결과가 다르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모국어 문학 읽기 방식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문학 교육은 신비평, 사회문화비평의 영향을 받아 문학 텍스트를 해석할 때 보

통 내재적으로 해석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해석한다. Q211학습자는 모국어 문학 읽

기 방식의 간섭으로 인해, ‘풀뿌리까지 눕는다’에 대한 비평 텍스트의 불교사상적 해석

에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럴듯하더라도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풀뿌리까지 눕는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자양하고 새로운 희망

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Q211학습자는 시 의미에 독자가 부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반응을 유지하였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시 의미의 다양성 및 독자 의미 부여의 주체성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K103학습자는 두 가지 이유로 비평 관점을 거부하였다. 하나는 선경험과 비평

텍스트의 관점 차이로 인해, 다른 하나는 문화 차이로 인해 비평 텍스트 관점을 거부하

였다. 아래는 K103학습자가 <와사등>을 읽고 쓴 1차 감상문과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슬프다. 와사등은 광명을 가져왔지만 사람에게 태양처럼 따뜻함과 희망을 주지 못한

다. 왜냐하면 와사등은 빛을 줄 수 있지만 아주 좁은 공간에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모르는 단어가 아주 많다. 예를 들면, 호올, 나래, 스미고…… 등등 들이다. 

1연: 슬픈 신호 / 2연: 나래를 접고, 창백한 묘석,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 사념 벙어리 / 3연: 까닭도

없이 눈물겹다 / 이런 단어들이 사람에게 주는 느낌은 모두 슬픔이다. 이 단어들은 시인의 마음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시구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와사등-K103)

신비평 텍스트에서 시구를 하나하나 해석하기 때문에 시구의 뜻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크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한 시인이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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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떤 사회문화비평 텍스트는 대체적으로 와사등의 주제를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920, 30년대에 비록 현대 문명이 시작하였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문명을 비판하는 것보다 일제 강점 때문에 생긴 비애, 무력감이 더 맞을 것 같다. 문명을 비판하는 것이 아

니라 문명이 시작하여도 당시 일제 침략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슬픔, 비애,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비평 텍스트는 시를 읽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감을 준다. 시에 대한 이해

는 각자 다르기 마련이고 단순히 시어, 시구를 통하여 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②어떤 사회문화

비평에서 시 주제를 소시민의 고독과 소외감으로 파악하였는데 저는 이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민중들이 다 함께 반항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그 시대가 서로 소외감과 고독감

을 느끼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애나 슬픔 및 무기력은 당시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슬픔, 

무기력이다. (와사등-비평-K103)

K103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보면 먼저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슬프다고 서술하고 있

다. 그는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와사등>이라는 이미지가 광명을 가

져올 수는 있지만 힘이 작아서, 태양처럼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는 ‘슬픈 신호’, ‘창백한 묘석’, ‘눈물겹다’ 등의 시어들이 모두 슬픈 감정을 주

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모르는 시어가 많아서 시구 뜻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는 시구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시 제목, 시에서 나온 몇 개 단어 등을 통해서 시 전체적인 감정을 파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103학습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우선 1차 감상문에서 시구의 단어들을 모르겠다고

서술한 것과 달리, 신비평적 텍스트에서는 시구 하나하나를 해석해주기 때문에 시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어, 시에서 표현하는 슬픔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시인의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

다. 

감상문의 ①번 내용을 보면 K103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도시문명에 대한 비

판과 종말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103학습자는 시의 창작시기인 30년

대말의 뚜렷한 특징은 일제 강점기이고 60년대부터는 한국 현대 문명이 활발히 이루어

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K103학습자는 한국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행지식과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정보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한다. K103학습자는 시 창작 배경 일제 강

점기 시기를 생각하면 시 주제가 암울한 시대에 대한 절망, 비애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0년대는 한국 현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아니고 설

사 현대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문명이 한국 사회 현황을 바꾸지 못해서 시인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K103학습자는 지신의 선행지식을 견지하며 비평 텍

스트의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감상문의 ②번 내용을 통하여 K103학습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소시민의 고독

및 소외감에서 접근하는 관점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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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온 소시민의 고독과 소외감 등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역시 시대 배경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다. 당시는 일제 침략을 당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

로 민중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저항해야 하는 시기이지 서로 소외감, 고독감을 느끼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별한 사회배경에서 시인은 개인적 고독, 소

외감보다는 침략 당한 사회에 대한 무기력 등 애국 정서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보다 국가와 집단을 더 중요시하는 중국 문화 및 사고 방식 차이 때문에 소시민의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관점을 거부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 문화 차이 및 사고 방식, 텍스

트 관련 배경 지식 및 선경험, 독자 주체성 인식 등 다양한 변인으로 비평 관점을 거부

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족한 장르 지식을 보완하여 시 의미의

다양성, 시 해석의 다원주의 등을 인식하고 시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호

주관적으로 비평 텍스트와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비평 텍스트의 수용과 동화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에 동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동화(As

similation)’란 환경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유기체의 기존 구

조를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6 ) 다시

말하면 동화는 환경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인의 인지 구조 속에 들어와서 조직화되

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화는 감각, 영양 또는 경험을 통틀어 수용하는 과정이다. 그것

은 사물, 사람, 사고, 관습 및 취향을 자신의 활동에 결합하는 과정이다.7) 즉, 동화는 감

각, 영양 등 생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험, 사고, 관습 등 인지적인 요소들의 수용을

포함한다. 동화는 이미 갖고 있는 도식을 이용해 그 도식에 맞게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

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즉, 새로운 사물, 경험 또는 개념을 기존의 도식들로 받아들이

는 통합의 과정이다.8) 이처럼 주체는 새로운 경험이나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도

식들을 넓힌다. 이상 동화의 개념들을 보면 동화는 주로 주체가 외적 요소들을 자신 인

지구조에 끌어들여 수용함으로써 기존 인지구조를 넓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주체와 객체는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동화는 주체가 객체를 개조하

                                        

6）손영수, 「Montessori와 Piaget의 인지개념에 관한 비교 고찰」, 『논문집』Vol.18, 진주여자

전문대학, 1995, p.8.

7）M. A. S. Pulaski, Understanding Piaget, 이기숙, 주영희 역, 『어린이를 위한 피아제 이해』,

창지사, 1982, p.21. 

8）성현란 외, 『인지발달』, 학지사, 200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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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다.9) 동화는 주체가 객체를 반영하고 객체의 정보를 주체의 인지 구조에 흡수

하는 것이다. 주체는 동화에서 인식을 시작하거나 넓힌다.10) 이에 따르면 동화는 주로

주체가 객체에 작용하여 객체를 수용하는 것이다. 동화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다. 하나는 인지를 새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인지를 넓힌다. 따라서 학습자의 비평 텍

스트에 대한 동화는 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받아들여 자신의 기존 인지 구조에 흡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기존 인지 구조를 바꾸지 않고 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에 대한 동화는 주로 축어적 지식이나

사실적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대한 동화를 통하여 전에 몰

랐던 것을 알게 되거나 경시했던 부분에 주목하게 되어 시 텍스트를 읽게 된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동화되는 방식은 주로 비평 텍스트에서 시 내용에 대

한 해석과 시 형식에 대한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학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시에서 나온 수사법 등 형식적인 요소에 주목하여 시 내용뿐만 아니라

시의 미각을 더 심화하여 체험하게 된다. 로젠블렛에 따르면 독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심미적인 독서와 비심미적인 독서이다. 비심미적인 독서는 주로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것이며 심미적인 독서는 주로 문학 읽기 등을 위한 것이다.11) 학습자가 일차적

으로 주로 시 축어적인 의미를 해독하기 위한 비심미적인 독서를 한다면 2차적으로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의 심미적인 독서를 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비

평 텍스트에 대한 동화를 주로 시 내용을 해석하는 것과 시 형식을 해석하는 것으로 나

누어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의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동화 양상은 다시 축어적 해

석에 대한 동화와 비평 관점의 동화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형식에 대한 동화 양상은

시적 구조와 시적 표현의 동화로 나타난다. 동화 단계에서 비평 텍스트의 일방적 기능

이 대화적 기능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1) 비평 텍스트의 내용 수용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시에서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을 비평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즉,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축어적인 해석과 비

평 관점에 동화한 양상을 살펴 본다.

                                        

9）雷永生 等，『皮亞傑發生認識論述評』，人民出版社，1987，p.55.

10）石向實，『認識論與心理學』，東方出版社，2006，p.77.

11) 김진희, 「독자 중심적 비평의 방법과 고전시가의 해석」, 『우리어문연구』Vol.54, 우리어

문학회, 2016,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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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Q218학습자가 비평 텍스트 해석에 동화하여 <청포도>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

해하게 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청포도>를 읽은 후 작성한 1차, 2차 감상문 및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1.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는 계절이다. 시인은 고향 및 고향의 사물을 배경로 한다. 시간은 7월이고

청포도가 익는 계절이다.

2. 고향의 청포도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모양이다.

3. 기쁨에서 옛날 친구를 그리워한다.

4. 다시 친구를 만나 대접을 해 준다.

5. 이해 못했음.

6. 이해 못했음. (청포도-Q218)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1. 1, 2연은 당시 배경, 계절을 드러내고 포도를 묘사하였다.

2. 3, 4연은 손님이 찾아오는 방식을 묘사하였다. 배로 온다. 그리고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찾아와 아주

피곤하다.

3. 5, 6연은 손님이 포도를 준비하는 자세한 상황과, 식탁에 있는 은쟁반이나 수건을 묘사하였다.

시는 전체적으로 시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독자의 감상문을 읽고 시대 배경을 결합하여 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청포도-비평-Q218)

이 시는 전체를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1-2연으로 고향집과 그것을 둘러싼 마을의 풍

경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3-4연으로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귀한 손님이 찾아올 뱃길이 나타

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6연으로 그 손님과 만나 청포도를 함께 먹을 만반의 준비를 독촉하고 있다. 

(청포도-김학동, 간절한 염원과 ‘기다림’의 시학)

Q218학습자는 1차적으로 <청포도>를 연 순서에 따라 시를 읽었다. 먼저 1연은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은 시절이며 시인이 고향과 고향에 있는 경물을 배경으로 시를

썼다고 보았다. 2연은 고향의 청포도를 과장법으로 하여 풍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 3연은 이러한 기쁨 속에서 옛날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4연은 옛날 친구를 다시 보고 초대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연과 6연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상의 감상문을 보면 Q218학습

자는 시를 그저 연 순서에 따라 시구를 산문체로 풀어 쓰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5,

6연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즉, 1차적으로 시 텍스트를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였

으나, 언어 숙달도가 낮아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쓴 그의 2차 감상문을 살펴보면, 시를 각 연에 따라 해

석하지 않고, 각 연 간의 관계를 살펴서 시 전체를 3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시행 분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산문의 형식을 취했을

때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행 나눔의 의미, 분절 그 자체의 의미이고, 다른 하

나는 분절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행 간의 관계로부터 실현되는 의미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느끼게 되는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지나 단절로 인해 생기는 의미로 ‘나눔의 의미’라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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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일직선적인 논리적 연관 관계 속에 놓이거나 별개의 문장이었을 두 개의 행이 분

절로 인해 새로운 연관 관계, 즉, 병렬적 관계나 등가적 관계를 새로이 형성함으로써 발

생하는 의미로 ‘연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12） Q218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타난

시행의 새로운 분절 내용을 수용하여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Q218학습자는 1, 2연을 묶어서 당시의 배경, 계절, 포도에 대하여 묘사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3, 4연을 역시 묶어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3, 4연은 손님이 찾아오는 방

식, 즉 배를 타고 오고 손님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것을 표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6연은 손님과 같이 포도를 준비하는 상황, 식탁에 은쟁반

및 수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를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시를 다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시 전체가 시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Q218학습자는 주로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시의 축어적인 해석 내용을 수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Q218학습자는 시를 자유롭게 감상하려면 우

선 시의 표면적인 글자 의미를 해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축어적 읽

기를 전제로 해야 깊은 은유의 뜻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Q218학습자는 스스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1차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비평 텍스트를 통해서 비로소 축어적인 뜻을 알게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현대시 읽기는 축어적 읽기부터 시작하여, 해석적 읽기를 거쳐 구성적 읽기에 도달한

다. 축어적 읽기는 시 읽기의 시작이자 해석적 읽기, 구성적 읽기의 바탕이다. 축어적

읽기를 제대로 해야 해석적 읽기, 구성적 읽기를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주로 언

어 숙달도가 낮아 축어적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축어적 읽기 단계에 있는 학

습자는 시를 자세히 설명하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된

다. 

아래의 K8051학습자도 <성북동 비둘기> 2연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비평 텍스트에 나

온 해석에 동화되어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K8051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과 영향을 받은 비평 텍스트이다.

시인은 비둘기를 보고 떠올린 아름다운 상상과 더불어 비둘기의 비참한 처지 또한 표현하였다.

1.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는 비둘

기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2.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다.

3. 비둘기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성북동 비둘기-K8051)

                                        

12）김정우, 「‘국어’ 교과서의 영역 통합 양상 분석: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독서연구』Vol.22, 

한국독서학회, 2009,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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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텍스트를 읽고 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제1연에서는 비둘기라는 상징이 가지는 아름다운 의미를 잘 표현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둘기는 제2

연에서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과 같이 조금 불쌍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제3연에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는 비둘기의 비참

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도움: 비평 텍스트 해석을 통하여 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성북동 비둘기-비평-K8051)

첫째 연에서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는 과정과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번지가

새로 생기는 과정은 산의 본연의 모습을 파괴하며 진행된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들어서야 하는 새 번지는

비둘기의 가슴마저 금이 가게 하고 말았다.

그런데 둘째 연으로 오면 비둘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문명화는 엄청난 속도로 자연을 파헤쳐내고, 

자연은 ‘골짜기’마저 ‘메마르’고 말았다.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갈 자연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의 사상’마저도 잃게 되었다. (성북동 비둘기-장은영, 김광섭 시 연구)

K8051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2연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고 시 의미를 인상에 따라 기술하였다. 비둘기의 아름다운 이미지,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였다고 기술하였다. K8051학습자는 위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비평 텍스트에서는 시 의미를 연 순서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1연에서는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2연에서는 비둘기의 상황이 더

욱 악화되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평화의 사상’마저도 잃게 되었다고 하였다. K8051학습

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이러한 비평 텍스트 해석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8051학습자는 연 순서에 따라 시를 해석하고 있는데 1연에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는 비둘기가 2연에 들어와서 불쌍한 이미지로 전환되고 3연에 와서 모든 것을 잃

은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였다고 기술하였다. K8051학습자는 위 비평 텍스트 해석을 통

하여 이해하지 못했던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Q206학습자도 1차 <성북동 비둘기>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비평 텍스트 관점

에 동화되어 시를 이해하게 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시는 3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의 관계를 잘 모르겠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2.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다. 따라서 글자를 해독하기에 너무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3. 한·중 문화에 차이가 있다. 사물의 상징 의미가 달라서 다양성을 일으키기 쉽다. (성북동 비둘기

-Q206)

   

이 시에서 시인은 인류가 자연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시에서 나

온 비둘기는 비둘기이면서도 시인의 슬픔과 불만을 상징하기도 한다. 시인이 비둘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결말에 과거 사람들을 표현함으로써 시인은 인류에 대한 기대

를 표현하고 있다.  

시각이 넓어졌다. 남들이 같은 시 텍스트를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는지 알게 되었다. 시의 매력

은 바로 시를 둘러싼 각종 사고의 발산이다. 모든 사람은 읽고 싶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비

평 텍스트가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다.  

나는 속세 사람이든 귀족이든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시와 다른

글과의 다른 점이 바로 독특한 운율미에 있다. 운율을 알아야 시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에 나온 은유 등을 읽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시인의 진정한 감정을 체

험하지 못한다. (성북동 비둘기-비평-Q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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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6학습자는 시를 1차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에 생소한 단어가 많아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

지 못하였고, 연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한·중 문화 차이 때문에 이미지의 상징

적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206학습자는 2차 감상문에서 <성

북동 비둘기>의 시인은 인류가 자연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인은 비둘기를 통하여 자신이 자연 파괴에 대한 불만 및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Q206학습자는 아래의 비평 텍스트의 관점을 수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먼저 비둘기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진다. 첫 연에는 인간들의 침입으로 인해

그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의 안쓰러운 모습이 제시된다. 둘째 연에는 이러한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가 더

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셋째 연에는 비둘기와 인간의 모습이 하나로 오버랩되면서 현대문명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열하게 표출된

다. 즉, 본래 비둘기는 자연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던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현대의 비둘기는 자연도 잃고 인간과도 멀어진 분열의 자아의 표상으로 제시된다. 비

둘기는 이미 자연도 빼앗기고 인간마저도 상실하여,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새, 기계

새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 시는 물질문명과 상업주의의 급속한 대두 속에서 광물인간, 기계인간으로 전

락해 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풍자한 문명 비판시에 해당한다. (성북동 비둘기-김재홍, 한국 현대 시인 연구)

위 비평 텍스트에서는 <성북동 비둘기>를 자연 파괴와 문명 비판을 주축으로 해석하

고 있다. 즉, 이 시에서는 인간이 문명 발전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Q206학습자는 위 비평 텍스트의 자연 파괴, 문명 비판 관점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습자는 시를 자유롭게 감상하려면 우선 시 표면적인 글자 의미를 해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축어적 읽기를 해야 깊은 은유적 의미 이해로도 나아

갈 수 있다. Q206학습자는 스스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1차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많

아서 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비평 텍스트를 수용함으로써 시를 이해

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S411학습자는 <풀>의 마지막 시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S411학습자가 <풀>과 관련된 비평 텍

스트를 읽은 후 쓴 1차 및 2차 감상문, 그리고 학습자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주제: (민중, 인민, 피억압 대상) 완강한 생명력, 불굴의 정신

시의 어려움: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는 무슨 뜻일까? 바람보다 빨리 누울까? 마지막 시구 ‘풀뿌리가

눕는다’에 다른 해석이 있을까? (풀-S411)

박자가 좋다, 운율감이 강하다. 내용에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구를 적지 않아

별로 감이 없다. 생명을 찬미하는 시다……읽기에 편하고 뒤로 갈수록 호소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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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마지막 시구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풀뿌리가 눕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대지에 더 깊숙이 박힌

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된다. 비평텍스트는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시의 창작 배경을 알게 되었다. (풀-사회문화비평-S411)

그보다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풀과 풀을 움직이는 바람 양자 사이의 관계에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일단 시선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풀의 움직임이 움직임의 동력이 되는 바람보다 행

위가 앞선다는 모순율에 부딪히게 된다. 그 모순은 이 시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그리하여 모순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눕는 행위와 일어서는 행위까지도 한 가지로 보이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

리고 다른 한 쌍의 동사인 ‘울다’와 웃는다’도 한가지로 보이게 된다. 아니 모순이 모순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반복의 연속 속에서 어느 샌가 ‘운다’가 ‘웃는다’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된다. (풀-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S411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는 구절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며, ‘풀뿌리가 눕는다’는 마지막 시구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구에 다른

해석이 있을지 궁금해 한다. 반면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쓴 그의 2차 감상문을

보면, 1차 독해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시구의 내용을 학습자가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위의 비평 텍스트에서는 모순을 모순으로 보지 않고, 대립을 대립으로 보지 않고 동

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눕는 행위와 일어서는 행위는 두 가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동일 상태로 보이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이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마지

막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S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변증법적으로 시구를 이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는 풀과

바람의 관계, 풀의 행위인 ‘눕다,’ ‘일어서다,’ ‘울다,’ ‘웃다’ 등 대립적인 행위를 변증법

적으로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의 해석을 수용하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점을 해결한 것

이다. 

리쾨르에 의하면, 해석과정 속의 거리 두기와 전유의 결과물들은 독자와 텍스트를 둘

러싸는 선험적 연합에 의존한다. 이는 수용미학의 선경험과 구성주의의 스키마와 일맥

상통한다. 즉, 독자에게 있어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전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텍스

트 속의 이질적이고 낯선 요소들이 독자의 이전 경험이나 실재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3 ) S411학습자는 1차적으로 자신의 선경험에

입각하여 시를 이해함에 있어 자신의 상식에 어긋나는 시구 논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

였지만, 2차적으로 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풀>에 대한 감상문이다. S401학습자는 바람과 풀의 선후 관계가 모순적이라

                                        

13）윤원준, 「폴 리쾨르의 해석학적 전유와 윤리의 가능성」, 『조직신학연구』Vol.12, 한국복음

주의조직신학회, 2009,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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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아래는 S401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이다. 

주제: 바람과 풀, 울다와 웃다, 눕다, 일어나다 등 대비를 통하여 당시 사회 현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

여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한다.

어려움: 2연에서는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였는데, 3연에서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 서로 모순적이

라고 생각한다. (풀-S401)

이 시는 대비, 상징 등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풀은 사회의 가난한 민중을 상징하고, 풀은 외세 침략, 지

배계급을 상징한다. 바람이 풀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더라도 풀은 누우면 안 된다. 이 과정을 즐기고 강해져

야 한다. 심리적으로 져서는 안 된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이 시는 동사를 대비시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하

다. 그리고 풀밭에 서 있는 사람의 체험을 통해 시의 취지를 제시한다. (풀-신비평-S401)

S401학습자는 1차적으로 ‘바람’과 ‘풀’, ‘울다’와 ‘웃다’, ‘눕다’와 ‘일어나다’ 등의 대비

를 통하여 시의 주제가 당시 사회 현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사람을 깨우치고 싶다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시의 표면적인 언어나 구조를 통하여 풀과 바람의 관계

를 대립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사회 현실에 있는 ‘민중이나 약한 세력’과 ‘집권자, 악한

세력’으로 읽게 되었다. 이러한 대비적인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당시 민중을 깨우치고 싶

다는 시인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S401학습자는 시의 표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현실과 연결하여 깊은 뜻을 추

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나온 바람과 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연에

서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반대로 3연에서는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표현

하고 있어 서로 모순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S40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해석을 수용

하여 풀과 바람의 관계를 즐기는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풀은 실제로 눕고 울지만

심리적으로 지지 않고, 눕고 일어나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아래

의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경우 풀과 바람의 역동적 대립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구조적 읽기가 요구된다. 

  풀의 구조적 의미는 통시적 순서를 따를 때 수동적 존재(1연), 능동적 존재(2연), 수동/능동의 대립을 초

월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쉽게 말해 명제, 반명제, 종합명제라는 변증법적 구조를 보여

준다. (풀-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기)

비평 텍스트에서는 풀과 바람의 대립을 역동적 대립으로 보고 있다. 비평 텍스트는 1

연에서 풀은 수동적 존재이며 풀의 수동성을 드러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2연에서는 풀

이 상징하는 수동성이 능동성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풀/바람’은 ‘능동/수동’의

대립적 관계를 암시하며 주체적 능동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S401학습자

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해석을 수용하여 풀과 바람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

었다. 풀은 원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수동적 존재이고 바람 때문에 눕고 일어나지만, 

시에서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일어난다고 표현된 것은 풀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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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풀은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민중을 상

징하는 풀이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람과의 투쟁에서 주체적인 능동성을 가진다고 이

해하게 되었다. S40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되었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상인 풀을 통해 내면적인 사랑의 의미를

보편적인 차원으로 열어놓고 있다. ‘풀’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대립적인 사물을 통하여

바람에 의해 눕는 풀의 수동성과 바람에 앞서는 풀의 능동성, 그리고 바람을 넘어서는

풀의 넉넉한 생명력을 노래한다. 즉, 민중의 끈질긴 저항과 생명력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의 폭력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는 인류역사의 총체성을 보여준 것이다. 후

기 김수영의 시는 객관세계의 내면화를 통해 화해와 공존의 세계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치열한 존재 부정의 종착역, 즉 변증법적 지양으로써의 새로운 존재의 탄

생으로 수렴된다.14) S401학습자는 이런 비평 텍스트에서 나타난 변증법적인 사상을 수

용하여 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이해에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

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는 자신의 오독이나 어려움을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수정

하지 않은 양상도 보였다. 아래는 Q214학습자의 <청포도>에 대한 1차 및 2차 감상문

이다.

<청포도> 시는 시인의 감정이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시 의미를 번역할 수밖에 없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 이 마을의 전설은 열렸다. 먼 데 하늘이 꿈을 꾼다.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숨쉬고 있다. 하얀 돛단배가 곱게 밀려온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피곤해서 청포를 입고 찾아온

다. 나는 그를 맞이한다. 청포도를 먹는 시절이다. 두 손이 다 젖어도 좋다. 애기야, 우리 식탁 은쟁반에 하

얀 모시 수건을 넣어라. 

  아마 내 번역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색깔이 다양하고 감정이 슬프다. 시인의 배경, 표현하고자 하는 중

심 주제, 감정 이유 등을 모른다. 아이야,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애기야’는 누구를 지칭할까? 

  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시인 배경 모름, 문학 능력 부족, 한국 문학 책을 별로 접하지 않았음. (청포도

-Q214)

시에서 청신, 명랑, 깨끗한 화면을 표현하고 있다. 청색의 포도, 푸른 바다, 하얀 돛단배, 청색의 청포, 은

색의 그릇, 하얀 모시 수건, 화면이 아름답고 향토 분위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각

연에 2마디가 있다. 자연과 융합하는 의경. 청포와 청포도는 운율이 서로 호응한다.

배경: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썼다. 암울한 민족적 배경에서 7월의 고향, 7월은 깊은 뜻을 품고 있다. 고

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감정: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걱정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국우민이다. 

‘아이야’는 귀한 손님을 친절하게 부르는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친절하다.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청신한 경물을 통하여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경물을 통하

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비판이 숨어 있다. 청신한 경물을 통하여 자신의 비판을 표현

한다. 비평 텍스트를 많이 제시하면 자신의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평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고 자신의 관점과 융합해야 한다. (청포도-비평-Q214)

                                        

14）이승후, 「김수영 시연구-시 텍스트의 대화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Vol.4, 한

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9,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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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4학습자의 1차 감상문에서 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애기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

금해하고 있다. ‘아이야’라는 시조에서 흔히 쓰이는 후렴을 ‘아이’를 부르는 것으로 오독

하고 있다. 학습자는 2차 감상문에서 ‘아이야’는 귀한 손님을 친절하게 부르는 것이고

손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Q214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오독을 발견하고 수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두 학습자는 <와사등>을 읽은 후 ‘군중(群衆)’에 대한 오독을 수정하지 못하였다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와사등>은 향수, 외로움을 묘사하는 시다. 시인은 혼자 군대(軍隊)에서 살고 군대 생활이 심심하고 어렵

다. 어두운 등불 밑에 그림자가 길게 부친다. 이런 분위기에서 더 불안해진다. 등불 하나 홀로 집에 걸려

있다. 이런 묘사들은 시인의 외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저는 이를 통하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외로움을

연상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외로울 때, 방황할 때, 힘들 때가 있다. 이런 낯섦 및 어려움에서도 자신을 잘

조절해야 한다. 동시에 그 등불은 희망이기도 한다. 성공하는 길은 꼭 있는 법이다. 노력하면 눈앞의 당분

간의 어두움을 견뎌내면 광명이 꼭 올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등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와사등-사회문화비평-Q405)

이 시는 시인이 군대(軍隊)생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외롭고 쓸쓸한 와사등 밑에서 사람의 슬픈 감정

이 저절로 나온다. 낯선 거리, 공허한 군대 생활, 시인은 저절로 향수감이 생긴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좌절 및 어쩔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등불이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이런 견고한 신념을 유지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와사등-사회문화비평-Q404)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나름대로 이해하여 교훈적 인식까지 하게 되었다. 

비록 시에는 비애감이 가득 차 있지만 학습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시를 통하

여 그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방황할 때가 있어서 이러한 낯섦 및 외로움에도 자신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등불은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성공하는

길은 꼭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눈앞에 당분간의 어두움을 잘 견뎌내

면 광명이 꼭 찾아올 것이라고 학습자는 말한다. 즉, 그는 마음 속에 등불이 하나 있으

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Q404학습자도 감상문에서 시를 읽은 후 교훈적인 인식을 주로 쓰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군대 생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는 와

사등 밑에서는 사람의 슬픈 감정이 저절로 나오고, 낯선 거리와 공허한 군대 생활로 인

해 시인은 저절로 향수가 생긴다고 하였다. Q404학습자는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

은 항상 순조롭지 않고 좌절과 불가피함이 가득하지만 등불이 항상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을 비춰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이런 견고한

신념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명의 학습자는 시 분위기를 쓸쓸함, 낯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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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파악하였지만, 두 학습자는 시어 ‘군중’을 ‘軍中’로 오독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이러한 오독을 인지하지도 수정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 읽기의 어려움, 문제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비평 텍스트를 탐구적으로 읽도록 유

도해야 한다.

2) 비평 텍스트의 감상 내용의 수용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에서 시적 구조와 시적 표현 등 형식에 대한 감상

내용에 동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신비평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의 의미는 주로 텍스트 속에 존재한다. 신비평은 개별

작품의 텍스트 내적 미학에만 주목함으로써 작가와 독자를 도외시하고 ‘폐쇄적 읽기’를

조장한다.15) 신비평은 객관성을 추구하며 텍스트의 표면적인 형식에 주목하여 기술·해

석한다. 즉, 신비평은 주로 텍스트 내적 구조와 시적 표현에 주목하여 해석한다. 학습자

는 신비평적 텍스트를 읽어 시 구조나 시적 표현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여 심미적인 독

서를 하게 된다. 

이미지, 비유, 상징, 대비 등 수사법은 흔히 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사적 장치에 대

한 이해는 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법이란 느낌이나 정서를 표

현하기 위한 장식적인 것이나 기교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우리의 사유방식을 언어로 조직화하는 표현 방식의 일종이다.16）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시를 읽을 때 시적 구조 및 표현을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심미적인 독서

를 하게 된다.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의 언어적인 의미를 해독한다. 하지만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이

나 한국 문학을 학습한 경험이 부족하여, 1차적으로 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소에 주목하지 못한다. 다음 Q212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청포도>의 시적

구조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그가 <청포도>에 대하여 작성한

1차 및 2차 감상문이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

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도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Q212)

                                        

15)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p.70.

16) 최미숙, 「현대시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 『國語敎育學硏究』Vol.22, 국어교육학회, 2005,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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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모두 6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선명하고 표현이 아름다운 시이다. 시인의 고

향은 포도가 익은 시절이다. 청색의 포도, 푸른 바다, 은색의 은쟁반, 하얀 수건은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었다. 선명한 색채 대비는 시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시인은 젖은 양손으로 먼 데서 오는 손님을 대접

한다. 이 손님은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시인은 익은 청포도로 그를 맞이한다. 이를 통하여 시인은 손님과

청포도의 성숙을 기다리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시대 배경과 결합하면 시인이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움: 시의 내용 이해나 그 시대적 배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청포도-비평-Q212)

Q212 학습자는 1차적으로 시의 각 연 순서에 따라 시구를 산문체로 풀어 썼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부터 마지막 ‘식탁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

련해 두는’ 것까지 진술하였다. Q212학습자는 2차 감상문에서 1차 감상문 서술 당시 주

목하지 못했던 시의 구조적 특징을 진술하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시가 6연으로 구성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선명하고 표현이 아름다운 시라고 진술하고 있다. 시 구조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비평 텍스트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구조의 완결성 혹은 구조의 견고함을 추구하는 육사의 자세는 널리 알려져 <청포도>에서도 확인된다. 

이 시는 각 연이 두 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어서 형식부터가 구조적인 안정감을 자아낸다. 시행의 구성방

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상의 전개 과정도 순차적인 과정을 밟고 있고 마지막 6연에서는 시상의 종결이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시조 종장 첫 구에 흔히 쓰이던 ‘아이야’라는 관습적 시어까지 동원하고 있

다. (청포도-이숭원, 이육사 시의 높이와 깊이)

비평 텍스트는 시 구조에 입각하여 시의 구성과 그 특징을 해석하고 있다. 시의 구조

적 특징은 완결성 및 견고함이다. 모두 6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는 각 연이 두 개

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형식부터가 구조적인 안정감을 자아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Q212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여 시의 형식적인 미감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Q215학습자는 <청포도>에 관한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의 새로운 미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Q215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고자 한

다.  

<청포도>를 읽은 후 사실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글을 살펴보자. 내 고향 7춸은 청포도가

익은 계절이다. …[중략]…

저는 이 시를 통하여 작자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손님은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신을 상징하는지 저는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이 손님은 온갖 고난이나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청포도-Q215)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저는 <청포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비평가들은 이 시에 대하여 각자 다

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저는 비평가들의 비평을 읽은 후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이 생겼다. 시는 모두 6연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에는 2 시구가 있다. 구조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색채 대비는 이 시에 깨끗함

과 명랑함을 주었다. 손님은 외적에 저항하는 투사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

는 희망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 연에서 묘사한 장면은 바로 희망이 도래한 후 준비와 축제이다.   

(청포도-비평-Q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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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5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시의 주제를 ‘향수’로

파악하였다. 고향의 7월은 포도가 익는 계절이고 포도를 따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였

다. 자기 고향에 있는 포도, 돛단배 등의 이미지를 묘사함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

음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는 1차적으로 주로 시 텍스트의 내용 및 주제에

주목하였다. 2차 감상문을 보면 그는 시의 형식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 분위기는 깨끗하며 청신하다고 하였다. 시인은 7월 익은 청포도, 푸른 바다, 

하얀 돛단배 등 이미지들을 통하여 안정되고 고요한 생활 장면을 묘사하고 시에서 나온

이미지들의 색채는 서로 호응하고 있어 독자에게 미감을 준다고 하였다. Q215학습자는

아래의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에서 나온 색채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더 주목할 것은 선명하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이다. 전설-하늘-푸른 바다-청포도-청포로 이어

지는 푸른 빛깔과 흰 돛단배-은쟁반-하얀 모시 수건의 하얀 빛깔의 대비가 시를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만

든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의 표현도 그야말로 곱다. (청포도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위 비평 텍스트에서는 시에서 구사된 이미지들의 색채를 평가하고 있다. 즉, ‘푸른 바

다’, ‘청포도’, ‘하얀 돛단배’ 등으로 한 폭의 수채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Q215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제시한 이미지 색채 분석을 수용하여 시각적인 미를 느

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시적 경험에서 포착한 색채는 지각된 색채인 동시에 정감

적으로 받아들인 색채이다. 시 작품 속 색채는 현실을 표상하는 대신 표현한다. 시 작품

이 대상 자체를 그리는 대신 그것과 그것이 놓인 상황의 정감을 표현하듯, 색채는 구체

적인 대상이 부재하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환기시킨다.17） Q215학습자는 시에

서 표현한 색채의 대비와 관련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식을 수용하여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다. Q215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얻은 색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 시를 읽음으로써 시에 대한 새로운 미를 체험하게 되었다. 시에 관한 일반적인 지

식, 형식적 장치, 수사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시를 해석하는 과정은, 전경화(前景化, 

Foregrounding)된 시의 요소를 중심으로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시적 경험

이다. 시에 관한 지식을 독자가 스스로 판별하고 주체적으로 동원할 수만 있다면 작품

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8） Q215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나타

난 색체 관련 지식을 수용하여 다시 시를 읽었는데 시각적인 미를 체험하였음을 알 수

                                        

17) 정선아, 「색채와 정조-프랑스 현대시에서」, 『佛語佛文學硏究』Vol.96, 한국불어불문학회, 2013, 

pp.249-250. 

18)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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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Q215학습자는 1차적으로 시 내용이나 사상에만 주목하였지만 비평 텍스트를 읽

음으로써 시 형식적인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심미적인 독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J418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엄마 걱정>의 서사 시간에 주목하게 되어

시적 표현의 미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엄마 걱정>에 대한 1차, 2차

감상문 및 J418학습자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주제: 이 시는 시인의 유년 시절을 썼다. 시인은 집에서 천천히 숙제를 하면서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간

어머니를 기다린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 시인이 혼자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장

면을 묘사하였다. 

어려운 점: 몇 개 단어를 모른다. 사물의 상징의미를 모른다. (엄마 걱정-J418)

감상: 시인은 혼자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린다. 오래 기다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울었다. 무서움

과 외로움은 머리에 올라와 걱정하고 초조하다. 집에 어둡고 조용해서 밖의 소리가 들린다. 시인이 더 무서

워진다. 빈 방에 시인의 울음소리만 들린다. 시인이 커서도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 아직도 인상적이고 생생

하다. 이런 유년시절 이 생각나는 것은 유년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 시를 읽을 때 제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릴 때 제일 기대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다. 만약 제가 혼자 집

에 있으면 저 역시도 무서운 감정이 들고 울 것 같다.

도움: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모르는 부분을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물의 상징의미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는 나에게 상상력을 일으켰

다. 시를 읽는 방법을 조금 배웠다. (엄마 걱정-신비평-J418)

유년 시절을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1연과 달리 2연에선 화자가 서 있는 위치가 전면에 노출되어 있

다. 이제 성인이 된 화자는 아주 먼 옛날 유년의 기억을 더듬고 있다. 그는 1연의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리

며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추억 속의 풍경을 바라보며 화자는 자신이 아직도 그 빈방에서 홀로 어머니

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상당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시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엄마 걱정-남진우, 숲으로 된 푸른 성벽-기형도, 미완의 매혹)  

J418학습자는 시인이 집에서 천천히 숙제를 하면서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J418학습자는 시인이 자신의 유년 시절에 집에서 혼자 어머니를 기다리는 장면을 묘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J418학습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시의 서사 시간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위 비평 텍스트는 <엄마 걱정>을 시간 묘사에

주목하여 해석하고 있다. 1연에서 유년시절을 현재형으로 묘사하는 과거의 현재화 수법

을 해석하고 있다. J418학습자는 시에서 나온 서사가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현재 시점으로 서술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감각을 주었다고 하였다. <엄마 걱정>은 현재

시점의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인 화자는 어린 시절의 어둡고

외로운 방을 기억해낸다. 그 외로움은 아직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강렬한 것이다. 즉 화자의 시간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데서 멈춰서 현

재의 시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현재화, 즉 과거가 현재화되어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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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19）J418학습자는 제시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의 서사 시간을 인식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시간은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인간은 항상 어떤 시간, 공간에서 살

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인식하는 시각은 중요하다. 시에서 시제가 중요한 이유도 시제

는 주체의 존재성과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를 드러내므로 단순한 지시적 의미를 넘어 시

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시간을 주체인 자신의 시각

으로 분할하거나 규정하기 때문에 주체자의 인식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

로 시간을 인식하는 태도나 방법은 시인의 본질적인 성향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

다.20）

과거 체험을 재구성하는 것은 현재의 절망적 체험을 더욱 실감나도록 만드는 생산적

인 기능을 갖는다. <엄마 걱정>에서 지난 과거는 현재화되면서 현재적인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더 견고하게 지속되어 현재의 비극적인 실존적 상황을 보다 뚜렷하게 부조

한다. 과거는 영원히 현재를 생성한다. 화자는 과거와 현재를 동일시하면서 과거의 슬픈

기억을 현재까지 지속시킨다.21) 비평 텍스트에서는 <엄마 걱정>의 시간 묘사에 주목하

여 서술 시간의 특징 및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을 해석하고 있다. 비록 현재 시각에서 과

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과거 기억을 현재 발생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

다. 아직 시인의 마음은 과거와 똑같이 슬프고 외롭다. 학습자는 위 비평 텍스트를 읽음

으로써 시 텍스트의 시간 의식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시인의 시간

의식을 통하여 J418학습자가 <엄마 걱정>의 시적 표현이라는 내재적인 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418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1차 읽기 때

주목하지 못한 시적 표현에 주목하게 되어 심미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다음 Q404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여승>의 도치 수사법에 주목하게 되

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Q404학습자가 작성한 <여승>에 관한 감상문 및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이 시는 도치를 활용하였다. 1연에서 여승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였다. 2연부터 자신과 여승의 만남을 회

상하기 시작한다. 3, 4연에서 여승의 경험을 그렸다. 3, 4연은 1연의 원인이다. 이처럼 도치를 통하여 독자의

흥미를 잘 이끌다. 시의 구조가 신기하고 신선하다. (여승-신비평-Q404)

                                        

19）김홍진,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시간 양상과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Vol.48, 현대

문학이론학회, 2012, p.86.

20) 양은창, 「신동엽 시에 나타난 ‘과거’ 시간의 두 가지 성격」, 『한국문예창작 』Vol.8 No.1,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 p.10.

21) 김홍진, 앞의 글,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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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연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단락적인 장면들의 불연속적 연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야기의 시간

적 흐름으로 보면 2연→3연→4연→1연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연에서 여승과의 만남은 그러

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 재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그 여승은 옛날 화자에게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었으

며(2연), 지아비는 소식이 없고 딸아이는 죽어버렸으며(3연), 그래서 결국 출가하게 된(4연) 사연을 가지고

있다. (여승-강연호, 유랑의 현실과 정착의 꿈)

Q404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여승>의 시간의 도치를 주목하게 되었다. 백

석의 시 <여승>은 서사적인 시다. 서사에 있어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다. 서사이론에서

는 사건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성 혹은 시간 논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사건들은 특정한 시간 동안 발생하며, 특정한 순서로 일어난다.22) 이야기는 그 자

체로 시간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리쾨르는 시간과 서사성을 긴밀히 연관지음으로써, 

시간성이 이야기 안에서 언어화되는 실존의 구조며 이야기는 시간의 특질과 관계 맺는

언어의 구조임을 밝혔다.23) 사건이나 이야기에 시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건이나 이

야기가 유의미해지는 것은 바로 시간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시간을 알아야 한다.  

토도로프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사 시간이 직선적이지만 이야기가 발생하는 시간은 입

체적인 것으로, 이야기에서는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서술은 사건을 하

나씩 하나씩 차례로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들을 직선에 투사하게 된다.24)

주네트는 서술시간과 이야기 시간의 차이에 따라 다시 전시, 후시, 시대착오로 나눈

다.25) 서술자는 현재, 과거나 미래의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따라서

주네트는 서술 시간을 중요시하며 서술 시간에 따라 사후 서술, 사전 서술, 즉시 서술, 

삽입 서술로 나누었다.26) <여승>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도치이다. 

먼저 현재를 서술하고 과거로 거슬러 서술하였다. 

사건 시간과 서술 시간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들은 발생

순서에 따라 서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서술의 시간과 사건의 시간

은 분명 다르다. <여승> 또한 사건 발생 시간과 서술 시간이 서로 다르다. 즉, <여승>은

도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Q404학습자는 1차적으로 시를 읽을 때 도치 수사법에

                                        

22）강혁진, 동정근, 「서사이론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표현체계와 건축의 시공간개념과의

상관성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01, p.738.  

23）김애령, 「이야기로 구성된 인간의 시간- 리쾨르의 서사이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18, 

한국현상학회, 2001, p.282. 

24) T. Todorov, 朱毅 譯，「敘事作為話語」，張寅德 編，『敘事學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pp.294.

25）G. Genette，『敘事話語、新敘事話語』，王文融 譯，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pp.12-23.

26）G. Genette, 위의 책,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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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여승>의 사건들을 발생 시간에 따라

다시 기술하였다.    

독자가 문학작품에서 읽은 사건을 유기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

직 원리들이 있다. 시간 관계, 공간 관계, 인간 관계, 인과 관계, 상황과 행동의 집합이

그것이다.27)
그 중 시간 관계의 경우 서술의 시간과 사건의 시간은 다르므로, 문학작품

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발생 순서에 따라 서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컨대 백석의 <여승>은 모두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은 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데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기술하지 않는다. 1연은 우선 여승 현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연은 과거 여인이 옥수수를 파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3연은 여인의 가족 비극

을 묘사하고 있다. 4연은 여인이 속세를 벗어나 여승이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처럼 사건 발생 순서를 이해하면 <여승>이라는 시의 예술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Q404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의 도치 기법에 주목하고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는 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서, 그 예술성은 다른

어떤 면보다도 구조적 변형에 있다. <여승>은 기구한 여인 일생을 그렸는데 사건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고 먼저 현재 모습부터 말한다. 보통 소설의 구성 단계를 ‘발단-전개

위기-절정-결말’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이 시의 내부에 위치하는 서사적 구성

은 ‘발단’부가 생략된 채 ‘결말’부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를 ‘전개-절정-결말’이 잇는 셈

이다. 이러한 시간 구성의 변형은 높은 수준의 정보성을 위해 고안되었을 것이다.28 ）

Q404학습자는 <여승>의 구조가 신기하고 이 시가 도치의 기법을 통하여 독자의 흥미

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Q404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수사법(도치)에 주

목하여 시 예술성을 평가함으로써 심미적인 독서를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Q21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풀>에 있는 대비 수사법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Q216학습자가 <풀>을 읽고 쓴 감상문이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바람은 계속 불어 풀이 드디어 울게 되었다. 하늘이 흐릴 수

록 풀이 더욱 울게 되었다. 비록 풀이 바람이 불기 전에 눕고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은 바람에

조금씩 눕게 되었다. 발목부터 발 밑까지 풀은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웃는다. 마지

막으로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커서 풀뿌리까지 눕게 되었다. 

이 시는 반복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풀이 비바람에 당하는 과정이 점차

심해진다. (풀-Q216)

이 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의 구조를 보면, 과거 및 현재 내용의 변화, 명사의

대비, 동사의 대비 등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비평 텍스트의 도움:  1. 신비평 텍스트에서 시 구조, 단어들의 사용 등 특이하다. 단어들의 대비 및 반

복이 감정을 심화시켰다. 2. 시에서의 상징의미 사용이 적합하다. 3. 비평 텍스트가 시대 배경 등 정보를 제

                                        

27）G. Prince, Narratology, 최상규 역, 『서사학』, 문확과지성사, 1988, pp.102-121. 

28）신지연, 「문학 텍스트의 정보성」, 『텍스트언어학』Vol.4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6, p.97.



- 103 -

공해 주었다. 저는 덕분에 시대 배경 및 한국 문화 등을 알게 되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풀-

비평-Q216)

반복의 일차적 기능은 의미의 강조이다. 학습자는 1차적으로 시 표면적인 글자 의미

를 해석한다. 김수영의 <풀>은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이 특징적이다. Q216학습자는 이

러한 반복 수법에 주목하였지만 시의 대비 수사법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2차 감상문

을 보면 그는 단어들의 반복 효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비에도 주목

하게 되었다. 이는 아래의 비평 텍스트에 나온 정보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보자면, <풀>은 바람/풀의 명사적 대립보다는 넓은 의미의 동사의 움직임에 더 강조가 주

어진 시이다. 

시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과거로 대립되어 있으며, 그 반복적 움직임은 눕다/일어서다, 울다/웃다의 대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대립 뒤에 뒤에 원경으로 흐리다’라는 형용사의 상태가 대립

된다. 

하지만 이 시의 핵심은 바람/풀의 명사적 대립이나, 눕는다/일어선다, 운다/웃는다의 동사적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의 눕고 울음을 풀의 일어남과 웃음으로 인식하고, 날이 흐리고 풀이 누워도 울지 않을 수

있게 된, 풀밭에 서 있는 사람의 체험이다. (풀-김현, 웃음의 체험),

위 비평 텍스트에서 김현은 신비평적으로 시제의 대비나 시어의 대비 등 면에서 시를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2차적으로 시의 대비 수사법에 주목

하게 되었다. 대비는 두 종류의 대립되는 사물이나 혹은 동일한 사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면을 한 자리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대비를 운용하면 대립되는 사물을 분

명하게 드러내어 보여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29) <풀>의 대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간 대비와 동작 대비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시간 대비를 통하여 풀과

바람의 대결 형상을 알 수 있다. 풀은 처음 바람과의 대결에서 ‘누웠다’, ‘울었’지만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2, 3연에서 보여주었다. 비록 과거에 누웠고 울었지만, 현재는 일어나

고 웃을 수 있다. 과거 및 현재 시제의 대비를 통하여 풀의 끈질긴 정신을 알 수 있다. 

Q21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과거, 현재 시제 대비를 알게 되어 언어적인 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216학습자는 시에서 나온 동사의 대비에 주목하게 되었다. 학습자는 2차 감상

문에서 <풀>에 나온 동사가 주로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의 대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풀의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 등 반대적인 동작을 통하여 풀의 유연함과

끈질긴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1차 감상문에서 ‘눕다’, ‘일어나다’, ‘울

다’, ‘웃다’ 등 반복적인 사용을 주목하였다면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동작의 대비에도 주

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사의 대비에 주목함으로써 풀의 유연함을 인식하게 되어

                                        

29）이치수,「陸遊詞的對比修辭法」，『中國語文學』第57輯，영남중국어문학회, 201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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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40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성북동 비둘기>의 은유 수사법에 주목하게 되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Q401학습자가 <성북동 비둘기>에 대하여 쓴 2차 감상

문이다. 

시에서는 비둘기가 경제 발전 후 겪은 사건을 묘사하였다. 원래 살던 둥지에 경제 개발로 단지가 생겨서

비둘기 가슴에 금이 났다. 하지만 비둘기는 사람에게 축복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둘기는 이런 상황에서 어

쩔 수 없다. 

비둘기는 폭발음을 피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간다. 정부가 옛 건물을 부숴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다. 

원래 조용한 환경을 너무 시끄럽게 만들었다.

시에서 은유 수법을 통하여 시인의 태도를 표현하였다. 원래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는 비둘기는 산, 사

람 등을 모두 잃어버렸다. 다른 각도에서 인류는 자연환경을 과도하게 개발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단지 비둘기만이 아니라 사람 자신도 피해자이다. (성북동 비둘기-신비평-Q401)

Q401학습자는 2차적으로 <성북동 비둘기>의 은유 수사법에 주목하여 성북동 비둘기

와 현대인의 관계를 살폈다. Q401학습자는 먼저 시에서 비둘기가 경제 발전 후 겪은 사

건을 묘사한다. 원래 살던 둥지에 경제 개발로 단지가 생기면서 비둘기는 가슴에 금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둘기는 폭발음을 피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제 개발을 위하여 정부가 옛 건물을 부숴버리고 새 건

물을 지어 비둘기는 갈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성북동 비둘기를 시에서 언표하

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쾨르는 ‘살아 있는 은유’에서 일

차 지시와 이차 지시를 나누고 텍스트의 지시는 문자적 의미 단계인 일차 지시의 중지

와 은유적 혹은 문학적 의미 단계인 이차 지시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다.30) 원래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는 비둘기는 산과 사람 등을 모두 잃어버렸다. 인간

은 자연 환경을 과도하게 개발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피

해대상에는 비둘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Q401학습자는 시에서

은유법으로 성북동 비둘기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Q401학습자는 주로 아래의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은유는 유사성의 의미론과 지시적 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데, 이 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론적

자질을 포함한다. 따라서 해석의 가능성은 그 만큼 열려있다.

S1 1 S2

성북동 비둘기 갈 곳이 없다 (현대인의) 삶

시인이 은유를 사용할 때, 참신한 결합이지만 폭력적 결합이 아니기 위해서 언술 내에서의 맥락이 지니

고 있는 논리적 유사성이라는 매개를 필요로 한다. 김광섭의 시에는 삶의 공간으로 돌아와 인생의 한 구석

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이를 순응하려 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식이 드러난다. (성북동 비둘기-정문선, 

김광섭 시의 은유론적 지평-비유의 현대적 논의를 중심으로)  

                                        

30) 김휘택, 「텍스트의 지시」, 『프랑스학연구』Vol.57, 프랑스학회, 2011,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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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텍스트에서는 은유의 특성, 유사성과 친밀성에 기초한 은유론에 따라 시를 해석

하고 있다. 결국 성북동 비둘기와 현대인은 비슷해서 갈 곳이 없게 되었다. 학습자는 비

평 텍스트에서 나온 은유법 사용 상황을 수용하여, 경제 개발은 비둘기에게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은유는 이중 텍스트의

구조를 동시에 가지는데 1차적인 의미 구조는 기표이고 2차적인 의미 구조는 기의이다. 

이러한 은유의 이중 의미 구조가 가지는 긴장감은 학습자에게 심미성을 느끼게 한다. <

성북동 비둘기>의 1차적인 의미 구조는 비둘기와 환경의 긴장이고 2차적인 의미 구조

는 사람과 환경의 긴장 관계이다. 전술한 대로 은유는 ‘은유적 의미’를 ‘일차 지시’로 표

현하는 것이다. <성북동 비둘기>에서 비둘기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인은 비둘기라는 매

개를 통하여 사람을 표현한다. 이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다.

Q401학습자는 은유가 빚어내는 미적인 긴장감과 작가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Q401학습자는 1차적으로 텍스트의

의미 및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에만 주목하였다면, 2차적으로 비평에서 나온 은유의 논

의를 읽음으로써 텍스트의 형식미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심미적인 독서를 하게 된 것

이다. 학습자는 은유의 심미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문학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은유의 특성은 학습자의 주의를 끈다. 학습자는 은유 특유의 미감에 주목하며 은

유의 형식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상상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심미성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 학습 과정에서 흥미와 재미는 학습자들의 주의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

이기도 하다. <성북동 비둘기>는 사람의 생활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둘기를 매개로 표현

하는 것이다. Q401학습자가 이와 같은 간결하고 생생한 은유를 통하여 시의 표현을 재

미있고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 연구는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축어적인 해석, 비평 관점, 시적 구조 및

시적 표현 등 감상 내용에 동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내용

에 동화됨으로써 시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비평 텍스트 동화를 통하여 학습자는 경

시되었던 수사법 등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시의 예술성을 체험하고 심미적인 독서를 하

게 되었다. 심미적 읽기는 학습자들의 정의적인 능력을 함양시켜 전인교육에 이바지한

다.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의 시 읽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아래는 바로 비평 텍스트의 도움과 한계에 대한 면담 자료 및 감상문이다.

교사: 비평 텍스트의 도움에 대하여 시대 배경을 알게 되었고, 시의 의미에 대해 더욱 이해가 넓어졌네. 그

리고 각종 수사법 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이네. 비평에서 해석한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야? 

Q202: 네, 비평 텍스트에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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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그럼 비평 텍스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혹시 있어요?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아직 시를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Q202: 저는 비평에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교사: 그럼 왜 의존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Q202: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수준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저의 수준은 현재

이 정도인데,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추

면 안 되고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해요. 문학 작품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해

요. 

교사: 그럼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Q202: 의존하게 된 것 빼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면담-성북동 비둘기-Q202)

교사: 비평 텍스트가 시 이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좀 말해 줄 수 있어?

Q203: 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의 창작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평은 제가 주목하지 않은 부

분에 대하여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사고를 발전시켰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과 많은 시각을 비평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저는 더 전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한편 더 많은 생각들

을 활발하게 해볼 수 있었어요. 

교사: 응, 그럼 비평 텍스트가 너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Q203: 저는 자신의 사고를 한정시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시를 읽을 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비평

텍스트는 저에게 참 많은 해석을 줘서 혼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읽을 때 이렇게 많이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를 읽은 후 스스로 생각해 본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제 자신의 생각이 형성

되지 않았던 거에요. 그런데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는 생각이나 관점이 너무 많아 기대감이 생겼어요. 

교사: 그럼 비평 텍스트가 어려운가?

Q203: 좀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뜻인지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비평 텍스트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전체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아요. (면담

-성북동 비둘기-Q203)

주제: 완강한 인격을 풀에 비유하여 찬미한다. 억압을 당하지만 꾸준히 저항한다.

어려운 점: ‘눕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

풀과 바람은 원래의 의미를 떠나서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 시의 시대 배경을 모르면 역

시 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단어의 파생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풀-S406)

감상: 풀은 어떤 힘을 상징하고 있다. ‘바람’이라는 다른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눕다, 울

다, 일어나다’ 등의 반복에서 ‘드디어 웃는다’라는 과정을 완성한다. 이런 반복은 혁명 또한 계속되어야 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고 일어난다는 것은 풀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완강한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비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미적 모습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풀의 심리적인

변화를 표현한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비평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감수(感受)가 부족하다고도 본다. 시를 제시한 후에 작가와 사회배경 등과 관련

된 내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시인의 감정과 시의 주제의식을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풀-사회문화비평-S406)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밝혔다. 예를 들면, 시대 배경을

알게 되어 시의 의미를 더 전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시에 나온 수사법 등에 주목

하여 시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를 큰 안목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

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비평 텍스트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고백하였다. Q202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쓴 비평가는 학습자

보다 높은 문학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를 학습자보다 더 깊고 넓게 읽을 수 있기에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그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는 비평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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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읽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비평 텍스트

를 읽어야 한다.

Q203학습자의 경우 시를 읽은 후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혼란과 의존감을 느껴서 자신의 사고를 한정하였다고 고

백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먼저 시를 읽고 자신의 지평에서 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는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할을 학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인

도해야 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고 그 관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평

텍스트와 대화를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평 텍스트의 심화와 조정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여 시 텍스트를 깊게 읽는 양상들을 살펴

볼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관점들의 차이를 느껴 자신의 관

점을 조정하게 된다. 로트만은 차이가 텍스트의 대화적 기능의 정수라고 주장하였다.31)

동화가 비평 텍스트의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라면, 조정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는 동화를 통하여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

로 형성된 관점을 비평의 관점으로 바꾸게 된다. 

‘조절(Accomodation)’이란 유기체가 환경 내에서 접하는 새롭고 변화적인 자극에 대

해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스키마를 새로운 자

극에 적절하게 고치는 인지구조의 구조적 변화, 발달의 과정이다.32) 조절은 외부의 자

극에 맞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33) 조절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유기체는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스키마를 새로운 자

극에 적절하게 고친다. 즉, 유기체는 조절 과정에서 기존의 인지 구조를 바꾼다. 조절은

주체가 기존 인지구조와 객체 사이에서 갈등을 느껴, 기존의 인지나 인지 구조를 바꿔

객체에 맞추는 것이다. 조절의 결과는 주로 인지의 발전과 심화이다.34)

조절의 발생 조건은 바로 주체가 객체와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갈등과 충돌을 느끼

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비평 텍스트는 자료 텍스트가 아니

라 사회구성원의 관점을 담고 있는 대화 상대자이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31) L. P. Steffe & J. Gale 편저, Constructivism in Education, 이명근 역, 『교육과 구성주의-교

육 공학의 인식론적 기반』, 학지사, 2005, p.220.

32) 손영수, 앞의 글, p.8.

33) 성현란 외, 앞의 책, p.24.

34) 石向實, 앞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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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다.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개념은 사회구성주의의 중심 개념이다. 비고츠키에 따

르면,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곧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대화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다머에 따르면 차이는 대화의 전제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예견과 다른 경험을 인식

할 때 자신의 지식을 조정하게 된다. 피아제는 평형을 파괴하는 것을 불평형, 또는 인지

충돌이라고 한다.35) 학습자는 비평과의 인지 충돌을 발견할 때 자신의 관점을 조정한다. 

이처럼 조정은 주로 주체가 자신의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일차

적으로 시를 읽고 자신의 반응을 형성한 후, 비평 텍스트를 만나 관점의 차이로 인한

인지 충돌을 느껴 자신의 1차 반응을 조정하게 되어 시를 깊게 읽게 된다. 

학습자는 비평과의 관점 불일치를 느낄 때 세 가지 방향으로 자신의 관점을 조정한

다. 첫째 방향과 둘째 방향은 읽기 심화에 속한다. 셋째 방향은 해석의 확장에 속한다. 

따라서 앞 두 가지 방향을 본 연구의 1) 절에서 살펴보고 셋째 방향을 2) 절에서 살펴

볼 것이다. 

첫째, 오독을 반성하고 수정한다.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시 텍스트를 읽었을 때 텍스

트 요인, 학습자 요인에 기인하여 오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인 학습자는 비

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오독을 수정하고 시 텍스트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표층 의미에서 심층 의미로 전환한다. 텍스트는 이중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텍스트 구조로 이루어지는 표층 의미와 사회문화적 배경 등 생산 맥락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심층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는 주로 표면적 구조와 표현을 통하여

텍스트 표층 의미, 즉 텍스트의 내재적인 의미를 구성하며,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

하여 텍스트 심층 의미, 즉 텍스트의 외재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전술한 대로 중국인 학

습자의 경우 한국어의 표층 의미는 비교적 쉽게 읽어내지만 심층 의미는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심층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과 비평의 관점을 비교한 후, 비평의 관점이 더 타

당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관점을 비평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셋째, 시의 의미 해석 상 일원론에서 다원론으로 조정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관

점을 만나 자신의 단일한 시각을 조정하게 된다. 학습자는 일원적인 의미 이해에서 다

원적인 의미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35) B. J. Wadsworth, Piaget’s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徐夢秋，沈明

明譯，『皮亞傑的認知和情感發展理論』，廈門大學出版社，1989，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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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평 텍스트에 의한 이해의 심화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의 결여로 오독한 것을 수정하거나, 표층

의미에서 심층의미로 조정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신과 비평 사이에서 관점의 불일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기도 한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고 비평의 관점으로 조정한다.  

시 텍스트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시 읽기도 여러 층위를 가지게 된다. 

스콜즈(Scholes)는 읽기의 구조를 읽기, 해석, 비평으로 나눈다.36 ) 그에 따르면 읽기, 

해석, 비평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읽기는 다른 활동의 기

초가 되는 기본적인 활동이며 하나의 기능임과 동시에 지식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독자

는 저자의 약호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혼란이나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독자는 몇몇 암시로부터 전체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틈새를 메우며, 시간상의 상

호관련성을 이해한다. 

해석은 읽기의 실패로부터 비롯된다. 해석적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은 독자의 역할에

관한 불완전성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첫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같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거나, 혹은 텍스트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해석의 과정

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즉 은폐되어 있거나 혹은 불명확한 의미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

고 지각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시안에 기초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 

비평은 특정한 문학작품이 그 장르나 양식의 순수한 문학적인 규범을 획득하는 데 실

패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평은 주어진 허구적 텍스트에서 발전되어 온 주제

의 비판 혹은 주어진 텍스트를 구축한(constructed) 약호 그 자체의 비판을 포함한다. 

스콜즈는 이 세 가지 활동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텍스트 내부의 텍스트(text within 

text), 텍스트 위의 텍스트(text upon text), 텍스트에 대항한 텍스트(text against text)

로 명명하였다. 즉, 읽어 나갈 때는 텍스트 내부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며, 해석할 때는

텍스트 위에서 텍스트를 만들며, 비평할 때는 텍스트에 대항하여 텍스트를 생산한다.37)

스콜즈의 세 가지 텍스트 생산 활동에서 보면 시 축어적 읽기는 텍스트 내부에서, 해

석적 읽기는 텍스트 위에서, 구성적 읽기는 텍스트에 대항하여 텍스트를 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축어적 읽기는 시 텍스트 자체를 충실히 읽고, 해석적 읽기는 시 텍스트 의미를

                                        

36) R. E. Scholes, Textual power ,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텍스트의 위력』, 하우, 1

995, p.29.

37) R. E. Scholes, 위의 책,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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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활성화하며, 구성적 읽기는 자신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생산한다. 텍스트 내적

세계는 표층 의미, 외적 세계는 심층의미라고도 한다.38) 시 텍스트 읽기는 시 표층 의미

부터 시작하여 심층 의미를 거쳐 결국 독자의 의미를 생산한다. 

표층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주로 언어적 지식이 필요하고 심층 의미를 추측하는 데는

사회문화적 배경 등 맥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해석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이끌어 내

는 문제라기보다 특정한 언어적 텍스트와 더욱 거대한 문화적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형

성 문제이다. 해석이 문학 텍스트에 의존하기도 하고, 문학 텍스트를 변형시키기도 한

다.39) 시 텍스트 심층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공동체 지식이 필요한데, 중

국인 학습자는 외국인 학습자로서 이러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표층 의미를 오독하거

나 표층 의미만 읽어낸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오독한 내용을 수정하고 심

층 의미로 조정하여 이해를 심화시킨다. 또한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표층 의

미에서 심층 의미로 읽게 되어 시 이해를 심화시킨다. 

학습자들은 사회문화 배경 지식 결여로 시구의 부분적인 오독과 시 전체적인 오독을

한다. 우선 학습자들이 부분 오독을 조정하게 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축어적 읽기를 하는데, 중국인 학습자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가끔 한국적인 표현의 심층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Q302

학습자가 <여승>에 대하여 쓴 1차 및 2차 감상문, 그리고 2차 감상문 작성 전 읽은 비

평텍스트이다. 

여인은 계속 여기서 기다린다. 딸이 아직 철들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승-Q302)

‘딸이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딸이 죽어 여인 가족이 붕괴되었다는 뜻이다. (여승-비평-Q302)

비평 텍스트, 특히 비평 텍스트 1을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을 보면 Q302학습자

는 ‘돌무덤으로 갔다’는 표현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래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

하였다. 

교사: 비평 텍스트를 다 읽었어?

Q302: 네, 다 읽었어요. 

교사: 그럼 전후 어떤 변화가 있어? 

Q302: 하하,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잘못 이해했는데 비평 텍스트 1을 봐서 죽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

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좀 특이한 표현인 것 같아요. (면담-여승-Q302)

Q302학습자는 아래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38) 김혜정, 앞의 글, p.277.

39) R. E. Scholes,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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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죽은 것이다.’라는 시 내용 해석을 읽어서 돌무덤으로 갔다는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3연에서 백석은 여인이 옥수수를 팔며 어린 딸과 떠들게 된 이유를 밝힌다. 남편이 ‘섶벌같이 나아간’ 지

십년이 지났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아이가 죽은 것이

다. 2연에서 3연으로 시가 진행되면서 시간 또한 먼 과거에서 가까운 과거로 순행한다. (여승-장석원, 백석

시의 시선과 역동성)

1차 감상문에서 학습자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표현을, 딸

이 도라지꽃을 좋아해서 꽃을 따러 돌무덤으로 가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표층 의미를 읽

어내어 아직 딸이 어려 철들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Q302학습자는 ‘어린 딸은 도라

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시구를 글자 그대로 표층 의미만 읽어냈을 뿐 딸이

죽는다는 심층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Q302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뒤에야 딸

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Q302학습자의 이런 오독은 빈곤한 오독에 해당한다. 히라노 게이치로에 따르면 오독

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빈곤한 오독’과 ‘풍요로운 오독’이다. 단순한 말뜻을 잘못 이해

하거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빈곤한 오독’이고, ‘작자의 의도’이상으로

흥미 깊은 내용을 찾아내는 것은 ‘풍요로운 오독’이다.40) 빈곤한 오독을 일으킨 이유로

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위 Q302학습자의 경우에 주로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숙

달도 부족 및 문화적 배경지식의 결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문자적 의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문학적 의미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

다. 위 감상문을 작성한 Q302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해석을 읽고 나서 자신의 오독을

수정하여 시 의미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남편의 부재와 딸의 죽음으로 여인의 가

족이 붕괴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딸의 죽음으로 인한 여인의 비극을 더 극대화하여 이해

하고 슬픈 감정을 심화시키며, 여인이 가족사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출가하여 이 비통한 속세 사회를 떠났다고 해석하였다. Q302학습자가 딸이

돌무덤으로 갔다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야, 여인의 개인적 비극은 물론, 당시 사

회 현실까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Q213학습자는 <청포도>를 읽어 ‘아이야’ 라는 시어를 오독하였으나 비평 텍스

트를 통해 오독을 수정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213 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 및 영향을 받은 비평 텍스트이다. 

                                        

40）Hirano Keiichiro, Hon no yomikata , 김효순 역, 『책을 읽는 방법』, 문학동네, 2008,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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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읽은 후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느꼈다. 시 첫 부분에서 고향의 7월을 묘사하였다. 청포

도가 익었다. 시인의 꿈에서 고향의 포도가 다가왔다. 돛단배가 밀려온다. 시인은 피곤한 손님을 맞이하여

고향의 포도로 대접한다. 여기까지 나는 시인이 포도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

다. 그는 먼 데에서 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돌봐 주는 사람이 없다. 시 마지막 연에 밖에 있는 어머니

가 아이가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묘사하였다. 아마 이 어머니는 바로 시인의 어머니다. 시인

은 어머니의 시각에서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어려움: 시구 여러 마디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손님이 나타난 그 시구, 시인이 이 시구를 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앞뒤 맥락과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 따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밖

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손님이다. 시인은 자신의 손님을 초대하는 열정

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과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시인도 먼데 있는 사람에게서 환대를 받고 싶고 따뜻함을

받고 싶다. (청포도-Q213)

  이 시는 청신하다. 7월 익은 청포도, 푸른 바다, 하얀 돛단배, 청포를 입은 손님, 시인은 안일하고 안정된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시에 사물들의 색깔은 서로 호응하고 미감이 있다.  

암울한 항일 시기에서 시인의 생활은 가난하고 불안정하다. 이 시는 시인의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를 표

현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하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침략자에게 저항하고

민족독립을 이루자는 것이다. (청포도-비평-Q213)

이 시는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더없이 소박한 인정풍속, 암담한 민족적 현실과 시대상황에 대한 비애

의 관념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청포도>라는 한 사물을 통해서 육사의 끝없는 향수와 우정, 그리고 무엇인가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내일

에 대한 염원을 꿈꾸고 있다. 먼데 하늘이 알알이 들어와 박힌 포도를 흰 돛단배를 타고 푸른 도포를 입고

온다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겠다는 것이다. <청포도>를 따서 놓고 은쟁반에 모시수건까지 마련해 놓고 화

자가 그렇게 기다리는 손님, 그는 분명 푸른 도포를 입고 오는 귀한 손님이다. 이것은 바로 육사가 온몸을

던져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해온 조국해방에 대한 염원과 꿈이기도 하다.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포도-김학동, 시와 행동의 융합과 저항정신)

Q213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우선 시를 읽은 후 전체적인 느낌을 서술하였다. 즉, 시를

읽은 후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주제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Q213학습자는

시를 쪼개어 분석하였다. 시 첫 부분에서 고향의 7월을 묘사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익은 포도, 돛단배, 포도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장면을 해석하였다. 7월 무렵 자신의 고

향에서 발생하는 일을 묘사함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 마

지막 연은 아이가 밖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가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묘

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바로 시인의 어머니이다. 학습자는 시인이 어머

니의 시각에서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Q213학습자는 ‘아이야’라는

시어를 오독하였다. 

Q213학습자는 시를 읽는 데 만난 어려움에 대하여 서술할 때, 많은 시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손님이 나타난 시구에 대해 학습자는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시의 내용은 단지 아름다운 7월 내

고향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고달픈 손님을 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

다. 따라서 학습자는 단지 앞뒤 맥락 및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경험에 따라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Q213학습자는 시의 결속구조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시

인이 밖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님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이 손님을 대하는 열정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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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인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환대(歡待)를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신이 손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같은 환대를 받고 싶어서 시를 쓰는 의도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학습자가 이렇게 해석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 타당성 있는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에서는 당시 암담한 시대배경과 결합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다. 

이육사의 시에는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더없이 소박한 인정 및 풍속, 암담한 민족적

현실과 시대 상황에 대한 비애의 관념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차

감상문에서 학습자는 시인이 암울한 항일 시기에 생활이 가난하고 안정되지 못하여 미

래 생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를 통하여 한국 사람들로 하

여금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침략자에게 저항하고 민족독립을 이루자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Q213학습자는 사회문화 배경을 고려하여 시를 이해하게 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Q213학습자는 <청포도>를 고향을 그리는 향수시에서 저항시로 읽게 되었다. 

Q213 학습자는 1차 텍스트 내재적인 읽기와 비평 텍스트의 외재적인 읽기 사이에서

인지적 충돌을 겪게 되었다. 학습자는 중국인 학습자로서 한국 문화 공동체에 대한 지

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시를 외적 맥락에서 해석하지 못하였다. 시 텍스트 생산 맥락을

결합하여 해석하는 사회문화비평적 관점으로 읽음으로써 심층 의미에 도달하고, 이는

자신의 관점 조정으로 이어져 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어서 학습자들이 시 전체적인 오독을 하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해 오독을 조정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K204학습자는 <나룻배와 행인>을 오독하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오독을 수

정하고 시를 깊이 이해하게 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K204학습자의 1차∙2차 감상

문 및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시인은 구체적인 비유를 썼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1연은 양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연에 넘

어가면서 양쪽의 관계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 양쪽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다. 나룻배는 당신을 안고 물

을 건너고, 행인은 나룻배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목적지로 간다. 

3연은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나룻배로서의 나는 할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고 계속 기다림, 이것은 나룻배로서의 나의 주관적인 감각 및 당신이 오지 않은 자극에 하는 반영이다. 

당신으로서의 상대방은 물만 건너가면 자신이 탔던 나룻배에게 아무 미련 없이 돌아보지도 않다. 그래도

나룻배로서의 나는 당신(상대방)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았다.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은 적극적이고 유쾌

하며 능동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기다리면서 낡아지는 슬픔을 한탄하고 있다. 앞으로 날마다

낡아지는 느낌은 어떤 체험일지, 이런 불확정성을 가지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기다린다. 마지막

연은 첫 연과 호응하고 있다. 

시인은 연인에 대한 헌신을 하는데 연인이 왠지 이러한 사랑을 못 느끼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

면,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고백을 했는데 여학생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또한 치매에 걸린 노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나룻배와 행인-K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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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자신(승려)의 입장에서 당시 사회 배경(일제 강점기)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승려는 원래 속세를 간파하고 세상 물정이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윤회 등의 불교사상을 마음속에 담고 있

다. 승려로서의 시인도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에 대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마련이다. 자신을 선지자

(先知者)로 여겼다. 일제통치에 저항해야 하지만 승려로서 이미 속세를 간파한 상태인지라 속세에 다시 참

여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나룻배는 인도(引導)의 역할을 한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투쟁을 하는 투사들

을 인도한다. 이런 투사들은 진격할 수도 있고, 대상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인도해 주는 나룻배에

게 모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룻배의 존재까지 무시해도 된다. 나룻배(시인)는 아무 원망

없이 점차 늙어져도 자신의 역할을 하여 더 많은 투사들을 민족이 투쟁하는 장소로 인도해 준다. (나룻배와

행인-비평-K204)

K204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보면 시를 읽고 2가지 반응을 보여주었다. 먼저 각 연의

순서에 따라 시 내용을 정리하고 기술하였다. 시구를 축어적으로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

로 분석하여 슬픈 사랑시의 관점으로 읽었다. 즉, 연인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호응을

받지 못한 슬픈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K204학습자는 시를 읽고 치매 노인(행인)과 가족(나룻배)을 연상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가족들은 치매 노인에게 아무리 보살펴 줘도 치매 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K204학습자는 수용 맥락에서 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치매 문제와 시는 거리가 조금 멀어 확장적 오독41)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204학

습자는 2차 감상문을 보면 비평 텍스트 영향을 받아 시 오독을 발견하여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흙발로 나를 짓밟’는 ‘당신’, ‘물만 건너가면’ ‘돌아보지도 않고가’는 ‘당신’, 그리하여 ‘행인’일뿐인 ‘당

신’을 안고 물을 건너고, 오지 않으면 눈비를 맞으며 밤낮으로 기다리고, 언제든지 올 줄을 굳게 믿으면서

날마다 날아간다는 내용의 이 시 역시 사랑의 시로 읽어 무리가 없다. 나룻배와 행인의 비유는 독창적인

것은 못되지만 이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동양적 아름다움의 최고의 형태이어서 그 나름의 호소력을 갖는

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당신’을 조국이나 겨레로 바꾸어 읽으면, 이 시는 ‘이내 빼앗긴 조국, 가버린 겨레

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치열한 민족시, 애국시로 변신을 한다.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안

고 건너고, 눈비를 맞으며 밤낮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가는 것이 사랑의 대상에서 조국 또

는 겨레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종교적 절대자 즉 ‘부처’로 바꾸어 놓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시들은 그 어느 한

구석도 어색한 데 없는, 부처의 부재의 슬픔과 부처에 대한 복종과 복종의 자유로움과 부처에 대한 기다

림을 노래한 구원의 시로 되는 바, 이 점 염무웅 교수는 ‘젊은이에게는 사랑의 노래로서, 종교인에게는 구

원의 언어로서, 민족주의자에게는 민족해방의 염원을 주고받는 암호로서 읽혀질 수 있다고 아주 적절히

정의하였다. (나룻배와 행인-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비평 텍스트는 시를 읽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를 내재적으로 읽으면 ‘사

                                        

41）확장적 오독의 과정은 독자가 의도적으로 텍스트를 텍스트 외적인 새로운 것, 심지어는 텍스

트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와 관련 지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 있는 독자는

읽기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며 텍스트 외적인 것을 떠올리며 텍스트의 외연 확장을 시도한

다.  

손예희, 「문학 작품 오독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Vol.50 No.1, 국어교

육학회, 2015,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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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로 읽을 수 있고, 창작의 맥락을 고려하면 ‘저항시’로도 읽을 수 있으며, 의도주의

론에 따라 ‘종교시’로도 읽을 수 있다. K204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창작 배

경, 시인 배경 등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이 오독한 치매 노인 반응을 조정하

여 시를 ‘저항시’로 읽게 되었다. 

K204학습자는 시인이 스님으로서 당시 사회 배경(일제 강점기)에 관한 독특한 생각

을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강점기

에 처해 있는 한국인이며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라고 하였다. 강점기에 시인

은 일반적인 한국인처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야 하지만, 스님은 이미 세상의 이치를

간파하고 세상 물정 및 사회의 발전 과정 속 순환 등을 깊이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을 나룻배와 선지자(先知者)

로 여기고 민중들을 깨우치고 저항하도록 인도하고 싶다고 하였다. K204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오독을 발견하고 시 읽기를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아래 Q301학습자는 <여승>을 사랑시로 오독하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관점을 수

정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301학습자의 1차∙2

차 감상문 및 영향을 받은 비평 텍스트이다.  

본 시는 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청춘이 잃어버리

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앞 2연에서 경물 묘사와 배경 묘사를 통하여 감정을 나타냈다. 가을은 슬픔

의 대명사이다. 가을의 슬픔은 문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가을 슬픔의 진정한 원인을 밝혔

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안 되는 사람을 기다려서 자신의 청춘을 낭비하는 여승이다. 여승은 이 모든 것을

회상할 때 혼자 눈물이 난다. (여승-Q301)

1연에서 방관자의 시각으로 여승을 묘사하고 있다. 경물인 가지취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

였다. 가지취는 한국의 산나물이고 낡은 냄새가 난다. 시인은 냄새를 묘사함으로써 여승의 얼굴을 표현하고

싶다. 여승의 운명을 표현한다. 방관자에게 슬픈 이야기이다.

2연 시작 부분에서 금점판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옥수수를 파는 여인을 묘사하였다. 이 약한 여인은 아

이를 때리면서 울고 있다. 여인을 여승과 연결해도 괜찮다. 여인은 모종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

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다. 그 어려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는 것도 이유

가 있다. 

3연에 와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2연에서 나온 금점판은 3연과 연결할 수 있다. 섶벌처럼 집을 나간

남자(여승의 남편)는 생계 때문에 금점판에 가는 것이다. 아내는 집에서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딸과 도라지꽃의 묘사를 통하여 딸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갈 길이 없는 그녀는 속세에

서 벗어난다. 머리를 깎는 날에 산꿩도 슬프게 운다. 머리오리와 같이 떨어지는 것은 눈물뿐만 아니라 세월

이고 청춘이다. 슬픔은 이미 영구한 것이 되었다. 시대나 환경에 대한 한을 시인은 여승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고 어떤 필연이다. (여승-비평-Q301)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생애가 당대 식민지 현실과 유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금점판

옥수수 행상을 거쳐 가지취 냄새가 나은 여승이 되는 생애는, 비록 그녀가 사적 개인의 모습을 지였을지라

도, 그녀로 하여금 당대 현실의 불모성을 실감 있게 드러내는 일종의 전형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백성이 가는 일종의 전형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여승-유성호, 현대시에 나타난 연민과 배려의 시

학)

Q301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우선 <여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슬픔으로 파악하였다. 

시인이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청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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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1, 2연의 환경 묘사와 배경 묘사를 통하여 이러한 감

정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을이 슬픔의 대명사이지만 가을을 슬퍼하는 것은 문

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끌어왔다. 마지막 연에서는 가을을 슬퍼하

는 진정한 이유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승은 기다리면 안 되는 사람을 기다려

서 괜히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Q301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슬픔으로 정확히 파악하였다. 하지

만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청춘을 잃어버려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

의 주제를 오독하였다. 위 비평 텍스트에서 여승을 통하여 당대 식민지 현실의 불모성

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Q301학습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시인은

여승을 통하여 시대나 환경에 대한 한을 표현하고 있다고 관점을 조정하였다. Q301학습

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오독을 조정하고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피아제는 인지 충돌이 조절 과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

르면 인지 충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지구조의 조절은 질적인 인지 발전을 가져온다. 

따라서 인지 충돌은 인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Q301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여인이

사랑으로 슬프다고 이해했지만 비평 텍스트에서는 다른 해석방식으로 읽어서 상호간 인

지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지 충돌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오독을 해결하려는 것이

다. 비평 텍스트에 나온 여승을 통하여 당시 식민지 현실과 관련된 해석 내용을 수용하

여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둘째 방향으로, 학습자들이 시 표층 의미를 읽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해

심층 의미로 조정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양상들을 살펴 볼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내적 의미와 텍스트 외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내적 의미는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구성되는 인지체계로서, 각 개별 텍스트의 의미들로서 문장과 문

장 연속에 대한 응집성과 결속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텍스트 유형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

로 형성되는 수사학적인 구조의 표상이다. 텍스트 외적 의미란 텍스트 내적 의미 해석

에 공조하기 위해, 독자에 의하여 수의적으로 동원되는 ‘관념적 자원’으로써의 지식의

성격을 지닌다. 텍스트 내적 의미의 구성은 주로 텍스트의 1차적 의미, 즉 표면적 의미

와 구조를 파악하게 하며, 텍스트 외적 의미의 구성은 주로 텍스트의 2차적 의미, 즉

숨겨진 의도로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 1차적 의미는 주로 통사와

의미론적 관점에서, 2차적 의미는 주로 화용적이고 기능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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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차적 의미 구성은 1차적 의미를 토대로 한다.42) 학습자는 1차 표층 의미를 읽다

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심층 의미로 조정하여 시의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읽기 양상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9편

시 텍스트 중 <엄마 걱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8편의 읽기에서 모두 일어났다. 

K202학습자는 <나룻배와 행인>을 처음에는 사랑시로 읽었는데 나중에 불교시로 읽

게 되었다. 다음은 K202학습자가 <나룻배와 행인>을 읽은 후 쓰는 1차 감상문 과 관

련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쓴 2차 감상문, 그리고 학습자들이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이 시를 보면 슬픈 느낌이 든다. 자신을 나룻배로 비유하면 그 기다림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뿐인데 온 사람이 나는 쳐다보지 않는다. 여기서 행인은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다. 또

한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든다. 급한 여울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강하다. 

  ‘당신의 흙발’,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서는 그 행인은 나를 중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집니다’. 여기서는 그 사

람한테 일편단심의 느낌이 든다. (나룻배와 행인-K202)

시인의 개인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시에 나타난 불교 사상을 알 수 있다. 시인이 갖고 있는 불교 사상을

일반인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의 결심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

준다.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쇠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

기서는 시인의 넓은 마음이 보인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여기서는 시인의 헌신적인 생각이

드러났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한결같이 그를 기다린다. 이 시는 전형적인 동양시이다. 불교사상에

는 대부분 배와 행인의 비유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이 종교적인 표현이다. 또한 시

인의 활달한 성격도 느껴졌다. 

  시평을 통해서 시인의 배경을 알게 되고 이 점은 도움이 된다. 시를 읽을 때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시에서 나온 비유를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시평을 통해서 독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나룻배와 행인-비평-K202)

여기에서 만해인 ‘나’는 ‘나룻배’로 의인화되었고, ‘당신’은 ‘님이요, ‘님’은 ‘행인’이고 중생을 가리킨다. 生

死苦海에서 사바세계로부터 저 깨달음의 피안으로 건네주는 것을 나룻배로 생각할 때 나룻배는 ‘보살’이요, 

곧 만해인 것이다. 나룻배는 모든 것을 참고 행인들을 건네 준다.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행인을 태

우고 건네준다. 이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정진하는 만해의 보살사상인 것이다. (나룻배와 행인-이

성숙, 만해의 시에 나타난 보살사상)  

K202학습자는 <나룻배와 행인>을 처음 읽은 후 슬픈 사랑시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을 나룻배로 비유하고 행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유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룻배가 행인에게 일편단심이지만 행인은 나룻배를 흙발로 짓밟고 물만 건너가

면 나룻배를 쳐다보지도 않아서 나룻배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K202학습자

가 <나룻배와 행인>을 내재적인 관점으로 시 텍스트 말뜻을 해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K202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을 보면 시인의

개인적인 배경을 결합하여 시에 불교 사상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2）김혜정, 앞의 글, pp.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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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평 텍스트에서는 <나룻배와 행인>을 스님이라는 시인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있다. 화자인 ‘나’는 나룻배로 의인화하고, ‘당신’은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K202학습자는 위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인의 배경을 결합하여 시를 외재적으로 해

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이 갖고 있는 불교 사상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싶고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대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가령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라는 시구에는 시인의 헌신적인 생각이 드러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근거로, 중국 불

교 사상에서도 배와 행인의 비유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시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지

적하였다. 이를 통해 K202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관점을 받아들여 다시 시에 대한 의

미를 해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K202학습자는 일차적으로 <나룻배와 행인>을 사랑시로 읽다가 2차적으로

‘불교시’로 읽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룻배와 행인>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시어의 다의성 때문이다. 리쾨르에 따르면, 상징은 의미론적 관점에서 구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의미를 통해 어떤 의미를 제공한다. 즉 상징 속에서

일차적, 문자적, 물질적 의미는 형성적, 영적, 종종 실존적, 존재론적 의미로 되돌려지는

데, 두 번째 의미는 간접적 지시작용을 떠나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해석을 요청한다. 그것은 바로 상징은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불러일

으키기 때문이다. 즉, 상징은 하나의 언어기호가 이중의미를 지닌 것으로, 겉으로 드러

난 의미를 통해 감추어진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상징이란,

말하여진 것(일차의미)을 통해 그것과 다른 감추어진 것(이차의미)을 드러내는 언어기호

이다.43 ) 상징은 이중의미, 혹은 다중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상징해석은 겉으로 드러난

일차의미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이차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차의미는 일차의미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K202학습자는 시 축어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지만 상징의미의

2차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상징의미는 문화 공동체의 문화의식과 관련된다. 

K202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불교사상 정보를 수용하여 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평 관점

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결과

이다. 

다음 K203학습자는 처음에 <나룻배와 행인>을 사랑시로 읽었다가 비평 텍스트를 읽

은 후 애국시로 읽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 및

                                        

43）김종우, 「리쾨르 철학에서의 상징론의 위상」, 『한국프랑스학논집』Vol.66, 한국프랑스학회, 

2009,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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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시를 전체적으로 읽은 후 시인의 연인에 대한 사랑 및 기다림을 이해하였다. 그 중에 기다림 및 인내가

나에게 제일 인상 깊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연인을 기다린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시구를 통해서 시인의 기다림 및 인내

를 읽을 수 있다. 

  시 앞 부분에서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라는 시구를 통해 연인이 시인을 무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무시를 당하여 비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는 시구는 시인이 그의 연인이 언젠가 꼭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다시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는 시구는 시인이 사랑에 대한 海枯石爛같은 기다

림을 표현하고 있다. (나룻배와 행인-K203)

처음 시를 읽었을 때 시인 생애 및 시대 배경을 몰라서 시 표면적인 글자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해서 간

단한 사랑시로 이해하였다. 이제 시평, 특히 사회문화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이전의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 저는 우국우민, 종생을 제도하는 사상성이 깊은 시편이라고 생각한다.

  시 앞 부분에서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라는 시구는 시인이 일제 강점기의 조국 및 모진 고통에

처하여 갈 방향을 모르는 인민에 대한 어쩔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시구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는 시구에서 시인은 불교에 입적할 사람은 꼭 와서 입적

할 것이라고 믿는다. 조국이나 민중들은 꼭 좋은 결과를 맞으며 조국이나 겨레가 꼭 모진 고생에서 해방될

것이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라는 시구는 시인이 조국, 겨레, 민중에 대한 사랑이

海枯石爛.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나룻배와 행인-비평-K203)

여기서 한번 ‘당신’을 조국이나 겨레로 바꾸어 읽으면, 이 시는 이내 빼앗긴 조국, 가버린 게레를 안타까

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치열한 민족시, 애국시로 변신을 한다.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안고 건너고, 

눈비를 맞으며 밤낮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날마다 날마다 낡아가는 것이 사랑의 대상에서 조국 또는 겨

레로 확대되는 것이다. (나룻배와 행인-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K203학습자는 처음 시를 전체적으로 읽은 후 시인의 연인에 대한 사랑 및 기다림을

이해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K203학습자는 연행의 순서로 시를 해석하고 있다. 먼저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에서 연인이 시인을 무시하는 것을 읽었다. ‘그러나 당

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에서 시인이 다시 그의 연인이 언제나 꼭 올 것이라

는 믿음을 가졌음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에서 화자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을 읽어내었다. 그런데 K203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시를 우국우민과 중생을 제도하는 사상성이 깊은 시편으로

이해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K203학습자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라는 시구는 화자가 일제 강점기의

조국 및 고통에 처하고 갈 방향을 모르는 인민에 대한 어쩔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습자는 ‘만일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시구가 사랑보다 조국에 대한 위대한 정

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계속 학습자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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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요’라는 시구가, 제도를 받을 사람이 꼭 와서 제도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석

하고 있다. 이어서 학습자는 조국이나 민중들은 지금 힘들고 모진 고생에 처해 있지만

꼭 좋은 결과를 맞으며 조국과 겨레도 해방될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는 ‘나는 당

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라는 시구가 화자가 조국, 겨레, 민중에 대

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제시하고 있다. K203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사랑시의 관점에서 애국시의 관점으로 조정하여 시 이해를 심화시켰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Q202학습자는 <나그네>를 처음 나그네의 외로움,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시

로 읽었는데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일제 강점기 시대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시

로 읽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202학습자의 1차, 2차 감상문 및 영향을

받은 비평 텍스트이다.  

먼저 첫 시구는 나그네가 강나루를 건너서 밀밭길을 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나그네의 여정이 길고 머

물 데가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

  ‘구름에 달 가듯이’로 나그네의 돌아다니는 상태를 비유하였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는 나그네가 계속 돌아다니는 상태를 표현한다.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술 익은 마을’은 나그네의 정처 없는 상태와 대비된다. 나그네가 밖에 돌아다니는 외로움을 표현한다. 

  ‘구름에 달 가듯’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시인이 밖에 돌아다니는 이별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나그

네-Q202)

  시는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시 창작 배경은 일본 식민지 시기이

다. 이런 대비로 시인의 장자사상 및 무위적인 정신을 표현했다. 동시에 시인이 당시 사회에 대한 어쩔 수

없음과 당황을 표현했다.

시 후반 부에서 묘사한 장면은 시인의 상상 세계이다. 시인이 갈망하는 농촌의 모습은 사람들이 평화롭

게 사는 것이다. 나그네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이 조국에 처한 정착할 데 없는 우울함 및 비참함을 표현한

다. (나그네-비평-Q202)

  

시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지금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그네의 화자는 300백

리쯤이나 되는 너머지 길을 두고, 지금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그것도 저물 녘의 황혼 속을 가고 있는 것이

다. 암울한 시대 상황을 대립 명제로 한 이 나그네의 방랑은 박목월 초기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

다. 현실을 등진 이 나그네는 갈등과 좌절의 인간현실을 벗어나 자연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곤궁하고 핍박

한 현실이 소멸된 저물 녘의 노을 속으로 잦아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을 요구하

지 않는 화해의 공간 자연을 지향하게 되고 그것이 박목월 초기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적 산수를 배경으로 한 이 방랑은 박목월 개인의 목마름의 표백이지만 또한, 이 시기의 시대적 정서

의 틀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그네-이건청, 박목월 초기시의 전원지향에 관한 고찰)  

Q202학습자는 일차적으로 각 시행의 의미들을 산문체로 풀어 썼다. Q202학습자는

나그네의 여정이 길고, 정처 없이 밖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외로움 및 슬픔을 전

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는 시의 주제를 나그네의 외로움 및 슬픔

으로 읽었다. 그러나 이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는, 시대 배경과 결합하여 시

를 현실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참여시로 읽게 되었다. Q202학습자

의 2차 감상문은 주로 위의 비평 텍스트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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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에서 ‘나그네’는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방랑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평 텍스트에서는 <나그네>가 일제 강점기

곤궁하고 핍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자연을 지향하고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시대적 정서를 표현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Q202학습자는 시가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일제 강

점기 시대와의 대비를 통해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어쩔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시인은 평화로운 농촌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고 하였다. 그래서 나그네 이미지를 통하여 일본 침략 때문에 정착할 수 없는 우울함과

비참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Q202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는 시의 표면적인 의미

를 읽었는데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대적 배경이라는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

시 읽기를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아래 Q303학습자는 <여승>을 개인 슬픔을 표현하는 시로 읽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

하여 저항시로 읽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학습자가 작성한 1차∙2차 감

상문 및 그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시를 보면 시인의 슬픈 마음을 알 수 있다. 

1연에서 여승의 등장은 시인의 기분을 슬프게 만든다. 아래의 내용을 도입한다. ‘여승 쓸쓸한 낯이 옛날

같이 늙었다. 여기서 여승의 낯을 보면서 기분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2연: 산에서 파리한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두 여인은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이어서

시인의 슬픔을 시에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지아비를 10년 동안 기다렸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다. 시인은 남편을 잃고 딸과 같이

산다. 남편을 기다리는 10년동안 수많은 슬픈 날이 있었는데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 시는 여승과 여인의 슬픔을 보면서 시인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다. 남편을 잃고 남편을 기다리

는 외로운 마음을 표현했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왜 이런 비유를 하는지 모른다. (여승

-Q303)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래와 같다.

1연, 여승 쓸쓸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런 비유를 통하여 나의 슬픔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여인의 파리한 모습을 그리면서 불쌍한 여인을 그렸다. 그리고 딸아이를 때리며 우는 모습을 통

해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 3연, 지아비 나간 지 10년 됐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시인은 계속 기다리고 있

다. 딸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슬프고 서럽게만 느껴진다. 

비평 텍스트에서 <여승>은 화자의 일체 감정적 개입이 없는 듯한 관찰자의 간결한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해체와 떠도는 삶의 아픔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의 생각과 일치하다.

전 시에서 나타난 여승의 쓸쓸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머리

를 깎고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되었다. 여인의 슬픈 경험을 통하여 당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아

픔을 표현하고 있다. (여승-비평-Q303)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생애가 당대 식민지 현실과 유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금점판

옥수수 행상을 거쳐 가지취 냄새가 나은 여승이 되는 생애는, 비록 그녀가 사적 개인의 모습을 지였을지라

도, 그녀로 하여금 당대 현실의 불모성을 실감 있게 드러내는 일종의 전형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백성이 가는 일종의 전형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여승-유성호, 현대시에 나타난 연민과 배려의 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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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3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살펴보면 시인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

였다. 2차 감상문에서 Q303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고 먼저 고백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 학습자는 연 순서에 따라

여인의 슬픈 경험을 기술하면서, 마지막 여인의 슬픈 경험을 통하여 당시 시대 사람들

의 아픈 삶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비평 텍스트에서 시는 여인의 생애가 당대 식민지 현실과 유비적으로 연결된다고 해

석하고 있다. 즉, 시에서 표현하는 그녀의 고난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

시 식민지 시대 백성의 고통을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사

회문화비평 텍스트에서 <여승> 시를 당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사회문화 배경과 결합하

여 해석하는 읽기이다. 

1차 감상문에서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과 달리 2차 감상문에

서는 여인의 슬픔을 전형으로 당시 식민지 사회 배경에서 사람들 삶의 아픔을 표현하는

전형으로 파악하고 저항시로 읽게 되었다. Q303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표층 의

미에서 심층 의미로 전환하여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Q219학습자는 <청포도>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에서 저항시로 읽

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Q219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이다. 

이 시에서 타인에 대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남이 오기를 기대한다. 고향의 청포도가 익어서 남이 먹으

러 오기를 기대한다. 비록 양손이 다 적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식탁에 하얀 수건을 이미 넣었다. 모든 물건

이 다 준비되었고 손님만 오면 된다. (청포도-Q219)

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다. 그 당시는 세계 제2차대전 시기라서 삶의 영위가

너무 힘들다. 한국은 그때 일본의 침략을 받은 시기였다. 그 피곤하고 배고픈 손님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

은 미래의 어려움과 포기하지 않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래가 힘들지만 나는 물건을 다

준비해 놓았다. 은쟁반, 하얀 수건을 준비하고 손님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자신이 미래에 대하여 포기

하지 않고 아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청포

도-비평-Q219)

Q219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이 시에서 타인에 대한 사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

다. 모든 물건은 다 준비되었고 손님만 오면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단지 시구를 산문

체로 풀어 쓰고 인상을 기술하였다. 2차 감상문에서 Q219학습자는 사회문화비평적 관

점을 수용하여 다시 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대

한 기대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2차 감상문은 아래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많

이 받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시는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더없이 소박한 인정풍속, 암담한 민족적 현실과 시대상황에 대한 비애

의 관념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시에서 주요 심상과 모티프는 ‘칠월’과 <청포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이 시에서 육사는 ‘칠월’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청포도>가 익는 계절과도 연관된다 하겠으

나, 육사에게 ‘칠월’은 특이한 의미를 갖는다. 고향으로 향하는 그리움은 어느 특정의 계절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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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아니 조국에 대한 무한한 향수와 전설, 곧 민족역사로 이어지는 이 시는 저항이나 투쟁과도 같

은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과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 ‘칠월’,     

‘청포도’, ‘전설’, ‘먼데 하늘’, ‘꿈’, ‘푸른 바다’, ‘돛단배’, ‘손님’, ‘청포’, ‘은쟁반’, ‘모시수건’ 등 이들 시어

의 결합으로 형성된 맑고 청초한 감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하고 애틋한

정감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청포도-김학동, 시와 행동의 융합과 저항정신)

비평 텍스트에서는 이 시가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와 더없이 소박한 인정풍속, 암담한

민족적 현실과 시대상황에 대한 비애의 관념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당시 시대 배경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대이지만 이육사는 시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모

습을 그렸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저항이나 투쟁과도 같은 현실적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과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Q219학습자는 이 비평 텍스트의 관점을 수용하여 시의 주제를 미래에 대한 기다

림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시대 배경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인데도 불구하

고 시에서 참 맑고 청초한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가

힘들지만 포도, 은쟁반, 모시 수건을 모두 준비하여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미

래를 기다리겠다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하고 있다. Q219학습자는 비평 텍

스트를 통하여 친구에 대한 사념이라는 표층 의미에서 당시 일본 식민지 시대 배경을

결합한 심층 의미로 조정함으로써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 Q211학습자는 <청포도>를 향수시로 읽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애국시로 읽

게 되었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211학습자가 작성한 1차 감상문 및 2차 감상

문과 그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시인은 고향의 경물을 묘사하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고향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이런 묘사를 통하

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및 미련을 표현하고 있다. (청포도-Q211)

이 시는 1939년에 쓰였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고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비참하였다. 시인은 아름

다운 언어로 고향의 경물을 묘사함으로써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시에는 시인의 조국 해방

에 대한 기대 및 필승의 신념이 표현되어 있다. (청포도-비평-Q211)

1차 감상문에서 Q211학습자는 시인이 아름다운 고향 경물을 묘사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및 미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2차 감상문에서는 우선 <청

포도> 시의 창작배경인 일제 강점기에 주목하여 기술하였다. Q211학습자는 비평 텍스

트에서 창작 년대인 1939은 일제 강점기 시대이고 당시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비참해

서 시인은 아름다운 고향을 묘사함으로써 조국 해방에 대한 기대 및 필승의 신념을 표

현하고 있다고 기술하여, 관점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 마디로 이 시의 주제는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마음, 말하자면 누군가 온다고 약속한 그 자체에다 희

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가 제작되었던 1930년대 말,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고 일본의 기세는 날로 상

승되어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나도 암울했던 절망적 극한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이육사는 조국해

방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조국해방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신념과 기다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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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김학동, 간절한 염원과 ‘기다림’의 시학)

비평 텍스트에서는 <청포도>를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배경과 결합하여 해석하고 있

다. 시에서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묘사는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과 갈망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위 Q211학습자는 <청포도>를 향수시로 이해했다가,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읽은 뒤에는 시의 표면적인 의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 시를 창작한 맥락과 심층적인 의

미까지 주목하게 되면서 참여시로 읽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208학습자는 <풀>을 일차적으로 풀로서 읽다가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풀을 상

징물로 읽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풀>에 대한 1차∙2차 감상문 및 그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아기풀은 생명력 강하고 끈질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마 풀 하나는 쉽게 망가뜨릴 수 있지만 풀밭은

들불도 태우지 못한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아기풀은 드디어 울게 되었다. 흐린 날에 풀은 다시 울게 되

었다. 하지만 끈질긴 아기풀은 포기하지 않는다. 안개가 사라지면 아기풀은 다시 일어나고 봄바람을 맞이한

다. (풀-Q208)

이 시는 바람에 흔들리고 눕는 풀을 통하여 끈질긴 일반 민중을 상징하고 있다. 흐린 날은 악한 사회 환

경을 상징한다. 바람은 당시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 풀은 바람에 눕히고 바람의 침략을 당한다. 드디어 울

었다. 다시 누웠다.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해 저항이 실패했다. 

2연에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풀이 결국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누움, 울음 등을 겪었

지만 결국 일어서게 되었다. 

3연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는 것은 풀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더 깊은 의미는 바람은 결국 일어나고, 웃었다. 하지만 풀보다 늦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단편적일 수 있다. ‘풀뿌리가 누웠다.’는 아마 민중의 저항이 실패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 (풀-비평

-Q208)

풀은 민중을 상징하며 바람은 외세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 시의 주제는 외세

에 저항하는 민중의식이 된다. (풀-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기)

Q208학습자는 1차 감상문을 보면 주로 시를 시로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의 감상문에 따르면 풀은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비바

람의 억압과 흐린 날씨로 풀이 울게 되었다. 그러나 끈질긴 풀은 포기하지 않고 안개가

사라지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Q208학습자는 대체

적으로 시의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풀의 끈질긴 특징이 묘사되었다고 하였다. 

Q208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을 보면 시를 단순히 표면

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Q208학습

자는 일차적으로 텍스트 내적 의미 기술에 그쳤고 이차적으로 텍스트 외적 의미를 주목

하게 되었다. 비평 텍스트에서 풀은 당시 독재 통치 아래의 민중을 상징하고 바람은 독

재 정권이나 외부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회문화비평의

관점을 수용하여 원래의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Q208학습자는 시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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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Q208학습자는 2차 감상문에서 비바람에 나부낀 풀이 끈질긴 일반 민중을, 흐린 날은

당시 악한 사회 환경을, 바람은 당시의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Q208학

습자는 ‘풀은 바람에 쓰러지고 센 바람으로 드디어 울었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는 것은

당시 악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민중의 저항이 실패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1차 감상문과 2차 감상문을 대비하여 볼 때, 1차 감상문은 단순하게 시 자체를 볼 뿐,

시인이나 사회문화 배경 등 정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해하였다. 2차 감상문에

서는 비평 텍스트, 특히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Q208학습자는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여 시를 창작의 맥락에서 깊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Q407학습자는 <바다와 나비>의 저자의 인생과 관련된 비평 텍스트를 읽어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407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 및 그가 읽

은 비평 텍스트이다. 

바다 수심 위험을 모르는 나비는 청무우밭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날개가 물에 절어 다시 돌아온다. 3월

달 바다에 꽃이 피지 않고 밤에 초생달이 하늘에 걸린다. 흰 나비가 큰 허전함과 서글픔을 심하게 느낀다. 

‘흰 나비’는 시인 자신을 비유하고, ‘바다’는 시인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세계를 비유한다. 시에서 바닷물

로 절은 흰나비는 ‘공주’처럼 돌아온다. 시인은 ‘공주’로 자신을 비유한다. 이 비유를 통하여 문인으로서의

시인의 고결과 도도함을 느낄 수 있다. ‘흰 나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마지막 시구를

통하여 시인 마음 속에 있는 쓸쓸함과 적막함을 읽을 수 있다. (바다와 나비-Q407)

사회문화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이 시의 창작배경은 식민지 시대이다. 시인 김기림은 일본에서 3년동

안 유학하다가 돌아온 후 처녀작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와 나비이다. 시인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

안 생활의 피로감과 지침을 느꼈으나 ‘흰나비’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생각이 아주 비현실적인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은 현실과 생활에 억압되어 느끼는 절망이다. (바다와 나비-사회문화비평-Q407)

그는 마침내 도일하여 1936년부터 39년까지 동북제대 영문과에서 수학하고 귀국하는데 귀국 후에 발표

한 그의 시들에는 여행에서 돌아온 자의 피로감과 삶의 구체에 다가가는 생활인의 힘겨움이 응축되어 나타

난다.

식민지 시대 한국 모더니즘의 특성과 운명을 함축하고 있는 이 시에서 ‘나비’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 돌진

한 주체, 식민지 종주국 일본으로 떠나던 김기림 자신이며, ‘바다’는 서울과 동경 사이에 놓인 현해탄 곧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나비는 결국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온다. (바다와 나비-고명수, 한

국 모더니즘 시인론)  

Q407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시구의 축어적인 의미를 산문체로 기술하고 있다. 학

습자는 ‘바다 수심 위험을 모르는 나비는 청무우밭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날개가 물에

절어 다시 돌아오고 3월달 바다에 꽃이 피지 않고 밤에 초생달이 하늘에 걸리며 흰 나

비가 큰 허전함과 서글픔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기술하였다. ‘흰 나비’는 시인 자신을

비유하고, ‘바다’는 시인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세계를 비유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

인은 ‘공주’로 자신을 비유하고 이 비유를 통하여 문인으로서 시인의 고결함과 도도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흰 나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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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시인 마음 속에 있는 쓸쓸함과 적막함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시의 축어

적인 의미를 통하여 학습자는 시인의 표현 의도를 추측하고 있는데 시인이 자신을 나비

로 비유하여 마음 속에 있는 쓸쓸함과 적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Q407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시인이 개인적인 막막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특히 사회문화비평 관점과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어 인지적 충돌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평 텍스트는 시인의 경험과 결합하여 시를 해석하면서, 일제강점기에 김기림이 일

본에 유학하다가 돌아온 후 접한 현실에 대한 절망을 시를 통하여 표현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Q407학습자는 일차적으로 텍스트만을 바라보고 해석하였지만 이와 같이 작가에

관한 전기적인 사실과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결합하여 해석하는 비평 텍스

트 관점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

게 됨으로써, 자신의 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였지만 자신이 오독한 경우가

있거나 표면적으로만 시를 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오독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비평 관점과 비교

해보았을 때, 비평의 관점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비평 관점으로 조정하여 시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한계성도 보여주었다. 학습자들은 시인의 의도

및 시의 역사적인 의미를, 유일한 의미로 생각하는 해석 일원주의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제시된 다양한 비평 텍스트 관점들의 차이를 면밀히 비교

하여, 해석 다원주의적 입장을 가지게 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비평 텍스트에 의한 해석의 확장

여기에서는 비평 텍스트에 의한 해석의 확장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비평 텍스트에

의한 해석의 확장이란 학습자가 다양한 비평 관점들을 통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되

는 것이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자의 시에 대한 의미의 구성은 주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주관적이다. 구성주의적 구성은 상호주관적 구성이다. 맥락은 곧 삶의 환경이고, 구성은

이 환경 속에 형성된 삶의 과정이자, 삶 자체이다. 인간의 삶이 사회적이다. 즉, 인간은

사회 속의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산다. 이 속에서 삶이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

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구성은 맥락 속에서의 주관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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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맥락을 고려한 상호주관적 구성의 특성을 띠고 있다.44) 맥락의 다양성으로

인해 개인이 구성한 의미도 다양하다. 동일한 시 텍스트를 보는 독자들은 자신의 맥락

에서 나름대로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 

구성주의의 맥락지향적 특징에서 살펴볼 때, 그 맥락이 다양한 만큼 구성되는 의미의

수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구성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타인이 구성

한 지식에 대해서는 용인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45) 지식 구성의 맥락 때문에 다양

성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시 텍스트를 읽어도 독자가 다양한 맥락 때문에 다양

한 의미들을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관점들을 존중하여 자신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

화’를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그 비평들의 관점 차를 인정하

고 비평 텍스트들과 대화를 통하여 시의 해석을 확장시킨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를 통해 시 텍스트 해석을 확장하는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시를 읽고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였지만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텍스트 관

점을 통하여 시 해석을 확장시킨다.  

예술작품의 해석에 관해서는 일원론과 다원론적 입장이 있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의 일원론이란 모든 참인 해석적 진술들은 하나의 단일한 해석으로 결합된다는 입장이

다.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해석들은 둘 다 옹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양립 불가능

한 다수의 해석적 진술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중 하나가 참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거짓

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예술작품 해석의 다원론은 참인 해석적

진술들이 하나의 포괄적인 해석으로 결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양립 불가능한 해

석들도 옹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46 ) 이처럼 시 의미를 해석하는 이론들은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석의 일원론은 절대주의, 객관주의, 해석의 다원론은 상

대주의, 주관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작품을 해석하는 실제 비평 텍스트 중 신비평적 텍

스트는 객관주의와 절대주의 입장을,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입

장을 가진다. 

조정은 동화와 반대로 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지 구조를 고치는 것이다.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확장은 학습자들이 시를 읽어

1차 반응을 형성한 후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해석의 다원론적 입장으로 조정하

게 되면서 일어난다. 

                                        

44) 김종문,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p.289.

45) 조용기, 「열린교육 연계의 관건」, 『초등교육연구논총』Vol.16,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

구소, 2000, pp.185-186.

46）김희정, 「예술작품 해석의 다원론」, 『美學』Vol.34, 한국미학회, 2003,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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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J410학습자가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들을 읽은 후,

시를 ‘애국시’, ‘불교시’로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사례이다. 아래는 J410학습자의 1

차∙2차 감상문 및 학습자가 관점을 수용한 비평 텍스트들이다.  

사랑에 대한 신념과 기다림

어려운 점: 당신은 누구인가? 왜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까? (나룻배와 행인-J410)

이 시는 일제 시대에 쓰였다. 시인은 조국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고 우려한다. 따라서 시인은 조국을 구조

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사람은 불교의 보살일 수도 있다. 나는 나룻배가 되고 싶다. 급한

여울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건네준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따라서 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기다린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꼭 올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계속 기다리고 싶다. 이는

시인의 신앙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 (나룻배와 행인-사회문화비평-J410)

사회문화비평1

여기서 한번 ‘당신’을 조국이나 겨레로 바꾸어 읽으면, 이 시는 이내 빼앗긴 조국, 가버린 겨레를 안타까

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치열한 민족시, 애국시로 변신을 한다.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안고 건너고, 

눈비를 맞으며 밤낮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가는 것이 사랑의 대상에서 조국 또는 겨레로 확

대되는 것이다. (나룻배와 행인-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사회문화비평2 

여기에서 만해인 ‘나’는 ‘나룻배’로 의인화되었고, ‘당신’은 ‘님’이요, ‘님’은 ‘행인’이고 중생을 기다린다. 生

死苦海에서 사바세계로부터 저 깨달음의 피안으로 건네주는 것을 나룻배로 생각할 때 나룻배는 ‘보살’이요, 

곧 만해인 것이다. 

나룻배는 모든 것을 참고 행인들을 건네 준다.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행인을 태우고 건네준다. 

이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정진하는 만해의 보살사상인 것이다. (나룻배와 행인-이성숙, 만해의 시

에 나타난 보살사상)

J410학습자는 1차 <나룻배와 행인>을 사랑시로 읽고 시의 의미를 사랑에 대한 신념

과 기다림으로 파악하였다. J410학습자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들을 읽은 후 <나룻배

와 행인>의 시대배경과 시인과 관련된 배경을 알게 되어, 비평 텍스트들의 관점들을 수

용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되었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1에서는 ‘당신’을 조국이나 겨레로 바꾸어 읽어 빼앗긴 조국, 

떠나가 버린 겨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치열한 민족시 및 애국시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접한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이 시를 애국시로 읽게 되었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2에서 시인 한용운의 배경을 결합하여 본 시를 불교시로 해석하

였다. 시에서 한용운은 ‘나룻배’로 의인화되었고, ‘당신’은 행인’이고 중생을 기다리고 제

도해 준다. 학습자는 시인의 배경을 알게 되어 비평 텍스트 2에서 제시한 불교시 관점

을 수용하여 시를 불교시로 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J410학습자는 <나룻배와 행인>을 ‘사랑시’로만 읽었는데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애국

시와 불교시 등으로 다각적으로 읽게 되어 시 읽기 관점들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J410학습자가 시 해석에 있어서 다원주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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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Q208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나그네>를 다양하게 읽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208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 및 그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나그네>를 읽은 후 나는 나그네를 여행객으로 이해하였다. 혼자 고향을 멀리 떠나 강을 지나고 저녁 놀

을 보낸다. 외로운 느낌은 어쩔 수 없다. 물이 길고 산이 높다. 나그네는 마을 하나 하나를 지나가고, 바람

에 술 향기가 타고 온다. 고향에 있는 술집 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집에 가지 못한다. 

객지에 있는 나그네는 항상 집을 그리워한다. 유년 친구들, 집에 있는 가족들, 마을의 큰 나무, 이런 것

들의 기억이 따뜻하다. 하지만 나그네는 생계를 위하여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나그네-Q208)

<나그네>를 읽을 때 처음에 밖에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울한 시로 읽었다. 비평을

읽은 후 시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속이 없는 유유자적함을 읽을 수 있다. 밀밭은 풍요

의 기쁨을 상징할 수 있고 구름은 자유를 상징할 수 있다. 달은 조용함과 평화를 상징할 수 있다. 혼자 밖

에 있으면 외로울 수 있지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시에 나타난 감정이나 내용은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르

게 읽을 수 있다. 이 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읽을 수 있다. (나그네-비평-Q208)

<나그네>에서 자연과 인간은 서로 조응하고 있다.

1연의 ‘밀밭 길’을 ‘나그네’가 처한 공간적 배경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시의 은유 체계는 좀더 깊은 내포

를 숨기고 있다. 2연에서 밀밭 가는 나그네는 구름에 달이 가듯 자연스럽게 길을 간다. 3연에서 ‘길은 외줄

기’라 말한 것은 아마도 이 자연스러움과 관련될 것이다. 나그네는 어떤 작위나 계획이 없이도, 구름에 달

이 가듯 자연스럽게 제 길을 간다. 4연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조응이 엿보인다……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은

술이 익는 모습의 형용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정의 아름다움이 은유적인 관계로 묶이면서 서로를 비추

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권혁웅, 박목월 초기시의 구조와 의의)  

Q208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보면 ‘나그네’의 이미지로 출발하여 나그네가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해 혼자 고향을 떠나 밖에서 일을 하는 힘듦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냈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Q208학습자는 본 시를 자유로움과

유유자적을 표현하는 시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주로 위의 비평 텍스트 내용을 수

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평 텍스트에서는 <나그네>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응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

다. 연 순서에 따라 시에서 나온 이미지들을 해석하면서 <나그네>의 자연스러움과 이미

지들의 아름다움 등을 해석하였다. Q208학습자는 우울하게 읽었던 시를 평화롭게 읽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사람에 따라 시를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그네>도 다양한 각도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Q208학습자는 처음 나그네의 향수와 외로움을 읽었지만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비

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거나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주의 입장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고 시 의미에 대한 개방

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Q208학습자는 해석 일원론 입장에서 해석 다원론으로 조정함

으로써 시 해석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40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청포도> 시를 향수시 및 저항시로 다각적으로

읽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청포도>에 대한 1차∙2차 감상문 및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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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영향을 끼친 비평 텍스트이다. 

시인이 포도를 준비하며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청포도-S406)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에 시인은 먼 데에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바다, 돛 등의 이미지를 통하여

시인이 기다리는 손님은 아마 해외에서 올 것 같다. 시인은 청포도로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 손님과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시의 표면적인 글자를 보면 평안하고 고요한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고달픈 손님은 아마 고통스러운 민중들을 상징할 수 있다. 시인은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

고 싶다. 

시대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시에서 시인의 조국 독립 해방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고향에 대

한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해방 후의 행복한 생활을 갈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어려운 점: ‘꿈꾸려’, ‘박혀’ 등 시어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른

다. 그냥 포도를 따 먼 데에서 오는 손님을 초대하는 것 같다. 시 마지막 부분에 묘사하는 행복한 생활을

갈망한다. 

도움: 여러 각도에서 시를 비교하며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청포도-사회문화비평-S406)

한 마디로 이 시의 주제는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마음, 말하자면 누군가 온다고 약속한 그 자체에다 희

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가 제작되었던 1930년대 말,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고 일본의 기세는 날로 상

승되어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나도 암울했던 절망적 극한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육사는 조국해방

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청포도-김학

동, 간절한 염원과 ‘기다림의 시학’)

S406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일제치하의 역사적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시인이 포

도를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아름다운 고향 풍경을 그림으로써 행복한 생활

을 갈망하는 마음을 시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다고 읽어냈다. 이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

를 읽은 후 시를 표면 의미와 심층 의미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표면적인 의미는 평안한

전원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학습자는 위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읽은 후 시의 주제를 조국 해방에 대한 갈

망으로 읽게 되었다. 비평 텍스트에서는 시가 제작되었던 1930년대 말의 시대 배경을

고려하여 시의 주제를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해석대로 생산 맥락인 시대 배경, 즉 일제 강점기를 고려하여 이 시를 해석하

면 시에서 시인의 조국 독립 해방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고향의 아름

다움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해방 후 행복한 생활을 갈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S40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해석하는 각

도를 알게 되었다. 시를 신비평적 관점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대 배경 등의 창작

맥락 요소를 결합하여 시를 읽을 수도 있다. 시 텍스트에 빈자리가 많아서 작가, 텍스트, 

맥락, 독자 중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텍스트 해

석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저는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는 텍스트의 의미의 공백을 ‘빈자리’라고 했는데,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독서의 행위는 일종 의미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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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다. 독자에는 텍스트가 스스로 의미의 구조망으로 유도하는 내포 독자와, 개인이

나 공동체가 겪은 경험의 총합에 의해 존재하는 실제 독자가 있다. 텍스트는 독자에 따

라 다양한 의미로 수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실제 독자의 다양성은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과 직결될 수 있다. 이육사의 시 청포도는 독자가 일제 시대에 대한 역사적 체험

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47）
우선 역사적 체험을 한 독자는 이

시를 항일 저항 정신을 전경화한 것으로 읽을 것이다. 저항시란 일제식민지시기 일제의

억압에 저항하며 민족의식을 지향하고 있는 시다. ‘내 고장 칠월’은 조국의 독립을 꿈꾸

는 계절로서 ‘내가 바라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가 ‘고달픈 몸으로/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는 것은 험하고 고단한 독립 투쟁을 하다가 찾아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니 그와 함께 청포도를 따 먹으려는 나는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조선의 애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해석은 사회문화배경인 일제식민지시대, 이육사의 전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가 한 것이다. 

반면에 역사적 체험을 하지 않은 독자는 내포 독자처럼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만 이 시를 감상할 것이다. 이 시는 실상 텍스트만을 두고 보면 일체 치하라는 어두운

역사적 배경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시의 분위기가 밝은 편이다. S406학습자는 이

시가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 미래의 아름다운 상황을 기

대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S406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청포도>의 축어적

인 의미를 읽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S406학습자는 시에 대해 자신과 다른 해석 관점을 만날 때 자신의 관점을 포

기하거나 상대방의 관점을 부정하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로 바라본다. 시 텍스트 의미

해석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의 의미, 하나의 해석 방식을 견지하지 않고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결과이다. 결국 S40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를 다각적으로 읽게 되어 해석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Q206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풀>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Q206학습자가 작성한 <풀>에 대한 1차 및 2차 감상문이다.  

이 시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풀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풀의 희로애락을 묘사함으로써 풀이 보잘 것이

없음을 표현하고 싶다. 비바람에 번번히 눕지만 번번히 일어난다. 모진 고생을 겪었지만 끈질기고 낙천적인

변변찮은 사람을 투사한다. (풀-Q206)

시는 풀의 상태를 순순히 묘사할 수도 있고 풀이 보잘 것이 없음을 한탄할 수도 있다. 또한 풀에서 자신

을 연상하게 된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는 전반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쓸쓸함 속에서

희망도 보인다. 비록 비바람에 번번히 눕지만 번번히 일어난다. 하지만 시 마지막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47）이형권, 「이육사 문학의 독자와 기대지평의 문제」, 『한국언어문학』Vol.85, 한국언어문학

회, 2013, pp.4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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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는다’, 풀은 다시 한번 눕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저는 현실에 좌절, 비바람이 존재하고 있고 누가 이미

겪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견디는지 아닌지는 하나의 선택이다. 아무리 보잘 것

이 없는 풀이라도 노래할 만한 끈질김이 있다.  

도움: 천 명의 독자 눈에 천 명의 햄릿이 있는 법이다. 같은 시라도 각각의 독자에게는 서로 다르게 다

가온다. 시의 매력은 바로 시 내용 및 사상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의 경험

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시의 역할은 사람에게 인생 철학을 깨

닫게 하는 것이다. (풀-비평-Q206)

Q206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비바람에 흔들리는 풀이 변변찮은 사람을 묘사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는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여러 관점들을 포괄적

으로 제시한 뒤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되었다.

학습자는 시가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눕고 일어나는 풀에

대한 묘사가 쓸쓸함 속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하지만 ‘풀뿌리가 눕는다’라는 마

지막 구절에 있어서는 풀뿌리의 움직임을 인생에 비유하면서, 사람이 살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견딜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비평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는 동일한 텍스트라도 상이한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함을 알

게 되고, 서로 다른 해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탐구하게 되며, 서로 다른 해석 관

점들을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 담론은 여러 가능한 해석들 중

의 하나로, 수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48） 즉, 다른 해석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체성, 상호주관성을 느끼게 되고, 학습자의 독백적 언어

에 새로운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요컨대 비평 텍스트와 시 텍스트를 함께 읽

음으로써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의미를 생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메타적으로 시를 읽는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수동적인 독자에서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3편의 신비평적 텍스트의 일부이다.

신비평1

의미론적으로 보자면, <풀>은 바람/풀의 명사적 대립보다는 넓은 의미의 동사의 움직임에 더 강조가 주

어진 시이다. (풀-김현, 웃음의 체험)

신비평2

의미가 분명치 않은 이미지를 우리는 흔히 상징이라고 부른다. 그런 점에서 이 시를 이해하는 데 결정

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풀>과 ‘바람’의 상징적 의미이다......

  풀의 구조적 의미는 통시적 순서를 따를 때 수동적 존재(1연), 능동적 존재(2연), 수동/능동의 대립을

초월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쉽게 말해 명제, 반명제, 종합명제라는 변증법적 구조를

보여준다..

공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할 때 이 시가 강조하는 것은 더 큰 누움을 통해 일상적 대립, 예컨대 누움/일

어남, 울음/웃음 같은 대립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명제이다. (풀-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

기)

신비평3

                                        

48）이재기,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읽기 교육」, 『동남어문논집』Vol.41, 동남어문학회, 2016, p.61.  



- 133 -

풀은 바람에 움직이는 풀의 모습을 관찰하고 묘사한 작품이다. …「풀」이란 시는 불과 몇 개의 낱말과

단순한 문장들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읽는 이들에게 바람 부는 풀밭의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이다. 바람에 움직이는 풀의 모습을 그 생생한 분위기까지 살려서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풀」이란

작품의 기본적인 의미이다. (풀-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비평적 텍스트는 시 구조나 상징 등의 면에서 시를 해석하고 있다. 오직 시 자체에

주목하고 시의 문학성을 추구하며 내부적으로 시를 해석한다. 시에서 시인과 사회 문화

등의 요소를 격리하고 독립적인 사물로 보고 이해한다. 위 3편의 신비평적 텍스트는 오

직 <풀>이라는 시 내부에 입각하여 구조, 시어, 상징 등을 해석하였다. 우선 신비평적

텍스트 1은 시를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미론적으로 보자면, <풀>은 바람/풀의

명사적 대립보다는 넓은 의미의 동사의 움직임에 더 강조가 주어진 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비평적 텍스트 2는 시 통시적 구조 및 공시적 구조에 입각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

다. 풀의 구조적 의미가 통시적 순서를 따를 때 수동적 존재(1연), 능동적 존재(2연), 수

동/능동의 대립을 초월하는 존재로 드러나고 이런 구조적 특성은 쉽게 말해 명제, 반명

제, 종합명제라는 변증법적 구조를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풀의 움직임이 바람보다 먼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바람의 움직임이 풀의 움직임보다

먼저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모순된 진술인 듯하지만 신비평적 텍스트 3은 바로 여기

에 이 시의 묘미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풀은 바람에 움직이는 풀의 모습

을 관찰하고 묘사한 작품이라고 본다. 

위 세 편 신비평적 텍스트들은 시 내부 의미, 구조 등을 해석하고 있다. Q206학습자

는 이 3편 신비평적 텍스트를 읽은 후 시가 아마 풀의 상태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를 시 자체로 보고 신비평적 관점으로

시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Q206학습자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3편을 읽

었다. 

사회문화비평1

「풀」은 풀과 동풍, 비라는 풀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통해 완전한 사회를 위한 영원

히 지속되어야 하는 혁명관을 드러내주고 있다. (풀-유재천, 시와 혁명)

사회문화비평2

‘풀뿌리가 눕는다’에서 보는 대로 이 시는 ‘거대한 뿌리’의 이미지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즉 땅속의 뿌리

가 가로눕는 것은 절대로 뽑히지 않겠다는 의지, 거대한 뿌리의 의지인 것이며 이 강인한 지탱은 변치 않

는 영원한 사랑에 의한다는 것을 그의 시편들을 섞어 읽으면서 환기할 수 있었다. 풀은 ‘그의 정신 편력의

한 극점’이며 시의 자율성과 사회성이 고도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풀은 ‘그의 정신 편력의 한 극점’이며 시

의 자율성과 사회성이 고도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수영 참여문학의 진정성을 완벽하게 구

현해 보이는 작품이라 하겠다. (풀-한영옥, 한국 현대시의 의식 탐구)

사회문화비평3

여기서 우리가 풀을 민중의 상징이고 바람, 특히 ‘비를 몰아오는 동풍’은 외세의 상징이라는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면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풀이 싫어할 리가 없다는 생물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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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반론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람보다 동작을 ‘빨리’ ‘먼저’ 한다고 해서 민중에 어떤 찬사를

주는 것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눕는 행위와 일어서는 행위까지도 한 가지로 보이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다른 한 쌍의 동사인

‘울다’와 ‘웃는다’도 한가지로 보이게 된다. 아니 모순이 모순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반복의 연속 속에서 어

느 샌가 ‘운다’가 ‘웃는다’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된다. (풀-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1은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풀>은 풀과 풀을 둘러싸고 있는

동풍∙비라는 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통해, 완전한 사회를 위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

는 혁명관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 시는 풀의 삶, 즉 풀의 울고, 눕고, 웃고 일어섬을 통

해 인간의 실존적 삶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풀을 사람으로 비유

하여 눕고 울게 하는 힘이 자유를 구속하는 벽으로서의 한계상황이라면, 일어서고 웃는

행위는 초월적인 세계를 향한 저항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2는 <풀>을 김수영의 정신 편력의 한 극점을 나타내는 시로

간주한다. 그리고 시의 자율성과 사회성이 고도로 형상화된 작품이며 김수영 참여문학

의 진정성을 완벽하게 구현해 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풀>은 김수영의 사회

참여 의식을 잘 구현해 내는 작품이다. 이 비평 텍스트도 시인 배경, 사회문화 배경 등

정보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있다. 

세 번째 비평 텍스트도 사회문화적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지만 앞 두 비평 텍스트와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3은 풀이 민중의 상징이고, 바람, 

특히 ‘비를 몰아오는 동풍’은 외세의 상징이라는 관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회문화

비평적 텍스트 3에 따르면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풀이 싫어할 리가 없다는 생물생태학

적인 반론을 제시하고, 바람보다 동작을 ‘빨리’, ‘먼저’한다고 해서 민중에 어떤 찬사를

주는 것이 되지도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다’, ‘먼

저 눕다’ 등의 시구들을 보면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풀들을 움직이는 행위가, 움직임의

동력이 되는 바람보다 앞선다는 모순율에 부딪치게 되고, 그 모순은 이 시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순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

눕는 행위와 일어서는 행위까지도 한 가지로 보이는 상태에까지 이르며, 다른 한 쌍의

동사인 ‘울다’와 ‘웃는다’도 한 가지로 보이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비평 텍스트는 풀

과 바람의 모순적인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시를 해석할 때 보통 풀을 민중으로 보고 힘이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시인은 풀의 약한 모습을 주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Q206학습자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읽은 후, 주로 민중의 연약함을 읽어내고 그런

보잘것없는 생명에 감탄하고 있다. 

Q206학습자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읽은 후 자기 생각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3편의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35 -

    

독자주관비평1

김수영 시인은 결코 이런 관습적 상투적, 그래서 맥 빠진 상징을 가지고 시를 쓸 시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시의 풀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을 연역한다면 그것은 역시 60년대말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노

리는 삼선개헌을 둘러싸고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이 보인 형태를 연역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자유이

다. (풀-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독자주관비평2

바람, 비, 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 현상의 어휘, 눕다, 울다, 일어나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의 배타적 조직은 이 작품을 친근하게 만들면서 고도의 암시성을 부여한다. 기초 단어일수록

그 함축이 폭넓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일어난다’는 낱말이 맥락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얼마든

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독자가 읽어내고 싶은 의미를 다양하게 공급해준다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풀-유종호, 시의 자유와 관습의 굴레)

독자주관비평3

우선 <풀>을 풀로 보는 것과 <풀>을 비유나 상징물로 보는 것이다. (풀-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1에서는 풀을 민중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독법이 관습화되

었고 7-80년대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마침내 풀은 민중시의 가장 보편적인 화두가 되었

다고 한다. 그러나 풀은 어디까지나 풀로 읽어야지 관습화된 상징으로 읽을 때 자칫 속

화(俗化)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는 김수영 시인이 결코 이러한 관습

적∙ 상투적인, 즉 맥 빠진 상징을 가지고 시를 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시에서 풀을 끈

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으로 연역한다면, 그것은 역시 60년대 말 박정희가 영구집권하

기 위한 삼선개헌을 둘러싸고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이 보인 형태를 연역해내는 것과 마

찬가지로 독자의 자유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에서 바람, 비, 풀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 현상을

서술하는 어휘인 ‘눕다’, ‘울다’, ‘일어나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

의 배타적 조직은 이 작품을 친근하게 만들면서 고도의 암시성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초 단어일수록 그 함축이 폭넓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일어난다’라는 낱말이

맥락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독자가 읽어

내고 싶은 의미를 다양하게 공급해준다는 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풀>을 풀로 보는 것과 <풀>을 비유나 상징물로

보는 것이라고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3편의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에서 각자 다르게

시를 해석하고 있지만 독자의 기대지평, 해석의 자유, 독자의 중요함을 일관되게 강조하

고 있다. 풀을 그냥 자연 사물로써 읽을 것인지, 문학 관습에 따라 민중을 상징하는 민

초로 읽을 것인지는 독자의 자유라고 하였다. Q206학습자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읽을 때 자신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즉, 독자 의미 부여

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Q206학습자는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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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들을 포괄하여 제시하면서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굿

맨(N. Goodman)은 우리의 지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경험이나 이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였다.49）이는 사람과 사람

의 생각이 각기 다르고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게는 다르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평 텍스트가 시를 이해하는 데 주는 도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학습

자가 햄릿을 읽을 때 각기 다른 독자에 따른 각기 다른 햄릿이 있기에, 동일한 시라도

각자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Q206학습자는 이 해석들의 개별

성 및 상대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의 매력은 바로 시 내용 및 사상은 사람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는 각자의 선경험과 선행지식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시의 역할은 바로 인생의 기억 속에 실마리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Q206학습자는 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를 이해하는 데 단

일한 정답이 없고 독자의 선경험과 기대지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품

은 독자와 텍스트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질서를 갖고 태어나는 경험적 창조물로 인식하

게 되었다. Q20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해함으로써

시 해석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Q416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시행착오 및 자아성찰 등을 통하여 시의

해석을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바다와 나비>에 대한 1차 및

2차 감상문이다.  

약한 날개는 바닷물로 절어 계속 날아갈 수 없다. 따라서 공주처럼 돌아온다. 3월달 꽃이 피지 않은 바다

에서 서글프게, 초생달과 함께 의기소침하게 돌아왔다. (바다와 나비-Q416)

나비가 지닌, 모르더라도 겁이 없는 정신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수많은 새로운 사물은 인류가 무지의

우주 속에서 창조하고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은 무지로부터 발전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탐구하

고 시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비의 행동은 옳다. 시도를 해야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나

비가 바닷물에 날개가 절었다고 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시도는 장애나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 자신을 강하게 하고 충분한 능력

을 가지고 미지를 탐구한다. 이 시는 우리에게 미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 없이 과감하게 탐구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아무리 많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시를

읽을 때 시의 글자 의미만 보지 말고 배경, 인문 등 각 측면에서 시를 이해해야 한다. (바다와 나비-독자주

관비평-Q416)

Q416학습자는 1차 감상문을 보면 주로 시 내용을 산문체로 바꿔 기술하고 있다. 대

체적으로 나비가 수심을 몰라서 바다를 향해 날아갔지만 오히려 바닷물에 날개가 절여

                                        

49) N. Goodman, Languages of Art :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김혜숙, 김혜련 역, 『예

술의 언어들: 기호 이론을 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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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의기소침하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정리하였다. 

  

독자주관비평1

이 시에서 나비는 바다로의 여행을 한다. 바다는 나비에게 있어 미지의 공간이다. 수심이 얼마인지, 빠지

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다는 그에게 무섭지 않은 동경의 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오히려 퍼렇게 일렁이는 바다의 모습이 청무우밭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내려가 않는 것이다. 

그의 깨달음은 시행 착오를 거친 끝에 생겼다. 앉고 보니 바다는 그가 바라던 청무우밭이 아니요, 하마터면

그의 날개가 젖어 날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지쳐서 돌아온다. 돌아온 나비는 비로

소 바다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다와 나비-박호영, 김기림의 ‘바다’에 나타난 여

행 의식)

독자주관비평2

이 시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근대 따라잡기의 열망에 사로잡혔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근

대 지식인의 진지하고 정직한 자기 성찰과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의 도전과 실패는 그 한 사람만

의 것이라기보다 동시대 지식인 모두의 공통된 경험일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 실패를 성찰의 대상

으로 삼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김기림은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다. 

(바다와 나비-오성호, 낯익은 시 낯설게 읽기)

비평 텍스트 1은 <바다와 나비>의 주제를 나비가 바다에 향한 여행 의식으로 파악하

였다. 여행은 초월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신적인 행위이면서, 생생한 지각으로 새로

운 세계를 탐구하는 시도라고 한다.50) 나비는 바다의 수심을 모르고 여행 의식을 가지

고 바다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시행 착오를 거친 후 바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시행착오 관점을 통하여 사람

들이 두려움 없이 탐구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비평 텍스트 2는 나비가 바다의 수심을 모르고 바다를 향해 날아갔지만 결국 날개가

절어 돌아온다는 실패 행위에 대해서,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진지하고 정직한 시인 김기

림의 자기 성찰로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성찰을 통하여 실패

한 후 잘 준비하여 미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학습자는 이 두 편의 비

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시를 지식인의 방황으로 읽다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문명비판, 

소외 의식 등 다각적으로 읽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와사등>에 대한 1차 및 2

차 감상문이다. 

1연: 등불, 갈 방향에 대한 방황 / 2연: 해, 황혼, 사념, 입을 다물다 / 3연: 어둠, 낯선 거리, 아우성, 눈물

/ 4연: 공허한 군중, 섞이어, 무거운 비애, 어두운 그림자 / 5연: 중복, 어디, 어떻게

이 시는 암흑, 방황 시대 이성 지식인의 방황을 표현하였다. 군중의 행렬을 방관자로서 보고 스스로 냉정

적으로 사고한다. 무거운 느낌, 비관 및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와사등-K101)  

                                        

50) 이승규, 「황동규 시의 ‘여행’과 ‘죽음’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Vol.30, 한국현대문학

회, 2010,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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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예술성 및 사상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예술성에 대하여 3연에서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이 세 시구가 비약적이다. 이런 비약을 통하여 무거

움과 비애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신비평에서 주로 시어, 구조, 이미지 등에 주목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시어, 구조에 주목하게 하였다. 시를 인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읽는 것부터 이성적으로 읽게 되었다. 

이 시는 사상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배경을 결합하거나 현대문명을 결합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민

족적인 비애, 문명 비판 등 비평 관점은 시를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대 문명에서 사람

사이의 소외, 고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소외감으로 해석하면 이 시가 좀 더 보편적인 사상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독자로서 더 쉽게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소외, 고독 등 같은 감정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사등-비평

-K101)

K101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보면 주로 연 순서에 따라 핵심 시어, 예를 들어 ‘등불’, 

‘어둠’, ‘어디’ 등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시에서 나온 시어들을 통하여 시 의미를 추측하

였다. 즉 이 시는 암흑, 방황 시대 이성 지식인의 방황을 표현하고 군중의 행렬을 방관

자로서 보고 스스로 냉정하게 사고하며 무거운 느낌, 비관 및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K101학습자의 1차적인 감상문은 이처럼 핵심 시어들에 대한 인상적인 감각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1차 감상문과 달리 K101학습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는 다양한 비평 관점들

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K101학습자가 읽은 3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이다. 

사회문화비평1

시인이 일제하의 민족적 비애를 자기의 것으로 무겁게 느끼며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걸어가지만

정착지가 없는 유랑민의 신세와 같다. (와사등-박호영, 자아를 상실한 소시민의 서정)

사회문화비평2

이것은 현대 물질 문명의 현란한 무질서에 대한 시인의 고민을 잔잔한 시적 토운으로 부각한 작품이다.

(와사등-조병춘, 한국 현대시 평설)  

사회문화비평3

김광균이 <와사등>에서 도시문명 속에 언제나 돌아다니는 소시민의 고독감과 실향의식, 그리고 의지하고

지향할 것 없는 정신의 풍경을 시에 촬영하여 나타내었다. 고향을 상실한 연대인의 현주소는 도시일 수밖

에 없다.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도 그 도시가 ‘무덤’으로 파악되고 낯섦의 대상이 될 때, 그들은 군중 속의

고독과 방황, 그리고 비애를 반추할 수밖에 없다. (와사등-박철희, 서정과 인식)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1은 시의 내용을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과 결합하여

시에서 나온 비애를 참담한 민족 현실을 보고 느낀 지성인의 무거운 비애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2는 시의 깊은 의미를 현대 문명의 무질서에 대한 비판으

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당시 30년대 말 한국 현대 문명 과정을 고려하여 해석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3은 시에서 나온 비애감을, 현대 도시 문명 속에

서 정착지를 잃어버린 소시민들의 소외감과 고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 3편

의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다양하게 읽게 되었다. 

K101학습자는 <와사등>시를 시대배경을 결합하거나 현대문명을 결합하여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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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의 외적 생산 맥락 요소들을 이끌어 해석하면 시 주제를 폭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3에서

나온 소시민의 고독, 소외감에 대한 해석은 시로 하여금 보편적인 사상성을 가지게 하

여 그 사상성을 높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고독과 소외감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이런 감정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습자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3을 통하여 현대인의 소외감, 고

독을 읽게 되었다. K10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민족적인 비애, 문명 비판, 소

시민의 소외, 고독 등 다양하게 시를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은 다양한 비평 관점들을 통하여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되었다

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시를 읽는 시각을 넓히고 시의 해석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미 해석의 다원주의를 알게 되어 독자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들은 학습자들이 타자의 시선으로

시를 읽는 것이므로 완전히 자기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

문화맥락이나 개인적인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

다.

4. 비평 텍스트의 재구성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의미의

재구성은 인지적 구성과 정의적 구성을 포함한다. 시 읽기는 결국 학습자의 주체적인

시 읽기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비평 텍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학습자

들에게 비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시 읽기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

금 주체적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한다. 

수용 주체의 맥락이 지닌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나타난다.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사람은 인식주체라기 보다 우선

삶의 주체이다. 그것은 지식의 탈맥락적 획일성을 강조하기 보다 맥락적 실용성을 부각

시킨다. 지식은 탈상황적으로 ‘발견’된다기보다 맥락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구성주의

의 기본정신이다.51) 이처럼 맥락은 지식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맥락의 다양성은 관

점들의 다양성을 산출한다. 

                                        

51) 김종문, 앞의 책, p.134.



- 140 -

하나의 텍스트라는 세계 안에서 의견들의 상호작용은 ‘상호 활성화 작용’을 일으킨

다.52) 그럼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들과의 ‘상호 활성화 작용’을 통하여 시 텍스트를 새롭

게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시 의미를 맥락화시킨다. 

우리는 새로움을 보면 쉽게 창의성53 )
을 생각하게 된다. 창의성 생성의 기본 원리는

새로운 조합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보통 인지적 영역에

서 논의되었지만 이제 정의적 영역에서도 논의되었다. 문학교육과 관련된 창의성은 인

지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창의성도 포함한다.54) 따라서 아래에서는 재구성 양

상을 인지적과 정의적인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인지적 창의성은 주로 변증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즉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통합

시켜 제 3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정의적 창의성은 주로 시 정서를 수용하되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맥락에서 조율하여 새롭게 발현시키는 것이다. 

1) 시 의미의 창조적 구성

인지적 창조는 변증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변증적 사고는 ‘정-반-합’의 과정이다. 

즉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다. 변증법이 상반되는 견해들 사이의

토론 또는 대립된 개념들의 종합을 통해 앎에 도달하지만 논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진

리의 인식을 목표로 삼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옳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

의 견해를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전제한다.55 ) 이처럼 변증적 사고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타자의 관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시 의미의 창조적 구성은 학습자는 상반된 두 가지 비평 관점을 변증적으로 생각하여

창의적인 의미 구성을 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접근할 때 변증적 사고를 촉발하여 창의적인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느 한 비평 관점에 치우치지 않게 하

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상반된 관점을 가진 비평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학습자는 두 가

지 상반된 비평 관점을 읽고 변증적으로 시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학습자가 변증적으

                                        

52) L. P. Steffe & J. Gale 편저, 앞의 책, p.222.

53) Creativity에 대한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한다. 창의성, 창의력, 창조성, 창조력 등이 그것이

다. 창조와 창의는 공통점, 차이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의, 창조를 구별하지 않는다. 

54) 윤여탁, 「창의성의 재개념화와 국어교육의 지향과 과제」, 『새국어교육』Vol.98, 한국국어교

육학회, 2014, p.192.

55) 김준수,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No.7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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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한 시 의미는 원래 비평 텍스트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대립적인 비평 관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제 3의 관점을 창

의적으로 도출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S411학습자가 <풀>에 대하여 쓴 감

상문이다. 

1연: 누운 풀은 비에 젖고 동풍에 다시 일어난다. 마지막 눕고 운다. 날씨가 흐려 울다가 다시 눕는다. 2

연: 풀과 바람의 겨루기,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더 빨리 운다, 더 빨리 일어난다. 3연: 풀의 발악, 풀뿌

리까지 누운 풀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S411)

모든 사물은 항상 변증적이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의 침략은 우리를 침략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생산방식

을 가져왔다. 풀, 바람, 비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조화 및 적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각종 마찰을 거친 후 조합의 경지로 이른다. 사물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변증법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결점을 무시하지 말고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풀-독자주관비평-S411)

1차 감상문에서 S411학습자는 시의 내용을 연 순서에 따라 풀의 좌절, 바람과의 겨

루기, 풀의 발악 등으로 기술했다. 반면 2차 감상문에서는 바람과 풀의 관계를 변증법

적으로 해석했다. 아래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풀>을 풀로 보는 것과 <풀>을 비유나 상징물로 보는 것이다.

  풀에 관한 시로 읽는 독자들은 풀의 생태가 비와 바람과 어울려 이루는 자연의 한 풍경을 본다. 독자들

은 시어 자체의 결을 즐기면서 바람에 불리는 풀밭의 시각적인 즐거움과 ‘눈잔치의 재경험(유종호)을 체험

한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풀이 열리는 공간물로 흔들리는 부드러운 힘을 느끼거나, 넓은 풀밭 한가운데 사

람이 서서 자기 발 아래 풀이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나부끼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

다.

한편, 김수영의 시에 대해 이미 특수한 경험의 기대지평을 가지고 있는 독자나 시대적 컨텍스트를 강하

게 인식하는 독자들은 이 시에서 <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물이리라는 선입견 혹은 기대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 그 중 가장 강력한 해석은 민중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풀-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비평 텍스트는 <풀>에 대한 기존 비평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풀>을 자연물로

읽는 관점들과 풀을 비유나 상징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 중 <풀>을 민중시로 읽

는 관점을 반박한 비평이 학습자의 변증법적인 사고를 촉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풀

과 바람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라면 바람이 비를 몰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변증법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이다. 각종 마찰과 모순을 거친 후

조합의 경지에 이른다는 지적, 풀의 입장에서 바람은 억압이지만 비를 몰고 오는 이익

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가 이와 같은 사고를 다

른 면으로 확장하여 모든 사물은 항상 변증적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은 침략이었

지만 동시에 근대적 생산 방식을 가져왔다는 예까지 들고 있다. 시 외연의 지식 ― 중학

교 역사 수업에서 배운 지식 ― 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 학습자에게서 눈 여겨 볼 점은 이 학습자가 민중시로 읽는 환원론적

관점과, 풀에 관한 시로 읽는 구축적인 관점을 연관시키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채택하여 풀, 바람, 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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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는 조화 및 적응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S411학습자의 창의적인 해석은 리쾨르의 변증법과 야누스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과 관계가 있다. 리쾨르의 ‘대화술’이라고 할 수 있는 리쾨르 변증

법의 핵심은 서로 반대되는(혹은 서로 다른) 두 개념(혹은 두 주제)을 대질시키고 연관

성을 찾는 것(confronter, articuler), 다시 말해 반대되는 두 주제를 ‘대화시키는 행위’

이다. 리쾨르 변증법은 서로 다른 주제나 이론들 가운데 중용을 찾는 작업이며, 이 때

중용은 단순한 중간지점을 찾아내는 절충주의가 아니라 대립되는 두 주제나 이론 모두

에 도움이 되면서, 그들을 뛰어넘는 상위의 주제나 이론이 될 수 있는 제3의 지점을 찾

아내는 작업을 의미한다.56）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변증법적 과정이고, 변증법적

과정은 본래적으로 갈등적인 모순을 내포하므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는 갈등과 모

순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핵심은 구조

적인 반대(대립)를 용해하여 유의미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개발해 내는 것으로, 바로

이 때 서로 반대되는 견해나 시각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하고, 그리하여 이들을 새롭게

통합하여 해결해 내는 야누스적 사고(Janusian thinking)가 요구된다.57）S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한 시 읽기를 통해 리쾨르의 변증법적 사고에 기반한 제3의 해석을 도

출해내고, 야누스적 사고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비평 텍스트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문화

맥락에서 시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S408학습자가 김수영의

<풀>에 대하여 쓴 1차∙2차 감상문과 그가 읽은 비평 텍스트이다.

주제: 상징의 수법을 활용한다. <풀>과 ‘바람’을 주요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풀은 억압당하는 민중을 상징

하고 ‘바람’은 암흑세력을 상징한다. 이것을 통하여 당시 사회배경에서 암흑세력이 백성에게 가한 억압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민중을 풍자하였다.

어려운 점: 2연에서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다를’ 왜 먼저 눕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풀은 도대체

어떤 민중을 상징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당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잘 모른다. (풀-S408)

감상: 비평 텍스트를 여러 편 읽은 후, 나는 이 시는 사회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자의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라는 대목을 통해 이 시를 잘 해석할 수 있다. 즉 강권은 민중에게 행복을 가져오

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풀은 ‘비’와 ‘미풍’을 좋아한다. ‘바람’은 꼭 암흑 세력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바람

은 지배자의 정치하는 방식을 상징한다. 권력은 잘 관리하면 ‘미풍’과 ‘비’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연약한

민중에게 억압을 가져다 준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시는 집권자의 정치를 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백성은 연약하고 맹목적이다. 따라

                                        

56) 전종윤, 「철학·윤리교육을 위한 비판과 신념의 변증법」, 『철학윤리교육연구』Vol.24 No.40, 

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2008, pp.67-68.  

57) 김영채, 「창의적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주의적 접근」, 『사고개발』Vol.11 No.3, 대한사고개

발학회, 2015,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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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배자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풀-사회문화비평-S408)

여기서 우리가 풀을 민중의 상징이고 바람, 특히 ‘비를 몰아오는 동풍’은 외세의 상징이라는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면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풀이 싫어할 리가 없다는 생물생태

학적인 반론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람보다 동작을 ‘빨리’ ‘먼저’ 한다고 해서 민중에 어떤 찬사를

주는 것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풀-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S408학습자는 처음 <풀>을 읽을 때 시에서 상징의 수법을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

다. ‘풀’과 ‘바람’을 주요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풀’은 억압당하는 민중을 상징하고 ‘바람’

은 암흑세력을 상징한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배경에서 암흑세력이 백성에게 가한 억

압 및 민중들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사실을 풍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S408학습자가 위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자신의 시 이해를 다시 회고하게 되었다. 비

평 텍스트의 민중과 외세의 내용을 보고 공자의 유사한 언급인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

而民善矣.’58)를 환기하였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평 텍

스트에서 풀은 ‘비’와 ‘미풍’을 싫어할 리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 원래 바람과 풀에 대한

대비적인 이해를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회의로부터 출발하여 ‘바람’은 꼭 암흑 세

력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S408학습자는 이 시를 통해서 정권을 관리

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백성을 연약하고 맹목적이라 보기 때문에, <풀>을 읽을 때 지배

자의 정치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S408학습자는 처음에는 풀에게 부는 바람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읽었는데 비평 텍스

트로부터 다른 해석을 접한 후 바람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바람이 불

면 풀이 눕게 되어 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될 수 있지만 바람은 비를 몰아오기 때문

에 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S408학습자는 원래 편협적인 이항대립 사

고를 바꿔 사물을 변증법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바람이 암흑 세력이 아니라 집권자의

정치방식이라고 하였다.

S408학습자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가진 바람을 집권자로 해석하여, 집권자는 정치

를 잘하면 백성에게 행운적인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게 억압을 준다고 해석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원래 시를 이해하는 것과 비평 텍스트에서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시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S408학습자는 자신의 문화 맥락에서 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독자 반응 이론에서

는 독자들이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상이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58) 정권을 관리할 때 독재를 실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정권을 부드럽게 관리하면 백성들이 더

순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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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다양한 읽기가 전부 타당한 것인지, 모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해석/반응의 다양성’과 더불어 ‘해석/반응의 타당성(혹은 타당화)’문제는 독자 반

응 이론을 떠받치는 두 개의 축 중 하나이다. 로젠블렛은 다양한 읽기가 모두 유효적이

지 않고 유효한 읽기를 결정하는 세 개의 일반적인 규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읽기 사건의 맥락과 목적 혹은 전반적 교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해

석은 전체 텍스트, 텍스트 위의 기호들과 모순되거나 그것을 포괄하지 못해서는 안 된

다. 셋째, 페이지 위의 기호들과 관련될 수 없는 의미를 투사해서는 안 된다(해석의 모

든 요소가 텍스트 속에 ‘언어적 기초’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가 그것이다.59） 학습자의

해석은 이전의 해석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데 로젠블렛의 유효적인 읽기 표준을 따

지면 아직 유효적인 읽기라고 할 수 있다. 

해석은 작품의 깊고 풍부한 의미를 발굴하고 규정하는 작업이며 각자 이론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해석들은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첫째, 해당

해석대상에 관한 해석이면서 해석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최상의 해석이다. 둘째, 해

당 해석대상에 관한 것이지만 최상의 해석은 아닌 부차적 해석(a wide of mark 

interpretation)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해석대상에 관한 해석(an off the wall 

interpretation)이라고 볼 수 없는 해석이다.60）둘째와 셋째 해석은 최상의 해석이 아니

지만 해석대상에 대해 새롭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고 해석의 목적과 별개로 독립적

인 창조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셋째 경우는 해석대상에 대한 오독일 수도 있

지만, 텍스트의 생산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비표준적인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해석

이다.61）중국인 학습자는 시를 해석할 때 자신의 선경험을 가지고 시를 이해하게 된다. 

시를 해석할 때 비평의 정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인 지식을 결합시켜

새로운 해석을 낳는다. 한국 담화공동체에서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오독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독이라도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한 읽기 결과물이라는 데 보람이 있

다고 본다. 오독은 잘못된 것으로 단정될 수 없고, 타당한 해석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

적인 과정이다. 오히려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활발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교사는 오독을 바탕으로 학생들 간의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배

                                        

59) L. M.Rosenblatt, Making Meaning with Texts: Seleted Essays , Portsmouth, New 

Hampshire: Heinemann, 2005, pp.23-24, 양정실, 「우리나라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

의 수용 현황과 전망」, 『문학교육학』Vol.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103-104, 재인용. 

60) L. Stern, ‘Some Aspects of Interpreting’, Interpretation, Relativism and the Metaphysics of 
Culture, R. Shusterman & M. Krausz ed.,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7. pp.15-39, 신운

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적 다원론에 관한 연구- J.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해석 이론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19, 재인용. 

61) 신운화, 위의 글,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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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62）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시에 대해 오독하는 경우를 잘 활용하여 창의적

인 해석으로 발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시 의미의 정의적 재구성

시적 의미의 정의적 재구성은 학습자가 시의 감정을 자신의 맥락에서 체험하는 것이

다. 정의는 정서,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이다. 정의적 사고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적 사고를 들

수 있다.63)

한편 ‘문학에서는 감정과 정서, 정의가 분명하게 구분되거나 정서 주체에게 변별적으

로 받아들여지거나 작용하지는 않는다’64)
는 논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시 텍

스트에서 나타낸 감정, 정서 등 감성적인 내용을 읽는 것을 통틀어 정의적 구성이라고

한다. 

문학 읽기는 비심미적인 독서보다는 심미적인 독서이다. 문학 감상이란 것은 독자가

문학작품을 읽고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받는 것이다. 문학을 읽을 때 무엇보다 문학

에서 형상화된 이미지들을 통하여 공감하거나 정서를 일으킨다. 문학교육에서 정서이라

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많은 정의들이 ‘질서화 되고 유기적인 모습을 띤 감정’

이라는 정의를 공유하면서도 그 함의가 달리 파악되어왔다.65) 공유된 정서의 정의를 보

면 정서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 창의성은 사회구성주의를 토대로 한다. 정서 창의성의 기본 가정은 인간이 사회

문화의 정서를 습득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와의 조율을 통해서 정서를

새롭게 융통성 있게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 창의성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획득 및 인식의 단계로 사회 문화적으로 표준화된 정서

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교화 단계로 새롭고 독특한 상황에서 일어난

정서적 반응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다. 두려움, 걱정, 공포감 등의 정서를

                                        

62) 최미숙, 「현대시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Vol.14, 한국시학회, 2005, 

p.67.

63) 김종률,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 연구」, 『국어교육학연구』Vol.49 No.3, 국어교육학

회, 2014, pp.103-104.
64) 윤여탁, 「문학 문식성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 『문학교육학』Vol.51, 한국문학교육학

회, 2016, p.168.

65)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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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표준화된 정서로 변형시키

는 단계이다. 결국 정서 창의성이란 새로운 정서 자극에 대해 사회 문화의 보편적인 측

면을 수용하고 조절하되 개인 나름대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다.66) 이상

정서 창의성을 보면 인지적 정의성처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개인 내적 능동적 구

성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인 정서를

자신의 맥락에서 주체적으로 새롭게 발현시키는 것이다.

다음 J429학습자는 <엄마 걱정>에 대한 비평 텍스트를 읽고 시인 마음 속에 있는 불

안과 외로움을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시 의미

의 정의적 재구성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J429학습자의 1차∙2차 감상문과 그가 읽

은 비평 텍스트이다. 

주제: 엄마가 열무를 이고 시장에 갔다. 해가 진지 오래 되는데 나는 찬밥처럼 집에 있다. 아무리 숙제를

천천히 해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 배춧잎같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창틈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지

금도 생각나면 눈물겹다. (엄마 걱정-J429)

감상: 본 시를 처음 읽을 때 간단하게 번역해보았다.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곁에 있지 않아 무

섭다. 어떤 심리실험에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의지가 아버지에 대한 의지보다 크다. 내 직접적인 경험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집에 전화를 할 때 만약 아버지가 받으면 저는 항상 ‘엄마는 어디세요’ 묻고, 만약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거의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 이처럼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의지가 더 큰 것 같다. 

시에서 이러한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줄 알았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시인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외로움을 읽어냈다. 만약 내가 시인이라면 시인과

같이 불안하고 외로울 것이다.

시를 다시 읽을 때 시인은 자신 운명에 대한 납함(吶喊)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갈망, 나중

에는 유일한 가족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시의 문학적인 매력

을 느낄 수 없다. 

도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에 나온 감정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시를 언어적으

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엄마 걱정-수용미학-J429)

<엄마 걱정>의 시에서는 어머니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병으로 경제적 궁핍을 극복

하기 위해 ‘열무 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나간 상태이다. 시간상으로 ‘열무 삼십단’이 시들 정도로 해가 기울

었으나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아이는 ‘빈 방’에 ‘찬밥처럼’ 담겨 숙제를 한다. 아이는 엄마의 늦

은 귀가를 잊어버리기 위해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의 ‘배추잎 같은 발소리’를 들 수 없다. 오히려 ‘금간

창 틈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어둡고 무서운 공포감을 형성한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발자국으로 형상화된

발자국 소리에 통제력을 잃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다. (엄마 걱정-라기주, 기형도 시에 나타난 트라우마

양상)

J429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엄마가 열무를 이고 시장에 갔다. 해가 진 지 오래 되

는데 나는 찬밥처럼 집에 있다. 아무리 숙제를 천천히 해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 배

춧잎 같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창 틈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지금도 생각나면 눈물

겹다’라고 시를 기술하고 있다.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을 보면 시

                                        

66) 신명선, 「국어적 창의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Vol.35, 국어교육학

회, 2009, pp.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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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감정 이입을 통하여 시 텍스트의 불안, 외로움 등의 정

서를 자기화하였다. 비평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엄마의 부재로 인한 아이의 불안

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J429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오직 시의 축어적인 의미만을 해독하

였지만 2차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엄마에 대한 의지, 기대를 환기하면서 시

에서 나타낸 엄마 부재의 불안과 외로움을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 

J429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감정을 더욱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감정들

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을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구분해 보면 네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즐거움이나 만족, 재미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적 감정)이다. 

둘째,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어떤 사건이나 배경의 분위기에 동조되는 것과 같이

허구적인 사건의 어떠한 측면들에 대한 감정(이야기 감정)이 있다. 셋째, 적절한 메타포

나 문체에 감탄하거나,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갑자기 낯선 상황이 되고, 도전 받는 것

같은 심미적인 관심이나 즐거움(심미적 감정)이 있다. 넷째, 문학 텍스트의 형식적∙서사

적 요소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지만 독자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기억을 끌어들이고 연관

시킴으로써 독자의 자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감정(자아 변형 감정)이 있다.67）학습자가

<엄마 걱정>을 읽고 체험한 감정은 이 네 번째 자아 변형 감정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시에서 묘사한 시적 화자가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화면을 자신의 경험을 끌어들

여 의미를 맥락적으로 구성하였다. 

J429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도입하였다. 어

떤 심리실험에 따르면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학습자 자신의 직접

적인 경험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집에 전화를 했을 때, 만약 아버지가

받으면 저는 항상 ‘엄마는 어디세요’ 라고 묻고, 만약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거의 아

버지를 찾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J429학습자는 아이는 어머니에게 더 크게 의지한다고

하였다. 시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애착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엄

마 걱정>의 텍스트 장면과 유사했던 독자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등장인물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 장면을 회상하면서 재구성하는 상상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작가

가 만든 텍스트는 독자에 의해 재생산되며, 해석된 텍스트는 독자가 채워 넣은 만큼 독

                                        

67）Oatley, K., A taxonomy of the emotions of literary response and a theory of identification in

fictional narrative. poetics, 1991. pp. 53-74, 정옥년, 「읽기에서의 감정과 문학적 읽기」, 『독

서연구』Vol.22, 한국독서학회, 2009, pp.22-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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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신의 것이 된다. 이런 과정은 작가의 창조 작업과 똑같은 창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와 시 텍스트의 거래 작용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감정이입, 텍스트에서 촉발된 독자의 소망· 동경의 표현, 

텍스트 상황맥락에 독자 자신을 대입하여 독자가 재구성해내는 읽기 과정 의미한다.68）

  이는 시 속의 상황맥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가설적으로 표현하는 반응, 

혹은 자신을 텍스트의 상황에 대입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 상황을 만들어 내

는 상상을 하는 반응이다. 텍스트와 독자의 거래에 의한 감정이입이 아니라 독자 자신

의 개인적 입장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69）

구성주의는 지식을 현실의 모사 혹은 재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식 주체가 인지적 활동을 하면서 구성하는 나름의 현실 즉 지식을 구성하는 행위, 과

정, 맥락 등을 중시한다. 특히 지식은 탈맥락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의 기본정신을 생각한다면, 구성주의에서 ‘맥락’의 위상은 높다. 문

학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 구성은, 특정한 시공 속에서 주체들이 문학텍스트와 그리고

타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들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다.70）학습자는 시에 자신에 투사하여 그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었다. 

시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시에 담긴 경험이 감상자들의

인생 경험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되새겨 보도록 하는 일이다. 어떤 점에서 이는 시 감

상의 가장 고양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문학이 바로 인간 연구 및 인생 연구라는 생

각은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삶과 세상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 문학의 목적과 효용에

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준다.71）J429학습자는 <엄마 걱정> 비평 텍스

트를 읽고서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하여 시에서 표현된 감

정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J429학습자는 시를 다시 읽을 때 시인(화자)이 자신 운명에 대한 납함

(吶喊)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납함이란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추구하는 것

을 말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제시한 화자의 외로움, 무서움, 불안 등 감정뿐만

아니라 화자가 자신 운명에 대한 납함을 새롭게 읽어냈다. 희망이란 단순한 허상이 아

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한 만들어 가기도 한다. 즉, 우리의 절망적 삶

                                        

68）진선희, 「초등학생의 감상문 분석을 통한 시 텍스트 읽기 과정 양상 고찰」, 『청람어문교육』

Vol.31, 청람어문교육학회, 2005, pp.318-319. 

69）진선희, 위의 글, pp.321-322. 

70）임경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학텍스트 읽기」, 『독서연구』Vol.18, 한국독서학회, 2007, 

p.76. 

71）이희중, 강성도 외, 「문학 작품 감상 교육의 연구 방안- 시 감상 교육의 이론과 수용자의 반

응을 중심으로」, 『敎育論叢』Vol.15,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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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희망을 만들지만 이 희망이 다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희망이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 양쪽 모두 현실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망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

게 해주는 그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절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그

어떤 것이다. 희망은 오직 ‘존재물의 그 어떤 것’, 곧 대상적인 것들의 저편에 있으며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72)

또한 ‘납함’은 루쉰의 작품집이다. ‘납함’에 수록한 <광인일기> 등의 작품들이 중국 어

문교과서에서 다량 수록되어 있다. 이 학습자가 <엄마 걱정>에서 화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납함을 읽어내는 것은 다름아닌 루쉰 문학을 교육받은 경험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루쉰은 절망과 희망에서 방황하는 인간이 설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절

망 그 현장이며, 여기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 절망의 선상에서 적극적인 삶에의 참여를 통해 그 절망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며 오히

려 생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길을 열고자 했다.73) J429학습자는 모국어 문학 학습 경험

을 환기하면서 시적 화자가 절망 속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읽어내어 시 정서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현대시 교육은 단순히 텍스트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교

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한국

현대시 교육은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를 접하면서 삶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 자신의 인지적 이해력, 심미적 감각력, 정서적 공감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시 텍스트 및 비평 텍스트와의 만남에서 거

부, 수용과 동화, 심화와 조정, 재구성의 역동적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학습자는 나름대로의 정신구조를 갖고 텍스트와의 만남의 과정에서 어의적(語義的)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독자는 텍스

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 그 구속력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74）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자신의 맥락에서 시에 대한 의미를 재

구성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를 발판으로 삼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72) 김용규, 『영화관 옆 철학카페』, 이론과 실천, 2002, pp.21-22.

73) 허근배, 「《납함》에 나타난 노신의 농민 인식 -절망과 희망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硏究』

Vol.28, 한국중문학회, 2004, p.246.

74）이성호, 「문학 이론과 영문학 교육」, 『영미문학교육』Vol.1,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199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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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주체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미 재구성 양상은 앞 절

조정 양상에 비하면 드물게 나타났다. 학습자가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우선 시구의 표면적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심층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자신의 맥락에서 시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시 읽기의 주체성과 비평 텍스트와

의 상호주관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상호주관

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의 의미에 대해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재구성할 때 오독이 나올 수 있다. 소집단 토론을

통하여 해석 공동체에서 오독을 창의적인 해석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5.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학습자들의 영향 변인

앞 1-4절에서 쓰기 과제물 및 심층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비평 텍스트를 읽는 것은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구성

을 돕는 한편 한국어로 저술된 시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한국 현대시

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하게 해 준다. 이뿐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한국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면서 시 읽기 능력의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

면 또한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의 실현 가능성 및 교육

적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와 비평 텍스트를 주고

특정의 교육적 처치나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 텍스트와 비평 텍스트를 읽

을 때 학습자들이 여러 변인으로 겪는 어려움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학습자 간의 의미

구성 차이도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중

심으로 학습자들이 시 읽기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론과 실

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 그런 변인들을 잘 보여주는 구

체적인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할 것이다. 

외국어 습득의 중요 변인들은 크게 언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75) 본 연구에서 이상 세 가지 범주에 따라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바탕으로

                                        

75) 정용주,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관점에서 본 영어습득이론」, 『논문집』Vol.31 No.1, 진주교

육대학교, 1987,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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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변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언어적 측면의 학습자 언

어 능력으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자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과 학습자의 모어 문학 읽기의 간섭을 살펴볼 것이다. 마

지막으로, 정의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1) 학습자 언어 능력으로서의 한국어 능력

언어적 측면에서는 주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전반 과정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축어적 읽기 과정에서 더욱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이 낮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의미

를 구성하려는 하향식 노력보다는, 시어나 시구 등 작은 단위부터 확인하면서 상향식으

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하향식

읽기보다는 단어, 문장, 단락 등을 통한 상향식 읽기를 선호하였다. 다음은 Q411학습자

한국어 능력이 낮아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여, 2차적 시 읽기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Q411학습자가 <바다와 나비>에 대한 1차 및 2차 감

상문이다.  

시간이 짧아서 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 시의 분위기를 보면 시인은 아마 실망하고, 슬픈

것 같다. 다른 느낌이 별로 없다. (바다와 나비-Q411)

사회문화비평 텍스트를 좀 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 비평이 많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바

다와 나비-사회문화비평-Q411)

Q411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시의 분위기를 실망과 슬픔으로 파악하고 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차 감상문에서 비평 텍스트를 읽어 봤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Q4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가 많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이

유를 설명하였다. 

다음 두 학습자는 <와사등>의 중요 시어 ‘군중’을 한자어 ‘軍中’으로 오독하였는데 비

평 텍스트를 읽은 후에도 자신의 오독을 수정하지 못하였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들을 읽은 후 <와사등>에 대하여 작성한 2차 감상문들이다.  

와사등은 향수와 외로움을 묘사하는 시다. 시인은 혼자 군대(軍隊)에서 사는데 군대 생활이 심심하고 어

렵다. 어두운 등불 밑에 그림자가 길게 부친다. 이런 분위기에서 더 불안해진다. 등불 하나 홀로 집에 걸려

있다. 이런 묘사들은 시인의 외로움을 지칭하고 있다. 저는 이를 통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외로움을

연상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외로울 때, 방황할 때, 힘들 때가 있다. 이런 낯섦 및 어려움에서도 자신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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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해야 한다. 동시에 그 등불은 희망이기도 한다. 성공하는 길은 꼭 있는 법이다. 노력하면, 눈앞의 당분

간의 어두움을 견뎌내면 광명이 꼭 올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등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와사등-사회문화비평-Q405)

이 시는 시인이 군대(軍隊)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외롭고 쓸쓸한 와사등 밑에서 사람의 슬픈 감정이 저절

로 나온다. 낯선 거리, 공허한 군대 생활, 시인은 저절로 향수가 생긴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좌절 및 불가피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등불이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이런 견고한 신념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말

라는 것이다. (와사등-사회문화비평-Q404)

학습자 Q405는 <와사등>이 향수와 외로움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의 주제라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위 학습자는 시인이 혼자 군대에서 사는데, 군대생활이 심심하고 어

렵다고 하였다. 그는 <와사등> 시의 슬픈 분위기를 읽어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요한

시어 ‘군중(群衆)’을 ‘군대의 안’으로 잘못 이해하여, 전체적으로 향수와 고독함을 표현

하는 시로 오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Q404도 학습자Q405와 비슷한 오독을 하였다. 학습자는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슬픔, 공허, 낯섦 등으로 읽어냈지만 ‘군중(群衆)’을 ‘군대의 안’으로 오독하여, 이 시가

공허한 군대생활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학습자 역시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에도 오독을 수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 읽기는 축어적 읽기부터 시작한다.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더 깊

이 감상하거나 창의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축어적 읽기는 시

해석적 읽기와 구성적 읽기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축어적인 의미

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교육에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중급 이상의 중국인 학습자로 설정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비평 텍

스트를 통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던 시어, 시구, 시절 등을 이해하게 되고 다각적으로 해

석을 확장하며, 주체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다수 보여주었다. 중급 이상의 학

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더욱 타당하게 읽을 수 있다. 

중급 한국어 능력을 가지는 학습자는 교사가 비평 텍스트 읽기의 방향을 제시하면 의

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일차적으로 시를 읽은 후, 자신이 구성한 시

의미의 문제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 시구, 

시절, 구조 등을 공책에 적게 하고 난해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여, 비평 텍스트

에 대해 특정 방향성이 있는 의미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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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

  

학습자 비평 텍스트 이해의 변인은 비평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 해석과 관련되어 있

다. 비평은 텍스트를 기술∙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평의 기술∙해석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가 가지는 시의 의미와 그에 관련된 해석으로서의 지

식 그리고 비평 장르 지식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시의 의미를 오

직 시 텍스트의 내재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시 해석

이 내재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본 학습자는 비평 유형 등의 지

식이 부족하다. 

한편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비평에 대한 지식 부족, 시 의미 지

식, 시 해석 방식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는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거

부하였는데, 이는 독자주관비평에 대한 지식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독자가 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모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의미 지식, 해석 방식에 관

련된 지식, 그리고 비평 지식을 여기서 통틀어 학습자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의 변인으로 본다.  

학습자의 비평 장르에 대한 지식 부족은 비평이 제공하는 관점을 거부하는 제일 큰

요인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 객관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미 가

지고 있는 선경험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모든 인식은 행동

또는 행위에 결부되어 있으며,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행동 인지도식에 동화시키는 가운데 스스로를 유용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

한다’는 것은 실재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영향을 주고, 실재에 영향을 주는

행동작용이 변형체계에 결부된다. 이 변형체계의 기능 속에서 그 실재를 이해하도록 실

재를 변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76) 지식은 기존 인지와 새로운 정보 간의 상호작용이

다. 즉, 기존 인지와 새로운 정보 간의 연결 고리를 맺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의 개념, 기능, 유형 등등 장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비평 텍

스트와 제대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며, 비평 텍스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종국에는 비

평 관점을 거부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었다. 아래는 <나그네>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에게 진행한 면담 자료이다. 

                                        

76) S. J. Schmidt 편저, (Der)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박여성 역, 『구성주의』, 까

치, 199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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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말해 줄 수 있니?

Q201: 비평을 읽은 후 비판적 사고가 향상된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볼 때 한 측면만 보지 말고 각 측면

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비판적 사고? 너 문학 비평을 아니?

Q201: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비평의 뜻은 원래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계속 비

판 관련 내용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교사: 고등학교 때나 다른 수업에서 문학 이론이나 비평 이론을 배워 본 적이 있니?

Q201: 아니요, 배워 본 적이 없어요. (면담-나그네-Q201)

Q20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영향’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일

을 판단할 때 여러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자 ‘批評’은 원래

비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평 텍스트를 읽는 동안 계속 비판적인 내용을 찾았

다고 한 것이다. 

읽기는 독자가 준비된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읽기 능

력의 발달은, 읽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활용할 기술들을 익히는 것 못지

않게, 관련 내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지식은 선행

지식이나 암묵지식일 수도 있다.77）학습자는 비평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비평 텍스트와

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Q20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

른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비평’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

에 갖는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

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또는 ‘분석 대상에 대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따지고 숨

은 의미와 드러난 의미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뜻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트집 잡기와 흠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고, 선악과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다분히 회의적이고 비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불건전하고 편견과 독단적인 태도를 지닌

행위’를 뜻한다.78）시 읽기의 차원에서 비평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이해의 행위’이다. 

하지만 ‘批評’이라는 한자는 ‘무엇을 비판하다, 누구를 야단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비판 내용을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정작 비판적인 어

떠한 내용도 읽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학습자는 중국 어문 수업에서 문학 수업을 많이 받았지만 비평 이론이나 지식을 전문

                                        

77）민재원, 「중학교 학습자의 시 읽기 반응 변화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Vol.104, 한국국

어교육학회, 2015, p.144. 

78）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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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접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비평 텍스트를 제시하기 전에는 비평과 관련된 기본

적인 바탕 지식을 탐구하도록 해야 한다. 강인애(1997)는 구성주의 학습 원칙들을 대전

제로 객관주의적 교수-학습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였

다.79）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를 읽기 전에 문학 비평 관련 지식을 학습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 텍스트 의미를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단서를 학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먼저

비평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평의 기능, 유형 등 관련 바탕 지식을 탐구하도록 해야 한

다.  

Q209학습자는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이 부족해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

여주었다. 아래는 Q209학습자가 <풀>에 대하여 작성한 1차 및 2차 감상문이다. 

위진 시대 중국에서는 특정 문학 사조가 흥기하였는데, 바로 현학(玄學)이라고 한다. 진나라 중기까지 너

무 현학적인 추세가 형성되었다. 심지어 시인 자신도 무엇을 썼는지 모른다. 현학적인 문체가 없어졌다. 당

시 문인들은 그런 심오한 의경(意境)들을 추구했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

하지만 심오하게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나는 이 시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 시는 왜 전후가 달라? 도대체 풀이 먼저인가, 늦게 인가? (풀-Q209)

비평 텍스트를 몇 편 읽은 후에도 나는 내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 신문화 운동시 빙심(氷心)이 간결한 의

경적인 소시(小詩)를 만들었는데 그때 참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기를 받은 것은 남다르기 때문이지 절대적인 우수성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일본 식민 아래, 나라가 망하고 민중은 굴복한다. 인생은 아무

희망이 안 보인다. 함부로 말해도 혼돈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 말할 수 없다, 그가 말한 헛소리, 나도

말하고 싶다, 나도 듣고 싶다 —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미 깨어 나서 그의 헛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풀-

비평-Q209)

이 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풀>을 위진 시대의 ‘현학’문학처럼 아무도, 심지어 시

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라고 비판하였다. Q209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읽은 뒤에

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대한 거부적 반응을 보인

다. Q209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에 대한 거부 원인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수업 끝난

후 1:1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면담 자료이다.  

교사：너의 감상문을 봤는데 뭘 좀 물어보고 싶어, 너 시를 이해했어?

Q209：시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의 선사상처럼 돌고 돌지

만 아무 뜻이 없어요. 동진 시대에 흥하였던 문체와 비슷해요. 심오해 보여요. 그때 심오하게 쓰던 경향이

이후 일종의 문체가 되어 버렸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쓰고 생각에 따라 쓰는 거에요. 

비평가 말이에요. 다들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거지, 뭐, 우리 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 입학 시험에서

나온 현대문 읽기처럼, 이 문장을 해석하고, 시인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앞뒤 문장을 해석하고, 왜 이렇게

연결해? 이 문장은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이런 경물들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는 비평이 좀 과

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과장해요.  

빙심의 시집은 <풀>의 문체와 비슷해요.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지금도 그의 대표작이에요. 당시 사상

                                        

79）강인애,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대립에서 대화로」, 『교육공학연구』Vol.13 No.1, 한국교육

공학연구회, 199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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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방 시기에 썼어요. 청신하게 썼고, 문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문법상 통하지 않아요. 명사를 동사로 쓰

고 형용사를 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고전 산수화와 고전 인물화, 혹은 유럽 르네상스 시기의 유화를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그 유화들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리거나 청신하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

정말 진실하게 그렸어요. 예술은 무엇일까요? 그림의 역사와 시의 역사는 비슷해요. 당송 시대 시들을 우리

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지금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시험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쓰

지 못하죠. 지금 수업은 제가 점수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저는 제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

할 수 있어요. 그냥 좋다고 하지 않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면담-풀-Q209)

Q209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대하여 비평가들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

르면서 자신의 추측대로 비평 텍스트를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는 감상문이나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시는 시로 인정하고, 추상적인 시는 시가 아니라

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비평에 관한 장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부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Q209학습자는 시회문화비평적 텍스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동일한 학습자가 <성북동 비둘기>에 대하여 작

성한 2차 감상문이다. 

이 시는 ‘풀 눕다, 일어나다’의 시보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를 잘 몰라요. 어떤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이란 모르는 사람에게

지식이나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좋은 시는 시를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를 읽은 후 어

떤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시인 것 같아요. 나는 국외자이에요. 계급, 자연 등 문제와 관련 없는 것 같

아요. 모든 사상, 감정은 주로 3연에 집중하고 있어요. 과거 평화롭고 안정한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를 위하여 앞 2연에서 많은 것을 깔았어요. 산에 집을 짓든가, 소음 소리, 연기, 메아리, 여기저기 날

아다니는 비둘기, 영향을 많이 받은 일상생활 등, 앞에서 불만이 크면 클수록 3연의 감정이 더 깊어져요. 

현재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아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시네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

어요. 

어떤 비평가는 ‘현대 생활의 상실’을 쓰고 있어요. 저는 토지와 풀, 나무 등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서 사

회가 어떻게 변해도 나는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요. 대나무는 바람에 눕혀지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일어서

요. 바람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나서 그에게 생긴 생각이나 감정이 바로

이 시의 정수지요. (성북동 비둘기-비평-Q209)

Q209학습자는 우선 <성북동 비둘기>가 <풀>보다 좋은 시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

하면 <성북동 비둘기>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Q209학습자는 시

읽기가 축어적 의미를 읽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 등 사회 현실을 결합하

여 해석하는 사회문화비평의 관점을 거부하고 있다. 아래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의

일부이다. 

  서울 성북동은 강북의 대표적인 고급주택가이다. <성북동 비둘기>는 성북동을 고급주택가로 개발하는 폭

력적인 도시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비둘기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쫓겨난 산동네 원주민에 대한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갈등은 단순히 비둘기로 상징된 ‘자연’과 ‘문명’의 대립

이 아니라 사회계층적 갈등으로 파악된다. 즉 갈 곳 없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도시빈

민층과 그들을 몰아낸 세력과의 대립이다. 문제는 도시개발의 혜택이 빈민층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박탈론 인식된다는 데 있다. 작품에서 그 파괴성과 폭력성은

돌을 깨는 포성으로 인해 ‘가슴에 금이 갔다’고 표현되는가 하면, 전쟁처럼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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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야 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성북동 비둘기-김재홍, 한국 현대 시인 연구)

비평가 김재홍은 ‘사회모순’을 시의 주제로 읽었다. 사실 텍스트 읽기에 있어서 표면

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경우, 사회문화적 상황의 의미를 숨겨진 필자의 의도이자 암시된

주제라고 파악하는 경우 두 층위가 있다. 텍스트의 1차적 의미를 밝히는 층위에서는 수

사적 구조가 주제를 향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 텍스트의 2

차적(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는 층위에서는, 텍스트 전체가 하나의 상징 기호이자, 기의

를 함의하고 있는 기표로서 작용함을 전제한다. 또한 숨겨진 필자의 계획이나 목적을

추론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드러나지 않은 의도를

파악한다. 이는 1차적인 의미 구조의 표상과 상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구조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전국적이고(global)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상

의 의도를 독자가 추론하는 과정이다.80）
Q209학습자는 시 1차적인 표층 의미를 읽어냈

는데 심층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가 계급 갈등과 현대인의 상실 등의 관

점을 거부한 이유로는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Q211학습자의 경우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주관비평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독자 주관비평적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그가 <풀>과 관련 비평

텍스트를 읽은 후 쓴 1차 감상문과 2차 감상문이다. 

1연은 처음 풀이 편하게 성장하다가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눕게 되고 드디어 풀이 울었다고 한

다.  이 몇 마디는 풀이 처음 바람을 겪고 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2연에서는 풀은 처음 비바람을 무서워하지만 꿋꿋하게 비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

다. 풀은 용사의 모습으로 비바람을 만난다. 

3연에서는 바람보다 늦게 웃는다. 비록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

마지막 시구가 비장미를 표현하고 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까지 눕는다. 비바람을 용감하게 만나는 풀은

결국 죽었다. 하지만 풀뿌리가 누워도 새 희망도 있다. 

시의 3연은 연속적인 방식으로 풀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사람이 어려움을 처음 겪은 후의 두려움, 연약함

에서 다시 시련을 겪은 후의 실험적인 용기,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기까지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록 풀은 희생하였지만 강한 성격을 잃지 않는다. (풀-Q211)

시 마지막 풀뿌리가 눕게 되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불교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죽음은 곧 탄생이

고 생사윤회가 계속되며 진정한 죽음이 없는 새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움: 

…[중략]… 3. 어떤 비평 텍스트의 관점은 저에게 혼란감을 주었다. 너무 멀리 연상하는 거 아닌가? (풀-

비평-Q211).

Q211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연 순서에 따라 시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Q211학

습자는 제일 일반적인 시구 순서에 따른 의미 분석 방법을 취하였다. 그런데 시의 의미

                                        

80) 김혜정, 앞의 글, 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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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조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 대한 인

상차원에 서술하는 데 그쳤다. 

Q211학습자의 2차 감상문을 보면 ‘풀뿌리가 눕는다’는 시구를 불교 윤회사상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풀뿌리가 눕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이는 아래의 비평 관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눕다/일어난다, 울다/웃다의 세속적 대립이 해소된 불교적 세계관을 노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내

가 생각하기로는 이상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다. (풀-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

기)

  하지만 Q211학습자는 감상문에서 비평이 도움되었는지에 관해, 어떤 비평 관점은 오

히려 자신에게 혼란을 줬다고 하였다. 시 텍스트 의미와 해석이 서로 거리가 멀다고 하

였다. 이는 Q211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비평이 너무 주관적이고 과도하게 해석

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분을 더욱 명료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학습자

에게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1:1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그 면담 자료이다. 

교사: 너 마지막으로 어떤 비평 관점에 혼란감을 느꼈다고 썼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니?  

Q211：나는 풀뿌리가 눕는 것이 아마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새 희망이 생긴 것이라고 봐요. 비록 불교 사

상, 생사 윤회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 좀 멀지 않아요. 나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해요.  

교사：하하, 그래.  

Q211：아마 비평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시인은 그 때 이런 사상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국에 불교 신자가 많거든요. 비평 텍스트를 보고 저는 너무 슬펐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됐어요. 우리가 고

전 시가를 배울 때 먼저 시인의 배경, 창작 배경 등을 미리 알아야 보다 더 정확하게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대 배경을 떠나서 새롭게 이해할 수도 있

지만, 저는 시대 배경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면담-풀-Q211).

연구자는 먼저 Q211학습자에게 면담에 관한 설명을 해 주었다. 감상문에서 나온 내

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면담 부담을 줄일 것이다. 이어서 연구자는 Q211학습자의 감상문에 대

하여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학습자는 감상문이 준 도움 여부에 대해 비평 텍스트

가 자신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썼는데, 연구자가 바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Q211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풀뿌리까지 눕는다’는 것을 불교사상으

로 해석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지만 거리가 좀 멀다고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주관비평

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시인 김수영에게 불교적인 사상적 배경

이 있었다면 그를 불교의 윤회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 불교적인 배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비평가의 주관에 의한 것이 된다고 학습자

는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시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 즉 시 텍스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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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텍스트 그 자체 혹은 시인의 창작 의도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시를 읽을 때 텍스트 및 시인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미를 부

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독자에게 해석

권력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독자

의미 부여의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비평에 대한 지식 부족은 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구

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큰 변인이다.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주는 이유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를 다각적으로 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의미를 통하여 시

읽기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Q205학습자는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이 부

족하여 시를 다양한 시각으로 읽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시인은 비둘기와 사회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사회와 융합되지 못하는 외로

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자(才子, 재주 많은 사람)는 원래 고독한 법이다. 

비평들은 시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았다. 시인은 비둘기와의 공감을 통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

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멸시를 표현하였다. (성북동 비둘기-비평

-Q205)

Q205학습자는 <성북동 비둘기>에서 시인이 비둘기의 소외감을 통하여 자신의 소외

와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평 텍스트는 시인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학습자는 비평의 관점들을 거부하였다. Q205학습자는 비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여 비평 관점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시를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들에게 탐구의 방식을 통해 비평 관련 지식을 습

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학습자 모어 문학 읽기의 간섭

모어 문학 읽기의 간섭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시 텍스트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어문수업에서

받아본 문학 교육 방식의 영향으로 문학, 특히 시를 읽을 때 이중의 의미 해석을 한다. 

즉, ‘표면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사회문화 배경을 결합한 심층 의미는 무엇이다’ 는 식으

로 시를 해석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그리고 표면 의미보다는 심층 의미가 더 중요하다

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문학과 정치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 근대사에서 제국 침략, 억압 등 굴욕을 당한 역사가 있으며, 침략 당한 시기에 문

학은 억압에 저항하는 무기가 되었다.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루쉰의 작품 가운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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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저항하는 작품들이 많으며, 이러한 작품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에 많이 실려 있다. 루쉰에게 볼펜은 악한 세력에 저항하는 무기이다. 이와 같이 특정

시기의 문학에 대해서는 텍스트 내적 읽기보다 시대 배경을 결합하여 읽는 방식이 중국

인 학습자에게 더 익숙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문학이 가진 사회적인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루쉰에 의하면 혁명문학론은 문학으로써 혁명을 선전하고 고취하고 선동하여 혁명을

촉진시키고 또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다.81） 문학과 정치의 긴밀한 관

계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는, 시인과 소설가 등 문학가가 어두운 시대의 선구자로서,

문학을 무기로 삼아 혁명을 선전∙고취∙선동하여 혁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를 위해서는 우수한 작품과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학습자는 시인에게 지식인으로서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해야 한다는 사

명감이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인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나라∙민

족∙민중 등을 무시하고 순수 문학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아름

다운 생활 묘사를 통하여 민중들이 일제 통치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이루도록 호

소하는 것이라고 시인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작품뿐만 아니라 박정희 독

재통치기에 발표된 <풀>을 해석할 때에도 학습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었다.

저는 시대배경과 결합하여 시를 읽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 시는 박정희 독재 통치 시기에 창작되었다.

한국 민중들은 고압적인 통치의 상황에 처하였다. 풀과 바람은 모두 상징의미를 가지고 있다. 풀은 한국 민

중을 상징하고 바람은 정치적인 억압을 상징한다. 풀은 번번히 눕고 운다. 하지만 풀은 또한 번번히 일어나

고 웃는다. 풀은 민중을 상징하며 바람은 외세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풀은 어둠 속에 흔들리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주장도 있다. 두 주장 모두 끈질기게 저항하는 민중의 힘을 말한다. 시에서의 상징이 실

감난다. (풀-비평-Q216)

Q216학습자는 독재 통치 시대라는 창작 배경을 활용하여 <풀>이 억압을 당하는 민

중, ‘바람’은 독재 통치 세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고착화된 문학 읽기 방식은 시

를 다각적으로 읽는 것을 억제하였다.

처음 시를 읽었을 때 시인의 생애 및 당시 시대 배경을 몰라서 시구의 표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랑시로 이해하였다. 이제 시평, 특히 사회문화비평문의 영향을 받아 이전의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은 우

국우민, 즉 중생을 구하는 사상성이 깊은 시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룻배와 행인-비평-K203) 

시인은 자연을 통하여 사회현실과 식민통치를 증오하고 자연을 갈망하는 자유로움과 세속에 대한 초연함

을 잘 표현하였다. (나그네-비평-Q203)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시인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걱정한다. 그는 기다리는 손님이 조국을 해방하고 민

                                        

81）박성창,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 『비교한국학』Vol.23 

No.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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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의 고난을 해방해 주는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은 조국이 해방되어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

라고 믿는다. (청포도-비평-Q214)

전 시에 나타난 여승의 쓸쓸한 모습을 통해 시인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 마지막에 여인은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되었다. 여인의 슬픈 경험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삶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여승-비평-Q303)

사회에 대한 희망 및 실망을 표현하였다. (바다와 나비-비평-Q218) 

1930년대의 역사 배경 등은 시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와사등이 가져온 광명은 유한적

이다.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항일정서 및 시인이 문인으로서 지녔던 시대에 대한 절망 그리고 평범한 사람

으로서의 무력감 등의 여러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와사등-비평-K103) 

본 시에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의 변화를 통하

여 사회통치계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통치자에 대한 증오를 토로하고 있다. (성북동 비둘기-사회문화비

평-Q404)

상기한 <나룻배와 행인>, <나그네>, <청포도>, <여승>, <바다와 나비> 등에 관한 2차

감상문들에서는 모두 창작의 배경을 전제로 해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Q214학습자

에게 있어서 비평 텍스트를 통한 <청포도> 외적 세계의 구성이란, 개별 텍스트인 <청

포도>와 관련된 상황 맥락 및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비평 텍스트를 통하

여 알게 되고, 학습자의 기억으로부터 모어 문학 읽기 경험을 추출하여 활성화하는 과

정이다.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인식 과정은 여러 층위의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

는 과정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정확한 텍스트 외적

의미 구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Q214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전원(田園)생활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2차적으로는 조국 해방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의 이해를 전환하였다. 

학습자는 시인이 아름다운 미래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민중들의 저항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중국 문학 교육은 중국 문화의 내성성, 도덕 교화성, 공동체성82）등을 그 특징으로 한

다. 중국에서의 문학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에는 생산 맥락을 중요시한다. 즉

시 창작 배경과 시인 배경을 고려하는 리얼리즘적인 경향이 강하다. 중국 전통 문학이

론에는 ‘文以載道’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문장으로 도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

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미학 사상은 문학교육에 영향을 끼쳤

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문학의 사상성을 중요시하고 작품을 해석할 때 창작

배경 등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사회에 끼친 영향을 검토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중∙고등

학교 문학수업에서 이와 같은 사회문화비평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 현대시 작

품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시 창작 배경과 시인의 본래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82) 龔歡，「人教版高中《語文》必修教材與中文版《美國語文》教材的比較研究」，陜西師範大學碩

士學位論文，2013，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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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학이론에서는 리얼리즘 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들을 보면 리얼리즘 작품이 많은 것이다.83）그리고 중국에서는 문학의 사회적인 기

능을 중요시하고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문학은 혁명의 무기라고 인식한다. 리얼리즘 문

학은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내용지향적 관점을 취하는데, 시 장르 중 특히 리얼

리즘 시는 사회 현실과 제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원래 리얼리즘 문학은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창작된 문학이

다. 대개 ‘리얼리즘’에는 테느(Taine)로부터 시작되어 루카치(Lukacs), 골드만(Goldma

nn), 하우저(Ha user)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문학사회학 방법론이 그 저류에 흐르고 있

다. 그 중에서 ‘리얼리즘시’는 복잡다단한 삶을 규율하는 현실의 규정력에 대한 통찰을

시적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데 그 핵심적 성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서정시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이 그들에게서 불러일으킨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며, 외적 세계가 그

들에게 끼친 영향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과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다. 또 하나, 리얼리즘시는 문학의 효용론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지점에

서 그 존재의의를 부여받는다.84）리얼리즘 시는 현실 반영을 통하여, 시가 개인적인 효

용성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거나, 정치∙사회적 현실과 대결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시의 응전력(應戰力)을 대사회적인 측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의 기능이 개인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기능하는 것임을 보

여주었다.85）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문학 읽기 방식 간섭으로 심층 의미를 추적하는 경향이 심하

다. 즉 사회문화 등의 생산 맥락과 결합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크다. 2차적으로 중국인

                                        

83）2011년 중국 인교판의 중학교 어문 교과서 제재 갈래별 비율(문언문 이외)

종목 문학

갈래 시 수필 소설 희곡

편수 28 31 16 4

비율(%) 18.5 20.5 10.6 2.6

중국 어문 교재 단원 주제에 주로 인생에 대한 깨달음, 조국 사랑, 전쟁 생활, 고대 생활 등을 설

정하고 있다. 

등혜채,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제재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

50-52.  

시 제재의 주제는 주로 조국 사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상의 추구, 삶과 철학, 가족과 사랑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왕녕, 「한, 중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 비교 연구: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4, p.63.

84）유성호, 「‘리얼리즘시’논의와 범주에 대한 사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Vol.11, 현대문

학이론학회, 1999, pp.208-209. 

85）윤여탁, 「리얼리즘 시와 시론의 창조적 수용」, 『한국시학연구』Vol.3, 한국시학회, 2000,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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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9편의 시, <엄마 걱정> 이외의 나머지 시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결합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제일 선명했다. 다만 학습자들은 <엄마 걱정>에 대해서만큼

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등이 주제라고 생각하였고, 시인과 시대적 배경을 안 후

에도 전과 유사하게 해석하였다.

4)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의 간섭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은 비평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영향을 미친 변인 중의

하나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정의적 요인에는 자아중심적 요인(egocentric factors), 교류

적 요인(transactional factors), 동기적 요인(motivational factors), 사회문화적 요인

(sociocultural factors) 등이 있다. 자아 중심적 요인은 주로 자아 평가와 관련되어 있

다. 교류(transaction)는 자아를 초월하여 타인에게 도달하는 과정이다. 교류를 영향하

는 것은 주로 학습자의 성격이다. 내향성(introversion), 외향성(extroversion)은 각각

교류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관심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동시에 제2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문화간의 차이도 정의적 요인의 하나이다.86) 이들

네 가지 정의적 요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은 주로 교류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다. 

한편, 정의적 구성요소는 교수학습 참여도, 교수학습 참여 형태, 사람에 대한 태도, 

정보에 대한 태도로 나눌 수 있다. 즉 참여 정도, 참여 형태, 상호작용 태도, 정보 수용

태도의 4가지이다.87) 정의적 구성 요소는 학습 참여, 상호작용 태도, 정보 수용 태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자들의 비평 텍스트를 대하는 상호작용 태도는 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자의 관점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학습자는 비교적 의미 구성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 타자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는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의 관

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을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 즉, 시 읽기에 미친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상호주관성, 문화

                                        

86) 정용주, 앞의 글, pp.131-138.

87) 김은정, 「학습유형과 학습양식의 체계적 분류를 통한 개념적 모형 정립」, 『교육학연구』

Vol.40 No.4, 한국교육학회, 2002, p.123.

김은정, 「정의적 학습양식의 개념적 모형 정립」, 『교육의 이론과 실천』Vol.10 No.1, 한독교육

학회, 2007,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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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성격에서 정의적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상호작용 태도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관련이 있다. 상호주관성의 문제는

타자를 어떻게 인격적 존재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88) 상호주관성은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 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간의 공유된 이

해(shared understanding)를 뜻한다. 즉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수준

과 범위에서 이해하고 있던 참여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화제를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 

달리 말하자면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의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상호

주관성의 구성이다. 상호주관성의 구성은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에서는 주로 개인이

사회와의 인지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고,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주로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하는 과정이다.89)
상호주관성의 구성은 차이로 인한 인지충돌을 조

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여 공동의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시 읽기

교육에서의 상호주관성은 자신의 이해와 비평의 이해 간의 차이를 느끼고 개방된 태도

로 조정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이해로 도달하는 것이다.  

K103학습자는 타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상호주관성 부족으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와사등>에 대한 K103학습자의 1차 및 2차 감상문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슬프다. 와사등은 광명을 가져왔지만 사람에게 태양처럼 따뜻함과 희망을 주지 못한

다. 왜냐하면 와사등은 빛을 줄 수 있지만 아주 좁은 공간에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모르는 단어가 아주 많다. 예를 들면, 호올, 나래, 스미고…… 등등 들이다. 

1연: 슬픈 신호 / 2연: 나래를 접고, 창백한 묘석,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 사념 벙어리 / 3연: 까닭도 없

이 눈물겹다 / 이런 단어들이 사람에게 주는 느낌은 모두 슬픔이다. 이 단어들은 시인의 마음을 명확히 표

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시구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와사등-K103)

신비평 텍스트에서 시구를 하나하나 해석하기 때문에 시구의 뜻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크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한 시인이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문화비평문 2는 대체적으로 와사등의 주제를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920, 30년대에 비록 현대 문명이 시작하였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문명을 비판

하는 것보다 일제 강점 때문에 생긴 비애, 무력감이 더 맞을 것 같다. 문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시작하여도 당시 일제 침략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슬픔, 비애,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비평 텍스트는 시를 읽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감을 준다. 시에 대한 이해

는 각자 다르기 마련이고 단순히 시어, 시구를 통하여 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문화비평3

에서 시 주제를 소시민의 고독과 소외감으로 파악하였는데 저는 이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

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민중들이 다 함께 반항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그 시대가 서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애나 슬픔 및 무기력은 당시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슬픔, 무

기력이다. (와사등-비평-K103)

                                        

88) 김병길, 김신욱, 「Husserl 상호주관성 구성의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Vol.20, 한국교육

철학회, 2002, p.18.

89) 배재정, 정정희, 「유아기의 사회적 가상놀이와 상호주관성 발달에 관한 이론적 탐색」, 『열

린유아교육연구』Vol.8 No.1,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3,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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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3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와사등>이 전체적으로 슬프다고 하였다. 제목에 대해서

는 ‘와사등’이 광명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람에게 태양처럼 따뜻함과 희망을 주지 못하

며, 빛을 줄 수 있지만 폭넓게 빛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백한 묘석’, ‘눈

물겹다’ 등의 시어들을 통하여 시가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 이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래’, ‘스미고’ 등의 시어들을 모른다고 고백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와 대비적으로 학습자의 2차 감상문에서 우선 신비평적 텍스트가 도

움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신비평적 텍스트에서 시구를 자세히 해석하고 있어 시의

축어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신비평적 텍스트에 도움을 받은 반면, 학습자는 현대 문명 비판, 소시민의 고독, 소외

감 등의 비평 관점들은 거부하였다. K103학습자가 자신과 비평 관점의 불일치를 느낄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호주관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관점을 견지하여 비평 관점을 거

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데거와 가다머에 따르면 이해는 역사성,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해석학에서 읽기

는 독자의 지평과 작자의 지평이 만나 서로 융합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 독자의 지평

은 필수적이다. 해석자는 항상 전통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지평에 바탕을 두고

이해한다. 가다머는 지평 융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의식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을 통해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즉, 그는 이해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적 세계에서 하나의 사물이

나 사건을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자신의 선입견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

해하며 다른 사람의 선입견은 무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너를 하나의 인간으

로 인정하지만 너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자기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단계다. 이 단계

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지평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지만, 내가 너의 지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단계, 즉 지평의 만남은 이루어진 단계다. 마지막으로 가다머는 영향력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나는 자신의 선입견은 물론, 너의 선입견도 의식한다. 또

한 나는 자신을 열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다 깊

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다머는 나와 너의 최종적인 단계가 실행된 상태

가 지평이 융합된 상태라고 보았다.90）

그런데 가다머의 지평 융합의 세 단계를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적용해 보면, 본 연구

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비평의 지평과 학습자의 지평이 서로 융합된 3번째 단계에 이르

                                        

90）신응철, 「부버, 틸리히, 가다머-부버의 <나-너>철학에 대한 틸리히와 가다머의 해석을 중

심으로」, 『해석학연구』Vol.27, 한국해석학회, 2011,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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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학습자와 비평가가 지니던 각 지평간의 만남은 2번째 단계에서 멈추었다. 

즉, 진정한 지평 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학습자는 비평가의 선입견을 인식하고 있

지만 그의 선입견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로의 지평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학습자는 비평의 지평을 획득하지 못한다.  

K103학습자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근대사 지식과, 비평에서 나온 문명비

판의 관점이 서로 충돌되는데, 그는 결국 자신의 관점을 견지하고, 비평 텍스트의 관점

을 거부한다. 물론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견지하는 모습은 학습자의 주체성이라는 측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호주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타자를 이해하

려는 모습이 부족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비평 텍스트와의 진정한 대화로만 자신의

지평을 쇄신하여 새로운 지평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호주관적

으로 비평 텍스트를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는 비평의 해석 관점을 항상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으로 비평 텍스

트 거부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다음은 K102학습자가 <엄마 걱정>을 읽은 후 다시 쓴

2차 감상문이다.  

자식을 사회화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중요한 사회화의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형도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기형도는 병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길 뿐이었다. 병들

고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형도에게 아버지는 소외감을 불러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 비평 텍스트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관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단지 시인이 어린 시절 생활고 및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 걱정-비평-K102)

K102학습자는 2차 감상문에서 비평 텍스트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관점을 인용하

면서 그 비평적 관점을 거부하였다. 아래는 비평 텍스트의 일부이다.  

기형도에게 아버지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의 무기력함은 가난을 불러왔고, 가

난은 가족들을 생계의 전선으로 몰아붙여 어린 그를 늘 혼자 있게 했다. 혼자 있음, 외로움 등이 그의 내

부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무기력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유년시

절에 겪었던 가난의 체험은 소외된 시인의 외로움을 극대화시키는데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엄마 걱정-한용희, 고트프리트 벤과 기형도의 시세계 비

교-소외의 양상을 중심으로)

비평 텍스트에서는 어린 시절의 소외를 시 텍스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넓혀 해

석하고 있다. 최초로 속하게 되는 사회인 가정에서 정서적 욕구가 좌절될 경우, 인간은

무력감,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과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가정에서의 소외감은 더

나아가 개인이 가정 밖의 사회를 인식하고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형도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린 시절을 슬프게 보는 것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받은 소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런 슬픔에 대한 해석 관점을 동의하지 않고 이런 슬픔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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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절의 가난 및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때는 가난하더라

도 엄마가 있었지만 현재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시

인이 원래 시에서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비평 텍스트에서 나온 아

버지에 대한 원망의 관점을 거부하였다. 

비평 텍스트는 시인 기형도의 경험을 전제로 이해하는데, 기형도의 아버지의 무능력

함은 어린 기형도에게 모성의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기형도에게 아버지는 소외감을 불

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학습자는 이와 같은 해석 내용 및 어투를 통하여 기형

도가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것을 읽어내지만, 정작 비평의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다고 밝

혔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슬픔은 그저 어린 시절의 힘듦 및 가난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 관점을 거부하

는 이유에는 대체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형도 시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차이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시를 읽음에 있어서 비평 텍스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배경 지식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학습자는 시 창작 배경, 시

인 생애 등 배경 지식을 가지지 않아서 비평 텍스트의 관점에 낯설게 느꼈을 것이다. 

한편 K102학습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 어려

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제를 파악하였다. 중국 어문교육에서도 가족 사랑 등의 주제

가 담긴 문학을 선정하여 교육한다. 보통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움, 어려운 어린 시절

에 대한 추억 등 긍정적인 주제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 고통 등 개인 부

정적인 감정보다 어려움, 고통 등 것을 겪고 나서 성장한 자아, 정신 등을 강조한다. 원

래 중국인들은 어려움, 고통 등을 나에게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91）

어려움을 참으면 결국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낙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중국은

역사상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다. 유교 사상에 포함된 효 사상에 기인하여 중국인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짙다. 항상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은 부모님의 어려움이나 가난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K102학습자는 문화차이 때문에 비평 텍스

트 관점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은 또한 학습자의 성격의 영

향을 받는다. 비교적 활달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

                                        

91) 孟子說：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誌，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亂其所為，

所以動心忍性，曾益其所不能。《孟子·告子下》，맹자의 말을 통하여 중국인의 고난관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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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평 텍스트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였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는 데 자신감의 부족을 보여주었다. 

1차 감상문을 쓸 때, 중국인 학습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소극적인 독자로 나타났고, 

자신의 시 텍스트 이해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였으며, 모르는 시어, 시구가 있을 경우

시 텍스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단지 아는 시어, 시구의 뜻만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가

시를 읽고 1차적인 반응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비평 텍스트

를 읽을 때 인지적 충돌이 발생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 시인은 고향의 청포도를 회상한다. 시인은 고향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 시인은 포도로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 아이들은 식탁 은쟁반 옆에 하얀 수건을 마련하였다. 

먼 데서 오는 손님을 포도로 대접한다. (청포도-Q212)

Q212학습자의 1차 감상문을 살펴보면 시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다시 기

술하였다. 시의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

하지 못하였다. 문화 배경, 시인 배경 등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시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K8051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

교적 과감하게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였다. 

감상문을 살펴보면, K8051학습자는 <성북동 비둘기>를 오독하였다. K8051학습자는

먼저 1연 내용을 토대로 비둘기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2연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3연에서는 비둘기가 산, 사

람, 사랑과 평화 등 모든 것을 잃고 쫓기 는 새가 된 비둘기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였

다고 하였다. K8051학습자는 1연, 3연을 축어적인 의미로써 이해했을 뿐이다. 따라서

시를 읽은 후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지만 타당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비둘기의 이미지를 통하여 사람을 연상하였고, 또한 비둘기는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

를 전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을 연상하였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학습자의

1.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는 작가

의 비둘기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였다. 

2.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2연은 잘 이해가 안 됐다. 

3.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는 비둘기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마치 사람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공헌이 많아 보

이지만, 실제로 사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불공평한 경우도 많으며, 공헌이 많은 사람을 더 존경해

야 한다. (성북동 비둘기-K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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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숙달도의 부족이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근원이 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문화

적인 사고 방식에 따른 유사한 상황 환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타

당하지 않은 해석을 했지만 이런 주체적인 반응은 시 읽기에서 유의미한 반응이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

루기 위하여 학습자의 1차 반응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 의미를 상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독하더라도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

써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오독한 이유를 면밀

히 살펴 자신의 한계를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성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평 텍스트와 대화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 읽기가 가능하게 된다. 

교사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우선 적절한 비평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제시해주고, 학습자

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다

양한 시각에서 시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나아가 학습자가 주체적

이고 상호주관적으로 비평 텍스트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의미를 재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

스트를 통하여 시를 잘 읽도록 인도하고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잘 촉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내적 인지 활동과 더불어, 비평 텍스트 또는 동료 학습자

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즉, 먼저 학습자가 비평 텍

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를 읽게 하고, 이어서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해 시 텍스트

이해와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결과를 교류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종국에는

학습자가 상호주관적으로 시 텍스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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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설계

한국 현대시 교육은 교사의 정밀한 지도 아래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법으로

인지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은 학습

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비평 텍스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적 읽기의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의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를 수행하

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

기 방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나 비

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나타난 일정한 한계성도 살펴볼 수 있었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에서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의 목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

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해석하며, 여기

에서 나아가 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의 목표를 현대시 텍스트 해석 관점 다양화, 현대시 텍스트 의미 재

구성을 통한 읽기 성찰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현대시 텍스트 해석 관점 다양화

문학 텍스트의 다의성, 개방성, 맥락 의존성으로 인해, 문예학에서는 방법론적인 다양

성을 문예학 작업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

문예학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하

                                        

1) S. J. Schmidt & H. Hauptmeier, Einführung in die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차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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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처럼 다양성에 입각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서도 이제 다양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교육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객관주의 교육에서는 지식이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와 달리 구성주

의 교육에서는 지식 구성의 상대성을 중시한다. 구성주의 이론의 영향으로 문학 텍스트

의 의미도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독자가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텍스트 이해의 이

러한 다양성은 수평적 다양성과 수직적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평적 다양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집합적인 수평적 다양성이 발생하는 근거는 맥락이다. 텍스트를 이해

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맥락의 구

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텍스트 이해의 수직적 다양성은 텍스트의 ‘처리 깊이

(Depth of processing)’와 관련이 있다. 한 편의 텍스트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또 그렇기에 각각의 독자들은 저마다 깊이를 달리 하며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텍스트 의미 층위는 주로 텍스트 층위, 메타-텍스트 층위, 독자 지향 층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2) 텍스트 층위는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 구조와 텍스트 뒤에 숨어 있

는 이중 의미 구조이다. 메타-텍스트 층위는 타자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

은 결과이다. 독자 지향 층위의 이해는 말 그대로 독자 자신과 연관을 짓는 구성적 읽

기이다. 이처럼 텍스트 이해의 수평적 다양성 및 수직적 다양성으로 인해 텍스트 이해

는 획일적이지 않고 그 다양함을 드러내게 된다. 

텍스트 이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텍스트 해석의 다원론도 문학교육에서 의미 있게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해석의 이상은 정답을 찾는 것처럼 대

상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을 찾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적 일원론과 반대로 해

석적 다원론은 작품에 대한 다수의 해석을 인정하는 입장을 폭넓게 가리키며, 이때 작

품의 올바른 의미가 여럿이라고 보는 입장뿐 아니라 참/거짓을 떠나 창조적인 해석을

고무하는 입장들도 포함된다. 마골리스(J. Margolis)의 다원론은 특정한 문화 공동체 내

의 해석자, 즉 어떤 문화적 맥락 속의 해석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믿음에 따른 상대성을

강조한다. 마골리스는 수렴하지 않는 다수의 해석을 동등하게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심지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한 해석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그럴듯함(plausibility), 

허용가능성(admissibility), 합당함(reasonableness), 타당함(appropriateness), 적절함

                                                                                                               

역,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p.11.

2) 이성영, 「구성주의적 읽기 교육의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Vol.1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1,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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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ess) 등으로 다양한 해석들을 기술한다.3)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개인의 경험과 결합하면서 개인의 성

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학습자는 각자 다른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

므로 같은 작품을 대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자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학습자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다원론의 입

장을 취하고자 한다. 

지식이 인식 주체들의 맥락, 즉 환경, 필요나 목적, 선입견, 세상 경험, 스키마 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구성되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다양성을 지닐 수밖에 없

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 텍스트일지라도 각 개인의 삶의 맥락이 다양하다면 그에 대

한 지각과 해석 역시 달라지며, 이를 통해 시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해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배

워나가고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가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텍스트를 생산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문학을 학습자들에게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

로 작품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4) 비평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

는 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을 알게 된다. 따

라서 이 방법을 통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대적이고 주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텍스트 세

계를 보다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개성 있게 의미 구성을 하는 안목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 현대시 텍스트 의미 재구성을 통한 읽기 성찰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비계로 삼

아 시 의미를 구성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구성주의 문학교육

을 지향하고 있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읽기 과정을 거쳐 능동적으로 한국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 시 읽기 과정을 거쳐 읽기 방법을 터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

라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에 있어 그 과정 및 결과에 대

한 성찰이 필요하다. 

                                        

3) 신운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적 다원론에 관한 연구- J. 마골리스의 상대주의 해석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43-45. 

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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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는 다중 텍스트 읽기이다. 다중 텍스트 읽기

는 독자가 복수의 텍스트를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사고 활동을 강

조하는 읽기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마음속에서 융합하는 것으

로 본다. 융합은 독자가 의미 구성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자신

의 생각을 확장하고 정교화하게 한다. 이와 같이 융합은 독자의 의식적인 사고 작용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독자의 사고를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의 강조는 사고 활동 과정과

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독자가 독서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이해 결

과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게 한다.5) 따라서 학습자는 복수의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를 읽은 후 자신의 읽기 과정, 읽기 결과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시를 해석하는 문학 비평 텍스트는 개별 시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자료인 동시에, 시

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문학 비평 텍스트는 내용일 뿐만 아

니라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비평 텍스트 중 본 연구에

서 선정한 세 가지 비평 텍스트, 즉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

비평적 텍스트는 비평으로서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각자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평 텍스트는 비평 이론에 따라 쓰인 글이다. 비평 이론은 문학 읽기에 지침을 제공해

준다. 비평 이론은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교실 담론, 문학적 경험, 문학 지식, 그리고 문

학 능력 등에 따라 텍스트를 읽는 다양한 상황 맥락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비평적 렌즈의 레퍼토리를 제공한다. 비평 이론을 통해 학습자는 세

계에 대한 상상력을 예리하게 하고, 삶에 대한 대안들을 제공받는다. 비평 이론은 학습

자에게 실제 삶에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면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

을 재문맥화하고,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며,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평 이론은 학습자에게 삶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비평적 렌즈가 된

다.6) 학습자는 비평 이론에 기반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를 역동적으로 읽게

되고 시 텍스트 읽기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비평 텍스트들은 각자 그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비평은 해석 입장에 따라 여러 종류

로 나뉘는데 셀던(Selden)은 이를 크게 객관주의 비평과 주관주의 비평으로 구분한 바

있다. 객관주의 비평은 작품이 고정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작품의 의미나 가치

가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작품 속에 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작품 자체의 형식과

                                        

5) 김도남, 「복수 텍스트의 독서 관점 고찰」, 『國語敎育學硏究』Vol.19, 국어교육학회, 2004, 

pp.198-199.

6) 선주원, 「비평이론을 활용한 시 읽기 연구」, 『청람어문교육』Vol.2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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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중시하며 독자와 작가를 배제하여 작품이 지니는 객관성을 추구하려고 한다.7 )

신비평의 경우 전형적인 객관주의 비평으로 시 텍스트 형식과 구조를 충실하게 해석한

다. Ⅲ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신비평적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

텍스트 읽기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시 텍스트 형식, 구조 등 요소에 주목하게 되어

심미적인 독서를 하게 된다. 로젠블렛은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비심미적인 것과 심미적

인 것으로 나누었는데, 비심미적인 접근은 정보 추출을 위한 것이고 심미적인 접근은

감수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8) 시는 정보의 특성을 지니기보다는 정서적이고 감성적

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시의 축어적 의미를 이해한 후 언어 예술로서의 미까지 감수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인지적으로 읽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시의 미까지 감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신비평적 텍스트는 학

습자에게 자료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미적인 시 읽기를 도와줄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 현대시를 읽는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인 학습자와 비교하여

근본적인 이질성을 지닌다. 문학은 문화 그 자체이므로 한국 시는 한국 문화의 재현이

다.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 문화 공동체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어 한국 현대시를 읽

을 때 시 텍스트 이면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시 텍스트 의미

구조는 보통 두 가지 차원을 지니는데 표층 축어적인 의미 구조와 사회문화 배경과 결

합하여 숨어 있는 심층적인 의미 구조가 그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 표층 의

미뿐만 아니라 심층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문화비평적 텍스

트를 적극적으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회문화비평은 객관적 방법론 자체를 중시한

다9)는 점에서 신비평과 함께 객관주의 비평에 속하지만 동시에 주관주의 비평의 특성

역시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양해서 수많은 해석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하나의 시 텍스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 비평 관점이 나올 수 있으

며, 이 점에 착안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생산 맥락의

심층의미를 다각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편 텍스트 형식이나 구조, 사회문화적 의미를 소개하는 객관주의 비평과 달리 주관

주의 비평은 문학작품이 개방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주관주의 비평은 작품

의 구조 자체에 독자가 채워야 하는 '빈자리’가 존재하며 이는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일

                                        

7) 이대규, 「주관주의 비평 이론의 교육적 함의」, 『한국언어문학』Vol.40, 한국언어문학회, 1998, 

pp.512-516.

8) 김진희, 「독자 중심적 비평의 방법과 고전시가의 해석」, 『우리어문연구』Vol.54, 우리어문학

회, 2016, p.278.

9) 김혜니, 『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제』, 푸른사상, 2005,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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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역동적 교섭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10) 수용미학은 전형적인 주관주의 비평으

로, 독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문학작품의 의미를 중시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중고등

학교 어문 수업에서 문학교육을 받은 경험이 풍부하지만 문학교육을 독자 중심적인 방

식보다 텍스트 중심, 교사 중심 방식으로 받아 왔다. 또한 중국의 문학 이론 및 문학교

육에는 신비평, 사회문화비평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

는 시 텍스트를 꼼꼼히 해석하거나, 시 텍스트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시 텍

스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추적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독자주관비평

적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 의미 구성에 있어 독자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맥락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시 축어적인

이해부터 심층 의미 이해, 그리고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재구성하기까지 인지적, 정의적

양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이 축어적 읽기, 심층 의미 읽기, 

구성적 읽기 등에서 비평 텍스트가 어떻게 인지적, 정의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읽기 전반 과정을 검토하여 시 읽기를 더 수월하

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본질적

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결과도 중요할 것이다. 학습자는 비

평 텍스트를 통하여 개별 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 도식

(시 읽기 절차, 방법)’을 쌓게 된다. 즉 개별 시 텍스트의 축어적인 의미, 형식 및 구조

등의 예술성, 사회문화와 결합된 사상 등 텍스트의 여러 차원에서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시 텍스트 읽기의 다양성, 해석 관점의 다양성 등 개념적인 지식까지 습득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 의미 구성의 절차, 방법, 주체성 등 경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

  구체적인 교육 현장의 상황 맥락 안에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

육이 교육 내용을 잘 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축어적인 이해부터 학

습자의 주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의미 재구성까지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이대규, 앞의 글, pp.5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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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 읽기는 사실적 정보 이해와 더불어 정의적 활동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검토하여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절차와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학 읽기의 이론과 Ⅲ장에서 수행한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을 도출

하고자 한다.

블룸(Bloom)은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운동적 영역의 세 가지

로 분류하였다.11) 문학교육은 주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가르치는 3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언어 모델(The language 

model), 문화 모델(The cultural model), 개인적인 성장 모델(The personal growth 

model)이 그것이다. 이 세 모델 중에서 개인적인 성장 모델에 의하면 문학교육은 학습

자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을 읽고 반응, 평가 등을 하거나, 작품에 창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문학작품에 나타난 주제를 자신의 경험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문

학작품에 나타난 가치, 신념, 작가의 의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습자가 문

학작품을 자신의 경험, 감정, 지식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비평하고 다양한 해석을 하며

작품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12) 즉,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개인적인 성장 모델은 독자가 자신의 지식, 경험, 감정 등을 바

탕으로 작품을 이해, 해석, 비평하며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

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

며 재구성함으로써 인지적, 정의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은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 비평 텍

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내면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

문학교육에서 인지적 영역은 정보적 능력, 해석적 능력, 비평적 능력의 세 층위로 구

분할 수 있다. 텍스트의 사실적 이해 차원의 반응이나 추론, 재구성 차원, 텍스트의 가

                                        

11) S. Bloom 외,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임의도 외 역, 『敎育目標分類學: 敎育 目

標의 分類 및 評價의 實際』, 교육과학사, 1983, p.7.

12) Carter & Long, Teaching Literature, New York: Longman, 1991, 김은주, 「영어 교실에서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학작품의 활용 방안」, 『교과교육학연구』Vol.5 No.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교육연구소, 2001, p.1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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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사회화 과정으로서 능동적 반응 등이 인지적 영역에 속한다.13) 인지적 영역과 관

련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

의 사실적 이해, 해석, 의미 재구성 등 시 이해 능력과 비평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학습자의 시 텍스트 이해 능력 함양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의 표층 의미뿐만 아니라, 심층 의미

등 다양한 의미 및 시각을 알게 되며 독자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주체적으로 시의 의미

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비평 텍

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양상 역시 볼 수 있었다.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시를 읽는

데 있어서 비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이해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일차적 읽기를 통해 그것의 표면적 의미를 구성한다.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기반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는 큰 역할을 한다. 한국 시 교육 교실

에서는 언어 숙달도가 낮은 중국인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해석하

는 비평 텍스트를 통해 표층 의미 구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의 표면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 등을 검토

하여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상향식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상향식 읽기 과정

모형은 읽기 자료의 음운, 문자, 단어와 같이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언어 단

위인 구, 절, 문장의 선형적 순서로 분석하여 의미를 결합해 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언어 지식이 읽기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읽기의 본질적 과정을 해독으로 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상향식 모형은 입력되는 자료를 강조하는데, 문자나 통사적 측면에 의

존하여 글을 이해하는 초보 단계의 독자나 미숙한 독자는 상향식 읽기를 많이 한다.14)

여기에서 헤르나디(P. Hernadi)가 제시한 비평의 기능의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헤르

나디는 비평의 기능을 재제시(re-presentation)와 평가(evaluation)와 소통(communica

tion)으로 구분하였다. 재제시(re-presentation)
15)는 비평가가 작품을 설명해주는 것이

                                        

13) 진선희, 「학습독자 반응 연구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Vol.16, 한

국문학교육학회, 2005, p.307.

14) 전홍,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 연구: 읽기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1.

15) ‘재제시’라는 용어는 대상의 내용이나 특징을 산문 형식으로 기술하는 수용 텍스트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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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비평 텍스트는 시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해석은 작품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작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해석이란 그럼으로써 한 편의 완결된 글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내고

그것을 독자에게 다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애브럼즈(M. H. Abrams)는 문학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것은 분석과 패러프레이즈, 즉 뜻풀이와 주석에 의하여 언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해석 속에는 작품의 장르, 테마, 요소, 구조, 효과 등 제반

양상들에 대한 해명이 포함된다. 작품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작품을 올바르게 이

해하기 위함이다. 비평은 독자에게 그 작품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

능으로 삼는다. 원본을 바르게 풀이하고, 단어는 물론 어구 해석, 수사, 문체 등을 밝히

며 작품 전체를 정돈하고 질서화해야 하는 것은 작품 해석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17) 이

처럼 비평은 우선 작품을 해석하고 질서화한다.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시

어, 시구, 전체적인 의미 등을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상향식으로 알게 된다.  

시 텍스트는 비문학 텍스트와 달리 심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 교육에 있

어서 학습자들이 1차적 의미 구성에서 심층적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심층적 의미 구성을 하려면 생산 맥락의 지식이 필요하다. 중국인 학습자

는 외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심층 의미

를 구성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

스트를 하향식으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향식 모형은 상향식 모형과 달리 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독자

가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의 보다 작은 단위로 나아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모형이다.18 ) 하향식 읽기 모형에서는 보다 상위 단계인 가설과 예측

(hypothesis and prediction)에서 시작하여 보다 하위 단계인 인쇄 철자로 하향 작용하

면서, 가설과 예측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읽기 과정을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는 글의 의

미가 글 자체보다는 글에 대한 독자의 가설과 예측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으며, 읽기

를 독자가 자신의 가설을 토대로 자료들을 검증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형은

글의 의미의 원천을 글이 아닌 독자의 지적 배경에서 찾으므로, 읽기에서 글 내용과 관

련된 독자의 배경 지식의 역할과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기술’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즉 시 수용 텍스트에서의 재기술이

란 ‘독자 나름의 관점에 따라 시에 대해 부여한 의미를 산문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민규, 「현대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과 교육적 활용 방향,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연구』Vol.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p.8.

16) P. Hernadi, What is Criticism?, 최상규 역, 『비평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8, pp.7-9.

17) 김혜니, 『비평문학의 이해』, 푸른사상, 2003, pp.70-71.

18) 전홍, 앞의 글,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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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독자는 읽으면서 글을 예측하고, 한번에 많은 단위의 글을

접하고, 개별 철자에 대해 무시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글에서 추출된 의미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19)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 시인 등에 대한 배

경 지식, 사회문화 지식을 알게 되어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시 의미를 하향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문학작품을 그 사회와 문화의 산물로 보는 사회문화비평의 주요 관심사는 문학작품과

삶의 현실의 상호작용에 있다. 사회문화비평에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순수한 미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한다.20) 사회문화비평에서는 문학작품을 사회문화 등 생

산 맥락에서 해석하고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

트에는 시 텍스트의 사회 역사적 맥락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 시인 등의 배경 지식을 알게 된다. 학습자들은 그 배경 지식을 바탕

으로 일차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예측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

를 통하여 시를 하향식으로 읽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 읽기의 주체이자 의미 구성의 주체이다. 따라서 시 읽기는 결국

학습자가 자신의 맥락에서 시 의미 구성을 하는 것이다. 만약 학습자가 독자의 주체성

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읽기를 통하여

의미의 구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거나 주어진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존중하여

이들 의미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다양한 비평 텍스트의 의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비평 텍스트의

의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시 텍스트 자체의 의미이든 시인이

의도한 의미이든 독자가 부여한 의미이든 모든 의미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

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비평 텍스트의 의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주체

적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구성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생산 맥락 의미를 심화하며,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학습자가 독자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 재구성을 하도록 지

도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19) 유제명, 홍권표, 「영어읽기 지도방법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Vol.8,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25.

20) 김혜니, 앞의 책,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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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학습자의 비평 텍스트 이해 능력 함양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지만 일부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으로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상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시 교육

에서 비평 텍스트는 비계 역할을 하지만, 학습자의 비평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하는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그것을 비계로 삼아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장르 지식을 학습하여 비평 텍스트를 잘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장르 지식은 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1)

‘장르’는 텍스트를 범주화할 때 등장하는 용어로서 실생활의 일상적 텍스트를 분류하

고 일반화하기 위해 이론화된 것이다. ‘장르 지식’이란 특정 장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총칭하는 말이다.22) 장르 지식은 텍스트가 구축해 놓은 특정한 시공간에 대한 인식 틀

을 제공해 준다. ‘장르’는 ‘인식의 틀’이자 ‘현실 대응의 기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언어 사용의 반복적 패턴’이기도 하다.23) 따라서 장르 지식은 학습자들로 텍스트의 구

축 방식을 알게 하여 텍스트 읽기에 도움을 준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학습자는 비평의 개념을

알지 못해 비평을 ‘비판’으로 오독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부 학습자는 기술, 

해석, 평가와 같은 비평의 기능을 알지 못해 비계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비평의 유형을 알지 못해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지녀야 할 장르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의 개념을 알도록 해야 한다. 문학 비평이란 문학작품

이나 문학적 현상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정의, 분류, 분석, 평가 등 문학에 관한 일체를

                                        

21) 읽기는 두 유형의 약호에 관한 지식, 즉 장르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을 포함한다. 가령 하나

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지각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야만 한다. 

‘이야기’ 개념은 소설의 장르적 약호에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R. E. Scholes, Textual Power,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텍스트의 위력』, 하우, 1995, 

p.35.

22) 김유미, 「장르 지식이 읽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학회 학술발표회』Vol.2012 No.1, 한국어교육학회, 2012, pp.99-100.

23)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p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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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또한 문학 비평이란 문학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독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비평이란 넓은 의미에서 문학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를 일컫는다.24) 학습자가 이러한 비평의 개념을 습득한다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비평 텍스트를 읽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의 기능을 알도록 해야 한다. 문학 비평은 그 대상이

되는 작품의 세계에 가까이 접근하여, 먼저 어떤 현실 세계가 어떤 상상력에 의하여 어

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피고, 그것이 독자의 의식에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즉 비평은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 평가한다.25) 비평은 시 텍스트를

기술하며 해석하고 평가한다. 학습자가 이러한 비평 텍스트의 기술, 해석, 평가 등의 기

능을 이해하게 된다면 비평 텍스트를 보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의 유형을 알도록 해야 한다. 애브럼즈의 분류에 따르

면 비평에는 모방론적 비평(mimetic criticism), 표현론적 비평(expressive criticism), 

효용론적 비평(pragmatic criticism), 존재론적 비평(objective criticism)이 있다.26) 이

다양한 비평들은 세계, 작가, 독자, 텍스트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는지에 따른 분류

이다. 같은 텍스트에 대한 이 같은 다양한 비평들은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보완적이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를 생산한 시

인, 텍스트를 생산한 시대 배경 등 정보를 같이 읽는 것이다. 기표가 지닌 의미는 다양

할 수 있지만, 문학 텍스트에서 하나의 해석은 다른 해석을 반영하며 상호 보완한다. 따

라서 독자는 기표 해석 사이의 의미 맥락을 조정하면서 의미를 구축할 것이다.27) 학습

자들은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비평 텍스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를 보다 전체적

으로 읽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들과 대화를

통하여 시 텍스트와의 소통의 길을 넓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해석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

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각각 선정하였다. 위의 애브럼즈의 분류에 따

른다면 신비평적 텍스트는 존재론적 비평에 속하고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는 모방론적

비평과 표현론적 비평에 속한다. 또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작가

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 생산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를 선

정하였다. 작가도 사회에 속하므로 두 가지 비평 텍스트를 묶어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

                                        

24) 김혜니, 앞의 책, p.11.

25) 김혜니, 앞의 책, p.12.

26) 김광길, 심원섭,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pp.22-25.

27) 이대규, 앞의 글, 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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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간주하였다.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는 효용론적 비평에 속한다. 

이와 같은 비평 텍스트 유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

트에 대한 낯섦을 줄이고 비평 텍스트를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의미의 다양성을 알아야 하는데, 학습자는 텍스트 유

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시 의미가 내재적인 의미, 외재적인 의미, 독자가 부여한 의미

등을 포함하는 것을 알게 되어 시 텍스트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는 시 해석 방식의 다양성을 알아야 한다. 시 해석 방식 역시 다양

하여 내재적인 해석, 외재적인 해석, 독자의 주관적인 해석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는 시

해석에 있어 다원주의 입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비평 텍

스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며,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

트를 폭넓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주체성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 

2)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내면화

정의(affectivity)는 인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지, 운동 기능과 함께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한 영역이다. 과학적, 사실적 의미와 대립되는 용어로,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태도, 기질, 흥미, 신념, 정서, 가치관, 동기 등의 심리적 부분이다.28) 정의적 사고

(affective thinking)는 현실적 체험과 상상적 체험을 통한 텍스트 수용과 생산에 작용하

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과 더불어 언어로 인간과 세계를 ‘의미 있게 의도화’하는 사고로

서, 비가시성, 방향성 또는 경향성, 학습성, 관계성, 일관성 및 안정성의 특성을 지닌다. 

정의적 사고는 정서적 사고, 의지적 사고, 관계적 사고, 윤리적 사고, 형상적 사고, 심미

적 사고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29)

이러한 정의적 사고의 분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정서적 사고란 외적 자극

이나 내적 상념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 상태나 감정의 분화된 상태를 구성하는 정신 작

용이다. 의지적 사고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자발적 활동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결정 혹은 선택을 행사하는 심적 행위’를 구성하는 정신 작용이

다. 즉, 결정과 선택은 강요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의한 것이다. 의지는 자유의 주체

                                        

28) ‘심미적 활동’이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미적 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정의적 활동’은 수

용자 즉 학습자의 태도나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적,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김희경, 「KFL 문학교육의 정의적 목표와 발달」, 『漢城語文學』Vol.32,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

회, 2013, p.403.

29) 김종률,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 연구」, 『국어교육학연구』Vol.49 No.3, 국어교육학

회, 201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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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능력이라고도 한다. 관계적 사고는 자아와 ‘타자 및 사회’의 상호 교섭적인 작용을

통하여 유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정신 작용이다. 윤리적 사고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를 스스로 탐색하고 구성하는 정신 작용

이다. 형상적 사고란 마음과 감각에 의해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정신 작용이다. 심미적 사고는 대

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 구조를 적절히 감상하고 지각하여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과

나타낸 의미에 대한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신 작용이다.30)

시 텍스트는 심미적이고 정서적이다. 따라서 시 교육은 심미적 사고 및 정서적 사고

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 교육을 한다. 학습자들

은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따라서 ‘타자’와 상호 교섭

적인 작용을 중시하는 관계적 사고와도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내면화를 심미적 사고, 정서적 사고, 관계적 사고 등 세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 학습자의 모어 문학 읽기와의 조정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신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심미적으로 이해하는 양상을 살

펴보았다. 신비평적 텍스트는 시적 구조 및 시적 표현을 꼼꼼히 해석하고 있어 학습자

들은 비평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시의 형식적인 미를 느껴 심미적 독서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는 모어 문학 읽기의 간섭을 받아 시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시 텍

스트의 사회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시문학의 미를 체험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어 문학 읽기의 간섭에 벗어나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심미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시 감상은 시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시적 의미에 대해서 감상하는 것이다. 즉, 시를 읽는 것은

시인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감상하는 것이다.31) 그러므로 시 교육은 내용뿐만 아니라 뛰

어난 언어적인 미에 주목하고 심미적 사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심미적 사고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 구조를 적절히 감상하고 지각하여 언어를 통

해 표현하는 것과 나타낸 의미에 대한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신 작용이다.
32) 학습자

                                        

30) 김종률, 위의 글, pp.104-128.

31) 윤여탁, 『시교육론, 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6, p.148.

32) 김종률, 앞의 글, pp.125-128.



- 184 -

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미 구조를 적절히 감상

하고 지각하여 시적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과 나타낸 의미에 대한 미적 가치를 감수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 텍스트는 ‘심미적 이탈’을 통하여 미적 효과를 추구한다. ‘심미적 이탈’ 개념

은 러시아 형식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쉬클로프스키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무카로프

스키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미학적/시적 구조는 어떤 특정한 기대

로부터 이탈됨으로써 구성된다는 것으로, 즉 ‘낯설게 하기’이다. 심미적 이탈은 언어적

사회적 관습을 통해 자동화된 인지를 통제함으로써,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할 수

있게 해주며,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켜준다. 시에서 시어의 운율적 조직, 

어조, 은유나 상징 등 방법은 심미적 이탈에 기여한다.33) 신비평적 텍스트는 시의 심미

적 이탈에 주목하여 언어적인 미를 추구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언어적인 구조물을 만난다. 이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적 구조와 시적 표현 등 시를 내재적으로 꼼꼼히 해석하는 신비평

적 텍스트를 통하여 시 언어적인 미에 주목하여 감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비평은

시 자체의 특별한 예술성에 따른 작품의 가치 평가에 주목하며, 독자의 개별적인 반응

보다는 시 텍스트 자체의 형식미에 더 관심을 두고 텍스트 자체의 기술이나 분석에 방

점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텍스트의 사회적인

기능에만 주목하지 않고 신비평적 텍스트를 통하여 시의 언어적인 미를 감상하도록 해

야 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행위이며, 문학 능력을 습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

로 미의식이 인격의 수준으로 습관화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34) 문학교육은 문학작품

에서 미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심미 의식을 학습자 스스로 자기의 것

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습자의 정서적 내면화와 태도 형성

Ⅲ장에서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에 대해 정서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양

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정서적 의미 구성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가

시의 정서적 읽기보다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읽기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를 정서적으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33)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pp.249-250.

34)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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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정서적이다. 특히 시는 고도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학 영역 중에

서도 시는 정서와 더욱 깊은 관련을 맺는다. 시는 자기 인식과 정서라고 하는 내적 형

식과 율격이나 언어적 표현 방식인 외적 형식을 매개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다.35)
또

한 시의 언어는 ‘지시적(referential)언어가 아니라 환정적(evocative)언어이며 설명적

언어가 아니라 ‘울림의 언어’이다. 시의 언어는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언어와는 달리 느

낌(feeling)을 환기하는 언어이다. 시를 읽는 것은 시인의 말과 감정을 읽는 것이다.36)

이와 같은 시의 장르적 특징 및 시적 언어의 특징은 독자에게 정서적 읽기를 필수적으

로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주관비평으로서의 인상주의비평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인상비평은

어떤 순간의 특수한 인상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관적 비평이다. 즉 작품이 비

평가에게 준 정서와 인상을 작품에서 암시된 방향에 따라 통일하고 재구성하는 체험이

인상주의 비평이다.37) 학습자들은 이렇게 정서를 표현하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

스트 정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정서38)는 문학작품을 통해 형상화된다. 예컨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물

질 문명의 파괴적 위력 앞에서 생존의 터전을 상실해 버린 인간들(혹은 자연)이 겪는

비애를, 이육사의 <청포도>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를 미리 반기고 소망하는 기

대감을 각기 형상화하고 있다.39 ) 문학 읽기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형상화된 정서를

읽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문학 읽기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 정서를 체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정서를 내면화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논의되는 정서에는 문학작품에서 형상화된 정서뿐만 아니라 독자가 전유

하는 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즉, 문학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정서는 ‘작가의 감정과 시적

                                        

35) 김선희, 「시조 정서와 교육적 접근 방향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Vol.35, 한국초등국어

교육학회, 2007, p.109.

36) 이기철, 「방법론으로서의 시 읽기」, 『모산학보』Vol.10, 동아인문학회, 1998, p.577.

37) 신재기, 「1920~1930년대 심미주의 비평론 연구」, 『문학과 언어』Vol.22 No.1, 문학과 언

어학회, 2000, pp.167-169.

38) 문학 정서는 문학교육의 정의적 영역인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문학에 대한 태도 및 가치

와 관련이 깊다. 문학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이나 논리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며, 이

를 통해 학습독자는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문학교육은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문학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가치가 학습독자의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김선희, 앞의 글, pp.104-105.

39) 최지현, 「문학교육에서 정전(正典)과 학습자의 정서체험이 갖는 위계적 구조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Vol.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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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분위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차적 정서’와 ‘독자가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정서와

만나서 전유하는 이차적 정서’를 모두 포괄한다. 문학교육의 목표는 학습 독자가 텍스트

의 정서를 전유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독자가 전유하는 정서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40)
이처럼 문학

교육에서의 정서는 문학작품에서 형상화된 정서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학을 읽고 형성

된 정서도 포함하고 있다. 

문학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체험하는 정서를 최대한 풍부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정서적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독자들은 같은 시 텍스트를 읽어도 선경험

에 따라 각자 다른 정서를 환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작성한 비평 텍스트들은 비평가의 선경험에 따라 각자 다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학

습자들은 이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내면

화하게 된다. 

이는 외국어 문학교육의 개인적인 성장 모델과 일맥상통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목표의 최고 단계는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개인 성장 모델에서

추구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문학을 사랑하며 내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

여 학습자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에 형상화된 정서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전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서적 읽기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에 형상화된 정서와 사상에 공감해야 한다. 공감이

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인간이나 대상을 인지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투사한다는 뜻

이다. 학습자들은 공감을 할 때에만 정서적 울림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구성하여 느끼고 즐기며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 시적 언어

는 공감의 언어이다.41) 어떤 시적 정서가 독자에게 전이될 때, 독자 역시 작자가 표현했

던 바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작자의 감정이나 시의 정서와 동일시하게 된다. 이처

럼 동일시나 일체감이 획득될 때 시는 감상의 단계에 올바르게 이르게 되며, 이를 내면

화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42) 따라서 시에 표현된 정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

를 학습자들의 정서 체험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적 정서가 교수-학습되어야

한다. 정서적 읽기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자신의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43)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에 형상화된 정서를 내면화함

                                        

40) 고정희, 앞의 책, p.274.

41) 우한용 외, 『실용과 실천의 문학교육』, 새문사, 2008, p.115.

42) 김대행 외, 앞의 책, p.199.

43) 선주원, 「독서 환경의 한계과 극복: 정의적 독서 실천」, 『독서연구』Vol.17, 한국독서학회, 

2007,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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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감정을 풍부화시키고 정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서 감수를 중요시하는 문학 능력은 전인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소질이 고루 조화를 이루어 갖출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전인의 개념이고, 인간의 능력을 전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놓고 보면, 문학이야말로 그러한 전인 교육의 본질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다루며, 인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구나 인간

다움의 문제를 궁극적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44)

따라서 시 교육은 시장 논리에서 수단이나 기술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가치

를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문학으로서의 시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

은 지·정·의의 총체적 조화와 관계된다. 문학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추구한

다. 문학은 항상 특정한 시공간에 놓인 특정한 사람의 형상을 통해 그 의미를 추구하지

만, 그 특정한 사람은 특수하고 돌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전형이다. 따라서 그렇게 형상화된 사람은 어느 한 측면만의 사람이 아니

라 그 인간의 모든 것의 총화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인간이 집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총체로서 삶을 영위한다는 점을 문학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강조한다. 문학 능력은 이

러한 표현과 이해의 능력을 추구함으로써 전인적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45) 시 교육은

시를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해 등 지적 능력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시에 형상

화된 삶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능력도 함양시킬 수 있다. 

전인적 교육이 본질적으로 조화로운 통합과 상승으로 전체를 이룬 능력을 지향하듯이

문학교육의 목표도 그러한 통합과 상승에 있어야 한다.46) 즉 시 교육은 학습자의 시 축

어적 읽기의 언어 인식 능력, 해석적 읽기에서의 해석 능력, 구성적 읽기에서의 주체적

인 구성 능력 등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를 읽고 정서적으로 감상하는 정서

감지 능력도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상호주관성은 관계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관계적 사고는 자아와 ‘타자 및 사회’의

상호 교섭적인 작용을 통하여 유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정신 작

용이다. 관계적 사고의 하위 유형은 사랑, 자비, 존중, 배려, 희생, 봉사 등이 있다. 이

중 존중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판단, 평가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

임으로써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 대접하는 정신적 행위이다.
47)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

은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사고에 속한다.  

                                        

44) 김대행 외, 앞의 책, p.63.

45) 김대행 외, 앞의 책, p.64.

46) 김대행 외, 앞의 책, p.66.

47) 김종률, 앞의 글,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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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와 대화를 통하여 상호주관적인 의미 구성을 하는 양

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는 비평 관점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가 비평 관점을 무조건

적으로 부정하면 자신의 발전 역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비평 관점을 거부하

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지평융합을 새롭게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평 관점을 존중하는 상호주관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

해야 한다. 

상호주관성의 형성은 주로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는 다른 참

여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주관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관성을 이해하

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주관성이 형성되고 확장된다.48)

이때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의 전제는 차이이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에서 긴장과 갈등을 발견하여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가

다머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나-너 관계의 세 가지 유형을 참고할 수 있다. 1)사물화

된 너 2)인격체로서의 너이지만 어디까지나 반성적인 너 3)말하는 너. 이중에서 1)은

자연과학에서 도달되는 객관으로서 여기에서는 방법주의와 객관주의에 빠져들게 되며

전통과 유리된, 따라서 영향사적 의식의 기반이 될 수 없다. 한편 2)는 선험철학과 실존

철학에서 지배적인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자기의 관점에서만 타자를 인정하며 타자가 자

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자기가 타자를 더 잘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타자를 무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은 가다머가 취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에서는 타자를 지배하기

보다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타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받을 용의를 갖고 있는

개방적 자세이다.49) 본 연구에서는 가다머의 세 번째 대화 관계에 대한 입장을 취하였

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 대화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학습자는 누구나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 텍스트를 읽는다. 가다머에 따르면 이 선입견

에는 우리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잘못된 선입견과 우리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진정한 선

입견이 있다. 잘못된 선입견은 자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한 자의

적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주제 내용에 관한 우리보다 뛰

어난 권위를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의 가능한 진리에 대한 개방성이 이해

의 조건이다.
50)

이 같은 관점을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에 적용한다면, 학습

                                        

48) 박소령, 「토의 주제 유형에 따른 상호주관성 양상 연구」, 『화법연구』Vol.25, 한국화법학회, 

2014, p.138.

49) 김석수, 「가다머에 있어서 ‘이해’의 문제」, 『철학논집』Vol.8,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1997, 

pp.131-132. 

50) G. Warnke, Gadamer :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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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잘못된 선입견으로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자

의적인 해석을 수정하기 위하여 권위가 필요하다. 이때 비평 텍스트가 그 권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텍스트 의미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는 동시

에 수시로 자신의 이해를 수정할 수 있는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진정한 대화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비평 텍스트를

자신의 이해 속에 통합시켜 자기화한다.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시 텍스트 이해

를 쇄신하여 ‘더 나은 이해’를 한다.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항상 비평 텍스트에 귀를 기

울이고 비평 텍스트에 의해서 언제나 조정할 준비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런 반

성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법은 다양한 지평들 간의 융합을 이루며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을

은폐에서 벗어나 자기 이해에로 이끈다. 결국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 대화를 통하여

주체성을 깨닫고 긴장과 갈등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하는 대화는 공감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공감적 대화를 이루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공감적 대화를 하려면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화자는 타자-즉

대화 상대방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51)

구성주의에서 상황 혹은 맥락 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는 것은 대화의 전제가 된다.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짜 맞추어서 통합해 가는 과정이 아니다. 어느 쪽도 대화의 맥락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언어의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들 간의

조율 활동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해석학에서의 대화를 통한 이해의 과정에서는 나는

너를 하나의 대상으로만, 즉 나를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나에

의해서 반성적으로 투영된 존재 역시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독자적인 존재가

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너는 나에게 말을 건네 오는 대화의 상대자로 파악하게 된

다. 너와 나의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합의에도 나아가는 과정이다.52） 학습자와 비평 텍

스트의 대화가 여러 시적 ‘근거’가 벌이는 경쟁 관계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근거를 탐

색하는 과정이다. 이런 대화는 학습자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 

개인은 사회에 속하므로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문화차이로 인해 비평 텍스트를

                                                                                                               

적 해석학』, 사상사, 1993, pp.141-152.

51) 김영진, 「상호 이해를 위한 공감적 대화-그 의미와 조건」,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68, 

한국현상학회, 2016, pp.127-130.

52）최신일, 「해석학과 구성주의」, 『초등교육연구논총』Vol.12,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소, 199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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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양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비평가와 중국인 학습자는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비평 텍

스트와의 문화 차이가 있을 때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상호문화성을 함양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문화는 다양한 문화들 간의 공존이며 대화이다. 상호문화성은 고유 문화 또는 타

문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유문화와 타문화를 상대화시켜, 이 둘을 적절하게 매개

하는 능력이다.53) 상호문화성 개념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호문화성 개념은

평등한 상호관계의 지향을 담고 있다. 둘째, 상호문화성은 ‘만남’에 관한 개념이다. 셋째, 

상호문화성 개념은 상이한 것들의 단순한 병존을 넘어서는, 그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함축한다. 서로가 만나서 상대방을 인식하고, 또 상대방을 통해 나를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가 함께 참여하는 보편성을 모색하는 것, 상호문화 철학자들은

이러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로 ‘대화’를 설정한다.54) 이상의 상호문화성의

구성요소를 보면 상호문화성은 각각 다른 문화들이 평등하게 만나 ‘진정한 대화’의 방식

으로 획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대화는 배려를 전제한다.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talk)나 담화(conve 

rsation)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는 근본적으로 열려 있으며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공동

의 탐색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대화는 타협을 전제로 의견 일치를 지향하며 공동

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협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입장은 소통을

비대칭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 둘을 이을 수 있는 공약수를 찾기보다는 서

로에 대한 태도와 관계 방식을 중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55)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의

문화를 배려하여 ‘진정한 대화’를 통하여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문화성을 가지도록 지도

해야 한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타자의 문화를 인식하고, 

타자를 통해 나의 문화를 인식하여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화의 태도 형성은 학습자의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다. 학습자의 성격은 비평 텍스트

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외국어 학습상황에서는 일반적

으로 내향성 즉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을 소지한 학습자보다 외향성을 지닌 학습자 즉

                                        

53) 조용길, 「상호문화성 Interkulturalitat 배양을 위한 토론교육 방안」, 『獨語敎育』Vol.62, 한

국독어독문교육학회, 2015, p.85.

54)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코기토』No.6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pp.314 -315. 

55) 이준영,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한국언어문화학』Vol.12 No.2, 국제한국

언어문화학회, 2015,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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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적이고, 우호적이며, 말 많은 성격이 더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본다.56 )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기 중심주의나 자기 문화중심주의

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3.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 및 정의적 내면화 등의 교

육 내용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체성·능동성 및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로 학습자들이 근

접발달영역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시를 읽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으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잠재적 발달을 이루어 내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비평 텍스트와

연합·결합하기, 소집단 토론을 통한 시 텍스트 의미 재구성하기, 메타적인 성찰을 통한

대화하기 단계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절차를 마련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독자는 비평 텍스트와 상호작용하여 시

의미를 이해 · 해석 · 재구성한다. 하트만은 상호 텍스트적인 접근에서 텍스트 이해 방

식을 연합(association), 결합(assembly), 재구성(looping)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연

합 · 결합 · 재구성은 읽기의 과정에서 내용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읽기 절차

로 규정할 수 있다. 연합은 축어적 읽기, 결합은 해석적 읽기, 재구성은 구성적 읽기에

서 발생한다.57)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읽기에서 발생하는 축어적인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시 텍스트를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맥락에서

주체적으로 시 텍스트 의미 재구성을 한다. 따라서 연합과 결합은 주로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시 읽기를 하고 재구성은 주로 독자 중심으로 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한다.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과 결합은 학습자 개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독자 중심의 재구성은 학습자 개별적인 접근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발휘하는 소집단적

인 접근으로 진행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는 일차적으로 학습자

                                        

56) 김귀석, 「제2언어습득의 정의적 요인에 관한 연구」, 『外國文化硏究』Vol.14 No.1, 조선대

학교 외국문화연구소, 1991, p.6.

57) 연합은 텍스트 내(within)에서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대로 인

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결합은 독자의 마음속에 표상된 내용에 독자의 의도나 관념, 신념과 같

은 관점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의 활동에 해당한다. 재구성은 결

합을 통하여 찾아낸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기존 생각과 연결하는 것이다.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5, pp.169-170.



- 192 -

의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2차적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사

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식을 사회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소통 · 협상 · 갈등

등의 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58)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 주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즉 학습자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구

체적으로 개별적인 접근과 소집단적인 접근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개별적인 접근은

교사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다수 비평 텍스트를 개별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한다. 주어진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정리하여 봄으로써 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

는 기본적으로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비평의 관점들을 비교하고

자신과의 관점들을 비교한다. 

소집단적인 접근은 학습자들이 소집단별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석 갈등 등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동 방식이다. 교사는 우선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자들을 적절한 소집단으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집단 별로 협력 활동을 전개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평 텍스트의 관점들을 파악하고, 파악한 관점들을 서로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 구성을 넓혀 간다. 이러한 소집단적인 접근은 주로 시 해석

갈등 등의 문제들을 소집단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구성하게 한다. 이는 학습

자들 간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1) 비평 텍스트와 연합·결합하기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이해를 심화

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달리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비평 텍스트를 거부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들을 읽기 전 비평에 대한 장르 지식, 해석 지식 등을 탐구·학습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교육과정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학습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구성주의의 시각에 따르면 교사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성주의 교

                                        

58) 최영진, 「구성주의와 독일어 교육」, 『독어교육』Vol.41,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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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주체성이 중요시되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의 능동성을 깨우치고 그

들이 주체적으로 대답을 찾도록 격려해야 한다. 문제 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구성주의적 원칙을 응용한 하나의 학습설계모형이다. 이전에 교사가

주는 지식을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받는 전통적인 교수-학습과 달리, 문제 중심 학습

에서는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교사가 주는 문제를 스스로 탐구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한다.59)

단서(prompting)질문은 학생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도와주거나, 최초 반응을 바로잡도

록 도와주기 위한 힌트나 단서를 활용하는 질문이다.60) 학습자는 문학 비평을 전혀 모

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교사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비평 지식을 정리하

여 습득할 수 있도록 과제 방향을 설정하고, 비평 지식에 대한 자발적 탐구 결과를 발

표 형식으로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는 문학 비평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우선 문

학 비평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아래는 비평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단

서 질문이다. 

비평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단서 질문

1. 문학 비평은 무엇인가? 

2. 신비평, 사회문화비평, 수용미학은 무엇인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 해석 방식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단서 질문

1.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어떤 방식이 있는가?

2. 해석 방식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피아제는 학습에서 개인의 내적 인지를 강조하면서 내적에서 외적으로 이동하는 과정

을 설명한 바 있다.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는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하

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적인 동기유발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있다. 탐

구학습은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학습자료들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

결하면서 탐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 나가며, 학습자들은 지식 획득의 과정에 주체적으

로 참가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탐구능력을 키워 나간다는 개념이다.61）
학습자에게 과

제 탐구 방향을 질문으로 제시하여 탐구하도록 한다. 

                                        

59) 강인애, 이정석, 「PBL수업에서 학습자로서의 자기인식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

연구』Vol.15 No.1, 한국열린교육학회, 2007, pp.69-70.

60) 이종일 외,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2006, p.41.

61）임영, 「인문학의 교수-학습에 관한 고찰: 탐구식 학습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Vol.3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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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62）

은 아래와 같다.

작품에 쓰인 표현 방식과 짜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교훈, 감동 등 작품이 독자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 속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 지어 해석하는 방법

작가의 성향, 창작 의도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상에서 나온 것처럼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해석이 하

나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시 해석 일원론과 해석 다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원론

의 입장은 대상과 해석 간의 일대일 관계가 성립할 때에만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원론은 올바른 해석의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따라

다시 텍스트중심주의(textualism), 의도주의(intentionalism), 맥락주의(contextualism)

63）
로 구분된다. 작품 해석 일원론과 해석 다원론은 모두 작품에 대한 해석 관념인데 다

만 입각한 주장이 다르다.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나름

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경험과 결합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학습자는 각자 다른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작품을 대하더라

도 다른 생각을 가질 자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인

간으로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어 다원론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각종 문학 비평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해석 다원론, 해석 상대주의를 알게

되어 자신의 관점에 자신감이 생긴다. 비평적 해석은 온건한 또는 수용적인 해석과는

달리 다양함으로 시끄럽다. 반박의 다양함, 옹호의 다양함, 이 다양함은 독자가 도입하

고 있는 ‘근거’의 다양함에서 오는 것이고, 주제, 텍스트, 저자를 바라보는 독자의 ‘태도’

의 다양함에서 오는 것이고, 독자의 수만큼 존재하는 ‘개성’의 다양함에서 오는 것이

다.64） 비평 이론에 따라 학습자는 같은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며, 비평가

들은 각자 자신의 맥락에서 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 다원론, 상대주의 해석

론을 알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언어 숙달도 때문에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기 힘든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이러한 비평 텍스트

읽기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수업에서는 학습

자가 학습의 주체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비평 텍스트 읽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

들로 하여금 읽기 주체가 되어 탐구·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시 교육에서 도입한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시 읽기에서 비계 역할을 수행하

                                        

62）김혜련, 「‘비평’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국어교육』Vol.147, 한국어교육학회, 2014, 

p.289. 

63）신운화, 앞의 글, pp.29-30. 

64）이재기, 「응답적 이해와 해석 텍스트 쓰기」, 『독서연구』Vol.34, 한국독서학회, 2015,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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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함이다. 비평 텍스트의 첫째 비계 역할은 시 텍스트의 축어적 읽기를 도와주

는 것이다. 학습자의 현대시 읽기의 1차적인 목표는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1차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는 1차 한국 현대시 읽기 단계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의미 구성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시 읽기에서의 어려움 및 알고 싶은 지식

들을 잘 정리하여 보다 쉽게 비평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평 텍

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관건은 잘 선별된 비평 텍스트이다. 비평 텍스트를

잘 읽어야 비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다중 비평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줄 때 학습

자가 읽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질문을 통하여 비

평 텍스트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초점(focusing)질문은 수업이나 토의 자료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활용

되며 사실적, 경험적, 생산적, 평가적 질문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초점 질문은 학생들

이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수업 시간이나 진행 도중에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자극하며 수업 시작이나 진행 도중 기본 지식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65)

읽기 수업에서 질문은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의 이해를 점검하며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사고를 자극

하여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의 상위수준의 사고 발달을 촉진시키고 메타인지 발달

을 가져오게 한다.66) 특히 학습자의 질문 생성 활동은 독해력을 향상시킨다.67)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하여 비평 텍스트를 수월하게 읽게 한다. 

아래는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1차로 시를 읽게 한 뒤 시 읽기의 어려움, 어려운 이

                                        

65) 이종일 외, 앞의 책, p.41.

66) 이경화, 「사고 활동을 촉진하는 읽기 수업 탐색」, 『독서연구』Vol.12, 한국독서학회, 2004,

pp.176-177.

67) 독해, 독해력에 개념은 아래와 같다. 독해란 글을 읽고 이해, 분석, 비판, 종합 등을 하는 기

능적 행위이다. 이 기능적 읽기를 통해서 독자는 자신의 주관적 느낌과 함께 객관적인 진의를 파

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해력이란 문장 전체의 귀결점을 의식하며 문장 표현을 바탕으로 쓰인

내용이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 즉, 독해력은 정확한 읽기를 지향하면서

글의 의미, 내용 및 정신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독해력은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를 이해하는 것, 즉 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독해의 과정이 아니라 글

을 쓴 사람과 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역사적 의미와 교감하거나 글과의 대화를 목표로 하

고, 또 해석과 평가를 더하여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텍스트와 텍스트 저자

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화의 방식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읽으면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하여 답을 찾는 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서의 내용을 자기 자신

의 여러 문제나 사회,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는 총체

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글의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그 글의 내용을 읽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독해의 과정이다. 

조재윤, 「질문생성전략 훈련이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국어교육』No.116, 한

국어교육학회, 2005, pp.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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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궁금한 점 등을 고찰하게 하기 위해 제시한 초점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학습자

들의 시 텍스트 내용 이해를 위한 것이다.  

시 텍스트 내용 이해에 대한 질문

1. 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2.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3. 시에 대해 어떤 지식을 더 알고 싶은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시를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이유를 고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이해에 대해 일차적으로 점검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동기를 부

여하고 비평 텍스트의 도움을 학습자가 나중에 메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

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는 질문 생성 전략을 통하여 독해력을 향상시켜 비평 텍

스트를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일차적으로 시를 읽는 데

겪은 어려움 및 알고 싶은 지식을 묻는 질문이다. 

1. ‘청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시리다’의 뜻이 무엇인가?

2. 나비는 왜 공주처럼 돌아갔는가? 

3. 시인의 시 창작 배경 및 시인의 생애는 어떠한가? (바다와 나비-T415)

이 학습자는 <바다와 나비>를 읽고 어려운 시어, 구절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

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시리다’는 시어가 무슨 뜻인지, ‘공주처럼 돌아왔다’는 시구

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학습자는 시인의 창작 배경, 시인의 생애 등을

알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T405학습자는 비평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바다와 나비>를 축어적인 방식으로 의

미를 읽어내는데, 즉 학습자는 다중 비평 텍스트의 의미를 연결하여 <바다와 나비> 시

텍스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학습자의 의미 구성을 상호 텍스트성에 기초하여 볼 때, 

다중 비평 텍스트의 의미와 연관지어 <바다와 나비>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시리다’ 등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평 텍스트의 도움

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주처럼 돌아온다’ 등 장면

및 <바다와 나비> 전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중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상호텍스

트적 구성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 비평 텍스트에서 읽어낸 의미들을 연결하는 활동

은 시어 이해에서 뿐만 아니라 시구나 시 전체적인 의미 이해에서도 이루어진다. T405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의 뜻을 연합하는 활동은 <바다와 나비>의 축어적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를 폭넓게 확장시켜 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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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텍스트는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일종의 해석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의미 구성

을 보충하거나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읽고 비평의 관점을 수용하여 시를 사회문화 등

생산 맥락에서 깊게 이해하거나 다양한 시각에서 넓게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는 모어 문학 읽기 방식의 간섭으로 시의 사회적인 기능에 집중하여 시를

정의적으로 읽지 못하거나 다각적으로 읽기 못하였다는 양상도 보였다. 이 단계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질문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어느 한 가지 비평 관점

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비평 관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

습자들로 하여금 각 비평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들이 스스로 각 관점들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시를 해석하는 입장을 이해하

고 시 해석의 상대주의 입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시 해석은 하나의 시 텍스트에서 출발하지만 저마다 다르다. 교육에서의 해석

역시 이러한 상대성과 개별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전수로서의 앎이 아니라 활동을

통한 앎의 확장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8） 여기서 전개할 활동은

독자인 학습자가 역시 독자인 비평가들과의 비교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때의 해석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가운데, 다른 해석인 비평 텍스

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시 해석의 상대성과 개별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그럴듯한

논리를 형성해 가는 활동이다. 아래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비평 관점 간 차이

비교하기 위한 단서 질문들이다. 

비평 관점 간 차이 비교하기 위한 단서 질문

1. 시 해석에 대한 어떤 비평 관점이 있는가? 

2. 각 비평 관점들은 서로 차이가 있는가?

3. 각 비평 관점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교사는 질문을 설정할 때도 폐쇄적인 질문과 개방적인 질문을 같이 설정해야 한다. 

폐쇄적인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게 하고 개방적인 질문은 학

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주장을 형성하게 한다. 위의 질문들

가운데 1번 질문은 폐쇄적인 질문이고 2, 3, 4번 질문은 개방적인 질문이다. 이러한 폐

                                        

68）김정우, 「국어교육에서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Vol.15, 국어교육

학회, 2002,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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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적인 질문과 개방적인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의 관점들을 알게 할 뿐

만 아니라 그 관점들의 입장 차이, 이유 등을 깊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각종 문학 비평 텍스트들 간의 차이를 탐구함으로써 해석의 다원론, 즉 해

석 상대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학습자들은 수업을 통해 시 읽기가 텍스트와 자신의

선경험 지평 융합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해석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

었다. 아래에서는 학습자가 각 비평 관점 차이들을 탐구한 후 작성한 과제물을 실제로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바다와 나비>에 관한 비평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리한 과

제물이다. 

시 자체의 표현법에 주목하여 시의 언어적인 미감을 체험한다. 시인은 나비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시대 배경을 결합하여 실패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다. 근대 지식인의 열정과 자아 성

찰을 해석한다. 

문학 연구자나 문학 비평가는 각자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작품에서 주목하는 것

이 다르다. (바다와 나비-T403)

비평 관점들 중 어떤 비평은 시에서 출발하여 시 이미지 등을 해석하고 있다. 어떤 비평은 시대 배경 등

과 결합하여 시 이미지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비평은 시인 자신의 생애와 결합하여 해석한다. 어

떤 비평은 독자의 상상이다. 

여러 비평관점들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비평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각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 (바다와 나비-T405)

두 명의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정리하였는데 결과는 유사하게 나왔다. 두 명의 학

습자들은 비평 텍스트 중 어떤 비평 텍스트는 시 자체의 언어나 표현에 주목하여 시 자

체를 해석하고 있고, 어떤 비평 텍스트는 사회문화 배경 등 지식과 결합하여 시를 해석

하고 있으며, 어떤 비평 텍스트는 독자의 상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비평 텍

스트들의 차이가 생긴 이유로는 각 비평가들이 입각하고 있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는 비평 관점들을 정리하고 비평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비평

관점들의 차이를 형성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학습자들은 비평 관점들이 서로 다른 이유

에 대해 바로 비평가들이 시에서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즉 비평가들은 각자의 선입견에 따라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였다. 가다머

에 따르면 선입견은 모든 이해의 바탕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역사의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역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로 역사를 형성하는 자로

서 우리 자신은 미리 주어진 존재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이해를 시도해 나가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이해의 과정에는 언제나 역사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

는 이미 특정 이해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이 공동체로부터 전해 받은 과거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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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통, 고전적인 것 등을 바탕으로 현재에 새롭게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타자로서의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러한 선입견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와 텍스트 사이에는 항상 시간

적 간격이 놓여 있다. 텍스트 이해는 바로 독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서로 만나는

‘지평융합’이다.69)
이처럼 비평 텍스트는 각 비평가들의 지평과 시 텍스트의 지평이 만

나는 것이다. 각 비평가들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시 텍스트의 지평이 만나서 형성된

‘지평융합’도 서로 다르다. 학습자들도 자신의 선입견이 있어 시 텍스트를 읽을 때 자신

의 선입견에 따라 읽는다. 즉 학습자들의 지평과 시 텍스트의 지평이 서로 만나 새로운

‘지평융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읽을 때 다시 자신의 ‘지평융

합’과 비평의 ‘지평융합’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평융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지평에는 이제 시 텍스트의 지평, 비평가들의 지평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비평가들의 지평들을 만나 학습자의 지평보다 훨씬 넓은 지평을 형성하였다. 학습자는

이제 <바다와 나비>의 시 이미지, 표현 등을 심미적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대의 지식인들의 실망감, 시인 김기림의 생애, 자아성찰 등 의미를 인지적, 정

의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원래 자신의 지평보다 훨씬 넓은 지평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시 텍스트의 의미를 확대하여 확장시켰다. 학습자는 비평 관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와 대화하면서 시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상호주관성의 부족 등 정의적 요인으로 인

해 비평의 관점을 거부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와 자신의 관점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비평 텍스트를 존중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와 비평의 관점들 간 차이와 갈등은 학습자와 비평 관점간 대화의 전제이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리쾨르는 ‘갈등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하였

다. 갈등은 창조성을 불러일으킨다.70 ) 가다머에 따르면 대화의 전제는 차이이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학습자들을

비평 텍스트와의 차이를 대화를 통하여 합일된 의미로 도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텍스

트의 의미들과 독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차이가 있을 경우,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들

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 경우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들

과 자신의 생각을 대화의 과정에서 융합시켜 새로운 생각을 구성한다. 의미들과 생각의

                                        

69) 윤유석, 「충돌과 창조 속의 언어-가다머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세계」, 『철학사상』

Vol.5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pp.219-220.

70) K. Simms, Paul Ricoeur, Routledge Critical Thinkers, 김창환 역, 『해석의 영혼 폴 리쾨르』, 

도서출판 앨피, 200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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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은 진정한 대화를 통한 의견의 일치로서 독자의 생각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융합은 의미 구성의 최고 수준이다.71) 비평가들과의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학습자는 시 의미를 구성한다.  

고정희(2012)는 고전시가 교육에서 배경 지식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실제적 지식으로 전화(轉化)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72) 즉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외부적인 지식을 학습자의 실제적인

지식으로 전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권위적 자료에 대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융합시켜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대화 관계를

형성하게 지도해야 한다. 현대시 교육의 목표는 주어진 해석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을 하는 능동적 읽

기에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평 텍스트와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이는 대화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변증법

적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주체들의 대화 상황은 주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주체는 대화를 통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

다. 말하는 주체는 처음부터 대화 수행에 붙들려 있다. 여기서 상호주체적 지식에 이르

기 위해 가정된 대화 상황은 처음부터 대화참여자의 의견의 불일치를 전제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자연적 조건, 즉 신체적 정신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욕구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체는 언제나 상호주체이지 자폐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

한 개인의 차이는 합의에 의한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73 )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와

자신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런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상호이해를 하도록 인도

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과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비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자 주체와 비평의 관점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아래는 과제 수행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질문들이

다. 

나-비평 간 차이 비교하기 위한 단서 질문

1. 나의 관점은 비평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71) 김도남, 앞의 책, p.227.

72) 고정희, 「배경 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국어교육』Vol.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p.171.

73) 이병옥,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주체성 이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25, 한국현상

학회, 2005,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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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3. 나는 비평을 읽은 후 더 좋은 관점이 있는가? 

한 텍스트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이 다양한 해석을

생산하는 요인이다. 비평 텍스트와의 관점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나의 독자 주체성을 인

식하게 되고 비평 텍스트와 대화를 통하여 지평을 융합하여 새로운 이해가 형성된다.

나는 시를 처음 읽을 때 사랑과 애국을 연상하였다. 하지만 나는 배경을 몰라서 애국을 쓰지 않았다. 관

점들 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시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관점들에 동의하거나 동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시를 읽어도 천 명의 눈에 천 명의 햄릿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시를 읽을 때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여 읽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 작품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인이나 시대 배경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인의 창

작 배경, 시대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시 창작 배경과 시인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룻배와 행인-비평-T306)

위의 학습자는 처음 시를 읽을 때 사랑시와 애국시로 읽었는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애국시로 해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비평 관점 차이의 이유에 대해여

시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습자는 이런 관점 간 차이의 상대

성을 인식하여 비평가들의 관점에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계속 시 해석의 상대주의 입장을 밝히면서 같은 시를 읽어도 각자 다르게 해

석할 수 있다고 하며, 각자의 근거가 있고, 시를 읽을 때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여 읽어

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시 해석에 대한 상대주의 입장을 가지게 되어 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과

각종 비평 관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이 독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

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권위적인 자료로 보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독자로 보게 된 것이

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자신과 비평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여 긴장과

갈등을 느꼈다. 그리고 학습자는 비평 관점과의 긴장과 갈등을 존중하고 새로운 공감대

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서로의 차이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초월하는 공통의 이해

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은 지평융합의 과정이다. 가다머는 이해를 일방적

과정이 아닌 상호적 과정으로 보았으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대화이

자 만남이라고 보았다. 이미 주어진 이해 지평과 다른 하나의 지평이 만날 때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써 이해의 지평들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

학적 대화’는 텍스트와 이용객, 이용객과 이용객 간의 해석학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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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넓혀가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학습방법이다.74)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

과 비평 관점과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시 텍스트에 대한 시각이 달라서 형성된

차이라고 생각하며 비평 텍스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비

평가들의 관점들을 잘 통합하여 시에 대한 시야와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이해를 형성

하였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는 시 이해에 있어 상호주관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소집단 토론을 통한 시 의미 재구성하기

Ⅲ장에서 학습자가 비평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를 재구성하

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습

자들에게 자신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맥락에서 인지적 의미 재구성과 정의적

의미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변증적 사고로 창

조적 의미 재구성, 상호 텍스트 환기를 통하여 정의적 의미 구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우선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에 상응하는 교사-학습자 간

또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이므로 학습자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학습자와 교사와의 교육적 대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

환경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활동 환경은 대체로 협동

적 상호작용, 상호주체성 또는 수행보조가 이루어지는 국면을 일컫는다.75)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들 간의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4-6명으로 나누어 소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토론 활동을 설정하였다. 

인지적인 의미 재구성은 변증법적 사고와 관련 있다. 리쾨르의 방법론적 대화주의는

끊임없이 서로 반대되는, 혹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나 주제를 대질시키고(confronter) 

그것의 ‘연관성을 찾는(articular)’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즉 그는 서로 대립되

는 두 주제를 ‘대화시키는 행위’에 주력한다. 이와 같은 사유 방식을 대화주의적 방법론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주제나 이론들 가운데 ‘중용’을 찾는 작업이다. 

물론 이 방법론을 단순한 절충주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가 추구하는 중용은 서로

반대된 두 주제나 이론의 단순한 중간지점이 아니라 ‘제3의 정점’을 의미한다. 즉 기존

                                        

74) 김현영, 「가다머의 해석학적 대화와 인물박물관에서의 학습방안」, 『역사와 역사교육』Vol.21, 

웅진사학회, 2011, p.63. 

75) 허혜경, 「Vygotsky의 ZPD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방법」, 『教育學研究』Vol.35 No.5，한

국교육학회, 1996,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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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립된 두 주제나 이론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위의 주제나 이론으로서의 제3의 정점을 찾아내기 위한 긴 우회로를 거치는 과정이다. 

즉 다양한 주제들을 대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76) 변증법적 대화주의는 다른 두 주제를

대화시켜 제 3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아래는 소집단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나룻배

와 행인>에 대한 여러 다른 관점들을 대화시켜 제 3의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01교사：비평 관점들이 많은데 사랑시, 종교시, 참여시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02Tc1：사랑시는 아닌 것 같아요. 스님이라면 사랑시를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속세를 떠나면 세상사

에 관여하지 않아서 참여시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종교시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03교사：비평가는 이미 그렇게 이해했어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요? 

04Tc1：그럼 우리는 나룻배와 행인을 두 사람으로 이해하지 말고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으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05Tc2: 무슨 뜻이에요? 

06Tc1：시에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평에서는 이를 속세를 떠나 보살 사상으로 해

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스님이라서 육신은 어쩔 수 없지만 정신은 나라를 지지하고 사랑해요. 

그의 육신이 이미 속세를 떠나있기 때문에 나서서 투쟁하면 안 되지만 영혼은 투쟁하러 갔어요. 

하지만 영혼이 자신의 사명을 계속 완성하지 못해 돌아오지 못했어요.  

07Tc3：무슨 사명이에요? 

08Tc1：중생을 제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완성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따라서 육신이 계속 기다리

고 기다리다 늙어졌어요.  

09교사：비평을 읽은 후 생긴 생각이야？

10Tc1：네, 처음에는 저도 사랑시로 읽었어요. 하지만 비평을 읽은 후 혹시 기다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

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교사：그럼 두 가지 관점의 절충? 종교시와 참여시의 결합? 

12Tc4：스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13Tc3：스님은 속세를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사를 간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나라가 전쟁

에 처해 있어 스님도 모순적인가 봐요.  

14교사：중국 무협 소설에 나온 스님과 비슷해?  

15Tc1：네. 

16교사：그럼 앞의 시구를 어떻게 이해할까? 흙발로 나를 짓밟다는 것. 

17Tc3：영혼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그를 나라를 구하러 보내요. 

18Tc4：저는 국가와의 애국지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국지사는 많이 희생했지만 나라는 그들에게

잘 해주지 않았어요. 

19Tc1：어쨌든 사랑시로 읽으면 너무 범속한 것 같아요. 

20Tc5: 이 시는 아마 여러 층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

미는 짙고 어떤 의미는 옅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표면적인 의미는 사랑이고, 애국의 의미는 뒤

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문 문제를 풀 때 보통 ‘표층 의미는 무엇이고 심층 의미는

무엇이다’는 식으로 쓰는 것처럼. 

21Tc2：나는 그 하나를 둘로 구분하여 보는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스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육신이

가면 안 되니 영혼만 갔어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할 수 있어요. (Tc 그룹 토의 전사

자료)

                                        

76) 전종윤, 「철학의 권리와 대화주의-데리다와 리쾨르 철학의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이해」, 『교

양교육연구』Vol.8 No.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pp.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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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관점들에 따라 <나룻배와 행인>은 사랑시, 종교시, 참여시로 읽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 시를 어떻게 읽을지 쟁점을 제시하였다. 발화02에서 학습자 Tc1은 먼저 시인

이 스님이라서 시를 사랑시로 읽어도 타당하지 않고 참여시로 읽어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님은 보통 인간사를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시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교사는 비평의 관점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발화04에서 학습자Tc1은 나룻배와 행인을 두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 사람의 육

신과 영혼으로 이해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이는 비평 텍스트의 탈자아(脫自我)내용을 봐

서 생각을 촉발한 것이다. 발화05에서 학습자Tc2는 발화04를 이해하지 못해 다시 설명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발화06에서 학습자Tc1은 다시 의견을 명료화하였다. 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평 텍스트에서 보살 사상으로 해석하는 종교시

관점 때문에 스님으로서 육신이 이미 속세를 떠나 세상사를 관여하면 안 되지만 영혼이

나라를 위하여 저항하러 떠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혼이 자신의 사명(使命)을 완성하지

못해 돌아오지 않고 육신이 계속 영혼을 기다린다고 설명하였다. 발화07에서 학습자

Tc3은 사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물어봤다. 이에 발화08에서 학습자Tc1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해 돌아오지 않아 육신이 계속 기다리다 늙어졌

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이 시를 처음에는 사랑시로 읽었는데, 이후에 비평 텍스트를 읽

어서 생각을 바꿨다고 하였다. 이어 발화13에서 학습자Tc3은 더 분명하게 이유를 추가

하였다. 즉 스님은 원래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인데 나라는 전쟁에 처해 있어서 스님이

모순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자신이 이미 속세를 떠나 직접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학습자Tc3은 중국 불교 선행지식이 있어 스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었다.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하여 하나를 둘로 구분하여 변증법

적으로 생각하여 시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변증법적 사고는 특정한 문제의 어려움을 단

순히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런 문제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전환시키고, 

문제의 존재와 사실 자체를 새로운 탐구의 출발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77) 위의 학습

자들도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종교 이념과 참여 의식이라는 해석의 갈등을 단순히 해결

하는데 그치지 않고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 재구성을 하였다. 

해석학적 경험은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대화가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해석

자는 텍스트 안에서 말하는 저자의 견해를 타자로 인정하면서 그 타자에 머물러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이해 지평과 융합해 나가서 이른바 ‘지평 융합’을 구현한다. 이 때 ‘지평융

                                        

77) 허상문, 「F. 제임슨의 변증법적 문학이론」, 『人文硏究』No.5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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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일궈낸다는 것은 해석자와 텍스트의 저자(타자)가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서로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

의 입장과 이해지평을 견지하면서도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

다.78)
지평융합으로서의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비평 텍스트를 일

방적으로 자신의 이해지평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며, 또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비평 텍스트의 지평으로 몰입하는 것도 아니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

트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비평

텍스트의 입장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재구성하는 주체성을 갖는다.

학습자들은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대화시켜 변증법적으로 제 3의

정점을 이루었다. <나룻배와 행인>을 시인 한용운의 스님 신분과 결합하여 해석하는 종

교 관점이 있다. 그리고 <나룻배와 행인>을 당시 일본 강점기 시대 배경을 결합하여 해

석하는 참여 관점이 있다. 이때 두 관점이 서로 충돌되어 있다. 본디 스님은 이미 속세

를 벗어나는 사람으로, 세상사에 관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스님 또한 국민

의 일원이기에 우국의 마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변증법적으로

시인을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하여 <나룻배와 행인>을 해석하였다. 즉 종교시와 참여시

두 관점을 대화시켜 변증법적 대화를 통하여 시 의미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시 텍스트 의미 정의적 구성을 위하여 풍부한 모국어 문학 경험을 가진 성인 학습자

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호텍스트를 발산적으로 환기하여 읽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로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텍스트를 정서 유사성에 기반하여 상호텍스트

를 발산적으로 환기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는 <청포도>에 대한 소집단 토론 전사자료이

다. 

…

21Ta1：시대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의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의 친구는 외지에서 생활해서 아

주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제 현실에 만족하고 편하게 살아요. 

22교사：너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했어?

23Ta1：네, 밖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돌아왔어요. 

24교사：그럼 청포도는 어떻게 해석할까? 

25Ta1：이 친구는 아마 벼슬길이 힘들어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은거(隱居)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도연명(陶淵

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하는 것처럼
79)

                                        

78) 윤병렬, 「가다머에게서 하이데거 해석학의 유산과 ‘철학적 해석학’」, 『현대유럽철학연구』

Vol.15, 한국하이데거학회, 2007, pp.491-492.

79) 桃花源記 陶淵明

晉太元中，武陵人捕魚為業。緣溪行，忘路之遠近。忽逢桃花林，夾岸數百步，中無雜樹，芳草鮮美，

落英繽紛，漁人甚異之。復前行，欲窮其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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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Ta3：시대 배경은 일제 시대잖아요.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손님이 고달픈 이유는 아마 고향이 아주 멀

어서 일 수도 있어요. 손님은 일제 시대에 너무 고생을 하고 전쟁의 영향을 받아 아주 피곤해요. 

27Ta2：좀 이상해요. 현재에도 은거(隱居)할 수 있어요? (Ta 그룹 토의 전사자료)

비평 텍스트에서는 <청포도>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정원 생활과 현실의 궁핍을 대

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다림과 현실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해

석하였다. 토의 자료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에서 해석하는 아름다운 생활

에 대한 기다림, 갈망 등 시적 정서를 내면화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런 내용을 통하

여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환기하였다.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

花源記)’는 현실 통치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무릉도원 생

활을 그리며, 이런 은거 생활을 통하여 저항하는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학습자는 이

러한 ‘도화원기’에 대한 이해를 <청포도>에 투사하여 맥락화시켰다. 시인은 현실에 대

한 불만을 아름다운 정원 생활로 은거하고 싶다는 것을 그림으로써 저항을 한다고 이해

하였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타자의 시선으로 시를 읽고 자신의 기억을 촉

발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청포도>에서 표현한 반항 정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생각, 즉 ‘은거’라는 생각을 덧붙여 새롭게 정의적 의미를 구성하였다. 즉 일제

강점기 시기 현실이 궁핍해서 화자가 아름다운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은거 생활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한국 시 <청포도>를 통하여 상호 텍스트인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

                                                                                                               

林盡水源，便得壹山，山有小口，仿佛若有光。便舍船，從口入。初極狹，才通人。復行數十步，豁

然開朗。土地平曠，屋舍儼然，有良田美池桑竹之屬。阡陌交通，雞犬相聞。其中往來種作，男女衣著，

悉如外人。黃發垂髫，並怡然自樂。

見漁人，乃大驚，問所從來。具答之。便要還家，設酒殺雞作食。村中聞有此人，鹹來問訊。自雲先

世避秦時亂，率妻子邑人來此絕境，不復出焉，遂與外人間隔。問今是何世，乃不知有漢，無論魏晉。

此人壹壹為具言所聞，皆嘆惋。余人各復延至其家，皆出酒食。停數日，辭去。此中人語雲：“不足為外

人道也。”

동진(東晋)의 태원연간(太元年間:376∼396)에 무릉(武陵)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도화림(桃花林) 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부는 배에서 내려 산 속의 동굴을 따라 나아갔는데, 마침

내 어떤 평화경(平和境)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논밭과 연못이 모두 아름답고, 닭 소리와 개 짖

는 소리가 한가로우며, 남녀가 모두 외계인(外界人)과 같은 옷을 입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들

은 진(秦)나라의 전란을 피하여 그곳까지 온 사람들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바깥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산다고 하였다. 그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곳의 이야기는 입밖에 내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당부를 어기고 돌아오는 도중에 표를 해 두었으나,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 글의 배경에는 진인동(秦人洞)을 비롯한 실향민 부락의 전설이 담겨 있으며, 도연명이 노자

(老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상을 유려하고 격조 높은 문장으로 그린 것이다. 이 글은 선경(仙

境)의 전승(傳承)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유토피아 사상은 후세의 문학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두사백과



- 207 -

花源記)’를 환기하게 되었다. 상호텍스트에서 나타난 은거(隱居)하고 싶은 정서를 다시

한국 시 텍스트에 투사하여 읽게 되었다. 학습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기억

을 활성화시켜 한국 시 텍스트의 정서를 내면화하였다. 

3) 메타적인 성찰을 통한 대화하기

앞서 해석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수행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여러 층위 대화를 통하여 시 의미를

나름대로 구성하게 되었다. 구성주의적 학습 내용에서는, 개념적 지식보다는 경험적 지

식, 방법적 지식 혹은 절차적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 학습자들은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

여 앞으로 다른 시 텍스트 읽기에 전이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경험은 다시 메타적인 성찰을 통해 자기화될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자기화 과정에서는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주로 읽기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 쓰기라는 표현 행위를 통해, 문학 비평 텍스

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의 자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읽기 전반 과정을 면밀히 되돌아보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자신의 시 이해에 작용을 하는지를 반추하게 하고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비평 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메타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 한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관한 인지’로 자기조절학습의 핵심능력이다.80） 메타인지는 상위인

지나 초인지라고도 한다. 상위인지는 학습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스스로의 과정을 돌아

보고 재조정하는 반성 활동에 필수적이다. 상위인지는 반성 과정을 향상시켜 궁극적으

로는 인지구조의 변화에 기여한다.81 ) 메타인지 학습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은

자신의 인지과정을 구조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인지 상황을 돌아보아 자신의 인지를 통

제하고 규제하며 조절하는 기능을 통하여 학습을 학습자 스스로 계획, 통제, 점검, 수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메타인지 전략을 학습에 적용한 것이다. 메타인지 전

략을 학습에 적용한 학습자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며 학업 성취도가 높

                                        

80）H. L. Swanson, Influence of Metacognitive Knowledge and Aptitude on Problem Solv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2), 1990, pp.306-314, 김선연, 조규락,「상이한 인지양식

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Vol.16 No.2,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0, 

p.181, 재인용.

81）이아라, 「글쓰기 과정의 "숨은 독자(Hidden Reader)" -글쓰기 과정에서 독자의 작용에 관한

새로운 이해-」, 『國語敎育學硏究』Vol.31, 국어교육학회, 2008, 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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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2) 결국 학습에 있어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있어야만

한다. 메타인지 전략을 학습에 적용한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더 잘하고 학업 성

취도가 더 높다. 

학습자들이 시 의미 구성을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시 의미 구성 과정의 성찰 및 평가

가 필요하다. 성찰 및 평가 전략은 지식창출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 수행과정에서 순간순간의 활동을 반추하는 ‘활동 중 성찰’과 일정 수행을 완수한 후, 

자신의 수행과 산출물을 평가하는 ‘활동 후 성찰’이 있다.83）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시 읽기 과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활동 후 성찰’ 전략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읽기 전반 과정을 면밀히 되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

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자신의 시 이해에 작용을 하는지 반추

하게 하고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비평 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메타적으로

재검토하게 하였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가 자신의 시 이해에 주는 도움을

메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비평 텍스트의 도움을 과제물로 작성하게 하

였다. 아래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한 질문들이다. 

1. 비평 텍스트가 시 읽기에 도움이 되었는가? 

2. 되었다면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 

3.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가 자신의 시 읽기에 주는 도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여 언어화

함으로써 메타적으로 읽기 과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아래는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가

자신에게 주는 도움에 대하여 쓴 글이다.  

남의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다. 각 생각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좀 신기한 느낌이다.   T201

청포도

여러 시각에서 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시는 원래 한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에 따라 사랑의 시각, 민족의 시각 등 여러 측면에서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에 대한 여러 비평 관점들

에 대하여 나는 동의한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것도 있다.   T303 

시인의 작품의 특징과 시대 배경을 알게 되어 시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T308

비평이 저에게 주는 제일 큰 도움은 바로 시를 여러 각도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독자주관비평 텍스트를 읽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T307

여러 비평을 읽어서 같은 시를 읽어도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T312 

                                        

82) 신영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학습전략 연구-메타인지 전략의 적용 모색-」, 『泮

矯語文硏究』Vol.43, 반교어문학회, 2016, pp.395-396.

83）강명희, 고진경, 「개인 지식 창출 과정의 개념적 틀」, 『기업교육연구』Vol.4 No.1, 한국기

업교육학회,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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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미지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구들의 의미와 속뜻,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요 사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T320

나룻배와 행인

저는 비평을 통하여 흰 나비의 순진함과 나비가 자신의 힘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무우밭은 나

비에게 힘을 주는 휴식처이고 꽃은 나비가 바라보는 이상인 것을 알게 되었다.  T406

시의 나비와 다른 이미지들의 상징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비는 여성을 의미하고 공주는 그의 무지와 단

순함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T417

시의 창작 배경을 알게 되었다. 시인의 시대 배경과 결합하여 시를 이해하게 되었다.  T413

시의 창작 배경과 시인의 생애를 알게 되었다. 시각에 따라 시를 다르게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시야를 넓히고 여러 시각에서 시를 이해해야 한다.  T410

여러 비평 관점을 알게 되었다. 각 비평 관점들을 통하여 시를 다양하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T409

마지막 시구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머리 속에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T407

바다와 나비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가 자신에게 주는 도움에 대하여 쓴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의 축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에 나온 이미지들의 상징적 의미를 알게 되었다. 셋째,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대 배경 등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같은

텍스트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비평 관점을 읽어서 독자의 해석 권력을 인식하게 되었

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시 텍스트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는 여러 비평 텍스트를 같이 읽음으로써 독자의 해석의 자유를 알게 되었다. 즉, 

자신의 독자로서의 주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텍스트의 생산

맥락 의미와 독자 해석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 텍스트를 생산 맥

락에서 해석하는 것과 독자의 수용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었다. 즉 해석의 다원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문학 읽기가 단순히 기호와 의미의 일차원적 연결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과 판단을 통

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읽기는 그 자체로 쓰기라고 할 수 있다. 문

학을 대하는 창조적 태도가 반드시 ‘의사창작’을 한다거나 작품을 읽고 반드시 한 편의

글을 써서 모종의 ‘생산물’을 남기는 것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 작품에 자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투사하여 해석해 내고 그것을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읽기의 작업 역시 단

순한 소비가 아니라 쓰기만큼이나 생산적인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감상문 쓰기를 방법

으로 삼아 읽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84)

활성화된 자신의 사고를 더 정교하게 구체화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앞 단계에서 비평 텍스트, 교사, 동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을 거쳐 이 단계에 들어와 이미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외국

                                        

84) 김성진, 「비평의 논리로 본 문학 수행 평가의 철학」, 『문학교육학』Vol.3, 한국교육학회, 1999,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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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로서의 언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여 비로소 이상적인 독자처럼 개인의 경험

과 결합하여 시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따르면

읽기와 쓰기는 모두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이자 행위이고, 그러한 의미

구성 행위는 선지식 구조 즉 스키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한

다.
85)

감상문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전반적인 과정을 성찰하고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게 한다.

아래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문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어떻게 자기

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학습자의 감상문 쓰

기 자료이다. 

감상-읽기에서 감상까지

산은 산이다. 시는 인쇄된 글이다.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문자이다. 우리는 추측으로 시 의미를 구성하였

다. 산은 산이 아니다. 시대 배경과 시인의 생애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시의 객관적인 환경이 시인이 표현하

고자 하는 감정을 결정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만의 관점에 빠졌다. 하지만 이때 사회문화 배경 등을

고려하여 시를 읽으면 이전의 고유한 생각 방식에서 벗어나 시를 심화하여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 2단계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시를 시로서 읽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산은 그 산

인데 산은 이미 거기에 있다. 마침 시는 그 시인데 종이에 인쇄된 글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롭게 읽게 되었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시의 의미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구성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점차 노력해서 드디어 결과를 얻

었다. 

옛말 중에 授之以鱼不如授之以渔”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

치자는 뜻이다. 우리의 고정된 사고 방식은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런 방법에 따라 많은 물고기

를 잡았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같은 물고기를 만나지 않

기 때문이다. 그 때 우리의 방법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통하여 얻은 방법이 특히

중요해진다. 우리의 이번 토론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토론에서 서로 갈등하

고 부딪히고 마지막으로 결국 새로운 사고 방식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산을 산으로 보고,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산을 역시 산으로 본다. (나룻배와 행인-T304)

T304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전반적인 과정을 메타적으로

검토하면서 성찰하였다. 학습자는 시 읽기를 내→외→내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학

습자의 시 읽기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는 먼저 시를 읽고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였다. T304학습자는 낯선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의미를 감각과 추측으로 구성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비평 텍스트

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독

립적으로 읽는다. ‘내적 대화’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시적 사고들 간의 대화이다. 시를 읽으면서 독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85) 박상태, 「읽기-쓰기 연계성을 강화한 학술 에세이 작성 지침에 관한 연구」, 『泮矯語文硏究』

Vol.43, 반교어문학회, 2016,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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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시를 읽는 순간에 내적 자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의 형태를 띤다.86)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와 내적 대화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선행지식에 따라 <

나룻배와 행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등 시 텍스트와 내적 대화를 하면서 시 의미

를 구성한다. 

이어서 비평 텍스트를 읽고 타자의 시선으로 시를 다양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때 시

의 축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인의 배경, 시 창작 배경 등과 결합하여 시를 다각적으

로 이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비평과 종적, 횡적 대화를 하기도 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횡적 대화를 하기도 하며 교사와의 종적 대화를 하기도 한다.

비평 텍스트는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을 가진다. 학습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 

시구 등을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이해하게 된다. 이때 비평 텍스트는 일방적 기능을 수

행하는 자료 텍스트이다. 학습자와 비평 텍스트 간의 대화는 상황에 따라 종적 대화와

횡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시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 결여로 인해 학습자는 사회문화

비평적 텍스트를 읽으며 비평 관점을 수용할 때 종적 대화를 한다. T304학습자는 비평

과의 종적 대화를 통하여 시 이해를 심화시켰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비평을 자신과 같

은 동등한 독자로 삼을 때 횡적 대화를 한다. 학습자는 비평과의 횡적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소집단 토론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횡적 대화를 한다. 독자 간 대화, 즉 학습자와 학습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현실적 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횡적 대화의 형태를

띤다. 이것은 내적 대화를 통한 독자 개인의 시 텍스트 읽기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적 사유를 공개하고 타

인의 사유와 동등하면서도 횡적인 대화를 통해 시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조정하는 과정

이다.87) 학습자들은 횡적 대화를 통하여 서로 다른 생각들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T304학습자는 소집단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각을 얻었다고 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읽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교사는 주로 촉진자나 인도

자 역할을 한다.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전문적 중개자로서의 교사와

학습자 사이, 다시 말하면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적 대화라

는 특성을 지닌다. 종적 대화는 교사가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통제하는 성격을 지

닌다는 것, 이상적 독자로서의 교사와 현실적 독자로서의 학생이라는 차이에 근거를 둔

                                        

86)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國語敎育學硏究』Vol.26, 국어교육학회, 2006, 

p.235.

87) 최미숙, 위의 글,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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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임을 의미한다.88) 교사가 학습자와의 종적 대화를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생각이

나 관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잠재적인 기억을 촉발하거나 그들의 오독

이나 누락된 부분을 주목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T304학습자는 남의 것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시 의미를 구성하

였다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다시 시 텍스트와 내적 대화를 한다. T304학습자

는 시 의미를 수동적으로 비평 텍스트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소집단 토론을 거쳐 자신

의 맥락에서 주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전반적인 과정을 성찰하면서 시 읽

기 방법을 자기화하였다.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념적인 지식보다 경

험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무엇이다’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를 가르치는 것이다. 학습자는 읽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성찰하면

서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방법을 습득하였다.

                                        

88) 최미숙, 위의 글,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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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성인 학습자로서 지니고 있는 높은 인지능력, 배경 지

식 등 장점과 외국인 학습자로서 지니고 있는 낮은 언어 숙달도, 문화 배경 지식 결여

등 한계점을 고려하여, 문학 비평 텍스트의 제시로 시 읽기를 유도하는 것이 학습자에

게서 효과적인 시 의미 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중 시 교육에서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는 접근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로서의 중국인 학습자가 아무런 도움 없이

시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

하였다.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구성주의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주체성과 학습자가

처해 있는 맥락을 중요시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 같

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시 읽기의 비계로 도입하여 한국 시 텍스

트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원주의적인 시 교육의 입장에서 시인, 시의 창작 배경, 시 텍스트, 

학습자 등의 요소들 중 시인이나 시 텍스트, 혹은 독자 등과 같이 어느 한 요인을 강조

하기보다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양한 비평 텍스트들

은 모두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현대시에 접근할

때에는 어느 한 종류 비평 텍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비평 텍스트들의 장

점을 취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시 텍스트 형식

을 다루는 신비평, 사회문화와 연관 지어 텍스트를 다루는 사회문화비평 등 텍스트를

여러 각도로 다루는 비평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가 시를 이해하는 데 자

료 텍스트와 대화 상대자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료 텍스트로서의 비평 텍스트는 언어 숙달도와 한국 문화 배경지식이 부족한 중국

인 학습자들에게 시 텍스트를 읽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료 텍스트로서의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비평

텍스트는 대화 상대자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인지 능력과 모국어 문학 경험이 풍부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시 해석의 대화를 한다. 이렇게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들

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비평 텍스트 선정의 원리와 문학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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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역할,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를 구체화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는 우선 교육적으로 적절한 비평 텍스트를

선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요인, 텍스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

여 다양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숙달 적합성의 원리 등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텍

스트 선정에 적용하였다. 먼저 다양성의 원리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비평 텍스트를 선

정하였다. 시 텍스트의 꼼꼼히 읽기를 위해서는 신비평 해석을 포함한 신비평적 텍스트

를, 사회문화맥락을 위해서는 사회문화 배경을 고려한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를, 구성적

읽기를 위해서는 독자의 주체성을 고려한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또한

균형성의 원리에 따라 관점이 다른 다양한 관점들의 비평 텍스트를, 숙달 적합성의 원

리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 숙달 수준에 맞는 적당한 난이도와 길이의 비평 텍스트를 선

정하였다.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는 개인의 내적 인지 과정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이루

어진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시 읽기의 전반적인 과정은 개인 내부에서 출발하

여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마지막으로 다시 개인 내부로 돌아간다. 이때 작

용하는 비평 텍스트의 비계 역할은 시 텍스트 표층 의미의 전달, 시 텍스트 해석 관점

의 제시, 독자의 주체성 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현대시 교육에서 문학 비평

텍스트가 수행하는 기능을 일방적 기능과 대화적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적용한 방법론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 통계와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4가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양적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쓰

기 과제물과 심층 면담 자료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읽기 방법은 학습자들의 주체

성을 촉진하고, 현대시 축어적 읽기와 해석적 읽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능동

적인 의미 이해를 보조함을 발견하였고,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는 자신의 이해를 심화하

거나 해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비평 텍스트와의

대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맥락에서 상호주관적이고 상호문화적으로 시의 의미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시의 의미 재구성을 인지적으로 재구

성하는 양상뿐만 아니라 정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양상 역시 보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개인의 내적인 인지 발달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

용도 고려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 교육을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현대시 읽기

에서 개인 내적 인지 활동과 개인 간 인지 활동이 동시에 발생한다. 학습자들의 개인

내적 인지 활동은 주로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개인 간 인지 활동은 주로 대

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를 주로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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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비평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은 주로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

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아중심주의와 자기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을

획득함으로써 상호소통 능력을 신장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을 고안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실천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읽기 양상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고려하여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을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적 이해’, ‘비평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내면화’로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읽기는 단계적인 특징을 지닌다. 학습자들은 먼저 축어적으로 시를 이해한

후에야 시적 미를 체험하고 자신의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Ⅲ장에서 학습자들

의 읽기 양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낮은 언어 숙달도, 한국 문화 배경지식

의 결여 때문에 한국 시를 축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를 해석하는 비평 텍스트를 통하여 시 텍스트의 이해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 내

용을 설정하였다.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는 비평 텍스트가 비계 역할을 수행

한다. 이때 중국인 학습자는 비평 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그것을 비계로 삼아 시 읽기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습자들

이 비평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작용하는 제일 큰 변인은 바로 비평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 부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를 읽기 전에

비평 텍스트에 대한 개념, 기능, 유형 등 장르 지식을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설

정하였다. 

시는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텍스트이므로 시의 사회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중국인 학습

자들로 하여금 시적인 미를 감수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

대시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에 들어있는

정서를 체험하도록 하는 정서적 내면화 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평 텍스트에 대한 대화적인 태도

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비평 텍스트들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주관성, 상

호문화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교육 방법은 ‘비평 텍스트와 연합·결합하기’, ‘소집단 토론을 통한 의미 재구성’, ‘메타

적인 성찰을 통한 대화하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학습자는 우선 연합을

통하여 비평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연합은 텍스트 내에서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대로 인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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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의 연합을 통하여 텍스트에 대한 축어적 인식이나 사실적 인식을 한다. 이어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의 결합을 통하여 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읽게 된다. 결합은

독자의 마음속에 표상된 내용에 독자의 의도나 관념, 신념과 같은 관점을 적용하여 텍

스트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내용을 비평 관점에서 봄으로써 의

미를 찾아내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의 결

합을 통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을 채택하여, 동

료 학습자들의 소집단 토론을 통한 의미 재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재구성은 결합을

통하여 찾아낸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기존 생각과 연결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

은 소집단 토론에서 비평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행지식, 선경험 등을 활성화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

구성함으로써 정서적으로도 내면화시켰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외국인 학습자로서 지니는 한국어 능력 부족과 문화 배

경 지식 결여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인 학습자로서 지니는 높은 인지 능력, 풍부한

경험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성적 현대시 읽기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비평

텍스트라는 비계에 따라 구성적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 같은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는 문학교육 방법은 다른 문학 장르, 예를 들어, 고전 시

가, 소설 등으로 전이 및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때 각 문학 교실의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교육 목표에 따라 비평 텍스트 선정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향후에도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더욱 구체

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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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중국에서 출판되는 한국 문학 교과서에 실린 현대시 작품

번

호

교재

이름

출판

사

출판

년도

편

집

자

현대시 작품

1

韓國文

學簡史

與作品

選讀

大連

理工

大學

出版

社

2006

韓

衛

星

불놀이(주요한), 여승(백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

상화), 님의 침묵(한용운), 향수(정지용), 초혼(김소월), 꽃(김

춘수), 

2

韓國文

學選讀

對 外

經 濟

貿 易

大 學

出 版

社

2008

韓

梅

韓

曉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김소월), 님의 침묵(한용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서시(윤동주), 화사, 국화옆에

서(서정주)

3

韓國現

代文學

作品選

讀

北京

大學

出版

社

2010

韓

梅

韓

曉

먼 후일, 진달래꽃(김소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한용

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거울(이상), 달, 포도, 잎

사귀(장만영), 사슴(노천명), 나그네(박목월), 국화 옆에서(서

정주), 불국사(박목월), 꽃(김춘수), 갈대(신경림), 

4
韓國文

學史

上海

交通

大學

出版

社

2008

尹

允

鎮

池

水

湧

丁

鳳

熙

權

赫

律

불놀이(주요한), 사의 예찬(박종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

는가(이상화), 우리 오빠의 화로(임화), 오다가다(김억), 진달

래꽃, 초혼(김소월), 님의 침묵(한용운),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향수(정지용),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신석정), 

기상도(김기림), 와사등(김광균), 귀촉도(서정주), 바위(유치

환), 광야(이육사), 서시(윤동주), 나그네(박목월), 도봉(박두

진), 완화삼(조지훈), 어서 가거라(권환), 가사(조벽암), 깃발

을 내리자(임화), 8월 15일(박세영), 국화 옆에서(서정주), 생

명의 서(유치환),  다부원에서(조지훈), 최후의 회화(박인환), 

무등을 보며(서정주), 울음이 타는 가을 강(박재삼), 하......

그림자가 없다, 푸른 하늘을(김수영), 껍데기는 가라(신동

엽),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오적, 1974년 1월(김지하), 농무

(신경림), 생각의 사이(김광규), 저문 강에 삽을 씻고(정희

성), 타는 봄날에(김정환), 학살1, 민중(김남주), 사평역에서

(곽재구), 멈출수 없지, 대결(박노해), 풍장(황동규),   

5

韓國現

代文學

作品選

上海

交通

大學

出版

社

2005

尹

允

鎮

池

水

湧

權

赫

律

진달래꽃(김소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북청

물장사(김동환),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향수(정지용),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신석정), 광야(이육사), 나그네(박

목월), 국화옆에서(서정주), 서시(윤동주)

6 韓國文 外 語 2008 金 진달래꽃(김소월), 향수(정지용), 그날이 오면(심훈), 풀(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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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作品

選讀

(上)

教 學

與 研

究 出

版社

英

今

영), 귀천(천상병)

7

韓國文

學作品

選讀

(下)

外 語

教 學

與 研

究 出

版社

2008

金

英

今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하늘(박노해), 프란츠 카프카(오규원),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장정일), 행복(박세현), 너에게 묻는다(안

도현),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 눈물은 왜 짠가(함민복), 

그 강에 가고 싶다(김용택)

8

朝鮮-

韓國文

學史

(下)

外 語

教 學

與 研

究 出

版社

2010

金

英

今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불놀이(주요한), 산유화(김소월), 

님의 침묵(한용운), 통곡(이상화), 유리창1(정지용),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김영랑), 오감도(이상), 네거리의 순이(임화),  

국화옆에서(서정주), 가정(박목월), 낙엽끼리 모여산다(조병

화), 낙화(이형기), 햇살에게(정호승), 꽃(김춘수), 피아노(전

봉건), 송신(신동집), 빈집(기형도), 집(정진규), 문(오규원), 

그날(이성복), 푸른 하늘을(김수영), 오적(김지하), 사평역에

서(곽재구), 저문 강에 삽을 씻고(정희성), 노동의 새벽(박노

해), 

<작품 읽기>

초혼(김소월), 복종(한용운),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우

리 오빠와 화로(임화), 무등을 보며(서정주), 새(천상병), 내

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강(이성복), 새(박남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정현종), 물구나무서기(정희성), 희망을 위

하여(곽재구)

9

韓國現

當代文

學經典

解讀

北京

大學

出版

社

2011

金

鶴

哲

초혼, 진달래꽃(김소월), 님의 침묵(한용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향수(정지용),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

랑), 거울(이상), 별 헤는 밤(윤동주), 청노루(박목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신석정), 내 마음은(김동명), 귀촉도(서정

주), 풀(김수영), 농무(신경림), 문의 마을에 가서(고은),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접시꽃 당신

(도종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김광규), 연탄 한 장(안도

현), 이슬(정현종) 

[부록2] 한국 문학 비평 텍스트 선정 목록

시 비평 텍스트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엄마

걱정

남진우, 숲으로 된 푸른

성벽- 기형도, 미완의

매혹

김은석, 기형도 문학연

구

이영주, 직유를 보는 새

로운 시각: 기형도 시

의 직유연구

한용희, 고트프리트 벤과 기

형도의 시세계 비교-소외의

양상을 중심으로

이재복, 사람아, 사람아 단풍

든다-기형도에 나타난 시인

의 자화상

홍용희, 타자의 윤리학과 주

체성의 지평

한금화, 기형도 시의 공간 의

식 연구

라기주, 기형도 시에 나타난

트라우마 양상

이혜경, 기형도 시연구

나룻배

와 행

인

김광길, 만해 시와 존재

론적 사유

김열규, 한용운 시의 아

이로니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

아서

이성숙, 만해의 시에 나타난

보살사상

오세영, 마쏘히즘과 사랑의

실체

최동호, 한용운 시와 기다림

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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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웅, 현대시에 나타

난 병렬과 병행

이선중, <나룻배와 행인>의

시적 화자 역할 구명

권혁웅, 엑스터시, 탈자 그리

고 아몰랑

나그네 권혁웅, 박목월 초기시

의 구조와 의의

김기중, 박목월의 시와

‘건넘’의 이미지

유경종, <나그네>의 언

어 기호론적 분석과 의

미

최승호, 박목월론: 근원에의

향수와 반근대적의식

이건청, 박목월 초기시의 전

원지향에 관한 고찰

이상호, 박목월의 초기 시에

내포된 장자적 상상력 연구

구용수, 박목월의 시세계 고

찰

이은희, 박목월 론

남진우, 상상된 자연, 무갈등

의 평온과 소외의식의 거리

풀 김현, 웃음의 체험

이승훈, 현대시 새롭게

읽기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

유재천, 시와 혁명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탐

구

황동규, 시의 소리, 사랑의

뿌리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

아서

유종호, 시의 자유와 관습의

굴레

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여승 장석원, 백석 시의 시선

과 역동성

김영범, 백석 시에 나타

난 ‘슬픔’의 의미

강연호, 유랑의 현실과

정착의 꿈

유성호, 현대시에 나타난 연

민과 배려의 시학

이숭원, 백석 시의 나타난 화

자와 어조 연구

차호일, 백석 시의 상상력의

구조

문호성, 백석 시의 텍스트성

남기혁, 백석 시에 나타난 풍

경과 시선, 그리고 여행의 의

미

이명찬, 백석 시에 나타난

‘민족적인 것’의 의미

청포도 이숭원, 이육사 시의 높

이와 깊이

김현자, 한국시의 감각

과 미적 거리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

을 찾아서

김학동, 시와 행동의 융합과

저항정신

김학동, 간절한 염원과 ‘기다

림’의 시학

조병춘, 한국현대시평설

유시욱, 기상과 서정의 습곡

지대

김흥규, 육사의 시와 세계인

식

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기

성북동

비둘기

장은영, 김광섭 시 연구

정문선, 김광섭 시의 은

유론적 지평

김갑기, 생태론적 시학

-<성북동 비둘기>를

위하여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박이도, 김광섭의 <성북동 비

둘기>-물질문명의 이율배반

과 소외감

송명희, 인간적 성숙과 문학

적 성취

오세영, 말의 시선

조재훈, 한국 현대시의 숲과

나무

김해선, 한국 현대시에 나타

난 생명성 연구

와사등 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

롭게 읽기

이건청, ‘떠남’과 ‘등불’

의 이미저리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

구

박호영, 김광균의 <와사등>-

자아를 상실한 소시민의 서정

조병춘, 한국 현대시 평설

박철희, 서정과 인식

이건청, 시집<와사등>의 모

더니티에 관한 고찰

박희진, 상처와 영광, 내 문

학 세대의 정신사

박민수, 한국 현대시의 리얼

리즘과 모더니즘

바다와

나비

조병춘, 김기림의 시 연

구

이승훈, 한국현대시 새

롭게 읽기

최동호, 정지용과 김기

림의 문학적 상관성

고명수, 한국 모더니즘 시인

론

이숭원, 한국현대시인론

김지연, 김기림 시 연구

오성호, 낯익은 시 낯설게 읽

기

김정현, 김기림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산책자’의 시선과

꿈의 ‘리얼리티’

박호영, 김기림의 ‘바다’에

나타난 여행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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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예비실험 정보

단계 실험대상 실험 내용 비고

예비단계 B1, M1, Z1, 

W1, Y1

시 텍스트를 읽고 시 텍스트의 의미 구축/

면담

모든 실험 대

상 완성

기본 의미 구체

화 단계

B1, M1, Z1,

W1, Y1

신비평적 텍스트 두 편 읽고 시 텍스트 의

미 구축/면담  

모든 실험 대

상 완성

함축 의미 구체

화 단계

B1, M1, W1,

Y1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두 편 읽고 시 텍스

트 함축 의미 구축/면담  

B1, M1, W1완

성

능동적인 읽기

단계

W1, Y1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 두 편 읽고 시 텍스

트 능동적인 읽기/면담

W1완성

[부록4] 예비실험 심층 면담의 질문 구성

전반적인 질문 1. 이 시의 주제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 이 시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한 현대시 읽기

질문

1. 비평 텍스트를 잘 읽을 수 있는가?

2. 앞뒤 시 읽기의 변화가 무엇인가? 

3. 비평 텍스트가 시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평가 및 요구 질문  1. 문학 비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학 비평을 좀 아는가?

2. 문학 비평 텍스트가 어려운가? 어렵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3. 문학 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를 읽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는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4. 모국어 문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국 문학 교육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5. 한국 문학, 특히 한국 현대시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은가? 

[부록5] 본 실험 심층 면담의 질문 구성

비평 텍스트를 활

용한 시 이해 질문

1. 지금 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2. 비평 텍스트를 읽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시 이해에는 어떠한 변

화가 있었는가?

각 종 비평 텍스트

의 도움이나 영향, 

한계에 대한 질문  

1. 구체적으로 비평 텍스트가 도움이 되는가?

2.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가? 

3. 신비평적 텍스트, 사회문화비평적 텍스트, 독자주관비평적 텍스트가 충

분한가? 만약 충분하면 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

가? 어떤 내용의 비평 텍스트 혹은 어떤 종류의 비평 텍스트가 추가적으

로 필요한가?

[부록6] 1차 본 실험 전반적인 학습자 및 조별로 정보

학교 작품 학습자(조별로)

신비평팀 사회문화비평팀 독자주관비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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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4학

년 학습자 18

명

바다

와 나

비(18

명)

Q401(여), Q402(여), 

Q403(여), Q404(여),

Q405(여), Q406(여)

Q407(여), Q408(여), 

Q409(여), Q410(여), 

Q411(여), Q412(남)

Q413(여), Q414(여), 

Q415(여), Q416(여), 

Q417(여), Q418(남)

S 대학교 3학

년5명, 4학년

학습자 10명, 

모두 15명

청포

도

(14

명)

S401(여), S402(여),

S403(여), S404(여),

S405(여)

S406(여), S407(여), 

S408(남), S409(여), 

S410(여),

S411(남), S412(여), 

S413(여), S414(여)

풀(15

명)

S401(여), S402(여),

S403(여), S404(여),

S405(여),

S406(여), S407(여), 

S408(남), S409(여), 

S410(여),

S411(남), S412(여),

S413(여), S414(여), 

S415(여)

J 대학교 4학

년 학습자 31

명

나룻

배와

행인

(17

명)

J401(여), J402(여), 

J403(여), J404(여),

J405(여), J406(여)

J407(여), J408(여), 

J409(여), J410(여), 

J411(여), J412(남)

J413(여), J414(여), 

J415(여), J416(여), 

J417(여)

엄마

걱정

(14

명)

J418(여), J419(여), 

J420(여), J421(여)

J422(여), J423(여), 

J424(여), J425(여), 

J426(남)

J427(여), J428(여), 

J429(여), J430(남), 

J431(여)

Q 대학교 4학

년 학습자 11

명

여승

(11

명)

Q401(여), Q402(여), 

Q403(여), Q404(여)

Q405(여), Q406(여), 

Q407(여), Q408(여)

Q409(여), Q410(여), 

Q411(여)

나그

네(11

명)

Q401(여), Q402(여), 

Q403(여), Q404(여)

Q405(여), Q406(여), 

Q407(여), Q408(여)

Q409(여), Q410(여), 

Q411(여)

Q 대학교 4학

년 학습자 9

명

성북

동 비

둘기

(9명)

Q401(여), Q402(여), 

Q403(여)

Q404(여), Q405(여), 

Q406(여)

Q407(여), Q408(여), 

Q409(여)

와사

등(9

명)

Q401(여), Q402(여), 

Q403(여)

Q404(여), Q405(여), 

Q406(여)

Q407(여), Q408(여), 

Q409(여)

[부록7] 2차 본 실험 전반적인 학습자 정보

실험 대상 작품 학습자

서울 소재 S 대학교

어학원 중국인 학습

자 9명

와사등(3

명)

K101(여, 6급), K102(여, 4급), K103(여, 5급)

나룻배와

행인(4명)

K201(여, 5급), K202(여, 6급), K203(여, 4급), K204(남, 5

급)

엄마 걱정

(3명)

K103(여, 5급), K2021(남, 5급) K2022(여, 6급)

제남 소재 Q 대학교

3학년 학습자 4명

여승(4명) Q301(여, 5급), Q302(여, 5급), Q303(여, 5급), Q304(여, 5

급) 

제남 소재 Q 대학교

2학년 학습자 19명

나그네 (10

명)

Q201(여)，Q202(여)，Q203(여)，Q204(여)，Q205(여)，

Q206(여)，Q207(여)，Q208(남)，Q209(남)，Q210(여,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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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나

비(9명)

Q211(여)，Q212(여)，Q213(여)Q214(여)，Q215(여)，

Q216(여), Q217(남)，Q218(남)，Q219(남)

제남 소재 Q 대학교

2학년 학습자 19명

풀(19명) Q201(여), Q202(여)，Q203(여)，Q204(여)，Q205（여)，

Q206(여)，Q207(여)，Q208(남)，Q209(남)，Q210（여, 4

급) Q211(여)，Q212(여)，Q213(여), Q214(여)，Q215(여), 

Q216(여), Q217(남)，Q218(남)，Q219(남)

제남 소재 Q 대학교

2학년 학습자 19명

서울 소재 S대학교

대학원생 1명

성북동 비

둘기(10명)

Q201(여)，Q202(여)，Q203(여)，Q204(여)(감상문이 없음)，

Q205（여)，Q206(여)，Q207(여)，Q208(남)，Q209(남)，

Q210（여, 4급)

청포도(10

명)

Q211(여), Q212(여), Q213(여), Q214(여) ， Q215(여) ，

Q216(여), Q217(남)(감상문이 없음)，Q218(남)(감상문이

없음)，Q219(남), K804(여)

서울 소재 S 대학교

대학원생 3명

성북동 비

둘기(3명)

K8051(여), K8052(남), K8053(여)

[부록8] 3차 본 실험 학습자 정보 및 소집단 토론 정보

학습자 학습자 번호 학습자 그룹 a b

T 대학

교 2학

년 한국

어 학습

자 13

명

T201(여), T202(여), T203(여), 

T204(여), T205(여), T206(여), 

T207(여), T208(여), T209(여), 

T210(여), T211(여), T212(여), 

T213(여)

T 대학교

2학년

한국어

학습자

8명

학습자

번호

1,2,3,4 1,2,3,4

T 대학

교 3학

년 한국

어 학습

자 22

명

T301(여), T302(여), T303(여), 

T304(여), T305(여), T306(여), 

T307(여), T308(여), T309(여), 

T310(여), T311(남), T312(여), 

T313(여), T314(여), T315(여), 

T316(여), T317(여), T318(여), 

T319(여), T320(여), T321(여), 

T322(여)

T 대학교

3학년

학습자

16명

그룹 c d e

학습자

번호

1,2,3,4,5 1,2,3,4,5

,6 

1,2,3

,4,5 

T 대학

교 4학

년 한국

어 학습

자 18

명  

T401(남), T402(남), T403(여), 

T404(여), T405(여), T406(여), 

T407(여), T408(여), T410(여), 

T411(여), T412(여), T413(여), 

T414(여), T415(여), T416(여), 

T417(여), T418(여)

T 대학교

4학년

한국어

학습자

5명

그룹 f

학습자

번호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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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Ⅲ장 분석 과제물 정보

실험

차수

시 장르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

1차

합계

42(편) 40(편) 36(편)

엄마

걱정

나룻배

와 행

인

나그네 풀 여승 청포도 성북동

비둘기

와사등 바다와

나비

1차 14(편) 17(편) 11(편) 15(편) 11(편) 14(편) 9(편) 9(편) 18(편)

합계 118편(2차 감상문), 1차 감상문 합하면 236편.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

2차

합계

17(편) 31(편) 24(편)

엄마

걱정

나룻배

와 행

인

나그네 풀 여승 청포도 성북동

비둘기

와사등 바다와

나비

2차 3(편) 4(편) 10(편) 19(편) 4(편) 8(편) 12(편) 3(편) 9(편)

합계 72편(2차 감상문, 1차 감상문 합하면 144편. 

시 장

르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

편수 59(편) 71(편) 60(편)

시 엄마

걱정

나룻배

와 행

인

나그네 풀 여승 청포도 성북동

비둘기

와사등 바다와

나비

총190

편

17(편) 21(편) 21(편) 34(편) 15(편) 22(편) 21(편) 12(편) 27(편)

[부록10] Ⅲ장 분석 녹음 자료

장르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

시 엄마

걱정

나룻배

와 행

인

나그네 풀 여승 청포도 성북동

비둘기

와사등 바다와

나비

녹음

시간

약 1시

간

약 1시

간

약 1.5

시간

약 1.5

시간

약 1시

간

약 1시

간

약 2시

간

약 1시

간

약 1.5

시간

약 3.5시간 약 3.5시간 약 4.5시간

합계 1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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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Ⅳ장 분석 과제물 및 녹음 자료

시 쓰기 자료 녹음 파일

나룻해와 행인 22(편) 140분  

청포도 15(편) 180분

바다와 나비 18(편) 70분



- 237 -

<Abstract>

A Study on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for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Li, Mingfe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content of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where the criticism texts are used to motivate 

students wh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o construct meaning of the texts 

on their own and to suggest teaching – learning methods for the education. To that 

end, this research paper examined the role of literary criticism texts in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and provided ways to utilize them. The literary criticism 

texts that offer interpretation of poems can give supplement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poems to Chinese Korean learners who lack Korean language 

skill and background knowledge. The learners can realize meanings that they failed 

to catch by reading the poems through the perspective of critics and can learn about 

others’ thoughts on the poems. This allows them to reconstruct their understanding 

of the poems based o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criticism texts.

This study aimed to encourage foreign readers who learn Korean to read Korean 

poetry more effectively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as scaffolding and to offer 

methods for them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Korean poetry texts by stimulating 

the adult learners’ high-level cognitive ability,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s. The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starts by having the 

learners read the criticism texts and allowing them to explore necessary knowledge 

to understand literal meaning of the poems. Then the readers can form a dialogic 

relationship with the literary criticism texts and finally can construct intersubjective 

meanings autonomously from their perspective. The process of building the dia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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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in particular, is meaningful in that it helps the readers develop their 

intercommunicative ability. In additio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meaning is 

significant because it helps the readers develop their ability to read poems 

autonomously and to build mutual subjectivity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First, this paper introduced principles of selecting literary criticism texts; the 

principle of diversity, the principle of balance, and the principle of proficiency 

suitability. It then reviewed a univocal function and a dialogic function of criticism 

texts and literary criticism texts which serve as scaffolding of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It also explained the significance of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Nex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o verify if the 

hypothesis and the methods provided in this research are viable and actionabl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n the experiment materials and statistics about 

the learner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viability and effects of the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and to discover its impact on the learners’ 

aspects of reading and difficulties the learners encounter. The results of close 

analysis on the learners’ aspect of reading suggested that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was effective both in helping the learners 

understand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oems as well as literal 

meaning of them. The education also turned out to be effective for the learner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poems, based on the literary criticism, inter-subjectively 

in their own context. However, the analyses also showed limitations due to an array 

of variables such as the learners’ Korean skill, lack of knowledge in the genre of 

criticism texts, interference of the learners’ literature reading habits in their mother 

tongue, and interference of definitional factor of the learner.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first developed objectives and content 

of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using literary criticism texts. The content of the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include fostering the learners’ ability to 

understand poems and criticism texts, coordinating the learners’ literary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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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s in their mother tongue and in Korean, promoting emotional internalization, 

and forming attitudes of the learner. This study also suggested teaching methods 

such as connecting and combining with the criticism texts, reconstructing meanings 

of poems through small-group discussion, and communicating through 

meta-reflect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study is noteworthy in that it provided more effective teaching -

learning methods by theoretically reviewing the use of literary criticism texts to 

teach Korean literary as a wa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conducting 

experiments on viable teaching-learning metho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particularly on the fact that it utilizes literary criticism texts, the texts that are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use in literary education even in learners’ first language. 

The study is also meaningful since it shows viability and usefulness of utilizing 

literary criticism texts, which is a specialized genre, in literary education in foreign 

language.

Seco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lves into the value of literature and 

provides educational ideology towards literature instead of using literature as a tool 

or a mean of literature education.

Third, the literature education to teach foreign language have focused on having 

teachers to deliver knowledge to the students rather than having priority on 

students’ autonomous and proactive learning due to the perception that literature is 

difficult to learn. In addition, many people have thought that constructing meanings 

of poems autonomously is challenging for foreigners because of limitations such as 

their language proficiency level and lack of cultural background. In this ligh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shows that Chinese learners can construct the 

meaning of poems inter-subjectively, autonomously, and proactively when they 

have certain scaffolding set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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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the aspects of reading 

Korean modern poetry using criticism texts as shown in Chapter III.

Keywords: Korean modern poetry, literary criticism texts, modern poetry 

education, scaffolding, dialogism, univocal function, dialogic function

Student Number: 201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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