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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고는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

를 심으로 한 한국 시 교육이 학습자들의 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신장에 효과 이라는 제하에 그 구체 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데 궁

극 인 목 을 두고 있다.본고에서의 반응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해 표 하는 언어 구조물을 의미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은 다양한 차원,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지

만 시 텍스트는 여 히 가르치기 어려운 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그리

고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실행되어 온 문학 텍스트에 한 다양한 쓰기 활동

은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악하는 데 활용되었을 뿐,여 히 학습자들의 문

학 읽기 능력은 그들이 지닌 언어 지식에 의해 단되어 왔다. 한 그러한 쓰

기도 문학 텍스트에 해 교사가 미리 해석하거나 련된 지식을 가르친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주체 인 의미 실 과 솔직한 생각의 표 을 기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을 때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 텍스트의 난이도에 해 기 을 용할 수

는 없다.그러므로 국의 한국 시 교육에서는 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특성에 합하게 교육 방법들이 설

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그리고 한국 시 교육에서 읽기는 쓰기와 통합되

어 교육될 때,학습자들의 반응 형성 과정을 진할 수 있다.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시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반응 텍스트

쓰기를 제안하고 반응 텍스트 쓰기의 속성과 한국어교육에서의 활용 의의에

해 이론 측면과 실제 측면에서 고찰하 다.

먼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의 양상에 해 알아보기 하여 국인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생각,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게

하 다.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는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한 기술 진술,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 진술,시 텍스트의 가치에 한 평가 진술,그

리고 자신과 연계짓기를 통한 성찰 진술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 어 분석하

다.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진술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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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련 정보에 한 윤리 단 미 가치에 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찰 진술에서는 정서 반응의 표 이나

깨달음의 진술 이해과정에 한 자기 검의 양상을 보 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다양한 정보에 해 진술하 고,

진술의 표 방식에 있어서도 다채로운 양상을 보 다.이러한 반응들은 국

인 학습자들이 한국 시를 주체 으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에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있는 능력 한 지니고 있음을

가늠하게 해 다.이는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한국 시 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 활동을 제안하는 근거가 된다.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들을 한국 시 읽기에 이하고 용할 때

의 특징 한계 에 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 양상에 근거하여,본고에서는 반응 텍

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의 목표를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이

해를 통한 쓰기 능력의 신장,이해와 표 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이라는 세

측면에서 서술하 다.그리고 반응 텍스트 쓰기 과정에 근거하여 내용 생성 측

면과 메타 성찰 측면에서 교육 방법을 구체 으로 구안하 다.

한국어교육의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읽기 쓰기 능력이 언어 지식에

의해서만 단되는 것은 한계를 노정한다.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

에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와 주체 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반응을 형성하며, 한 그것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 연구는 실제 국인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학습자

들이 능동 으로 의미를 실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한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한 구체 인 활성화 방법을 활용할 때,학습자들

의 시 텍스트 읽기 능력과 한국어 쓰기 능력이 신장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한국어교육, 국인 학습자, 시 교육,문학 반응,반응 텍스트,

시 텍스트 읽기 능력,쓰기 능력,교육 방법

학번:2009-3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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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연구목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이미 다양한 차원,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연

구되어 왔다.그 시 교육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한국

어교육에서 시 교육의 요성 그 의의도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증명되

었고 시 교육에 한 다양한 방법도 연구되었다.일반 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은 시를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시를 통한 한국

사회 문화 교육,그리고 시 교육의 목표를 한국학 는 한국 문학의 차원에서

근하여 한국 문학 그 자체에 한 교수-학습을 목표로 한 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다.시를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은 시를 교수-학

습의 제재로 삼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

을 그 목표로 하며,시를 통한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은 시를 학습함으로써 목

표어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회 문화에 합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마지막으로 문학교육 차원에서의 시

교육은 주로 한국 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해서 교수-학습함으로써 문학 능력

을 함양하고,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해 이해함을

목 으로 한다.1)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의 문학 교실2)에서는 한국어로 된 시를

읽는 것이 어렵다는 편견이 잔존하고 있으며,시 텍스트에 한 교육은 다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유명한 문학 작품을 소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

가 팽배하기 때문에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룬다.물론 그 원인은

연구 성과의 부족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요한 것은 학습자에 한 잘못된

1)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시를 심으로」,『국어교육』111,한국국어

교육연구학회,2003.

2)본고에서 문학 교실과 문학 수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어교육에서

통합교재에서의 문학 작품 련 수업과 문학 련 수업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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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서 기인한다.한국어교육의 문학교육 장에서 학습자는 늘 부족한 독자

로 간주된다.따라서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의

부족한 언어 지식으로는 어렵다고 단되어 왔다.그러나 언어 지식으로만 성

인 학습자의 능력을 단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자

그들의 실제 능력을 폄하하는 것에 해당한다.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학습자들

에게 향을 주며 그들도 자신을 부족한 학습자로만 생각하고 스스로 읽으려

고 하기 보다는 교사의 답을 기다리는 수동 인 학습자가 되게 한다.그러므

로 학습자들에 한 객 이고 종합 인 단이 한국어 교실 장에서 문학

교육의 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시 감상에는 오직 하나의 ‘정확한 답’만 존재하는 것이 기존 교육

의 패러다임이었다.기존의 문학 련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에는 단 하

나의 의미가 있으며,교사의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학습자

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기를 꺼려하며 텍스트에 한 교사의 답을 기다리

게 된다.따라서 기존의 수업에서는 이미 텍스트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는 교사

가 수업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의미를 학습자에게 수하는 데 치 하게 된다.

달 주의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과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게 되며 한 허락되지도 않는다.그로 인해 학습자들은 교사의 지도

내용에 따라서만 문학 텍스트를 학습하게 되어,문학 텍스트를 주체 으로 읽

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 결과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

의 독서를 구별하지 못하며,문학에 한 교사의 견해를 무비 으로 수용하

는 태도를 길러 왔다.

그러나 읽기는 언어지식에만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의 향을 많이 받는다.굿맨(K.S.Goodman)은 “읽기는 심리

언어학 인 추측 게임으로 표집, 측 검,확인 는 수정의 지속 인 단계

를 통해 독자가 의미를 악해가는 과정으로 독자는 단순히 텍스트에 있는 언

어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선험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를 추측하거나 이해,추론해 나가는 것”3)이라고 하 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이

3)K.S.Goodman,“Reading:A PsycholinguisticGuessing Game”,JournalofReading

Specialist6-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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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배경지식 그들의 인지 ,정의 변인에 한 충분한 고려가 있

다면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도 학습자 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과 같은 경우,일반 으로 이미 모국어 읽기 능력을 습득

했으며 비교 풍부한 모국어 어휘력이나 통사 구조에 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한 성인 학습자는 발달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 ,역사 ,개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를 지닌다.뿐만 아

니라 성인 학습자는 모국어나 다른 외국어 읽기 경험을 통해 내재된 읽기 습

을 갖고 있다.그러므로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이라는 보다는 성인이라는

을 고려할 때,학습자들이 소유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활용한다면 외국인 학

습자도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능동 인 독자가 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상인 국인 학습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능력에 비해 성인 학

습자로서의 발달된 인지 능력과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 교육에서 받은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 장르의 특성에 한 이해와 같은

문학 능력을 지니고 있다.그러므로 학습자 심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한국어교육의 시 읽기에 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심’에 한 정의를 내리면서 난(D.Nunan)은 두 가지로

개 하고 있다.4)하나는 교실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어떻게,언제 가르쳐지

며 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모두 학습자와 련지어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한 선택

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 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

는,즉 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 을 맞추어 교사가 활동하는 시간보

다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극 화시키는 의미도 부여된다는 것

이다.학습자 심 수업은 수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을 맞추

어 학습자 변인을 수업에 충분히 반 하여 교수요목이 구안되고 다양한 교수

기법이 활용되어야 하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능동 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다.학습자들의 능동 인 참여를 자극하려면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더

4)DavidNunan,유제명 외 역,『 어교육 길라잡이』,인터비젼,2006,pp.8-9참고.

DavidNunan,임병빈 외 역,『제2언어 교수 학습』,한국문화사,2003,pp.13-3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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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활

용할 수 있고 한 학습자들의 개인 인 생각,느낌 등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한다.그리고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능력에 한 교사의 인정은 학습자들

이 문학 작품에 해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고 존 하는 것을 통해 실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는 학습자와 텍스트가 소통하여 실 된다.그러

므로 문학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학습자들의 반응에 심을 갖고 그것이 극히

개인 인 것이라고 하여도 타당성을 갖는다면 인정해주어야 한다.텍스트는 어

떤 특정한 작품을 재창조해 내는 데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

다.5)문학교육의 궁극 목 은 학습자의 문학능력의 신장,곧 학습자의 ‘바람

직한’반응 형성과 그것의 ‘정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그러

나 그것이 학습자들의 일률 인 반응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학 교실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독자의 역할 한 요하며,문

학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학습자들의 반응에도 충분한 심을 가져야 한다.문

학 텍스트에 한 반응의 임의 성격 때문에 학습자들 각자의 반응이나 생각

은 서로 다를 수 있다.교사가 반응의 개인 성격을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다

양한 반응을 인정해 때,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을 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복잡한 문학을 학습하고 토의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을 평

가하는 다양한 행 에 해 책임을 지려 할 것이다.

문학작품 에서도 특히 시 텍스트는 그 함축성 때문에 외국어교육에서 가

르치기 어려운 상으로 치부되어 왔다.문학 장르 시 장르가 다른 장르

와 구별되는 을 생각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함축 이고 제된

언어’와 ‘강렬한 주 정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간결성,심오하고 특별한

의미,함축성,비유,상징 등 시의 장르 특성들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 이다. 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시의

내용 이해보다는 어휘나 표 습득에 치 하므로,학습자들이 시를 즐기고 감

5)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독자,텍스트,시:문학 작품과 상호교통 이론』,

한국문화사,2008,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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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여유를 갖기 어렵고,시에 나타나는 문화 인 배경도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질감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 텍스트가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교육 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강독 방법에 의해 가

르쳐지는 경우가 부분이다.그러나 시 텍스트는 오히려 빈자리가 많기 때문

에 그것에 해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자들의 역할이 더욱 요하다. 한 이러

한 특성이 학습자들의 능동성 다양성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 스스로 시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실

하며 스스로 시 텍스트를 느끼고 생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한 표 하는 것

을 통해 명료화시키고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유도하며,이러한 반응

표 에서 학습자들의 정서 반응을 바탕으로 자신에 련된 서술들을 확장시

키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의 자신

의 역할에 해 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그리고 학습자들의 반응에 한 인

정은 그들이 생산한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따라서

시 련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한 자신들의 반응을 텍스

트로 생산하게끔 하여야 한다.시 텍스트 읽기 능력은 실제로 읽기를 경험하고

그에 의해 형성된 반응에 해 성찰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구체화,수정,변경

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고 나서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6)는 길린(J.Gillin)의 말에서 알

수 있듯,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성찰하기 해서는 표 을 통해 성찰할 수

있는 상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쓰기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

응에 한 솔직한 진술을 의미한다.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실제 인 목소리를

내야하며 자신을 자유롭게 표 하여야 한다.

반응 텍스트의 생산은 단순히 형성된 반응을 언어로 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반응의 일부분이다.문학작품에 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텍스

트를 쓰는 시간은 문학을 더 잘 알게 하고,이해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반드

시 필요하다.7) 한 읽기는 쓰기를 통해 완성된다는 말처럼 머릿속에 불명료

6)JeriGillin,“LearningTheory”,MaryLynchKennedy,TheorizingComposition:ACritical

SourcebookofTheory andScholarshipinContemporaryStudies,GreenwoodPress,1998,

p.171.

7)G.D.Pickett,“ReadingSpeedandLiteratureTeaching”,C.J.Brumfit& R.A.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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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상으로 존재하던 학습자가 구성한 의미는 명료한 쓰기를 통해 선명하

게 인식될 수 있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문학 교육에도 용되는데,학습자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자신의 로 다시 표 해야 한다.8)시 텍스트에 한 반응은 표 됨으로써

그 구체 인 실체를 드러내고,더욱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쓰기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표 하는 방법에 해서 생각하며

독자에게 분명하게 표 되도록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하는 정신 인 작업이

다.9)스웨인(M.Swain)은 ‘입력 가설’과 반 로 ‘출력 가설’(outputhypothesis)

을 주장하는데 그는 SLA(secondlanguageacquisition)에 있어서 출력의 세

가지 주된 기능을 제시하 다.첫 번째는 목표 언어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동

안,학습자들은 의미를 달하기 한 자신들의 잘못된 시도를 알아차릴 수 있

고,언어를 생산하는 행동 자체는 학습자들로 하여 언어 약 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여기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출력을 통해서 스스로 정

보를 제공받게 된다.두 번째 기능은 출력이 지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가설

을 시험하기 해서 자신의 언어를 ‘시험해 보는’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세 번째 기능은 쓰기는 학습자가 동료와 벌이는 상호 작용 과정에서 언어

자체에 해(생산 으로)생각해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이것은 출력의

상 언어 기능으로서 “언어에 한 학습자의 말은 그의 생각을 구체 으로

드러내는 것이며,일 성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해 다”.10)학습자들은 출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상황을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어로 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자신이 실제로 표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며 한 규칙을 찾으면서 수정해가는 일련

의 활동을 하게 된다.이것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신장과도 히 연계된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반응 텍스트 쓰기와 시 텍스트 읽기 과

LiteratureandLanguageTeaching,OxfordUniversitypress,1987,p.271.

8)RobertE.Scholes,김상욱 역,『문학이론과 문학교육:텍스트의 력』,하우,1995,

pp.13-14.

9)DavidNunan,유제명 외 역,앞의 책,p.88.

10)H.DouglasBrown,이흥수 외 역,『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제5 ,PearsonEducation

Korea,2007,pp.324-3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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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즉 표 과 반응의 향 계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학습자들

이 시 텍스트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양상에 해 고찰해 볼 것이다.그

리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련된 능력과 배경지식들을 한국어로 된 시 텍

스트에 용하고 반응 텍스트를 쓰면서 보여주는 특징과 문제 에 한 분석

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해 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구체 으로 구안하고자 한다.

2.연구사

연구사는 주로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 련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표

교육 련 연구 그리고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반응에 련된 연구

의 세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한국어교육에서의 시 교육 련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련된 연구들은 시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에

한 연구와 시 텍스트 자체에 한 교육에 한 연구로 나 수 있다.우선

시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에 한 연구들11)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시 텍스트를

11)고명,「시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건국 학교 석사학 논문,2010.

김 미,「시의 극화를 통한 한국어 표 교육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13.

김정우,「시를 통한 한국 문화육의 가능성과 방법」,『선청어문』29,서울 학교 국어교육

과,2001.

김지연,「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한국어교육』12-2,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1.

김효진,「시를 활용한 정서 교육 방안 연구:한국어 고 학습자를 상으로」,호남 학교

석사학 논문,2014.

박미향,「한국어 능력 신장을 한 시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고 학습자를 상으

로」,경희 학교 석사학 논문,2011.

손 희,「외국인을 한 한국 시교육 연구-이미지를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5.

신주철,「한국 시 교육의 실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고 과정의 경우」,『한국어교육』

14-1,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3.

양 ,「시를 매개로 한 한국어 읽기교육의 활성화 방안」,건국 학교 석사학 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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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일반 논의

에 해 다루었다.즉 시 텍스트가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의 자료로만 활용

되어 연구되었다.이러한 연구들에서 말하고 있는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감상의 즐거움,정서 인 공감 형성,성취감과

같은 정서 측면과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장르별 외재 지식의 교육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한국어 학습자들 상당수가 성인 학습자라는 부분을 고려

할 때,시 텍스트는 언어 교육이나 문화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자체에 한 교육도 가능하며 한 충분히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그

러므로 시 교육에서 특히 시를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문학교육으로서의 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문학교육으로서의 시 교육 련 연구들 가운데 본 연

구에서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12)

오세인,「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1960년 에서 1980년 까지의 정치,사회에

한 이해를 심으로」,『한국어교육』15-1,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4.

오지혜,「한국어 학습자의 리터러시 교육을 한 문학 제재 연구- 시 작품을 심으

로」,『시학과 언어학』18,시학과 언어학회,2010.

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 방법: 시를 심으로」,『국어교육』111,한국국어

교육연구학회,2003.

이 조,「시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읽기/쓰기 교육을 심으로」,『비평문학』28,한

국비평문학회,2008.

인소 ,「외국인을 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시 활용교육 방안 연구」,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2005.

임상,「 국인 학습자를 한 문화교육연구:조지훈의 시를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6.

장로기,「시를 매개로 한국 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노천명의 작품을 심으로」,건국

학교 석사학 논문,2013.

홍,「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용 시 읽기 양상 연구-문화 이해를 심으로」,『국어교

육연구』29,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2.

정은화,「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시 교육에 한 연구」,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1.

V.D'Urso,「시를 통한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과 문학』,제6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

의 자료집,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4.

12)김염,「 국어권 고 학습자를 한 한국 시교육 방법 연구:번역과 비교문학을 심

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6.

김혜진,「한국어 학습자를 한 한국 시 교육 연구: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상징을 심으

로」,상명 학교 석사학 논문,2008.

나정선,「외국인을 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단국 학교 박사학 논문,2008.

양 빈,「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문학교육 연구:문화 기억을 심으로」,한양 학교 석사

학 논문,2013.

오지혜,「한국어 학습자의 시 읽기 략 양상 연구」,『국어교육연구』24,서울 학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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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2006)은 국인 한국어 고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시 교육에서

번역과 비교문학을 방법으로 제시하 으며 그러한 방법을 한국 시 교육

장에 용시키는 원리와 내용에 해 김소월의 시와 국 시인 서지마의 시

를 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그리고 번역과 비교 문학을 통합할 수 있는 원

리에 해서 논의하 다.그리고 그 구체 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치환하기,

비교하기,통합하기 세 가지를 설정하 다.이 연구는 문학 차원에서의 시

교육의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오지혜(2009)는 텍스트 화제 내용을 고려하여 김동명의 「내 마음은」,

김소월의 「진달래꽃」,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선정하여 한국어 수

이 3 에서 5 인 국인 여자 학습자 네 명을 상으로 하여 생각발화기법

과 회곡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지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 다.다음 조

사한 내용에 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시 읽기 략 양상을 언어 형태,구

조에 한 인식과 언어 의미에 한 인식의 측면에서 한국어 수 과 시 텍스

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그리고 시 이해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

법으로 모르는 단어 표 의 의미 이해,해당 시의 심 생각 찾기,해당 시

의 분 기 시 화자의 태도,어조 악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홍(2013)은 한국 시 교육의 방법으로 ‘비’를 제시하 으며 비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작품 선정의 기 을 제시하고 김소월의 「

혼」과 쑨다 (孙大雨)의 「 혼」을 비교 분석하 다.그리고 실제로 한 개

반의 학습자를 네 개 그룹으로 나 고 학습자의 개별 이해 단계,스키마 활

성화 단계,학습자 간의 토의 단계,피드백 단계로 나 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 결과에 해 유사성의 맥락 탐색,차이성의 맥락 탐구,이동성의 원인

분석의 세 측면에서 구체 인 분석을 진행하 다. 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교육 방법으로 비를 제시하 고 한 구체 인 실험과정

어교육연구소,2009.

오지혜․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시 교육 연구」,『국어교육』

131,한국어교육학회,2010.

홍,「한․ 시 비 이해 교육 연구- 국인 고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국어교육연구』32,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3.

조수진,「한국어교육에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교육 방안-<진달래꽃>,<

혼>,< 동새>를 심으로」,『한국어 교육』24-2,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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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2)한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 련 연구

여기에서는 한국어 쓰기 교육 련 연구 주로 작문 교육에 련된 연구

들에 해 고찰한다.한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는데,특히 학문 목 쓰기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설명문,감상문,자기소개서,이메일 등 특정 텍스트 유형에 한 쓰기 교육

에 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그리고 문학작품과 쓰기(표 )의 연계에

한 연구13)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에서 기타 종류의 쓰기 교육 련 연

구들에 비해 매우 은 편이나,다음의 연구들에 주목하 다.

오지혜(2008)의 연구에서는 잠재 인 학문 목 학습자들을 포함한 한국어

고 학습자를 상으로 이야기 문법을 활용한 이야기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

하 다.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 ‘내 생애 가장 잊고 싶은 일과 잊고

싶지 않은 일 쓰기’,‘내가 좋아하는 화 는 소설 거리 쓰기’ 한 가지

주제를 골라 쓰기 활동을 하게 하 다.다음 이야기 내의 일화 사건 수,단

락구분을 포함한 이야기 문법 구조의 순서와 련한 체계성 여부,각각의 일화

내의 구조,일화 는 사건들 간의 연결 계 층 를 학습자 이야기 담화의

분석 기 으로 삼고 학습 기간이 2년 이상인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과 학습

기간이 1년 이하인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에 해 비교,분석하 다.이에 따

13)박 근,「읽기 후 쓰기 활동 교육 방안 연구: 소설을 심으로」,부경 학교 석사학

논문,2012.

양지선,「 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선녀와 나무꾼」을 이용한 표 교육

심으로」,『정신문화연구』32-4,한국학 앙연구원,2009.

오지혜,「이야기 문법을 활용한 한국어 고 학습자의 이야기 쓰기 교육 연구」,『작문연

구』7,한국작문학회,2008.

이명순,「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교육 방안:동화를 심으로」,조선 학교 석사

학 논문,2010.

최경숙,「시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수 방안 연구」, 주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13.

최희명,「수필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심

으로」,한성 학교 석사학 논문,2011.

한옥순,「한국어교육 학습자의 시 감상문 작성능력 방법 연구:김춘수 <꽃>을 심으

로」,『작문연구』18,한국작문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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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택 변형,연결 변형,두 가지 이야기 담화 변형 양상을 바탕으로,이

야기 쓰기 교육에서 심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해 선택성 측면,조직성

측면,추론 정교화 측면에서 서술하 다.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여 이야기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지선(2009)의 연구에서는 래동화「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문화교육

의 방안을 표 역을 심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어 교재에서 활용되고 있

는 수업 방안을 제시된 질문유형을 통해 분석한 뒤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

기에서 문화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찾아내고,각 소재에

련된 문화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질문을 통해 문화교육에 근할 수 있는 방

안을 말하기와 쓰기 역에 혼합한 표 역 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순(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통합 교육의 요성에서 출발

하여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기능 통합과 문화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 다.먼 동화를 활용하여 언어 기능이 서로 유기 으로 련을 맺고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는데 말하기와 듣기,말하기와 쓰기,읽기와 쓰기,

읽기와 말하기,읽기와 말하기․듣기의 통합 측면에서 제시하 다.다음 문화

통합 방안에서는 주제 통합,장르 통합,매체 통합의 방법을 구안하 다.여

기에서 쓰기에 련된 구체 인 방법으로는 뒷이야기 꾸미기,입장 바꿔서 생

각하기, 거리 써보기,다른 장르로 바꾸어 써 보기,작가에게 편지 쓰기,동

화 읽은 후 느낀 을 써보기,질문 만들기,동화와 련된 그림 보고 상상해

서 쓰기, 거리 연결을 한 쓰기 등이 있다.동화를 활용하여 학습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쓰기 활동에 해 언 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3)문학 반응 련 연구

문학 반응 련 연구에 해서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우선 국어교육에서는 90년 경규진14)의 논문을 시작으로

문학교육에서 독자 반응 련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

14)경규진,「반응 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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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내용,교수-학습 원리 수업 모형 구안을 심으로 진행되었다.그리고

국어교육에서 문학 반응 련 연구들은 다시 시 텍스트를 심으로 한 문학

반응 련 논의15)와 서사 텍스트에 한 경험을 다룬 연구들16)로 나 수 있

다.

경규진(1993)은 로젠블렛의 거래 을 이론 근거로 하여 학습자와 문

학 텍스트를 이어주는 반응에 해 반응의 방식,범주,상황,발달의 측면에서

연구하 다.그리고 반응 심 문학교육의 방향을 문학 교육과정,문학교육의

교재,문학교육의 평가,교수․학습의 방향이라는 네 측면에서 제기하 다.그

구체 인 방법에는 문학 독서 교수의 문제와 심미 독서 자세의 격려라는

략과 반응의 기록,반응에 한 질문,반응에 한 토의,역할놀이,반성 쓰

기,두 작품의 연결이라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그리고 소설 「나비」를

활용하여 반응 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 다.

양정실(2006)은 학습 독자가 문학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쓴 텍스트를 해

석 텍스트로 명명하고,독자가 문학 텍스트에 하여 층 계를 설정하면

서 해석의 과 논리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개념화하 다.

그리고 해석 텍스트의 교육 의의에 해 서술하 으며 실제 한국의 ․

․고 학습 독자가 쓴 해석 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습 독자의 해석 논리 구성

양상을 상 규정의 명료화,의미 탐구를 한 맥락 도입,정체성 형성을 한

15)구 산,「시 감상에서 독자의 상상 작용 연구:정서 체험을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1.

김성진,「비평활동 교육내용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4.

김재숙,「독자반응이론에 의한 동시지도가 유아의 동시 감상 짓기에 미치는 향」,덕

성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2002.

김정우,「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4.

김창원,「시텍스트 해석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4.

진선희,「시 텍스트에 한 등학생들의 반응 양상 연구」,『문학교육학』14,한국문학교

육학회,2004.

진선희,「 등학생의 감상문 분석을 통한 시 텍스트 읽기 과정 양상 고찰」,『청람어문교

육』31,청람어문교육학회,2005.

16)김근호,「문학 문화론 실천으로서 소설교육의 한 방법:소설에 한 반응으로서 서사 텍

스트 쓰기 교육을 심으로」,『문학교육학』24,한국문학교육학회,2007.

김효정,「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7.

양정실,「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6.

이지 ,「아동독자의 이야기책 읽기 반응 연구」,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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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표명 세 측면에서 분류하여 분석하 다.다음 해석 텍스트를 활용한 서

사교육 방법으로 상호 조회와 정교화,맥락 구체화,주체 치의 확인과 반성

을 제시하 다.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실제 인 반응물에 해 연구하여 서사

텍스트 교육 방법 도출의 근거로 제시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어교육에 비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반응에 한 연구17)의 수는 부족한

편이다.

김혜진(2011)의 연구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라는 설화를 활용하

여 국내 학의 부속 한국어 교육 기 에서 수학하고 있는 ․고 학습자들

을 상으로 자기 성찰 쓰기의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 이에 따라 실제 인

교실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 성찰 쓰기의 양상을 살펴보았다.학습

자들이 쓴 텍스트들을 가정 상황을 통한 자기 확인,모범 인물을 통한 자

기반성,경험 자아를 통한 가치 의식의 강화 세 측면에서 양상을 나 어 분

석하 다.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과 쓰기를 연계하 으며 한 실제 실험

을 통해 학습자들의 구체 인 쓰기 양상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노 숙(2011)은 화를 문학 행 로서의 화,사회․문화 맥락에서의

화,교육 행 로서의 화를 포 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국 학의 한국어

학과 3학년에 재학 국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수집한 문학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한 답으로 작성한 1차 자료,동료 학습자와 화한 후에 작성한 2차

자료,학습자가 교사와 화한 후 작성한 3차 자료 그리고 녹음된 수업 자료에

해 독자와 텍스트의 화,문화 간 화,학습자와 타자의 화라는 세 측면

에서 국인 학습자의 문학 읽기 양상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이러한 양상 분

석에 근거하여 심층 ,창조 ,확장 ,순환 네 가지의 화 략을 제시하

으며 개인 의미 구성의 심화, 상을 통한 타당한 의미 재구성,탐구

화를 통한 이해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세 가지 실제 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

17)김염,「 국인 고 학습자를 한 한국문학 상텍스트 교육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3.

김혜진,「설화를 활용한 자기 성찰 쓰기 교육 연구:한국어 ․고 학습자를 상으

로」,『고 문학과 교육』22,한국고 문학교육학회,2011.

노 숙,「 국인 고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교육 연구」,서울 학교 박사

학 논문,2011.



-14-

시하 다.이 연구는 교실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에 의해 형성된 학습

자들의 반응에 해 폭넓게 연구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염(2013)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문화’,그리고 ‘미디어’와 히

연 시켜 논의하면서 학습자들의 문학능력과 문화능력을 아우르는 문학-문화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 으로 하 다.그에 따라 문학사 으로 평

가 받은 소설을 상화한 작품인 상텍스트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법에 해

소개하 다.이 과정에서 상텍스트의 교육 방법을 도출하기 해,학습자들

의 상텍스트에 한 반응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그것을 크게 텍스트의 지시

의미 이해,텍스트의 심미 이해,텍스트를 통한 상호문화 이해,텍스트

의 가치 단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 어 기술하 다. 상텍스트를 한국어교육

에 도입하 으며, 상텍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 양상을 찰하고

그것을 근거로 구체 인 방법을 설계하 다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하겠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서사 텍스트를 상으로 하는 논의들이며,학습자들

의 반응을 문학 텍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이해 상황을 확인하기 한 매개로

활용하거나 그 표 자체에 해서만 연구하고 있다.따라서 반응을 표 하는

자체가 실제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치는 향에 해서 언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한계로 지 된다.

3.연구 상 연구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능동 으로 시 텍스트를 읽게 하

려면 우선 먼 학습자들의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문학에 한 그들의 개인

인 반응을 존 해야 한다.이러한 제에서 본고는 ‘반응 텍스트 쓰기’ 심

의 한국 시 교육을 진행하기 한 구체 인 방법을 구안하려고 하 다.

본 연구는 먼 국 학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한 수업 찰 교사 면담을 진행하 다.수업 찰은 주로 북경

지역의 학에서 진행하 으며 교사와의 면담은 북경과 상해 지역 학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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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과 이루어졌다.면담 내용은 주로 재 문학작품이 통합교재 련 수업과

문학 련 수업에서 각각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으며,그들이 문학작품을 가르

치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학습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에 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수업 찰 상과 그 내용이다.

시간 학명 수업 찰 내용

2012.3-2012.5 북경 A 학 통합교재 문학작품 련 수업 찰

2012.3-2012.5 북경 B 학 통합교재 련 수업 찰

2012.6 북경 C 학 통합교재 문학작품 련 수업 찰

2012.11-2012.12 북경 A 학
문학 수업,통합교재 문학 작품 련

수업 찰

<표 1>수업 찰 정보

수업 찰과 면담을 통해 문학 텍스트가 통합 교재 련 수업이나 문학 수업

에서 많은 경우,교사의 달 주의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그리고 학습자들의 개인 인 반응에 한 유도는 ‘이 작품에 해서 어떻

게 생각합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부가 인 활동으

로는 문학 텍스트에 한 번역이나 국 문학 텍스트와의 비교 활동 등이 있

었다.이러한 활동들도 구어로 간단하게 표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 련 수업에서 쓰기와 련된 활동은 주로 감상문을 쓰는 것이었는데,이

와 같은 쓰기 활동도 련 수업이 끝난 다음 진행된 것으로서 문학 텍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들은 비슷하 다.그리고 학습자들의 감상문의 표

을 보면 문학 텍스트의 내용에 한 서술과 간단한 개인 감정의 진술로 이

루어진 경우가 부분이었다. 찰의 결과 한국어교육의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

의 능동 인 참여를 실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역할,학습자의 반응이 요

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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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하여 비 실

험을 진행하 다.실험을 진행하기 하여 먼 시 텍스트를 선정하 는데 본

고에서는 이미 정 으로 인정되어 많은 교재에 수록된 작품보다는 최근의 작

품 에서 어휘가 비교 쉬우며 주제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비교 익숙

하고 의미 이해의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상 텍스트로 선정하

고자 하 다. 시 에서도 최근의 작품들을 우선 으로 고려했으며,실험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난해한 어휘로 인해 극 인 시 읽기를 하지 못하고 어

휘 풀이에만 주의하여 결과 으로 실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했

기 때문이다.

비 실험에서와 같이 텍스트 외에 그 어떤 부가 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들로 하여 시의 의미를 구축해보라고 하 을 때,텍스트 정

보도 요하지만 스키마에 의한 추론과정도 이해의 여부와 한 연 성이

있다.따라서 주제에 한 친숙도가 학습자들의 이해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되

므로 인류 보편 인 감정을 다룬 시들을 선정하 다.그리고 문화 인 배경의

차이가 시의 이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김소월의 「

동새」를 추가 으로 선택하 다.

작가 작품

김소월 「먼 후일」,「 동새」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용혜원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표 2> 비 실험의 상 텍스트

비 실험은 한국에 유학이나 교환학생으로 온 국인 학습자들과 국

학의 한국어학과 4학년에 재학 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진행하 다.실험은

작품마다 각각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실험을 실시하면서 연구자는 피험

자들에게 어휘의 뜻풀이와 같은 그 어떤 부가 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

에서,다만 시 텍스트만 제시하여 피험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고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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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표기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구체 으로 서술하라고 하 다.다음

시에 한 감상문을 써보게 하 으며,마지막 단계로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

보게 하 다.실험이 끝난 다음 학습자들의 결과물에 근거하여 일 일의 면담

을 진행하 다.

이와 같은 비 실험의 목 은 다양한 쓰기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반

응을 고찰함으로써 문학 텍스트 련 쓰기 활동에서의 학습자들의 가능성과

상황을 확인하기 해서 다. 비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해

서도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시 텍스트에 의해 환기된 자신의 감정에 해

서도 솔직한 반응들을 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한국어로서

의 표 이 서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들을 표 하기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한 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실험 결

과는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실험은 국 정규 학의 한국어학과에 재학 인 2,3,4학년 학습자들

을 상으로 진행하 다.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시 텍스트와 련된 어

휘의 뜻풀이18)를 함께 제시하고 반응 텍스트를 쓰게 하 다.2,3,4학년 학습

자들에게 모두 같은 실험지와 요구 사항을 제시하 다.내용이나 형식에

해서는 어떤 요구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 다.본 실험

의 상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8)어휘의 사 의미f를 모른다는 것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반응 하는 데 많은 부담과 장

애 요소를 생성하게 하며 따라서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다

양한 반응의 형성과 표 이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은 비

실험을 통해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그러므로 실험에서 어휘에 련된 뜻풀이를

시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 다.

뜻풀이는 주로 시 텍스트에서 변형된 표 이나 고어와 같은 특수한 어휘들에 한해 제시하

으며 한국어로서의 뜻풀이와 상응되는 국어 표 을 함께 제시하 다.그리고 학습자들의

부담을 이기 하여 3학년 학습자들을 기 으로 기존에 배우지 않은 어휘들을 부가 으로

선정하여 뜻풀이를 제시하 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국어로 모두 제시하 다.실험에서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에 해 사 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 다.실제로 2

학년 학습자들과 같은 경우,실험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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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품

김소월 「먼 후일」

김수 「풀」

나희덕 「배추의 마음」

윤동주 「길」

정지용 「향수」

한용운 「님의 침묵」

황지우 「 를 기다리는 동안」

<표 3>본 실험의 상 텍스트

실험 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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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기
상 텍스트 실험 상 실험 방법

2013년

6월

김소월 「먼

후일」
B 학 4학년 9명 학습자

W 학 3학년 23명 학습자

어휘의 뜻풀이가

부가된 시 텍스

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

게 함.

김수 「풀」

정지용 「향수」

2013년

11월

나희덕 「배추의

마음」

B 학 3학년 12명 학습자

G 학 4학년 15명 학습자

어휘의 뜻풀이가

부가된 시 텍스

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

게 함.

윤동주 「길」

M 학 2학년 13명 학습자,

4학년 13명 학습자

G 학 4학년 15명 학습자

한용운 「님의

침묵」

B 학 3학년 12명 학습자

M 학 2학년 13명 학습자,

4학년 13명 학습자

W 학 4학년 13명 학습자

황지우 「 를

기다리는 동안」

B 학 3학년 12명 학습자

M 학 2학년 13명 학습자,

4학년 13명 학습자

G 학 4학년 15명 학습자

W 학 4학년 13명 학습자

<표 4>본 실험의 실험 상 실험 방법

본고에서는 상 텍스트19)를 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작가

들을 심으로 선정하고자 하 으며 당 의 작품 한국의 ․고등학교「국

19)라자르는 어교육을 한 문학 텍스트 선정에서 ① 과정의 유형(typeofcourse):학습자의

수 , 어를 학습하는 이유,필요로 하는 어의 종류,과정의 길이와 강도,② 학습자들의

유형(typeofstudent):나이,지 성숙도,정서 이해, 심/취미,문화 배경,언어 능

력,문학 배경,③ 텍스트와 련된 요인들(othertext-relatedfactors):텍스트의 효용성,

텍스트의 길이,활용 가능성,교육과정에 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GillianLazar,LiteratureandLanguageTeaching-A GuideforTeachersandTrainers,

CambridgeUniversityPress,1993,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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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주로 선정하 다.우선 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 에서,기존의 교육에서 언 하지 않은 텍스

트를 선정하 으며, 국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언 되지 않은 당 의 시

텍스트를 선정하기 하여 한국의 ․고등학교「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

스트들을 참고하 다.그리고 학습자들의 나이와 흥미 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자

들에게 익숙한 시,학습자들의 실제 상황과 히 연 될 수 있는 주제 인

간의 보편 인 정서를 다룬 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시를 읽을 수 있기를 기 하 다.콜리와 슬 이터(J.Collie& S.

Slater)는 문학 텍스트의 합성 기 으로 학습자의 필요,흥미,문화 배경,

언어 수 을 들면서,가장 요한 것은 문학작품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

키고 그들로부터 강력하고 극 인 반응을 유발시켜 개인 인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 다.그러면서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인생 경험,감

정,희망 등과 련있는 작품들을 고르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20) 한 이

러한 선정 기 은 한국어로 된 시에서 비슷한 감정을 표 하는 다양한 방식에

한 찰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단된다.

본 실험은 두 번에 걸쳐 진행하 으며 실험자 상과 상 텍스트가 다를

뿐 구체 인 실험 방법은 비슷하다.그리고 두 번째 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

험에 비해 시 텍스트를 읽고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을 더욱 강조

하 다.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자 모두에게 세 편의 같은 시 텍스트를 제

시하 고,두 번째 실험에서는 네 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다섯 개의 실험자 군

을 상으로 세 편씩 제시하 다.21)

문학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심으로 하여 시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텍스트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과 느끼게 해주는 것을 탐색하여야

한다.때문에 작품에 해 일반 이고 보편 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지식을

먼 배우고 나서 작품에 임하게 될 때는 학습자들의 주체 인 이해와 감상이

20)J.Collie& S.Slater,조일제 역,『 어교사를 한 문학 작품 지도법』,한국문화사,

1997,p.20.

21)구체 인 작품 선정은 실험 시간과 상이한 실험자 군의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에 한 고려

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습자들이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배우면서 본고의 상 텍스트

를 했음을 미리 확인한 경우는 그 실험군을 상 로 하는 실험에서 련 텍스트를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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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어려운 어휘에 한 뜻풀이 외에는 그 어떤 부가 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 텍

스트를 쓰게 하 다.학습자들의 모든 반응 텍스트는 모두 한국어로 작성하게

끔 하 으며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하여 제출하게 하 다.그리고 실험에서는 학

습자들이 솔직한 반응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사 을 활용하여 어휘

의 의미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련된 정보를 찾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내용이든 솔직하게 쓰면 된다는 을 강조하 다.다음 학습자들의 반

응 텍스트에 근거하여 학습자들과 일 일의 면담시간을 갖고 이해 표 에

서 어려웠던 등에 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면

담 과정은 녹음하 다.

자료유형 상 텍스트 자료 수

반응 텍스트

김소월 「먼 후일」 62편

김수 「풀」 61편

나희덕 「배추의 마음」 28편

윤동주 「길」 53편

정지용 「향수」 45편

한용운「님의 침묵」 51편

황지우「 를 기다리는 동안」 66편

<표 5>본 실험의 자료 정보

본고에서는 장 찰, 장 용,면담,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Ⅱ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문학 반응의 계에 해 표명할 것이며

반응 텍스트 쓰기의 개념 그것의 속성에 해서 서술할 것이다.그리고 수

용미학,반응 심 근법 쓰기 련 이론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한

반응 텍스트 쓰기가 한국어교육에서 갖는 교육 의의에 해 능동 인 의미

의 실 ,쓰기를 통한 의미의 구체화 한국어교육에서의 기능 통합이라는 세



-22-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독자는 인쇄된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 속에 표 된 단어․문장 형

태․이미지․구조․운율 등등 텍스트에 얽 짜여 있는 구조에 동화되면서(

는 반항하면서)텍스트에 반응해 나가는 가운데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 내

용을 포착한다.이때 독자는 컨 작가의 의도나 는 텍스트의 의도를 찾아

내기 해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는 그가 읽는 텍스트의 목 목

에서 스스로 반응하고 이것을 그의 의식 속에서 ‘이해’로 얽어짜고 있다.즉 독

서한다는 것은 독자가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작가의 의도나 텍스트의 의미를

수수께끼 풀 듯이 찾아나가는 행 가 아니라,텍스트의 구조와 독자의( 는 독

서의)구조가 얽 짜이는 공동 유희이다.22)그러므로 수용미학 문학 연구는

‘작가-작품-독자 간의 소통 과정’을 문학 작품 이해의 핵심으로 삼고,작품의

수용과 향을 ‘작품-독자 간의 소통 과정’에서 분석한다.문학 텍스트의 특수

성,즉 심미 효과 조건이 되는 텍스트 내의 개방된 빈자리인 불확정성은 ‘문

학 소통’을 제로 한다.독서 과정에서 텍스트 내의 이 빈 자리를 계속 축

소시켜 나가는 심미 독서 행 는 곧 문학 소통의 기본 조건이 된다.23)

로젠블렛(L.M.Rosenblatt)은 ‘상호교통’의 개념을 활용하여 독자와 텍스트

의 계에 해 설명하 다.이러한 상호교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독자는 작품에 개성,과거 사건의 기억, 재의 욕구와

몰입,순간의 특별한 분 기,그리고 특별한 물리 상태를 가져온다.24)로젠

블렛은 상호교통의 과정에서 텍스트 역시 독자와 마찬가지로 요하다고 생각

한다.특정한 독자가 특정한 시 에 특정한 작품을 읽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

정으로,개인 인 요소들이 불가피하게 읽기 과정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독자의 과거 경험과 재의 심사는 그의 일차 이고 자발 인 반응을 능동

으로 결정한다.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 작품에 한 완 하고 균형

잡힌 반응을 산출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다른 경우에는 작품을 제한하

거나 왜곡시킨다.25)그러므로 작품의 의미에 한 ‘정확한’해석이 반드시 하나

22)차 희 편 ,『수용미학』,문학과지성사,1985,pp.17-18.

23)차 희 편 ,앞의 책,pp.83-84.

24)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탐구로서의 문학』,한국문화사,2006,p.xxv.

25)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6,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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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텍스트와의 상호교통에서 학습자들의 모든 반응이 수

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의 타당성은 존재한다.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기 하여 자신의 반응을 로 표 해야

하는데 이것 한 하나의 의미 구성 과정이다.표 에 의한 의미의 구성 과정

에서 학습자들은 자시들이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축 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향을 미치게 된다.

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다른 텍스트 구성의 일부분이 될 때,쓰기 과정과 읽

기 과정은 구분하기가 힘들며 따라서 반응 텍스트의 쓰기 과정에는 읽기와 쓰

기의 통합이 실 되게 된다.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반응 텍스트 쓰기

의 결과물을 분석하여 그것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양상은 주로 학습자들

의 진술의 양상에 근거해서 분류하여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 Ⅳ장에서는 Ⅱ장의 이론과 Ⅲ장의 양상에 근거하여 반응 텍스트 쓰기

를 통한 시 교육의 목표에 해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 다.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심으로 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구체 으로 설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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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의 이론

이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반응 텍스트의 계에 해 고

찰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해 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

는 가능성에 해 먼 알아볼 것이다.다음으로는 반응 텍스트의 개념 그

속성에 해서 기술하고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심으로 한

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이론 제를 수용미학,반응 심 근법,

쓰기 이론의 세 측면에서 진술할 것이다.반응 텍스트 쓰기에는 학습자,텍

스트,맥락의 세 변인이 작용하며 이러한 세 변인들에 해 세 변인에 해 알

아 으로써 구체 인 방법을 실 할 수 있는 제에 해 서술할 것이다.마지

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한 시 교육의 의의에 해

학습자의 능동 인 의미 실 ,쓰기를 통한 의미의 구체화,한국어교육에서 기

능 통합의 가치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반응 텍스트

1)시 교육에서 문학 반응

문학 반응이란 문학 텍스트에 의해 형성된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문학은

독자와 청자의 개인 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한 언어이다.그리고 문학은

학습자들의 강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다.문학은 학습자들 개인의

감정,의견,느낌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1)문학 반응은 독자들의 역할을

요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문학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바람직한

문학교육은 텍스트를 시하되 텍스트에 한 분석 자체가 목 이 아닌 이해

와 감상을 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교사 심의 지식 달 교육이 아

1)GillianLazar,LiteratureandLanguageTeaching:A GuideforTeachersandTrainers,

CambridgeUniversityPress,1993,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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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학습자 심의 자주 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학습자는 그가 읽는 텍스트의

구체 국면에서 스스로 반응하고 그것을 그의 의식 속에서 그의 경험세계와

응시키면서 하나의 이해를 조직해내야 한다.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보다 함축성을 지닌

가능성을 가진 언어이다.특히 문학 장르 에서도 시의 언어가 가장 함축 인

언어이다.이 은 문학교육에서 감안해야 할 이며 이는 그와 동시에 시

교육에서 활용해야 할 이기도 하다.

시가 언어의 특수한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일상 인 언어나 산문 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이한 언어의 조직은 아니다.때로는 비약과 생략으로 의미

를 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비유나 상징으로 원뜻을 알기 어려울 때도 있

지만 시도 담화의 한 양식이므로 구문 자체는 일단 보통의 언어로 풀어서 이

해할 수 있다.

말 이와 더 (M,Alan& D,Alan)2)가 시는 언어 학습에 한 입력의 풍부

한 원천을 제공해 다고 본 것과 같이,시가 실제 드라마나 소설에 비해 학습

자들이 배우기에 어려운 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 외국인 학습

자들에게 문화를 배우고 한국 인 표 습을 배우며 한국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

고 그에 합한 시 작품을 선택하여 학습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는 다른 문학

장르보다도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다. 한 시 텍스트는 빈자리가 많아 그러

한 빈자리를 학습자들이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채워나갈 때 다른 문학 장르보

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보다 극 인 학습자가 되도록 독

려할 수 있다.이를 고려할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학 반응을 활

용한 시 교육은 가능성과 의의를 지닌다.

한 시 교육에서 시가 난해하다는 단은 상 이다.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어렵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국인 학습

자들의 경우,자신들의 모국어교육에서 이미 체계 인 문학교육이 진행되었으

며 시 교육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그러므로 그들은 시라는 장르가 낯설지

2)AlanMaley&AlanDuff,조일제 역,『학습자 활동 심의 ( )시 지도법과 언어교육』,한

국문화사,2005,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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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시 읽기에 익숙해 있다.따라서 시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갖고 있

는 능력들을 인정해주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습자들이 자

신만의 반응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학습자는 문학작품을 자신

의 수 에 맞게 감상하므로 학습자들의 반응은 그들의 능력의 향을 받게 되

며 한 반응의 성찰 수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능력 한 신장될 수 있다.

시 교육에서 일차 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학습이나 해석의 상이 되

는 ‘텍스트’이지만,시 교육이 궁극 으로 지향해야하는 것은 학습자들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작품’이다.특히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의 상이 되는 제재로서

의 텍스트보다 학습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텍스트 는 그 교수․학습 활동 자

체가 요해지고 있다.즉 시 독서나 시 교육은 텍스트에 한 독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3)

언어인지는 언어 표 의 근원 기 이고,언어 표 은 언어인지의 형성 기

이다.언어 표 은 언어인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외부의 기 와 자극에서

발생하는 언어활동이 되며,언어의 주체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으로 개인은 더

많은 심리 요소를 동원하게 되고 더 많은 주의를 투입하게 된다.언어인지에

비하여 언어 표 이 소모하는 심리 에 지가 더 많다.그러므로 언어 주체의

내부에 있어서 더 심각한 심리 활동의 흔 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4)따라서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쓰는 과정을 통해 시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며 좀더 극 으로 구체 으로 읽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응 연구에서 생되는 한계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반

응은 학습자들이 표 하기 까지 비가시 이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해,해석

등을 쓰는 과정에서 쓰기 능력,한국어 등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쓰

기의 어려움이 학습자들의 표 을 제한하여 표 된 이해 상황이 실제 학습자

들이 이해한 상황보다 훨씬 을 수도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 연구

가 가지는 한계를 수용한다는 제 하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윤여탁 외,『 시 교육론』,사회평론,2010,pp.22-23.

4)노 숙,「 국인 고 학습자를 상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교육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1,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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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응 텍스트의 개념 속성

감상이란 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는 일체의 행 를 말한다.감

상은 문학 작품을 둘러싼 소통 과정에서 독자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효

과를 총칭하는데,감상은 논리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 인 측면에서 보다 폭

넓게 일어난다.감상의 원리는 문학 작품의 내 인 속성을 규명하는 것과 주체

의 본질,즉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의 속성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감상은 이 두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그에 비해 반응은 독자의 감

상 행 를 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수용 주체의 편차에 주목한다.5) 다

른 유사 개념인 수용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 를 의미한

다.이는 문학 작품의 이해와 평가를 독자,즉 수용자 심으로 해야 한다는

독일 수용미학의 심 개념이다.6)반응은 수용과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그 의미의 폭이 수용에 비해 더 넓은데 독서 과정 반에서 발생하는 독자의

인지 ,정의 의식의 반향과 독서 후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좀더 포 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감상이나

수용보다는 ‘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반응(response)이란 용어는 교사 심의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 심의 수업

으로 방향을 환하기 하여 제안한 것으로,반응 심 문학교육에서 가장

요한 개념이다.로젠블렛(L.M.Rosenblatt)은 ‘반응’을 ‘환기’의 개념과 구별하

다.그는 “환기란 심미 소통 동안 독자가 자신의 언어 ,문화 ,삶의 과

거 경험에서 끌어온 아이디어,감각,느낌,이미지를 선택하여 그것을 새 경험

인 환기된 시나 소설 는 희곡으로 종합하는 과정”이며 “반응은 환기된 의미

(곧 문학작품)에 반응하는 것이며,심미 소통 동안 그리고 후에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 다.7) 한 퍼 스와 리페르(A.C.Purves& V.Rippere)는 “문

학 반응은 한 편의 시,이야기,소설을 읽는 에 는 읽고 나서 수행하는 인

지 ,정의 ,지각 ,정신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 다.8)

5)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엮음,『국어교육학사 』, 교출 ,1999,pp.11-12.

6)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엮음,앞의 책,pp.445-446.

7)LouiseM.Rosenblatt,“Viewpoint:Transaction versusInteraction:A Terminological

RescueOperation”,ResearchinTeachingofEnglish19-1,NCTE,1985.



-28-

경규진은 이러한 정의들을 참고하여 ‘반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1.반응은 환기에 한 것으로 ‘텍스트에 의해 구조화된 경험’으로서 환기

의 개념과 구별된다.2.반응은 텍스트의 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독자의 치

를 부상시킨다.3.반응은 독서 과정과 후의 과정을 포함시킬 정도로 확

된다.4.반응은 개인 이면서 사회 ․문화 행 이다.5.반응은 감정과 동

일한 것이 아니며,심리 감정에 제한시키기보다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이해

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인식 작용을 포함한다.9)

이상의 논의를 기 로 하여 본고에서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우

선 반응은 감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형

성한 인지 ,정의 ,지각 의식의 복합 인 양상을 포함한다.다음으로 이때

반응은 학습자들에 의해 언어로 외화한 ‘표 된 반응’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와

의 소통에서 형성된 모든 반응을 포 한다.그리고 반응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

와 소통하면서 독서 과정에 형성되고 독서 후에 표 되는 과정에서 더욱 명료

해지고 확장될 수 있다고 보면,학습자의 개인 향뿐만 아니라 사회 ,교

육 ,문화 인 측면의 복합 인 향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반응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마음속에 형성된 생각,

느낌,감정 등을 언어로 외화하는 즉 표 한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이다.여기

에서 표 은 주로 쓰기로서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사고와 감정을 로 표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반응 텍스트는 학습자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진

술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기 표 쓰기라고 할 수 있다. 한 반응 텍스

트 쓰기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그 근거를 시 텍

스트에서 찾아 서술하는 것이므로 반응 텍스트는 설득 특성도 지니고 있는

데,이는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문학 텍스트에 한 자신의 생각을 타당

성 있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반응 텍스트는 시 텍스트를 상으로 생산

된 텍스트라는 에서 상호텍스트성도 갖고 있다.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쓸 때 필연 으로 그가 읽은 시 텍스트의 어떤 것이 반응 텍스트에 반 되고

향을 미친다.그리고 표 과정도 반응에 속하기 때문에 반응 텍스트는 그

8)A.C.Purves& V.Rippere,ElementsofWritingaboutaLiteraryWork:A Studyof

ResponsetoLiterature,NCTE,1968,p.xiii.

9)경규진,「반응 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3,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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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서 반응의 일부분이다.뿐만 아니라 반응 텍스트는 이해와 표 의 과정

을 통해 생산된 결과이며 한 학습자가 한국어로 표 하고 있으므로 읽기 기

능과 쓰기 기능의 통합 양상을 띤다.

본고에서 ‘반응’은 ‘표 된 반응’뿐만 아니라 ‘내면 인 반응’도 있다는 확

된 개념을 인정하기는 하나,연구를 진행할 때는 ‘표 된 반응’에만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반응은 여러 복합 인 원인들에 의해 형성되는데,학습

자들이 표 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표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따라서 학습자들의 ‘표 된 반응’을 단서로 그들

의 ‘내면 반응’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추측

일 뿐이므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배제하기로

한다.비고츠키(L.S.Vygotsky)는 내 언어를 완 히 특수하고 독립 이며

자율 이고 자립 인 언어의 기능이라고 규정한다.내 언어에서 외 언어로

이행하는 것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직 인 번역이라거나 무언에 음

성 측면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며,내 언어의 단순한 음성화도 아니다.그

것은 언어의 재구성이며,내 언어의 완 히 특수하고 독자 인 구문법,의미

․음성 구조를 외 언어의 구조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내 언어

가 단순히 음성이 없는 언어가 아니듯이 외 언어는 음성이 있는 내 언어

가 아니다.10)즉 심리 세계의 구성 요소가 언어 이기는 하지만,내 발화와

외 발화는 상이하며 련이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동일체는 아니다.따라서

학습자들의 표 을 통해 그의 사고를 추측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

재하게 되며 불확정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반응’을 표 하는 것에 한 자극은 그들의 내면 반응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이것은 표 과 반응의 상호 연 성에 의해 생산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쓴 ‘반응 텍스트’에

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표 한 반응에 해 고찰할 것이며 반응의 표 에

한 교육 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반응을 정교화하고 풍부화할 수 있는 방

법에 해 알아 볼 것이다.

독자가 문학에 해 쓴 을 다룬 많은 연구들 가운데 가장 표 인 연구

10)L.S.Vygotsky,이병훈․이재 ․허승철 역,『사고와 언어』,한길사,2013,pp.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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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퍼 스와 리페르(A.C.Purves& V.Rippere)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문

학에 한 독자들의 구어 ․문어 반응들을 분석하여 문학에 한 쓰기의

사태를 기술하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하 다. ‘참여-몰입(Engagement

-involvement)’,‘지각(Perception)’,‘해석(Interpretation)’,평가(Evaluation)가

그에 해당한다.즉 독자가 문학에 한 쓰기에서 작품에 한 자신의 몰입

상태,작품에 한 자신의 지각,작품 체 혹은 작품 일부의 의미나 의의에

한 해석,그리고 작품에 한 자신의 평가에 해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다.11)

스콰이어(J.R.Squire)는 다음과 같은 문학 련 반응 범주를 제시하 다.

‘문학 단(literaryjudgments)’,‘해석 반응(interpretationalresponse)’,‘서

술 즉각 반응(narrationalreactions)’,‘연합 반응(associationalresponses)’,

‘자기 몰입(selfinvolvement)’,‘규범 단(prescriptivejudgements)’,‘기타

(miscellaneous)’가 그것이다.12)오델과 쿠퍼(L.Odell& C.Cooper)는 문학

련 진술의 분류를 ‘개인 인 진술(PersonalStatements)’,‘기술 인 진술

(DescriptiveStatements)’,‘해석 인 진술(InterpretiveStatements)’,‘평가 인

진술(Evaluative Statements)’네 가지로 제시하 다.13) 한 뉴웰(G.E.

11)‘참여-몰입’은 작품에 몰입된 것을 나타내는 진술로서 독자에게 정서 자극의 정도,독

자에게 일어난 흥미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된다.‘지각’은 작품 그 자체를 기술하는

진술로서 작품 내용의 재진술,내용 요약,형식 인 구성요소에 한 언 ,작품의 역사 배

경에 한 진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해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일반화한 진술,

텍스트 자체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문제를 더 포 이고 폭넓게 다루는 진술을 의미한다.

‘평가’는 작품의 특징에 한 단 진술을 의미한다.

A.C.Purves&V.Rippere,앞의 책,pp.6-8.

12)‘문학 단’은 ‘그것은 효과 이다’,‘그것은 훌륭하다’와 같은 일반 인 논평,언어,스타일,

성격화 등에 한 특수한 반응을 지칭하는 것이다.‘해석 반응’은 성격 는 롯의 해석,

념과 주제의 해석,특수한 사실들의 시각 해석을 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의 재구

성 등을 포함한다.‘서술 즉각 반응’은 해석하려는 시도 없이 독자가 스토리의 세부와 사실

들을 보고 하는 반응들,사실 인 다시 말하기가 여기에 속한다.‘연합 반응’은 념,사건

들,장소,사람들을 그 자신의 경험과 연합시키는 반응들을 말하는 것이다.‘자기 몰입’은 독

자 자신을 인물의 행 는 감정과 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규범 단’은 독자가 어떤

기 을 토 로 인물의 행동 과정을 규정하는 반응들을 의미한다.

JamesR.Squire,TheResponsesofAdolescentswhileReadingFourShortStories,

NCTE,1964,pp.17-18.

13)‘개인 인 진술’이란 독자에 한 자서 인 여담이나 작품에 련된 개인 인 참여 정도

의 표 을 말한다.‘기술 진술’은 작품의 일부분을 서술 는 다시 말하기나 작품의 언어,

인물,배경 등에 해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해석 진술’은 작품의 일부분에 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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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ll)은 반응의 진술 분류를 ‘기술 인 진술(DescriptiveStatements)’,‘개인

인 진술(Personal Reaction Statements)’, ‘연합 진술(Associative

Statements)’,‘해석 진술(InterpretiveStatements)’,‘평가 진술(Evaluative

Statements)’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14)

본고에서는 이러한 진술 유형들과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의 구체 인 진술

양상을 고려하여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한 기술 진술,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 진술,시 텍스트의 가치에 한 평가 진술,그리고 자신과의 연

계짓기를 통한 성찰 진술 네 가지로 그 유형을 분류하 다.시 텍스트의 정

보에 한 기술 진술에는 주로 사실 정보나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기

술하는 반응들이 포함되며,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 진술은 학습자들

이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정보들에 해 좀더 확장 으로 진술

하는 반응들이 포함된다.그리고 시 텍스트의 가치에 한 평가 진술에는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한 윤리 단과 미 가치에 한 문학 단이 포함되

며,자신과의 연계짓기를 통한 성찰 진술은 시 텍스트에 의해 환기된 학습자

들의 감정이나 느낌에 한 정서 반응,깨달음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한

성찰 반응들을 의미한다.시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그들

이 어떤 맥락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진술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

라 반응 텍스트는 상이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인지주의 이론의 측면에서 반응의 표 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어떤 부

분에 주목하고 그것이 지닌 의미와 정보내용을 어떤 표상으로 재형성하면서

하거나 작품의 체에 해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평가 진술’은 작품의 환기에 한 평

가,작품의 구성에 한 평가, 작품의 의의에 한 평가가 포함된다.

L.Odell& C.Cooper,“DescribingResponsetoWorksofFiction”,Researchinthe

TeachingofEnglish10-3,NCTE,1976,pp.205-206.

14)‘기술 인 진술’은 이야기의 일부분에 해 다시 말하거나 이야기의 일부 측면에 해 진술

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인 인 진술’은 ‘남편이 그녀를 하는 방식에 해 나도 속상하다’와

같이 이야기의 형식이나 내용에 한 쓴이의 개인 인 반응에 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 진술’은 텍스트 이해에서 활용되는 독자의 개인 인 경험이나 지식에 련된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다.‘해석 진술’은 이야기에서 서술하는 문자 이상으로 이야기에 해 추론하

는 진술을 의미한다.‘평가 진술’은 작가의 방법, 에 해 평가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G.E.Newell,“Reader-BasedandTeacher-CenteredInstructionalTasks:Writingand

Learning Abouta ShortStory in Middle-Track Classrooms”,JournalofLiterary

Research28-1,1996,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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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활용하는 가의 문제이다.그리고 학습자들이 도입하는 맥락은 그들의

배경지식의 향을 받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양상 분류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

미 갖고 있는 지식들이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되고

용되는지에 해 확인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지식에는 사실 지식뿐만 아

니라 차 지식도 포함된다.특히 차 지식의 이 과정은 모국어에서 형

성된 시 읽기 능력의 이 용 과정이기도 하다. 같은 상에 해 같

은 방식으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학습자들의 기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양상

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그리고 진술 방식은 학습자들의 읽기 방식과

히 연 되는 것으로서 진술 방식에 한 고려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 텍스

트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의 이론 제

1) 시 교육에 한 수용미학 근

학습자 즉 수용자 심 인 문학 연구이론인 수용미학15)은 1960년 말 서독

문 학계에서 시작된 문학 연구의 한 방법론이다.이것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15)독자 심의 이론은 그동안 수용미학,수용이론,독자반응비평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졌다.

그 까닭은 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학자들이 그들의 논문이나 서에서 서로 달리 용어를 사

용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며 그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용미학이란 용어는 야우스(H.R.Jauss)가 1967년 서독의 콘스탄츠 학에 취임할 때 강

의한 논문「문 학의 도 으로서의 문학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독자반응비평은 형식주의의 텍스트 심비평에 반 하면서 독자지향의 근방법을 지지했

는데,공간 해석학과 육체 시학에 항하여 독서의 일회성과 텍스트의 불연속성을 요

시했다.아울러 독자의 활동과 작업에 한 인식론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압박들

을 고찰했다.

홀럽(C.Holub)은 독일의 수용미학과 미국의 독자반응비평의 차이 을 밝히면서 수용이론

은 1960년 말 서독에서의 사회 ․지 ․문화 발 에서 비롯된 이 의 비평 이론에

한 하나의 반동이며,비평가 상호간의 유 계 속에서 의식 이고 집단 비평운동으로서

하나의 학 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주장하 다.그러나 독자반응비평은 비운동성,비

집단성,비학 성을 띠고 개된 1980년 이후의 미국 비평계의 흐름이라고 하 다.

R.C.Holub,최상규 역,『수용미학의 이론』, 림기획,1999,pp.3-7.

본고에서는 수용미학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33-

평가를 독자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W.Iser)는 “작품은 독자의 독서 행 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견해에

서 수용미학 인 텍스트 과 작품 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잉가르덴(R.

Ingarden)의 상학 술 이론에 근거해,작가가 창작해 놓은 인쇄물인 (창

작)작품을 <텍스트>라 부르고,이것을 독자가 읽고 이해하여 재생산해 낸 문

학 텍스트를 <작품>이라고 한다.즉 작가에 의해서 생산된 <텍스트>와 독자

에 의해서 다시 탄생하게 되는 <작품>을 구분하고 있다.16)작가가 창작한 ‘텍

스트’는 독자에 의해 읽 져야만 ‘작품’으로 재구성되게 되므로,여기에서 독자

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한 작가의 한 편의 문학 텍스트는 수

많은 독자에 의해서 상이한 여러 작품들로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는 문학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제기하면서 략 불확정

성은 문학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하 다.문학 텍스트에는 빈틈이 있으며 그것

이 불확정성의 공간으로 남아있고 독자는 이러한 불확정 인 부분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의미를 완성하게 되며 ‘텍스트’를 ‘작품’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

다.

독자가 텍스트를 만나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수용자의 상태가 변

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야우스(H.R.Jauss)는 이것을 기 지평의 개념으로

해석하 다.야우스는 만하임(K.Mannheim)이 사용한 용어인 기 지평을 통

해 독자의 기 가 문학 텍스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 다.

기 지평에는 작품을 수용할 때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포

함된다.따라서 수용자의 기 지평과 작품의 기 지평이 일치할 때 수용자에게

작품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다만 명백한 것은 작품 이해를 한 실제 제

조건인 수용자의 기 지평에는 선험․경험․ 통․습 ․상식․교육 등에서

온 지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기 지평은 독자가 지닌 텍스트에

한 이해의 범주 한계를 결정한다.17)

야우스는 텍스트 수용과정에서 독자가 이미 갖고 있는 선행의 경험요소의

향을 받는 것을 독자의 심리 작용으로 보고 이것을 독자의 ‘일차 지평’

16)WolfgangIser,이유선 역,『독서행 』,신원문화사,1993,pp.55-57.

17)차 희 편 ,『수용미학』,문학과지성사,1985,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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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 다.이러한 일차 지평은 독자가 수용하는 텍스트의 지시 내지는

암시에 의하여 객 으로 조정된다.독자의 일차 지평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지시에 반응하고 그것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기 지평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

는 것이다.이 과정을 야우스는 작품 수용 이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 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수용미학은 문학작품의 역사성과 술성이 수용자

의 작품체험 속에 내재해 있다는 통찰 아래,문학 텍스트 이해의 기 을 수용

자의 심미 경험에 두고 문학작품의 역사 ․심미 연 성을 성찰하여 작품

의 술성을 해명하고자 한다.18)야우스는 인간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일어

나는 ‘심리 작용’을 심미 경험,일차 인 요소로 악한다.그러나 그는 이

심리 작용이 완 히 주 이 아니라는 을 강조한다.심리작용은 작품이해

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 인상의 연속이 아니라,텍스트 자체의 객 지

시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 이 는 독자의 ‘심미 독서 행 ’를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 행

로 보면서 텍스트의 불확정성 때문에 이러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 다.

텍스트의 빈틈을 축소해나가는 심미 독서행 는 문학 소통을 가능하게 하

는 기본조건이 된다.그러므로 이 가 주장하는 ‘심미 경험에 의한 텍스트의

구체화’는 텍스트 효과구조와 독자반응구조 간의 상호작용이며,문학 텍스트의

구조는 언어구조와 효과구조로 이루어지는 바 그 심미 반응을 제로 하고

있다.그리고 문학작품의 내용은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아니라 그 구조

가 발휘하는 힘이며 문학 텍스트의 구체화는 의미구조만이 아니라 그 구조

인 힘을 경험하는 것에 해당한다.19)

이러한 이론들은 우선 교육에서 학습자 심 인 근을 시사하여,학습자들

의 반응 결과물이 교육에서 갖는 의의에 해 설명해 다.의미가 텍스트에 결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형성한 다양한 반응은 그 의의를 갖게

된다. 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상이한 기 지평을 갖고 작가가 창작한 시

텍스트를 마주하게 되며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배

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

18)차 희,앞의 책,p.44.

19)차 희,앞의 책,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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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심미 경험을 확장해나간다.각기 다른 기 지평을 지닌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고 상이한 심미 반응들을 형성하게 된다.

2)시 텍스트 읽기에 한 반응 심 근

반응 심 근법은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와 텍스트의 상호소통을 통해 학습

자들의 유효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 으로 한다.특히 학습자가 텍스트

와의 소통에서 불러일으킨 것,즉 환기에 반응한다는 을 강조한다.

반응 심 근법은 문학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장한 로젠블렛(L.M.

Rosenblatt)에서 출발한다.로젠블렛은 ‘상호교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과정에 하여 정의하 다.‘상호교통 ’이라는

용어는 듀이와 벤틀리(J.Dewey& A.F.Bentley)의 개념으로,그 구성 요소

는 요인이 한 쪽이 다른 쪽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고,규정하기도 하는

체 상황에 한 양상에 해당하는 ‘진행 인 과정’을 나타낸다.20)

로젠블렛이 ‘상호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독자와 텍스트

라는 두 요소의 근본 인 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상호교통 이론에 의하

면 의미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교통에 의해 발생하는데,이는 의미의 생성에

서의 독자와 텍스트의 왕복의,나선형의,비선형 인,지속 인 상호 작용의

향을 강조한다.상호교통 이론에서 독자와 텍스트의 계는 나선형으로 진행하

면서 그 안에서 독자와 텍스트는 서로 상 에게 기여하는 바에 의해서 계속

으로 향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로젠블렛은 상호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와 텍스트,모두를 강조한다.

독자는 텍스트로부터 이끌어낸 언어 자극들에 반응하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20)듀이와 벤틀리는 다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상의 이 인 표 에 반 하려고

애썼는데,이는 상호작용이 고립되고,자기 쇄 이며,서로서로에게 향을 미치는 이미 정

의된 실체를-상투 인 를 사용해서 설명하자면 당구공이 서로 부딪치는 식으로-암시하기

때문이다.듀이와 벤틀리는 상호교통 이라는 말을,“확장 으로 지속 으로 함께 볼 수 있

는 권리로 언 되며,상당히 많은 부분은 마치 타 할 수 없이 분리된 것처럼 례 으로 언

되는 것”으로 제시했다.

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독자,텍스트,시:문학 작품과 상호교통 이

론』,한국문화사,2008,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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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요지를 제공하고 구성하기 하여 자신의 축 된 경험과 감수성이라는

자원들을 선택 으로 끌어내기도 하는데,이러한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문학

‘작품’이 형성된다.로젠블렛은 이 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인종 ,사회 ,심

리 역사를 가져오며 독자의 성별과 같은 요인도 상호교통에 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한 텍스트 읽기는 독자의 인생사의 어느 특정한 시 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호교통은 과거 경험뿐

만 아니라 독자의 재의 상황과 재의 심 는 열 하고 있는 문제를 포

함하게 된다.21)여기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과 지역 사회라는 사회 배경

에서 습득한 도덕 규범이 포함된다.그러므로 상호교통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필수 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결코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따라서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갖고 오는 이러한 요소들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서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서

로 다른 독자는 읽기의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인지한다’는 사

실은 인지 과학에서의 거듭된 실험의 결과로 증명되었다.22)즉 읽기는 언어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포함한다.그러므로 독자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것

은 텍스트 자체만큼이나 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은 학습자들이 반응을 산출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도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텍스트를 왜곡하여 이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호교통 이론에서 텍스트와 독자는 동등하게 인식된다는 을 고려할 때 텍

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텍스트는 상호교통에서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의 해석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따라서 로젠블

렛은 상호교통 이론에서 텍스트의 능동 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첫째,텍스트는 독자의 심에 을 맞추는 자극제이므로 언어 기호와

연결된 개념인 과거 경험의 요소들을 활성화한다.둘째,독자가 재 된 것에

한 선택,거부,그리고 순서를 안내할 가설을 추구함에 따라 텍스트는 독자

의 심의 최 방에서 수용된 것을 조 하도록 도와 다.23)텍스트의 이러한

21)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35.

22)William Grabe& FredrickaL.Stoller,Teaching andResearching Reading,Harlow:

Longman,2002.

23)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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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인해 해석은 타당성을 갖추게 된다.그러므로 상호교통 견해는 독

자의 기여의 요성을 주장하는 한편,텍스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

석의 타당성에 한 심 한 받아들인다.여기에서 해석의 타당성의 두 가지

요한 기 은,독자의 해석은 텍스트의 요소에 의해서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언어 인 편견은 없다는 사실에 아무 것도 투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24)

즉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에 있는 요소를 무시하는지 는 그것에 텍스트에서

방어할 근거가 없는 경험을 투사하는지를 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교통은 원심 독서와 심미 독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실 된다.두

유형의 요한 차이는 정의 이고 인지 인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동안 독자가 갖는 의식의 이다.

사회학에 한 논문이나 의학 보고서를 읽은 후 필요한 행동을 한 정보나

방향을 발췌하기 해서,독자는 일차 으로 그 단어들이 환기시키는 것의 비

감정 이고 일반 으로 타당한 양상에 주의를 집 해야 하고,감성 요소들은

의식의 주변으로 떨어뜨리거나 쳐내 두어야 한다.로젠블렛은 이것을 ‘가지

고 가다(tocarryaway)’를 의미하는 라틴어 efferre가 어원인 정보 추출 독

서(efferentreading)로 명명한다.한편,시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해 독자는

인간 인 감성 분 기와 감성 으로 재 된 단어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시

의미를 포함하도록 심의 역을 넓 야 하며,상호교통하는 동안에 창출된

분 기,장면,상황들에(경험하고 살아내는 체험을 하면서) 을 맞추어야 한

다.로젠블렛은 이것을 심미 독서(aestheticreading)라고 명명한다.이때의

두 입장은 립 인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가능한 상호교통을 하는 연속체

를 형성한다.25)어떤 작품과의 상호교통은 의식의 지시 이고 정서 인 양쪽

측면을 모두 자극하므로, 으로 원심 인 것과 으로 심미 인 것의 연

속선상에서 어떤 측면에 집 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목 이 결정된다.특히 심

미 인 목 의 독서는 독자로 하여 정서 인 면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할 것이다.이러한 감각,감정,인상 그리고 개념이 혼합되어 이야기나 시,

드라마가 구성해내는 경험이 구조화된다.이는 독서 행 에서뿐만 아니라,

24)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201.

25) Louise 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탐구로서의 문학』,한국문화사,2006,

pp.xxii-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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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행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26)

그러므로 심미 인 독서와 정보 추출 인 독서의 구분은 궁극 으로는 독자

가 하는 일,즉 텍스트와 련하여 독자가 취한 입장 수행한 활동에서 생겨

난다.스펙트럼의 한쪽 끝부분에 치한 정보 추출 인 독서에서 독자는 의도

으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는 독서 활동을 하면서 언어 상징들에 하여

개인 이고 질 인 반응을 보이기도보다는 상징들이 가리키는 것,즉 자신이

찾고 있는 최종 결과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즉 정보,개념,행동 지침 등,읽

기가 끝나면 자신에게 남겨질 것들에 집 한다.반면에,스펙트럼의 다른 끝부

분에 치한 심미 인 독서 활동에서는 독자의 일차 인 목 이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달성된다.겪어내고 있는 실제 인 경험에 그의 심이 고

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활동은 텍스트에 의하여 생성된 모든 범주의 반응들

이 의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만들고,이들을 재료로 삼아 독자는 술로

서의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엮어 나간다.27)즉 독자가 의

식의 을 모으는 데 있어서의 방향에 한 이와 같은 구분은 동일한 텍스

트라고 하여도 학습자는 정보 추출 으로 읽을 수도 있고 심미 으로 읽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시 텍스트를 읽는 것은 시 텍

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반응을 생성하게 되는 과정인데,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정보에 의해 환기된 자신의 경험에서 련되는 느낌,이미지,생

각 등을 선택하게 된다.이 선택에는 그들의 언어 문화 삶이 향을 미치

며,이 선택은 그들의 반응의 양상을 결정한다.특히 시 텍스트는 빈자리가 많

고 함축 인 텍스트로서 학습자의 개성,경험,지식,상황,태도에 따라 의미

구성,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특히 시 텍스트는 빈자리가 많고 함축

인 텍스트로서,학습자의 개성,경험,지식,상황,태도에 따라 의미 구성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 과정에서 하나의 시 텍스트를 읽은 학습

자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낸 이미지는 각기 다르며,반응 한 다양하게 나

타난다. 한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 읽기는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보 추출

26)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6,p.33.

27)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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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서에만 머물지 않고,자신과의 연계를 통한 심미 인 독서로 확장된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단지 학습자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텍스트와의 소통 속에서 텍스트의 향을 받게 된다.텍스트에 의해서

제공된 단서는 한편으론 학습자들의 반응을 자극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독

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지각하도록 통합하게 하는 것과는 계가 없는 것을

없애버리도록 독자를 안내한다.28)따라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응들은 반드시 텍스트에 의해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시 텍스트는 다른 장르에 비해 학습자들의 감성 ,정의 인 반응들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불러일으키므로 학습자들에게 심미 으로 미를 추구

하기 하여 읽 질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교육의 장에서는 학습자들로 하

여 시 텍스트에 한 심미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야 한다.이러한

심미 독서는 로젠블렛이 말했듯이 문학 텍스트에서 가능한 것이며 다른 사

람이 체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반응 텍스트 쓰기에 한 쓰기 이론 근

반응 텍스트 쓰기는 문학 작품 읽기와 쓰기의 유기 인 통합을 의도한다.문

학 경험은 작품 읽기와 작품에 한 자신의 반응을 쓰는 활동이 유기 으로

이루어지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읽기와 쓰기는 읽기를 한 쓰기,쓰기

를 한 읽기가 아닌,작품 읽기와 쓰기는 상호 조 인 계에 놓인다.스콜

즈(R.E.Scholes)는 읽기와 쓰기는 상호작용에 의해 완성되기까지는 미완인

채 남아 있는 상보 인 활동이며,그것을 로 쓸 때 읽는 텍스트에 한 반응

을 완성하게 된다고 보았다.29)학습자들의 반응은 표 을 함으로써 그것이 더

욱 분명해진다.표 은 말하기와 쓰기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양자 간에

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학습자들이 반응을 표 할 때에도 말하기를 선호하

는 경우가 있고 쓰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으로 구어 반응을 선호하는 경우는 말하기가 즉각 이고 인상 인

28)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129.

29)RobertE.Scholes,김상욱 역,『문학이론과 문학교육:텍스트의 력』,하우,1995,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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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쓰기는 일정한 쓰기 능력을 제로 하며 한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학습자들로 하여 이미 반응한 것에서 많은 것을 버

리도록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말하기는 학습자들의 다시 읽기를

자극하기 어려우며 한 폭넓고 체계 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에

서 한계가 있다.

국인 학습자들의 경우,기존에 받은 교육의 향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읽

기나 쓰기에 많이 익숙하다.그리하여 지명을 하지 않는 한 스스로 말하기를

통해 표 하는 경우는 다.그들이 말로 표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다.그러므로 읽기와 쓰기 기능 간의 통합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

해 상황에 한 고찰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련 말하기 활동도 설계할 수

있다.그리고 집단에서의 말하기란 여러 학습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솔직한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듣고 모

방할 수 있는 험요소가 있다.

쓰기는 문자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필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서 한국어교육에서 쓰기는 문자 표 기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맞춤법,표기법에서 시작하여 어휘력,구문력,표 력과 같은 그

언어문화에 한 지식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의 표 능력을 포 한다.30)

단지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 없는 나열이 아니라,단어와 문장들 사이의 응집력

이 있는 하나의 (text)로 형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쓰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이 직면한 상황, 을 쓰는 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쓰기 략을 활용하며 자신의 목 에 맞게 지식을 변형,구성하는

인지 인 과정이다.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쓰기는 구성주의에 그 기반을

30) 라운은 쓰기를 하는 데 필요한 미시 기술로 1.문자소와 정자법 패턴 제작,2.효율 인

속도록 제작,3. 한 단어 순서 패턴 사용,4.받아들일 수 있는 문법 체제,패턴,규칙 사

용,5.다른 문법 형태로 특정한 의미 표 ,6.결합장치 사용,7.수사학 형태와 규약 사용,

8.형태와 목 에 따라 의사 달 기능 성취,9.사건들 간의 연결 고리 달, 심 생각,보조

생각,새로운 정보,주어진 정보,일반화 시 계 달,10. 자 그 로의 의미와 함축

인 의미 구별,11.문화 특수한 참고사항 올바르게 달,12.다양한 쓰기 책략 개발

사용 등이 있다고 하 다.

H.DouglasBrown,권오량․김 숙․한문섭 역,『원리에 의한 교수:언어 교육에의 상호

작용 근법』,PersonEducationKorea,2001,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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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구성주의 에서의 쓰기31)는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러한 쓰기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게 되는데,쓰기를 수

행하는 필자인 학습자의 개인 인 경험,배경지식,기존에 읽은 텍스트,사회

인 맥락 등이 모두 쓰기 결과물의 생산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사회 그룹들에 속하며 그들은 말하고,생각하고,알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성한다.개인들은 의사소통에서 담

화,화제,세상 지식들을 포함하는 사회 인 활동의 많은 지식과,그들이

에 사회 경험을 통하여 발달된 개인들의 지식을 통하여 의미를 생성해낸다.

개인들은 커다란 사회문화 역사 맥락 안에서 그들 자신의 처지에서 동시

이고 사회 인 맥락을 읽으며, 한 개인들은 을 쓸 때 그들의 청 들을 고

려한다.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계 속에 있는데,그 다른 사람들

은 력자,응답자,비평가로서 상호 력자의 역할을 취하고 의미가 만들어질

속성에 향을 미친다.그리고 이러한 쓰기가 읽기와 연계될 때,작가들에 의

해 산출된 텍스트는 필자가 쓰여진 것을 읽고,조직하고,선택하고 이들 단서

에 의해 정신 으로 표상된 내용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 단서로부터

필자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도록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32)

따라서 반응 텍스트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지각한 정보에

해 선택 으로 주목하고, 련 내용에 해 다양한 맥락에 의존하여 조직하

고 표 하게 된다.이러한 선택의 과정에 학습자의 개인 인 경험,배경지식뿐

만 아니라 학습자가 처한 사회 맥락이 향을 미친다.필자인 학습자는 내포

31)구성주의는 일반 으로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로 나 게 되며 따라서 양자에 의한

쓰기의 개념도 상이한 을 갖고 있다.인지 구성주의는 의미 구성의 인지 측면을 강조하

여,개인이 의미 구성의 주체이며,의미는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이

에 비해서 외부 지향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 구성주의 연구자들은 의미 구성의 사회 측

면을 강조하여,담화 공동체가 의미 구성의 주체이며,의미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

회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갖는다.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그 장 과

한계 을 갖고 있다.두 입장의 한계 을 극복하고 사회와 인지를 통합하기 하여 라워

(L.Flower,1989)는 사회-인지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는데 이 개념은 개인이 읽기와 쓰기를

하는 동안 상황이 인지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해서 사용한 말이다.본고에서의

구성주의는 인지와 사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라워의 사회-인지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 섭․박태호․이정숙,『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박이정,2000,pp.27-77참고.

32)NancyNelsonSpivey,신헌재․박태호․이주섭 역,『구성주의 은유:읽기․쓰기․의미 구

성의 이론』,박이정,2001,pp.204-207참고.



-42-

독자를 상하고 을 쓰게 되며 그들의 기 와 요구는 무엇이며,이러한 기

를 충족시켜주기 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해서 고민을 하기 때

문이다.그리고 이러한 사회 맥락은 쓰기에서 학습자들의 선택에 향을 미

치게 된다.학습자는 담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쓰

기 결과물’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반응 텍스트 쓰기의 경

우,학습자의 개인 인 느낌,생각이나 배경지식 등은 반응 텍스트 내용의 일

부 혹은 부가 될 수 있다.그러므로 반응 텍스트 쓰기 과정에는 텍스트로부

터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의 역할과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필자의 역할이

혼합되어 동시 으로 한 학습자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느낌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인 한국어로

표 하기 때문에 일반 인 표 보다 더 복잡한 인지과정을 거치게 된다.외국

어 쓰기는 일반 으로 학습자들의 인지 성숙도에 비해 학습한 외국어의 수

이 낮은 경우가 부분이어서,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게 된다.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모국어

는 학습자가 이미 쓰기에 하여 알고 있을 것을 반 하는 자원을 의미한

다.(Edelsky1990,Lay1982)모국어는 내용이나 구성,세부 내용의 개를 도

와 다.(Friedlander1990,Lay1992)모국어는 쓴이로 하여 알맞은 어휘

항목과 구 들에 속하게 하며 언어들에 걸친 이상 인 계를 결합할 수 있

도록 해 다.(Cumming1990a).그리고 모국어는 쓰기 주제에 해 더 정교한

사고를 하게 해 주며(Cumming1989,Lecky1992)쓰기 시간이나 쓰기 품질을

제약하지 않는다(Friedlander1990).33)비록 모국어 쓰기에서 반드시 같은 과정

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이런 증거에 한 재검토를 통해 모국어 쓰

기 경험이 한국어 쓰기 과정에서 정 으로 이된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는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련된 지식

들을 이하고 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사고하고 표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본고에서 학습자들이 반응을

표 할 때 한국어 표 을 고집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학습자들은 한국어로

33)William Grabe& RobereB.Kaplan,허선익 역,『쓰기 이론과 실천사례』,박이정,2008,

p.3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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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한국어 표 능

력도 신장할 수 있다.

한 반응의 표 이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모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반응을 좀더 폭넓게 고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학습자들에게 결

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학습자들은 자신의 심미 반응들을 표 하는 방법

을 익힐 수가 없으며34)문학 텍스트를 읽고 모국어로만 사고하게 되는데,그

것은 텍스트와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한국어교육이라는 교육의 장

을 생각할 때,심미 반응에 한 한국어 표 교육 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표 되지 못하 거나 제 로 표 되지 못한 반

응들을 표 하기 하여 오히려 학습자들은 련된 표 방식들을 배우고 익

힐 것이며,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들을 충분히 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 한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4)한국 시 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의 제

비치(R.Beach)는 독자,텍스트,맥락35)의 상호교통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림과 같이 다섯 가지 의 독자 반응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36)

34)심미 경험들은 많은 경우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겪게 되는데 여기에 한 한국어 표

들은 교육의 장에서 문학 교실이 아니면 학습자들이 진술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5)여기에서 맥락은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작성할 때 처한 상황과 련되는 것으로서 본

고의 다른 부분에서 언 하고 있는 텍스트 맥락과는 다른 개념이다.따라서 여기에서의 맥락

개념을 사용할 때는 변인에서의 맥락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며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텍스

트와 연 된 내․외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36)RichardBeach,A Teacher'sIntroductiontoReader-ResponseTheories,NCTE,199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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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독자/텍스트/맥락 상호교통의 측면에서 조망한 다섯 가지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독자 반응 이론은 독자,텍스트,맥락이라는 세 가지

변인의 연 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에 한 고려는 학습자

들이 작성한 반응 텍스트에 향을 주게 되며 결과 으로 반응의 형성 표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독자’변인은 학습자의 주체 구조와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쓰는

과정이 포함된다.여기에서 주체 구조란 학습자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시 텍스트를 읽거나 반응 텍스트를 쓸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와 련된다.

‘텍스트’변인은 읽어야 할 자료를 가리키며,주로 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반응과의 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맥락’변인은 학습자나 텍스

트에 직 으로 련되지는 않지만,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거나 반응 텍스

트를 쓰는 이해와 표 에 향을 주는 요소이다.

시 교육에서 학습자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징,기존에 배운

지식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능동 인 주체이다.반응

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변인에 해 로젠블렛은 ‘학습자가 텍스트와의 상

호교통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다.같은 작품도 각각 다른 시 와 다른 환경에 처한 학습자들에게는

아주 다른 의미와 가치를 것이다.마음의 상태,근심,편견,혹은 동시 의

사회 기는 학습자로 하여 작품이 제공하는 것에 수용 이게 하거나 거

부반응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학습자에 한 이해 없이는, 구도 어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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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이 학습자에게 요할지 혹은 무엇이 학습자의 경험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지 측할 수 없다.그러므로 학습자의 문학 작품에 한 반응을 형성시

킬 수 있는 요인을 선택 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37)독자의 반응을 연

구했던 수많은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신념과 기 ,읽기 능력,사회경제 상황,

문화 향,가치 ,인성,인지 발달,나이,성별,개인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학습자들의 반응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8)

구체 으로 학습자들의 성별,사회 계층,직업,나라,나이 등과 같은 인지

자원들이 학습자들의 반응에 향을 미치게 된다.학습자들은 인지 자원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39),배경지식의 질과 양 이해와 표 의 목표 등 여

러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그러나 학습자들은 한편으로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공통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본고에서의 상 학습자들은 국 학교의 한국

어학과에 재학 인 한국어 고 학습자들로서 공통 인 변인들을 갖고 있다.

우선 그들은 모두 국인으로 나라 나이와 같은 인지 사항들이 유사하

다.반응에 향을 미치는 독자 요인 에서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것은 독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인데,연구자들은 독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반응이 차

이가 난다고 주장한다.한국어 고 학습자라고 할 때,일반 으로 학교 3,4

학년에 재학 인 학습자들을 지칭하게 되므로 그들의 나이도 비슷한 경우가

부분이다.그들이 갖고 있는 교실 문화도 비슷하며 문화 배경이나 인지 발

달 정도 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의 차이를 형성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신념,

언어 능력,배경지식의 질과 양이며 한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쓰

는 상황에서의 학습자들의 느낌이나 분 기의 차이이다.학습자들의 반응

표 은 이러한 차이에 의해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공통 인 변인으로 인하여

유사성을 띤다.이러한 유사성은 학습자들의 반응과 표 의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다.

37)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6,p.35.

38)RichardBeach&SusanHynds,“ResearchonResponsetoLiterature”,EdmundJ.Farrell

&JamesR.Squire,TransactionswithLiterature,NCTE,1990,pp.133-166참고.

39)본고에서의 언어 능력이란 한국어로서의 언어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읽기와 쓰

기 능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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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텍스트 변인에는 내용 정보와 형식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즉 무슨 내

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르게 형성된다.아

담(Adam,1985)에 따르면 “학습자는 상이한 유형의 텍스트를 동일한 방식으로

읽지 않는다”.40)이는 다시 말해 각 텍스트가 가지는 텍스트 고유의 물리 ,

언어 속성,즉 텍스트 장르에 따라 읽기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우선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쉬운 텍스트일수록 학습자들은 좀더 정교한 반응을 표 할 수 있으며,어려운

텍스트일수록 기술 진술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그리고 시와 같은 경

우,장편시보다는 비교 짧은 시가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더욱 다양

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길이가 긴 시는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

어 그들이 능동 으로 반응을 형성하고 표 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외국인 학습자들과 같은 경우,주제에 한 친숙도41)가 학습자들의 반응

표 의 양상에 향을 미친다.주제의 친숙도는 학습자들의 심이나 경험

과 직결되므로 친숙한 주제일수록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개인 인 반응

들에 해 더 많이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변인인 맥락은 학습자가 텍스트와 상호교통할 때 학습자가 처한 모

든 조건을 포함한다.이러한 조건은 학습자가 스스로 정한 조건과,교사와 같

은 환경이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포 한다.맥락은 심리 ,사회 ,물리

맥락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 심리 맥락은 학습자 자신에게 고유한 맥락조건으로서 읽을 텍스트에

한 그의 심,동기 그리고 읽기에 한 그의 의도와 련된다.이러한 심리

조건 에서 가장 요한 것은 읽는 의도이다.학습자가 텍스트에 근하는

방식은 그가 이해하게 될 것과 그가 텍스트로부터 취할 것에 향을 것이

다.특히 본고에서처럼 시 텍스트를 읽고난 후,반응 텍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작성해야 하는 텍스트의 구체 인 유형에 따라 의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시 텍스트에서 집 하는 부분도 달라진다.두 번째로 사회 맥락이란 학습자

가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는 동안에 학습자와 교사 는 학

40)J.Giasson,이남성 역,『읽기와 이해』,만남,2004,p.198에서 재인용.

41)여기에서 주제의 친숙도란 텍스트의 주제나 내용에 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친숙함의 정도

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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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을 말한다.마지막으로

물리 맥락은 활동이 개되는 동안에 련되는 모든 물리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소음의 정도,기온,텍스트의 인쇄 상태 등이 포함된다.42)맥락 요소는

텍스트와의 상호소통 과정에 직 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아니지만,그것이 학

습자들의 반응 표 에 미치는 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교사가 수업

을 구성할 때 능동 으로 조 하고 구성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을 인지할 필

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 한 맥락의 세 변인은 수업의 구성요소로서 세 변인을 하

게 조합할 때,비로소 학습자의 시 텍스트 읽기 그것의 표 행 를 진할

수 있고 학습자 심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특히 외국어교육에서 수업

분 기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언어에 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고 각종 활동

의 설계는 학습자들의 언어사용 기회와 계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

다.즉 교사는 학습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과제와 배경의 한 조합을

통해 이러한 사회 맥락 요인의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43)사실

상 맥락 변인에서 심리 맥락에 한 고려와 반 은 사회 맥락의 극 인

구성을 진하게 하고,사회 맥락에 한 충분한 주의는 심리 맥락에 한

요소도 포함하게 되며 학습자의 반응 형성 표 에 향을 미친다.그러므로

비록 반응 텍스트 쓰기는 학습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 이기는 하지만 련 수

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로 스트(R.E.Probst)는 로젠블렛의 논의를 빌어 문학 반응 련 수업에

서의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개 하 다.44)

1.학습자들은 텍스트에 한 그들 스스로의 반응을 처리하는 데 자유

로워야 한다.

2.교실 분 기 학습자와 교사의 계는 학습자들에게 안 감을 주

어야 한다.

42)J.Giasson,이남성 역,앞의 책,pp.44-47참고.

43)아무리 교사와 학습자 간의 계가 친 하다고 하여도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이해에

미치는 교사 요인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4)RobertE.Probst,“LiteratureanExplorationandtheClassroom”,EdmundJ.Farrell&

JamesR.Squire,TransactionswithLiterature,NCTE,1990,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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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업에 한 개인 인 지각을 처음으로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4.반응을 표 함에 있어서의 형식에 한 과도한 강조를 피해야 한다.

5.학습자들 견해들의 을 찾아야 한다.

6.교사의 역할은 문학 자체에 고유하고 생기있는 향을 정교화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교사는 문학작품의 진정한 효과를 하여 텍스트 외

문제를 치환하지 말아야 한다.

7.자유로운 반응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며 학습

자들은 그에 한 설명과 분석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수업에서 세 변인은 상호 연 된 향 계에

놓여 있어,서로가 서로의 제조건이자 근거로서 동일한 정도의 상을 하

고 있다.학습자와 텍스트에 한 충분한 고려는 사회 맥락 요소를 정 인

측면으로 유도하고,다시 사회 맥락에 한 고려는 학습자와 텍스트에 한

충실한 반 을 동반한다.

3.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의 의의

1)학습자의 능동 인 의미 실

문학교육은 이미 형성된 의미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학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의미를 실 하는 학습자 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문학 텍스트는 객 실체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고정된 자

료가 아니라,수많은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텍스트이다.그러므로 문학 텍스트

읽기는 학습자들의 능동 인 읽기가 더 잘 구 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시는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언어 사용 형태 하나이다.비록 시가 다루

어지는 방법은 다르지만,시가 다루는 주제 가운데 문화 배경에 상 없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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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부분 한 존재한다.사랑,죽음,자연,아이들,종교 인 믿음, 망 등

의 목록이 그에 해당한다.다른 한편으로 운,운율,두운,유음,비유 인 사용,

보기 드문 배열,생략 인 표 ,반복/후렴구 등과 같이 시의 언어에 작용하는

형식 한 낯선 것이 아니다.이상의 사항들은 학습자들이 모국어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외국어 학습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이를 고려할

때 학습자들은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외국어 코드에 익숙하지 않

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45)그러므로 모국어에서 체계 인 문학교육을 받

은 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언어 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 텍스트에 련된 풍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를 능동 으로 읽

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읽기 능력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여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새

롭게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상응하는 모국어의 능력에서 이되어 올 수 있

다.즉 한 언어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면 외국어로 읽는 방법을 다시 배우지 않

더라도 이미 배운 읽기 기술을 새로운 언어의 새로운 읽기 맥락에 이시키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46)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수행

하는 읽기 과정은 자신의 모국어 교육에서 이미 배운 읽기 기술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능력들을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용해 나갈 수 있

는지를 차 습득하는 과정이다.특히 문학 텍스트 읽기도 문학 지식에 한

앎을 제로 하는 읽기로서 이러한 지식의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그뢰벤

(Groeben,1982)은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수용하기 해서 요구되는 몇

가지 능력으로 1)각 장르의 특징과 같은 문학 형식을 인식하는 능력,2)인물

의 성격, 거리 구조,배경,주제 등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구조 형식을 분석

하는 능력,3)은유,비유 등과 같은 ‘문학어의 사용’과 ‘문학 기술’,반어,풍

자 등과 같은 ‘표 된 정서’,그리고 서술 시 등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47) 국인 학습자들은 이미 모국어 교육을 통해 련된 지식을 배웠

기 때문에 련된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건들은 국인

45)AlanMaley&AlanDuff,조일제 역,앞의 책,p.4.

46)DavidNunan,유제명 외 역,『 어교육 길라잡이』,인터비젼,2006,p.68.

47)송휘재,「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한 읽기 교수법 략」,『외국어로서의 독일

어』11,한국독일어교육학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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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스스로 의미를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여 다.

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반응을 진술하기까지 일련의 과

정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학습자는 반응 텍스트를 쓰기 해 우선 시 텍스

트를 읽어야 한다.따라서 반응 텍스트를 써야 한다는 과제가 일차 으로 학습

자들의 능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즉 쓰는 활동이 결합됨으로써 시 텍스트

를 읽는 데 학습자들의 주체 이고 극 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쓰기 활동

을 제로 한 문제 근은 읽기에 한 명확한 목표와 함께 문제의식을 고

취시켜 읽기 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쓰기에 한 요구와 부담감 없이

읽기 활동을 수행할 때보다,독자에게 자신의 사고와 표 을 달하는 ‘쓰기’라

는 사회 활동을 제로 하여 읽기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 효과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할 때,쓰기를 제로 하여 목표 언어로

된 읽기 자료를 읽는 학습자들은 읽기만을 해 읽을 때보다 더욱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게 되어48)그들의 시 텍스트 읽기 능동성을 더욱 활성화하게 된다.

이러한 능동성 활성화의 방법론은 교육 장에서,교사가 일방 으로 의미를

달하는 일방향의 구도에서 벗어나,학습자의 능동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을

향유의 주체로 정립한다는 에서 소통 인 방법론이 된다.

반응 텍스트 쓰기에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시하고 특히 개인 인

느낌이나 생각을 진술하도록 극 권장하기 때문에,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이

인정되고 존 된다는 으로 인해 보다 극 으로 시 텍스트 읽기에 임할 수

있다. 한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에 의해 환기된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시 텍스트의 정보들과 융합시켜 능동 인 의미 실 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쓰기 하여 시 텍스트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이해 가능한 의미를

수동 으로 각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게 되며 기존

의 문학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활용하여 능동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

48)이성희,「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쓰기 통합교육 연구」,『이 언어학』37,이 언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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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된다.그리고 텍스트의 의미에 근거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서 인

반응도 보이게 된다.그러므로 반응 텍스트 쓰기는 교사가 해주는 의미만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시 텍스트에 해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던지는 의미를 찾게 하여 그

들이 주체가 되어 의미를 능동 으로 구성하게 한다.

능력에 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여 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용해보아야만 비로소 그 능력이 획득되고 향상될

수 있다.특히 읽기는 교사의 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학습자

의 자발 인 용을 통해 실 되는 기능이라는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해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능

동 으로 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기능들의 반복 인 실 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에도 이를 용할 수 있

다.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된 시 텍스트를 스스로 읽고 반응을 형성하고 변화․

수정하는 반복 인 수행 과정을 통해 자신이 모국어 교육을 통해 습득한 능력

들을 한국어로 된 시 텍스트에 하게 이시키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습득하게 된다.

2)쓰기를 통한 의미의 구체화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통해 반응이 형성되면 머릿속에 형성된 반응을

로 표 함으로써 명료하게 해야 한다.반응을 기술하게 하는 목 은 문학수업

에서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모방하고 기계 으로 따르는 신

스스로의 반응을 탐색하고 명료히 할 기회를 주기 해서이다.학습자들은 스

스로의 독서를 명료히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과,학습

자들의 반응은 그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이 이런 방법을 정당화 한다.읽

기와 쓰기는 ‘수행(performance)’을 지향한다.수행의 결과를 표 함으로써 학

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할 수 있고,나아가 텍스트 체험을 생체험으로

환할 수 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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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는 말하기와 쓰기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한국어교육 연구에 자주

인용되는 라운(H.D.Brown)에 정리된 말하기와 쓰기의 차이 7가지는

속성(permanence), 표 시간(production time), 거리(distance), 맞춤법

(orthography),복잡성(complexity),어휘(vocabulary),형식성(formality)이다.50)

발화 상황맥락을 청자와 화자가 공유함으로써 상 방으로부터 즉각 인 반응

을 얻을 수 있는 말하기와 달리 쓰기는 독자를 직 면하지 못한 채 의사를

달해야 하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가 제 로 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그

러나 억양,강세와 같은 운율 수단이나 얼굴 표정이나 빛,몸짓과 같은 비

언어 수단을 통해 상 방으로부터 즉각 인 반응이 오고 이에 해 바로

응을 해야 하는 말하기에 비해 쓰기는 시간 인 압력을 게 받는다.바로 이

러한 시간 여유로 인해 학습자는 수많은 머릿속 생각을 되풀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숙고하여 수정하며 다시 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함

으로써 자신이 이해한 의미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

게 된다.이 과정에서 반복 인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므로 쓰기를 통해 학습자

들이 이해한 의미는 더욱 명료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 한 학습자의 사고,특히 생산 사고를 이나 말로

표 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에 한 이해와 감상은 더욱 고양될 수 있다.51)

즉 학습자들은 단순히 내가 이미 읽은 것을 이나 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표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 련 정보들을 재구성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머릿속에 형성된 텍스트

련 표상들은 표 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이것은 시 교

육에서 의미의 구체화와 연 된다.

핑어후트(K.Fingerhut)는 “창조는 분석의 반 개념이 아니다.즐김과 인식,

정서 반응과 인지 악,수용 활동과 생산 활동은 반 의 치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서로를 조건 짓는다.”52)고 하 다.반응 텍스트 쓰기에서 쓰기는 읽

49)김성진,「비평의 논리로 본 문학 수행평가의 철학」,『문학교육학』3,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50)H.DouglasBrown,권오량․김 숙․한문섭 역,앞의 책,pp.325-326.

51)윤여탁,「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시의 표 과 이해 과정을 심으로」,『문학교육

학』3,한국문학교육학회,1999.

52)KarlheinzFingerhutu.HartmutMelenk:Überden Stellenwertvon Kreativitätim



-53-

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읽기 한 쓰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의 쓰기는 단순히 읽기의 결과물을 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읽

기라고 할 수 있다.쓰기 활동에 의해 학습자들의 반복 인 읽기가 가능하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실 한 의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기억에만 의존한다면,쉽게 드러나지 않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내거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쓰는 과정을 통해 학

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형성되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조직

화․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한 의미를 심화한다.

이와 같은 구체화 과정은 기존에 이해한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실 되기도

한다.쓰기도 의미 구성의 과정이므로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머리에 축

된 정보들을 그 로 언어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이

단계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의미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즉 쓰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은 계속하여 시 텍스트를 생각하고 자신이 이해한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은 심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

고 수정될 수 있다.

반응 텍스트 쓰기는 읽기 결과물의 표 이나 읽기를 평가하기 한 매개일

뿐만 아니라 읽기를 발 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의 의의가 있

다.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읽기 과정에서 추상 으로 형성된 반응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객 이었던 반응을 자신과의 연계 속에서 주 반응으로 확

할 수 있다. 한 학습자들은 읽기를 통해 형성된 간 인 이해를 쓰기활동

을 통해 보다 직 인 이해로 변경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실

한 의미는 쓰기를 통해 구체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구체화 과

정은 반응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더욱 유기 으로 통합함으

로써 가능한 것으로,이는 기능 간의 상호 보완 인 작용을 통해 반응 텍스트

쓰기 활동 깊이 있는 텍스트 이해 과정을 함께 유도한다.따라서 반응 텍스

트 쓰기는 읽기의 결과물을 표 하거나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한 과정으로서 읽기의 연장

Deutschunterricht.In: Handbuch Deutschunterricht Bd 2,hrsg.v.P.Braun u.a.,

Düsseldorf,1983,p.190.(권오 ,「이해의 생산성과 문학 교육」,『국어교과교육연구』2,

국어교과교육학회,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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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3)한국어교육에서 기능 통합의 가치

반응 텍스트 쓰기는 문학 작품 읽기와 쓰기의 유기 인 통합을 통해 실 된

다.따라서 반응 텍스트 쓰기는 쓰기와 분리된 읽기 활동이나 읽기와 분리된

쓰기 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언어활동으로 기능한다.반응 텍스트 쓰기는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언어 능력과 련하여 언어 기능의 통합과 연 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언어 기능의 통합이란 언어 기능을 듣기와 말하기,읽기와 쓰기로 분

류하지 않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유기 으로 구성된 활동을 통하여 연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콰이어(J.R,Squire)는 읽기와 쓰기의 련성을 다음과 같은 도표를 제시

하여 설명하 다.

읽기 쓰기

사

이해를 한 비

사 경험과 련짓기

목 설정하기

작가의 입장 살피기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조직

결정

청 고려하기

도 독해

지 이며 정의 인 활동

작문

지 이며 정의 인 활동

사

후

평가하기

체와 부분 련짓기

효과가 성취된 방법 분석하기

독자 인 단하기

평가하기

교정과 편집

외 기 으로 의 정확성 단

하기

<표 6> 스콰이어의 읽기와 쓰기의 련 요소53)

표에서는 쓰기를 하는 학습자가 극 으로 아이디어를 개발 련짓고,

이를 표 ․평가하듯이,읽기도 학습자가 의 의미와 구조를 재구성해나가는

53)J.R.Squire,“ComposingandComprehending:TwoSidesoftheSameBasicProcess”,

LanguageArts60-5,NCTE,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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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사고 과정에 임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두 기능은

통합됨으로써 서로의 기능 수행을 진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읽기와 쓰기는 스키마(내용과 형식)를 공유한다는 ,비슷한 언

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비슷한 기능이나 략을 요구한다는 ,언어 지

식과 구조가 연 된다는 ,공통된 어휘 기반을 가진다는 등에서 공통성

는 련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4)이것은 읽기와 쓰기 간의

어떤 공통 을 제하는 것으로,읽기와 쓰기는 통합 으로 지도할 때,이들

읽기와 쓰기 능력 모두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55)따라서 통합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두 기능의 상호 진을 실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한 학습자들의 통합 인 언어 기능 신장과 한 연 성이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라운(H.D.Brown)은 통합 과정의 풍요로움이 학습자

들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보다 효과 이고 능동 인 언어 학습 활동을

진시킨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지속 으로 유지되며

유의미한 과업을 한 다양한 기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 네 가지 언어

기능은 서로 긴 한 연 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으로

통합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며 통합수업의 필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56)

1.언어의 표 과 이해는 동 의 양면이다.동 을 앞면과 뒷면으로

쪼갤 수는 없다.

2.상호작용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받는 행 를 의미한다.

3.문어와 구어는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그 련성을 무시하는

것은 언어의 풍요로움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4.문자해독력이 있는 학습자에게 있어 문어와 구어의 련성은 언어

와 문화와 사회를 반 하는 것으로서 내 인 동기를 유발시킨다.

5.언어를 가지고 학습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주된 심을 두고,언

어의 형태에 부수 인 심을 둠으로써 교실 상황과 유 한 기능은 네

54)이재승,「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 」,『독서연구』11,한국독서학회,2004.

55)이재승,『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박이정,1997,p.402.

56)H.DouglasBrown,권오량․김 숙․한문섭 역,앞의 책,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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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모두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6.많은 경우에 한 가지 언어 기능은 다른 기능을 강화해 다. 컨 ,

들은 내용을 모델링함으로써 말하기를 배우고,읽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

으로써 쓰기를 배우게 된다.

7.총체 언어 근법을 주장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실생활에서

언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언어와 사고,감정,행동방식이 하게 련되어 있다고 한

다.

그러므로 언어 기능의 통합을 통해 기능을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들의 기능

신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학습자들은 통합에 련된 언어 활동을

진행하면서 두 기능의 신장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두 기능의 한

연 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학습자들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동기로 작용하

여야만 비로소 통합 활동이 교육에서 가지는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읽기와 쓰기를 통합할 때에는 단순히 읽기 활동과 쓰기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서 읽기와 쓰기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이

들이 서로 유기 으로 련을 맺으며 ‘의도 인’면,다시 말해 그 활동 속에

‘교육 요소’가 있을 때 이러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반응 텍스트 쓰기는

시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에서 이미 읽기와 쓰기 기능의 통합

이 포함되어 있다.반응 텍스트 쓰기는 시 텍스트 읽기와 쓰기의 변인들이 복

합 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볼 때,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읽기․쓰기 활동이 단순히 연계된 것이 아니라 그것

은 통합되어 학습자들의 반응 형성과 표 을 실 하게 된다.그리고 이 과정에

서 두 기능은 상호 작용하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실 할 뿐만 아니라 학습

자들의 언어 기능의 신장을 진한다.

반응 텍스트 쓰기에서의 통합은 서술 지식에 의한 연계성을 통해 실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읽기 상을 통해 쓰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읽기 상

에 한 이해를 통해 쓰기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다.물론 학습자들이 이미

작성한 반응 텍스트를 매개로 동료 학습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차 지

식에 의한 통합 한 배제할 수 없다.즉 다른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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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의 구성 방법이나 표 방식을 배우

고 그것을 자신의 반응 텍스트에서 활용하는 것은 차 지식에 의한 기능의

통합 실 과정이다.

언어 기능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기능의 집합이다.언어

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곧 언어사용 능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 언어

학습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그러므

로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 쓰기 성찰과 수정과정을 통하여 통합 인 두

기능의 반복 인 수행과정을 거치게 되며,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

능들을 익히고 신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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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한국 시에 한 반응 텍스트 쓰기의 양상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분류 범주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

를 읽고 쓴 반응 텍스트를 분석하고,반응 양상 표 방식을 구체 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 양상에 한 분석은 국인 학습

자들이 한국의 문학작품의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해 악할 수 있으며 반응을 어떻게 표 하고 있는지에 해서 살펴볼 수

있다.그리고 양상에 한 고찰은 학습자들이 한국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

한 반응을 표 하는 특징과 한계를 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의 양상 분석에는 타당성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로젠블렛은 텍스트에 해 이고 단 하나의 ‘정확한 읽기’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텍스트 읽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 고 이러

한 단력의 발 이 결국 문학교육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하 다.1)즉 로젠블렛

은 텍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모든 반응이 수용가능하며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로젠블렛은 유효한 읽기를 결정하는 세 개의 일

반 인 규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첫째,읽기 사건의 맥락과 목 혹은

반 교류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둘째,해석은 체 텍스트,텍스트

의 기호들과 모순되거나 그것을 포 하지 못해서는 안된다.셋째,해석의 모든

요소가 텍스트 속에 ‘언어 기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2)특히 반응 텍스트

에 한정해 볼 때,학습자들의 반응의 타당성은 학습자들이 텍스트와의 소통 과

정에서 텍스트의 일부분이 아닌 텍스트의 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느

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학습자는 자신의

해석이 수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책임에 언제나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3)

1) Louise 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탐구로서의 문학』,한국문화사,2006,

pp.xxiv-xxv.

2)LouiseM.Rosenblatt,MakingMeaningwithTexts:SelectedEssaysPortsmouth,New

Hampshire:Heinemann,2005,pp.23-24.

3)LouiseM.Rosenblatt,앞의 책,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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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텍스트의 정보에 한 기술 진술

시 텍스트 정보에 한 기술 진술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쓴 반

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에 포함된 정보에 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보여 다.여기에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체나 일부분에 한

언 이나 진술들이 포함된다.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그리

고 시인은 어떠한 형식이나 이미지를 통해 시 텍스트의 내용을 표 하고 있는

지 등을 합하게 악하는 것은 시 텍스트 읽기의 기 가 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반응의 타당성은 그들이 시 텍스트의 체와의 충분한 소통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시 텍스트의 내용이나 구체 인 정보에 한 이해는 매우

요하다.물론 학습자들의 이러한 기술 진술은 단편 이고 즉각 일 수 있

다.그러나 그것은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학습자의 솔직한 반응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진술에 한 구체화 요구는 곧 학습자들의 반응을 명료하고 풍부하게

유도할 수 있다.

라이언(Marie-LaureRyan)은 비평 담론에서 발견되는 기술 진술을 두

가지 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첫 번째는 ‘이 텍스트는 X를 가지고 있다’라

는 형식의 메타언어 진술로 되어 있는데,여기에서 X는 ‘세 개의 연’,‘다층

내포를 가진 문장’등의 한정어를 갖는 언어 실재물이나 담론 실재물을 의미한

다.두 번째는 텍스트의 성분 문장들의 석의(釋義,paraphrase)나,텍스트에서

단정된 명제에 의하여 의미론 으로 한정되는 명제에 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명제들의 진술에서 요약이 생겨나는데 요약이란,텍스트가 진의 계를

갖는 사태에 해서 필연 으로 참인,일련의 명제이다.4)이러한 분류에 근거

하여 본고에서는 기술 진술을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하 다.시 텍스트 정보

에 해서 제시하는 기술 진술과 텍스트 정보에 근거해서 그 내용에 해

기술하는 진술이 그것이다.

4)Marie-LaureRyan,「비평․쾌락․진리:비평 진술의 유형론」,PaulHernadi엮음,최상

규 옮김,『비평이란 무엇인가』, 림기획,1998,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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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 정보에 한 기술

사실 정보에 한 기술이란 라이언이 제기한 기술 진술의 첫 번째 하

범주로서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여기

에는 주로 시 상과 같은 내용 정보에 한 제시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

의 구성 특징,시제 등과 같은 형식 정보에 한 기술이 포함된다.물론

련된 정보들이 시의 내용에 한 기술이나 기타 진술들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반응 텍스트에서 련된 정보를 직 언 하거나 진술하

는 경우에 한해서 살펴볼 것이다.

주로 어린 시 의 여러 기억에 남은 존재를 시에 놓고 향수를 나타냄.

단락 1은 고향의 지리 치.

단락 2는 아버지가 있는 한 밤.

단락 3은 화살 놀이를 하는 장면.

단락 4는 이와 이삭을 는 장면.

단락 5는 총 인 묘사.[W319E]5)

벌에서 자라온 작가가 고향에 떠나서 쓴 작품은 자기가 고향에 한

생생한 묘사들을 통해서 짙은 향수를 표 했다.고향에 있는 실개천,황

소,밤바람의 소리, 란 하늘,따가운 햇살,석근 별,서리 까마귀와 같은

기억 속에서 고향에 련된 인상물을 묘사하고 자기의 짙은 향수를 보여

다. ,자신의 아버지, 이,그리고 아내까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썼

다.[B404E]

5)본고에서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를 제시할 때,실험 상자인 학습자의 출신 학교,이름 등

을 기호화하여 제시하 다.기호화는 다음과 같이 약호로 구성된다.이 학습자 번호는 성 ,

성별과는 무 하다.단지 이름을 신하는 숫자일 뿐이다. 를 들면 W 학 3학년 학습자는

W301,W302,......W323이다.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어 자모는 응하는 시 텍스트를 의미하

는 것이다.여기에서 A는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 텍스트는 작가 이름의

ㄱ,ㄴ...순서 로 각각 B,C,D,E,F,G이다.즉 김수 의 「풀」은 B,나희덕의 「배추의 마

음」은 C,윤동주의 「길」은 D,정지용의 「향수」는 E,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F,황지

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은 G로 각각 그 시 텍스트를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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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의 「향수」6)를 읽고 작성한 이 두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 상에 해 기술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

고 있는 표 방식은 서로 다르다.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각 연에

서 묘사하고 있는 시 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술한다.이에 비해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 상에 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시 상은 시인이 시 텍스트에서 의

미를 드러내기 해 선택한 ‘인식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시

상에 한 기술은 다만 무엇이냐에 한 진술만 포함될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에서 시 상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에 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향수’라는 시를 읽어보니,작가가 고향에 한테 가진 그리움을 느낄 수

있고 작가가 원생활 같은 편안함을 갖고 싶은 마음도 보 다.

이 시가 넓은 벌에서 실개천이 흐르고 얼룩백이 황소가 울음을 우는

한국 인 농 풍경으로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라온 곳을 묘사하기도 하

고 이 시의 체에게 편한 분 기를 짓기도 한다.다음에 나오던 밤바람

소리, 란 하늘빛,풀섶 이슬 등등 편하고 순수한 느낌을 담겨 있는 장

면이다.이런 묘사를 통해서 작가의 걱정없이 기쁨만 있는 어린 시 을

그리워함을 드러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원생활에 한 지향도 느낄

수 있다.작가가 자신의 어린 이와 아내의 그리움도 이 을 인정한다.

이와 아내는 모성의 부드러움을 상징이니까.

이 시는 다섯 단락있다.단락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라’으로

6)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 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

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뷔

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들리고,/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짚벼개를 돋아 고이시

는 곳,//-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 시든 곳,//-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

야.//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검은 귀 머리 날리는 어린 의와/아무러치도 않고

여쁠것도 없는/사철 발벗은 안해가/따가운 해ㅅ살을 등에지고 이삭 던 곳,//-그 곳이 참

하 꿈엔들 잊힐리야.//하늘에는 석근 별/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라한 집웅,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그 곳이 참

하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정지용 집1-시』,민음사,1988,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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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난다.반문한 의문문은 이런 강한 감정을 한층을 더 높인다.[B409E]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작성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

가 다섯 개의 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로

끝난다고 시의 구성 특징에 해 기술하고 있다. 의 학습자들과 달리 이

학습자는 텍스트의 형식 정보에 해 진술하고 있다.특히 시 텍스트가 몇 연

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복 인 시연이 무엇인가에 한 인지는 시 텍스트를 읽

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응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일반

으로 단순히 그러한 정보만을 기술하지 않는다. 신 련된 구성 특징이 자

신이 진술하려고 하는 내용과 히 연 될 때에만 서술하고 있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었다.단락은 다 다른 시제를 쓰고 있다.

처음 단락은 과거형이다.두 번째 단락은 재형이다.세 번째 단락은

재형이다.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뜻도 다를 것이다.첫 단락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에 해 썼다.풀이 웠다.두 번째 단락에서는 풀이 일어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풀이 다시 눕는다.다시 일어난다.그런데 먼 일어

난다.그러므로 결국은 풀이 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다.[W321B]

김수 의 「풀」7)을 읽고 작성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는 시의 구성

에 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여기에서 학습자가 이와 같은 정보에 해 기

술하고 있는 것은 각 연의 시제의 변화에 주의하고 각 연의 시제에 해서 기

술하기 해서이다.학습자는 첫 연은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은 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구체 인 정보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7)풀이 눕는다/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풀은 눕고/드디어 울었다/날이 흐려서 더 울

다가/다시 웠다//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

람보다 먼 일어난다//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발목까지/발 까지 눕는다/바람보다 늦게

워도/바람보다 먼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 웃는다/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 ,『김수 집1-시』,민음사,2003,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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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이 단순 정보만을 기술하는 경우는 매우

은 편이다.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한 기술도 진술 양상의 하나이며 이와 같

은 기술에 한 확장 심화는 학습자들의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다.그리고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일부분의 정보에 해 구체 으

로 언 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그러한 정보가 시 텍스트에서 요하다고 생각

하거나 련된 정보가 자신의 진술에 필요한 정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한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해 기술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하나의 반

응 텍스트에서 제시할 때는 각각의 정보들이 의미화된 양상이나 정보들 간의

계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것은 보다 확장되고 타당한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시 텍스트의 내용에 한 기술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한 기술이란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

의 체 인 내용이나 시연의 내용,시행의 내용에 해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

다.이러한 기술 진술은 학습자들이 이미 인지한 정보들에 한 통합과 요약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즉 시행이나 시연에 서술되고 있는 각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러한 정보들에 한 이해에 근거하여 시행이나 시연의 내용이 무

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한 이러한 이해를 통합하여 체 시 텍스트의 내용

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해 고찰할 수 있다.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기술 진술의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데 구체 인 진술 상이 무엇인가에 따

라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체 인 내용에

해서만 기술할 수도 있고 해당 시연의 내용에 해서만 기술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반응 텍스트에서 이들 모두를 기술할 수도 있다.그리고 그 기술의 구

체성 정도 표 방식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시는 사랑했던 연인은 아무리 나무라도 잊으라고 해도 마음속에 잊

지도 못하고 잊기 싫다는 마음을 서술했다.[W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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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에서 작가가 어린 시 의 여러 가지의 의미있는 존재를 열거하고

고향에 한 그리움을 나타낸다....[B405E]-18)

이 두 학습자는 반응 텍스트에서 모두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개 으로

서술하고 있다.첫 번째 학습자의 경우,반응 텍스트에서 내용에 한 개

인 서술만 하고 더 이어가지 못했지만 두 번째 학습자는 내용에 한 개

인 진술 외에도 다양한 진술 방식들을 복합 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용:“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아주 긴장하고 기 하고 있다.

그 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거나 아주 먼데서 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나”는 그에게 가고 있다....[B302G]-1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가 오지 않아서의 슬픔.사랑하는

사람이 자신한테 오지 않으면 자기 직 그 사람을 찾아로 간다라는 다

짐.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쓰 어.우리에게 한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얼마나 가슴아 일

인지를 알려주고 있음.사랑은 기다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 직 찾아가는

것도 요하다는 뜻.[M412G]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9)에 한 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

8)여기에서 [B405E]뒤의 ‘1’은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여러 개로 나 것에 해 부호화 한

것이다.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 여러 유형의 양상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리하여 응하는 양상에서 상응한 텍스트 부분에 해 분석하 다.그러므로 학습

자의 반응 텍스트의 부분들이 이 장에서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각각 1,2,3...의 순서로 표기

하 다.

9)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내가 미리 가 를 기다리는 동안/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기다려본 이 있는 사람은

안다/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가/ 다가, 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사랑하는 이여/오지 않는 를 기다리며/마침내 나는 에게 간다/아주

먼데서 나는 에게 가고/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는 지 오고 있다/아주 먼데서 지

도 천천히 오고 있는 를/ 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에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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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시의 내용에 해 진술하 다.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

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내용 시 텍스트에서 서술하고 있는 상에 해

서 요약 으로 진술하고 있다.첫 번째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시 화자의 변화

에 근거해서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학습자는

련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는 이 특징 이다.두 학습자는 내

용에 한 서술 방식은 다르지만 시 화자의 변화에 근거해서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유사하다.

이 시는 풀의 강한 생명력을 묘사했다.

첫 번째 에서 시인은 풀이 어떤 악환경을 직면하게 되는지를 묘사했

다.그리고 이러한 악환경에서 풀이 비와 바람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

는지,어떻게 응하는지에 해서 묘사했다.

두 번째 과 셋 번째 에서 시인은 풀과 바람에 해서 비교하고,풀

의 생명력을 묘사했다.

마지막 문구는 다시 악환경을 묘사했다.날이 흐리고 풀뿌리도 견디지

못해 눕었다.그런데 풀뿌리가 우면 풀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

가?[W308B]

①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 수 있습니다.문두부터 ‘다시 문이 닫힌

다’까지 나는 를 기다리는 것을 묘사한다.그 다음부터 끝까지 가 오

지 않아서 내가 에게 가면서 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 실제 인 효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② 이 시는 마침 짝사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첫 단락에 나는 그냥 기

다리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도 오지 않고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두 번

째 단락에 나는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에게로 갔습니다.그래서 도

나에게로 왔습니다....[M402G]-1

김수 의 「풀」을 읽고 작성한 학습자[W308]의 반응 텍스트를 보면 시 텍

황지우,『게 속의 연꽃』,문학과지성사,1994,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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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각 연의 내용에 해서 연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고,각 연 간의

계에 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다.이는 ‘시는 풀의 강한 생명력을 묘사했다’

는 시 텍스트의 체 인 내용에 한 학습자의 이해로 집약된다.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

자는 단락을 나 어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단락은 한 연으로 구

성된 시 텍스트를 학습자가 이해한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 것이다.기

다리는 장면에 한 묘사와 가고 있다는 ‘행동 묘사’라는 두 부분은 단순히 시

의 형식 인 정보에 한 것을 넘어서서 시의 내용에 한 이해에 근거하여

구성상의 특징에 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진술을 통해 학습자들의 기

술 내용이 단지 연의 구성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구성 특징에 의

해서도 조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이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을 제로 한다.

아주 오랜 시간 지난후에 내가 내 말이 ‘잊었다’고 한다.상 방은 날

원망해도 오랜 후에 다 잊을 거라는 뜻한다.그리고 그래도 나한테 불만

소리를 치면 내가 못 믿기로 여길거다.잊는 것이 오늘에도 아니고 어제

도 아니고 아주 먼 이후의 일이다.[B408A]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

트에서 서술하고 있는 시행들을 구 로 변경하여 시 텍스트의 내용을 진술하

고 있다.즉 함축 으로 표 하고 있는 시의 특성을 타 하고 그 의미를 문장

화하여 풀어써서 표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은 시 텍스트의 시어들을

그 로 사용하면서도 조사나 어미를 바꾸거나 첨가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진술

하는 것이다.그러나 학습자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구 로 변형하 음에도

불구하고 구 과 구 은 의미상에서 서로 모순되고 있다.특히 ‘그리고 그래도

나한테 불만 소리를 치면 내가 못 믿기로 여길 것이다’라는 구 은 시행에

한 이해 시행 간의 연계에 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 로

풀어쓰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시 텍스트를 풀어쓰는 표 방식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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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이해하지 못하 을 때 많이 택하는 진술 방법의 일종이기도 하다.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반응 텍스트’를 완성하기 하여

학습자는 흔히 시행이나 시연을 풀어쓰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따라서 각 구

들은 분리되어 있으며 의미 인 차원에서 하나의 텍스트를 이룰 수 있는 논

리성을 갖기 힘들다.이것은 우선 시행이나 시연의 연계에 한 악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시는 짧은 형식에 깊은 뜻을 내포한 텍스트로서 간결함의 특성 때문

에 빈자리가 많다.학습자들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이런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체 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연의 의미에 한 이해

연과 연의 계를 악해야만 체 인 내용에 해 이해할 수 있다.

지 까지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 진술된 기술 부분에 한 고찰을 통

해,시 텍스트의 체 혹은 일부분에 한 이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습자들의 반응 표 방법이나 표 형태 그 구체성에 있어서 상

이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 진술에서 가장

요한 것은 시 텍스트의 지시 의미에 한 이해의 합성이다.시 텍스트를

합하게 이해해야 기술 진술의 타당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2.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 진술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 진술이란 시의 내용이나 시연의 내용에

해서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일부분이나 시의 체 는 시어 등

에 해 학습자들이 나름 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단계가 시 텍스트의 표면 인 의미에 한 이해 과정이라고 한다면,이

단계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의 상호 소통을 거쳐 그 이면 인 의미에 해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작품 자체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문

제를 더 포 이고 폭넓게 다루는 반응,작품 체나 일부분에 한 해석에

한 진술 등이 이 양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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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블렛은 독자가 작품을 재 하는 것과 그 게 재 된 것에 한 그의 해

석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해석에는 작품에 한 체험에서 나온 재 의

본질을 어떤 식으로든 자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일차 으로 포함된

다.10)분석과 이해가 작품 자체에 충실한 과정이라면,해석과 감상은 작품의

분석과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극 으로 독자 자신과 련시키는 의미화 작

업이다.11)

그러므로 해석 진술은 기술 진술에서 다루었던 상에 한 학습자들의

주 반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를 들어서 ‘시 텍스트에서 아버지에 해

묘사하고 있다’는 기술 진술에 속하는 것이며,‘시 텍스트에서 아버지에 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향의 따뜻함을 나타낸다’는 해석 진술에 해당한

다.여기에서 아버지에 한 묘사를 통해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주

인 것으로서 모든 학습자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기술

진술과 해석 진술을 구별하고자 한 매듀스(R.J.Matthews)의 논의를 보

면,서술자와 제재(subjectmatter)사이의 인식 계의 측면에서 이것은 공

식화되어 있다.매듀스의 주장에 의하면 기술이란 것은,자신이 하고 있는 말

이 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치에 있는 서술자에 의해 말해진 진술이고,

해석은 단순히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출되는 명제다.12)여기에서 학습자들의 주 반 은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에

의해 실 되는데 그 내용에 의해 해석 진술의 양상을 분류할 수 있다.학습

자들의 배경지식에는 이미 읽은 텍스트의 정보와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지식들이 포함된다. 한 학습자들은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

나의 맥락에만 의존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맥락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해석할 수

도 있다.

10)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독자,텍스트,시: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

론』,한국문화사,2008,p.122.

11)윤여탁,「 시 해석과 교육의 수용 측면에 한 연구」,『국어교육』92,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1996.

12)Marie-LaureRyan,앞의 ,pp.83-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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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재 정보에 의한 해석

내재 정보에 의한 해석이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서 제시된 정보에 근

거하여 텍스트의 체나 일부분에 해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는 텍

스트의 체 인 의미에 한 해석,각 연의 의미 혹은 시를 구성하는 요소에

한 구체 인 해석이 포함된다.이러한 요소에는 시어,시 상황,시 상,

시 화자,형식,구성 특징 등 다양한 상들이 포함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쓴 반응 텍스트이다.

이 시는 사랑의 기쁨과 슬픔에 해서 묘사했다.

사랑은 모순 인 것이다.만나도 만나고 싶고,이별해도 만나고 싶고,

다가 그리워진다.

이 시에서 립 인 것이 나왔다.“훗날”과 “오늘”,“나무라다”와 “그립

다”,“찾다”와 “잊다”이러한 단어들은 사랑의 복잡한,어려운,모순 인

부분을 표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잊다’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W317A]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사용된 반의 계의 어휘들을 제

시하고 있으며,이러한 어휘들의 계에 한 분석을 통하여 시의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다.학습자는 헤어졌음에도 그립고 잊고 싶음에도 잊을 수 없으며

잊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도 결코 잊지 못하는 복잡하고 모순 인 감정을 시

텍스트에서는 의미상에서 반의 인 어휘들을 통해 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이러한 어휘들의 사용은 사랑의 모순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

화자가 잊지 못했음에도 ‘잊었다’고 말하고 있는 복잡한 심리상태를 표 하

고 있다고 본다.시어들의 계에 한 분석을 통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표

하는 시어의 기능에 해서 보여주고 있는 진술이다.어휘 자체에 한 이해뿐

만 아니라 시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의 계에 한 이해는 학습자

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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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길에 무엇을 찾는 것이다.‘길’은 아마 사람의 일생을 상징한다.

작가는 찾는 것은 인생의 의미이다.그림자는 내 쓸쓸한 기분이 더 강하

게 표 하는 것이다.이 길은 매우 험하지만 작가가 이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담 쪽에 있기 때문이다.담은 내 생

활의 후원자이다.힘들때마다 나에게 로하고 지지한다.그래서 이 담은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다.혼자서 걸어서도 무섭하지 않은 이유이

다.[G405D]

새로 자라난 풀은 차례로 빗바람을 겪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하는 태

도의 환은 이시의 주제다.처음에는 거센 비와 강한 바람이 부르는 와

에서 참다 못해 울고 말았으며 그후로 날이 흐려져도 바람에 상처가

남길 두려워 일 부터 피하기 시작했다.그러나 도망친다는 것은 도 히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을 것을 인식을 하게 된 다음에 풀은 이 어려움에

한 태도가 바 기 시작했다.마지막 에서 보이듯이 수동 이 던 이

의 자세와는 달리 자기 마음으로부터 비를 해놓고 운 자세로 피하

는 것이 아니라 극 처에 나섰다는 말이다.그러니 어려움을 앞서 무

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고통을 겪어도 환한 미소로 극복하게 되었

다.마지막 문구에 보면 다시 어려운 도 에 직면할 때엔 더욱 성숙하게

온건한 자세로 지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에서는 풀은 사람을 뜻하고 비와 바람,흐린 날씨는 인생에서 만

날 어려움을 가리키고 눕다는 이 의 의미가 있는데 처음엔 피함,다음엔

극 응의 뜻이다.[W318B]

이 두 학습자는 반응 텍스트에서 모두 시어의 상징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다.윤동주의 「길」13)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 [G405]는 시

13)잃어 버렸습니다./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길에 나아갑니

다.//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길

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길은 아침에서 녁으로/ 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돌

담을 더듬어 물짓다/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

는 것은/담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내가 사는 것은,다만,/잃은 것을 찾는 까닭

입니다.

윤동주,권 민 편 ,『윤동주 집 1-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문학사상사,1995,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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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길’,‘그림자’,‘담’의 상징 의미에 해 서술하고 있다.시 텍스트에서

‘길’,‘담’은 상징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 한 악이 시의 의미

를 해석할 때 요하다는 것을 학습자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시 텍스트에서

‘길’은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며 ‘담’은 생활의 후원자를 상징하는 것이

라고 하 다.그러나 시에서 밝혔듯이 시 화자가 길을 걷는 것은 ‘담 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므로 시 화자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담 쪽에 있는

나이다.따라서 여기에서 ‘담’은 시 화자에게 장애물로서 기능한다.이때 시

텍스트에서 ‘길’,‘담’의 상징 의미에 한 해석만이 요한 것이 아니라,‘담

에 있는 쇠문’의 상징 의미에 한 해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쇠문’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왜 ‘담’에 있으며 그것은 한 왜 잠겨져있는지에

한 해석이 있었다면 학습자는 ‘담’에 한 자신의 해석이 합하지 못하다는

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 의 「풀」에 한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는 특정 시어의 상징

의미뿐만 아니라 체 인 의미에 한 해석을 통해 시어의 상징 의미를 해

석하고 있다.시 텍스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풀’의 움직임의 변화를 학습자는

‘풀’의 태도의 변화로 해석하고,각 연에서 나타난 풀과 바람의 움직임의 계

원인을 추론하고 분석하 다. 한 연을 나 원인 연과 연 사이의 계

에 해 주의하면서 시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은 첫 번째

학습자와 구별되는 측면으로,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학습자[W318]은 타당한

해석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학습자는 ‘풀’과 ‘바

람’의 상징 의미를 각각 ‘사람’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으로 해석하

고 있고 ‘눕다’라는 시어에 해서는 ‘피함’과 ‘극 응’의 두 측면에서 의미

를 해석하고 있다.시는 연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지만,연결되어 하나의

의미를 구성한다.학습자는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논리 으로

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술 과정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

를 읽으면서 이해한 내용과 그 이해가 도출되게 된 사고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짧은 형식을 빌어서 의미를 표 하는 시에서 부분 인 시어에만 주목을 하

는 것은 결국 타당하지 못한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시를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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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우선 시어 하나에서부터 시 체에 이

르기까지 그 의미가 쉽게 악되지 않는다는 이다. 달하려는 의미나 쓴

이의 의도가 독자에게 어 남 없이 정확하게 달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일

상 텍스트에 비해,시 텍스트는 그러한 일상 텍스트의 습 인 언어 사용

자체를 경화함으로써 상과 세계,그리고 그 속에서의 존재에 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시 읽기의 본질

인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독자 스스로 시의 의

미를 악하기 한 시 해석의 일차 인 과정은 시어 하나하나의 기본 인 의

미를 밝히는 일에서 시작된다.14)그리고 이러한 시어들은 통합되어 하나의 의

미를 구성하게 되므로 그것들의 계에 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시

어의 상징 의미에 한 합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시어에 한 해석,특히 시어의 상징 의미에 한 해석은 체 텍스트의 의

미와의 연계 속에서 실 되어야 하며 시 텍스트의 다른 정보들과 모순되지 않

는 가운데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③ 나는 꿈을 추구하는 사람, 는 꿈,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

다....[M402G]-2

“ ”는 뭐니? 는 “ ”의 의미에 따라 받은 느낌도 다른다고 생각합니

다.만약,“내”가 어떤 사랑한 사람을 기다리면 데이트를 할 때 그런 느낌

이 나온다.“내”가 애인이나 여자친구를 무 무 보고 싶어서 먼 그

만난 곳이 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그래서 아무 소리가 나

오면 나는 심이 많다.만약,“ ”는 사회나 국가의 어떤 상태로 이해하

면 느낌이 완 히 다른다.“내”가 나라의 평화를 기다리고 있다.그래서

인간의 모두 일을 발생하면 나도 그 평화를 해 발생한 것인다.그리고

나도 그것을 기 한다.내 마음도 그 평화를 향한다.[G406G]

이 두 학습자는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

14)김정우,『시 해석 교육론』,태학사,2006,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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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시 텍스트의 ‘’를 ‘꿈,이상,나라의 평화’등으로 해석하고 있다.다른

학습자들의 련된 반응 텍스트에서도 ‘’는 꿈,희망,조국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실제 시인이 시의 착어에 쓴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다.15)

착어: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희망이 있는 한,희망을 있게 한

망이 있는 한.내 가 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민주,자유,

평화,숨결 더운 사랑.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조

하다.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두부 장수의 핑경 소리가 요즘은 없어

졌다.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이 핸드 마이크로 아침부터 떠

들어 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어디선가 병원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

모양이다.젖소가 제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리라. 도 이 녹 같은 기

다림을 네 삶에 물들게 하리라.16)

시인이 쓴 착어를 보면 시 텍스트에서의 ‘’는 민주,자유,평화,숨결 더운

사랑 등을 의미한다.착어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황지

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다만 연시로만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

상징 의미에 해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하 다.이는 시 텍스트에 한 심

층 인 분석의 결과일뿐만 아니라,학습자들의 문학 경험의 향으로도 볼 수

있다. 국인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상징,의미,형상 등 추상 이고

심층 인 이해에 유독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장기간의 문학교육에 한 요

시,그리고 국 언어와 국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호학 특성으로

인하여 국인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 읽기에 있어서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하여 형상과 상징 의미의 악에 더 주의하는 상을 보인다.그러나 이

러한 문학 경험은 언제나 정 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고향에 한 묘사를 통해 시인의 향수를 표 하고 있는 정지용의「향수」를

읽고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심층 의미에 해 해석하려고

하 으며 그러한 해석을 실제로 실 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 다.즉 정지용

15)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착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16)황지우,앞의 책,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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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수」가 표 하고 있는 주제는 ‘향수’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인 학습자들이 시는 꼭 함축 의미를 내포

하고 있으며 그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그들의 모국어 교육에서의 시 교육과

히 연 되는 부분이다.애버솔드와 필드(Aebersold& Field,1997)는 외국

어 읽기와 모국어 읽기를 비교하면서 읽기 유형이나 읽기 과정에 한 오리엔

테이션도 외국어 읽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즉 모국어 시간에 주로 정독

을 하게 되면 외국어로 을 읽을 때도 정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17)

학습자들은 기존의 문학교육의 결과로 형성된 주체이므로 그들이 주체 으로

수행해 낸 읽기와 쓰기는 생산 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 과거의

문학교육의 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다.18)특히 국인 학습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

이다.

다음은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서술한 반응 텍스트인데 학습자는 시의

각 연에 주목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 시는 해질 무렵의 고향을 그림으로 표 했다.시골에 있는 아름답고

특별한 경치를 묘사하고 다양한 색깔도 시했다.1연에는 벌과 실개천과

황소 그리고 해설피 빛을 통해서 시간과 곳을 정하고 시골의 그림을

창출했다.2연에는 시인은 해질 무렵에 집에서 졸고 있는 아버지로 고향

의 따뜻함을 나타냈다.3연에는 시인은 흙과 하늘 그리고 함부로 쏜 화살

로 소년 시 의 자유감을 표 하고 이슬로 어렸을 때 순수한 느낌을 가

리켰다.4연에는 아내와 이의 기쁨으로 고향에서 가족과 같이 사는 삶

을 그리워했다.마지막의 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과 흐릿한 불빛

에 돌아앉는 화면을 묘사하고 고향과 가족의 따듯함으로 지 고향에 멀

리 떠나가는 시인의 고독감을 나타냈다.그리고 은 시 이 사라지는 그

쓸쓸함도 포함했다.[B407E]

17)최연희․ 은실,『 어 읽기 교육론:원리와 용』,한국문화사,2006,pp.42-45.

18)양정실,「반응 일지 쓰기의 문학교육 함의」,『국어교육』102,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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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각 연의 내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연의 내

용이 표 하는 의미에 해서 해석하고 진술하 다.각 연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 그것이 ‘향수’라는 주제 하에서 가지는 이미지 시 텍스트에 왜 그

러한 부분이 묘사되었는지 등에 해 학습자는 구체 으로 진술하고 있다.학

습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시 텍스트에서 각 연은 긴 히 연결되어 ‘고향의 모

습’이라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여기에서 학습자가 서술하고 있는

각 연이 쓰인 원인에 한 해석은 연과 연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

며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를 의미화한 결과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해석

진술은 단순히 시 상에 해서 열거하는 기술 진술과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지용의 「향수」는 국인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 어려운 시

텍스트는 아니다.시 텍스트의 각 연에서 무엇에 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지는 어휘의 의미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이 학습자의

경우에는 시인이 수많은 사물들 에서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

상을 선택한 원인 그것들의 배열 순서에 한 해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형성된 학습자들의 반응이 더욱 명료해지는 효과를 낳았

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시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시의 요소 간의 계에 한

악을 통해 시의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것

을 시의 이야기화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진술도 내재 정보에 의한 해석

진술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에는 시 상황에 한 서술이 포함

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시 화자나 시 상의 행 ,생각,느낌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것은 학습자가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단순히 시 텍스트의 문자를 그 로 베껴 쓰는 문장화와는 차이가

있다.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실제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해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이것을 심 표상(mental-model)(Anderson,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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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Laird,1983;vanDijk& Kintsch,1983)이라고 한다.심 표상에 의

하면 독자의 이해 과정 에 독자의 마음에 형성되는 것은 독자가 실제-세계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실제-세계 상황을 캡슐화(encapsulate)하는 과정을 통

해,명시 인 텍스트 진술의 문자 의미 머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19)즉

텍스트 이해는 텍스트 자체, 상과 행 에 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 구조,텍스트가 지칭하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종의 모델을 형성하게 된

다.그 다음 텍스트의 내용을 이 모델에 맞추어 통합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다.

학습자들로 하여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이나 로 표 하라고

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그린 심 표상을 구술 는 서술한다.시라는 장르

성격에 근거하여 볼 때,이런 심 표상의 형성과정은 시가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복원하는 과정이며 시의 배경 상황 즉 시 상황,시 화자,시

상에 의한 재 과정이다.이러한 심 표상은 이야기성을 띠게 되는데 이

야기는 일반 으로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이야기의 거리는 인과 규칙

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그러므로 시 텍스트를 이야기화하는 학습자들은 이야

기를 서술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정보와 그것에 의해 추론한 정보들을 논리

으로 연결하여 구성하게 된다.특히 시 텍스트는 감정 인 표출로 이루어진

장르이다.따라서 시 텍스트를 이야기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인과 규

칙에 근거하여 그러한 감정을 유발한 배경 인 사건 즉 시 상황,인물들 간,

인물과 상 간 즉 시 화자와 시 상 간의 계에 해 추론하게 되며,

련 정보들을 논리 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들의

풍부함의 정도와 구체화 정도에 따라 학습자들의 진술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시를 읽은 후에 슬 고 망한 느낌 들었다.제 생각해는 ‘당신이

찾으시면’‘당신이 나무라면’라는 말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던 사인 걸 추측할 수 있다.여자는 계속 남자를 사

랑하면서 깊이 그리워 하고 있다.‘잊었노라’반복해더라도 지 잊지 못

19)KeikoKoda,InsightintoSecond LanguageReading-A Cross-LinguisticApproach,

CambridgeUniversityPress,2005,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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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분명하다.이런 자신을 속이는 말은 더욱 망와 슬픔을 강조하

게 된다.[B406A]

...실은 이 시에서 묘사한 장면은 이 여자 상상한 화면이다.이 시의 배

경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지만 오히려 더 넓은 상상할 만한 공간을 제

공했다.이 여자 아마 남자친구와 헤어졌다,아니면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그래서 여자가 남자 나 에 다시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자기 어떻게 답할까 상상하고 있다.헤어지고 싶지 않지만,남자를

다시 안고 싶지만,그 를 무척 그리워하지만,여자가 말할 수 없다.그냥

마음속에 감정을 묻어버리고,냉정하고 인정이 없는 것 척하면서.“믿기지

않아서 잊었다”고 답하기로 한다....[B401A]-1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이 두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

두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이야기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두 학습자는 모

두 시의 내용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별에 한 이야기로 표 하고 있다.이

러한 표 에는 인물,배경,인물의 심리 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즉 시 화

자,시 상황,시 화자의 심리를 통해 시의 내용을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두 이야기에서 시 상황은 모두 이별한 상황이며 시 화자는 여성

이며 시 화자는 이미 떠나간 남자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 두 학습자는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의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 [B401]는 시 화자의 태도에 해 ‘냉정하고 인정이 없는 것 척 하면

서’로 상세히 진술하 으며 이 ‘이야기’에서 상상하는 장면이라는 것에 한 서

술을 통해 시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법에 해서까지 언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야기화하

여 표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먼 시 상황에 해 서술하고 있다.20)

20)시 상황은 시인의 가치 이 투 된 시 화자와 시인이 독특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시 상이 존재하는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효과 으로 투 되기 해서는 한 후 맥락과 장치를 설정해야 하

며 객 상 물이나 여타의 매개물이 필요하다.이처럼 시 화자와 시 상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기 해 시인이 마련해 놓은 시 장치 한 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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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 의 하나는 ‘시 상

황을 이해’하는 것이다.작품 속의 시 화자는 지 어떤 치이며,어떤 처지

에 있는가를 아는 일은 매우 요하다.시 상황의 이해는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21)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에서 시 상황은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의 친숙도를 가름하는 표지가 될 수

있으며,학습자들의 이해를 진할 수 있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그리고

내재 정보에 의한 학습자들의 해석 진술을 통해 동일한 정보에 한 해석

진술의 다양성은 학습자들의 지평의 다양성에 의해 래될 뿐만 아니라 표

방식의 다양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외재 지식을 활용한 해석

외재 지식을 활용한 해석이란 통,상식,교육 등에 의해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본고에서는 학

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쓰면서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체험에 의

해 축 한 지식들을 어떻게 시의 내용과 결합하는지에 해 살펴볼 것이다.그

러므로 여기에서 외재 지식이란 텍스트 밖,즉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

식을 의미한다.이것을 읽기와 연계해보면 이러한 지식에는 세상 일반 지식,

사회 문화 지식,주제에 한 지식,장르에 한 지식 등이 포함될 수 있

다.22)이러한 지식들은 문학에 한 이나 시 분석 방법론의 측면에서 학

습자들의 반응에 향을 미치게 된다.

오정훈,「시 의미 읽기 방법 연구」,『문학교육학』28,한국문학교육학회,2009.

21)권 ,『문학이론과 시교육』,박이정,1997,pp.240-241.

22)헤지(T.Hedge)는 읽기에는 여섯 가지 능력이 여한다고 보고 있다.첫째는 통사론 능력

이다.통사론 능력은 어떤 단어가 사 다음에 오면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어떤 단어

가 조동사 다음에 오면 동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하는 능력,즉 문장 구조에 한 지식을

지칭한다.둘째는 형태론 능력이다.형태론 능력은 두 단어가 마지막 음 만 빼고 철자

가 같다면 한 단어는 다른 단어의 생어일 수 있다는 계를 악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

된다.셋째는 일반 지식이다.즉 세상 지식이다.넷째는 사회 문화 지식이다.다섯째는

주제 지식이다.여섯째는 장르에 한 지식이다.즉 의 장르별 특징에 한 지식이다.

TriciaHedge,TeachingandLearninginTheLanguageclassroom,OxfordUniversity

Press,2000,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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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나타나는 “풀”과 “바람”은 각 연약한 한 민족과 한민족을 압

박하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상징의미를 알고 나서 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연:“풀”은 바람에 나부끼고 우는 것은 바로 한민족은 압박을 당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연:“풀은 바람보다...”란 문장 세 개로 한민족은 그 나쁜 세력을

항쟁하는 정신을 비유한다.한민족은 역사의 흐름에서 생명력이 좋다는 의

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연:“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란 문장은 한민족이 다시 압박

을 당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뒤 부분에서 “바람보다...일어나고...웃는

다”란 문장은 한민족이 어려운 실에서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

다.[W312B]

이 시는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을 때의 슬 마음을 표

한 시인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정치에 한 작품이다.그 시 속에서 나온

“님”은 바로 시인의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님”은 아쉽지만,슬 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의 기울기를 상징한다.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아는 까닭”은 당시의 국민들은 국가의 운명에 한 무 심 태도를

완곡하게 비 하고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다.마지막 “다시 만날 것을 믿습

니다”라는 말에서 작가는 조국이 부흥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그 시는 연인과 헤어진 이야기를 빌려서 시인은 자기 나라

에 한 깊은 사랑을 표 했다.[B303F]

국가의 존엄을 되찾는 길에서 포화나 폭약 연기가 차 있는 하늘은 당

시의 분 기와 어울리는데 시에서 하늘이 푸른 상은 분명이 쟁의

튼튼함과 어 난다.그래서 그런 비하에 부끄러움 생긴다.좋은 날씨

에 한 불만은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윤동주가 시인으로써 쟁터

에 없는 자기를 증오감인가 본다.[G3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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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세 반응 텍스트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에 근

거해서 시 텍스트의 시어와 시행을 해석하고 있다.해석의 상이 다르지만 그

들은 모두 역사 지식에 근거해서 시 텍스트를 정치 경향의 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 의 「풀」에 한 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풀’과 ‘바람’은 각각 연약한 한민족과 한민족을 압박하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았다.‘풀’과 ‘바람’에 해 구체 으로 한 민족과 압박세력으로 해석하고 있

는 것은 학습자가 갖고 있는 역사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한국이 외세에 의

해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다는 련 지식이 학습자의 이와 같은 해석을 도출

하게 된 것이다.각 연에서 ‘풀’과 ‘바람’의 계 한 한민족과 압박세력의

계로 재해석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23)에서 ‘님’

은 ‘조국’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보았다.이러한 해석을 제로 학습자는 반

응 텍스트에서 ‘님이 갑니다’,‘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아는 까닭’,그리

고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세 시행에 해 구체 으로 해석하 다.‘님

이 가는 것’은 ‘당시의 나라의 정세가 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아는 까닭’은 ‘당시의 국민들이 국가의 운명에 한 무

심 태도에 한 비 ’이며,‘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는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윤동주의 「길」에 한 세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푸른 하늘 부끄

러움’이라는 시행에 해서만 해석하고 있다.여기에서도 학습자는 쟁이라는

23)님은 갔습니다.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

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황 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

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꽃다운

님의 얼굴에 멀었습니다./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아

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우리

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아아 님

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 습니다./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 지음,권 민 엮음,『님의 침국 외:한용운 문학 집 1』,태학사,2011,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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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생각하면서 시행의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는데,학습자의 해석에 의

하면 쟁이 터진 당시의 시 상황으로 볼 때 하늘은 푸를 수가 없으며 포화

나 폭약 연기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그런데 시 화자가 본 하늘은 푸른데,

그것은 그가 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시인 윤동주가 쟁터에 없는 자신에 해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그

것을 ‘푸른 하늘 부끄러움’이라고 표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시 배경이나 시인에 한 그 어떤 지식도 제시

하지 않았음에도 학습자들은 시어의 상징 의미를 해석하면서 일제 시 라는

시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있다.이것은 모든 시 텍스트의 시어는 상징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시 배경과 연계되는 것이라는 학습자

들의 선입견과 연 되는 것으로,학습자들의 모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경험과

히 련되는 부분이다.기존의 모국어 교육의 문학 련 수업에서는 일제

시 에 창작된 작품들을 많이 다루었으며 따라서 쟁이라는 시 배경에

근거해서 문학 작품에 해 해석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한국도 일본의 침

략을 받고 쟁을 겪었다는 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

서 조그마한 단서에 의해서거나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시어들을

한민족과 침략자와 연계시켜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모든 시 텍스트가 일제 시 를 시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일제 시 로 시 배경을 ‘보편화’하는 경향은 시 텍스트 해석에

서 지양해야 한다.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에서 학습자는 장르에 련된 지식을 활용하

기도 한다.과거에 겪어본 문학 경험들은 무의식 인 안내자로서 장르를

측하고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패턴을 구성하는 유형들을 발 시켜나가

는 원동력이 된다.각각의 장르,즉 개별 작품의 종류를 이해하기 해서는 학

습자들은 각 장르가 갖는 사회 약속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즉 일단 학습자

가 이러 러한 어떤 기 감,다시 말하여 그의 입장을 정하게 되면 그가 반응

하게 되는 세부 내용이나 그가 자신의 반응을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진다.24)

이것은 텍스트에 한 기 와 연 되는 것으로서 시라는 장르에 련된 학습

24)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99.



-82-

자들의 기 지평이 시 텍스트에서 주목하게 되는 정보를 결정하게 되어 그들

의 해석과 표 의 모습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여기에서는 반응 텍스트에서

련된 지식을 직 진술한 경우만을 상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반응과 표

에 해 살펴볼 것이다.

시인 김수 은 도 체 어느 시 에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민

족이 굉장히 어려보 압박을 많이 당하는 시 에서 살았다.시인이 쓴 시

는 다 자신이 사는 시 와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몇 번 읽고 나서 요한 실마리를 발견했다.먼 “바람”과

“풀”은 여러 번이나 나타났다.이 시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바람”과 “풀”

의 상징 의미를 알아야 한다.첫 번째 연에서 풀이 무 연약해서 바람에

쉽게 쓰러진다.즉 한 민족이 연약해서 나쁜 세력에게 쉽게 압박을 당한

다는 뜻이다.두 번째 연에서 “풀”이 바람보다 먼 일어난다는 문장은

한 민족이 생명력이 좋다는 의미다.마지막 연은 “풀”이 늦게 워도...먼

웃는다는 문장은 한민족이 항상 압박을 당하지만 항쟁을 자심도 안

포기하고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W313B]

김수 의 「풀」을 읽고 쓴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으

면서 무엇에 주의하고 왜 그것에 심을 가졌는지에 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

다.시 텍스트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는 어휘가 ‘풀’과 ‘바람’이며,시 텍스트에

서 주요하게 묘사하는 것도 ‘풀’과 ‘바람’사이의 계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는 ‘풀’과 ‘바람’의 상징 의미와 이들의 계를 악하는 것이 시 텍스

트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하다고 본다.시 텍스트 읽기에서 반복 어

휘의 요성 상징 의미에 한 해석의 요성은 학습자들의 기존의 교육

에서 시 텍스트 련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이다.특히 문학 교육을

요시하는 국의 모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하면서

시 텍스트 읽기에 련된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기존

의 문학 경험을 통해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한 차 지식을 획득

하게 되며,이러한 지식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의 특별한 자질에 주목

해야 함을 알려주고 이것은 그들의 반응 방법에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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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풀’과 ‘바람’은 구체 으로 ‘한민족’과 ‘나쁜 세력’

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 다.그리고 이러한 상징 의미를 제로 각 연

의 의미에 해 해석하 다.특히 여기에서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서의 ‘바람’과

‘풀’의 상징 의미를 한국의 시 상황과 연계시켜 해석하려고 하 던 것은

‘시인이 쓴 시는 다 자신이 사는 시 와 한 계가 있다’는 련 지식 때

문이다.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학 경험을 통해 이미 내재하고 있던 지식

이다.그러므로 학습자는 ‘풀’과 ‘바람’의 상징 의미를 한국의 시 상황과 연

계하여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여기에서 시 상황은 학습자가 추측한 시

상황으로서 의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 지식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각

각 ‘한민족’과 ‘나쁜 세력’으로 해석하 다.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는

기존 문학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

시인은 ‘잊었노라’라는 말을 반복하게 썼습니다.이 말은 시의 핵심이라

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미래의 상태에 나오는 말 에 과거형을 사용

하는 것이 추측하는 결과이자 자기나 상 방에 한 자신이 담겨 있습니

다....[B403A]-1

이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는 반복 으로 나타나는 어휘의 요성에 해

서술하면서 ‘잊었노라’에 해 해석하고 있다.그런데 ‘잊었노라’의 자체 인 의

미보다는 그 시제에 을 맞추어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미래의 상태에 나

오는 말 에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추측하는 결과이자 자기나 상 방에

한 자신이 담겨 있습니다.’라는 ‘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에서 먼 이후가 있

어서 그 때에는 모두 용서해 수 있다는 의미를 표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분명히 ‘먼 후일’은 미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잊었노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특징에 한 해석을 통해 학습자는 련된 ‘계

시’를 ‘추측’한 것이다.물론 여기에서 ‘미래의 상태에 나오는 말 에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추측하는 결과이자 자기나 상 방에 한 자신이 담겨 있다’는

련된 지식의 정확성 여부는 해석의 타당성을 가름하는 요한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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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면 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해서 배추를 잘 심는다.

그런데 배추의 경제 인 가치만 시하는 거 같다.

사람 하는 것처럼 배추의 마음을 추측하고 이해해주는 것 한번도 없

다.

시인은 배추와 같은 사물이도 마음이 있는 것을 달하고 싶다.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다.자연속에 다른 사물과 뭐가 다를까?

그래서 경제사회가 발 하면서 자연과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마음이다.

“배추 풀물이”바로 배추의 마음을 표 하는 것이다.[B306C]

자연과 친구처럼 지내고 자연의 마음을 잘 이해해줘야 한다는 뜻일 것

같아요.배추는 김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라서 한국 사람은 제일 자

주 먹는 거죠.그래서 작가는 이 배추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B312C]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25)을 읽고 쓴 이 두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사회 문화 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소재로 배추를 선택한 원인에

해 서술하고 있다.그들은 익숙한 상인 김치와 배추의 연 성에 근거하여

시 텍스트에서 배추를 시 소재로 선택한 이유에 해 생각하면서 시의 주제

에 해 해석하려고 하 다.즉 시 텍스트에서 시인이 배추를 선택하여 묘사

한 것은 한국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소재에 한 익숙함 때문이

라고 보고,시인이 익숙한 사물을 통해서 보편 인 주제를 표 한 것이라고

단하고 있다.이상의 김치와 한국의 계에 한 사회 문화 지식에 근거

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연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보편 인 주제와 연계하

25)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보다/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하도 자라지 않아/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여름내 발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나는 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잘 자라 기쁠 것 같아//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혹시 배추벌 한 마리/이 속에 갇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배추벌 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속은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보다

나희덕,『그 말이 잎을 물들 다』,창작과비평사,1994,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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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석하고 있다.즉 시인이 ‘자연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주제를 표 하기

하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소재인 ‘배추’를 선택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 학습자들이 기존에 한 많은 문학 작품에서 작가가 가

장 익숙한 사물에 한 묘사를 통해 보편 인 주제를 표 하는 수법을 사용하

고 있음을 본 문학 경험에 의해 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학습자

들의 모국어 문학 련 교육에서 이러한 방법에 해 정 으로 평가하여 가

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그러한 경험들이 학습자들의 해석에 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에 해서 단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해석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체 인 요소에 한

고려보다는 어느 한 요소에 련된 외재 지식에 근거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

를 해석하고 있다.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해석이 시 텍스트의 정보들과 모순되

는 이 없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이러한 해석과 ‘배추벌 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속은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라는 시행들의 의미는 모순 계에 놓여있다.‘배추의 마음’이 경제

이익만 추구하여 인간에게 괴당하는 아 마음을 변하는 것이라면,시 텍

스트에서 ‘배추벌 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에 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해서는 설명해주지 못

한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물론 이와

같이 으로 외재 지식에 의거한 해석 진술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 을 때 많이 나타나는 표 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언어 지식이나 련된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에 조성된 반응이나 습 심에 의해 비슷한 단어에 같은 반응을 함으로써

타당하지 못한 반응을 형성하기도 한다.일반 으로 ‘식물의 마음’은 괴되는

자연을 변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에 ‘배추’라는 식물이 언 되고

그것의 마음에 해 시 텍스트에서 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습자들이

환경 문제와 연계시켜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실제로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에 련된 반응 텍스트들에 해 고찰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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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술 진술이나 내재 정보에 의한 해석 진술은 찾아보기 힘든 신,

외재 지식에 근거해서 시의 소재와 주제에 해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지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

기 행 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이 시를 보면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무 사랑한다고 볼 수 있다.반복

으로 “잊었노라”말했으면 사실이 잊고 싶지 않다.잊고 싶은 원인이

당신을 무 그립고 그 그리움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네가 잊고 싶다.그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다.

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무용 것은 깊은 사랑이다.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다.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그 때문에

꼭 한 사람이 깊은 사랑을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W313A]

이것은 학습자가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학

습자는 반응 텍스트에서 먼 시 텍스트가 표 하고 있는 의미에 해 서술한

다음 ‘사랑’에 한 자신의 생각에 해서 진술하고 있다.학습자는 사랑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시 텍스트의 주제에 해 실 인 에서 해석

하고 있다.여기에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 두 사람의 계에 한 학

습자의 견해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미치는 향이 크다.이미 떠

나간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리움 때문에 시 화자는 고통스러워하며,그로 인

해 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것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연인의 계,더 사랑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고통에서 래되는 것이

라고 학습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사랑에 련된 생각이 시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연인 사이,따라서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학습자의 생각에 근거하여 시 화자

가 ‘잊었노라’고 반복하고 있음에도 잊을 수 없는 원인이 밝 지게 된다.그것

은 시 텍스트의 시 화자가 바로 더 깊이 사랑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사랑하

26)이와 같은 은 실제로 학습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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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이미 떠났음에도 잊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며 상처인 것이다.

외재 지식의 활용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의 경험에 의해 습득한 지식을 활

용하여 시 텍스트에 해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요한 것은 활용되

고 있는 지식의 정확성의 여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그러한 지식을 시 텍스트

와 련시키는 것이 한지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다.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나 시 텍스트에 합하지 않은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해석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한 기존에 형성된 문학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반응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된다.

3)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해석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간단히 보면 텍스트간의 상호 연 성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해석이란 학습자들이 텍스트간의 상호

련성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체나 일부분에 해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27)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해석은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실 할 뿐만 아니라 한 련된 반응을

더욱 풍부하고 더욱 다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이러한 텍스트들은 장르에

한 제한이 없으며 국의 텍스트일 수도 있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일 수도 있

으며 한 주제에 련된 것일 수도 있고 시 화자나 시 상에 련된 것

일 수도 있다.

국 가수가 불 던 노래 <거짓말>가 생각난다.가사는 남자가 이미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을 묘사하지만 깊은 그리움을 표 한

27)어 (Irwin,1991)은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결속성 있게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1.텍스트 내부 요소들의 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내 계 텍스트성,2.다

른 텍스트와의 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 계 텍스트성,3.텍스트 외부에 있는 내

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외 계 텍스트성이 그것이다.본고에서 의미하는 상호텍스트

성에 의한 해석은 이 두 번째 방식이다.즉 내용 으로 련있는 에 읽은 텍스트를 참

조하여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김도남,『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박이정,2003,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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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난 그 를 잊지 못하지만 ‘잊었다’라고 몇 번 했다.

‘먼 후일’이라는 말은 막연함을 드러내는 상징 인 의미를 담고 있다.

먼 후일,어쩌면 오지 않을 날이다.[W304A]

이 시를 읽고 나서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성시경의 노래가사 같다.시

의 주제는 역시 사랑이고 애인을 기다리는 장면,기다리는 동안 “나”의

느낌을 묘사한다.

시의 반(“다시 문을 닫힌다”까지)은 시인의 상상과 경치의 합성(?)이

다.이 아름다운 풍경,바스락거리는 나무 잎,시인의 에는 단지 함

입니다. 국어로 寓情于景.후반은 직 사랑하는 감정을 서술한다.신체

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벌써 에게 가고 있듯이 우

리의 사랑은 거리를 걸쳐 하나가 된다.[M413G]

각각 김소월의 「먼 후일」과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읽고 작

성한 두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상호텍스트로 노래를 제시하고 있

다.김소월의 「먼 후일」에서는 ‘잊었노라’는 어휘를 반복 으로 사용하고 있

지만 이러한 반복은 결국 마지막 연의 반어법과 결합되어 ‘잊을 수 없음’에

한 강조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이 작품은 잊을 수 없는 임에 한 애틋한 그리

움을 반어법으로 표 하고 있다.이러한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 [W304]는 국 노래 「거짓말」을 떠올렸다.노래 「거짓말」은 내용

과 반어법의 사용에서 해당 시 텍스트와 유사하다.노래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남자가 이미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것은 거짓말인 것이며 그런 거짓말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움을 더욱 깊게 표

하고 있는 것이다.학습자는 비슷한 내용의 노래 가사를 통해 시 텍스트에서

표 하고 있는 ‘잊을 수 없음’에 해 해석하고 있다.그러므로 시 텍스트에서

‘잊을 수 있는’‘먼 후일’은 오지 못할 수도 있는 날 인 것이다.즉 비슷한 주제

의 노래 가사에 한 진술을 통해,시 텍스트에서 ‘잊었노라’는 ‘거짓말’이며

‘먼 후일’은 오지 못할 수도 있는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두 번째 학습자

[M413]은 내용의 유사성에 의해 한국 노래를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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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래 가사와 시 텍스트의 유사성에 해서만 언 했을 뿐 노래의 내용에

해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시 텍스

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이 시 텍스트에서 느 던 느낌이나 감정을 표 하

고 있다.특히 노래 가사 같은 경우,감정의 표 매체라는 에서 시 텍스트

와 비슷한 이 있으며,학습자들의 표 에서 그들이 노래라는 매체를 통해 느

낄 수 있는 감성 인 부분을 시 텍스트에서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로 노래를 언 하는 이유는 노래와 시 텍스트의 유사

성에서 찾을 수 있다.암 로스(A.W.Ambross)는 음악의 본질과 문학의 본

질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그는 음악이 의미 있게 듣는 이에게 달되는 것은

문학이 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념 인 내

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암 로스는 음악이 단지 음악 인 논리에

의해서 구성된 음의 조합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정신 인 념으로서의 내용을

가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정신 인 념이라는 에서 음악이 본질 으

로 문학과 깊은 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암 로스는 문학 인 측

면에서 음악을 음속에 융화되어 버린 언어의 술이라고 정의한다.28) 념

인 내용의 유사성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고 노래 가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하 다.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로 언 하고 있는 노래들은 부분 한국이나 국의

가요29)들이다. 가요도 시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나 이별의 슬픔

과 같은 제재에 해서 표 을 한다. 같은 제재에 해 다루고 있지만 시 텍

스트에 비해 가요는 성,통속성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에 학습자들

에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많은 경우 가요의 노래 가

사는 학습자들이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된다.그것은 가요의

노래 가사가 특히 당 로 올수록 직 진술이 많아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28)A.W.Ambross,국민음악연구회 역,『音 과 詩의 限界』,국민음악연구회,1976,p.64.

29) 가요란 서양 음악이 도입되던 시 부터 사이에서 즐겨 불려온 세속 인 노래,

술가곡의 상 인 개념으로 유행가라고도 한다. 술가곡이 술성과 심미성에 가치를 두는

데 반하여 가요는 감각 인 성,오락성,통속성,상업성에 기 를 두고 있다.

두산동아백과사 연구소 편,『두산세계 백과사 』,두산동아,1996,p.371.



-90-

하기 쉬우며 한 진솔한 표 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습자들이 더욱 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그리고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에 심취해 느 던 학습자들의

감성이 비슷한 제재의 시 텍스트를 만남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이다.노래는 음

악과 언어가 통합되어 수용자의 심리와 정서를 자극한다. 가요에 공감하고

몰입하는 것은 가요의 음악,혹은 총체 연기를 감상하고 빠져드는 것으

로, 술 텍스트의 감상 혹은 수용과 련되는 심리 기제가 개입한다.30)따

라서 이와 같은 해석 진술에서 노래의 활용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실 하는

측면보다는 시 텍스트를 읽고 느끼는 학습자들의 느낌이나 정서를 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사람들 마음 속에 걸린 “한”이란 감정에 한 이해가 어렵다.

무 과감하고 맹렬해서 사람을 한 입으로 먹는 것 같았다.여지도 없이 자

신의 감정을 홍수처럼 나타냈지만 다른 사람보다 자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했다.

김소월의 시에서 항상 “한”이라는 감정이 나왔다.

먼 후일이라는 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여자의 시각으로

마음속에 쌓인 한을 표 해 나왔다.계속 “잊었노라”라고 말했는데 마음

속에 분명히 상처가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모양이다.처음에 그리움 때문

에 “잊었노라”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슬 고 기뻐

서 감정이 복잡했다.사랑한다고 하고 싶었지만 의 한과 자존심 때문

에 할 수 없이 “잊었노라”라는 거짓말만 말할 수 있었다.그 다음에 사랑

했던 사람이 계속 치근거려서 시인이 한번 상처를 받아서 다시 “잊

었노라”라고 말했다.이번에는 거짓말보다 정말과 더 가까이하다.사랑은

한으로 바 기 시작했다.마지막으로 “잊었노라”라고 할 때 시인이 자신

에게 말하는 것 같다.자신에게 꼭 잊으라고 경고하고 결심하는 것 같다.

이 시의 1연부터 4연까지 강해진 느낄 수도 있고 사랑과 한도 살펴볼

수 있다.[B402A]

30)김창원,「국어교육과 가요: 가요 국어교육론의 필요성과 가능성」,『국어교육』

104,한국국어교육연구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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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미 배운 학습자는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쓴 반응 텍스트에서 이미 배운 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먼 후일」을 해석하

려고 하 다.학습자는 이 시에서 시 화자가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함을 역

설 으로 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 으며 그 이해를 ‘한’31)과 연계하

여 해석하고 있다.여기에서 학습자가 이미 배운 김소월이라는 시인에 련된

지식,그리고「진달래꽃」에 련된 분석 지식들이 「먼 후일」의 심미 의

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한’의 감정이란 한국 사람들에게 보편 으로 존재하는

감정이며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맹렬한’감정으로 나타난다.

구체 으로 이 학습자에게 ‘한’이란 모순된 심리는 감정을 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에게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이다.‘한’에 련

된 지식에 근거해서 시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 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한’에 합하게 시 텍스트의 시 상황 각 연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시 상황도 시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으로 해석

하고 있으며 ‘잊었노라’고 한 것도 ‘한’과 자존심 때문이며 잊을 수 없는 것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물론 실험에서 만일 자 없이 시 텍

스트만 제시하 다면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학습자의 해석은 다르게 표

될 수도 있다.이러한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배운 작품에 련된 해석 지

식을 활용하여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해석을 하기 때문이

다.‘잊었노라’고 말하면서도 결코 잊지 못하고 있는 시 화자의 모순된 심리

31)한이란 우선 서로 모순되는 두 충동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감정이다.그러한 의미에서 그것

은 아이러니한 혹은 역설 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 표 인 는 「진달래꽃」의

화자가 겪었던,복합 감정일 것이다.그것은 이 시에서 화자의 심리를 구성한 좌 과 미련,

원망과 자책의 감정들이 서로 상반하는 계에 있기 때문이다.한은 결코 통일된 혹은 해결

된 감정일 수 없다.그것은 복합된 갈등의 감정이며 동시에 미해결의 감정이다. 실 으로

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련이 강

렬하게 남아 있는 감정,그리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모순에 맺 있는 감정이다.

그리고 한은 여기서 다시 상 방에 한 애정과 동시에 사랑해야 될 상 방을 증오했다는

자신의 죄의식이 수반될 때 형성되는 감정이다.상 방을 원망했던 감정은 상 방을 원망한

사실에 한 자신의 자책감으로 변모한다.그런데 이 게 상 방에 한 원망이 자신에 한

자책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갈등의 텐션은 원망의 상에 한 주체자의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하다.때문에 실 으로 깊은 애정과 실한 소망의 상이 아닌 자에 있어서

한은 존재할 수 없다.

오세 ,『한국 시 분석 읽기』,고려 학교 출 부,1998,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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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달래꽃」의 시 화자의 심리와 비교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한’의 의미에 근거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이 시에서 시 화자의 심리

개 역시 「진달래꽃」과 마찬가지로 망과 미련,원망과 자책의 서로 모순

된 감정으로 설명된다.상 방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정하면서도 부정하

고,이별하면서도 만남을 비하는 모순의 복합 인 감정을 표 하고 있다.

학습자는 한 ‘한’에 한 이해에 근거하여 시 텍스트의 각 연에 해 구체

으로 진술하고 있다.처음의 ‘잊었노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슬

면서도 기쁘며 사랑하지만 결국 자존심 때문에 말한 것이다. 다시 ‘잊었

노라’라고 했을 때는 좀더 진실에 가까운 의미이며 마지막 연에서의 ‘잊었노라’

는 시인이 잊고 싶음에도 잊을 수 없는 자신에게 반드시 잊어야 함을 알려주

는 말이라는 것이다.여기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잊었노라’는 연을 반복

해감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강력하며 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에 더욱 가까

워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만일 학습자가 ‘먼 후일’과 같은 다른 시어를

고려했다면 보다 텍스트에 바탕을 둔 타당한 반응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의 ‘잊었노라’는 ‘먼 후일’에 하는 말로서 자신에게 잊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학습자의 해석을 따른다면 그러한 잊음이 먼 후일에

행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타당한 해석을 조직하는 원칙은

체 텍스트에 한 반응을 포함해야 하므로32)두 작품의 공통 만을 고려하

여 기존에 배운 텍스트에 련된 지식에 의해서만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

의 의미에 해서 해석하는 것은 합하지 않은 해석을 생산할 수 있다.

학습자는 모든 작품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한 련된

작품들과 연계하여 시 텍스트에 다가가게 된다.따라서 그들의 해석에는 기존

교육의 결과물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미 배운 지식들이 새로운

시 텍스트의 해석에서 모두 정 인 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언 한 사

례에서 보듯 학습자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시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 선입견

으로 작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상투 인 반응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다

음의 반응 텍스트도 이와 같은 을 잘 보여 다.

32)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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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식으로 쓴 시이다.

슬 마음과 깊은 사랑을 “ ”에게 보여주고,끝까지 건딜 것이다는 결

심을 보여 다.

기다린단 말을 했지만 마침내 기다릴 수 없다.마음이 아 고 조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그 남자가 “나”에 해 무 하거나 그녀의 마음을 모르거나 냉

담한 사람인 것 같다.

한국 사랑에 한 시들이 주로 이런 성격이 보일 수 있다.주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남자가 떠나거나 무 심하다.[M401G]

이 학습자는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읽고 와 같이 반응 텍스

트를 작성하 다.학습자는 시 텍스트가 여성의 목소리로 쓰 다고 단하

는데,그 단 근거는 시 텍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기존에 배운

한국 시 텍스트들의 경향에 있다.기존에 김소월 등 시인의 작품에 해 이미

배운 학습자는 모두 사랑과 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시들의 공통 에 근

거하여 이 시 텍스트의 시 화자도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여기에

서도 공통성을 갖고 있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사

의 지식이 미치는 향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

안」에서 시 화자는 여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남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

다.그러나 그러한 해석 근거는 시 텍스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단순히 기존

에 배운 한국 시 텍스트들이 사랑에 련된 주제이며 한 여성 화자의 목소

리로 많이 쓰 다고 하여 이 시 텍스트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반응은 다소 편

한 것이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들에서 학습자들은 국 시를 상호텍스트로 활용하여 시

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풀을 상징물을 삼어 풀이 워도 일어나고 울어도 웃는 장면을 묘사한

다.

풀은 인간을 상징하며 바람,비,동풍 등 어려움이나 시련을 상징한다.

풀은 바람으로 인해 눕는다.즉 인간은 시련을 겪을 때엔 쓰러진다.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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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고 다시 웃는 것이 인간은 시련을 겪어 성공하는 뜻으로 보

이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풀은 새로운 사물이나 사상을 상징하며 바람은 지난 사물이나 사상을

상징한다.

새로운 사물이 나타날 때엔 시련을 많이 겪고 힘이 지난 사물보다 거

의 없다.그러나 새로운 사물이 사상은 새로운 시 를 맞추어 드디어 오

래 존재할 것이다.

“풀”은 국 고 에서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다.그 근거로 고 시

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33)그리고 바람

은 국 고 시 에서 악,압력 등 반면 인 것을 상징한다.한국도 동

방 국가이므로 상징의 의미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W304B]

시인은 무엇을 어딘가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해 길에 나갔습니

다.길에서 돌담 같은 장애가 많고 혼자서 아주 외로웠습니다.근데 고생

이 많았지만 나는 하루종일 걷고 있었습니다.풀한포기도 없지만 담 쪽

이 시인이 견디할 만한 까닭입니다.마지막 시인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는 종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윤동주시인은 기독교가정에 태

어났습니다.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수련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당시

일제통치시 에 장애가 많지만 쪽에 있는 것은 시인이 견딜만한 것입

니다.

근데 내가 그 마지막의 말을 인증하지 않습니다.인생의 과제는 잃은

것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사회를 발 시키는 것

을 더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상징 인 이미지입니다.‘길’ 국고 시나 시에서 인생,과정,

방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를 들어,屈原“路漫~其修远会 吾 上下而求

索”.34)[M402D]

33)이것은 국 당 시인 백거이(白居易)의 「부득고원 송별(賦得古原草 別)」 의 한 시구

로서 불이 아무리 무정하게 태워도 바람이 불면 풀들이 다시 자라난다는 의미이다.

34)이것은 국의 시인 굴원(屈原)의 장시「이소(離騷)」 의 한 시구로서 진리를 탐색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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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곤경에 빠져서 작가의 마음이 슬 다.기울어 있는 국가는 자기

를 떠나는 애인과 같다.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국가를 해서 걱정된 마

음을 느낄 수 있다.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는 문장을 통해서

국가는 다시 강 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도 엿볼 수가 있다.이런 시를

보면 옛날에 배운 국의 시도 떠올랐다.[B308F]

세 학습자는 서로 다른 시 텍스트를 읽고 각각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고 있

지만 모두 국 시를 활용하여 시어의 상징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다.김

수 의 「풀」에 한 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한국이 국과 같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풀’의 의미도 비슷한 맥락에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

면서 국 시에서 ‘풀’을 묘사한 유명한 시행을 인용하여 ‘풀’의 상징 의미를

‘강인함’으로 해석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바람’의 상징 의미도 국 고 시에

쓰인 ‘바람’의 상징 의미를 생각하면서 ‘악,압력’등과 같이 립 인 것을 의

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학습자는 시 텍스트

에서 풀은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그 하나는 인간이고 다

른 하나는 새로운 사물이다.따라서 바람도 각각 어려움,시련과 지난 사물이

나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풀이 인간을 상징하든 새로운 사물

을 상징하든 그것에는 바람을 이겨내는 ‘강인함’의 성격이 있으며,따라서 바람

도 어려움을 상징하든,지난 사물을 상징하든 그것은 풀을 제약하는 악의 성격

을 가진다는 것이다.그러므로 ‘풀’과 ‘바람’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든 그들은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를 제약하고 향을 주고받는 계

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국 고 시나 시에서 ‘길’이 갖는

상징 의미를 차용하여 시 텍스트의 ‘길’의 의미를 ‘인생,과정,방법’등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한 세 번째 반응 텍

스트에서 학습자[B308]는 앞의 두 학습자와 달리 구체 인 시 텍스트에 해

언 하지 않았으며 왜 그런 시들이 떠올랐는지에 한 설명도 없다.다만 시에

은 멀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여력을 다해 추구하고 탐색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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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님’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 고 시행의 의미 시 텍스트

에 표 된 시인의 마음에 해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반응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 배운 국 시가 생각난다는 을 밝혔다.

이와 같이 시어의 상징 의미에 한 해석에서 국 시들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선 학습자들이 모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시 텍스트를 배웠

다는 것과 한 계가 있다.그들이 이미 배운 국 시들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때의 자원이 된다.그리고 다른 장르에 비해 같은 장

르인 시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에서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의 련성을

장르 측면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국 시에서 표

되고 있는 의미를 재 읽고 있는 한국 시 텍스트에 활용하기 해서는 그러

한 의미들이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에서도 타당한가에 한 성찰과정이 필

요하다. 한 단지 련된 상호 텍스트를 환기하거나 보고하는 차원을 넘어서,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에 한 의미 탐구에서 상호텍스트가 기여하는 바에

하여 구체 으로 진술하여야 한다.그리하여 환기된 상호텍스트의 가치가 확

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반응을 좀더 정교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요소와 련된 모국어 텍스트의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에 해 해석하기도 하는데,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

러한 비교 과정은 자신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문

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물에 의한 상징 의미도 비슷할 수 있으며,반 로

사물에 한 상징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두 나라의 문화가 비슷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풀과 바람에 해 묘사하여 풀의 완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이 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눕다”의 의미입니다.“눕다”

는 국어에서 “躺”이라는 의미인데 문학작품에서 “躺”은 “굴복”이나 “쓰

러지다(倒下)”와 같은 부정 인 의미를 나타냅니다.그러나 “풀”은 한

“완강함”의 상징으로서 “풀이 눕다”는 것은 모순된 표 이며 는 이 시

를 이해할 때 어려웠습니다.[W3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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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의 「풀」에 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가 시의 의미를 이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눕다’는 시어의

의미에 한 불확정성 때문이다.‘눕다’는 이 텍스트에서 매우 요한 어휘이

다.이 어휘의 의미에 한 이해는 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히 연 된다.물론 학습자가 ‘눕다’의 사 의미를 몰라서 련 질문을 제기

한 것이 아니다.시 텍스트에서 ‘풀이 눕다’는 단순히 ‘풀이 땅 에 수평 상태

로 놓이다’는 상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학습자는 ‘눕

다’가 시 텍스트에서 표 하고 있는 함축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 다. 국

문학작품에서 ‘눕다’는 많은 경우,‘굴복(屈服)’,‘쓰러지다(倒下)’의 부정 인 의

미로 쓰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시 텍스트에 입하면 ‘풀’이 상징하

는 ‘강인함’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에 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는 같은 시어가 국 문학 작품에 갖는 의미를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 지만 모순 을 발견한다.‘풀’이 바람에 ‘웠

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을 고려할 때,‘눕다’가 ‘굴복’을 의미한다고 하여

‘풀’의 ‘강인함’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눕’는 행동은 일시 인 것이

다.따라서 ‘풀’의 ‘굴복’도 비가 안된 상황에서의 일시 인 행 일 수 있다.

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며 그것도 바람보다 먼 ‘일어난다’는 것

이다.

시어의 의미는 해당 시 텍스트의 정보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며,기

존의 문학 작품에서의 의미를 용해서는 타당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없다.이

것은 학습자가 시어의 상징 의미를 해석할 때,기존에 배운 문학 텍스트에서

의 해당 어휘의 의미를 그 로 이시켜서 해석하려고 할 때 모순된 해석을

낳는 경우이다.문학 작품에는 원형 상징뿐만 아니라 개인 상징이나 문화

상징35)이 사용될 수도 있기에 이와 같은 이는 합하다고 볼 수 없다.

35)모든 상징은 언어 상징과 문학 상징(P.Wheeler), 는 추리 상징과 비추리 상징(S.

K.Langer), 는 휠라이트(P.Wheelwright)의 특이한 용어로 말하면 약속상징(steno

symbol)과 긴장상징(tensivesymbol)으로 양분된다.그리고 여기에서 문학 상징(비추리

상징,긴장상징)은 환기력의 범 에 따라 사 는 개인 상징(personalsymbol)과 습

는 상징(publicsymbol)과 원형 상징(archetypalsymbol)의 셋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개인 상징은 어떤 하나의 작품 속에서만 있는 단일한 상징이나 어떤 시인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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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상징은 후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암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우화를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풀은 뛰어난 재능이 갖지 않아도 의지력과 인내력이 강한 사람을 가

리킨다.

동풍 즉 바람은 어려움이나 뛰어나지만 남을 무시하고 자만하는 사

람을 가리킨다.그들은 풀과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웃는다.

풀과 바람의 계는《龟兔赛跑》의 토끼와 거북이와 같다.바람과 같

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둔 잠시간의 성 과 을 갖고 있다.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강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약자한테 속하

게 되는 것이다.

첫 에 풀이 강한 동풍에 나부껴 울고 눕는다는 어구는 평범한 사

람은 어려움이나 뛰어난 사람에게 압도당해 극복할 수 없기에 자신과

인생에 실망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에 바람보다 풀이 쉽게 눕고 울 수 있지만 먼 일어난다

는 어구는 사람은 잠시 으로 실패에 빠질 수 있지만 드디어 자신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에 약한 풀이 바람보다 먼 일어나고 웃는다는 어구는

표면 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실패 당하지만 강한 의

지력과 착실한 태도로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향

상시킨다는 것을 뜻한다.[W303B]

이 반응 텍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학습자는 ‘풀’과 ‘바람’을 각각 서로 비교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경주(龜兎賽跑)」라는 우화를 생각하게 되었

여러 작품에서 특수한 의미로 즐겨 사용하는 상징이다. 상징은 타인과 공유할 수 있

는 보편 상징인데 여기에는 인습 상징,제도 상징,자연 상징,알 고리성 상징,문

학 통의 상징,종족문화 상징이라 불리는 범주들이 포함된다.그리고 원형 상징은

역사나 문학,종교,풍습 등에 수없이 되풀이된 이미지나 화소나 테마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서 인류에게 꼭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 오,『시론』제4 ,삼지원,2002,pp.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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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 우화에서 거북이와 토끼의 계를 통해 시 텍스트에서의 ‘풀’과 ‘바람’

의 계에 해 해석하고 있다.인용된 내용에 따르면 시 텍스트에서 ‘풀’은 우

화에서 거북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뛰어난 재능은 없어도 의지력

과 인내력이 강한 사람을 상징한다.‘바람’은 우화에서의 토끼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능은 뛰어나지만 남을 무시하고 자만하는 사람이다.그러므

로 ‘풀’이 ‘바람’에 의해 눕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시어의 상징 의미에 한 이와 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학습자는 시 텍스트

의 각 연의 의미에 해 구체 으로 해석하고 있다.첫 연에 해서는 ‘풀이

강한 동풍에 나부껴 울고 눕는다’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실망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하 다.두 번째 연에 해서는 ‘바람보다 풀이 먼 일

어난다’는 것은 일시 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다

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 다.세 번째 연에 해서는 ‘약한 풀

이 바람보다 먼 일어나고 웃는다’는 것은 재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강한

의지력과 착실한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재능이 뛰어나지만 자만하는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시 텍스트는 아주 일상 인 자연물인 풀과 바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끈

질긴 생명력’을 표 하고 있다.시 텍스트에서 풀은 자신의 삶과 생명력을,주

체성을 가진 존재이다.좁은 땅에 뿌리박고 지루한 삶을 견디며 자유로운 바람

에 희롱당하는 것 같지만,기실 풀의 생명력은 무엇보다도 강인하다.이러한

끈질긴 생명력이 학습자가 말하는 강한 의지력과 같은 것이다.학습자는 ‘풀’과

‘바람’의 계에 한 묘사에서 우화의 거북이와 토끼를 연상하게 되었으며 우

화에 한 이해를 빌어 ‘풀’과 ‘바람’의 계에 해 해석하고 ‘풀’과 ‘바람’의

상징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도 김수 의 「풀」을 읽고 작성한 것이다.여기에서 학

습자는 자신의 모국어 교육에서 배운 산문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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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상징과 의인을 사용함으로써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고등학교 때 갈 에 한 을 읽어본 이 있었다.갈 는 바로 인간

을 상징한다.그래서 시를 읽자마자 그 이 머릿속에 떠올린다.

내가 보기에는 풀은 그 갈 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풀은 강인한

투지를 상징하고 강인한 투지를 가지는 인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한국어로 썼던 시를 이해하기 어

렵고 시인이 살았던 시 를 모르겠다.

바람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풀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W316B]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이 에 배운 텍스트36)의 묘사 상에 한 이

해에 근거하여 비슷한 의미로 쓰인 ‘풀’의 상징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갈 ’에 한 이해에 근거하여 ‘풀’의 상징 의미를 ‘강인한 투지’와

‘강인한 투지를 가진 인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바람’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며 이러한 힘은 강 하여 ‘풀’을 눕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풀’

이 다시 일어나듯이 생명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여기

에서 두 텍스트의 서술 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비슷하므로 학습자는 시 텍

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풀’의 모습에서 ‘갈 ’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갈 ’의

상징 의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의 상징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

다.

이 게 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반응 텍스트에 ‘시를 잘 이

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이것은 우선 기존의 교육 방식의 향으로 시

텍스트 해석에는 ‘정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해석이 그 ‘정

36)학습자가 반응 텍스트에서 언 한 에 읽은 의 제목은「갈 에 가까이(走近芦苇)」이며

이 텍스트는 국의 당 작가이며 시인인 천숴어쥐이(陳所巨)가 쓴 산문이며 국 고등학교

『어문(語文)』 교재 텍스트에 부가된 독해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이 산문에서 작가는 겨울

의 추 에 변화된 갈 의 겉모습에 한 묘사를 통해 세월과 생활의 고난은 생명의 외재

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 작품에서 그러한 외재 인 향은 매

우 강 하여 결코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외 인 것보다 요

한 것은 생명의 본질이며 이것은 변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고 서술한다.그리고 땅에서 자

라나기 시작하는 갈 의 모습에 한 묘사를 통해 자연계의 땅은 마음과 같으며 생명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모두 이겨낼 수 있으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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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답’에 합한지에 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시 텍스트에 련

된 시 배경에 한 지식이 없이는 시 텍스트를 ‘정확히’해석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시 텍스트의 해석에 한

타당성의 단은 외 지식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의 내재 정보

에 근거하여야 한다.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해석 련 양상에 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텍

스트를 읽을 때,문학 경험에 의해 축 된 련 정보를 재 읽고 있는 텍스

트에 끌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에는 시인에 련된 정보가 있으며

시의 주제,시 상 등 시 텍스트에 련된 정보들이 있다.학습자는 에

축 된 정보와 재 시 텍스트의 정보를 연결하여 시를 해석하게 된다.따라

서 그들이 이해한 시의 지시 의미는 비슷하다하더라도,학습자들이 상호텍

스트성을 활용하여 표 한 의미의 해석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그리고 재

읽은 시 텍스트의 정보 한 학습자의 새로운 문학 경험으로 축 되어 다음

시 텍스트를 읽을 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를 보면,시 「향수」에 해서는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가 없었다.「향수」에 한 학습자들

의 반응 텍스트를 살펴보면 「향수」를 읽고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시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향수’라는 주제는 련된 다른 텍

스트와의 연 성을 찾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

나 체험과 연계지어 해석하기에 좀더 합한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특히 문

학은 정보뿐만 아니라 지 ․감정 복잡한 요소들의 배열로 경험을 제공한다

는 을 고려할 때,문학은 무엇에 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에 해당

한다.37)그러므로 고향에 한 시는 학습자에게 고향에 한 정보를 주는 것

이 아니라,그의 고향에 한 기억과 느낌을 일깨우는 것 한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37)경규진,「문학교육을 한 반응 심 근법의 가정 원리」,『국어교육』87,한국국어

교육연구회,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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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텍스트의 가치에 한 평가 진술

시 텍스트의 가치에 한 평가 진술이란 시 텍스트에 한 미 가치

단과 윤리 단에 한 진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여기에서 미 가치

단이란 문학 장치에 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윤리 단이란 학습

자가 시 화자나 시 상의 행 나 생각,시의 주제에 해 자신만의 기

을 토 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진술들은 학습자에 따라 아주 간단하게 언 될 수도 있고 정교한 기

에 근거하여 구체 으로 분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그러한 단은 피상 이

거나 인상 일 수도 있고 비교 구체 이고 심층 일 수도 있다.평가의 상

에는 시 텍스트의 내용이나 주제,시 상,시 화자를 비롯하여 시 텍스트

에서 사용하는 기법,언어,작가가 쓰는 문체,문장을 기술하는 방법,문학 형

식 등이 포함된다.

1)윤리 단에 의한 평가

윤리 단에 의한 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일정한 기 을 세우고 그 기

에 근거하여 시의 주제나 시 상,시 화자에 해 도덕 ,윤리 으로 평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평가에는 련된 내용에 한 학습자들의 수용 혹

은 그것에 반향되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 상에 한 학습자들의 이

해,가치 등이 평가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쓰지 모른다.“ 는 배추가 아니고

왜 배추의 마음이 알냐?”“ 는 나를 아니고 왜 나는 배추의 마음이 알지

못한 것이 알냐?” 는 가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G409C]

이 농민은 무 착하고 배추에서 벌 가 죽이지 않습니다.배추의 반이

나 다 상해져도 그 벌 를 죽이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무

착하면 배추 풀물이밖에 얻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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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배추의 마음이”를 쓰면 그 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배추의

마음에서 벌 가 생기는 것이 배추의 마음이 안 일 수도 있습니다. 한

이 배추는 우리 에서 좋은 것이지만 벌 에서 돌담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배추의 마음이 슬 까,착할까 아니면 나쁜 사람

이 될까?그것이 배추의 마음만은 알 수 있겠습니다.[G415C]

사람의 마음은 배추의 마음과 같은 포용성과 용하는 감정이 있다.모

든 일에 해 순결한 마음이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시를 보고 <농부와 뱀>이라는 이야기를 생각난다.배추벌

에게 반 넘어 먹히는 배추가 마음이 정말 안 아 ?꿈꿈한다.[G402C]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을 읽고 작성한 이 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

은 모두 시 텍스트의 주제에 한 자신의 에 해 표명하고 있다.즉 배추

가 아닌 이상 배추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며 한 시에서 표 하고 있는 주제

는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서 벌 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벌 를 생각하는 배추의 마음을 통

해 ‘착함’,‘포용’과 ‘용’등을 표 하고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세 학습자 모

두 그것이 진정으로 배추의 마음일지에 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러

한 의문에는 시의 주제에 한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성인인 학습자에게 이

세상은 그 게 아름다운 것만은 결코 아니다.그러므로「농부와 뱀」이라는 우

화에서처럼 .착하기만 하여서는 실 세계를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이처

럼 학습자들의 생각 가치 을 이와 같은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에 한 반응 텍스트에서는 주제와

련된 윤리 단에 한 진술들이 많은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서

표 하고 있는 의미가 성인 학습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 세계의 실제 상황

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한편으로 이는 이미 자신만의 가치 기

을 가지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만의 반응일 수도 있다.그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 기 으로 그것에 해서

단을 하고 비 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특히 시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가치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 가치가 상이하다고 단될 때,학습자들은



-104-

많은 경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회 가치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그리

고 이러한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혼돈을 느낄지라도 학습자들은 사회 가치

를 지지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학습자들의 직 인 체험과 장

시간의 찰을 통해 확립된 사회 가치가 학습자들에게 더 크고 요하게 인

지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수 의 「풀」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학습자는 여기에

서 시 상의 행 에 해 단 평가를 하고 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이 풀이 좋지 않게 된다.

바람이 있으면 풀이 울고 날이 흐리면 풀이 눕는다니까 나는 왠지 이

풀의 생명에 한 욕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든다.물론 풀은 몇 번 워

도 몇 번 일어나지만 강력한 존재라면 환경이 최악이더라도 어려움

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눕지 않는다.이것을 보면 풀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을까?항쟁할 힘도 모자라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기

가 일쑤이지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도 쉽게 죽지도 않는다.우리는 구

나 다 웅처럼 늘 고개를 들고 세계 살아 남는게 아니다.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야 몇 번 실패해도 된다.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과정속

에 진행해간다.사람이 구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인생의 길은 생

각보다 울퉁불퉁하다.그러니까 언제 눕는 것이 요하지 않고 결국 일어

날 수 있다는게 건이라고 생각한다.그래도 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자신 힘으로 다 이기지 못하는 약한 존재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그러니까 아품도 다시 한번 서게 되어도 그 에 힘이 모자라

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싫고 슬 다고 생각한다.[W311B]

학습자는 눕고 일어남을 반복하는 풀의 모습을 강인함보다는 연약한 속성으

로 이해하고 있다.그리고 그 게 눕고 일어남을 반복하는 과정이 사람의 인생

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생각하

는 진정한 ‘강인함’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눕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따

라서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도 바람 앞에서 눕는 풀의 모습에서 학습자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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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자신이 생각하는 강인함을 찾을 수 없으며,이 학습자에게 ‘풀’의 모습은 이

상 인 모습이 아니다.이것은 시 상에 한 학습자의 평가 반응으로,

학습자는 풀의 다시 일어나는 행동에 비해 ‘눕다’는 행동에 한 부정 측면

을 부각하여 시 상에 해 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즉 학습자는

풀이 좀더 강인한 존재가 되어 눕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이

다.이러한 단은 학습자 스스로의 기 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다.

...나는 이 시를 읽고 난 후에 이런 복잡한 감정을 내 마음에서 가득 차

있다.나는 이 여자를 해서 슬 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다.이 시에

서 깊은 슬픔이 어디에서 다 볼 수 있다.특히 “오늘도 내일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이 구 은 정말 여자의 슬픔을 잘 표 했다.

자기 사랑하는 남자한테 어쩔 수 없이 냉담하게 하는 건 얼마나 슬

일인까?동시에 나는 이 여자를 해 사랑스럽다.이 여자처럼 씩씩하게

“잊었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자 참으로 많지 않다.그래서 작가의 시

를 통해 내가 어떤 정이 많고 씩씩한 여자를 봤다.[B401A]-2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시에선 ‘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에게

가고 있다’는 말이 가장 인상 이다.기다리기만 하지 않는 주체 인 인

생 이다.앞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게 확실한다고 하며 자기도 앞으로 용

감하게 나가는 걸 생각하면 얼마 행복한지 모른다.기다리는 게 행복이라

고 할 수 있다.[B305G]-1

...

체 인 감상:순수한 사랑을 느껴서 그런 한복함과 가슴이 설 는 것

을 부러워한다.사랑을 참을성과 능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인 의미:나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꼭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서

행동을 취할 것이다.기다리는 일은 무 애려서 그리 좋아하지 않

다.[B302G]-2

이 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시 텍스트의 시 화자에 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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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 인 상이나 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소월의

「먼 후일」에 한 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화자의 행 에

해 평가하고 있다.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 슬픔을 르고 ‘잊

었노라’라고 말하는 시 화자의 모습에서 학습자는 정이 많으면서도 씩씩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이러한 표 을 통해 학습자는 시 화자의 행

에 해 정 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랑하면서도 ‘잊었노라’라

고 밖에 할 수 없는 시 화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자신과 연

계시키면서 시 화자의 행동의 성에 해 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 화자의 성격을 ‘씩씩하다’고 평가한 것은 학습

자가 시 화자를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학습자의 기

에서 여자가 이 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스러우며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

이다.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상으로 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들은 시 화자의 행 에 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시 텍

스트에서 보여주는 체 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 인 행 에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두 번째 학습자는 시 화자의 ‘를 기다리는 동안 에게

가고 있다’는 행 에 해 평가를 하 다.그러한 행 는 기다리기만 하는 행

와는 비교되므로 능동 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 주체의 인생 을

표 하고 있다고 하 다.학습자의 기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감한 행

이며 한 행복한 일이다.따라서 시 화자의 이와 같은 행 에 해서 학

습자는 정 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B302]은 시 텍스트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시 상황을 자신

과 연계시키면서 시 화자의 기다리는 행 에 해 평가를 하고 있다.학습자

가 만일 시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서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표 하고 있다.‘기다리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다’는 이어진 표 을 통해 학습자는 무작정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에는 직 찾아 가거나 만남을 포기하는 가능성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시 텍스트의 내용 주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제 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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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화자 등에 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 하고 있다는 에서 학습자

들의 이와 같은 표 들은 주목할 만하다.특히 성인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표 되고 있는 것에 해 자신의 신념,가치 에 의한 자신만의 기 으로 단

하고 평가할 수 있다.이것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 으로 실 하는 학습자

의 다른 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2)미 가치 단에 의한 평가

미 가치 단에 의한 평가는 시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 장치에

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평가에는 시 텍스트의 언어,시의 구성

특징,표 기법 등에 한 평가가 포함된다.평가는 단순히 호불호로 서술

될 수도 있으며 한 그것이 시 텍스트의 의미 표 에 있어서의 역할 작용

에 한 진술을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

...

④ 황지우시인은 기다리는 동안의 심리 묘사를 아주 잘 하셨습니

다....[M402G]-3

이 시를 체 으로 보면 시인은 를 기다리는 동안에 심리 상태 변

화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시에서 담겨 있는 세 한 감성을 만들어

낸다.‘나’와 ‘’를 반복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조와 기 를

강화시킨다.어려운 단어나 긴 문장 신 간단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통해

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미래에 해 걱정이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의 마음을 독자들은 잘 이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B305G]-2

이 두 반응 텍스트는 모두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읽고 작성한

것이다.여기에서 두 학습자는 모두 시 텍스트의 심리 묘사 부분에 해 평가

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학습자[M402]와 같은 경우,시

인이 시 텍스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 화자가 겪게 되는 심리에 한 묘사

에 하여 ‘잘 하 다’고 평가하 으나 그 근거나 원인에 해서는 따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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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반면 학습자 [B305]는 시 텍스트에서 기다리는 동안의 심리 변화

에 한 묘사에 해 ‘섬세하다’는 평가를 하 으며 그러한 섬세함이 시 텍스

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한 감정을 잘 표 하고 있다고 하 다.그리고 시

텍스트에서 ‘나’와 ‘’를 번갈아 반복시켜 사용함으로써 기다릴 때의 조함과

기 감을 강화시키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기다림의 긴장감을

강화시키고 한 독자들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진술하 다.즉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진실되고 핍진하게 묘사하기

하여 사용한 수법의 효과에 해 정 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어휘나 시

행의 선택 그것의 배열을 통해 시 텍스트는 조함과 기 가 반복되는 기

다림의 심리상태를 표 하고 있으며,시 텍스트에서 사용한 표 기법들이 기

다리는 동안 시 화자가 겪게 되는 심리상태를 더욱 생동감있게 보여주고 있

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묘사

하고 있는 시 화자의 상태에 한 평가가 많았는데,이것은 학습자가 시 텍

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심리 인 상태에 한 구체 인 한국어 표 들을 이

해하 을 뿐만 아니라 련된 표 들의 기능에 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

여 다.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작성한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들은 시

의 표 기법 시어에 해 평가하고 있다.

...

2.시의 첫 단락의 시각이 넓은 벌 같은 자리수인데,마치 고향에 못

가던 작가의 마음의 화살이 먼 고향에 도착했다.

3.단락3에서 진화로와 밤바람이 서로 비가 된다.진화로에 재가 식

어지면 밤바람이 센 밤에 쓸슬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신 덕분에 오히려 안 감을 느끼게 된다.

4. 의 한 단락과 달리,단락 3이 주로 낮에,더 가능이 있게,아침에

작가가 즐겼던 놀이를 하는 장면을 묘사했다.고용한 이슬과 작가가 화살

을 찾으려고 그를 휘 시는 동작이 동과 정의 결합이다.“동과 정은 같이

나타나면,10배나 더욱 증가하다”는 이야기도 있듯.

5.단락 4가 한 해살에 가장 강한 심 시간이었다.맨 둘 이 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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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로 이에 한 기억을 다 써 버리고,이삭 던 시 견디기 어려운

더 를 읽은이에게 피부로 느끼게 다.

6.마지막엔 의 네 단락에서 나왔던 별,까마귀,불빛 등을 열거해서

체의 모습을 보여 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는 마치 국에서 유명한 문구 “能不忆

江南(어 강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과 비슷하게 반문구로 그

리움을 강조했다.특히,다섯 번이나 반복하면 더 힘이 있을 것이

다.[B405E]-2

...

이 시는 그림으로 쓴 것이다.시인은 머릿속에 담은 기억의 화면을 우

리에게 아름다운 문자로 서술해서 사실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소리와 색깔을 시하고 경치의 세분도 열정 있는 마음으로 썼다.이 시

를 읽으면서 는 시인의 고향을 보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직 가고 시

인의 가족과 함께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고 있는 느낌도 생겼다.

그런데 시인은 기쁜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경치 앞에 분명지 않은

형용사를 자주 사용해서 은근한 슬픔을 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를

들면 “게으르다”와 “ 라하다”그리고 “흐릿하다”등 형용사는 표면 으

로 보면 해질 무렵의 경치를 가리키기 해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시인의 쓸쓸한 기분도 드러낼 수 있다.

시인의 향수는 무엇인가?고향의 경치만 그리운 마음뿐인가?제가 그

게 생각하지 않았다.시인은 어렸을 때의 자유감과 순수함이 그립고 있

었다.고향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작은 것을 기억하고 그 작은 것의 소리

와 느낌과 향기 등 세분이 생각났다.왜 그럴까?작은 것에 숨기는 생활

의 일부분을 기억했기 때문이다.시인도 고향의 사람과 경치 특히 그림으

로 생활을 기록했다.고향은 시인에 해 집의 따뜻함과 어렸을 때 생활

의 자유감이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향수는 시간이 흐르는 것에

한 슬픔이다.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는 사실 시인의 향수로 독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쓰는 것이다.시인은 아주 성공하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건 확실하다.[B40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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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가 이 시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 한 그리움이나 사랑을 잘

표 했다.이 시에서 쓰이는 장면이 다 보잘 것 없고 일상의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작가의 강렬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자기 고향의 풍

경,동물,그리고 친척들을 회상하면서 쓴 시인데 작가의 외로운 마음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다.그래서 다른데 있는 작가가 자기 마음에 가장

소 한 추억을 시로 보여 주며 강열한 향수 로 자에서 흘러나기도

한다.단락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쓰 다.작가의 감정

을 더 강화시켰다.마치 작가가 엔 물이 돌고 있는 화면을 본 것 같

다....[B406E]-1

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인이 시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

복의 구성과 각 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체 인 묘사 상들의 의미에 해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학습자는 세 번째 연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

인 고용한 이슬과 화살을 찾으려고 휘 시는 동작은 ‘정 인 것’과 ‘동 인 것’

을 보여주면서 서로 비를 이루고 있다고 하 다.‘동과 정은 같이 나타나면

10배나 더욱 증가한다’는 말을 활용하여 학습자는 한 연에서 정 인 것과 동

인 것을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더욱 생

동감 있게 표 하고 있다고 보았다.이는 시 상의 선정 그것의 배열

순서에 한 시 텍스트의 표 형식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시 텍스트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시연은 설의

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시인의 ‘향수’를 더욱 강조하여 표 하는 기능을 한다

고 진술하 다.그리고 각 연에서 묘사하고 있는 행동들에 한 해석은 행동

자체에 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들이 각 연에서의 배치가 연과 연

의 계 형성에 미치는 작용에 주목하여 해석하고 있다.시 텍스트에서 묘사

하고 있는 상들에 주의를 갖고 그것의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것들이 통합되어 ‘향수’라는 시 텍스트의 주제를 어떻게 표 하고 있는

지에 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의 표 기법과 사용된 어휘가 시 텍스

트의 의미를 표 할 때의 작용에 해 진술하고 있다.우선 풍경에 한 묘사

에 해 평가하면서 학습자는 ‘소리와 색깔의 배합을 요시하면서 시인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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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고향의 모습을 그 로 로 옮겨서 고 있다’고 하 다.시 텍스트에

서 묘사의 생동감에 한 평가는 이 다시 그림이 되어 시를 읽는 학습자에

게 펼쳐진다는 것으로 표 되고 있다. 한 시 텍스트에서는 다만 묘사만 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느낌도 함께 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시를 읽으면서

시인과 함께 그 느낌마 느낄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시 텍스트에서 사용

하고 있는 표 기교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훌륭히 표 하고 있다고 본 것

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습자는 시 상을 묘사하고 있는 시어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시 텍스트에서 ‘게으르다’,‘라하다’,‘흐릿하다’등의 어휘들이 사용됨

으로써 아름다운 고향에 한 시인의 동경과 향수의 쓸쓸함을 잘 보여주고 있

다고 하 다.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물 일상 인 풍경에 한 묘사를 통해

서 ‘향수’라는 주제의 진실감,친근감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다고 하 다.학습자는 시인이 시 텍스트에서 ‘향수’라는 어휘를 직 으로 사

용하지 않고도 ‘향수’라는 주제를 강력하게 표 하고 있는 방법에 해 정

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구성 특징,시어,시

상의 선정과 배열 등 다양한 측면에 한 진술을 통해,시인이 ‘향수’라는 주제

를 표 하는 장치 수법에 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 그러한 장치와

수법들이 시 텍스트의 주제를 표 할 때의 기능 효과에 해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다.그리고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서도 서술함으로써 시 표 의 생동성,핍진성에

해 구체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작가가 ‘향수’라는 주제를 표 하기 하

여 묘사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장면과 ‘향수’라는 감정의 연계에 해 서술

하고 있으며,일상 인 모습으로 ‘향수’를 강렬히 표 하는 방법에 해서 평가

하고 있다.그리고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반복 으로 나타난 시연인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의 기능에 해서도 진술하고 있다.시연의 반복

인 구성을 통해 시인의 감정이 더 강하게 드러나며 한 이 시연 구성을 통해

학습자는 시인의 에 맺힌 물이 보이는 것 같다고 진술하 다.이러한 표

은 시연 구성이 시의 주제를 표 하는 기능에 해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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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물론 시연 하나만으로 학습자가 시인의 감성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하나의 시연의 한 배치와 표 은 시인의 향수를 더욱

강력하게 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시는 비록 짧지만 상보다 더 많은 내용과 더 풍부한 감정을 잘

표 했다....시인은 짧은 문장으로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드러낸다.“사

랑,그리움,분노,실망,원망..”...[B401A]-3

나그네가 고향을 생각할 때 생긴 감정은 향수라고 합니다.이 의

자가 다른 곳에 있을 때 ‘향수’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그래서 시나

을 통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문자에 의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가 짧지만 내용구성은 치 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시의 맨 처

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루 시간의 변하기에 따라 시를 썼습니

다.시 에 세 부분은 집 ,나,가족에 한 내용인데 자세히 읽어 보면

아침,정오,오후 등 하루 시간을 따라 묘사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 에 나오는 물건과 장면이 그다지 거 하고 장 하지 않고 사소하

고 구체 인 고향의 추억을 썼다는 것이 구나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왜냐하면 독자도 이 을 통해 자신의 향수를 일으킬 것입니

다.[B403E]

각각 김소월의 「먼 후일」과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작성한 두 반응 텍

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시의 구성에 해 개 으로 평가하고 있다.첫 번

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간결성과 그 속에 포함된 풍부한

감정에 한 해석을 통해 시 텍스트의 구성 표 특징에 한 정 인 평

가를 하 다.시 텍스트는 편폭상 매우 짧지만 여기에서 학습자는 시 화자의

‘사랑,그리움,분노,실망,원망...’등의 다양한 감정을 읽어냈다.시 텍스트에

서는 잊지 못하면서도 ‘잊었노라’라고 말하는 시 화자의 복잡한 내심 세계를

아주 짧은 편폭에 담아 표 하고 있다.학습자는 이러한 시의 구성에 해 ‘짧

은 문장으로 더 많은 감정을 드러낸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의 구성에 해 평가하 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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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상에 해서도 평가하 다.우선 학습자는 구조 측면에서 시의 내

용 구성에 해 평가하면서 반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의 구성 특징에 해

‘짧지만 내용 구성은 치 하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

고 있다.정지용의 「향수」는 시편의 길이로 볼 때,결코 짧은 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습자는 이 시가 짧다고 표 하 다.여기에서 ‘짧다’는 뒤에 오는

구성의 치 함과 비교되어 구성 짜임의 장 을 더욱 강조하기 해서 사용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이것은 기존의 교육에서 시를 평가할 때 많이 사

용되는 표 으로서,학습자가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향수’를 표 하기 하여

묘사한 사물 장면에 한 평가에서는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

상이 거 하고 웅장한 모습들이 아닌 사소하고 일상 인 모습을 담고 있기

에 ‘향수’를 더욱 잘 표 할 수 있다고 평가하 다.모든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 인 모습에 한 묘사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 자신

의 고향,자신의 어린 시 의 일상 인 모습들을 생각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

이다.사소하고 일상 인 상들은 학습자들이 고향하면 떠오르는 상들과 유

사성을 띠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향수’ 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작성한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서 볼 수 있듯

이,시 텍스트에 한 가치 평가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로부터 시의

표 기법,구성,언어 등과 같은 형식 인 정보들에 주의를 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시의 형식에

기 어 무엇을 어떻게 표 하고 있는지에 한 반응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진술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사소한 부분에 해서도 심을 갖

고 주의하여 찰하고 분석하면서,그러한 표 들이 시 텍스트의 주제와 어떻

게 연결되는지에 해 생각하고 표 하고 있다.

특히 시 텍스트의 문학 장치에 한 평가 진술에서 정지용의 「향수」

에 한 평가가 많이 나타났다.그 원인 하나는 정지용이 시의 본질 인 문

제를 언어의 미 형상화에 두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38)정지용은 시를

38)색채가 회화의 소재라고 하면 언어는 시의 소재 이상 거진 유일한 방법이랄 수 밖에 없다.

언어를 떠나서 시는 제작되지 않는다,…… 언어구성에 백련百鍊하지 못하고서 ‘시인’을 허여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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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 비유하고 시의 언어를 색채에 비유하며 ‘언어 미술의 구성조직’이라고

하 다.언어를 미술의 구성조직과 같이 활용한다는 것은 곧 감각 -시각

이미 리에 의한 묘사를 의미하므로 결국 그가 의도했던 시의 언어는 미술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아름다움의 형상화 즉 시각 이미 리에 의한 회화 제

시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39)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러한 정지용 시의 아름다움을 읽고 감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평가 진

술을 통해 알 수 있다.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작성한 학습자들의 반응 텍

스트에서 그리다,그림 등과 같은 어휘들이 반복 으로 출 하 으며,시 텍스

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직 보는 것 같다고도 진술하 다.이것은 시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에 해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하고 있음을

보여 다.시를 언어 술의 백미라고 일컫다는 을 고려한다면,시 감상은

시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그 언어를 통해 달하고 있는

시 의미에 해서 감상하는 것40)이며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이해와 감상은

그들의 시 읽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해서는 미 가치에 한 평가 진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한용운의 시는 암시 이고 애매한 고 수사어 신

분명하고 직 인 표 을 선호하며,복잡하거나 난해한 수사 장치를 버리고

단순하게 직 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41)

모국어 교육을 통해 형성된 학습자의 시 읽기 능력은 시에 련된 장르

지식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한국 시를 읽을 때 지평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지평에 의해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형식 정보에 한 주의와 지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이다.시는 언어와 incarnation 일치다.그러므로 시의 정신 심

도는 필연으로 언어의 정령을 잡지 않고서는 표 제작에 오를 수 없다.…… 시신詩神이 거

하는 궁 이 언어요 이를 다시 방축放逐하는 것도 언어다.

시인이란 언어를 어원학자처럼 많이 취 하는 사람이라든지 달변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

니라 언어 개개의 세포 기능을 추구하는 자는 다시 언어미술의 구성조직에 생리 Lift

giver가 될지언정 언어 사체의 해부집도자인 문법가로 그치는 것도 아닌 것이다.그러므로

언어는 시인을 만나서 비로소 형행과 호흡과 체온을 얻어서 생활한다.

정지용,「시와 언어」,《문장》1권 11호,1939,12.(오세 ,『한국 시인연구:20세기

반기를 심으로』,월인,2003,p.213에서 재인용.)

39)오세 ,앞의 책,pp.213-214.

40)윤여탁,『시 교육론: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태학사,1996,p.148.

41)이숭원,『한국 시 감상론』,집문당,1996,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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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형성하게 된다.이와 같은 반응들은 학습자들의 시 읽기 능력이 결코 언

어 지식에 의해서만 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 한 학습자들의 표 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시라는 장르에 련된 지식들이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

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해 알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은 단

지 평가를 수행하는 행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가 련 표 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다음의 반응 텍스트를 통해 알 수 있다.

1.시인이 상징물을 이용해서 우여곡 하게 자기의 견해를 표 하는 풀

들이다.

2.먼 ,시에서 단락 1과 2,3은 ‘풀’의 이미지가 좀 다르다.단락 1의 풀

이 유연하고,2.3의 풀이 강인하다.그래서 비가 되어 읽은이에게 ‘유연’

보다는 ‘강인’이 더 호기롭고 떳떳하다.

3.작가가 민 이나 읽은이를 ‘강인한 풀’로 은유해서 후자에게 ‘도 풀

처럼 궐기할 수 있다’는 정보를 달했다.

4.작가에게 필(筆)이 바로 투쟁하는 무기란다.김수 시인의 ‘풀’이 당

시 정부나 침략자에 겨 무기다.[B405B]

김수 의 「풀」을 읽고 작성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서 ‘풀’과 ‘바람’에 한 묘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즉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평가하고 있다.시인은 이 시 텍스트를 통해 민 이나

독자들에게 ‘풀이 바람을 이겨 일어날 수 있듯이 독자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학습자는 진술하 다.그러므로 ‘김수 시인의 「풀」

이 당시 정부나 침략자에 겨 무기다’라는 표 은 시 텍스트의 의미가 갖는

기능 그 효과에 해 높이 평가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모국어 교육의 문학 련 수업에서 항일 쟁 시기에 을 통해 사

람들의 의지를 불태웠던 작가들에 해 평가하면서 그들의 ‘필(筆)이 곧 무기’

라는 어구가 많이 등장하 다.특히 이와 같은 표 은 의학을 공하다가 의학

보다는 자신이 쓴 로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야 하며 을 쓰는 것

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한 국 작가

루쉰(鲁迅)42)을 평가하면서 많이 쓰인 어구이기도 하다.학습자는 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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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43)이 비슷하다는 것을 활용하여 같은 어구를 사용하여 시 텍스트의 기능

에 해 평가하고 있다.

즉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쓰면서 자신이 읽은 비평문의 평가 련 표

들을 차용하고 있는데,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합하고 유

효하게 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에 읽은 비평문의 표 들을

모방하거나 차용하기도 한다.이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된 비평 텍스트를

했을 때도 련된 표 에 한 이해와 함께 모방과 차용을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한 이와 같은 모방과 차용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표 능

력의 신장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4.자신과 연계짓기를 통한 성찰 진술

자신과 연계짓기를 통한 성찰 진술이란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성찰

반응에 한 진술들인데,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삶에 한 것일 수도 있고 읽

기라는 수행 행 에 한 것일 수도 있다.학습자가 진정한 의미 실 의 주

체이자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 존재가 되기 해서는 텍스트를

자신의 경험과 삶에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자 스스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텍스트의 경계를 벗어나는 오독이 아니라,텍스트의 여백을 학습

42)루쉰(鲁迅)은 국의 유명한 문학가,사상가,교육가이다.루쉰은 그의 필명이며 본명은 주

수인(周樹人)이다.1881년에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통 교육을 받고 한 때 과거에도 응시

했지만 가정 형편을 고려해 학비가 무료인 난징(南京)의 수사학당(해군학교)에 진학했으며,

곧이어 무철로학당(철도학교)으로 옮겨 본격 으로 신학문을 했다.졸업 후인 1902년에

는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갔고,기본 인 어학 공부를 마친 뒤인 1904년에는

센다이 의학 문학교에 입학한다.그러나 도에 로 국민성을 개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문학을 지향하 다.1918년에 그는 그의 첫 작품인 「 인일기」를 발표하

으며 이것은 국의 첫 백화문소설이었다.이후 「아Q정 」,「공을기」과 같은 많은 작

품을 발표하 으며 그의 문학 작품에 국에 끼친 향은 거 하다.

국의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어문(語文)』교재에는 모두 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있

다.그러므로 국인 학습자들은 루쉰과 그의 작품에 해 잘 알고 있다.물론 새로운 교재

의 출 에 따라 수록된 작품들의 수는 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43)여기에서 시 배경은 학습자가 추측한 것이며 시 텍스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일제 시

나 독재 정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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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능동 상상으로 채워 나가는 과정이며,생산 활동이다.44)반응 텍스트

를 쓰는 동안,학습자는 자신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자신의 삶에 해 성찰

할 수 있다.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의미에 한 이해를 통해,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반성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습자는 텍스트와 소

통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상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가치 체계는 더욱 강화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도 있으며 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다.

성찰 진술은 시 텍스트에 의해 형성된 학습자의 개인 이고 사 인 반응

에 한 진술로서 텍스트의 정보들을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심미 으로 형성된

반응들도 포함한다.즉 텍스트 정보에 의해 형성된 학습자 자신의 개인 인 느

낌,감성 등에 련된 정서 반응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정

서 반응들에는 시 텍스트와 련된 학습자들의 생각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성찰 진술로 학습자의 정서 반응,깨

달음의 유추 용,이해 과정에 한 메타 성찰을 다룬다.

1)학습자의 정서 반응

학습자의 정서 반응은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자가 갖게 되는 느낌이나 감

정에 한 진술로서 주로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느낌이나 시 텍스트에 의

해 환기된 학습자들의 련된 체험,그리고 시 텍스트에서 연상되는 소망과 동

경에 한 반응을 포함한다.여기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에서 받은 정서

자극이나 작품과 련한 개인 인 여 정도 그리고 시 텍스트에 의해 환기된

자신의 체험에 해 진술하게 된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형성된 느낌

에 해 서술하고 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나서 시인의 슬픔을 느끼고 기분이 복잡해졌다.시

에는 생겼던 경치와 사람이 다 기뻐 보이지만 왜 제가 이 시를 통해 슬

44)김정우,앞의 책,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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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만 느 을까?처음 읽을 때 시 의 경치와 사람이 다 기쁘다고 생각

했지만 다시 한번 읽고 나서 바로 기쁨 속에 숨겨 있는 슬픔을 찾았다.

시인은 기쁜 기억으로 지 마음 속의 쓸쓸한 향수를 나타나려는 마음도

이해해졌다....[B402E]-2

이 시를 읽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왠지 참 평화롭다.어떤 따뜻하고 사

랑스러운 느낌이 마음에 돌고 있다....나는 이 시를 읽은 후에 작가의 향

수를 맛보면서 자기의 고향도 생각나다.내 고향도 작가의 고향와 마찬가

지로 아름답네.이 향수라는 시는 내 향수도 불러일으킨다.[B406E]-2

이 두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시 텍스트를 읽고 느낀 감정에

해 진술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시 텍스트를 읽었음에도 그들이 느낀 감정은

상이하다.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슬픔을 느 으

며 기분이 복잡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시 텍스트에서는 시 상들에 해

밝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반복 으로 읽고 ‘기쁨

속에 숨어 있는 슬픔’을 느 다고 한다.학습자는 그러한 슬 감정이 시인이

시를 쓸 당시의 쓸쓸한 기분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시인이 그리고 있는 고향

의 풍경은 아름답지만,그러한 아름다운 고향에 갈 수 없기에 여기에는 시인의

슬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학습자 [B406]은 시 텍스트를

읽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학습자는 그러한 느낌을

‘따뜻하고 사랑스럽다’라고 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느낌이 마음속에 계속 맴

돌고 있다고 서술하 다.학습자 [B402]가 시인이 시 텍스트를 쓸 당시에 느낀

감정을 인지한 것이라면,학습자 [B406]은 시 텍스트를 읽고 있는 자신의 느낌

에 주목했기 때문에 학습자 간 상이한 정서 반응이 형성된 것이다.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문학 텍스트에 포함된 감

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작자는 감정이 지

향하는 상을 창조해 냄으로써 자신의 감정의 표 을 창조해 내는 동시에

련된 감정을 명료화한다.감정은 그 목표인 상을 명확히 밝 냄으로써만 한

정될 수 있으므로,학습자는 상을 연구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감정을 통찰하고

작품을 자신의 감정의 상으로 삼아 그 감정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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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게 하여 문학은,학습자로 하여 하나의 복합 인 감정의 본성에

해 지 인 근뿐만 아니라,그 감정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교화할 수 있

다.45)학습자들은 시 텍스트 읽기에서 텍스트의 상이나 화자의 감정을 인지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이 시를 읽고 나서 왠지 몇 년 의 짝사랑을 생각난다.

나의 머리 속에 수십여번 먼 훗날의 만남 장면을 생각해봤지만 만남마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세월이 많이 지나 지 하고 싶은 말이 다

진목이 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내 마음을 나는 원히 잊지 않겠다.

‘난 잊었다’라는 거짓말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마음이 아 편하지

않겠다.

그래도 다시 보고 싶을까?

다시 만나기 되어도 우리는 그때로 됫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 그때

의 어린 애들이 더 이상 아니어서 다시 만날 필요가 있을까?

추억이 있으면 다 되지.[W311A]

이 반응 텍스트는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자신의 옛사랑을 떠올린 학

습자가 상상했던 이별 후의 먼 훗날에 해 서술하면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표 하고 있다.짝사랑하던 상과의 이별 후,학습자는 시 화자와 마찬가지

로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 다.실제로는 그러한 만남이 가능하

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습자는 다시 만나는 장면에 해 상상하고 그 장

면에서 학습자는 시 화자와 같이 ‘난 잊었다’고 말한다.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며 그 게 말하는 자신의 마음 한 결코 편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시 텍스트를 읽고 학습자는 자신의 옛사랑을 생각하 으며,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이별 장면을 함께 떠올렸음을 밝히고 있

다.이것은 시 텍스트의 시 상황이 환기 작용을 하여 학습자로 하여 자신

45)SteinH.Olsen,최상규 역,『문학이해의 구조』, 림기획,1999,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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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슷한 체험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그러나 의 진술은 단지 그러한 연상

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련된 학습자의 도 포함하고 있다.학습자

는 반응 텍스트에서 다시 만나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만날 필요가 없

으며 그 추억만을 간직하면 된다고 진술하 다.

외 인 추론이든 내 인 반응이든 텍스트에 해서 독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언어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의 과거의 경험 속에 있는 특정 요

소를 활성화시킨다.의미는 독자가 이러한 상징들을 지각할 때 표상된 것들 간

의 계에서 생겨나는 그물망에서 발생한다.이 상징들은 이러한 감흥,심상,

상,생각, 계 등에 주의를 돌리는데,이를 해 독자는 실제의 삶이나 문학

에서 이것들과 더불어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창조된 특별한 연상이나 감정

을 함께 가지고 오며46)그러한 경험 련 연상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직 서

술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련된 경험이나 체험을 떠올릴 수 있으며 그러

한 체험을 로 표 하거나 그 당시에 느 던 느낌이나 감성 인 부분에 해

표 할 수도 있다.이것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보다는 그러한 의

미를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내재화하는 과정이며,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

신을 돌아보게 된다.이러한 반응 텍스트는 시 텍스트에 의해 발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해 표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표 하는 일종의 표

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도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정서 반응

에 해 진술하고 있다.

만일 비슷한 감정이나 경험이 없다면 시인의 감정을 알 수 없다.잊으

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무섭기 때문이다.이 의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나

서 그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잊으려고 노력한다. 는 아름

다운 것을 갖고 가라.나는 슬픔을 남길거다.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즐

겁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픔을 참을 수 있다.나는 를 모를 수 있다.니가 어디 있든

46)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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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를 생각할 수 있는가?나를 생각하면 안되는가?[W321A]

여기에서 학습자는 이별한 상 방에게 하는 ‘말’에 해 서술함으로써 이별

에 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 하고 있다.학습자의 표 에 의하

면 잊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그를 떠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상 방이 자신을 조 이나마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모든 슬

픔,아픔을 모두 자신이 감수하면서라도 상 방에게 원하는 것은 다만 조 이

나마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이다.이러한 표 을 통해 학습자는 이별 후의 미련

을 보여 다.이것은 한 시 텍스트에서 표 하고 있는 시 화자의 모순된

심리와 유사한 것이다.이별과 그리움에 한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 시 화

자의 감정에 더욱 쉽게 공감하게 한다.이러한 공감은 단순히 ‘같이 생각한

다’와 같은 서술로 표 될 수도 있지만 이 학습자와 같이 련된 자신의 감정

을 직 진술함으로써 시 화자의 감정과의 공통성을 통해 표 될 수도 있다.

사랑은 달콤하다.같이 사는 시간,행복한 순간,잊을 수 없는 추억 등

등,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쓸하다.이별,해어진 애인,변한 사랑 등등,지울 수 없는 상

처가 많다.

사랑에 해서 구나 혼란하고 당황스럽다.

어떻게 답할지,어떻게 결정할지,어떻게 선택할지를 모를 때,기다리

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먼 후일에 답은 자연히 나올 것이다.[W308A]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쓴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사랑,이별에

한 자신의 생각을 감성 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이는 사랑과 ‘먼 후일’,이별

과 ‘먼 후일’의 계에 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학습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랑은 달콤하지만,이별을 만났을 때 그것은 상처가 있기에 한 쓸하기도

하다.따라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아 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낀

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수 있는 것이 시간인 만큼,기다리다 보면 먼 후

일인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사람들이 고민하던 문제의 답 한



-122-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 ‘사랑’과 ‘먼 후일’에 한 학습자의 생각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생각은 시 텍스트를 읽고 연상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련된 제재에 해 미리 에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같은 ‘먼 후

일’이지만 학습자가 반응 텍스트에서 말하는 ‘먼 후일’은 시 텍스트에서 사용하

고 있는 가상의 시간이 아닌 실제의 ‘먼 후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습

자는 ‘먼 후일’을 활용하여 같은 제재인 사랑,이별에 해 시 텍스트와는 다

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학습자의 이해의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그 제재에 한 자신의 견해

에 해 표 하고 있는지 여부는 반응 텍스트의 진술만으로는 단하기가 어

렵다.만일 이러한 반응이 학습자의 이해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것

에 한 교사의 한 유도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 텍스트의 정보에 합한

이해를 구성하고 다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한 반응에 해 서술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진술들이 텍스트 정보에 한 타당

한 이해를 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재에 한 학습자의 창의 인 해

석을 덧붙여 가는 행 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장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 다. 학

교에 재학 인 본고의 피험자들의 경우,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학 생활

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부분이다.그러므로 그들에게 향수란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다. 한 학습자들은 「향수」를 통해 자신의 고향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뿐만 아니라 ‘향수’라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향수’에 한 사 의미를 떠나서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의미이다.

시 텍스트의 주제가 학습자들과 히 연 될 때,학습자들은 주제와 련

된 자신의 생각,느낌에 해 많이 진술한다.이것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주

제,시 상황,시 상,시 화자 등을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시 텍스트의

내용에 련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서 반응과 련된 이러한 진술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며,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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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깨달음의 유추 용

여기에서는 시 텍스트를 읽고 터득한 깨달음 그것이 실을 살아가는 학

습자에게 달하는 의미에 해서 진술하고 있는 반응 텍스트에 해 살펴볼

것이다.그러므로 여기에는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깨달은 바와 련된 반응

들이 포함된다.이와 같은 반응은 작품의 의미를 작품내 차원에 국한하는 것

이 아니라,다양한 시각으로 확장하고 실제에 용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며,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쓰면서 극 으로 활용하는 진술 방법 하

나이기도 하다.

이 시를 읽고 한마디 한마디 다 이해하지만 체 으로 읽을 때 이

해가 안 간다.진정한 의미가 잘 모르지만 배추가 외부 환경을 어떻게 변

해도 한결같이 그의 원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을 것 같다.

농약이 없어도 잘 자라고 벌 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심을 변하지 않

고 그 로 있을 것이다.사람도 배추처럼 외부 환경에게 향을 받지 않

고 심을 유지하면 살아가야 한다.[G410C]

이것은 학습자가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일부분이다.학습자는 반응 텍스트에서 ‘사람도 배추처럼 외부 환경의 향을

받지 않고 심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학습자는 시 텍

스트를 읽고 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그러나 이러한 깨달

음에도 시 텍스트에 한 해석의 타당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즉 학습자의

련된 해석이 시 텍스트의 정보와 모순되거나 무 한 것이 아닌지에 한 단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만일 이러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깨

달음을 얻었다고 하여도 그 깨달음은 학습자가 재 마주하고 있는 시 텍스트

와는 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은 시 화자와

배추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시 화자의 배추에 한 마음,배추벌 가



-124-

배추에 갇힐가 염려하는 마음과 배추의 인간에 한 마음,배추벌 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이 다시 차오르는 모습을 통해 작은 생명도 소 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표 하고 있으므로,이 시는 생명의 소 함에 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의 반응 텍스트에서 진술하고 있는 학습자의 깨달음은

시 텍스트의 내용과는 무 한 것으로,학습자의 타당하지 않은 해석에 의해

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것은 반응 텍스트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학

습자들의 성찰 반응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이다.즉 반응 텍스트에

서 나타난 성찰 반응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타당한 해석을 제로 해야 한다.

이 시를 읽고 는 사랑을 생각난다.요즘 은이들이 사랑을 받는 것

을 무 간 해서 상 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사귀는 일이 아주 많다.왜

냐하면 무 외롭고 항상 혼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 방을 제 취향

이 아니라도 일단 사귀어 본다고 생각한다.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그런데 마침 이 시를 쓴 것처럼 세상에

어디든지 꼭 에게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도 마찬가지로 평생 같이

즐겨게 살아갈 사람에게 가고 있다.이 사람을 만나기 에 여러 가지 사

람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꼭 자기의 다른 반

을 찾을 수 있다.우리 주변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사귀고 결혼한 친구

가 있다. 는 지 까지 한 번이라도 정식 인 연애를 없지만 그들을 부

럽지 않다. 도 이 시를 쓴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그리고 기다리는 동

안 자기를 더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해 노력하고 있다. 도 그 사람을

나에게 오고 있고 조만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믿다.[G410G]

여기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의 ‘를 기다리는 동안’을 사랑하는 사람

을 기다리는 어느 한 시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일생에서 진정으로 사랑하

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시 텍스트에서는 한 사람을 기다리

면서 겪게 되는 설렘, 조함 등과 같은 심리 변화에 해 표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생각하는 ‘기다리는 동안’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시간 으로는 훨씬 길다.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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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방 나타나지는 않지만,멀리서 아주 오랫동안 오고는 있으므로 우리

는 기다려야 하며 그 사람이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꼭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학습자의 생각이다.따라서 학습자는 그의 주변 사람들의

연애 심리와 상황에 한 묘사를 통해 련된 실 세계를 보여 뿐만 아니

라 사랑에 해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해 비 하고 있다.

한 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 화자의 모습에서 자신

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이들의 모습은 사

랑을 하는 태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학습자는 자신과 서로 다른 생각

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결코 부럽지 않다고 하 는데,이러한 진술에서

시 화자 그의 ‘기다림’의 행 에 한 학습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학

습자는 기다림의 과정이 힘들다고 하여 곁 질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고,기다리는 동안

더 완벽한 자신을 만들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와 같은

진술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깨달은 바에 해당한다.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을 읽고 형성된 성찰 반응에서 학습자들

은 ‘에게로 간다’는 행동의 극 인 의미에 해 서술하 다.시 텍스트에서

‘’에 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그것은 희망 인 것, 극 인 것, 정 인

것을 표 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에게 간다’는 것은 능동 인 움직임을 떠올

리게 된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이러한 시 화자의 행동에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 다가가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앞선 학습자가 시 화자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 다면,

다음의 학습자는 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풀은 나무보다 높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나무보다 생명력이 더 강하다.

국에서도 “들풀이 아무리 태워도 다 태워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

오면 들풀은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시가 있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울지만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웃는다.우리가 태여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겪는 어려

움이 많이 생길 것이다.우리는 이것들에 해 어떻게 응하면 좋을까?

원래 모르겠지만 지 는 깨달했다.풀처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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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한두번 어려움 앞에서 견딜 수 있지

만 여러번의 충격을 계속 받으면 다시 일어날 생각조차 없어졌다.제가

어느 식물과 닮을까?꽃?한동안 피 지만 비바람에 바로 무 지는 약한

꽃.

이제 안 되겠다.앞으로 꽃이 되지 말고 풀이 돼야 한다.그래야

든든해질 것이다.[W306B]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표 하고 있는 ‘풀’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풀’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을 ‘비바람에 바로 무 지는 약한 꽃’에 비유하고

있다.이와 같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 상의 모습을 통해 자

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리고 학습자는 자신의 나약

한 모습에 해 후회하면서 ‘앞으로 꽃이 되지 말고 풀이 돼야 한다.그래야

든든해질 것이다.’라는 진술을 통해 시 텍스트에서 받은 깨달음에 해

보여주고 있다.이것은 시 텍스트가 다루는 상과 그 상이 빚어내는 상징

의미를 자신과 연계하여 재조명하는 과정으로,시 텍스트는 새로운 의미를 지

니게 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활동은 보다 고차원 이며 주

체 이다.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이 만일 시 텍스트를 읽는 것에 머문다면 그들

은 시 텍스트의 의미에 더 많은 주의를 집 할 것이다.쓰기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이해 해석을 통하여 자신을 해

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구체화하고 실제에

용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

학습자는 반응 텍스트에서 ‘풀’의 모습과 비교되는 ‘나’의 모습에 한 비교

를 통해 깨닫게 된 에 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는 서

술문뿐만 아니라 의문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 설의법,비유법도 사용되고

있다.학습자는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자신의 표 을 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더욱 정교하게 구성하고 있다.

풀,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자연계의 작은 생명,힘이 강한 바람에 비

해 약하기 그지없는 생명이다.가을과 겨울의 한랭한 바람,비, 안에

기가 빠진 풀이 날의 햇빛을 기다리고 있다.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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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어려움에 부딪치거나 고통을 껶기 마련이다.그 지만 그런 어려

움이 풀의 입장에서 보는 바람과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우리가 계속

버틸 수 없어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자연계의 작은 존재인 풀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W305B]

이 시를 읽고 나서 필자는 인간들이 어려움이나 충격을 닥칠 때 어떤

태도,어떤 자세로 처하면 되겠느냐에 더욱 깊은 생각에 고들었다.

‘장미가 아름다운 꽃과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으며 낙천 사람은 꽃을

시할 것이고 비 사람은 가시만 보인다’라는 바 있다.처음에는 어

려움의 자체를 보다 더 크게 인식되는 탓으로 공포심에 빠져 일 이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하니 도망의 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어 해결책을

내지 못하기 십상이다.한편으로는 도 에 직면할 때 쉬쉬 두려워하지 말

고 마음을 가라앉히고서야 냉정하게 상황을 악해서 당한 응방법을

내게 될 것이다.만약에 힘이 닿을 수 없는 일,시 흐름속에 개인이 바

꿀 수 없는 일이라면 덩달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아 싶다.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수 있는 존재다.

빗바람의 와 에서 자기의 본성과 정신을 요지불통하게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제일 요하다고 믿고 있다.[W301B]

이 두 반응 텍스트는 모두 김수 의 「풀」을 읽고 작성한 것이다.반응 텍

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시 텍스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해 진술하고 있

는데,이러한 깨달음의 용 상은 자신이 아닌 ‘우리’이다.첫 번째 반응 텍

스트에서 학습자는 우선 ‘풀’의 모습에 해 서술하고 있다.그것은 시 텍스트

에서 보여주고 있는 ‘풀’의 모습이 아니라 학습자가 본 ‘풀’의 모습이다.학습자

의 진술에 의하면 ‘풀’은 보잘 것 없고 약하기 그지없는 생명이며 가을과 겨울

의 바람과 에 덮 서 의 햇빛만을 기다린다.나약한 모습의 풀에게 바람은

강력하기 그지없는 상이다.그럼에도 시 텍스트에서 묘사한 것처럼 풀은 다

시 일어나며 바람보다 먼 일어나고 먼 웃는다.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착

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느끼는 고통은 풀이 느끼는 바람의 세기에 비하면 그것

은 보잘 것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강력한 바람에 맞서서도 이겨내는 나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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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을 생각한다면,인간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서 학습자는

풀과 바람의 계를 인간과 어려움의 계로 해석한 다른 학습자와는 달리,두

가지 계에 해 비교하면서 인간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바람’에 맞

서는 ‘풀’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에 해 진술하고 있다.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 [W301]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시 텍스트

에서 묘사하고 있는 ‘풀’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어려

움에 착했을 때,사람들은 어려움의 실제 력보다 그것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어려움에 의해 형성된 공포심때문에 결국은 도망만 가

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과 정신을 지킨다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학습자가 ‘풀’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이다.‘바람’에 의해 웠어도 ‘풀’은 결

국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

문이다. 한 학습자는 이와 같은 행 에 우선시 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든 이겨낼 수 있다는 낙천 태도라고 진술하 다.이러한 을 학습자는

‘장미가 아름다운 꽃과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으며 낙천 사람은 꽃을 시

할 것이고 비 사람은 가시만 보인다’는 표 을 인용하여 장미를 하는 태

도의 차이에 근거해서 표 하고 있다.한편으로는 학습자들의 성찰 반응들에

서 시 텍스트 속에 반 된 당 의 모습들을 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한 부분이다.

이 시를 읽은 후에 시인이 인생에 한 낙 생활태도를 느 습니다.

그리고 먼 이후가 있어서 그 때 다 용서해 수 있는 것이 아주 재미있

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재 사회에 당한 일에 한 비 이고 실망한 느낌이

들어요.그런데 이 나쁜 정서를 먼 후일로 던진다면 자기 일도 잘 처릴

할 수 있고 남과의 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반 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다 뭔가를 이 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

습니다.[B40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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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고 작성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화

자의 행 에서 낙 생활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진술하 다.학습자는 시

화자를 통해 당장 앞의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비 과 실망은 모두 일시 인

것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반응 텍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서술한 것처럼 학습자는 ‘이 에

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즉 모든 문학 작품은 일종의 계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그러면서도 학습자는 ‘뭔가’라는 표 을 사

용하는데,여기에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가치를 그것이 달하는 계시 인

정보의 유무에 의해 단하고 계시 인 내용을 악하는 것이 시 텍스트를

‘잘’읽은 표 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소월의 「먼 후일」의 경우,시 텍스트는 잊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잊을 수 없는 한 시 화자의 모순된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학습자가

이러한 내용을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상

황에서의 자신의 행 에 한 반성일 수 있다.특히 시 텍스트에서 ‘먼 후일’은

시 화자의 잊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반어법을 사용한 시간 장치이다.그러

므로 학습자가 반응 텍스트에서 진술하고 있는 깨달음은 시 텍스트의 내용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먼 후일’이라는 시어에 한 연상을 통해 실 된

것이므로 타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깨달음의 유추 용에 한 학습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는 학습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깨달음의 정확성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시 텍스

트와의 연계성이 요하게 여겨진다.그러므로 련 깨달음이 시 텍스트의 내

용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시 텍스트의 일부 정보에 의한 학습자의 연상

반응인지에 한 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그리고 깨달음에 한 반응은

한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시 텍스트의 정보들과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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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해 과정의 메타 성찰

이해 과정의 메타 성찰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읽기 행 에 해 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여기에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이해에서 어려운 등에

한 진술들이 포함된다.특히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해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반응 텍스트가 시 텍

스트 읽기를 제하는 쓰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해

의 과정이 없다면 표 의 과정도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이해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학습자들의 이와 같

은 표 도 시 텍스트에 의해 형성된 일종의 반응이며 반응 텍스트의 한 부분

을 구성할 수 있다.이러한 진술 상에는 시의 지시 의미뿐만 아니라 시의

함축 의미도 포함되며 시의 체뿐만 아니라 시 화자나 시 상,시어,

시행과 같은 시 텍스트의 일부 정보도 포함된다. 한 학습자들의 이해 경로에

한 진술도 이러한 양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반응 텍스트가 학습자와 교사의

소통에서 매개 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교사와의

소통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해되지 않은 것,이해하기 어려운 것

등에 해 진술하면 교사가 그것에 해 해석해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실제로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만을 진술한 경

우는 없었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 등에 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풀>이란 시의 단어와 어구는 보기 쉽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에서 나타나는 풀과 바람의 상징은 실제 인 내용을 연상할 수 있지

만 시의 논리 인 계 로 서술하기 어렵다.

<풀>이란 시는 풀과 바람의 상징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력

과 노력으로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만다는 것을 달된다.

사람은 불가피하게 곤난이나 남에게서 스트 스를 받거나 실패를 당하

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인생의 승패를 정하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나 능

력뿐만 아니라 의지력과 노력도 요하다.혹시 당신은 성공을 향한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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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나아가도,여러 어려움에 빠져도,인생의 끝을 뜻하지 않는다.다른

사람은 자랑할 때,자기가 스스로 우울하지 않고 앞만 보고 노력하고 하

면 된다.[W314B]

김수 의 「풀」을 읽고 작성한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

한 자신의 이해 상황과 련된 반응을 서술하고 있다.이러한 반응에는 학

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이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와 시행들의 표면 의미

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만,그 심층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

고 있다.그 원인은 시 텍스트에서 ‘풀’과 ‘바람’이 상징하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지만 자신의 추론이 모든 시행의 의미에 응될 수 없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시 텍스트에서 ‘풀’과 ‘바람’을 통해 표 하려고 하

는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추론한 의미의 합성에 해

확신이 없는 것이다.

김수 의 「풀」에서 ‘풀’은 ‘바람’에 의해 눕고 다시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

하는데 매번 그 상태가 변화되며 제일 마지막에 ‘풀뿌리가 눕는다’고 까지 표

되어있다.특히 마지막 시행의 표 은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의 이해의 타

당성에 해 의심하게 한다.학습자의 이해에 의하면 ‘풀’이 ‘바람’을 이겨내야

하는데 ‘풀뿌리가 눕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따라서 학습자는 무엇에 해서 묘사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구체 인 의미에 해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움을 ‘단어와 어구는 보기 쉽지

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표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시 텍스

트의 의미에 한 자신의 해석을 반응 텍스트에서 진술하고 있다.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풀’과 ‘바람’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한 메시지를 달하고 있다고 서술

하 다.이러한 시 텍스트의 주제에 한 해석을 통해 학습자는 그 어떤 상황

에서도 앞만 보고 노력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한 이와 같은 진술은 우선 학습자들의 이러한 진술들

은 그들의 이해 과정 이해의 어려움을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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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자들의 이해 과정에 한 진술은 많은 경우 개인 인 단에 의해 형

성된 반응으로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 다고 단될 때 나타나는데,만일 학

습자가 오독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이해가 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러한 진술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비록 자신이 시 텍스트에 해 이해하지 못했음을 밝히면서도

그 원인에 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한 스스로의 해석도 함께 진술하고 있

다.여기에서 우선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에 한 학습자들의 책임감과

성실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이해하지 못하 다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추측한 의미에 해서 서술함으로써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반응들에 해 모두 솔직하게 진술하려고 하며 보다 완성된 반응

텍스트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

시인은 사람사이의 원한 주제인 ‘만남과 이별’을 논술하고 있었습니

다.만남은 무 아름다워서 사람은 항상 이별을 싫어합니다.근데 시인

은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

날 것을 믿습니다’고 제시합니다.그리고 이별되거만 새 희망이 올 수 있

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에 한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님이 떠나고

나는 님을 보냈습니다.나는 님이 떠나는 것에 해 아주 슬펐습니다.근

데 나는 새 희망이 오겠다고 믿었습니다.내가 아무말 없이 님을 보냈습

니다.근데 제목은 왜 ‘님의 침묵’을 정하세요?[M402F]

이 학습자와 같이 반응 텍스트에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해 직

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시 텍스트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 시의 제목

인 ‘님의 침묵’의 연 성에 해 학습자는 이해하지 못하 으며 그것에 해

반응 텍스트에서 질문하고 있다.‘님의 침묵’에서 ‘침묵’이 상징하는 의미에

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

의 결핍에 해 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반응 텍스트를 교사와 소통

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그러므로 학습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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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교사가 련된 해석과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다.이와 같은 경우,교사가 련된 답을 직 으로 제시해주기보다는 학습

자의 반응을 유도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침묵’의 의미는 다른 시어들과 마찬가

지로 학습자의 지평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주의 「길」을 읽고 작성한 다음의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 경로에 해 설명하고 있다.

시 에 무얼 잃어버렸다고 한다.뒤에는 ‘쪽에 내가 남아 있다’는 말

이 있다.아마 시인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

시인은 담을 건 가 자신을 찾고 싶지만 이 담을 건 수가 없다.담은

지 의 큰 어려움이 된다.자신을 찾기 해 노력해야 한다.[G411D]

이 반응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가 시 텍스트가 표 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

과정에 해 알 수 있다.시 화자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

엇인지에 해서 시 텍스트에서 직 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시 텍스트에서

는 다만 길,담,쇠문 등에 해 묘사하고 ‘담 쪽에 내가 남아 있다’고 서술

하 다.학습자는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시 화자가 잃은 것이 자신이라고

추론한 것이다.즉 여기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시의 의

미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해 진술하고 있다.이러한 반응 진술 방식을 통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해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한 메타 성찰은 학습자와 교사의 소통에서 반응 텍

스트가 갖는 매개 인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 다.여기에서 반응 텍스트

는 일종의 질문의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와 교사를 이어주며 교사는 학습자와

의 소통 과정에서 반응 텍스트를 통해 그들의 이해 과정을 확인하고 유도하게

된다.반응 텍스트는 단순히 학습자들이 이미 이해한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

니라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한 명확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러한 진술들은 교사가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소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더 이상 교사의 ‘답’을 기다리는 수동

인 참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실 하기 한 능동 인 참여자가 되는 것



-134-

이다.교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학습자이며 질문에 한

‘답’이 자신의 이해와 어떻게 연 되는지에 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도 학습

자이다.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교사가 련된 ‘답’을 제시해주었다고 하

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답’에 근거하여 학습자는 시 텍스트 자신이

이미 쓴 반응 텍스트와의 새로운 소통 과정에 어들게 된다.

그리고 성찰 진술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외 세계에서 기호가 지

시하는 것,즉 그들의 지시 상에 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단어와 단어의

지시 상이 그들 안에서 재 했던 심상,감정,태도,연상에도 심을 기울이

고 있다는 을 알게 된다.47)

Ⅲ장에서 서술한 양상의 분류는 하나의 체계로 존재할 뿐,그것의 타당성,

합성 순서에는 특정한 체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하나의 텍스트에서,더

욱 정확히 말하면 학습자의 생각에서 그 어떤 범주든 다른 범주에 선행될 수

있다.텍스트는 하나의 범주에만 념하거나 의 분 기,학습자의 느낌,어휘

의 의미와 같은 하 범주에 념할 수 있다.텍스트가 반드시 학습자에 의해

작품에 한 모든 것을 갖춘 논의일 필요는 없다.그러나 그것은 완 한 논증

이어야 하며 수사학 으로도 일 성을 갖추어야 한다.48)학습자들은 반응 텍

스트에서 기술 진술,해석 진술,평가 진술,성찰 진술 그 자체나 그것

의 하 분류 하나에 한 반응만을 표 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범주에 련

된 반응들을 모두 표 할 수도 있다.즉 반응 텍스트는 하나의 단일한 반응에

의해 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복합 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여

기에서 어떠한 범주가 우 에 있고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이 모두 같은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 한 고찰에서,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을 구체

으로 표 하기 해 다양한 서술 장치,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한

반응 텍스트 쓰기 양상에 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

식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학습자들이

언어 지식은 부족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서술 지식과 차 지식들을

47)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8,p.18.

48)AlanC.Purves& VictoriaRippere,ElementsofWritingaboutaLiteraryWork:A

StudyofResponsetoLiterature,NCTE,1968,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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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한국 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양상들은

학습자들이 모국어 교육에서 형성된 시 읽기 능력을 한국 시 읽기에 이

하고 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이것은 국인 학습자들이 결코 언어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여 시 텍스트를 타당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방증하며 한 그들이 시라는 장르에 해 익숙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한국어로 된 시 텍스트에 합하게 이되지 못하여

하지 못한 반응들을 형성하기도 한다.이러한 문제 들에 한 수정 과정

이 학습자들의 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다.

진술의 양상에서 볼 때,학습자들은 다양한 층 의 진술들을 구체 이고 심

층 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 기술 진술보다 해석 진술이 양 으로 훨씬

많다는 것은 학습자들의 해석 능력과 반응 텍스트에 한 태도를 엿볼 수 있

다.김수 의 「풀」과 같이 상징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시들을 읽고 학습

자들은 반응 텍스트에서 해석 진술을 주로 한다.그에 비해 황지우의 「

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김소월의 「먼 후일」과 같이 연시로 읽힐 수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주제의 시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정서 반응들을 자극하

으며 반응 텍스트에는 다른 시들에 비해 학습자들의 사 인 느낌,감정에

한 표 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타 진술에 비해 성찰 진술에 한 양상들이나 한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표 할 수 있는 윤리 단에 의한 평가 진술도 양

으로 은 편이었다.반응은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하는 학습자의 개인 인

느낌이나 생각 등을 말한다.그러므로 비평 텍스트와 달리 반응 텍스트에서 학

습자의 개인 이고 사 인 담론들은 확장되고 지향해야 할 진술 상이다.그

럼에도 이러한 진술들이 다는 것은 우선 학습자들의 표 능력의 제한성에

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한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독자를 의식하고 그에게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학습자들은 쓰기 결과물을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이 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수용가능한 것을

표 하려고 한다.학습자들은 나름 로 객 인 분석들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

문에 개인 담론에 한 진술들이 많이 서술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진술의 측면에서,학습자는 다양한 시 텍스트들에 한 여러 개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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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작성하면서 동일한 진술 방식이나 표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학습자는 읽고 있는 시 텍스트가 무엇이든 반응 텍스트를 작성할 때,해석

진술만 하거나 텍스트 구성 측면에서 의미에 한 해석을 나열하는 등 유

사성을 보이는 것이다.시 텍스트의 주제,형식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형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 텍스트 쓰기에서 하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

은 학습자들이 지닌 시 텍스트 읽기에서의 ‘습 ’과 계되는 문제일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반응 텍스트 쓰기의 ‘습 화’문제를 래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이해의 타당성에 해 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응 텍스트를 쓰는 행 는 쓰기라는 수행이 끝난다고 하여 모든 과정이 끝나

는 것이 아니다.성찰 능력도 읽기 능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메

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이해의 합성에 해 단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진행하는 한국 시 교육에서 학습

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들을 충분히 이하고 용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에서 서술한

문제들에 한 안을 제시하여 국인 학습자들의 특징이 충분히 표 되면서

도 그들의 능력이나 지식의 이가 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그 게 할 때 학습자들의 한국 시 읽기 능력의 신장 쓰기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반응 텍스트에 한 정 인 태도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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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 설계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의 양상에 한 분석에 근거하여 Ⅳ장에서는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을 구체 으로 설계할 것이다.이를

해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의 목표와 한국 시 교육

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실행하기 한 구체 인 방법에 해 제시할 것이다.

1.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 목표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은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

이해를 통한 쓰기 능력의 신장 이해와 표 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그 목표로 한다.이러한 목표는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에 한 분석을

통해 설정한 것이다.

1)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려면 우선 먼 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

여야 한다.그러므로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을 진행하기

한 우선 인 목표는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이다.학습자들의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은 그들이 쓴 반응 텍스트의 질과 히 연 된다.반응 텍스트 쓰

기와 시 읽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체로서 시 읽기 능력은 반응 텍스트

쓰기의 제일 뿐만 아니라 한 그것의 신장은 반응 텍스트 쓰기를 통해 도

달해야 할 목표가 된다.

읽기 이해 능력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interactiveprocesses)을 통해 개인

이 능동 으로 의미(meaning)를 구성해 가는 인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van den Broek,Fretcher,& Risden,1993).그라베와 스톨러(Grabe &

Stoller,2002)는 읽기 능력이란 아주 복잡한 과정이며 읽기 과제,동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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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양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그리고 읽기 능

력의 하 과정에는 단어 인지,통사 해부 능력,각 문장의 명제 악 능력

등이 포함되며 상 과정은 체 의 의미 악,이를 기 로 한 독자 나름

로의 해석,선험 지식을 활용한 추론,이해 정도에 한 모니터링, 한 략

사용 등의 능력이 포함된다.1)

본고에서 시 읽기는 시 텍스트의 이해 해석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주체의

극 이고 능동 인 인지 ․정서 ․심미 체험 향유를 포 하는 개념

이다.그러므로 시 읽기 능력이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시 텍스트의

지시 의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한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그 심미 의미의 이해까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

러한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은 분석 능력,해석 능력,평가 능력 성찰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이란 련된 하

능력 요소의 구비와 그러한 능력들의 신장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읽기 능력들

은 학습자들로 하여 다양한 반응을 형성할 수 있게 하며 반응 텍스트에서

다양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학습자들은 다양한 읽기를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시 텍

스트 읽기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읽기가 실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

다.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련된 정보들에 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

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의 타당성은 시 텍스트의 다른 정보들과의 모순여부

를 통해 확인된다.따라서 해석이나 평가와 같은 다른 읽기의 타당성 여부는

학습자들의 분석 능력과 연 되는 것이다.이러한 분석 능력의 신장은 학

습자들로 하여 외 맥락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하지 못한 외 맥락

의 도입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 텍스트 읽기는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한 이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문학 텍스트는 단지 내용에 한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 존재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지시 의미를 실 하 다고 하여 시 텍스트 읽기가 완성

1)최연희․ 은실,『 어 읽기 교육론:원리와 용』,한국문화사,2006,pp.26-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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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라,학습자들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 속에 잠

재되어 있는 의미도 실 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여기에는 학습자들의 해석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해석 능력은 다양한 배경지식에 의해 실 될 수 있어

야 한다.

시 텍스트는 내용과 형식의 통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형식은 시 텍스트를 시이게끔 만들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시의 장르 지식에 한 이해가 없이는 시 텍스트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김창원에 의하면 시 능력은 시를 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시와 시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그리고 시에 시로서 근

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는 어떤 언어 분 이 시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거기에 시 으로 반응하려는 태도,시 사고와 시 언술

의 특성을 알고 비시 텍스트의 참조 아래 시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시 텍

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시 텍스트로 재진술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시

능력의 주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2)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문학

장치를 인지하고 시 텍스트의 의미와 연계하면서 그것의 기능에 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학습자의 평가 능력과 련된다.

한 학습자들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 텍스트를 심미 으로 읽을 수 있어

야 하며,이것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자신과 계 지으면서 감상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하 능력들의 신장을 통해 시 텍스트 읽기 능

력의 신장은 실 될 수 있다.그리고 여기에서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능력들이 모두 신장됨을 의미한다.

2)이해를 통한 쓰기 능력의 신장

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시 읽기 능력도 요하지만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

응을 언어로 다시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요한 교육 목표이다.그

러므로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효과 으로

신장시켜야 한다.특히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에서 쓰기로

2)김창원,『시교육과 텍스트 해석』,서울 학교출 부,1995,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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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표 능력의 신장은 특히 요한 목표이다.시 텍스트를 이해할 때에는

그것을 언어로 다시 표 해내는 능력이 요하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표

능력을 키워야 한다.자신이 이해한 것을 하게 표 할 수 있는 것은 학

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으로 표 능력의 부족은 이해 능력의 부족으로 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쓰기 능력이란 문자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표 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를 명확하게 표 할 아는 능력으로,능동 이고 극 인 인지

구조 활동 능력이다.그러므로 쓰기 능력의 신장이란 학습자들이 자신이 달

하려는 의미를 나타내기 하여 문자 언어로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 할 수 있

는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 읽기를 통해 형성된 반응을 언어로 다시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학습자들은 자신이 이해한 것이 무엇이며 왜 그 게 이해하고

있는지,이해 못한 것이 무엇인지,그리고 자시의 생각이나 느낌에 해 명확

하게 표 할 수 있어야 한다.쓰기 능력의 신장은 곧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표 할 수 있는지와 히 연 된다.

여기에서 쓰기의 개념은 단순한 사가 쓰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 학

자들의 의견이 달라지는데3)본고에서의 쓰기는 반응 텍스트를 제한 개념으

3)쓰기는 문자언어의 표 수단이다.쓰기에 한 정의는 쓰기에 한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염창권(1997)은 필자가 생각과 느낌을 상황,목 , 상을 고려하여 문자언어로 표 하는 행

로서 쓰기(writing)를 작문(composing)과 동일하게 쓰인다. 체로 쓰기는 시작에서부터 끝

날 때까지의 과정,즉 행 인 측면을 말하고 작문은 표면에 나타날 때까지의 정신 인지

활동을 의미한다.그러나 쓰기와 작문을 구별하기보다는 쓰기가 작문을 포 한다고 정의했다.

김유정 외(1998)는 쓰기는 한국어 자모의 올바른 사용과 어휘와 문법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

의 생각을 표 하는 의사소통 기술로 그 범 는 단순한 ‘사’에서 조 더 복잡한 ‘작문’모두

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김정숙(1999)은 형태에 을 둔 발화의 사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개하고 달하고자 창조 으로 을 쓰는 작문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했

다.정 경(1999)은 종이 의 자 같은 의미 없는 쓰기 즉,단순한 사 활동은 배제하고,의

사소통능력 향상을 한 언어기능 습득 단계에서의 쓰기와 논리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창의

인 쓰기의 유의미 활동이라고 정의했다.김정애(2000)는 쓰기는 문자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했다.김민성(2000)은 쓰기는 크게 철자법이나 문법 인 요소를 강조하는 발화의 사로서의

쓰기와 창의 으로 자유로운 쓰기인 작문의 두 가지로 나 어진다.이재승(2002)은 머릿속에

서 생각하는 행 와 그것을 종이에 옮겨 는 행 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했다.여순

민(2002)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과제를 해결하기

해 을 조직,표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강승혜(2002)는 쓰기(writing)를 아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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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작문을 일컫는 말이긴 하지만 한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이라

는 이 제하면 형태에 을 둔 사 한 배제할 수 없는 개념이다.그러

므로 반응 텍스트 쓰기에서 쓰기 능력은 텍스트 생산 능력과 사 능력을 모

두 포함한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작성할 때 우선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반응을 반응 텍스트

의 내용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쓰기

하여 그 상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들은 시 텍스트 읽기를 통

해 축 되는 것이다. 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표 하고자 하는 것을 한

국어로 명확하게 표 할 수 있어야 한다.학습자들의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는 언어의 세련화 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코 자신

의 생각을 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쓰기 능력의 신장은 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포함한다.

쓰기 능력의 신장은 이미 형성된 쓰기 능력의 질 수 을 쓰기 욕구 측면

과 쓰기 방법 측면에서 상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 실 될 수 있다.상

호작용하기는 하나 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과 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서

로 다른 것이다. 쓰기 욕구가 강하면 쓰기 방법에 한 심이 커지고

쓰기 방법에 한 이해가 심화되면 쓰기 욕구가 상승하게 마련이기 때문이

다.그러나 때로는 쓰기 욕구가 생겨도 쓰기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 욕구는 방 사그라질 것이고, 쓰기 방법을 알고 있어도 쓰기 욕구가

뒤따라 주지 않으면 그 방법에 한 이해는 차 희미해질 것이다.따라서

쓰기 능력은 쓰기 욕구의 발동 능력과 쓰기 방법의 운용 능력으로 교직된

다고 말할 수 있다.4)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우선 반응 텍스트를 쓰려고 하는

인 단계의 언어형태를 베끼는(coping)수 에서부터 좀더 고 수 의 창의 이고 효과 인

의사 달 형태인 ‘( )짓기(혹은 작문,composing)의 형태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그리고 언

어학습에서 쓰기의 개념은 ’기록하는(writethingsdown)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고도의 의미

창조 기능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한재 (2005)은 쓰기는 어휘

력,구문력,표 력,맞춤법에 한 지식,그 언어 문화에 한 지식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음성언어에 한 명확한 이해와 표 능력도 여기에 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의

종합 운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교우박,「 국의 한국어 교재 『정독』에 한 연구:학습자의 반응과 요구를 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11,pp.63-64.

4)이지호,『 쓰기와 쓰기교육』,서울 학교출 부,2001,p.211.



-142-

욕구가 있어야 하며 한 반응 텍스트를 쓸 알아야 한다.여기에서 요한

것은 먼 시 텍스트에 한 이해이다.이해를 해야만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

를 작성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며 련 방법에 해 탐색하게 된다.

쓰기수행 수 은 쓰기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상이하다.즉 그들이 반응 텍스

트를 잘 작성한다고 하여 모든 쓰기를 모두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이

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 하는 기능에 해

배우게 된다. 한 쓰기는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연장선이므로 쓰기 능

력의 신장은 학습자들의 이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이해와 표 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들의 반응을 표 할 기회와 책임감이 주

어지면 종종 불안해한다.그것은 그들이 타자를 인식하여 자신의 반응과 표

에 해 일정한 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그러한 기 들은 주로 반응의

수용가능성과 표 의 세련화 정도에 의해 나타난다.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자신들이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은 학습자

가 반응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며 그들의 능동성을

제약하게 된다.반응 텍스트에 한 인식은 학습자들이 쓴 반응 텍스트의 질과

한 연 성을 갖게 된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 한 인식이

다름에 따라 반응 텍스트에서의 그들의 진술 방식과 그 표 방식도 상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단지 시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언어 교육의 차원

에서도 요한 요소이다.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한 부정은 그들의 표 을 제

한하게 되며 이것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의 진을 제약하는 결과를 래

할 수 있다.

이에 해 크라센(S.D.Krashen)은 정의 여과 가설을 제기하 는데 그는

성공 인 제2외국어 습득을 한 정의 요인으로서의 정서 상태나 태도를

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자유로이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과기

로 보고 있다.이 가설에서는 제2언어 습득에 련된 세 종류의 정의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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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기,자신감,불안감으로 보고 있다.크라센은 정의 필터(affective-filter)

가 높을수록 언어습득 활동이 어려워지며,낮을수록 언어 습득이 진된다고

보았다.5)

여기에서의 자신감과 불안감은 학습자들의 효능감과 히 연 되는데 자

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반두라(A.Bandura,1977)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이

개념은 사회 인지이론에서 생된 것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는 개인 단을 의미한다.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산출하기 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

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한 신념”6)이라고 정의하 다.효능감은

인지 ․사회 ․정서 ․행동 하 기술들이,수많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조직화되고 효과 으로 잘 배합되어 있는 생성 인 능력이다.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와 련된 것이 아니라,다양한 여건 하에서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련이 있

다.7)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단이다.이러한 단은 학

습자들의 행동수행 과정에 향을 뿐만 아니라,과제수행 여부,행동시작,노

력의 정도,지속성,장애극복 정도 등에 모두 향을 미친다.학습자들은 활동

을 할 때,자신이 그 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보다 극 이고 능동 으로 활동을 처리하게 된다.반면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이 없을 때,학습자들은 활동을 회피하거나 건성으로 하게 된다.그러므

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이 활동에 임할 때의 행동 결정에 요한 향을 미

치게 되는데 그들이 활동에 붇는 노력의 양과 어려움에 착하 을 때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과 련된다.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그들이

활동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이며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지속

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5)StephenD.Krashen,김윤경 역,『외국어 교육 이론과 실제:학습인가,습득인가?』,한국문

화사,2000,pp.53-55.

6)AlbertBandura,김의철․박 신․양계민 역,『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이론 기 와 발달

분석』,교육과학사,1999,p.28.

7)AlbertBandura,김의철․박 신․양계민 역,앞의 책,p.106.



-144-

쓰기활동에서 자신을 유능한 필자라고 믿는 것이 학습자들의 쓰기를 잘하게

한다.이것은 신념 그 자체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 자신감이 쓰기에

한 흥미를 더 높이고,노력을 더 지속하게 하며,쓰기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

물을 만났을 때에도 더 큰 인내와 회복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반

응 텍스트 쓰기를 통한 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잘 구성하려면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쓰기 수행에 한 자

기효능감이 높아야만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잘 쓰려고 하며 그러기 해

서는 시 텍스트를 잘 이해하여야만 한다. 한 시 텍스트 읽기에 한 효능감

이 높을수록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에서 쓸 것이 있으며 자연히 쓰기에 한

자기효능감도 높게 되는 것이다.자기효능감의 강도는 학습자들의 시 이해

반응 텍스트의 질과 한 연 성을 지니며 학습자의 표 양상도 향을 미

치게 된다.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따라 학습자들은 단순히 시의 내용을 기술할

수도 있고 자신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더 풍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두라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 주요 정보인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 설득(verbal

persuasion),정서 각성(emotionalarousal)등에 의해서 향을 받으며 형성

해 간다고 설명한다.8)여기에서 성취경험은 자기 자신의 개인 경험에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단에 기 한 정보이므로 가장 향력 있는 정

보원이다.따라서 성취경험을 통한 방법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가

장 효과 이다.성취경험은 정보의 인지 과정을 통하여 자기효능감 단에

향을 다.만일 성공했던 경험이 반복 으로 이루어졌다면 자기효능감은 높

아질 것이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많다면 반 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

이다.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해서는 계속 인 성공을 경험하도록 하

는 것이 요하다. 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 다면 효능감은 훨

씬 강해진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스스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시의 의미의 이해에 한 교사의 인정을 통해

읽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읽기 효능감은 쓰기 효

8)AlbertBandura,김의철․박 신․양계민 역,앞의 책,pp.183-250참고.



-145-

능감과 연계되며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다는 쓰기 효능

감의 향상을 진할 수 있다.

리경험은 과제에 한 간 인 정보나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정보

를 얻는 것이다.학습자는 성공 인 행동을 하는 타인을 찰하여 자기 자신도

그 사람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나 문가의 반응을 보

고 들으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게 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와 반응 텍스트 쓰기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그리고 반응 텍스트에 한 정 인 태

도의 형성은 학습자들의 반응과 표 을 능동 으로 이끌며 동시에 학습자는

반응을 형성하고 표 하는 과정을 통해 반응 텍스트에 한 능동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2.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 방법

문학교육은 가장 효과 인 방법론과 이에 맞는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흥미

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유도해야 한다.9) 상 학습자들의 변인 특성을

알고 그들이 문학작품에 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여 실제상황에 맞게 련 작

품을 선택하고 학습자들에게 합한 방법을 구축하여 문학교육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의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 올바른 ‘교육’도 진행할 수 있

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에서는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 양상에 한

분석에 근거하여 반응 텍스트 쓰기를 심으로 한 한국 시 교육의 구체

인 방법을 설계할 것이다.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은 쓰기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 읽기 행 를 수행하도록 한다.그로 인해 쓰기에 련된 활성화

방법들이 쓰기 자체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읽기 행 에 직

으로 작용하게 된다.쓰기 활동은 ‘학습자가 극 으로 의미 구성’하도록 해

9)윤여탁,『시 교육론 Ⅱ:방법론 성찰과 통의 문제』,서울 학교출 부,1998,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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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독서 능력을 계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의 하나이다.10)

따라서 본고에서는 반응 텍스트 쓰기 과정에 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와의 주체 이고 능동 인 소통을 통해 의미를

실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모색할 것이다.쓰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의

미를 구성하는 행 로서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라워와 헤이즈(L.Flower

& J.R.Hayes)가 제시한 인지 과정 모형은 쓰기의 과정을 크게 계획하기,표

하기,검토하기의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하기에는 다시 생성하

기,조직하기,목표 설정하기가 포함된다.11)이재승은 인지 모형을 참조해서

작문의 과정을 하 과정들로 나 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보았

다.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기 으로 나 는 방식이며 하나는 기능을 기 으

로 나 는 방식이다. 자의 방식으로는 쓰기 ,쓰기,쓰기 후로 나 는 것이

표 이며,후자의 방식으로는 계획하기,아이디어 생성하기,조직하기,표

하기,수정하기로 나 는 것이 표 이다.12) 을 쓰는 동안에 필자는 어떤

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하고,주제( 감)에 한 아이디어의 탐색을 통

해 머릿속에서 의미를 구성하여 의 내용을 창안하며, 이를 통일성

(coherence)을 갖춘 텍스트로 표 하며, 의 체 인 어조와 상 독자의

심 이해 수 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기 하여 쓴 텍스트를 읽고 교정하는

인지 과정을 거친다.13)

이러한 분류법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하기,아이디어 조직하기,표 하기,수정하기의 네 단계로 보았다.여기에

서 학습자들이 무엇에 해 어떻게 쓸 것인가는 반응 텍스트의 구성과 계될

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 읽기와도 한 연 성을 갖고 있으며 한 시 읽기

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이것은 쓰기 과정 아이디어 생성하기와 아이

10)JudithW.Irwin,천경록․이경화․서 역,『독서 교육론:독해 과정의 이해와 지도』,박

이정,2012,p.51.

11) L.Flower & J.R.Hayes,“A Cognitive Process Theory ofWriting”,College

CompositionandCommunication32-4,NCTE,1981.

12)이재승,「과정 심의 작문 교육 로그램 개발 용」,『새국어교육』62,한국국어교

육학회,2001.

13)J.R.Hayes&L.Flower,“Identifyingtheorganizationofthewritingprocess”,W.Gregg

&E.R.Steinberg(Eds.),Cognitiveprocessesinwriting,Hillsdale,NJ:LawrenceErlbaum,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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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조직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이것을 반응 텍스트 쓰기의

내용 생성 과정으로 보고,무엇에 해 쓸 수 있고 어떤 맥락에 의존할 수 있

으며 한 어떻게 진술할 수 있는지에 해 구안해 볼 것이다. 련된 정보들

이 축 되어야만 학습자들은 쓰기에서 선택하고 연결할 수 있다.이러한 선택

과 연결은 학습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여기

에서는 내용 생성과 계되는 정보들의 축 이 요하다.그리고 수정하기에

해당하는 메타 성찰의 방법에서는 학습자들의 1차 ‘결과물’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형되고 수정되며 2차 쓰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볼 것이

다.

1)반응 텍스트 쓰기의 내용 생성 방법

쓰기의 내용은 시 텍스트 정보에 한 학습자의 읽기 결과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그러므로 내용 형성 과정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이자,

텍스트의 기 지평과 자신의 기 지평을 융합하는 과정이다.반응 텍스트 쓰기

는 시 텍스트 읽기를 제하는 개념으로서 쓰기의 내용은 학습자들의 생각만

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 텍스트를 읽어야만 생성 가능하다.물론 구체

인 쓰기 행 에서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무엇에 해 쓸 것인지를 머릿

속에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시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에

한 선택 과정이기도 하다.시 텍스트 읽기가 없이 반응 텍스트 쓰기는 존재할

수 없다.그러므로 먼 시 텍스트 읽기를 통해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알아볼 것이다.여기에서 내용 생성은 반응 텍스트 쓰기의 상을 확정하

는 과정이 아니라 쓰기 상에 한 정보들을 축 하는 과정이다.읽기에서의

의미 구성의 실 은 표 을 구축하는 소재들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시 텍스

트를 읽는 것을 통해 쓰기의 내용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축 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와 같은 정보들은 반응 텍스트에서 모두 선택되어 표 되는 것

은 아니다.

반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의 어떠한 정보에 해 쓸 것인지,어떤 맥락에

의존해서 서술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진술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모두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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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되어야 할 상이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 쓰기 과

정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상에 한 선택과 그것의 연결을 통해 텍스트를

조직하여야 한다.반응 텍스트 쓰기에 포함되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 근거해서

시 텍스트 읽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 될 수 있다.그러

므로 여기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에 해 주로 시 텍스트의 정보,맥락,진술의

세 측면에서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1)내재 정보에 의한 내용 생성

내재 정보에 의한 내용 생성은 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 정보에

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시는 고조된 감정을 함축된 짧은 진술을 통해

극 으로 제시하는 일인칭 자기 고백체의 문학 양식이며,그 실제 표 에 있

어서는 형식상으로는 음악 건축의 리드미컬한 재 과 내용상으로는 이미지

와 념의 융합에 토 한 감각의 재 에 의존한다.14)이처럼 시 텍스트는 내

용과 형식에 의해 구성되는데,내용은 그 의미와 연 되는 것이며 형식은 시를

‘시답게’만드는 문학 장치들이다.시 텍스트의 내용에 한 이해는 시 텍스

트 읽기의 기본으로 내용과 형식은 통합되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한다.특

히 시 텍스트에서 형식은 시를 다른 장르와 구분시켜주는 특징으로서 그러한

장치들에 한 지각 해석은 시의 장르 지식과 연 되는 것으로서 시 텍

스트의 의미를 실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그러므로 내재 정보에 의

한 내용생성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시 텍스트의 형

식에 해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여기에서는 내재 연계의 실

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과 문학 단을 수행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형

식을 이해하는 방법에 해 알아볼 것이다.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

에서 도입하게 되는 맥락은 시 텍스트에 함유된 정보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

선 으로 이와 같은 정보들에 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4)오세 ,『문학과 그 이해』,국학자료원,2003,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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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재 연계의 실

훌륭한 시는 내 인 수미일 성의 세계라는 말은 시가 심 인 의미를 향

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는 유기체임을 뜻한다.잡다한 요소들마 도

그들 나름으로 일 성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15)즉 시의 내재 정보들은

서로 연계되어 시의 의미를 실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시 텍스트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축 이고 짧은 형식을 통해 보여 다.따라서 정보들 사이의 연계

성에 한 표 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학습자들의 의미 이해는 이와 같은

연계에 한 실 을 통해 형성되며,내재 연계의 실 에는 텍스트의 내부 요

소 간 계에 한 이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재 연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 된다.하나는 내재 정보들 간

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것은 부분 결합 연계라고도 할 수 있

다.그리고 정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 게 실

된 의미와 구체 인 정보들과의 계에 한 이해도 이루어져야 한다.이것은

구체 인 정보에 한 심화된 이해를 산출할 수 있는데,이와 같이 체 결

합 연계,즉 정보와 체 의미 간의 연계에 한 이해 과정도 내재 연계의

실 과정에 포함된다.

우선 으로 시는 추상 인 구체 인 언어를 통해 정서나 감정을 사물이나

상황으로 드러내어 형상화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일상 언어는 시 변용을 통

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더 이상 보편 인 의미를 달하는 수단이

아닌 새롭게 형성된 의미를 담고 있는 목 그 자체가 된다.그 기 때문에 학

습자는 시어와 시어 간의 계,시행의 배열,문장 부호 등에 한 의미를

악하고 이로부터 형성되는 정서 감각의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형상화된 내

용을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16)

언어의 문맥성에 따라 어떤 어휘가 주어진 문맥 속의 다른 어휘와 ,어떤

치에서 어떤 계 놓 는가에 따라서 사 상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창

출해 낼 수 있다.시 텍스트에서 시어는 하나의 독립된 낱말이 아니라 문체 혹

15)CharlesB.Wheeler,TheDesignofPoetry,W.W.Norton&Company,Inc,1966,p.269.

16)김정우,「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4,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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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조를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한 낱말의 의미

는 문장 속에서의 치,다른 낱말들과의 계,그 문장의 문법 요소들의

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따라서 학습자들은 시어와 같은 연에 있는 다른 상과

의 계,그리고 각 연에 제시된 다른 상들과의 계에 해 복합 으로 연

짓고 검토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행 구성 역시 시에서는 의미 실 의 요한 지표가 된다.시행은

‘분 ’을 통해서 정상 인 산문의 발화의 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시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하므로,이러한 시행 분 은 시라는 담론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차원이다.시행은 하나의 문장이 여러 행으로 나 어지고 문

장의 단 가 시행의 단을 통해서 분할될 경우에 의미론 단 로서 더욱 확

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데,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

한 시행은 서로 별개의 문장이었을 두 행이 하나의 텍스트에 포함됨으로써 일

종의 연 계를 형성하며 이때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된

다.17)이와 같이 시행의 연계에 한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 될 수 있

다.특히 Ⅲ장의 양상에서 시행의 연계에 한 실 의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시

행을 문장화하여 풀어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이 경우 문장과 문장 사이의 모순

이 나타나는 것은 시행 분 의 두 번째 의미에 한 충분한 이해가 결핍되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시행의 연계에서 시행들 간의

계에 한 단을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통해 분 로부터

생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면담 내용:

한국시가 어렵습니다.문장은 간단하지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모릅

니다.그리고 문장과 문장사이에 상 없어 보입니다.그래서 내가 이 시

의 뜻을 맞추었습니다.[G413C]

학습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시 텍스트의 단어들의 사 의미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의미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던 경험을 의미한다.

17)D.Lamping,장 태 역,『서정시:이론과 역사』,문학과지성사,1994,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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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시연이나 시행들 사이의 계에 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이러한 표 을 통해 시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시행과 시행,시연

과 시연 사이의 연 성,그리고 그 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Ⅲ장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을 읽고 학습자들

은 연과 연의 계에 해 이해하지 못하여 각 시연의 의미에 한 이해만으

로는 체 인 시의 내용에 한 이해를 실 할 수 없었다.나희덕의 「배추의

마음」과 같은 시를 이해할 때는 특히 연과 연 사이의 계에 한 이해가

요하다.첫 연에서는 농약 없이도 배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두 번째 연에서는 배추벌 에 한 시 화자의 태도 행동이 묘사되어 있

다.이때 첫 연과 두 번째 연의 계를 이해하는 것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한 이러한 연 성에 한 추론을 통해 학습자들

은 다양한 해석을 형성할 수 있다.

내재 연계의 실 은 정보들의 연계의 실 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와 시 텍스트의 의미의 연계에 한 이해도 포함한다.학습자들은 정보들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정보와 시 텍스트의 의미의 계에 한 이해를

통해 내재 연계의 실 을 완성할 수 있다.구체 인 요소가 시 텍스트에서

갖는 의미는 텍스트 정보들의 연계의 의해 실 된 의미와의 계에 의해 확인

되고 명료화된다.마찬가지로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에서 학습자들은 시연

간의 계에 한 이해를 통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실 할 수 있으며,각 시연

과 시 텍스트의 의미의 계에 한 이해를 통해 시 텍스트에서 의미를 표

는 시연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것은 내 맥락에 의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내재 연계의 두 가지 실 과정은 상호 의존 으로 작용한다.그

러나 내재 연계에 한 실 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그것으로 시 읽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시를 이해할 때 내재 연계에 한 실 은 요하며 여

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에 해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이것은 학습

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을 때 외재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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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으며 한 특정한 정보에 의해서만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려는

행 를 제한할 수 있다.이때 교사는 련 활동들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이 연

성을 악하도록 도움을 수 있다.시행을 알맞게 배열하는 활동18)이 이러

한 에 해당한다.시행을 알맞게 배열하는 활동은 시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

뿐 아니라,시가 구성되는 방식에 한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기 때문이다.학

습자가 시행을 재배열한 원리에 해 생각해보는 것은 시의 반 인 담화가

구성되고 연결되는 방식에 을 맞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문학 단의 수행

시 텍스트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 텍스트에 한 이해

는 단지 그것이 표 하고 있는 내용에 한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내용과 형식에 한 이해를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완 히 이해할

수 있다.특히 시는 산문과 달리 형식 역시 일종의 의미론 기능을 지니고 있

다.19)그러므로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의 문학 장치에 한 평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시 텍스트의 형식을 주의하고 지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며,형식에 한 이해를 통해 의미에 한 이해를 진하게끔 하는

방법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문학 단의 수행은 시 텍스트의 형식에 한 해

석과정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하나의 문학 작품을 할 때,그것이 문학 작품이라는 사실을 고려

하며 그에 합하게 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그래서 문학 작품을

다루는 방법에 한 자신의 지식을 가져온다. 한 문학 작품에서의 애매성의

기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2차 의미가

어떤 문맥에 합한가를 결정하려고 한다.즉 학습자는 이 유형의 담화를 다룸

에 있어서 성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자신이 습득해 가지고 있는 례나 방

18)여기에서 시행을 배열하는 활동이란 학습자들로 하여 모든 행이 섞여 있는 시를 읽고 시

행을 재배열 해보게 한 다음 자신이 재배열한 시와 원 텍스트를 비교해보고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며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들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해 말해보거나

자신이 시행을 재배열한 이유에 해서 말해보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것이다.

19)D.Lamping,장 태 역,앞의 책,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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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따르는 것이다.언어의 례나 실제 방법을 넘어서는 어떤 례나 방법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텍스트를 보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얻어 낼 수 없다.문

학 작품을 다루는 방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집단 사회에 속하는 학습자만이

하나의 텍스트에서 문학 고유의 것을 찾아 낼 수 있다.문학 작품에 한 학습

자의 단에는 단순히 자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한 지식은

물론이고 제도 인 방법과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비지식을 갖지 못

한 학습자,다시 말해서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문학 작품이란 개념을 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는 텍스트를 문학 작품으로 다룰 수가 없다.20)

시 텍스트를 그에 맞는 방법과 규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텍스트가

시 텍스트인지 먼 알아야 하며 이것은 시 텍스트의 문학 장치들에 해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즉 학습자의 언어 지식은 각 과 문장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문학의 문법을 내재화하지 못하면 언어의 배열을

문학 구조와 의미로 변환할 수 없어,결과 으로 그것을 문학으로서 읽을 수

없다.21)그러나 단지 문학의 문법에 한 지식을 안다고 하여 곧 문학 단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그것을 안다는 것’과 시 텍스트

사용에 한 요령을 안다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2)그

러므로 학습자들은 련된 지식들을 활용하여 시를 시답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본고에서 학습자들의 문학 단의 수행을 진하고

자 하는 목 이다.문학 장치들이 시 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표 되고

있으며 그러한 장치들이 시 텍스트의 의미와 어떻게 연 되는지에 한 학습

자의 해석 능력은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진하고 정교화하는 데 필요

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의 미 의미는 1.지배 음운,음운의 회기와 그 계,음성 상징

의 의미 등에 근거하는 음운론 층 ,2.지배 어휘,어휘 구 의 회기와

그 계, 이와 상징의 의미 등에 근거하는 어휘-의미론 층 3.시제와

상,서법,수식과 용 계,호응 계,활용과 곡용,발화 양식 선택의 의미

20)SteinH.Olsen,최상규 역,『문학이해의 구조』, 림기획,1999,pp.31-32.

21)J.D.Culler,StructuralistPoetics:Sturcturalism,LinguisticsandtheStudyofLiterature,

London:RoutledgeandKeganPaul,1975,p.114.

22)SteinH.Olsen,최상규 역,앞의 책,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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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근거하는 문법 층 4.분 들의 삽입․삭제․도치․치환․재조합․어

조의 의미 등에 근거하는 문체론 층 5.텍스트의 그래픽 이미지,의미론

통일체로서의 텍스트 요소들의 의미 등에 근거하는 구성 층 로 나 어 볼

수 있다.23)여기에서의 형식은 시의 내용을 표 함에 있어서의 언어,구조,기

법,시제 모두가 포함된 확장된 개념으로 이들은 모두 학습자들이 문학 단

을 수행하는 상이다.구체 으로는 시어,이미지,은유,상징,아이러니,역설,

운율,반복24)등이 있다.

이미 모국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 텍스트를 한 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시라는 장르 특징에 익숙하다. 한 그들은 각종 장치들이 시 텍스트의 이해

에서 갖는 요성에 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Ⅲ장의 양상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각종 장치들에 해 평가를 하고 있다.따라서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시 읽기 능력의 이를 진하여야 한다.이때의 이는

무에서 유로의 생성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특

히 두 나라에서 시 장치의 기본 요소들은 유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 시만의 형식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 한 학습자

들의 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문학 단의 수행은 우선 평가해야 할 상의 확인을 통해 실 된다.여기

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상으로 장치들에 한 리스

트를 작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수 있다.이와 같은 리스트는 학습자들

23)김창원,「시쓰기의 화법과 투사 시읽기」,『선청어문』21,서울 국어교육과,1993.

24)이러한 장치들을 최지 은 ‘비문자 자질’이라고 하 다.비문자 자질은 정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내면에 특별한 심리 효과를 창출하는 텍스트의 자질이다.텍스트가 담론으로 실

되는 과정에서 언어 맥락을 보충하거나 혹은 그것과는 독자 으로 기호 ,의미론 효과

를 발생시키는 음소 ,선율 성분들의 속성 는 작용을 비문자 자질로 총칭한다.

최지 ,「한국 근 시 정서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7,

pp.26-29.

그리고 김정우는 ‘비문자 자질(non-literalfeature)’이란 문자 형태는 아니되 시 텍스트의

의미 실 에 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질들을 말한다고 하 다.여기에는 운율이나 시행 구

성,의도 인 공백이나 휴지,그밖에 문장부호를 통한 의미 실 등이 포함된다.시에서의 비

문자 자질로 우선 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시의 음악성이다.소리의 반복이나 운율을 통해

형성되는 시의 음악성은 그 자체로 텍스트의 의미가 되며,이는 흔히 말하는 ‘내용’이나 ‘메

시지’와 별개의 것으로 악될 수 없다.

김정우,앞의 책,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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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시의 형식에 주의하게끔 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어 사용의 규범이나 규칙을 확장시키는 독특한 언어가 있는가?

*낯선 언어나 구,문법 인 구조나 통사 특징이 있는가?

*담화 ․형태 으로 요한 특징이 있는가?

*의미의 애매모호함이 있는가?

*비유 이거나 상징 인 의미가 있는가?

*비유 표 이나 수사학 장치가 있는가?

*청각 인 혹은 음악 인 자질이 있는가?25)

그리고 문학 단은 평가 상인 시 장치와 시 텍스트와의 의미의 연

성에 한 이해를 통해 실 된다.즉 학습자들이 이런 일탈 인 언어에 해

‘왜 이 게 쓰고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가?’ 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

체 무엇일까?’하고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거기에 한 답을 찾고

표 하는 과정은 문학 단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이것은 시 텍스

트에서 갖는 시 장치의 기능에 한 이해 과정이기도 하다.

문학 단의 수행에서 학습자들이 직 인 표 만을 서술할 것이 아니라

논리 설명을 통해 그 이유에 해 구체 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형식을 시의 의미와 연 시

킬 수 있다.시 텍스트에서 문학 장치들은 단순히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

는 것이 아니라,시 텍스트의 의미를 표 할 때의 작용이나 효과를 통해 가치

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의 문학 장치에 한 평가는 학습자들에게 특정한 언어 형식이

어떻게 구체 인 메시지를 달하는지 분명히 보여 뿐만 아니라,자신들이

모국어에서 배운 문학 장치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표 되는지에 해 확인하

게 해 다.그러므로 문학 단의 수행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한 학습

자들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작용도 하게 된다.

25)GillianLazar,LiteratureandLanguageTeaching:A GuideforTeachersandTrainers,

CambridgeUniversityPress,1993,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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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행 과정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형식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김수 의 「풀」과 같은 경

우,그것의 상징 의미에 한 해석도 요하지만 시 텍스트가 활용하고 있는

장치,형식 특징에 한 해석은 의미의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즉

시어의 상징 의미에 해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시 장치가

시 텍스트에서 갖는 기능에 해서도 서술해볼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시어의

의미를 시의 의미와 연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문학 장치에

한 이해는 학습자들로 하여 「풀」에 한 해석을 좀더 확장시켜나가게끔

할 수 있다.

(2)맥락 도입에 의한 내용 생성

학습자들은 무지의 상태로 텍스트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그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상하지 않는다.시 텍

스트를 읽으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와 소통하

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들은 텍스트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텍

스트 외 인 맥락에 속하는 것이다.그러므로 학습자는 맥락을 도입하고 맥락

과 의미를 련짓는 과정에서 다층 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자신의 반응

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즉 맥락 도입은 학습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재 마주하고 있는 텍스

트의 새로운 것과 면시킴으로써 반응 확장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맥락 도입이 반응 텍스트 쓰기에 정 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학습자들이 외

인 맥락을 통해 자신들의 반응을 정교화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이다.상호

텍스트나 외재 지식의 도입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매우

보편 으로 나타나는 상이나 이러한 맥락 도입은 임의 인 것이기 때문에

도입의 의도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거나 텍스트와 한 련이 없다면,학

습자들이 반응을 확장하고 표 함에 있어서 제한성이 발생하게 된다.Ⅲ장의

양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해석할 때,자신의 배경지

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을 보 으며 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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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텍스트와 한 련이 없는 지식들을 활용하고 있었다.특히 외재 지

식의 활용에서 요한 것은 지식의 정확성 여부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들에 한 안으로서의 방법에 해 고안해볼 것이다.

① 외 지식과 의미의 조회

텍스트 외 지식이란 텍스트와 련되기는 하지만,텍스트 외의 부가 인

지식을 말한다.본고에서의 텍스트 외 지식은 주로 시 배경,시인에

련된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텍스트 외 지식의 유무는 시 텍스트의 심층

의미의 해석과 연 되는데,텍스트 외 지식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

트의 의미를 시가 쓰여진 시 와 시인과 연결하여 해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반응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 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가 쓰여진 시

배경과 시인에 련된 정보를 알아야만 비로소 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다.그리고 자신이 시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을 이러한 외 지식의 부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 내용:

시인은 왜 자기가 사는 것을 찾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시를 짓는 배경

과 시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찾아 야 합니다.[M411D]

이 시의 뜻을 이해할 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근데 시의 깊은 의미를

좀 이해가 안 돼요.이 시를 감상할 때 시인의 처지와 배경을 같이 고려

해서 이해하는 것은 더 좋은 것 같아요.지 그 상황을 몰라서 시인은

표 하고 싶은 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W402F]

나는 자기가 이 시에 해 아마 좀 잘못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나는

이 시를 쓴 배경을 잘 몰라서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지 내

생각에는 이 시를 이해할 때 그 시 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G414C]

이러한 견해들은 시 텍스트에는 ‘유일하고 정확한’의미가 있다는 선입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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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그 원인은 시 텍스트를 시 배

경과 시인과 연계시켜서 해석하는 기존 문학 경험의 ‘습 ’에서 찾아볼 수

있다.시 배경이나 시인의 삶을 안다고 하여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쉬

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인 것은 아니다.그리

고 이와 같은 지식을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기 에 미리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지평을 확 하기 보다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축시키거나 획일화

할 수 있다.미리 시 배경이나 시인에 한 지식들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

는 것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을 형성할 때 방향성을 부가하여

학습자들의 반응을 교육에서 요구하는 ‘정답’으로 유도하게 된다.이것은 애

에 반응 텍스트 쓰기를 한국 시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는 목 과 배된다.

허드슨(Hudson)의 연구에 의하면 주어진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스키마를

미리 제공하는 방법은 수 의 학습자들에게 효과 이었다.그리고 과

고 수 의 학습자들에게는 읽기 자료의 이해에 필요한 요한 단어들을 제

공하는 방법과 주어진 읽기 자료를 학습자로 하여 나름 로 해석하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 이었다고 한다.26)그러나 Ⅲ장의 양상에서 살펴보았듯 학습

자들은 련된 외 지식을 몰라도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다양하게 해석하

고 있다.따라서 시 텍스트 읽기에서는 학습자들의 자체 인 이해를 우선 으

로 요시하되,기타 지식은 이러한 이해를 돕는 선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그

리고 텍스트 외 지식이 학습자들이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을 넘어 그것이 곧 시 텍스트의 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경우,시 화자와 ‘님’의 계에 한 분석을 통

해 학습자들은 ‘님’의 상징 의미를 악하 는데,단순히 텍스트의 정보에 제

한하여서 보면 그것은 ‘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습자들은 이와 같

26)허드슨(Hudson)은 미국의 한 단기 언어 연수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언어 능력 수 이

다양한 93명의 ESL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시도하 다.학생의 부분이 미국의 정규

학에 입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자료 수집을 해 학생들에게 각각의 능력 수 에 맞는

9단계로 나뉘어진 읽기 과제를 부과하 으며 이 과제를 수행하기 해 학습자들은

Pre-Reading(PRE),Vocabulary(VOC)와 Read-Test/Read-Test(RT)라 명명된 세 가지의 조

건들에 나뉘어졌다.PRE의 조건은 학습자에게 읽기 자료에 용시킬 수 있는 스키마를 제공

하 으며,VOC조건은 학습자들에게 읽기 자료의 이해에 필요한 요한 단어들을 제공하

다.반면 RT조건은 주어진 읽기 자료를 학습자로 하여 나름 로 해석하도록 하 다.

DavidNunan,임병빈 외 역,『제2언어 교수 학습』,한국문화사,2003,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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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텍스트에 기반하여 해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석을 확신하

지 못했다.그 원인은 ‘님’이라는 시어가 함축 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그

러한 의미에 한 해석은 시가 쓰여진 시 상황이나 시인에 련된 기

정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기존의 많은 비평가들에 의

해 ‘님’은 ‘연인,조국,부처’등으로 해석되었다.그러나 실제로 이에 기반하여

시 텍스트에서 ‘님’을 ‘부처’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한용운이 승

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님’을 ‘부처’로 볼 수 있다는 정보의 달밖에 안된다.

불교 인 사상에 한 이해가 없이는 학습자들은 결코 불교 인 측면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을 수행할 수 없으며 ‘침묵’이라는 어휘에 해 해

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모든 학습자가 이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그 다고 ‘부처’라고 이해하는 것이 ‘연인’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해석의 차원이 더 높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부처’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은 한 하지 않다.학습자들은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과 한 연

이 있는 내용일 때 더 잘 이해한다는 을 고려할 때,한용운의 시를 평범한

사랑의 노래,쉽게 알 수 있는 사랑의 노래, 측이 가능한 사랑의 노래라는

에서 근할 수 있다.그래야만 어렵게만 설명되고 그 게 느껴지는 한용

운의 시세계도,학습자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럴 수 있을 때

한 독립 운동가,뛰어난 고승의 종교 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지 의 학습자

의 체험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27)

그러나 여기에서 텍스트 외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한 작

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시인의 삶과 의식 그리고 시인이 소

속한 사회와 련을 맺는다.텍스트 외 지식들은 학습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

힐 수 있으며 그들이 시 텍스트 의미의 해석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다.다만 학습자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련 외 지

식을 확인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해를 통해 수용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외 지식의 제시 시간과 방법에 한 변화를 통해 시 텍스트

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외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할 때 발생가

능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우선 제시 시간 면에서 학습자들이 시 텍스

27)윤여탁,『시 교육론: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태학사,1996,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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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읽기 보다는 읽고 난 후에 제시하는 것이 합하다.외 지식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반응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학습자

들의 1차 인 반응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때,교사는 시인이 시 텍스트를 쓴

시 상황이나 시인의 삶에 해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반응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텍스트 외 지식은 학습자들의 반응을 풍부하게 하고 확장시

킬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고 형성한 반응과 련된 지식을 비교하고 성찰

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조정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한 이해와 의미의 구성

을 심층 으로 실 할 수 있다.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역사 맥락이나 시인의

삶과 연 지어 보는 과정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재해석할 수 있다.여

기에서의 변화는 시 텍스트에 한 해석으로부터 시인과 삶 쪽으로 이동한다

는 에 주목해야 한다.이것은 교과서나 기존에 많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일상

인 차와는 정반 이다.즉 외 지식은 학습자들이 이미 이해한 시 텍스트

의 의미와의 조회 과정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외 지식에 한 앎이 자신

이 기존에 이해한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가 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지 등에 한 단을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

은 외 지식을 제시하기 에 자신이 이해한 의미를 진술하게 한 다음 외

지식을 제시하고 다시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진술하게 하는 것과 같이 진

술에 한 구체 인 요구를 통해서도 실 될 수 있다.학습자들로 하여 자신

의 후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의 변화를 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 지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교사는

련된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달하거나 시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역사 ․

문화 지식에 한 텍스트를 직 제시하거나 텍스트 형식으로 시인의 삶에

해서도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은 후 스스로 련된 외 지식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한 외 지식의 용에서 자신의 해석에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한지 왜 그

러한 지식들이 필요한지에 해 학습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그

리고 실제로 외 지식이 제시될 때 이러한 지식들이 자신의 해석을 확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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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를 요하는지에 한 학습자들의 단도 동반되어야

한다.

② 상호텍스트와 시 텍스트의 계 진술

문학에서 크리스테바(J.Kristeva)가 도입한 텍스트 상호성(intertextuality)이

라는 용어는,공공연하거나 은 한 인용이나 인유에 의해 는 에 읽은 텍스

트나 나 텍스트의 특성을 동화하거나,단순히 공통 인 고정된 문학 규약

이나 례에 참여함으로써 한 문학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반향하거나 그것

과 끊을 수 없이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기 해서 사용된다.28)이와

같은 텍스트 상호성의 개념을 어 (J.W.Irwin)은 읽기에 용하여 상호텍스

트성이 표 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일반 으로 그것과 연 되는 기존에 한

다른 텍스트를 떠올리게 된다.장르에 한 제한이 없이 다만 재 읽고 있는

텍스트의 정보들이나 심지어 분 기나 느낌과의 연 성 때문에 학습자들에 의

해 환기된 텍스트를 상호텍스트29)라고 한다.그것은 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

는 정보들의 유사성이나 두 텍스트를 읽으면서 겪게 되는 학습자의 주 체

험의 유사성과 련이 있다.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의미를 실 하는 것은

다른 텍스트와의 련성 속에서 난해한 어구의 의미를 악하거나,텍스트 내

의 요소들을 다른 텍스트에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실 하게 되는 과

정이다.상호텍스트 근은 학습자 경험의 개입보다는 텍스트들 간의 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려는 과정에 해당한다.

28)M.H.Abrams,최상규 역,『문학용어사 』, 방출 사,1985,p.311.

29)한 텍스트와 연 시키는 다른 텍스트를 상호텍스트라고 하며,텍스트의 이런 속성을 상호텍

스트성이라고 한다.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낱말의 구성은 ‘속’,‘사이’ 는 ‘상

호’의 뜻을 지닌 ‘inter’이라는 두어가 어떤 물건이 짜여져 있다는 것에서 나온 ‘원문’이나

‘본문’의 뜻을 지닌 ‘text’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여기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서 명사를 만드는 어미 ‘ity’가 덧붙여져 만들어진 신조이다.낱말의 의미로 생각하면 텍스트

가 서로 내 으로 련되어 이루어진 것을 지칭하는 추상 인 개념으로 ‘텍스트들 사이의

련성’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김도남,『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박이정,2002,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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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하면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난해한 어구의 의미나 상징 의

미를 해석하면서 학습자들은 기존에 한 텍스트의 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반응을 개인 역에

서 공 인 역으로 확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텍스트의 상호성을 활용하

면 학습자들이 련 텍스트가 이해 과정에 어떻게 연 되는지에 해 비교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한 그들의 반응 텍스트의 표 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이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객 화하여 반응 텍스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에서 두 텍

스트의 향은 상호 인 것이이서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은 재 읽고 있는 텍

스트의 해석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활용된 상호텍스트를 재해석하는 효과

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모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련된 텍스트들을 떠올리게 되며 실제로

양상 분석에서도 상호텍스트성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상호텍스트를 언 만 하거나 에 한 텍스트의 향을 화하여 상호텍스

트의 한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러한 을 고려하

여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 반응 텍스트에 시 텍스트의 의미와 상호텍스트의

계에 해 진술하도록 요구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이것은 우선 상호텍스트에 한 진술의 구체화를 통해 실 될 수 있는

데,단순히 련 텍스트의 장르나 제목을 언 만 할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정

보에 해 구체 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다음으로는 두 텍스트 간의

계에 한 진술을 통해 실 될 수 있다.즉 두 텍스트는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

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유사 은 무엇인지에 해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리고 자신이 련 텍스트를 활용한 이유에 한 진술을 하도록

하여 단순히 인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호텍스트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 어떻게 연 되는지를 구체 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반응 형성

과정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학습자들은 반응 형성 과정에 한 자

세하고 구체 인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반응 형성 과정을 확인하고 상호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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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연 성에 해 재확인할 수 있으며 한 그들의 반응을 정교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 상호성이 하게 활용되지 못하거나 에

읽은 텍스트의 향을 화하고 있는 일부 문제들도 확인하게 되며 수정할

수 있다.

다음의 반응 텍스트는 이와 같은 실 들이 학습자의 진술에서 어떻게 표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동주의 생각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과 정말 비슷해요.

혹시 그분은 성경의 향을 많이 받았어요?아니면 성인들은 생각은

다 비슷해요?

성경에서 나타난 진리는 바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벌써

죄를 지러서 한생에 손을 따라서 잃은 의를 찾고 죄에 해 메워야

한다고 해요.윤동주는 말하고 싶은 거도 평생에 어떤 거 요한지와 왜

살고 있는지에 해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그분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고 생각하게 고 그런 의의를 한 인생을 구하게

습니다.

윤동주는 괴로운 이유는 바로 자신을 해 생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랑한 동포들을 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사상 에서 기도교의 원죄이란 포함하게 되고 시인도 경건

한 마음을 가져 고독한 길에 나아 가는 분입니다.

윤동주는 찾고 있는 가치이거나 까닭이거나 사실로 이 세상에서 왜 살

고 있는지와 뭘 할 수 있는지에 답입니다.

과거에 윤동주는 애국시인이란 생각했지만 지 보면 그분은 민족과

국가에 해 기여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한 모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손인다고 생각합니다.[M411D]

이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성경의 내용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하고 시인에 해서도 평가하고 있다.시인에 한 어떤 정보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한 시 텍스트의 내용에 근거해서 성경의

원죄의식을 환기하 으며,그 내용을 통해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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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기독교의 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학습자는 우선 자신이 생각한 상호텍스트와 시 텍스트의 연 성에 해 서술

하 다.다음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호텍스트의 정보에 해 구체 으로 진술하

고,그러한 정보들과 시 텍스트를 연계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구체 인 진술은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며,해석을 더욱 객 화하는 작

용을 한다.그리고 학습자의 이와 같은 반응은 단지 텍스트의 상호성을 활용하

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 지식의 제시 시간과도 한 연 성이 있다.

윤동주는 실제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그의 아버지는 소학교 교사이면

서 교회 장로 다.그러므로 그가 기독교의 향을 받았다는 것은 어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이러한 외 지식들이 학습자의 와 같은 해석이 이

루어진 후에 제시된다면 학습자는 련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해석과 평가

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정교화시킬 수 있으며 한 이것은 반응 텍스트에 한

정확한 태도 형성을 진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 쓰기에 한 자

기효능감이 신장되어 다른 문학 텍스트와의 소통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이해하

고 해석하려고 할 것이며,표 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들을 구체 으로 진

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에서 국인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국 텍스트를 상

호 텍스트로 환기하는 과정에는 문화 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특히 두 텍

스트가 문화 으로 련성이 있을 경우,텍스트와 문화의 이해는 복합 이고

교차 인 상호작용 계에 놓이게 된다.학습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시 텍스

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에 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이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의 능동 인 이해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일방 으로 수되는

문화요소에 한 교육보다 학습자들에게 더욱 쉽게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학습자들이 직 인 경험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차이를 인

지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같은 시 상을 다룬 모국

어 텍스트를 떠올릴 수 있다.이 과정에서 같은 시 상에 한 두 텍스트

의 묘사를 비교하거나 주제를 비교하면서 두 나라에서 하나의 상에 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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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으며,그것이 두 나라의 문화와 갖게 되는 연 성에

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학습자들은 이런 비교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해 능동 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개인 담론의 형성

담론은 화자와 청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발화 행 이며 정보에는 발화자의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론에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하

는 주체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개인 담론은 ‘나’의 메시지를

하고 ‘나’를 표 하는 과정이며,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아의 확인과 성

찰을 포함하는 자신과의 화를 동반하게 된다. 쓰기는 자아가 상의 의미

를 구성하여 문자언어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달하는 지 활동이다.30)그

러므로 ‘나’의 가치가 반 되어 있는 쓰기는,‘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표

가 되며 동시에 자신을 표 하는 수단이 된다.31)

반응 텍스트 쓰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시 텍스트를 읽고 표 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에는 학습자의 개인 인 진술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한 반

응은 단지 시 텍스트에 한 해석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심미 인 읽기

과정도 포함한다.시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주는 느낌,분 기 깨달음 등에

한 표 은 시 텍스트와 학습자의 진정한 상호소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다.리쾨르(P.Ricoeur)는 하나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은 한 주체의 자기

해석에서 정에 도달하며 그 주체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자기를 달리 이해하고, 는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

으며 기호와 작품의 개가 없다면 반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자기 이

해의 과정에 통합되지 않은 설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확언하고 있

다.32)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 한 학습자의 내면에 작용하여 그들의 가치 체계에 향을 미치게 된다.

30)이지호,앞의 책,p.14.

31)이지호,앞의 책,pp.59-60.

32)PaulRicoeur,박병수․남기 편역,『텍스트에서 행동으로』,아카넷,2002,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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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체험과 비교하거나 융합하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며 한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에

해 생각하게 된다.이 때문에 개인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이 자

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학습자

자신의 반응 텍스트에서 이와 같은 개인 담론에 한 진술은 형성되고 확장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응 텍스트 쓰기의 양상에서는 해석 진술이 다른 방식의 진술에

비해 양 으로 훨씬 많은 편이었다.학습자들의 개인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와 이에 해서는 표 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쓰기는 면 면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필자와 독자를 항상 상정한다.필자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배열할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텍스트 속에 자신을 얼

마나 드러낼 것인가를 결정할 때 독자의 문제는 향을 미친다.이러한 쓰기에

한 의사소통 의 연장선상에서,반응 텍스트 쓰기에서의 필자(학습자)

의 담론 선택과 자기 표 은,일부는 그들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만 일부는

독자의 향을 받는 것이다.33)그러므로 학습자들이 개인 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 텍스트를 읽고 느낀 감정이나 느낌 떠오르는 생각들을 진솔

하게 표 하게 하여야 하며, 한 그러한 개인 담론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확

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쓰기가 자아를 표 하는 행 이기 해서는 학습

자들은 개인 인 진술을 진솔하게 표 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그러므로 교

사들은 우선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개인 인 느낌,감정들을 솔직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교실 분 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비치(R.Beach)는 학습자들이 문학을 읽고 을 잘 쓰지 않는 상을 두 가

지 이유에서 찾고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들이 연하고 객 인 자세를 취하

며 자신의 느낌을 표 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이고,둘째는 학습자가 반응의

주 양상에 을 두는 데 불안감을 느낀다는 이다.이러한 불안감을 느

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반응의 주 성과 립된 사고의 체계 속에 해석의

기 를 둘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34)이것은 학습자들이 이미 개인 인 반응

33)RozIvanic,WritingandIdentity:TheDiscoursalConstructionofIdentityinAcademic

Writing,JohnBenjamins,1998,p.99.

34)RichardBeach,A Teacher'sIntroductiontoReader-ResponseTheories,NCTE,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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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형성되었음에도 반응 텍스트에서 표 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다.

동일하게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었다하더라도 학습자의 체험은 각각 다

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 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같이 이별을 경험한 학습

자들도 「먼 후일」을 읽고 이별의 슬픔이 다시 생각나서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시 화자의 모습에서 로를 받을 수도 있다. 한 시 화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 같다고 여기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이러한 생각,느낌들은 극히 개인 인 것이고 학습자들만의 것이며

학습자들의 진실한 감정이기에 시 텍스트에서 그러한 감정들을 환기시킨 근거

를 쉽게 찾을 수 있다.따라서 반응 텍스트에서 이와 같은 개인 인 진술들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한 객 인 진술들보다 더욱 쉽게 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의 수용가능성과 세련된 표 만을 강조하면 학습자들

은 객 인 해석을 더욱 선호하게 되며,독자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선택 ․

제한 으로 개인 진술을 표 하게 된다.

학습자들에게는 시 텍스트에 표 된 시인의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는 선입견

이 있다.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시인의 생각’에 해 표 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

면담 내용:

배경인 시 의 특징은 시인의 심리 활동과 자기 생각이 생긴 외부 원

인이며 시인 자기 겪었던 것과 성격은 이런 표 의 내부 요인이라고

니다.그래서 시에서 작가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W309]

이러한 학습자의 표 은 시 텍스트에서 시인의 의도가 요하다고 생각한다

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

보다는 시인의 의도에 해 악하고 그것에 해 표 하는 것이 ‘정확한’읽

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즉 내가 읽은 의미보다는 ‘시인이 표 하려고 하는

의미’를 요시하고 있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 진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자신의 생

pp.53-54.



-168-

각이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표 들은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학습자들은 자

신만의 생각이나 느낌,감정보다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생성

되는 느낌,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므로 자신을 솔직하게 표 할 수 없게 된다.

스스로를 표 하는 인간은 오히려 항상 자기 자신의 표 에 스스로 놀라게

되며,자기 자신의 표 에 한 성찰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내면 세계’에 근

할 수 있게 된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표 을 한 시도 속에서만 사

유하는 바의 의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둘째,표

을 한 시도들 속에서 항상 타인들에게도 인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표

된 바들을 달하고자 한다는 이다.따라서 우리 자신에 한 우리들의

계는 우리들이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매개되는 것이다.35)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의 표 을 자극함으로써 개인 담론의 확장을 실

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은 표 을 통한 반응의 풍부화 반응을 통한 학습자

의 자아에 한 확인 과정을 진하는 것이다. 한 표 의 과정을 통해 학습

자들은 자신에 해서 한국어로 합하게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반응 텍스트의 개인 담론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윤리 단이

나 성찰 반응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진술들에 해 인정해주는 것과 그것의

확장을 극 으로 유도하는 것은 표 에서의 학습자들의 태도와 한 연

을 갖게 된다.우선 시 상,시 화자,시의 주제에 한 나의 생각,나의

시 텍스트를 통해 겪게 되는 성찰에 한 표 과정은 학습자들과 시

텍스트의 상호소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에 있는 학습자들은

비록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친 감 고립감 시기36)인 성인 기에

35)HansJoas,신진욱 역,『행 의 창조성』,한울,2002,p.146.

단계 나이 심리사회 기 요한 계 심리사회 강조

Ⅰ 출생-1세 신뢰 불신 어머니 가진다. 다

Ⅱ 1세-3세
자율성 수치심

과 의심
아버지 보유한다.내보낸다

Ⅲ 3세-6세 주도성 죄의식 가족
따라한다.-처럼 행동한

다(놀이를 통해)

Ⅳ 6세-12세 근면성 열등감 이웃,학교 무엇인가 (함께)한다.

Ⅴ 12세-18세
정체감 역할혼

미
동료,지도자 군가가 된다.

36)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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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있다.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자신을 잃거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은 시 텍스트의 시 화자나 시 상이 될 수 있다.

시 화자나 시 상의 행 에 해 단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

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이것은 가정하기 방법으로,

학습자들은 시 상황을 활용하여 스스로가 시 화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 나 기분,느낌에 해 상상하고 표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상된 행 와 기분,느낌 등을 시 화자나 시 상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정리하면,학습자는 자신을 시 상황과 연계하

면서 시 상,시 화자,주제에 해 단하며,이 과정에서 자신의 을

지각하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나’를 활용한 표 들을 확장함으로써 개인 담론을

확장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작성할 때,‘시인’,‘우리’보다는 ‘나

는’,‘내가’라는 어휘와 표 을 통해 자신의 을 표 하게 되며 이것은 그들

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내’가 이해한 의미를 서술하고 ‘내’가

느낀 느낌을 진술하는 것이 반응 텍스트 쓰기의 의의임을 고려할 때,‘나’를 확

장하여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여기에서 표 되는 ‘나’는 객 진술을 통해

표 되는 상이 아니라 진정한 ‘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표 들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을 느 지(정서 인 반응)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을 그려보았어(심 인 상상)

*이 부분은 ...를 생각나게 해(사 지식 정교화)

*나는 ...을 상해( 측)

Ⅵ 성인 기 친 감 고립감
친구,연인,회사

동료

다른 사람과의 계에서

자신을 잃거나 발견한

다

Ⅶ 성인 기 생산성 침체
분화된 노동과 가

사일의 분담
돌보아 다.

Ⅷ
싱인 후기/

노년기
자아통합 망 인류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찾는다.

김정섭 외 공 ,『교사를 한 교육심리학』,서 사,2004,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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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것을 좋아해/좋아하지 않아.왜냐하면...(평가)등37)

개인 담론 확장의 다른 실 방법으로는 학습자들로 하여 반응 텍스

트에서 시 텍스트 읽기 의 사고에 해 서술하게 하는 것이다.이것은 시 텍

스트를 읽고 깨달은 바에 해 구체화하는 것과 히 연 된다.깨달음은 학

습자가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이러한

깨달음은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해

확인하게 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질 수도 있고 새

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새로운 깨달음에 의한 변화만이 문학교육을 통

해 이루어야 하는 학습자의 변화는 아니다. 요한 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문학

을 읽은 결과로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며 자기 정체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

각하도록 하는 것이다.38)그러므로 읽기 의 사고에 한 서술은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의 사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3)진술에 의한 내용 생성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한 내용을 탐색하고 그것을

체계 으로 조직해서 문자로 표 해야 한다.이때에는 시 텍스트의 어떤 정보

에 해 쓸 것이며 어떤 맥락에 의존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

게 진술할 것인가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술 방식의 선택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축 한 정보에 의

해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학습자들의 단에 의해 자의 으로 결정되는 부

분도 존재한다.진술 방식의 선택에 향을 주는 요소에는 시 텍스트를 읽고

획득한 정보와 반응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 한 인식이 포함된다.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의 내용은 그들의 읽기 능력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지만 한 표

이라는 매개체도 향을 미치게 된다.표 된다는 것은 그 구에게 읽힌다는

37)JudithW.Irwin,천경록․이경화․서 역,앞의 책,p.159.

38)양정실,「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6,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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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기 때문에,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독자를 의식하게 된다.교육

의 장에서 ‘독자’는 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표 이 교

사에게 수용가능한가를 단 기 으로 삼는다.학습자에게 교사는 자신과 같

은 시 텍스트를 읽었으며 학습자보다 더 많은 련 지식을 갖고 있는 ‘문가’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학습자들은 익숙한 특정 표상형식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그 형

식에 의해 유발된 에 향을 받는다.어떤 특정 표상형식에 한 습 화가

그 형식을 사용하는 기술과 그 형식에서 얻는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

음39)을 고려하면,학습자의 습 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여러 텍스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면서 하나의 진

술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학습자가 다양한 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결국은

그들의 시 텍스트와의 다양한 소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학습자들은 쓰

기의 상으로 선택한 시 텍스트의 정보나 의존하는 맥락에 근거하여 그에

합한 진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고,자신이 익숙하거나 잘할 수 있는 진

술 방식을 활용하기 하여 그에 련된 정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진술 방식은 학습자들의 읽기 방식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에게 다양

한 진술 방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한 그들은 진술 방식

들을 직 체험40)하면서 익 야 한다.진술 방식에 한 다양한 정보를 축

하게 되면,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쓸 때 선택의 범 가 확장되어 폭넓은

반응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고에서는 진술 방식에 한 단서를 제공하

는 것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 다양한 진술을 체험해 보게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쓰기는 학습자의 자유로운 반응 형성을 유도하면서도 학습자들에게 자신

의 반응을 명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에서 교육 의의가 있다.

39)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물의 종류가 우리가 던지는 그물의 종류를 결정하며,우리가 던지는

그물이 우리가 잡는 고기의 종류를 결정한다.

ElliotW.Eisner,박승배 역,『인지와 교육과정』,교육과학사,2014,p.90.

40)체험이란 사 의미로 ‘몸소’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한 주체가 직 경험한

일체를 의미한다.

MaxVanManon,신경림․안규남 역,『체험 연구:해석학 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

론』,동녘,1994,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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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술에 방식에 해 제시될 수 있는 단서들이다.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해 기술 으로 진술하기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 해석 으로 진술하기

*시 텍스트의 가치에 해 평가 으로 진술하기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진술하기

이미 살펴보았듯 기술 진술의 상으로는 시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구성,시어,문학 장치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따

라서 여기에서 기술 진술에 한 요구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지시 의

미를 이해하고 반응 텍스트의 쓰기 상에 해 주의하고 지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기술 진술에서 다루었던 상들은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진술 방식들의 상으로도 선택될 수 있기 때

문에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석 진술은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해 시 텍스트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좀

더 확장 으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맥락이 활용될 수 있음

을 이미 학습자들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해석 진술의 상은 기

술 진술의 상만큼 다양한데,학습자들은 기술 진술에서 다루었던 상에

해 다양한 맥락에 의존하여 해석 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해석 진

술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와 보다 심화된 소통을 진행할 수 있게 하

며 한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극 으로

메울 수 있도록 자극하는 특성이 있다.그러므로 해석 진술에서는 학습자들

이 자신이 갖고 있던 련된 지식을 상 텍스트와 얼마나 생산 으로 융합시

키냐의 문제가 부각된다.

평가 진술에는 미 가치에 련된 문학 단뿐만 아니라 윤리 단

도 포함되므로,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 텍스트의 정보에는 형

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포함된다.따라서 기술 진술에서 다루었던 상들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다.평가 진술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의 형식에 주의

하고 지각하게 할뿐만 아니라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한 자신의 을 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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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학습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진술하기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에 객 으로 분석했던

정보들을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시 텍스트에 의해 환기된 자신의 느낌이나 감

정과 같은 정서 반응에 해 진술할 수 있으며 자아를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에 해 진술할 수도 있다.특히 자신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개인 담론을 형성하고 표 할 수 있다.이러한 진술은 기존에 객

으로 분석했던 정보들을 시 텍스트에 한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한해서 그 의미

와 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이 을 고려할 때 의 네 가지 진술들

은 서로 연계되고 의존하면서 향을 주고받는 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서들은 시 텍스트에 따라 교사에 의해 선택 으로 제시될 수도 있

으며 하나의 시 텍스트에 한해 순차 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교사는 진술 방

식을 단서로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고 반응 텍스트를 쓸

때 제시한 진술방식만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학습자들은 특정한 단

서에 근거하여 시 텍스트와 소통하므로,그들의 반응이 특정한 단서에 합하

게 유도된다는 에서 이와 같은 단서에 의한 쓰기는 유도 쓰기41)의 성격을

갖게 된다.이것은 학습자들과 시 텍스트와의 소통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해 이해하고 인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석할 것인지

혹은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읽을지는 그들이 사용할 진술 방식의 향을 받기

때문이다.진술 방식에 의한 쓰기는 쓰기에서의 진술 방식과 읽기 방식의 연

성을 활용하여 진술 방식에 해 요구하기 때문에,학습자들로 하여 응되

는 읽기 방식을 취하여 시 텍스트와 소통하게 한다. 한 반응 텍스트에서 해

당 진술 방식을 활용하기 하여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이해에 더 의존하게

되므로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에서 련된 정보에 각별히 주의

하면서 지각하여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단서들이 하나의 시 텍스트에 의해 순차 으로 제시될 때 진술 방식

41) 라운(Brown)은 유도 쓰기를 학습자들에게 단락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 주어진 구조

를 체 으로 바꾸게 하는 통제된 쓰기보다는 덜 통제된 일종의 쓰기로서 학습자가 스스

로 주어진 자극제에 근거하여 을 쓰는 것이라고 보았다.

H.DouglasBrown,권오량․김 숙․한문섭 역,『원리에 의한 교수:언어 교육에의 상호

작용 근법』,PearsonEducationKorea,2001,pp.419-42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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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쓰기는 한 확장 쓰기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단서 제

시는 기술 진술로부터 시작된다.우선 학습자가 반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

의 어떠한 정보에 해 서술하든지 기술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기술 진술이 끝난 다음 학습자에게 이미 에 기술했던 정보에 해 다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다음으로는 그러한 정보에 한 평가를 진행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과 연계시켜서 진술하도록 한다.이와 같이 같은 정보에

해 차례 로 다양한 진술 방식을 용하여 서술하도록 함으로써,학습자들은

자신의 진술을 차 확장 으로 형성하게 된다.여기에서 학습자들이 반응 텍

스트 쓰기의 상으로 선택하는 시 텍스트의 정보와 의존하는 맥락 구성

방식에 해서는 따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이와 같은 쓰기 과정을 거쳐 구

성된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는 네 가지 진술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쓰기는 학습자들로 하여 다양한 진술방식을 할 수 있게 하며,진

술 경험의 확장을 통해 의미 이해의 구체화를 실 하게 할 수 있다. 한 학습

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쓸 때 형성할 수 있는 진술의 ‘습 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다양한 진술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에서 그쳐서

는 안된다.진술의 방식에 한 서술 지식은 직 으로 그들의 차 지식

으로 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자 거를 타는 방법을 안다고 하여 자 거

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진술 방식

을 통해 반응 텍스트를 구성해 으로써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읽기 쓰기 능력과 히 연 된다.읽기 측면에서 이

러한 쓰기는 학습자들로 하여 정보 추출 읽기와 심미 읽기 사이의 다양

한 읽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진술은 그들의

쓰기 능력과 연계되는 문제로서,다양한 쓰기를 하고 쓰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의 신장과 연 되는 문제이다.이와 같은 확장 쓰

기는 학습자들에게 ‘자신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반응 텍스

트 쓰기’를 하는 학습자들의 효능감을 신장시키며 이를 통해 그들의 읽기와 쓰

기를 자극하게 된다.특히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충분히 표 할 수 있다

고 알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좌 을 경험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쓰기 방법은 학습자들의 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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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임으로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윤동주의 「길」에 련된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서는 시어의 상징 의

미에 한 해석 진술은 많지만 자신과 연계시키는 진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이것은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읽는 학습자들의 능력의 제한성 때문일 수

도 있으며 한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능동 이고 생산 인 주체가 되기

해서 학습자에게는 시 텍스트를 자신과 연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시 텍

스트가 다루는 상의 상징 의미를 자신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시 텍스트 읽기를

더욱 확장시키기 하여 진술에 의한 쓰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에서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우선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의 정보

에 해 기술하도록 한다.다음으로는 학습자가 진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하나를 선택하여 해석하게 한다.이 시 텍스트와 련된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

자들은 다양한 맥락에 근거하여 해석 진술을 하고 있다.특히 ‘길,돌담’등

시어에 한 해석이 많았다.교사는 학습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정보

에 해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이러한 평가는 시어를 통해 비추어진 시 화

자에 한 평가일 수도 있고 시어 자체에 한 평가일 수도 있다.평가 진술

에 한 요구는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해석하

고 있는 시어가 시 텍스트에서 가지는 의미 기능에 해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갖게 한다.만일 학습자가 단계에서 ‘길’의 상징 의미에 해 해석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에서 왜 ‘길’이란 소재를 선

택하 으며 그것이 시의 의미를 표 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해 생각

해보게 할 수 있으므로 시어와 시 텍스트의 연계를 실 할 수 있다.그리고 이

때 학습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해 돌아볼 수 있으며 자신이 잊고 지냈던 것,

잃고 살았던 것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한 학습자가 자신

이 해석한 의미에 해서 다시 확인하고 ‘담 쪽에 있는 내’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해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담 쪽의 나’는 다

른 자아이지만 그 자아의 모습에 한 생각은 학습자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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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술 방식에 의한 단서 제시는 1차 반응 텍스트 쓰기에서뿐만 아

니라 2차 쓰기에서도 구체 으로 제시될 수 있다.교사는 학습자들의 1차

반응 텍스트에 근거하여 그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2차 쓰기의 단서로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반응 텍스트 쓰기의 메타 성찰 방법

학습자들의 반응이 요하지만 결코 반응을 첫 감응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의 쓰기에 해 메타 성찰의 과정을 갖도록 하

여야 한다.문학 경험에 해서 성찰한다는 것은 재 된 작품을 다시 경험하

고,다시 수행하며,작품에 한 반응을 배치하고 다듬는 것이다.42)성찰 과정

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반응 과정을 연장하고,거듭하고,심화하고 반성하는 경

험을 하게 된다.메타 성찰 과정은 반응 텍스트 쓰기 심의 한국 시 교

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것은 반응의 조정과 교섭 과정을 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성찰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에 해 비 으로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자신이 에 인식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인지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던 시 텍스트의 정보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성찰

과정의 이러한 두 측면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향을 미치게 된다.

메타 성찰 과정은 반응 텍스트와 시 텍스트에 한 조회를 통해 학습자

내 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여기에서 이러한 소통은 주로 학습자와 상 자가 쓴 반응 텍스트와의 소

통에 의해서 실 되게 된다.이와 같은 메타 성찰 과정은 이미 여러 반응

심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 있으며, 한 실제 연구들에서도 그 효과와 가치가

증명되어 왔다.이러한 성찰의 과정에는 반응 텍스트의 내용에 한 성찰뿐만

아니라 표 에 한 검토도 포함된다.학습자들은 스스로 표 에 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의 표 이나 비평 텍스트의 표 을 보면서 자신의

42)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독자,텍스트,시: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

론』,한국문화사,2008,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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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 메타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

자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한 이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이러

한 메타 성찰은 2차 텍스트를 생성하기 한 조정 과정으로서 기능한다.

(1)조회를 통한 메타 성찰

조회를 통한 메타 성찰 과정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반응 텍스트를 비교

하고 조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서로 용되고 어떤 부분들이 서로 모순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에 한 자신의 반

응을 확인하고 그 반응을 시 텍스트로 돌아가 추 함으로써 자신의 반응의 타

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반응을 진술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깊은 사고를 필

요로 하지만,학습자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반응에 해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쓰기에 한 피드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을 확장할 수 있다.이때 학습자들의

조회는 단지 시 텍스트와 반응 텍스트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텍스트 자체에 한 검토를 통해서도 실행된다.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다면 그들은 좀더 정교한 반응과 좀더 향상된 쓰기 결과물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에서 진술한 내용은 시 텍스트와의 연계 속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만일 반응이 텍스트의 내용과 모순된다면 그 반응

은 타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반응 텍스트와 시 텍스

트의 조회 과정은 매우 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 반

응 텍스트에 한 조회 과정을 통해 언어로 표 된 결과와 그 인지 상의 차

이를 알 수 있으며,스스로 조정을 통해 타당한 반응에 해 정교화하고 구체

화하며 타당하지 못한 반응에 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자들의 반응의 타당성은 시 텍스트와의 확인 과정을 통해 확립된다.학

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면서 반응 텍스트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

이 시 텍스트의 모든 정보들과 모순이 없는지,시 텍스트의 모든 시연,시행의

의미에 합한지 자신이 이해한 시 텍스트의 의미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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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만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 텍스트와 시 텍스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43)

*내재 정보들의 의미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활용하고 있는 맥락이 정확한가?

*활용하고 있는 맥락과 시 텍스트의 연계가 한가?

학습자들은 모순의 원인을 우선 시 텍스트의 내재 정보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즉 시 텍스트의 내재 정보들의 의미에 한 이해가 서로 모순되지 않

는지,개별 정보들에 한 이해와 자신이 이해한 시 텍스트의 의미가 서로 모

순되지 않는지에 해 검토하여야 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자신이 주의하지 못한 부분,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

지에 해 확인하고 시의 의미에 한 이해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학습자가

간과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은 작품이 학습자에게 작품 그 자체에 으로 참

여하도록 허용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맹 이나 정서 인 고착을 드러내

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된다.44)기존의 진술에서 제외했던 정보들에

43)교사가 교수․학습에 개입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조정하는 가장 일반 인 방식은 질문하기

이다.교사의 질문은 일반 으로 정보를 이끌어내고,이해를 측정하고 한 행 를 통제하기

해 사용된다.교사의 질문은 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명시 질문(textexplicit)-

텍스트에 명시 으로 드러난 것에 한 질문으로서 인용을 요구하고 단문의 답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음,함축 질문(textimplicit)-텍스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답을 요구하는 질

문,텍스트 재구성의 인지 부담을 요구함,배경 지식 질문(scriptimplicit)-텍스트가 아니

라,독자의 배경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나 어진다.그러나

교실에 질문은 그 자체로,독립 으로 연구해서는 안 되며,학습자와 그의 배경 지식과 텍스

트와 질문의 상호 작용이 연구 상이 되어야 한다.

D.Nunan& C.Lamb,TheSelf-directedTeacher:ManagingtheLearningProcess,

CambridgeUniv.Press,1996,pp.54-55.

그리고 라 엘(Raphael,1981)은 피어슨과 존슨(Pearson&Johnson,1978)의 질문 분류법에

근거하여 질문-답변 략 세 가지를 개발하 다.그 략은 “바로 거기에”(텍스트 구체 정

보),“생각하고 찾기”(텍스트 암시 정보),“내 생각으로는”(정교화 정보)이다.

JudithW.Irwin,천경록․이경화․서 역,앞의 책,p.53.

44)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탐구로서의 문학』,한국문화사,2006,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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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 인 분석 과정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활용하는 맥락의 정확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

다.여기에서는 학습자가 활용하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에 한 재확인 과정

이 필요한데,이는 활용하고 있는 지식 자체에 한 분석을 통해 실 할 수도

있고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해서 실 할 수도 있다.맥락의 정확성 여부가 확인

되었다면 학습자들은 그러한 배경지식들이 시 텍스트와 갖는 연계성에 주의하

면서 시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서 한 지식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해 검

토하여야 한다.아무리 정확한 지식이라고 하여도 모든 시 텍스트에 모두 합

한 것이 아니며 한 기타 시 텍스트의 해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여 모든 시 텍스트에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시 텍스트는 보편 자질

을 갖고 있는 동시에 자기만의 특수한 자질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텍

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모든 기 45)가 시 텍스트에서 만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시 텍스트의 문학 장치에 한 해석 지식들은 그 자체의

정확성 여부도 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시 텍스트의 해석에서 하게 활

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상호텍스트성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텍스트와 재 읽고 있는 시 텍스트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습자가 조회 과 조회 후에 작성한 두 반응 텍스트이다.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를 읽어보니 무한한 외로움을 느 다.인생은

목 이 없는 여행과 같다.“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잃은 것을 찾는 것은 원래 의미가 있을 텐

데 잃은 것을 모르면 찾는 과정도 무의미이다. 길은 아침에서 녁 그

리고 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구 을 통해서 아마 시인은 하루종일

이 게 보람없는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우리에게 하고자 한다.풀 한포

기,다른 사람 한 명도 없는 길에 인생의 슬픔을 충분히 드러낸다. 담

때문의 시인인 그림자 에서 길을 가도 담에 문이 닫았는 것 한종의

45)여기에서의 텍스트에 한 기 는 주로 텍스트의 형식에 한 기 로서 학습자들은 기존의

문학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갖고 재 읽고 있는 텍스트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그

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익숙한 형식과 그 기능에 해 찾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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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바꾸지 못한 것이다.[408]-146)

시의 첫 부분이 시인이 뭔가 잃어버려서 어떤 요한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다.잃어버려서 망목하게 이 어둡고 풀 한포기 없

는 길을 걷는 것은 답답하고 속상스러워 보인다.우리는 이 긴 그림자를

통해서 망감을 느낄 수 있다.왜냐하면 이 길에서 나 혼자만 있고 그리

고 나 혼자지만 이 게 꾸 히 찾고 있다.그리고 내가 사는 목 은 지

완 히 잃은 것을 찾기 해서 사는 것이다.생의 의지는 이 귀진한 것에

달려있다.도 체 시인이 뭘 잃어버렸어요?사람으로써 자신,한국인으로

써 국가에 한 충성,아니면 그냥 인연을 잃어버려 되찾고 싶다.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다.모든

추측의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혹시 그 심

을 잃어버린 우리는 시인처럼 되찾으려고 할지도 모른다.[408]-2

첫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이 느낀 감정에

해 서술하고 그것에 해 구체 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시 텍스트의 정보

들에 한 해석을 통해 자신이 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이 학습자는 시 화자가 잃은 것을 찾기 해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모른다는 에 주목한다.무엇을 잃었는지도 모

르고 찾는 것은 학습자에게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시 텍스트에서 묘사되고

있는 모든 상들은 보람없는 시간을 보내는 시 화자의 외로움과 슬픔을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회의 과정을 통해 작성된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느

던 감정에 해 재해석하고 있는데,그러한 감정을 환기시킨 정보에 한 해석

46)이 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습자 반응 텍스트는 국 학의 4학년 한국어 학습자들을

상으로 따로 실험하여 수집한 것이다.실험은 윤동주의 「길」을 상 텍스트로 진행하 으

며 구체 인 실험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서로 간의 향을 제거하기 하여 시 텍스트

와의 조회,다른 반응 텍스트와의 소통을 각각 다른 학습자 군을 상으로 진행하 다.

시 텍스트와의 조회와 한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어휘 뜻풀이가 첨가된 시 텍스트를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 자유롭게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게 하 으며 1차 반응 텍스트

가 작성되면 의 질문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시 텍스트를 다시 읽고 2차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려고 하 다.



-181-

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시 텍스트를 읽고 느낀 감정은 시 화자

가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학습

자에게 시 화자는 여 히 외롭고 슬퍼보이는 상이기는 하지만,그 이유에

해 학습자는 시 화자가 자기 자신 즉 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이것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시 텍스트의 모든 정보에

해 주의하 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기존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발

견하고 자신의 이해가 타당하지 못했음을 알게 된 결과이다.학습자의 진술에

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풀 한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라는 시행은 시 화자가 잃은 것이 심이라고 학습자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다

시 읽는 과정에서 이 시연에 해 다시 해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 화자

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자, 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학습자는 조회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존

의 이해를 검토하 으며 2차 텍스트에서는 자신의 타당한 이해에 해 진술

하고 있다.이것은 조회를 통한 반응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 텍스트와 반응 텍스트를 다시 읽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련

된 정보들에 한 재조직,재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

은 새로운 반응을 형성할 수 있다.이것은 학습자들의 반응의 확장을 래하여

반응의 확장은 진술의 확장을 통해 실 된다.학습자들은 조회 과정을 통해 반

응 텍스트에 더 많은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해 진술할 수도 있는데,이와 같은

정보들은 학습자가 기존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이해하게

된 정보일 수도 있고 기존의 진술에서 제외했던 정보들일 수도 있다. 한 진

술의 확장은 맥락의 도입을 통해서도 실 될 수 있는데,내재 정보에 의해서

해석한 의미에 해 맥락을 도입하여 해석을 보충할 수 있다.여기에서 진술의

확장은 진술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실 된다.해석 진술만 했던 정보에

해 추가 으로 평가하거나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진술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

의 반응을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다음의 두 반응 텍스트도 학습자가 조회 과 조회 후에 작성한 것으로 반

응의 확장에 해 보여주는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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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기에는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정신 세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시에서 자기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그래

서 잃어버린 것 체 무엇일까?제가 시인의 추구하고 있는 인생가치나

아니면 숭고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자

기가 숭고한 꿈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그래서 숭고한 꿈을 가진 자기를 찾기 해 계속 걸어갑니다.자기

의 한 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403]-1

이 시 에 길이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길은 시인

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길에서 잃어버린 것은 숭고한 이상,자신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인은 자신을 찾고 싶어합니다.

사회에서 구든지 더 높은 지 에 이르고 싶고 더 많은 돈을 얻

고 싶어서 바쁘게 살아 왔습니다.물질 인 것은 많이 얻으면서 무엇을

몰래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이켜

야 합니다.그래야만 한 평생에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윤동주처럼 아무리 암흑 시 에 살고 있어

도 자기 잃은 것을 찾으러 가는 의지를 확고히 합시다.[403]-2

조회 후에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과 실 세계에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한 진술이 그것이다.시 텍스트의 의미에 해서만 해석한 조회

의 반응 텍스트에 비해 두 번째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기존에

해석한 의미에 해서는 간단하게 진술하고,주로 그러한 의미가 보여주고 있

는 실 세계의 상황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바에 해 진술하고

있다.2차 쓰기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진

술의 확장을 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심미 읽기를 통해 자신의 반응을 보다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 다.

이미 진술된 반응과 시 텍스트에 한 반복 인 다시 읽기,그리고 두 텍스

트에 한 조회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반응을 더욱 고양시키고 명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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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2차 반응 텍스트의 쓰기를 통해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인다.이는 학습자들의 주체성에 기인한 것으

로,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며 반응 텍스트의

완결성을 추구하게 된다. 한 여기에서 자신을 알아가며 자신의 반응 텍스트

의 논리를 다듬고 언어를 세련되게 정련하게 된다.

(2)소통을 통한 메타 성찰

학습자들의 메타 성찰은 학습자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의 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이러한 은 주로 다른 반응 텍스트와

의 소통을 통해서 실 되는데 여기에는 동료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교사의 반

응 텍스트나 문 독자의 비평 텍스트 등 다양한 텍스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동료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와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와의 소

통 과정에 해 구체 으로 알아볼 것이다.

① 다른 반응 텍스트와의 소통

다른 반응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반응을 다른 학습자들

의 반응과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이때에는 확인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차이가 어떤 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체 으로 가려내고 그 이유에 해

서도 악해야 한다.자신의 반응을 다른 학습자의 반응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

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을 반성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한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어로 표 하

는 훈련이 되기도 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이

러한 소통 과정은 자신의 이해 표 을 돌아보고 수정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별한 시 ,문화,사회 환경이라는 배경 안에서,일군의 학습자 는 비

평가들은 꽤 동질 인 독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텍스트에 충분히 유사한 경험

을 가져올 수 있다.그리고 이들이 완 한 독서를 구성하는 것에 한 일련의

공통된 기 을 가지고 있을 때,이들은 다양한 해석에 등 을 매길 수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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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 의 계’에 동의할 수 있다.각각의 삶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그런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만약 유사한 문학 훈련을 받고,

같은 책을 읽고,같은 사회 환경에 참여하고,유사한 윤리 심미 가치를

습득했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

로 그런 일군의 학습자들은,텍스트에 한 그들의 어느 정도까지는 다양한 개

인 인 반응에 하여 서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은 한 어

떤 읽기가 가장 만족스러워 보이는지에 해서 공통의 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유사한 ‘배경’을 공유하는 학습자들은 이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가

정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47)이것은 학습자들이 반응 텍스트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즉 다양한 내용의 반응 텍스트들은 이러

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서로 소통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

응을 수정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 과정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정교화,세련화시키는 과정이며 수정 보완하는 기회

의 과정에 해당한다.

다른 반응 텍스트와의 소통을 실 하기 해서 학습자는 그러한 반응 텍스

트를 해야한다. 하는 방식에는 읽기와 듣기 두 가지가 있는데 동료 학습자

가 쓴 반응 텍스트를 읽어 주거나 동료 학습자가 자신의 반응에 해 말하거

나 반응 텍스트를 높은 소리로 읽음(말하기)으로써 학습자는 듣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다.48)여기에서 읽기를 통한 말하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 교육의

향으로 인해 표 하기를 꺼려하는 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이다.

특히 문학작품을 읽고 표 하라고 할 때,학습자들이 기피하는 원인은 반응과

표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하나는 자신이 한국어로 된 시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그들이 한국어로 잘 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여기에서의 표 에는 말하기와 쓰기 모두가 포함된다.특히

소통 과정은 말하기 기능이 필요한데 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인 요소,언어

요소,심리 /정의 요소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49)그러

47)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6,pp.225-226.

48)여기에서 듣기는 읽기에 비해 학습자들에게 주는 부담이 고 시간상에서 많이 효율 일

수 있다. 신 듣기에 의한 소통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제한 을 갖고 있지만 학습자들은 자

신이 주의했던 정보들을 기억하면서 반복 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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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말을 통해 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미 쓴 것을 큰 소리로 읽게

(말하기)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 수 있으며 이 게 할 때 자신

의 생각을 충분히 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실제로 말하기에 의한 표 과

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미 썼던 내용을 부 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여기에서의 소통 과정은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반

응에 련된 정보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요하다.그리

고 논리성을 갖춘 텍스트의 듣기는 말하기를 듣는 것보다 학습자의 이해에 더

욱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들으면서 반응의 다

양성을 경험하게 되며,여러 학습자 간 상이한 들은 그 학습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을 돕는다. 한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이 그 작품을 읽을 때 보지 못한 다른 선택들을 보면서 문학작품에 한

49)추이(AmyTsui,1996)등은 수업 말하기를 회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다섯 가지의 주

요소를 밝 놓았다.

1.학생들에게 낮게 인식된 어 숙달도

2.실수와 조소에 한 학생들의 두려움

3.침묵에 한 교사들의 조 한 태도

4.학생들에게 기회를 고루 주지 않았다

5.이해가 불가능한 입력

DavidNunan,임병빈 외 역,앞의 책,pp.325-326.

진과 코타지(Jin& Cortazzi)는 사회 으로 수된 행동과 상호작용의 양식으로 문화를 정

의하고,연구를 진행하 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인 학습자들은 학습자들 간의 집단 토

론을 시간 낭비로 느끼며 교사는 지식을 수해주어야 하고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도움을 청하는 방식에서 국인 학습자들은 교사 스스로 학습자들의 불안에 민감

해야 하며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질문에 있어서도 국인 학습자들은 잘못된

질문으로 자신의 체면을 잃어버리거나,어려운 질문으로 교사가 답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

생하여 교사의 체면을 잃게 하는 두 경우를 모두 기피한다. 국인 학습자의 견해로는 교사

는 학습자들의 질문을 미리 견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학습자는 교사의 설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슨과 넬슨 (Carson& Nelson,1994)은 일본이나 국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서 온 학습자들은 교열을 해 충고하기보다는 그룹 참가자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국인 학습자들이 소통 에 갖고 있는 불안 요소와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본고의 연구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반응과 표 양상을 확인하기 하여 소통의 방

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보다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반응

텍스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따라서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제

약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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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응을 반성하게 한다.듣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사고하는 과

정을 가지면서 자신의 반응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

의 반응과 비교하면서 음미할 수 있다.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형성되었던 다양한 반응들,그리고 표 과정에서 제외했던

반응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며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 능동 인 이해․표

활동을 진할 수 있다. 한 다른 학습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작품을 완 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자신의 해

석을 타당화하기 하여 자신의 반응을 환기했던 요인들을 다시 짚어보는 한

편,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시 시 텍스트로 돌아

가게 되며 시 텍스트와의 조회 과정을 거치게 된다.50)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목할 수 있

으며 보다 더욱 확장된 반응을 형성할 수 있다.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

이 무시한 부분이 다른 학습자에게는 반응의 토 가 될 수 있고 텍스트마다

학습자마다 서로 다른 문학 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이런 과정

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문학을 읽을 때 그들에게 열린 다양한 근 가능성의

범 에 해 배우게 될 것이다.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게 시인들이 애용하는 수단이다.그 미지한 무언

가를 찾는 과정은 이 쓸쓸함을 내는 길을 건 간다고 한 것을 보면,시인

이 마음 속에도 고독한 자인 걸 알게 된다.아무 충분한 이유 없이 단호

히 풀 한포기도 없는 길로 직진하고 한평생도 걷는 것에 쓰는 게 시인다

운 단호함이 분명히 있다.왜 물을 흐르냐면,후회,실망,고통,고독,아

니면 다른 원인을 알려면 시인의 일생을 알아야 한다.[413]-151)

이것은 학습자가 윤동주의 「길」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여기에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에서 ‘길’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이며 시 화자는 인생길에

50)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6,p.272.

51)다른 반응 텍스트와의 소통 방법에 한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어휘 뜻풀이가 첨부된

시 텍스트를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 자유롭게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게 한 다음 실험에

참가한 모든 학습자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신의 반응 텍스트를 읽게 하 으며 모든 학습자

들의 발표가 끝나면 학습자들로 하여 2차 반응 텍스트를 작성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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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고 하 다.그러나 학습자는 반응 텍스트에

서 시 화자가 찾고 있는 무엇인지에 해서는 구체 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걸어가는 길은 쓸쓸하다고 서술하 다. 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풀 한포기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시 화자

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 화자에 해 평가하고 있다.

해석이 다양한 것은 시의 매력이다.그래도 아마 다양 해석을 미리 생

각해두고 시를 짓는 시인은 비로서 소 유명한 시인이다.윤동주 당시

아마 한종의 주제아니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 시를 지은다.민족의 비

극 인 명운을 탄아하고 희망이 아직없이 어두운 미래를 서 편하지 못

한 심정, 자기의 무능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등 다 시에

담고 있다.마지막으로는 시인이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민 들

의 일본식민지와 싸우는 용기이다.다만 한민족은 이 잃은 것을 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민족에게 하는 마음도 느 다.

[413]-2

이것은 의 텍스트를 작성한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에

한 발표를 들은 후 다시 작성한 반응 텍스트이다.여기에서 학습자는 동료 학

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 배경에 한 지식을 활용하여 소통 의

반응 텍스트에서는 언 하지 않았던 시 화자의 심정에 해 ‘민족의 비극

인 명운을 탄아하고 희망이 아직없이 어두운 미래를 서 편하지 못한 심정,

자기의 무능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담고 있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한 소통 의 반응 텍스트에서는 시 화자가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를 모른다고 서술하 으나,여기에서는 시인이 잃은 것이 ‘민 들이 일본 식민

지와 싸우는 용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는 동료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

와의 소통을 통해,학습자 자신이 시 텍스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

다는 을 깨달아 시 화자가 잃은 것에 주목하여 재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간단한 발표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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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같은 시를 읽었지만 느낌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는 원래 시

인이 말하는 ‘길’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라고 여겼는데 어떤 친구는 나라의

운명도 생각났어요.시인은 자기 인생의 첫심과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나

라를 어떻게 복흥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406]

반응 텍스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해석의 다양성에 한 인지는 학습자들이

다른 반응 텍스트와의 소통의 한 가지 기능이다.소통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

의 이해에 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학습자마다 시의 의미에 한 해석이 다

를 수 있으며 그 근거가 합하다면 타당한 해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해 인식하게 된다.따라서 그들이 소통 후에 작성한 반응 텍스트에서 자신의

기존 이해,해석에 한 근거를 더욱 많이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해 해석

을 구체화,정교화하려고 노력한 을 그들의 반응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소통 후에 작성하는 2차 반응 텍스트는 새로운 하나의 텍스트

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소통 에 작성한 반응 텍스트에 한 보충이라고 생

각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에서 보듯 이러한 소통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개인 담론의 가치 그

요성에 해 보여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우리 반 친구들의 소감을 들은 후에 이 시에 한 이해가 깊어졌다.처

음에는 작가가 도 체 무엇을 알려 주고 싶은지 많이 궁 한데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이 시를 이해한지 더 요한다고 생각하게 된다.자기가

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나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소감이 나는 것은 요하

게 생각한다.[409]

학습자의 이와 같은 표 을 통해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 과정의 요성에

해 보여 뿐만 아니라 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반응’의 진정한 의미에

해 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한 개인 담론의 요성에 해

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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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통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진술에 해 ‘맞나 틀렸나’를 확인하

는 것이 아니라,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

다.그러한 경험이 쌓여 가는 가운데 학습자는 보다 정확한 자기 이해에 도달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자아상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52)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를 하는 것은 다른 학습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한 언어로 어떻게 표 하고 있는가에 해 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 자신의 표 을 좀더 세련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

문학 련 수업에는 교사와 학습자 외에도 비평가라는 문 독자가 있다.이

문 독자로서의 비평가는 학습자의 텍스트 생산에 비계53) 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비평 텍스트를 제공한다.학습자들은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거나 풍부하게 하며 한 련된 표 을

모방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시 텍스트를 읽기 에 미리 비평 텍스트가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의

52)김정우,『시 해석 교육론』,태학사,2006,p.70.

53)비계(scaffolding)이란 용어는 우드(D.Wood)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서,“어린아이, 는 심자가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문제나 과제, 는 목표를 해결,수행 는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의 참여를 지원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이 개념은 비고츠키(L.Vygotsky)의 근 발달 역(zoneof

proximaldevelopment)이론을 참조하여 제시한 용어이다.근 발달 역이란 독자 으로 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 발달수 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있는 래들과

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 발달 수 간의 거리이다.이 역의 한쪽 경

계는 학습자가 혼자서도 완벽하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 (실제 발달수 ,actual

developmentlevel)이고,반 편 경계는 학습자보다 유능하거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조

력을 받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 (잠재 발달수 ,levelofpotentialdevelopment)이

다.

D.J.Wood,J.S.Bruner,&G.Ross,“Theroleoftutoringinproblem-solving”,Journal

ofChildPsychologyandPsychiatry17-2,BlackwellPublishingLtd,1976,p.90.

L.S.Vygotsky지음,M.Cole외 엮음,조희숙 외 역,『비고츠키의 사회 속의 정신:고등

심리과정의 발달』,양서원,2000,pp.135-145참고.

비계는 어린아이가 제1언어 습득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가에 한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제2언어 연구에 용되어 왔다.본고

에서 비평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의 내용에 한 성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의 한국어 능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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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형성과 표 을 방해할 수 있다. 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비평 텍스

트까지 이해하여야 하는 부담이 가 되어 반응 텍스트를 쓰려는 학습자들의

욕구를 하시켜,그들의 능동 인 반응 형성과 진술을 기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반응 텍스트를 작성한 후에 제시되는 비평 텍스트는 동료 학습자의 반

응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의 반응과 표 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

다.텍스트와 직 만나기 에 비평가가 한 해석을 학습하는 것은 종종 자율

이 되어야 할 개인 인 독서를 방해하는 것이다.이러한 독서는 주로 신선한

개인 인 재 과 해석이 되기보다는 비평가의 경험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텍

스트와 자기 자신과의 상호소통 후에 하는 비평가의 해석은 학습자로 하여

그 경험의 특성을 더욱 리하게 의식하게 한다.54)비평가의 비평 텍스트

는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다른 학

습자의 반응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에게 찰되고 비교되고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상으로 기능한다.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반응 텍스트를 작성한 후

에 비평 텍스트를 함으로써 자신의 반응 텍스트 쓰기 과정을 돌아보고 반응

과 표 을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 시킬 수 있다.이것은 학습자들이 반응 텍

스트를 쓰는 자신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이자,자신의 능력의 한계성과 발 가

능성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학습자들은 자신이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축 한 정보들을 지평으로 삼아 다시 비평 텍스트와 소통하게 되며 이 경우

그들은 자신의 이해와 비평 텍스트에 한 이해를 조하고 비교하면서 성찰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에 한 이해로 시 텍스트와의

소통을 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과 비평가의 인지상의 유사 과 차이 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은 텍스트의 내용과 조직,표 의 세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우선 내용 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의 어

떤 정보들에 해 쓰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 의해 쓰고 있는지 한 어떻게 진

술하고 있는지를 찰할 수 있다.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내용의 생성 과

정에 한 성찰을 도모하게 된다.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에서

내용상의 유사성과 차이 을 확인하고 차이 이 나타난 원인을 시 텍스트에서

54)LouiseM.Rosenblatt,김혜리․엄해 역,앞의 책,2006,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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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면서 자신의 반응을 시 텍스트와의 조회를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특히 내용상의 유사성 측면에서,비평 텍스트는 학습자가 자신의 진

술을 타당화하기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비평 텍스트와 자신의 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진술의 타당성 객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다음

으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에서 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해 조직 측면에서 찰할 수 있다.이 게 비평 텍스트를 읽는 것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반응 텍스트의 논리 인 구성에 한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은 텍스트의 표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쓰기 능력의 신장에 비계 인 작

용을 할 수 있다.여기에서 표 은 주로 언어 표 을 일컫는 말로 자신의 생

각을 어떻게 언어화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 된다.반두라(A.Bandura)는 모방

학습을 통해 생성 ․개 행동이 창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이는 모방학

습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추상 행동 는 규칙행동을 설정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효과 이라는 과 련된다.사람들은 찰에 의해 배운 규칙을 근거로

해서, 단방식,언어양식,개념체계,정보처리 략,인지 조작 행 의 표

등과 같이 실로 많은 것을 배운다.그에 따르면 모델에 한 찰을 통해

추상 법칙을 추출해내게 되면,실제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모델을 본 이

없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 그 법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그리고 여러 모델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학습자가 여러 모델의 특성을 조합하여 개별 특성과는 다

른 독자 인 새로운 혼합체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55)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비평 텍스트의 언어 표 을 보면서 언어 표 을 모방하고 익힐 수 있는

것이다.자신의 반응과 비슷한 들에 해 비평가가 한국어로 어떻게 표

하고 있는지에 해 찰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진술에 련된 언어들을

세련화할 수 있다.비평 텍스트는 학습자들로 하여 유사한 에 한 자신

들의 언어 표 을 비평 텍스트의 그것과 비교․ 조하면서 성찰하게 할 수

있으며,비평 텍스트의 련된 표 들을 모방하거나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반응

텍스트를 세련되게 다듬도록 유도한다.

55)A.Bandura,변창진․김경린 역,『사회 학습이론』,한국학술정보,2002,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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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습자들은 표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응 텍스트의 진술 상에서

제외했던 반응들을 보충 진술함으로써 자신들의 반응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축 한 정보들 에서 한국어 표 능력

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표 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

이 포함하고 있는 이 만일 비평 텍스트에서 서술하는 과 유사하다면

련 표 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해 보충 서술할 수 있다.학

습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한국어로 표 하지 못했을

때 유사한 을 가지고 있는 비평 텍스트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학습자들

로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충분히 표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어 표 을 익히는 데 비계 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학습자들의 진술을 자극하고 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 다양한

한국어 표 을 하고 쓰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이러한 표 들은 2차 반응 텍스트를 쓸 때에만 용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 텍스트를 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Ⅲ장의 양상에서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해 평가하거나 해석하면

서 기존에 배운 평가 표 이나 해석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므로 여기에서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은 학습자들

이 언어 표 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비

평가의 비평 텍스트가 학습자들이 반응 과정에서 보이는 미숙함과 언어 표

을 보다 향상된 상태로 발 시키기 해 참고한 하나의 사례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과정은 읽기와 쓰기 기능 통

합의 다른 측면을 보여 다.여기에서 읽기의 상인 비평 텍스트가 쓰기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이는 읽기를 통해 쓰기를 배우는 것에 해당한

다.56)여기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성은 차 지식의 측면에서 읽기 상인

56)스토츠스키(Stotsky,1983)는 읽기와 쓰기 간의 련성에 한 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맺고 있다.첫째,일반 으로 능숙한 작자는 미숙한 작자보다 독서를 많이 한다.

둘째,능숙한 작자는 미숙한 작자보다 능숙한 독자인 경향이 많다.셋째,능숙한 독자의 은

미숙한 독자의 보다 잘 조직되어 있다.넷째,읽기 능력의 신장을 목 으로 한 쓰기

활동을 했더니,읽기 능력에서 의미 있을 정도로 성공 이었다.다섯째,쓰기 능력의 신장을

목 으로 읽기 활동을 했더니,문법을 포함하여 쓰기 능력을 증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

었다.

신헌재․이재승,「국어과 교육에서의 통합의 범 와 방식」,『교수논총』13-1,한국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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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한 찰을 통해 쓰기 상인 텍스트의 구성 방법 표 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는 교사가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읽어(말하기) 수

도 있고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해 수도 있다. 한 학습자들로 하여 직

련된 비평 텍스트를 찾아보게 할 수도 있다.특히 스스로 비평 텍스트를 찾

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비평 텍스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신의 과 유사한 내용에 한 비평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비평 텍스트를 보면서 자신의 반응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있는 구체 인 진술 방식과 언어 표 에 해 배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소통이 실 될 수 있는 제는 학습자들이 련 비평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이해할 수 있어야 모든 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과정에서는 비평 텍스트에 한 이해를 우선시

해야 한다.이미 시 텍스트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스스로 반응 텍스트를 작

성한 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들이 비평 텍스트에 한 학습자들의 배경지

식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 읽기는 좀더 쉬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본

다.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은 비평 용어와 같은 언어 표 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반드시 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 못한 표 의 활용은 결국

학습자들의 반응의 타당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

평 텍스트의 력이 화되어서는 안된다.

학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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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고는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

를 심으로 한 한국 시 교육이 학습자들의 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신장에 효과 이라고 보고,그 구체 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데 궁극

인 목 을 두고 있다.본고에서의 반응 텍스트는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

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해 표 하는 언어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은 다양한 차원,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 장르 특성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운 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학습자들은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시를 읽기 때문에 시의 난이도는 상 인 개념이다.그

러므로 국의 한국어교육에서 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은 교육 설계에서 충분

히 고려되고 참고하여야 할 상이다. 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교육을 통해

형성된 문학 텍스트 읽기 능력을 갖고 있으며,이러한 능력은 학습자들이 한국

시를 읽을 때 이되고 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의미 구성과정에 극

으로 개입하게 된다.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 인 참여 과정에

서 읽기 기능의 수행을 통해 련된 능력들을 한국어로 된 시 텍스트에

하게 이하고 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에 한 다양한 쓰기가 실행되었지만 많

은 경우,학습자들이 쓴 텍스트는 그들의 이해 상황을 단할 수 있는 매개체

로 받아들여졌다.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에 한 피드백은 문학 교육이나 쓰기

교육보다는 언어 교육 측면에서 어휘나 문법에 해 제공되었다. 한 문학 교

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감상문 쓰기는 시 텍스트에 해 교사가 미리 해석하거

나 련된 지식을 가르친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는 교사의 해석을 다시 언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주체 으로 의미를

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그러나 쓰기는 읽기를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

라 읽기와 통합되어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 과정을 진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개념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반응 텍스트 쓰기의 속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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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활용 의의에 해 이론 측면과 실제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의 양상에 해 알아보기 하여 국인 학

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생각,느낌 등을 자유롭게 쓰게 하

다.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는 시 텍스트의 정보에 한 기술 진술,시 텍

스트의 의미에 한 해석 진술,시 텍스트의 가치에 한 평가 진술,그리

고 자신과 연계짓기를 통한 성찰 진술이란 네 유형으로 분류되어 세 히 분

석되었다.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내용에 해 진술하 을 뿐만 아니라 의미

에 해서 해석하 으며 한 상 정보에 해 윤리 으로 단하거나 그것

의 미 가치에 해 평가하 다.그리고 반응 텍스트에서 학습자들은 시 텍스

트에 의해 환기된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정서 반응에 해 진술하 으며 시

텍스트를 읽고 깨달은 자신의 성찰 과정에 해서도 서술하 으며 한

시 텍스트에 련된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해서도 진술하 다.학습자들은 반

응 텍스트에서 시 텍스트의 다양한 정보들에 해 진술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진술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경지식도 풍부하고 진술의 표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이러한 양상들을 통해 국인 학습자들 주체 으로 의미를 실 할

수 있으며 한 문학 텍스트에 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국의 한국 시 교육에

서 반응 텍스트 쓰기를 실행할 수 있는 제와 근거를 마련해주며,반응 텍스

트 쓰기가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와 소통하고 의미를 실 하는 과정에서 수행

하는 기능에 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 쓰기 양상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반응 텍스트 쓰

기 심의 한국 시 교육의 목표를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이해를 통

한 쓰기 능력의 신장,이해와 표 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이라는 세 측면에

서 서술하 다.그리고 반응 텍스트 쓰기를 심으로 한 한국 시 교육의

방법에 해 쓰기의 과정에 근거하여 내용 생성 측면과 메타 성찰 측면에서

구체 으로 구안하 다.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Ⅲ장의 양상 분석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

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반응 텍스트 쓰기에는 학습자들이 쓰기의 상으로

선택하는 시 텍스트의 정보,의존하는 맥락과 진술 방식 등과 같은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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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내용 생성 과정은 이러한 세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정보를 축 하기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해 구축하 다. 한 학습자들의 반응 형성

은 한 번 표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시 텍스트와 반응 텍스

트 간의 반복 인 조회 과정을 통해 반응과 표 은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반응과 표 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뿐만 아니라 문가로

서의 비평가의 비평 텍스트도 학습자들의 반응 형성과 표 을 진할 수 있는

데 비평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은 특히 언어 표 측면에서 국인 학습자들

에게 한국어 표 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 설계는 쓰기에 한 자극을 통해 국인 학습자들로 하여

시 텍스트와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게 함으로써,학습자들의 한국 시를

읽는 능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한국어 능력의 신장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한국 시 읽기와 문학 쓰기에 한 정 인 태

도 한 형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반응 텍스트에 한 양상 조사 결과는 국의 한국어교

육에서 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의의를 충분히 보여 다.

학습자들의 쓰기 텍스트는 언어의 세련화 정도와 논리의 구성 측면에서 한국

인 학습자의 그것과 비교할 때 차이는 있지만 국인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있음을 보여 다.그리고 이러

한 차이는 교육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차이를 좁 가야 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기도 하다.그

리하여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국의 한국 시 교육에서 반응 텍스트 쓰기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능

동 으로 의미를 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표 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의

미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기

존에 갖고 있던 련된 능력과 지식을 한국 시 읽기에 하게 이하고

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한국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한 차 지식 한 배우게 된다.이것은 궁극 으로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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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읽고 쓴 텍스트는 단지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매

개물이 아니라 표 자체가 이해를 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반응 형성의 한

과정이다.국어교육에서는 그 당 성이 이미 증명되어 많은 연구가 실행되었지

만 한국어교육에서는 아직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

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면서 한국어교육에서도 련된 연구들이 더욱 구체 으로 심도있게 진행되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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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ResponseTextWritingCentered

KoreanModernPoetryEducation

Li,Hong-Mei

Thispaperaimsatstudyingthespecificteaching-learning methodsto

extendingthelearners’readingandwritingofpoetryfortheeffectivenessof

theKoreanmoderneducationbeing subjectedtoChineselearners. The

responsetextinthispaperreferstothelanguagestructuralcreaturethat

presentsthelearners’thoughtsandopinionsonthepoetrytext.

Even though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been discuss and

studiedatvariouslevelsandaspectsthepoetryisstillconsideredtobea

difficultsubjectand thelearner’sability ofliteraturereading hasbeen

determined by thelanguageknowledgein theliteratureclassroom.The

various writing practices have been performed in the existing Korean

languageeducationusedtomeasurethelearners’comprehensivesituation.

Thewritingpracticehasbeencarriedoutaftertheteachershavetaughtor

explainedtherelatedknowledgebeforehandwitchmakesithardtoexpect

thelearners’ownexpressionsandoriginalthoughtsonthetext.

The learners read the poetry text using not only their language

knowledgebutalsotheirbackgroundknowledgesothedifficultylevelof

thepoetrytextvariesondifferentlearners.Therefore,theKoreanmodern

poetryeducationforChineselearnersisrequiredtotakeintoaccountthe

Chinese learners’ characteristics to design the education approaches

appropriately.The reading and writing in the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canbeincorporatedtopromotethelearners’respons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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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Basedonthediscussion,weproposedtheapproachofresponse

textwritingforteachingmodernpoetryinKoreanlanguageeducationin

China.Ourstudy is mainly aboutthe characteristics ofresponse text

writing anditssignificanceofapplication toKorean languageeducation

from thetheoreticalandpracticalaspects.

Inordertostudytheaspectofthelearners’responsetextwritingwe

encouragedtheChineselearnerstoreadthepoetrytextandwritedown

theirthoughtsandopinionson thetext.Thelearners’responsetextis

dividedintofourtypes:descriptivestatementtothepoetrytextinformation,

interpretivestatementtothepoetrytextmeanings,evaluativestatementto

thepoetrytextvalues,andreflectivestatementtotherelationshipbetween

thetextand the readersthemselves.Thereadersnotonly stated the

contentofthepoetrytextbutalsoexplainedthemeaningofit,andalso

made the ethicaljudgmentto the related information orevaluated its

aestheticvalue.Thelearnersexpressedtheiremotionalreactioninvokedby

thepoetrytext,statedtheirenlightenmentfrom thereadingofthepoetry

text,and described their comprehensive process.The learners stated

various kinds ofinformation on the poetry textand the background

knowledgeand expression used in thestatementsarevariousaswell.

Those responses show thattheChineselearnerscan read theKorean

modernpoetryindependentlyandexpresstheirthoughtsandopinionson

theliteraturetextinKorean.Thispreparestheprerequisiteandbasisfor

accomplishing the response textwriting in the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in China.The aspectstudy show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applying and migrating the Chinese learners’ability and

knowledgetotheKoreanpoetryreading.Accordingtotheaspectofthe

learners’responsetextwritingwedescribedinthispapertheobjectivesof

theresponsetextwritingcenteredKoreanmodernpoetryeducationfrom

threeaspects:poetrytextreadingabilityextension,comprehens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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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ability extension, and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based

self-efficacy improvement.Wealsoproposedin detailtheresponsetext

writing centered Korean poetry education methods from the content

generationaspectandmetapeoticintrospectionaspect.

In the literature classroom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the

learner’sabilityofreadingandwritingshouldnotbedeterminedonlyby

the language knowledge. The learners can carry out independent

communication with poetry text,create various responses,and express

them in Korean using theirbackground knowledge in the process of

readingthepoetrytext.Thisstudyisexpectedtobecomethesubjectfor

thelearnerstoproactively achievethemeaning viatheanalysistothe

Chineselearners’responsetextandprovesthatthelearner’spoetrytext

readingandwritingabilitiescanbeextendedbystimulatingthewriting.

Keywords:Korean languageeducation,ChineseKorean learners,Modern

poetryeducation,Literaryresponse,Poem textreadingability,

Writingability,Educationmethods.

StudentNumber:2009-3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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