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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연 는 어  한 어 에  학습 들  능동  시 해  끌어 낼 수 

는 법  상 연   한  시 해 법  안하고 수-학습  원리 

 법  시하는 것  목  루어 다. 

   해 본고에 는  상 연  개  립하고  하 다. 본 연 에  상

연  스트 간  계  내  질  해 는 상 스트 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  독 에 해 립 고 는 상 스트  포함하는 개 다. 가장 

한  미에  상 스트  스트 간  향과 원  는 비 학 연  

 다. 재 어  한 어 에 는 비 학 법  학 에 도 하 는 

시도가 루어지고 지만 상 작  매우 한   수 에 없  에 

 상 에  용  쉽지 않다는 한계가 다. 러한 한계  극복하  해 는 수용  

심  상 스트 ,  독 가 해 과 에  할 수 는 상 스트 에 주목할 필

요가 ,  미에  상 스트  용하고  할 필요가 다.

  상 연 라는 개  해  주체  강 한 개 , 본 연 는 독 가 능동  

시 스트  미  하  경험  지식  아가는 과 에 미  여하고  하

다. 는 사 심  향  미 달 라는 통  러다 에 한 에  출

한 것 도 하다. 러한  근간에는 주   리잡고 다. 주

는 주체  사 ,  그리고 역사  맥락  강 하고 는  본고에 도  학

습  주체가 과거  ‘삶’에  축 한 지식, 경험  하여 재에 용하고 다

시 미래  승시킬 수 는 극  법  모색하고  하 다. 

  에 본 연 에 는  학습  독 가 어 시 스트에 한 해  탕

 보다 수월하게 한 어 시 스트  해  도하고,  나아가  학습  

독 가 갖고 는 한 지식과 경험  하  산  상 스트  할 

수 도  하는 법  마 하고  하 다. 상 연   시 해 법   편  시

 상 연 ,  수  상 연  탐 하는 것  시작하지만 차 독 가 주

체  산  상 연  하는 과  다. 특  산  상 스트  

하는 과  독   해  진하고  체  함양에 도움  다는 

에  미  지닌다.   

  본 연 에 는 , 헌 연  법  통하여 상 연  개 과 특 , 상 연  

 한  시 해  격    검토하 고, ‘상 연  동  

견’, ‘ 스트 간  장 계 탐 ’, ‘상 스트  산  ’라는  가지 에  

상 연   시 해   도출하 다. 또한 ‘주  심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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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원리’에 근거하여 한·  시 스트  하 고 그 상 연  하

다. 

  다 , 본 연  가 과 법  어느 도  실  가능  지니고 는지  고찰하  

해 사  연  진행하 다. 학습 들  심  담 료에 한 질   통하여 

상 연   시 해 법  가능 과 효과  살펴보고 학습 들  해에 향  

미  변   한계  살펴보고  하 다. 학습 들  해 양상   살펴본 결과, 상

연   시 해 법  학습 들  역동  사고  끌어내고 한 어 시 스

트  본  미 에 도움   수  뿐만 아니라 미  심 하고 장하

는  어 도 효과 라는 것  견할 수 었다. 하지만 학습  간  개  능  차

가 비  크게 나타났고 학습 들  한 어 언어 숙달도,  요 , 타 지  

능 , 학습  개   요  등 다양한 변 들  향  해 한 한계도 보여

주었다. 

  러한 결과  탕 ,  실천 연 에 는 학습  간  차  여주는 동시에 

학습 들  능동 과 주체  강 하  상 연  해 법  효과는 하고 한

계는 극복할 수 도  수-학습  진행하 다. , 상 연   한  시 

해  목  하고 상 연   한  시 해 에 작용하는 원

리들  타  검토하 고, ‘근 달 역 창출  원리’, ‘상 연   원리’, 

‘ 타 지  원리’ 등  가지 원리  시하 다. 또한  원리에 근거하여 ‘질  

 통한 동 ’, ‘탐 ·토  통한  독  수행’, ‘ 귀 찰  통한 내 ’ 단

계  수-학습 법  체 하 고, 실   장에  용  통하여 학습 들  

실천 양상  살펴보고   검증하고  하 다.

  본 연 는 다 과 같  에  그  찾아볼 수  것 다. 

  첫째, 재 강독식 수업  한계  극복하  한 안  학습 들  주체 과 능동

 할 수 는 법  안하 다는 에  미가 다. 

  째, 본고에  한 상 연  지닌 한·  시 스트는 사들  수업 과 에  

직  용할 수 는 가  료  능할 수 다는 에  가 가 다. 

  째, 수-학습 법  안하고 실   장에  용  통해 학습 들  수행 

양상  보여주었다는 에   실천  해 시사   수  것 다. 

 

주요어: 상 연 , 해 , 한·  시, 수 , 산 , 사 , 차 , 동 , 

장 계, 억, 탐 - 견 

학 : 201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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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이 연구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한국 시 이해1)교육을 해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를 선정하고 이를 함께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들

의 이해 양상을 밝히고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

는 데 목 을 두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사에서 학습자로 이되고 있지만 국에서 한국어교육의 문

학 교육은 여 히 교사 심의 지엽 인 어휘-문법 설명과 번역을 주로 한 강독

심 수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시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장

르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수의 교육 장에서는 교사가 일방 으로 그 의미를 해석

하여 달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고,시 텍스트를 어휘,문법,한국의 문학사

지식 등을 학습하는 보조 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

법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극 인 수업 참여를 억제할 뿐만 아

니라 학습자들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다.결과 으로 이러한 교육

방법은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실 하지 못하게 만들고,시 교육

의 당 성마 흐리게 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만 여 히 효과 인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시 교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 교육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인가에 한 고민에 해답을 찾기 해 이루어졌다.구성주의는 지식이나 의미는 인

간의 마음 밖에 객 으로 존재하는 것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주체 스스로가 능동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2)이처럼 지식의 구성

1)문학에서는 이해와 해석을 다르게 본다.이해가 의미 구성에,해석이 그 설명을 내포한다는

에서 이해와 해석이 다르지만 양자는 텍스트의 의미 자체를 상으로 한다.이해와 해석의

상이 의미인 것이다.D.C,Hoy,TheCriticalcircle:literature,history,andphilosophical

hermeneutics,이경순 역,『해석학과 문학 비평』,문학과 지성사,1988,134쪽.

2) Ernst von Glasersfelt, “Introduction of Constructivisim”, Constructivism: theory,

perspectives,andPractice,New yorkandlondon,TeachersCollege,ColumbiaUniversity,

1996,p.5.(이상구,『구성주의 문학교육론』,박이정,2002,4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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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과 그 지식을 구성하는 주 의 능동 인 태도는 시 이해 교육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그러나 교육 장에서 시의 이해에 직 으로 필요한 지식만을 제

시하고 그 지식을 작품 속에서 실제로 구성해가는 경험 지식3)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시 교육에서 가장 핵심 인 과제라 할 수 있는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심에 놓고,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을 어떻게 도와 수 있을지에 한 방법의 연구에

을 맞추고자 하 다.

이를 해,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의미 구성의 주체 의존성과 이해 과정의 구성

성이다.학습자 심의 문학 교육이란 텍스트가 객 실체로서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하고,학습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종래의 문학 교육

을 벗어나,텍스트가 제공하는 언어 단서를 바탕으로,학습자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 배경 지식,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4)

학습자 심의 시 교육을 해서는 우선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의 특성을 고려해

야 하고,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효과 으로 수용하도록 교수-학습 략을 다양하

게 모색해야 한다.학습자가 교실의 주체로 부상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의 특

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에 해 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외

국인 학습자들은 부족한 언어 능력에 비해 비교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고,

성인 학습자로서 인지능력이 발달하 고,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문학의 장르

특성에 한 이해가 깊고 문학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특히 문

학 소양을 시하는 풍토에서 교육을 받아온 국 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국

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문학 능력을 갖추고 있다.따라서 학습자들의

장 을 확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에 한 연구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텍스트를 처리하고 의

미5)를 구성하는가에 한 문제를 다룬다.이해는 우선 세계 내 존재 In-der-Weltsein

3)‘경험 지식’은 체험을 통한 조작 인 활동이나 행 에 결부된 지식이며,우리의 활동들이 우

리 스스로와,우리의 사고 행 가능성에 여하는 방식들을 스스로 기술함으로써 표 되는

체험 지식이다.S.Schmidt,(Der)DiskursdesradikalenKonstruktivismus,박여성 옮김,『구

성주의』,까치,1995,45쪽.

4)이상구,앞의 책,2002,147쪽.

5)‘의미’는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고,단순하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의미는 주체의 경험임과 동

시에 텍스트의 속성이다.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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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의 수행 형식이다.인간은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서 구체 인 역사성을 지

니고 있으며 학습자는 문화와 통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선이해( 는 이해)’6)

를 가지고 의미 구성 행 에 임하게 된다.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선이해를 고려

하면서 이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문학 텍스트 수용 과정에는 기존의 문화 텍스트의 경험이 개입하게 되

는데,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시 텍스트를 읽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에

서의 시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이는 학습자들의

문학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의 실 은 자국 문학 작품과의 련성을

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 다.7)가장 제한된 의미에서의 상호텍

스트성은 텍스트 간의 향과 기원을 밝히는 비교문학 연구와 련이 있다. 재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비교문학 방법을 문학 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상 작품이 매우 한정 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상

황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학습자들

의 인지구조와 유의미하게 결합될 수 있는 작품들을 보다 넓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수용자 심의 상호텍스트성,즉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형성할 수 있

는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넓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

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본고에서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상호연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본고에서의 상호연 성은 텍스트 간의 계로서 내부 자질로 인

해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 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인 독자에 의해 확립되고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 시 이해 교육을 해 상호연 성을 지닌 국 시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해 과정에 도입하고자 하 다.이는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다.J.Culler,Literarytheory,이은경․임옥희 옮김,『문학이

론』,동문선,1999,109-110쪽.

6)하이데거는 ‘어떤 존재자에 한 우리의 모든 이해와 태도를 앞서서 밝히고 이끌어나가는 존재

의 이해’를 ‘이해’라고 했다.하이데거의 이해의 개념은 그의 제자 가다머가 더 발 시켰다.

가다머는 이를 ‘이해의 구조(VorstrukturdesVerstehens)’라고도 했다.이해의 구조는 집

단 인 존재,사회에 뿌리박고 있다.이규호 지음,박순 편집,『해석학』,연세 학교 출

부,2005,57-61쪽 참조.

7)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은 본질 으로 상호텍스트 인 요인을 갖고 있다.특히 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한자를 사용하 고,문화의 교류가 매우 하 다.따라서 문학 작품간 향

계를 찾아볼 수 있고, 향 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상이나 감정 는 인간이 추

구하는 가치의 보편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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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이해와 독서 경험을 활용하여 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근법이다.독

자에게 비교 익숙한 모국어 시 텍스트는 과거의 문학 경험을 환기하게 하며 한

국어 시 텍스트에 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할 수 있다.교수-학습 과정에서 상호

연 성을 지닌 모국어 텍스트는 교사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데 학습자로 하여 ‘비

교’라는 구체 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한국 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때 도입한 모국어 시 텍스트는 ‘보조 텍스트’와 ‘참조 텍스트’의 성격을 지니며 한

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한 ‘비계’와 ‘거’로 작용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진하고 조정하고 심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해 과정에서 국어

시 텍스트는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고 보다 수월하게 텍스트 이

해에 근할 수 있게 해 다. 한 두 텍스트 간에 형성되는 긴장 계는 한· 시

텍스트가 지닌 특성을 명확하게 해 주고 이해를 심화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

이다.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과정은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즉 수렴 상호연

성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그러나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 다

음에 발산 인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공된 두 편의 시의 의미에만 한정

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지닌 풍부한 지식을 활성화시키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를 학습

자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내면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

하는 과정은 텍스트와 련된 기억과 경험을 활성화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

는 과정으로서 독자의 자기 이해를 진하고 문화 정체성의 함양에 도움을 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수렴 상호연 성과 발산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는 모두 텍스트를 이

으로 읽어내는 이 독서(doublereading)능력을 필요로 한다.리 테르(Riffaterre)

에 따르면,하나의 텍스트와 그것이 상기시키는 다른 텍스트들을 동시에 읽어내는

‘이 독서’행 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은 성립한다.8)교육 비계로 주어진 국어

시 텍스트와 한국어 시 텍스트를 연 짓고 비교하는 것은 비록 두 텍스트를 이

으로 읽는 독서지만 이러한 이 독서 행 는 교사가 조건을 제공한 것이므로 리

테르가 말한 이 독서와는 거리가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를 텍스트 심의

이 독서,후자를 독자 심의 이 독서로 변별하고자 한다.텍스트 심의 이

독서는 교사가 조건을 마련해 독서이므로 소극 이 독서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 심의 이 독서는 독자 스스로 새로운 연 을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극 인

8)M.Riffaterre,TextProduction,NY:ColumbiaUniversityPress,1983,pp.2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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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서라고 할 수 있다.수렴 상호연 성에 기반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

를 악하게 한 다음에는 발산 으로 다른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의 최종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법은 교육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효과 이다.유의미 학습의 이론9)에

서 볼 때,이해를 진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재의 지식체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학습과제를 마련해 필요성이 있다.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 문학 작품에 한 지식과 경험을 한국어 시 텍스트와 연 지을

수 있게 도와 으로써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유의미하게 포섭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상호연 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의의를 구체화한다.

둘째,교재 분석 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 상호연 성을 검토한다.

셋째,학습자들의 심층면담 자료에 한 질 인 분석을 통하여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목표 원리를 제시하고 실제

교육 장에서의 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실천 양상을 살펴 으로써 교육 인 의

의를 검증하고자 한다.

2.선행 연구 검토

이 에서는 본 연구와 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 어 고찰하고자 한다.첫째,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에 한 연구,둘째,국어교육

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에 한 연구이다.

9)오수벨(Ausubel)에 따르면,유의미 학습이란 새로운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의미 있

게 연결됨으로써 그 안으로 포섭될 때 일어나는 학습을 말한다.따라서 그는 새로운 내용을 학

습할 때 학습자의 기존 지식에 결부시켜 과제를 제시할 것을 강조하 다.D.P.Ausubel,The

Psychologyofmeaningfulverballearning,NY:Grune&Stratton,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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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에 한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련된 연구들은 시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교육이나 문

화 교육을 지향한 연구들과 문학 교육을 목표로 이루어진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한국어교육에서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을 지향한 연구들은 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언어 교육 는 문화 교육 제재로서의 효용성에 입각하여 언어 교육에

극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는 읽기,쓰기 등 기능 교육을 목표로 한 연구와 한국 문화

에 한 이해를 목표로 한 연구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 시를 활용한 기능 교육 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연구10)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조와 고명은 기능 교육의 신장을 목표로,기능 간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한국

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이 조는 읽기와 쓰기를 심으로 한국어교육과

문학의 연 성을 살펴보고 교육 방법을 고찰하 고,고명은 언어 교육의 네 역인

읽기,쓰기,말하기,듣기의 네 가지 역을 문화 교육,문학 교육을 목표로 용하고

자 하 다.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시 텍스트를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자

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도달하고자 방법을 모색한 연구라는 에서 의미

를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합한 문학 작품의 선정에 보

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통합 기능 교육의 방법을 모색할 때에는 기능

간의 련성과 상호 진의 원리에 한 모색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김지연은 발화의 내 조건을 심으로 학습자가 효율 으로 발화할 수 있

도록 시를 활용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 다.이 연구는 발화 환경과 발화 과

정을 모두 염두에 두고,한국어 정서 학습,문화,역사 학습의 구체 인 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응하는 발화를 가능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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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문학회,2008.

고명,「시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활성화 방안」,건국 학교 석사학 논문,2010.

김지연,「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발화의 내 조건과 련하여」,『한국어교육』

12-2,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1.

오지혜,「시 텍스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연구」,서울 학교 국어교육과 박

사학 논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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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오지혜는 어학과 문학의 통

합의 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시 텍스트의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 다.이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의 자율

변형을 통해 한국어 어감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교육 자료,교육 방법을

모색하 는데,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던 어감에 주목하여 외

국인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양상을 보다 깊게 연구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한국 문화 교육을 목표로 시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

구들11)을 들 수 있다.

김정우는 기존의 문화 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달을 주로 하고 있는 데 한 문

제를 지 하고,그것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시를 문화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 다.이 연구에서는 시가 문화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때,사고방식이나 가치 이 구체 으로 어떻게 표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고,상호텍스트 인 교육 방법이 효과 일 것이라고 제안

하 다.이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 인 교육 방법의 활용이 학습자들에게 주체 으

로 학습 방향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을 역설하 는

데,이는 학습자의 능동 인 역할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논의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손 희는 한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 이해의 문제를 심으로 한국 시의 이미

지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방법을 설계하 고,임상은 상호문화 인 이해의 효과에

주목하여,조지훈의 시를 심으로 국인 학습자를 한 문화 교육 방안을 설계하

다.이 두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학습자들의 상호문화

이해의 문제에 주목하여 구체 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 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

한 조수진은 서로 다른 문화 환경과 정서를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김소월이

표 하는 ‘이별’의 정서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여 외국인을 한

정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이 연구는 언어와 문화,문학 자체를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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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2001.

손 희,「외국인을 한 한국 시 교육 연구-이미지를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

문,2005.

임상,「 국인 학습자를 한 문화 교육 연구:조지훈의 시를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6.

조수진,「한국어교육에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 교육 방안-진달래꽃, 혼, 동새

를 심으로」,『한국어교육』24-2,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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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교육을 강조하면서 문학 교육의 방향성에 해 제안을 하 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 교육을 목표로 한 시 교육 련 연구들 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연구들12)은 다음과 같다.

김염은 기존의 강독 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

법을 용한 한국 시 교육 방법을 제안하 다.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

여 국의 한국어 시 교육의 문제 에서 교육 방법의 개선이 핵심 이고 시 한

문제라고 단하고,한국의 표 시인 김소월과 국의 표 시인 서지마(徐志摩)를

심으로 주제와 형식 측면에서 비하 다.이 연구는 한국 시 교육 장에

번역과 비교 문학의 방법을 용시키는 구체 실 방법을 설계했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

오지혜․윤여탁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면서 비교문학

을 활용한 시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 다.이 연구는 세 편의

시를 심으로,시 텍스트 내 언어 ,정서 인 측면 시 텍스트의 외 맥락 측면

에서 비교문학 근을 통해 다양한 국 의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교수-학

습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 다.

상호텍스트성을 교육에 활용한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노

숙은 김소월과 마야의 노래 ‘진달래꽃’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

하 다.이 연구는 교과서에 나오는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의도 인 교수·학습 방법을 실 으로 용하는 것이 학

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배경지식을 극 으로 발휘하여 다양한 텍스트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문학 안목을 넓힐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이라고 역설하 다.이 연

구는 학습자의 정서 인지 측면의 발달을 요시하고 한국 문화에 한 이해

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한국어교육에서 상호텍스트의 활용은 비교 게

12)김염,「 국어권 고 학습자를 한 한국 시교육 방법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

문,2006.

오지혜․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시 교육 연구」,『국어교육』131,

한국어교육학회,2010.

노 숙,「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교육-김소월의 시와 마야의 “진달래꽃”을

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38,국어교육학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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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으며,학습자들의 시 이해 과정을 심에 놓고 논의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효과 인 시 교육 방법을 고안하기 해서는 학습자에 한 심으로부터 출

발해야 하고,학습자들의 이해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 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국어교육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에 한 연구

국어교육 분야에서 상호텍스트성과 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흐

름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첫째는 텍스트 생산의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문학사 교육 는 고 시가 교육에 용하고자

한 연구,둘째는 텍스트 해석의 차원에서 문학 읽기 교육을 지향한 연구,셋째는 상

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학 교육 방법론 는 교수-학습 모형에 한 연

구이다.

먼 텍스트 생산의 차원에서 근하여 작품을 분석하거나 문학사 교육의 에

서 는 고 시가 교육의 에서 상호텍스트성을 용하여 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13)을 살펴볼 수 있다.

류수열은 사설시조가 선행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하 는

가에 을 두고,이 의 문학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 다.

한 이 규는 <산문에 기 어>와 <제왕매가> <찬기 랑가>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의 창조 계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 다.이러

한 연구들은 학습자를 한 문학사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의미를

지니지만,상호텍스트성을 일종의 텍스트 구성 원리로 한정하고 논의하 다는 에

서 본 연구의 과 변별성을 지니고 있다.한편 고정희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 변가>를 비롯한 여러 민요와 상호텍스트 계에 있음을 밝히고,상호텍스트성

은 독자 마음속의 작용이라는 을 강조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할 때 <진달래

꽃>과 민요 < 변가>의 의미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고자 하 다.이 연

구는 상호텍스트성을 독자의 마음속의 작용이라는 을 강조했다는 에서 본 연구

와 상통하는 에서 이루어졌다.

13)류수열,「사설시조의 텍스트 구성원리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96.

이 규,「문학교육과 텍스트 상호성-송수권 시 산문에 기 어를 심으로」,『한국언어문

학』39,한국언어문학회,1997.

고정희,「 변가와 진달래꽃의 상호텍스트 양상과 의미」,『한국시가연구』30,한국시가학회,2011.



-10-

다음으로 해석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문학 교육을 지향한 연구는 다

양한 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 텍스트의 해석의 원리 구안을 시도한 연구14)로는 김창원을 들 수 있다.이 연

구에서는 ‘시 텍스트의 기호-소통론 의미 구조’를 제시하 고,이 구조 내에서 텍

스트의 컨텍스트 의미는 텍스트 생산의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와 련되는 ‘발생

의미’와 장르의 례화된 약호,공시 통시 상호텍스트성을 반 하는 ‘상호텍스트

의미’의 두 범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한편 문학 교육에 상호텍스트성의 원리

를 용하기 해 이루어진 표 인 연구15)로는 김정우를 들 수 있다.이 연구에서

는 텍스트의 의미 실 에 작용하는 상호텍스트성의 기능에 주목하여 정지용의 시를

심으로 텍스트 내 ·외 부재 정보의 실 과 그 과정에 해 논의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해석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성의 활용에 이론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학습자 주체 인 의미 실 방법의 모색에 시사 을 제공해 다.

동일 작가에 의해 쓰인 텍스트들 간의 련성을 심으로 교육 방법을 구안한 연

구16)로는 조고은과 고은정을 들 수 있다.조고은은 비슷한 시기에 공시 으로 존재

하는 텍스트 간에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횡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명명하 고,

상호텍스트성의 범 를 동일 작가로 한정하고 체계 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시도하

다.고은정 역시 상호텍스트성의 범 를 특정 작가의 소설에 한정하고 작품군의

계망을 고려한 이해 방법을 모색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동일 작가 작품군의 읽

기에 작용하는 원리들을 모색하고 이를 읽기 교육에 목하고자 했다는 에서 그 의

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상호텍스트성이 활용되는 폭은 비교 소하게 용되고 있다.

학습자를 심에 놓고 수렴 상호텍스트성과 함께 발산 상호텍스트성으로 나아

갈 것을 제안한 연구들17)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류수열은 텍스트의 의미를 한정해나가는 상호텍스트성을 수렴 상호텍스트성으

14)김창원,「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4.

15)김정우,「상호텍스트 시 교육을 한 연구:정지용의 시 텍스트를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98.

16)조고은,「동일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 시 읽기 교육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10.

고은정,「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12.

17)류수열,「<사미인곡>의 콘텍스트와 상호텍스트 읽기」,『독서연구』21,한국독서학회,2009.

정재찬,「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독서연구』21,한국독서학회,2009.

양 빈,「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문학교육 연구-문화 기억을 심으로」,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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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독자 스스로 구성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발산 상호텍스트성으로 구분하 고,수

렴 상호텍스트성과 함께 발산 상호텍스트성을 순환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정재찬은 특정 텍스트를 배우기 해 이와 련된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는

문학 교실의 상호텍스트 읽기가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 환기에 그친다는 을 지

하고 독자의 발산 인 텍스트 경험을 통해 독자 인 연결망을 만들도록 유도한 바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양 빈은 독자가 주체 으로 형성하는 상호텍스트에 주목하

고,라흐만의 문화 기억의 개념으로 상호텍스트 능력을 설명한다.이 연구는

텍스트 해석과 생산의 기제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문화 기억을 발견하고 구

성함으로써 학습자의 텍스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에서 학습자를 심에 놓고,수렴 발산 두 가지

방향에서 독자가 구성하는 상호텍스트 연 을 강조하고자 하며,교사 심의 단선

인 교수-학습을 지양하고 상호텍스트성을 교육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상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 교육 방법이나 교육 모형을 제안하

고자 시도한 연구18)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록호는 상호텍스트성의 주요 방법으로 인유와 패러디를 들고 교수-학습을 진행

할 때 주제,작가,수용자 개인의 체험 등에 의해 텍스트 상호성을 경험하는 수업 방

안을 모색하 다.최 미는 상호텍스트성을 문학 교육에서 략으로 삼을 경우,구조

면,제재면,정서면,시 면,내 세계면에서 연 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을 활용

하여 시 교육을 하고자 하 고,박호경은 주제별,이미지별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김미정은 수용과 창작 과정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창

작에 있어서는 인유하여 쓰기,패러디하여 쓰기,다른 장르 바꿔 쓰기의 방법을 제안

하 고 수용 과정에서는 주제,제재,작가 면의 연 성을 논의하 다.탁동식은 상호

18)이록호,「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육 방법론 연구」,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1999.

최 미,「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시 교육 연구」,숙명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2.

박호경,「시 텍스트의 연 성을 심으로 한시교육 방안 연구:고등학생을 상으로」,이화여

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1.

탁동식,「상호 련 시 텍스트 읽기를 통한 시 체험의 확 방안 연구」,강원 학교 석사

학 논문.2000.

김미정,「상호텍스트성의 에 의한 학교 시 교육 방법 연구」,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

원 석사학 논문,2003.

안희숙,「상호텍스트성을 반 한 고시조 교수-학습 방안」,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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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시 텍스트를 묶어 읽는 방법을 제안하고,주제와 소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호 련 텍스트 읽기를 제시하 다.교수-학습 모형은 여는 단계,느낌 나 기,해

석 길잡이 단계,경험 확장 단계,발 단계의 5단계로 제시하 다.

그러나 의 연구들은 비슷한 방법들을 교육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학습자

심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지 못하고 실제 교수-학습에 용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교육 장의 실제를 구 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한계는 한

학습자가 심이 되어 수행되어야 할 교수-학습 방법 모형이 학습자의 실제 이

해 양상을 검토하여 연구된 것들이 아니라는 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국어교육 분야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은 체 으로 학습자들의 문

학 체험을 확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한국

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우선 인 목표가 될 것이고,최종 으로는 문화 간 의

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한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에 근하고자 하며,학습자들

의 실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 장에서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

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 목 을 심으로 본 연구에서

는 상호연 성이라는 개념을 먼 정립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고자 한다.상

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수렴 으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해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기본 인 시 이해

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학습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발산 으로 상호텍스

트를 환기하도록 유도하는 열린 근을 지향할 것이다.

3.연구 상 연구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문헌 연구→사례 연구→실천 연구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먼 ,II장에

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상호연 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구조를 도출하 다.다음,교재 분석 비 실험을 통해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를 선정하고 그 상호연 성을 분석하 다.III장에서는 사례 연구

를 통해,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효과 한계를 분석하 다.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는 확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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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연구 방법

II장

·상호연 성의 개념 검토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구조 도출

·한· 시의 선정 상호연 성 분석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의의 검토

문헌 연구

III장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 분석(효과 한계

검토)
사례 연구

IV장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목표 원리 제시

·교육 실천 수행 양상 분석
실천 연구

<표1>연구 내용 연구 방법

교수-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학습의 원리를 메타 으로 검토하여 제시하 으

며,실제 교육 장에 용하여 학습자들의 실천 양상을 분석하 다.본 연구의 내용

과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선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범주를 살펴보고 상호연 성이라는 개념을

변별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 다.상호텍스트성은 구조주의부터

후기구조주의를 가로지르는 개념으로서 상호성의 용 범주가 폭넓은 차이를 보이며

구조주의에서 근하는가 후기구조주의에서 근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른 지향을 보

여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지향을 분명하게 하기 해 상호연 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 다.먼 ,본 연구에서의 상호연 성 개념은 상호 향 계를 이

론화하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을 지칭

하는 개념이다.다음으로,본 연구에서의 상호연 성은 독자의 수용 차원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에 을 둔 개념이다.이에 해서는 II장에서 구체 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를 일차 인 연구 상으로 삼았는

데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를 선정하는 것은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으로서 매우 요하다.본고에서는 정한모의 논의를 참조하여 시의 개념을

‘ 시로서의 제 특질을 갖추고 나타난 시기로부터 까지의 시’19)라고 보고

19) 시라는 개념은 넓게도 좁게도 해석되고 있다. 시의 개념뿐만 아니라,시 로서의

라는 개념도 넓고 좁은 진폭을 가지고 있다.넓게는 20세기에 들어서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를 총 하는가 하면,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당 (當代)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한,시간

인 구획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제 조건과 상으로 미루어 근 인 것과 구별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를 구획하기도 한다. 시의 개념도 다른 장르의 문학과 더불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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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일반 으로 국에서의 시는 1917년 2월 호 의

백화시 8수가 발표되고 그의 최 의 시집 상시집이 창간될 때부터 1949년 이 까지

의 시를 지칭하며,1949년부터 재까지의 시는 당 시라고 부른다.하지만 와

당 를 나 는 구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에 따른 정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20)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의 시의 범주

도 한국어 시와 같은 기 을 용하여 ‘ 시의 제 특질을 나타내는 시’를

시로 보고,당 시도 시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작품 선정에 한 논의들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어떤 작

품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 해 일 된 기 을 용하기는 어렵다.본고에서는 다음

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품 선정이 이루어졌다.본 연구에서는 먼 한국어 교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시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찰하 고 높은 빈도를 보여

작품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한국어 교재 분석을 토 로 높은 빈도

를 보이는 한국 시 작품들을 선정하 고,이 작품들을 심으로 상호연 성을

지닌 국 시 작품들을 선정하고자 하 다.다음으로, 비실험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경험을 고찰하 다.교재 분석 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주제 심

선정의 원리,교육 용의 원리를 고려하면서 선택과 배제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

룰 상호연 성을 지닌 국어 시 작품을 선정하 다.21)최종 으로 분석의 상으로

삼은 한· 시 작품22)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시간 인 구획으로 당 를 살고 있는 시인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는 시.

둘째, 시로서의 제 특질을 갖추고 나타난 시기로부터 까지의 시.

셋째,자유시가 처음 나타난 시기로부터 까지의 시.

넷째,새로운 문화가 수입되고 생성되던 개화시기로부터 까지의 시.

좁게 한정한 첫째로부터 가장 넓게 잡아 본 넷째에 이르는 여러 개념가운데서 둘째의 개념규

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시사 인 정리가 더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시의 기 을

두 번째 개념에 두고 출발시켜야 할 것이다.

정한모,『한국 시문학사』,일지사,1985,7-8쪽.

20)박남용,『 국 시의 세계』,학고방,2012,4쪽.

21)구체 인 선정 과정은 II장 2 참조.

22)본고에서는 학습자 독자의 이해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은 기호체계를 지칭할 때에는 작품으로,

독자에 의해 활성화된 작품은 텍스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구조주의 에서 <작

품>(oeuvre)이 단일하고도 안정된 의미를 드러내는 기호체계라면,이런 고정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시니피앙들의 짜임이 곧 텍스트(texte)이다.R.Barthes,(Le)Plaisirdutexte,

김희 옮김,『텍스트의 즐거움』,동문선,1997,8쪽.



-15-

한국의 시 작품 작가
발 표

시 기
국의 시 작품 작가

발 표

시 기

진달래꽃-김소월 1922 《再别康橋》-徐志摩 1928

혼-김소월 1925 《招魂》-孙大雨 1931

님의 침묵-한용운 1926
《见与不见》-扎西拉姆··多

多
2007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이상화 1926 《我愛這土地-艾青 1938

향수-정지용 1927 《 》-余光中 1971

해-박두진 1946 《太陽禮贊》-郭沫若 1921

꽃-김춘수 1952 《断章》-卞之琳 1935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1983 《死水》-闻一多 1926

<표2>한· 시 작품 정보

이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시 작품은 다음의 한국어 교재 책에서 발췌하

음을 밝힌다.한국어 시 작품은 의 두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 고, 국어 시 작

품은 나머지 세 권의 책을 참고하 다.

김춘선,『한국 당 문학사』,민족출 사,2006.

金鶴哲,『韓國現當代文學經典解讀』,北京大學出版社,2011.

邵寧寧,『中國現代詩百首』,甘肅教育出版社，1992.

孙大雨,『中国新诗库·孙大雨卷』，长江文艺出版社,1990.

扎西拉姆··多多,『当你途径我的盛放』,中信出版社,2011.

본 연구의 이차 인 연구 상은 III장에서 분석된 학습자들의 심층 면담 자료와

IV장의 교육 실천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교수- 화 자료,토의 자료 쓰기 자료

이다.심층 면담,토의 쓰기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한국어의 사용을 격려하 지만

국어의 사용을 허용하 는데 이는 본 연구가 이해 교육을 목표로 삼았고,학습자

들이 언어 능력의 한계로 인해 표 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한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모국어 시 텍스트를 활용하 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국어가 사용되었다.수집된 자료에서 국어로 표 된 부분은 연구자가

번역하여 제시하 다.23)

23)심층 면담은 I(Interview),수업 토론 자료와 발표 자료는 CC(ClassConversation),쓰기 자료

는 WM(WritingMatirials)로 기호화하 다. 한 수업 토론 자료와 쓰기 자료 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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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제에는 감상문,상호텍스트의 계 재검토를 한 쓰기 자료 수업일지

가 포함되었다. 국 학에 재학 인 학습자들의 학업 부담은 비교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을 감안하여 모든 학습자를 상으로 동시에 세 가지 쓰기 과

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구체 인 요구 사항에 따라 그룹별로 수행하도록

하 다. 를 들면,한 편의 시 텍스트를 상으로 A 학의 a그룹은 감상문 쓰기를,

b그룹은 상호텍스트 계 재검토를 한 쓰기를,c그룹은 일지 쓰기를 수행하는 방

식이다.수업의 진행 방식과 학습자 그룹에 한 구분은 연구 방법에서 자세하게 살

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감상문은 46편,상호텍스트 계 재검토를 한 쓰기 자료는

52편,일지 쓰기 자료는 60편이 수집되었다.수업 일지24)는 본고에서 분석하여 제시

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가 교수-학습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수행하 고 학습자들

에 한 평가의 기제로 삼았다.본 연구의 III장과 IV장에서는 이상의 학습자 자료를

구체 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 과정을 면 히 고찰하기 해 주로 질 연구방법

인 내성25)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유인 기법으로 심층 면담

한국어로 된 자료는 K(Korean)로 약호화하 고, 국어로 된 자료는 번역하여 제시하 는데

CT(ChineseTranslation)로 약호화하여 제시하 다. 를 들면,수업 토론 발표 자료 에서

국어 번역 자료는 CC-CT로 약호화하는 방식이다.많은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한국어

와 국어를 복합 으로 쓰기도 하 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CT-K로 약호화하 다.

24)수업일지는 교사에게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사후 면담과 비슷한 역할

을 하게 되며,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메타 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수업일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하 다.

1. 국어 시와 함께 읽음으로써 한국어 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

2.동료 학습자와의 토론을 통해 더 잘 이해하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

3.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25)내성이란 자신의 생각,감정,동기,추론 과정과 정신 상태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

는가를 악하기 해 이들을 찰하고 이에 해 성찰하는 과정이다.D.Nunan,Research

methodsinlanguagelearning,안미란·이정민 옮김,『외국어 학습 연구 방법론』,한국문화사,

2009,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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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조사 상 실험 방법 비고

비

실

험

2012년

9월~10

월

서울 학교 국인 학

원생 10명

심층 면담

개별 텍스트 심 이해 양상 고찰

상호텍스트 발산 환기 양상 고찰

녹음 일

약 12시간

본

실

험

2013년

12월

서울 E,F 학교

3,4학년 국인 교환학생

10명

심층 면담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 고찰

녹음 일

약 20시간
2013년

2월 ~

3월

북경 소재 B,C,D 학

교 3,4학년 학습자 10명

2013년

2월 ~

3월

북경 소재 A,B,C 학

교 3,4학년 학습자 52명

24차시 정규 수업

학습자 간토의 발표,교사와 학

습자 교수 화 녹음

쓰기 과제 부여

녹음 일

약 22시간

쓰기 과제

물 158부

<표3>조사 상 실험 방법

을 활용하 다.자료 수집은 학습자들의 심층 면담,교사와 학습자의 교수 화 자

료,학습자들의 수업 토론과 발표 자료에 한 녹음과 사 학습자들의 쓰기 자

료에 한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본 연구의 반 인 진행 과정을 표로 정리하

여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실험은 서울 국어교육과에 재학 인 국인 학원생 10명을 상으로 이

루어졌다. 비 실험의 목 은 기존의 시 교육의 문제 을 진단하고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를 선정하기 한 것이다.

비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연구자는 먼 학습자로 하여 한

국어 시 텍스트만을 감상하게 하고 이해한 바를 연구자에게 말하게 하 다. 학원

생들을 상으로 한 비실험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시 텍스트의 한 부분의 의미에

집착하여 오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일부 학습자는 이미 배운 시의 의미도 제 로

구성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냈다.이는 기존의 교사 심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이 수동 인 독자를 길러냈음을 잘 보여 다.26)이러한

26)면담을 통하여 그 원인을 악할 수 있었는데 다수는 시를 배울 때 흥미를 갖고 배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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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재확인하게 하 고 시 교육은 새로운 교육 인 근

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다음으로,한국어 시를 오독하 거나 제 로 의미를 구성하지 못한 학습자들에

해서는 한국어 시에 해 부가 인 설명을 하고 학습자가 한국어 시를 읽고 환기되

는 국어 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환기하 는지,두 편의 시의

연 성은 무엇인지 면담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다.학습자들은 자국의 다양한

시 텍스트들을 환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

는 과정은 학습자가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의미있게 수용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환기한 국어 시 텍스트는 연구자가 선정한 시 텍스트와 동일한 경우

도 있었고,연구자가 생각지 못한 시 텍스트도 있었는데 일부분은 한국어 시 텍스트

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연구자는 학습자들의 경험

을 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룰 텍스트들을 검토하 다.

본 실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개별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사례 연

구와 실제 수업 장에서 학습자들을 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용한 실천 연구

로 구분된다.먼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을 진행하기 에 20명의 학습자 집단

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상호연 성을 지닌 모국어 시와 이 독서를

하 을 때 의미 작용 양상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내성 연구 방법인 구두 보고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양

상을 살펴보고자 하 다.읽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시 진술하게 하는 사고구술은 동시 구두 보고에 속하고,연구자가 학습자에게

이해 과정에 해 직 질문을 하는 면담(interview)은 회상 구두보고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의 형식으로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의 양상을 살펴보고

자 하 는데 학습자로 하여 두 텍스트를 비교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표 하게 한다는 에서 구두 보고 에서 회상 구두 보고27)의

했으며,교사의 일방 인 달에 의해 그 내용을 수받았으나 시를 제 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담 과정에서,학습자들은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별로 인상

이 없다.’등등 반응을 보이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27)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질문은 자극 회상(stimulatedrecall)의 기법에 해당한다.회고

자료는 연구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집된다.이로 인해 자료가 신빙

성이 없다는 비 을 받기도 한다. 한 피험자들이 나 에 자신들이 수행한 행 에 해 회고하

여 표 하도록 요청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어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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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띤다.그러나 본고에서는 과제 수행이 일어난 직후에 회고를 하도록 함으로

써 시간의 흐름에 의해 사고 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한계를 이고자 하 다.

심층 면담은 면 면담(in-person interview)으로서 일 일 면담(one to one

interview)방식을 취하 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두 차례 이상 직 만나 이루어졌으

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면담은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라포(rapport)

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며 피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자유

로운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담이 실시되기 에 면담 내용은 익명으

로 표기되며 연구 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참여자의 동의

를 구한 후에 녹음이 이루어졌다.면담 장소는 참여자와 상의하여 결정하 으며 비

교 당하다고 단되는 조용한 커피 ,찻집,교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텍스트에 한 이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국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한국어 텍스트의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해 일차 으로 아무런 교육 처지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과제로는 두 텍스트가 어떤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이해하게 하

다.연구자는 학습자로 하여 한국의 시를 읽고 이해한 바를 연구자에게 말하게 하

다.이것은 학습자들이 시를 이해할 때,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 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다음 상호연 성을 지닌 국어

시 텍스트를 제시하고 두 편의 시를 연 지어 이해하게 하 다.그 과정에서 이해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말하게 하 다.이

는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이 한국어 텍스트의 이해에 어떤 향을 미쳤는

지 알아보기 한 것이다.그 다음,학습자들의 이해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한국어 시

의 이해에 필요한 외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 으로 두 편의 시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게 하 다. 한 시를 읽으면서 학습자가 주체 으로 환기하는 새로운 상

호텍스트가 있는지에 해서도 고찰하 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 는데 피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부가 질문을 하여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표 하도록 하 다.

심층 면담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첫째는 학습자들의 반 이해를

알아보기 한 질문이고,둘째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연 성 기반

의 한국 시 이해 양상을 도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한 질문이다.셋째는

본 연구의 근법인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에 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

받기도 하 다.배두본·김 태·한상호,『 어교육 연구방법』,경진문화사,2001,130-131쪽.



-20-

반

이해 질문

1.이 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2.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상호연 성

기반의 이해

질문

1.두 편의 시는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가?

2. 국어 시와 함께 읽음으로써 한국어 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는가?

3.이 시를 읽고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시,소설, 화,음악,개인 경

험 등).

평가

요구 질문

1.모국어 시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한국 시의 이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가?어떤 면에서 효과 인가?단 이 있다면 무엇인가?

2.앞으로 문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표4>심층 면담의 질문 구성

상 학습자 학교 학년 성별 학습자 번호

서울 소재 E,F 학교 3,4학년

국인 교환 학생 10명

E 3 여 E301

E 3 여 E302

E 3 여 E303

E 3 여 E304

E 3 여 E305

E 3 여 E306

F 3 여 F307

F 3 남 F308

F 4 여 F409

F 4 여 F410

북경 소재 B,C,D 학교 3,4학년

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

B 3 여 B311

B 4 여 B412

B 4 남 B413

C 4 여 C414

C 4 남 C415

C 4 남 C416

아보기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면담 사 자료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 는데 ‘작품명-학교의 문 기호-학생의 일련 번호’순이다. 를 들

면,B 학교의 3학년 1번 학생이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徐志摩)의《再别康

橋》를 읽고 면담한 경우,[I-진달래꽃-再别康橋-B301]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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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

3학년

학습자 18명

그룹 a b c d

학습자

번호
1,2,3,4,5 1,2,3,4,5 1,2,3,4 1,2,3,4

B 학교

3학년

학습자 20명

그룹 e f g h

학습자

번호
1,2,3,4,5 1,2,3,4,5 1,2,3,4,5,6 1,2,3,4

C 학교

4학년

학습자 14명

그룹 i l m

학습자

번호
1,2,3,4,5 1,2,3,4,5 1,2,3,4

<표6>학습자 집단 그룹 기호

D 3 여 D317

D 3 여 D318

D 4 여 D419

D 4 여 D420

<표5>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

두 번째 실험은 실제 교육 장에서 직 학습자들을 상으로 정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실험으로써 문학 교육의 장에서의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의 방법

을 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이다.수업은 주로 A 학의 3학년 한국어 학

습자들을 상으로 이루어졌고,이외에도 B 학과 C 학에서 각각 2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졌다.수업 기간은 A 학을 기 으로 2013년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한

주에 두 번,4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졌고,B 학과 C 학에서 이루어진 4차시의 수업

까지 모두 24차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수업은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

데 학습자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 고,4-6명씩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습자 간의

력을 이루어 내고자 하 다.수업은 교사가 비계를 설정하여 학습자들을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학습자 간의 토의,교사와 학습자 간의 토의를 강조하 다.연

구자가 주로 수업을 진행한 A 학의 한국어과의 학습자는 모두 18명이었는데 4개

그룹(5명,5명,4명,4명)으로 나뉘어졌다.학습자 간의 토론과 발표의 과정은 녹음되

었고 사를 해 그룹별 학습자 번호를 부여하 는데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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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같은 차로 이루어졌다.먼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과제 수

행의 방향을 제시하 으며 학습자로 하여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을 개별 으로

탐구해 보게 하 다.다음으로 교사의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1차 인 교수(어휘

시 배경에 한 소개 등)가 이루어졌다.이어서 학습자 간의 토의가 이루어

졌는데,교사는 본 연구의 III장에서 분석된 학습자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

습자들을 이끌어주었고, 진자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 다.마지막으로 쓰기 과

제를 부여하 는데 수업이 끝난 뒤에 학습자가 개별 으로 완성하게 하고 다음 수업

이 이루어지기 에 제출하게 하 다.구체 인 수업 방법과 차는 IV장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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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제

이 장에서는 이 연구를 한 제 사항들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먼 ,이 연구

와 련된 이론 기반을 검토할 것이다.다음으로,한· 시 텍스트 선정의 원

리를 밝히고 간략하게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한국어교육에서 상호연 성 기

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의의에 해서 고찰할 것이다.

1.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이론

1)상호연 성의 개념 특성

⑴ 상호연 성의 개념

상호텍스트성의 용어와 련된 용어로는 텍스트 상호성,상호 련성,상호연 성

등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상호연 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이

는 단지 번역 차원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본고에서 쓰는 용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

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상호연 성은 텍스트 간의 계로서 내부 자질로 인해 형성되는 상

호텍스트성뿐만 아니라 수용 주체인 독자에 의해 확립되고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다시 말하면,상호연 성은 향 계가 없는 텍스트 사이의 연

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수용 주체에 의해 비로소 확립되는 성격을 지닌다.

우선,본 연구에서의 상호연 성은 상호 향 계를 이론화하는 좁은 의미의 상

호텍스트성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우한용

외에서는 차원이 다른 텍스트끼리 계를 맺는 양상을 지칭하기에는 텍스트 연 성

혹은 텍스트 상호 련성이 합한 것 같다1)고 지 하 는데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

는 의미는 상호 향 계를 찾아볼 수 없는 텍스트라는 의미에서 쓰 음을 알 수

있다.본고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상호연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우한용 외,『소설교육론』,평민사,1995,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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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렛(Plett)과 같은 언어학자는 문자 인 의

미를 이용한다.‘intertext’는 문자 ‘inter’를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면 “텍스트들

사이에 있는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이때의 ‘사이’는 상호텍스

트를 만드는 요소 내지는 특성,곧 상호텍스트성으로 규정한다.2)범박하게 정의하면,

한 텍스트와 연 시키는 다른 텍스트를 상호텍스트라고 하며,텍스트의 이런 속성을

상호텍스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문학에 도입한 리아 크리스테바(Juliakristeva)

는 바흐친(Bakhtin)의 화이론3)을 빌어 상호텍스트성을 설명한다.크리스테바는

『이론 종합』에 수록된 자신의 텍스트 구조화의 문제에서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발

생하는 텍스트성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명명하고자 하 다.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이란 다름 아닌 하나의 텍

스트가 그 자체로 이미 텍스트 자체의 역사를 밝히고 그 텍스트 자체가 역사 속

에 삽입되게 하는 방법이다.4)크리스테바가 사용한 (轉位)라는 용어는 이 시

에서 유의미하다.그는 “모든 의미 행 는 다양한 의미 체계들의 의 장(場)에 지

나지 않는다.”라고 상호텍스트성을 설명했다.상호텍스트성은 비교문학 연구의 토

인 향이론을 신한다.헤럴드 블룸(HaroldBloom)은 ‘한편의 시 속의 다수의 시’

를 강조하 다.그것은 ⑴시/시인과 시/시인의 화 ⑵선-텍스트와 후-텍스트의 불

가분의 계 ⑶문학 텍스트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 텍스트의 상호-연

성 등인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상호텍스트성’은

다 텍스트와 한 계를 지닌다.5)

상호텍스트성은 체로 좁은 범 에 걸쳐서 사용될 때는 문학 텍스트들 사이의 상

호 향 계를 이론화하기 한 것으로 개념화되지만,탈구조주의 이후에는 문학 텍

스트와 그것의 사회문화 배경 는 상들과 맺는 상호 계로 그 개념을 확 해

갔다6).여기서 통 인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자에 제한되지만,그것이 데리다

2)H.F.Plett,"Intertexualities",Intertextality,NY:Routledge,1991,p.17.

3)바흐친은 가장 기본 인 수 에서 두 개의 언술 사이의 모든 계는 상호 텍스트 이라고 하

다.언어 인 두 작품, 첩된 두 개의 언술은 우리가 화 이라 부를 수 있는 의미론 인

계의 특수한 유형을 형성한다. 화 계들은 언어 의사소통의 모든 언술들 사이의 (의미

론 인) 계들이다.김욱동,『바흐친과 화주의』,나남,1990,196쪽.

4)윤호병,『아이콘의 언어』,문 출 사,2001,204-205쪽.

5) 의 책,205쪽.

6)김도남,「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국어교육 함의」,『한국어문교육』9,한국교원 학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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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rida)와 같은 해체주의자를 만나면서 “모든 텍스트는 상호텍스트 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텍스트도 완 한 존은 없이 단지 그물망처럼 얽힌 텍스트들 사이의

계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에 이르게 된다.

문학 텍스트는 더 이상 유일하고 자율 인 체가 아니라,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약호들,담론들,그리고 이 의 텍스트들이 낳은 산물로 간주된다.이러한 이유로 텍

스트의 모든 단어는 상호텍스트 이며,텍스트 자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의미의

측면에서도 읽 져야 하겠지만,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 담론으로 확

장되는 의미의 측면에서도 읽 져야 한다.따라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안과 밖

에 한 상식 인 개념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 포함될 수

도 없고 속박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크리스테바의 독자들은 상호텍스트

성을 ‘향’과 같은 자 심의 통 개념과 혼동하는 오류를 지르는 경향이 있

다.상호텍스트성은 다른 텍스트를 지시하려고 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다.상호텍스

트성은 의미 작용,의미,문학 언어와 모든 언어의 조건이라는 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7)

넓은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주체와 주체사이,텍스트와 사회

문화 인 향 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 인 연결에서 나타나는 상들

에 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 경우 주어진 텍스트는 단순히 문학 텍스트뿐만 아

니라 다른 기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 일반까지 포함한다.크리스테바는 일반

문화기호학의 입장에서 “모든 문화구조나 문화체계까지도 텍스트”8)라고 주장한다.

이런 에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언어 기호로 이루어진 한 텍스트와 그 밖의

다른 선행텍스트들 사이의 계뿐만 아니라 개별 텍스트와 특정한 시 의 다양한 문

화형태까지의 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 컬러(Culler)는 “상호텍스트성은 어

느 한 작품이 이 의 특정한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련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그 작품이 한 문화의 담론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명칭이 된다.

즉 그것은 한 텍스트가 한 문화의 다양한 언어나 의미 행 와 맺고 있는 련성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한다.이러한 컬러의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들

간의 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나 사회 역사 인

맥락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컬러가 설명하는 상호텍스트 인 에서 보

어문교육연구소,2000,98-106쪽 참고.

7)G.Allen,RolandBarthes,송은 역,『롤랑 바르트』,앨피,2006,160쪽.

8)김진권,「상호텍스트성」,텍스트연구회 편,『텍스트언어학 4』,박이정,1997,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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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는 서로 상 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다른 사회,

문화,역사 인 것과 필연 인 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9)

이로부터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다른 텍스트,문화 형태,외부의 사회문화 상

황,독자 등 다양한 요소들과의 련성을 지니고 있으며,이런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

호작용을 내포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한· 시 텍스트는 비

록 다른 문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작가가 창작하 고,상호 향 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도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이 확장

되면 그 계성은 작품 내부,즉 텍스트 내 인 요소 이외에도 외 요소들인 작가

배경,시 배경,문화 등에까지 미친다.

다음으로,본 연구에서의 상호연 성은 텍스트로부터 동기화될 수 있지만 텍스트

와 독자의 수용 지평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상호텍스트성은 처음엔 주로 필자의 의미 구성을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자의 의미 이해의 과정에 한 논의로 확 되고 있다.10)상호텍스트의 개념은 처

음에는 주로 생산 차원에서 다른 텍스트의 구문을 인용하는 것과 련된 인용의 문

법과 송신자,발신자,코드 등에 련된 인용의 용법 등에서 출발하 다.그러나 인

지 심리학 텍스트 언어학의 발 으로 인해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텍스트 사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른 텍스트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을 포 하는”개

념 도구로 확 되었다.11)그것은 텍스트 생산이 텍스트 수용을 제로 하지 않고

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한 기존의 작가 심 으로 논의되던 작품이 독자 심으로

옮겨옴에 따라 상호텍스트성은 독자의 수용과 이해 차원에 한 논의로 그 범주가

확 되었기 때문이다.

수용미학의 단 를 마련한 야우스(Jauss)는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이미

읽었던 다른 작품에서 얻은 지식이나,이 의 어떤 경험 인 요소가 작용하여 텍스

트 이해에 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독자의 심리 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는 에서 상호텍스트 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그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이해 등 작품에 계된 모든 제를 ‘기 지평’

이라 명명하고,이를 통해 수용자의 작품에 한 이해의 범주가 결정된다고 보았

다.12)

9)김욱동,『포스트모더니즘』,민음사,2004,191쪽.

10)김도남,『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박이정,2005,97쪽.

11)이 호,『한국 시의 담화․화용론 연구』,한국문화사,199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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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에서 독자는 상호텍스트 단서를 활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능

동 인 주체로 규정된다.13)미러(Miller)는 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인간 행 자를 강

조하 다.그러므로 상호텍스트성을 사람들에게 형성되고 인식되는 상호텍스트 단

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 개인이나 사회집단들로서 사람들에 의해 사

용되는 상호텍스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다.14)본 연구도 이와 같이 능동 인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며,이해의 주체로서의 독자의 선이해의 정 인 향

을 강조하고자 한다.

롤랑 바르트(RolandBarthes)는 < 자의 죽음>과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논의에

서 언어 구조로 작품과 텍스트를 구분하면서 작품이 고정된 실체이고 하나의 기의

로 닫힌 기호이며,소비되는 것이라면 텍스트는 멈출 수 없는 방법론의 역이며 무

한히 후퇴하는 기의의 유희이며,끊임없이 생산되고 체험되는 것이라고 그 차이 을

밝혔다.15)바르트는 텍스트가 근원 이지 않은 여러 다양한 쓰기들이 서로 결합하

며 반박하는 다차원 인 공간이며 수많은 문화의 온상에서 온 인용들의 짜임이라고

주장하 다.즉,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의 원천에서 이끌어낸 일련의 인용문들로 짜여

지는 피륙과 같은 것이다.따라서 자는 자신의 마음 속의 정념이나 기분,감정,인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거 한 사 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그래서 자는 의미를 창조하는 신 인 존재로서의 기존의 ‘자’가 아

닌 필사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16)바르트는 이러한 논의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바탕

으로 한 읽기와 련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 다.독자는 필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

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리 테르는 주로 생산 차원에 머물 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수용 차원에서 개념

화하 다.그는 상호텍스트를 독자의 ‘마음 속의 작용’으로 보았으며,한 텍스트를 읽

을 때 떠오르는 다른 텍스트를 함께 읽는 행 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은 성립한다고

보았다.17)나아가 훌투이스(Holthuis)는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 내부 계가 아니라

12)이상구,앞의 책,2002,110-111쪽.

13)N.N.Spivey,Theconstructivistmetaphor:reading,writing,andthemakingofmeaning,

신헌재 역,『구성주의 은유-읽기 쓰기 의미 구성의 이론』,박이정,2004,147-157쪽.

14) 의 책,146쪽.

15)R.Barthes,김희 역,「작품에서 텍스트로」,앞의 책,1997,39-43쪽.

16)R.Barthes,김희 역,「 자의 죽음」, 의 책,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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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수용과정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계로 인식하 다.상호텍스트 특질은

텍스트로부터 동기화될 수 있지만 텍스트와 독자,즉 그의 인식정도와 수용지평 사

이의 상호작용에서 완성되어진다.달리 말해 텍스트들 사이의 계로서 상호텍스트

성은 수용의 연속성상에서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지 오로지 작품 내 방식에 따르는

구상에서처럼 텍스트 자체 속에서 그리고 그것 자체를 통해 확립되는 것은 아니

다.18) 한 훌투이스는 명시 으로 ‘심미 상호텍스트성’에 국한하여 문학텍스트를

해석하 는데,이 개념은 페퇴피(Petofi)가 텍스트를 “기호학의 상”으로 특성화한

기호학 텍스트 이론에 기 한 것이다.19)페퇴피는 텍스트성을 언어 상,곧 텍

스트 내부 자질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훌투이스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에서도

발견된다.상호텍스트성은 오히려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0)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러서는 모든 텍스트는 상호텍스트라는 범텍스트성 에 이

른다.탈구조주의자들은 기호란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아니고 의미 역시 유동 이고

도 일시 인 유보된 상태일 뿐이며,따라서 지시어와 지시 상 사이에는 이을 수 없

는 단 이 있다고 보았다.탈구조주의는 모든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

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고 있다.21)이에 데리다는

해체 독서를 제안한다.해체 독서란 작자가 주장하는 논리와 립되는 텍스트

언어의 논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읽기를 뜻한다.그를 통해 텍스트의 함축 인

제를 끌어내고,거기 포함되어 있는 불가피한 모순을 지 하고자 하는 방식이다.22)

그러나 본고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해체주의의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그것은 본

17)M.Riffaterre,TextProduction,NY:ColumbiaUniversityPress,1983,pp.250-253.

18)S.Holthuis:Intertextualität.Aspekteeinerrezeptionsorientierten konzeption,Tübingen

1993,S.31.(이 복,「문화 기억과 상호텍스트성,그리고 문학교육」,『독어교육』39,한국독

어독문학교육학회,2007,37쪽에서 재인용.)

19)J.P.Petofi,“Language as a Written medium text”,in:Collinge,N.E.(Hrgs.).An

EnyclopeadiaofLanguage,Londonetal:CambridgeUni.Press.1990,p.209.(이성만,「상호

텍스트 계 속의 텍스트-텍스트 개념정립에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의 역할에 한 연구」,

『언어과학연구』33,언어과학회,2005,224쪽에서 재인용.)

20) 의 ,224쪽.

21)윤호병,『후기 구조주의』,고려원,1992,16-41쪽 참조.

22)A.Jefferson& D.Robey,Modernliterarytheory:acomparativeintroduction,최상규 역,

『 비평론』, 림기획,199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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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취지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더욱 잘 이해시키려는 교육 인 시

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호와 의미를 불확실한 것으로,그리고 모든 독

서를 오독으로 보는 23)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본고의 논의는

교육 인 활용에 이 있으며 정확한 해석을 목표로 하면서도 학습자 심의 주체

인 의미 구성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 이 있다.

⑵ 상호연 성의 특성

앞서 언 했듯이 상호연 성은 텍스트 내부 자질로 인해 동기화되기도 하지만 텍

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성된다.따라서 상호연 성은 텍스트와 독

자라는 두 축에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호연 성의 특성은 수렴성과 발산성,유사성

과 차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① 수렴성과 발산성

수렴성과 발산성은 창의 사고력의 일종이다.사고의 수렴성은 텍스트 정보를 매

개로 하여 직 이고 1차 으로 유발되는 정신 작용으로서,텍스트의 정보와 1 1

로 응하는 속성이다.문학 감상을 로 든다면,작가의 사고와 이를 형상화한 작품

의 의미를 충실히 수렴하여 악하는 활동이다.한편 사고의 발산성은 텍스트의 정

보를 토 로 하여 그와 련된 간 이며 2차 으로 유발되는 정신작용으로서 이는

언어 정보와 1 다수로 응된다.24)

류수열은 상호텍스트성을 수렴 상호텍스트성과 발산 상호텍스트성으로 분류하

다.수렴 상호텍스트성은 작가의 텍스트 구성 과정에 을 맞추어 텍스트 읽

기에서 텍스트의 근원이자 기원인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여 그것의 연 성을 극

으로 고려하는 독서법을 일컫는 것이고,발산 상호텍스트성은 독자가 스스로 구성

하는 상호텍스트 연 망이 독자의 텍스트 이해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리킨

다.25)본 연구에서의 수렴 상호연 성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서로 다른 작

23)구체 인 논의는 미국의 일 학 로 표되는 폴 드 만,힐리스 러,제 리 하트만 등의 주

장을 참조할 수 있다.윤호병,앞의 책,1992,37-38쪽.

24)김 신,「창의 사고력과 문학교육」,한국문학교육학회 편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태학사,20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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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창작한 한· 시 텍스트를 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다른 텍스트를 참

조하여 그것의 연 성을 고려하는 독서라는 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독자는

한 이해 과정에서 스스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독자가 한

국어 시의 이해에 기 하여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이다.

국어교육 분야에서 인유와 패러디기법을 활용한 시와 화답시 등을 문학 교육에 활

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렴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한 표 인 경우이다. 한 텍스트

내의 부재 정보를 찾기 해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참조하거나 다양한 비평 자료

를 활용하여 그 기원을 밝히는 근도 이에 해당한다.반면, 향 계가 없는 상호

연 성에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주제,제재,표 기법,구조 등이 유사한 다른 작가

의 작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게 하는 경우이다.이는 작품 간의 유사성과 차이

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해 다른 텍스트

와 계를 형성하는 상호텍스트성이 작용한 경우로 학습자들의 시 체험을 확장시

키기 한 목표로 이루어진다.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작가,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

서 창작된 시를 상 텍스트로 다루었지만 텍스트 간에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의 본

질은 같다.

학습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에는 기존의 문화 텍스트의 경험이 개입하게 되는데

독자는 이해 없이는 새로운 텍스트의 이해에 근할 수 없을 것이다.해석학에서

는 상황성,이해의 역사성, 이해 등은 모두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한 독자의 기

본 조건임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이러한 기본 조건들이 이해에 향을 미치고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텍스트 수용 주체로서의 독자는 상황성을 지니고 있는데 상황성

이란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오히려 해석의 기본 조건이다.즉 해석자

에게 ‘이미 주어진’어떤 것이 없다면 해석은 불가능하며,이해의 원천으로서 상황

(situation)에 한 악은 해석자의 재,그 재를 구성하고 있는 배경과 통,그

리고 향에 한 성찰을 뜻한다.26) 한 이해는 본질 으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데 가다머는 이해의 역사성을 다루면서 선입견을 이해 작용으로 련짓기 때문에 역

사를 이해하는 방해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 의미로 받아들인다.우리의 이해방

식은 철 하게 과거,즉 향사27)에 의해 제약된다.

25)류수열,「<사미인곡>의 콘텍스트와 상호텍스트 읽기」,『독서연구』21,한국독서학회,

2009,85-86쪽.

26)D.C.Hoy,앞의 책,1988,73쪽.

27)작품의 작가나 독자는 같이 그 시 의 역사 제약 속에 놓여 있다.즉 모두가 향사라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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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 향사의 향으로 인해 독자는 이해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한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면서 새로운 상호연 성을 형성

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연 계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나아가 문

화 반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주체와 환경이 만나고,주체가 세계와 문화 상황과

맞부딪치는 공간이 바로 콘텍스트(맥락)라고 할 수 있다.다양한 경험들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콘텍스트이다.독자가 형성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콘텍스트로 읽 지는

텍스트에 한 해석과 가치 단을 할 수 있다.그리하여 하나의 텍스트와 독자 스

키마와의 첫 번째 만남,그리고 독자들의 스키마들이 서로 비교되고 상된 결과를

텍스트에 투 하는 두 번째 만남 그것이 모두 콘텍스트라 할 수 있다.28) 한 독자

가 이해 과정에서 발산 으로 환기한 상호텍스트는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는 환기한 상호텍스트와의 계 속에

서 다시 읽힐 수 있으며 무한히 확 될 수 있다.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은 독자의 의미 구성을 역동 이고 입체 이며 복합 으로 만들어 다. 한 학

습자의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 인 독서를 이끌어낸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② 유사성과 차이성

상호텍스트는 텍스트 사이의 인용,표 ,복사,모방,혼성모방,패러디,의견일치,

의미 첩,혼합 의견강화,목소리의 배합과 첩 등 공시 이고 통시 인 다양한

향과 수용 계를 비롯하여 거 한 텍스트들의 우주에서 의미론 상 계를 내포

한다.29)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 의 형태로 명시 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상호텍스트와 원텍스트 간의 동일성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서로 다른 작가가 창작한 한· 시

텍스트의 상호연 성을 다루었는데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을 성립시키는 기제는

용에 의존해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 의 작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작품의 자나 이해자가 모두 어떤 역사 인 향에서 을 쓰고 을 이해하기 때문에,지 우

리가 가진 역사 인 지평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의 역사 지평과 우리의 지평이 어우

러져 작품을 이해한다.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순수하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게 하는 것

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양해림,『 해석학 강의』,집문당,2007,119쪽.

28)박정진·이형래,「읽기 교육에서 콘텍스트:의미와 작용」,『독서연구』21,한국독서학회,2009,

16-21쪽 참조.

29)T.Todorov,MikhailBakhtine,최 무 역,『문학 사회학과 화이론』,까치,1987,1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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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인식하는 두 편의 시의 동일성 는 유사성이다.텍스트 간에

상호연 성이 성립될 때 텍스트 내의 요소들, 컨 시 소재,표 기법,구조 등

은 완 히 동일할 수 있지만 의미는 독자의 해석을 통해 최종 으로 확립되므로 동

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 독자가 발산 으로 상호연 성을 형성할 때에는 의미 내용30)의 유사성에 따라

환기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유사성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유사성

은 동일성에 비해 조 느슨한 개념이지만 동일성의 범주에서 뻗어져 나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존재가 존재하기 해서는 변별화되어야 하며,그 존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개념

이 있어야 한다.헤겔(Hegel)은 어떤 사물의 존재나 동일성을 알려면 그것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그것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들과 변별하고,존재는 우리가

그것에 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통해 매개된다.우리는 오직 차이를 통해서만 한

사물이 무엇인지,혹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차이는 존재

들 간의 부차 이거나 무차별 이거나 단순히 외부 인 계라기보다는,존재를 가

능하게 해주는 것이다.31)즉,텍스트의 개별성과 존재성을 결정해 주는 것은 차이라

고 할 수 있다.패러디 시라 하더라도 단순 반복이 되지 않기 해서는 새로운 특성

을 지녀야 하며 이것이 작가에게 개성을 부여한다.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과 김춘수의 <꽃>을 함께 읽는다고 할 때,그들 간의 동일성은

모방과 복제에만 그칠 뿐이고 그들 간의 차이야말로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획

득하게 한다. 한 이러한 차이성은 인식론 인 차원에서 독자에게 지 인 자극을

주면서 더 풍부한 의미 구성을 이끌어낸다.

들뢰즈(Deleuze)는 개념으로 드러날 수 없는 그 자체의 차이를 개념 으로 드러나

는 차이와 달리 ‘차이 자체’라고 표 했다.‘차이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아무리 같은 원을 그려도 각각의 원이 다르듯이,어떤

원은 원 일반이나 원의 개념에 완 히 부합하는 원이 아니라 다른 원과 구별되는 원

일뿐이다.이 듯 들뢰즈는 세상이 모든 존재를 다른 것과 인 차이 혹은 ‘차이

30)김도남은 해석학이나 문학에서는 ‘내용’과 ‘의미’가 립된다는 으로부터,텍스트의 내용은

‘뜻’이라는 용어의 의미로 사용하고 ‘의미’는 속뜻이라는 용어의 의미로 사용하 다.‘뜻’은 텍스

트를 이루고 있는 기호에 의하여 축어 ,사실 으로 인식되는 것을 가리키고,속뜻은 뜻을 통

하여 드러나는 생각이나 주장,신념, 념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 다.김도남,앞의 책,

2005,19쪽.

31)C.Colebrook,UnderstandingDeleuze,한정헌 옮김,『들뢰즈 이해하기』,그린비,200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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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지니면서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체로 보았다.32)

차이성은 근본 으로 기호 자체가 지닌 성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기호 자체는

본래부터 간텍스트 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텍스트들이 재의 텍스트들,즉

그들의 기표 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떠한 텍스트도 그 자체로 완 히 자기 존

이거나 독립 이거나 자족 이지 않다.하나의 장벽이 기표를 기의로부터 갈라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텍스트는 텍스트를 스스로부터 분열시킨다.기표와 기의들 간의

틈,텍스트와 간텍스트 간의 틈은 지배 인 차이들의 놀이가 이루는 무수한 틈새를

벌려놓는다.33) 데리다는 차이라는 말 신에 ‘차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차연

(différance;다르다와 연기하다를 동시에 의미하는 동사 différer)은 그가 ‘간격 두기

(spacing)’라고 부르기도 하는,어떠한 기호도 자기 폐쇄 인 동일성을 갖지 못하게

함을 가리키는 신조어다.차연은 군가 특정한 용어에 귀속시키고 싶어할 수도 있

는 동일성에 한 해결되지 않은 지연이다.34)이에 데리다는 해체 독서를 제안하

고 작가에 의해 의식되지 않는 창조 독서를 주장하 다.그러나 본 연구의 교육

상은 외국인 학습자라는 에서 창조 독서보다는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정확

한 해석을 목표로 하고자 하며,학습자 심의 주체 인 의미 구성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해 과정에서 텍스트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술 작품으로서의 한· 시 텍

스트의 독특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탐구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술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다.그것은 끝없는 속

편이나 모사나 흉내의 생산이 아니다.들뢰즈는 모든 술이 본질 인 독특성들을

불러내는 역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그 본질은 동일한 어떤 것의 반복에 의해서

반복되거나 정되는 것이 아니다.반복하는 것은 매 사건이 계속해야 다른 방식으

로 스스로를 정하는 역능이기 때문이다. 술은 결정 으로 차이와 반복에 결부되

어 있다.35) 술 작품의 이러한 차이와 반복의 긴장 계를 인식하면서 독자는 작가

의 상상력을 역추 하게 되고,두 작품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미 가치를

32)박 욱,『데리다&들뢰즈,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김 사,2009,72-74쪽.

33)V.B.Leitch,Deconstructivecriticism:anadvancedintroduction,권택 옮김,『해체비평

이란 무엇인가』,문 출 사,1993,140쪽.

34)P.Deutscher,HowtoreadDerrida,변성찬 옮김,『How ToRead데리다』,웅진지식하우

스,2007,64쪽.

35)C.Colebrook,앞의 책,200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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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게 된다.

2)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성격

시 이해 과정을 기호론 의사소통 과정으로 볼 때,교육의 장(field)내에서 이루

어지는 시 이해 교육은 이러한 기호론 의사소통을 재해 주는 복합 인 의사소통

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다시 말하면,교육 상황 맥락 내에서의 이해 과정에는 ‘필

자-텍스트-독자’의 의사소통과 ‘교사-텍스트-학습자-동료 학습자’의 의사소통이 포

함되며 이러한 복합 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 텍스트의 의미가 조정,심화,확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텍스트 간의 맥락

에 주목한다.이해 교육에서 주어지는 국어 텍스트는 의도 으로 한· 시 텍스트

간의 맥락을 형성시켜 주고,두 텍스트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심으로 한국어 시

의 이해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텍스트 이해 차에 하여 하르트만(Hartman)은 텍스트 내(within)에서의 읽기,

텍스트 사이(between)에서 읽기,텍스트를 넘어(beyond)읽기 방식을 제시한다.텍스

트 내에서의 읽기는 텍스트 내부 요소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 으로 악

하는 것을 의미하고,텍스트 사이에서 읽기는 텍스트 간에 련을 지어 내용과 의미

를 악하며,텍스트 넘어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텍스트 외부 인 것과 연

결시키는 것이다36).하지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부족한 언어지식으로 인해 텍

스트 내에서의 읽기가 원만하지 않고,목표 사회문화에 한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 외에서의 읽기 역시 쉽지가 않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사

이에서 읽기에 주목하 고,상호연 성을 지닌 학습자들의 모국어 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 간 읽기를 통해서 텍스트 내에서의 읽기와 텍스트 외에서의 읽기를 통합 으

로 보완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 인 시 이해를 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해 과정에서 한국어 시 텍스트와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모국어 시 텍스트를 의도 으로 도입하여 학습자로 하여 그 상호연

성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시의 이해를 돕고자 하 다.이때 국어 시 텍스트

는 ‘보조 텍스트’와 ‘참조 텍스트(referencetext)’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에 일정한 ‘비계’37)와 ‘거’를 제공하게 된다.이해 과정에서 어려움이

36)김도남,앞의 책,2005,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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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발견하는 것은 한국어 시의 이해를 진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한 한국어 시 텍스트가 국어 시 텍스트와 연 성을 찾을 수 없다

고 할 때,학습자들은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되고 다시 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에 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연 성

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의미 조정은 텍스트의 다양한

층 에서 발생하게 되며,해석학 순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비계로서의 국어 시 텍스트의 활용은 구성주의 에서 학습자로 하여 수동

지식의 습득자에서 벗어나 극 이고 자율 인 지식의 형성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한 것이며,구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 성격의 과제를 부여함으

로써 학습자로 하여 자율학습(self-regulatedlearning)할 수 있는 인지 기술과

능력을 키워주기 한 것이다.38)학습자의 자국어 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외국

인 학습자로서의 독자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문화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것,겪었던 것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 인식론

인 주체 심의 을 강조하는 근법이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학습자 심의 발견 탐구39)학습

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발견․탐구 학습의 기본 취지는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최종 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그 최종형태를 학습자가 스스로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다.발견과 탐구라는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정의되는 것은

아니며,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시한다는 에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즉 탐구나 발견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37)비계(scaffoding)란 우드(D.Wood)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어린 아이,

는 심자가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과제, 는

목표를 해결,수행 는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의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D,J.Wood,J.S.Bruner& G.Ross,“Theroleoftutoringinproblem-soving”,Journalof

ChildpsychologyandPsychiatry17-2,BlackwellPublishingLtd,1976,p.90.

38)구성주의 학습원칙으로는 학습자의 학습에 한 주인의식,자아성찰 실천, 동학습 환경의

활용,조언자와 동료 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구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 성격의 과

제 등을 들 수 있다.강인애,『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1997,20-25쪽.

39)듀이는 ‘사고 방법’을 보다 과학 으로 체계화하여 사고나 사색이라는 정 표 을 ‘탐구’라고

하는 동 표 으로 바꾸었다.그에 의하면 탐구란 하나의 불명료한 상황을 명료하게 통일된

상황에로 지도 통제하는 변형 작용이다.탐구의 동의어로는 사고,반성 사고,과학,과학

방법,반성 방법,반성 는 창조 지성 등이 있다.변 계,『교수학습 이론의 이해』,학

지사,2005,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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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얻는 과정,방법 혹은 활동으로 표 되며,흔히 문제 해결,반성 사고의 과

정을 포함한다.40)

발견학습(discoverylearning) 는 발견 교수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조

장하는 데 목 이 있다. 루 (Bruner)는 “축소와 확장(reduction-expansioncycle)”의

원리로 교수자가 자신의 사고,언어,표 등은 차 여나가고,학습자는 자신의

사고,언어,표 을 계속 증 시켜 나가는 수업의 이행을 바람직하게 생각하 다41).

발견 학습의 극 화를 하여 루 는 세 가지 교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첫째

는 학습자가 기꺼이 배울 수 있는 경험과 사회 맥락(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둘째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도록 지식을 구조화하는 일이며,셋

째는 학습자가 주어진 정보 이상의 것을 채워넣어 스스로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도

록 탐색을 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42)본 연구에서는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한· 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잘 포착

하고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경험 심리학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다른 성질과 조시키거나 그것과 유사한 을

발견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했다.상호연 이라는 용어를 일상 인 것보

다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조와 일치에 의해서 사물은 상호연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43)본 연구에서는 상호연 성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면서 교

육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두 텍스트를 ‘비교’44)하면서 이해하

라는 과제를 주었는데 ‘비교’는 공통 과 차이 을 찾는 인식론 인 기본 행 로서

한국어 시에 한 이해를 심화하기 한 이해 교육 방법이자 교육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비교란 동일성을 악한 기 에서 차이성을 악하는 것이므로 차이성을

제 로 악하 다는 것은 한국어 시 텍스트를 잘 이해하 다는 것을 설명해 다.

40)번 계,앞의 책,2005,359쪽.

41)이성호,『교수방법의 탐구』,량서원,1993,119쪽.

42)변 계,앞의 책,2005,204-205쪽.

43)C.S.Peirce,H.James엮음,Peirceonsigns,김동식·이유선 옮김,『퍼스의 기호학』,나남,

2008,62쪽.

44)비교란 사 의미에서 ‘두 개 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 과 차이 ,

일반 법칙 따 를 고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슈타이 는 비교문학을 성립하게 하는 이른

바 ‘비교’의 지 행 는 인문학 반의 사유 행 로 확장되어야 하며,비교문학을 인문학이나

문학 연구의 하 범주가 아닌 그 기본 인 틀로 간주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 박성창,『비

교문학의 도 』,민음사,200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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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두 텍스트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를 매우 다각 으

로,다양한 층 에서 분석하게 된다.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만을 읽었을 때에는 도달

하기 힘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분야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연구는 학습자가 스스로 형성

하는 발산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거나 내면화 단계에서 상호텍스트를 도입하여 학

습자들의 시 체험의 확 에 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국어교육분야와

달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상호텍스트의 활용이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을

돕는 단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 텍스트는

교사에 의해 주어지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비교’라는 구체 인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 독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해 이해를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어 시 텍

스트는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를 돕는 ‘비계’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미 구성의 지연

을 해소할 수 있으며,‘거’로 작용하여 잘못된 이해를 조정해 수 있다.만약 한

국어 시 텍스트에 한 기본 인 이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국어 시 텍스트는

주로 ‘거’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시 이해 과정에서 비계로서의 의미 구성의 진 양상과 거로서의 조정 양상

은 동시다발 으로 일어나게 된다.이는 의미 구성이 조정을 거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가 진되고, 한 학습자의 이해가 진됨으로써 의미 구성이 조정을 일으키게

됨을 의미한다.이 과정은 시를 유기 인 체로 악하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주입식 교

수법의 한계를 이고 학습자들의 문학 체험을 심화하고 확 하며,학습자 심의

능동 인 의미 실 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상호연 성 기

반의 시 이해 교육은 단순히 두 텍스트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성을 찾아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맥락

에서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그 궁극 인 목표가 있다.다시 말하면,학습

자는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발산 으로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

나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기본 인 의미 악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의미의 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간의 수렴 상호연 성은 독자가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기 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성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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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한국어 시 텍스트를 잘 이해했을 때에는 다른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면

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두

텍스트의 상호연 성을 발견하는 데서 벗어나 독자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성화하

면서 발산 으로 새로운 상호연 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극 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3)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구조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과정은 한· 시 텍스트 간 수렴 상호연

성을 탐구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독자가 주체 으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

하는 과정으로 차 확 된다고 할 수 있다.이때,상호연 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는데 텍스트 간 수렴 상호연 성과 독자 심의 발산 상호연 성이

다.

텍스트 간 수렴 상호연 성을 악하는 것은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을 확인하

는 과정으로 텍스트 간의 계에 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이는 텍스트 간에

형성되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박건용은 텍스트 분석에의 상호텍

스트성 이론의 실제 용을 다음의 네 단계로 설명한바 있다.ⓛ 텍스트에 존재하

는 직간 인 상호텍스트의 요소인 상호텍스트 동 소 분석을 통한 상호텍스트

인 계의 확인,② 두 텍스트를 연결시켜 주는 공유하는 요소인 상호텍스트 인 항

수의 추출,③ 이러한 제 계기들을 고려한 동 소와 텍스트의 분석,④ 이 항수를 축

으로 하는 두 텍스트의 긴장 계의 이해45)이다.이 논의는 텍스트 분석을 한 것

으로 이해 교육을 목표로 한 본고의 근과는 다르지만,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

계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참조의 기 을 제공해 다.동 소 분석을 통해 상호텍

스트 계를 확인하고 항수46)를 추출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상호텍스트 간의 긴

장 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텍스트 계를 확인하는 차라고 할 수 있다.그러

나 이러한 단계는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주체 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발산 인 상호

45)박건용,「드로스테-휠스호 의 <유 인의 도밤나무>에 나타난 “신Schehe”의 의미의 상호

텍스트성 이론에 따른 분석」,『독어교육』21,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2001,350쪽.

46)항수란 신화 인 원형을 가리키는 용어로,바르트는 신화란 <하나의 이야기>혹은 <하나의

특수한 언술>이라고 하 고 함축체계의 체제라고 정의한다.함축의미는 기호를 통해서 그것이

표상하는 실을 설명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된다.김경용,『기호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2007,167-168쪽.



-39-

텍스트는 고려하지 않은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다.

상호연 성을 지닌 두 편의 시는 독자의 이해 과정에서 유사성의 맥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독자로 하여 두 편의 시가 상호연 성을 지녔음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표지는 동 소라고 할 수 있다.이해 과정에서 독자는 이러한 상호연 동

소를 발견하고 의미 구성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두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을

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시가 지닌 근본 인 상

이함은 차이성의 맥락을 심으로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형성하게 된다.이 긴장

계에 한 탐구는 텍스트의 개별성과 특성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한 이해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

할 수 있는데,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면,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의 구조는 ‘상호연 동 소

발견’,‘텍스트 간 긴장 계 탐구’,‘상호텍스트의 발산 환기’로 도출할 수 있다.

⑴ 상호연 동 소 발견

동 소(Isotopie)라는 용어는 원래 그 마스가 ‘의미론 으로 연쇄되게 하는 원리’

로 도입한 개념이지만, 재는 한편의 텍스트가 아닌 여러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반

복되는 요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 되어 쓰이고 있다.박건용은 한 텍스트에서

쓰인 그 마스의 동 소 개념을 여러 텍스트에 용하여,한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

른 상호텍스트의 요소를 ‘상호텍스트 인 동 소’라 규정하 다.47)본고에서의 상호

연 성 개념은 이해의 주체로서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에코(Eco)에

따르면,동 소가 화제,주제일 경우 독자의 주도권에 의존하는 가설이라고 했다48).

본고에서도 이러한 에서 두 편의 시의 상호연 동 소를 보고자하며,화제

는 주제와 같이 완벽하게 동의 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독자에 의해 동의 이라

고 인식되면 동 소라고 보고자 한다.본고에서는 독자에 의해 동의 이라고 인식되

면서 한· 두 편의 시를 연 시켜 수 있는 요소를 상호연 동 소라고 규정하

고자 한다.

독자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일차 으로 시가 체 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47)박건용,「상호텍스트성 이론에 따른 텍스트 분석의 한 유형- 리쉬의 <비더만과 방화범들>의

경우」,『독어교육』22,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2001,387쪽.

48)U.Eco,Lectorinfebula,김운찬 역,『소설 속의 독자』,열린책들,2009,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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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려고 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한국어 시 텍스트와 상호

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 과정에 도입했을 때에는 독자가

두 편의 시의 동 소를 발견하고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연 짓는 것만

으로 상호연 계는 실 될 수 있다.하지만 기호는 후속 사고 행 에 의해

해석됨으로써 그 의미를 획득한다.퍼스는 모든 사고가 후속 사고,즉 해석항에 의

해 해석되기 까지는 의미를 갖지 않는 기호라고 생각한다.모든 사고의 의미는 사

고를 상을 규정하는 기호로서 해석하는 삼 계에 의해서 확립된다.49)다시

말하면,두 편의 시에서 동 소를 인식하는 사고 행 는 해석항을 필요로 하는데 해

석항은 퍼스(Peirce)의 용어로 텍스트의 표면 기호가 야기하는 념을 뜻한다.리

테르는 시에 의해 확립되고,소 독서에 의해 지각되는 어떤 등가물도 해석항

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50)

리 테르에 의하면,독자의 텍스트 악은 두 단계의 읽기에서 일어난다.첫 번째

의 발견 읽기에서 독자는 모방 혹은 지시 으로 의미를 악한다.이 단계에서

독자는 비문법성을 발견하게 된다.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제2단계의 소 읽기를

필요로 하며,그것에 의해 해결되어진다.이 두 번째 단계의 읽기를 리 테르는 진정

한 해석학 차원이라고 부른다.51)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메시스 으로 의미를 악하는 발견 읽기가 쉽지 않거나 오류

를 범하기 쉽다.따라서 의미 구성이 매우 불확정 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 한 소

읽기에서는 독자는 문맥상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하자마자 그것이 단

어의 축어 인 의미에서 뜻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계에 통합됨으로써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체계를 찾아냄으로써 비문법성을 극복해나가면서 의

미를 구성해야 한다.하지만 외국인 독자는 발견 독서 차원에서부터 의미 구성이

불확정성 상태에 처하게 쉽기 때문에 비문법성을 해결하기 한 한 체계를 찾아

내기 쉽지 않으므로 과도하게 자신의 배경 지식을 용하거나 부분 인 의미 해석에

집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그 결과 독자의 이해는 필자가 달하려는 의도

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49)C.S.Peirce,H.James엮음,김동식·이유선 옮김,앞의 책,2008,26-27쪽.

50)M.Riffaterre,Semioticsofpoetry,유재천 옮김,『시의 기호학』,민음사,1989,139쪽.

51)발견 읽기에서 필요한 것은 언어 능력과 문학 능력인데 이를 통해 독자는 비문법성을 지각

하면서 비문법성과 마주칠 때마다 거슬러 올라가 해석해서 내려오는 방법을 통해 비문법성 사

이의 등가를 발견하고 통일된 하나의 의미단 로서 텍스트 의미를 악하게 된다.이러한 과

정 자체는 독서를 매우 순환 인 과정으로 만든다. 의 책,302-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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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 이해 과정에서의 불확정 인 의미는 텍스트 간의 연 을 형성하는 가운

데서 실 될 수 있다.이해 과정에서 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어떻게 연 을 맺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본고에서 선정한 한· 시는 시 정감,사상 는 시

발상 등에서의 유사성으로 인해 텍스트 내 맥락에서 어휘소나 구 등 표 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한 텍스트 외 맥락에서 시 배경,작가 배경

등 외 정보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이러한 상호연 동 소에 한 악은 이해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의미 구성의 지연을 해소해 주고 잘못된 이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독자는 동 소를 토 로 해석항을 형성하고 한국어 시 텍스

트의 이해 과정에 활용하게 된다.특히 두 편의 시의 주제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

는 것은 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

리 테르가 언 한 ‘비문법성’은 상호텍스트를 참조하여 그 수수께끼를 풀기 한

동기라는 측면에서 작용하게 되지만,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텍스트에 한 이해가

총체 으로 모호한 상태에 처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비문법성인지도 악하기

어렵다.그러나 이해 과정에 주어진 모국어 시 텍스트는 ‘비계’로서 의미 구성의 방

향을 제공하고 주제 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참조 텍스트로 작용하여 시

이해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불완 하게 이해하 던 시 의미를 실 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수 있다.

두 편의 시의 상호연 동 소를 발견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텍스트 내 ·외

의미실 에 어려움이 있을 때,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국

어 시 텍스트는 ‘참조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

에 일정한 거를 제공하게 된다. 한 주제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 국어

시 텍스트는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어 시 텍스트의 외 정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에 도움을 주게 된

다.

⑵ 텍스트 간 긴장 계 탐구

두 편의 시의 의미를 상호연 시켜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반복 인 수정

과 추론을 거쳐 한국어 시의 의미를 소 으로 구성하게 된다.리 테르는 소

읽기를 완성하고 나면,독자는 텍스트를 특징짓는 자질들의 형성을 깨닫게 되거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조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52)두 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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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연 동 소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에 한 체

인 의미 구조를 구축하게 되고 텍스트를 특징짓는 자질들에 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두 텍스트가 지닌 차이성은 두 편의 시의 근본 인 상이함에서 생기는 긴장 계

를 형성하게 되는데 차이성을 인식하는 것은 비교라는 인식론 인 행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의 정체나 특질은 다른 것과 비교 는 조될 때 구체화된다.따라서

악된 상의 세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풍부하게 하기 하여 많은 것과 비교해 보

는 활동은 왕성한 사고 활동을 발하게 된다.비교의 방법은 상의 특질을 인식하

는 문제 해결 사고로 발 한다.비교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한 작품의 특성과

그 상상력의 특수성을 간 할 수 있다.53)차이성은 한· 시 텍스트의 특수성을 결

정하게 되는데,두 텍스트의 차이성을 제 로 악하 다는 것은 두 편의 시를 비교

잘 이해하 다는 것을 설명해 다.

“긴장성 개념은 엄 한 의미에서의 발화 작용의 동태를 월해서 인식론 상상

물의 구좌로 넘어갈 수 있다”,“긴장성이란 인간 세계에 있어서,이 내부 공간의

근본 속성의 하나일 뿐이다.”54)이러한 긴장성에 한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긴

장 계는 담화 속에서,인간의 인식론 차원에서,상상의 차원에서 의미 작용의 다

양한 지평들 속에 존재함을 말해 다.김 민에 따르면,컨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생긴 긴장의 형태는 텍스트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텍스트

속으로 컨텍스트가 침윤해 들어오고,넓어지고 깊어진 텍스트는 스스로의 신진 사

와 배설 작용을 통해서 역으로 컨텍스트를 풍성하게 만드는 피드백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긴장의 조율에 다름 아니다.삶은 긴장의 조율,혹은 달리 표 하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상호 견제와 공조 작용이기 때문이다.55)이처럼 긴장

계가 모든 삶의 지평 속에 존재한다고 할 때,이해라는 역동 의미 구성 과정에서

상호연 성을 지닌 두 편의 시는 인식론 긴장 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독자의 의미 구성을 더욱 역동 으로 만들어 다.

52)M.Riffaterre,앞의 책,1989,19쪽.

53)김 행 외,『문학교육원론』,서울 학교 출 부,2000,434-435쪽.

54)A.J.Greimas& J.Fontanille,Sémiotiquedespassions,Paris:seuil,1991,p.17.(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 마스의 기호학 일반 의미론의 연구』,고려 학교 출 부,2003,

382쪽에서 재인용.)

55)김 민,『컨텍스트로 패턴으로』,문학과 지성사,1996,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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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악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내용과 형식 등 측면에서 자

세하게 비교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56)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

하는데 이는 필연 으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를 심화하게 해 다.시 이해 과정

에서 독자는 시어의 의미,시어와 시어의 계,시행의 배열,여러 가지 시 형상화

장치를 악하면서 체 의미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독자는 시를 이해하기 해서

시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여기서 ‘무엇’은 시의

내용(what)이고,‘어떻게’는 시의 형식(how),즉 표 방법이다.57)시는 그 자체 내에

고유한 내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텍스트성은 텍스트의 형식 측면에서 통사 문

법 으로 서로 하게 얽 있다는 ‘결속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속성’으로 나 어진다.

두 편의 시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은 두 편의 시의 의미의 차이

와 유사한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표 하 는가와 련되는 작가의 개성 상상력의

차이를 탐구하는 과정이다.본고에서는 그 과정이 두 편의 시의 변별 인 의미와 미

인 특성을 발견하여 이해를 심화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 표 의 목 은 미 효과에 있다.그 지만 시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미

기능은 언어기호 자체에 주의를 집 시킨다.따라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목

표를 지향하는 실제의 방향과는 정반 의 치에 있게 된다.58)형식주의자들은 시

언어의 특성을 ‘낯설게 하기’,‘경화’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시 언어

는 일반 으로 일상 언어를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미 인 자극을 주게 된

다.이처럼 시 언어와 일상 언어 자체는 긴장 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독자는

시 이해 과정에서 이러한 시 언어의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시인이 달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시 언어의 미 기능은 시인의 상

56)해석학에서는 내용과 의미를 구분하는데 해독을 통하여 드러난 내용과 의미로부터 잠재된 혹

은 숨겨진 의미로 나아간다.즉,이미 드러나 있는 내용을 통해 보다 심오한 의의를 밝 내는

체계이다.R.E.Palmer,Hermeneutics,이한우 옮김,『해석학이란 무엇인가』,문 출 사,

2011,300쪽.

57)그러나 사실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없다.웰 은 내용과 형식의 2분법을 지양하고 그 신

질료(materials)와 구조(structure)의 개념을 도입하 다.비심미 인 요소인 질료를 재료로 하

여 심미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조라고 본 것이다.아울러 내용과 형식은 구조로써 통일

된다는 인식을 제기하 다.구조는 내용과 형식이 미 목 을 해서 조직되어 있는 한,내용

과 형식과의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R.Wellek& A.Warren,TheoryofLiterature,

PenguinBooks,1978,pp.140-141.

58)J.Mukařovský,Onpoeticlanguage,박인기 편역,『 시의 이론』,지식산업사,199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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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과 련이 있는데 휠라이트는 상을 형식화하고 상으로부터 심리 거리를

두도록 작용하는 상상력을 ‘양식 상상력(stylisticimagination)’이라 하 다.59)

한· 시 텍스트는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 창작된 개성 인 산물로서 개별성을 지

니고 있다.개별성은 우리가 인간의 활동을 분별하고 분류하는 기반이고,이를 통해

서 술 행 에 의해 인간의 활동에 형식을 부여할 수 있다. 술 작품은 그 주제나

거리뿐만 아니라,더 요하게는 그 작품이 형성되어 온 독특하고 가장 개성 있는

방식으로 술가의 개성을 드러낸다.60)독자는 두 텍스트 간의 차이를 탐구하는 과

정을 통하여 두 텍스트를 다각 으로,다양한 층 에서 분석하게 된다.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만을 읽었을 때에는 도달하기 힘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상호텍스트의 발산 환기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은 텍스트 차원의 략이지만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 구

성은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역사 ·문화 주체로서의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의해 최종 으로 완성된다.

발산 상호연 성은 독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호텍스트성을 의미한다.독자가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는 과정에는 독자의 일상 ․문화 ․문학 경험과

체험이 작용하게 된다.이때 이해 과정에 필연 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독자의 배

경 지식과 경험61) 체험 등인데 이는 독자가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능동

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기억을 매개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환기하고 활성화한다.사 에서 말하

는 기억이란 ‘이 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무엇을 기억해 내다’라는 말은 인지 과학이나 뇌과학 측면에서의

59)P.Wheelwright,TheBurningFountain,IndianaUniversityPress,1959,p.78.

60)박상진,『에코 기호학 비 』,열린책들,2003,83-87쪽.

61) 어 ‘(experience)’는 독일어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하나는 ‘경험(Erfahrung)’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최근에 문 으로 사용되는 ‘체험(Erlebnis)’이다. 자는 우리 삶에서 자신의 ‘경

험’을 지칭할 때처럼 경험 일반을 말한다.딜타이는 보다 특수하고 제한된 용어인 ‘체험’이란

말을 사용했다.경험은 좀 더 일반 인 뉘앙스를 갖는 데 반해 체험은 삶과 련된 개별 인

는 개성 인 경험에 한정해서 사용한다.삶의 본질과 련해서 겪게 되는 아주 독특하고 고

유한 경험이 체험이 되는 것이다.W.Dilthey,(Der)AufbaudergeschichtlichenWeltinden

Geisteswissenschaften,이한우 옮김,『체험·표 ·이해』,책세상,2002,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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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의 기억과는 다른 것이다.그러니까 무엇을 회상하는 기억 활동은 보

존하거나 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 이고 창조 성격을 지닌 구성작업을 말한다.

기억의 활성화는 앞서 있었던 체험이 다른 체험과 결속되면서 만들어진 체계화된 인

지 구조를 거쳐 일어난다.62)라흐만(Lachmann)은 문학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를 기

억하게 하는 ‘인 기억’으로 이해하면서 ‘상호텍스트성’개념을 문화 콘텍스트

속에 놓인 기억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주목받았다.라흐만은 “문학은 기억의 주문이

고 기억은 문학의 원천”63)이라고 하면서 문학과 기억의 계에 주목한다.

독자가 환기하는 상호텍스트는 독자의 문화 인 맥락과 긴 하게 연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피조물인 독자의 지식과 경험은 문화론 맥락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

기 때문이다.해석학이 출발하는 인간 주체는 지(知)·정(情)·의(意)의 인 인 존재

이며 역사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다.역사와 사회 안에서

문화를 창조하며,다시 문화에 의해서 창조되는 문화의 창조자이며, 한 문화의 피

조물인 인간이다.64)무언가를 이해하려면 해석자가 구체 인 사회 ·역사 ·문화

상황 안에 이미 놓여있다는 것을 제로 해야 한다.독자는 특정의 사회 구성체에

거주하며 복합 인 문화 체계를 흡수한 특정 치의 사회 주체이며,그에게 ‘텍스

트’는 그가 거래하는 다양한 문화체계 내의 일부일 뿐이다.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치에서 삶을 실천하고 경험을 형성하면서 그 집단 특유의 심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65).문학 독서의 본질은 자신의 문화 자원의 토 에서 텍스트를 재구성하

는 실천으로 규정할 수 있다.66)이처럼 이해의 주체로서 독자는 문화 맥락과 불가분

의 계라고 할 수 있다.텍스트는 ‘지 여기에서’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요하므로 독자는 자기 자신의 문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얀 아스만(JanAssmann)은 사회 문화 특징을 갖는 집단기억을 ‘문화 기억’

이라 칭한다.문화 기억은 ‘확정 객 화’와 ‘상징 코드화’를 거친 ‘완 한 과거’

로서의 기억이다.얀 아스만은 네 가지 차원의 기억을 제시하고 있는데,그것은 ‘모

62)변학수,『문학 기억의 탄생』,열린책들,2008,21-22쪽.

63)R.Lachmann:KultursemiotischerProspekt,in:Anselm Haverkamp& RenateLachmann:

Memoria-vergessenunderinnern,München1993,S.XXVI.(이 복,「문화 기억과 상호

텍스트성,그리고 문학교육」,『독어교육』39,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2007,34쪽에서 재인용.)

64)이규호,『해석학』,연세 학교 출 부,2005,355쪽.

65)최인자,「문학 독서의 사회 문화 모델과 맥락 심 문학교육의 원리」,『문학교육학』25,

한국문학교육학회,2008,427-449쪽.

66) 의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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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기억,물건들의 기억,소통 기억,문화 기억’이다.이 ‘소통 기억’은

3-4세 략 80-100년 정도의 시 지평에서 소통이 가능한 기억이다.이와 달리 문

화 기억은 공동체나 집단의 정체성과 련된 기억으로 의미로 충만된 공간을 말한

다67). 한 라흐만은 텍스트를 문화 기억의 공간으로 이해한다.라흐만에 의하면

텍스트 그 자체는 상호텍스트 인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이 과정은 다른 텍스트의

의미규범을 흡입하고 가공하며,결코 그 텍스트에 한 일의 인 일치에 이를 수 없

는 독서행 를 요구한다.68)아스만의 ‘문화 기억’의 개념은 집단 정체성과 련

된 기억에 한정되어 있고,라흐만의 ‘문화 기억’의 개념은 더 확 된 개념으로 모

든 텍스트의 기억 공간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상으

로 했다는 에서 집단의 정체성과 련된 기억을 문화 기억으로 보고자 한다.

독자는 기억을 환기함에 있어서 연상 기제를 동원하게 되는데 유사 연상은 의미

내용이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한쪽의 출 으로 다른 쪽이 출 하는 것을 말한다.즉,

한 사물에 한 감상이 그 사물과 성격상에서나 형태상에서 비슷한 다른 사물을 떠

올리게 하는 정신 작용을 말한다.69)야콥슨(Jakobson)에 따르면 어느 언어 기호이든

두 가지 양식의 배합이 계한다고 말한다.그는 언어 행 의 근본 배열 방식으로

선택과 결합을 들고 있다.여기서 선택의 근간은 “등가성,유사성과 상이성,동의어

와 반의어”이고 결합의 근간은 “인 성”이다.선택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단어들 사

이에 연상이 만들어지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반면

결합은 각 언어 단 가 보다 복잡한 단 속에서 콘텍스트를 찾아내어 연결하는

계성을 말한다.70)학습자가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도 이러한 유사성과

인 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발산 상호연 성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다.외국인 독자는 한국

어 시 텍스트에 나타난 문화 요소를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만약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동질성이 시 텍스트에 반 되었다면,독자는 이

를 인식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 기억을 환기하게 된다.

67)이 복,앞의 ,2007,33쪽.

68)R.Lachman,KomischeinertextualiätinderrusischenModerne,Frankfurtam Main1990,

S.73.( 의 ,39쪽에서 재인용.)

69)구인환 외,『문학 교수·학습 방법론』,삼지원,1998,366쪽.

70)T.A.Sebeok,StyleinLanguage,신문수 편역,『문학 속의 언어학』,문학과 지성사,1989,

61쪽.



-47-

이는 문화 동질성에 따라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이다.

독자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는 기존의 다양한 텍스트 경험이 개입하게 되는데,이

와 련하여 하르트만은 독자가 읽었던 텍스트나 읽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상호텍

스트 으로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고 한 바 있다.71)독자는 한국어 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텍스트를 떠올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이때 요한 것은 독자가 환기한 상호텍스트와 한국어 시 텍스트 간의 유사성

이 높을수록 한국어 시를 깊게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를 들면,단지 소재가 유사한

다른 텍스트를 환기하 다면 그것은 한국어 시에 한 총체 인 이해에 기반하여 환

기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한국어 시를 잘 이해하고 환기하 을 때 주제가 유사

한 텍스트를 환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해 텍스트에 제시된 기억과 련 있는 자기 경

험을 떠올린다.그리고 독자는 자기 기억을 재형상화 한 내용을 근거로 텍스트를 해

석한다.텍스트를 이해하기 해 동원되는 경험이 기억의 재형상화 과정에서 독자가

떠올리는 경험이다.경험은 기억의 질료가 되며,기억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72)독자는 텍스트와 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는데 이는 독자의 경험과의 인 성을 매개로 텍

스트를 이해하면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이다.

2.한· 시의 선정 상호연 성 분석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을 한 제는 상호연 성을 지닌 한·

시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에서는 한· 시의 선정 원리

를 제시하고 그 상호연 성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하며,다음 장에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기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71)하르트만에 따르면,독자는 정신 으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 치시키고,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에 흡수시키고,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텍스트를 교차시켜 모자이크를 구성한다.J.A.

Hartman& D.K.Hartman,CreatingaClassroom culturethatpromoteinqure-oriented

discussion:readingandtalkingaboutmultipletext,ERICED392013,1995,p.526.(김도남,

앞의 책,2005,131쪽에서 재인용.)

72)정래필,「기억 재형상화 원리 심의 소설 읽기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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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 시의 선정

⑴ 주제 심 선정의 원리

이해 과정에서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텍스트는 매우 많지만 이를 다시 교

육에 용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할 때에는 신 하게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주제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한· 시 텍스트를 상호연

텍스트로 선정하 는데 이는 학습자 심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연 성 기

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다.해석학 순환원리에 따르면,이해 과정은 체와 부분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

다.다시 말하면,한 편의 시를 이해하기 해서는 모든 부분 체 요소들 간의

유기 인 계를 악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책을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할 때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s)는 가장

먼 주도하는 이념을 찾으라고 한다.주도하는 이념은 딱히 제목이나 목차 는

자나 편찬자의 서문을 넘어서서 그 책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이끌고 있는 골격이

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해석의 출발 으로서 주도하는 이념은 아직은 불확실한

체다.이 불확실한 체를 확실한 체,익숙하지 않은 체를 익숙한 체로 바꾸는

과정이 곧 해석 과정이며 확실한 체.익숙한 체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73)주제 면에서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모국어 시

텍스트는 한국어 시의 주도하는 이념을 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며,이를 기반으

로 학습자는 보다 쉽게 한국어 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 에서 정의된 주제(theme)는 의 심 인 내용(mainidea)이나 심 생각

는 작가가 표 하려고 하는 의도나 세계 의 반 체,작품에 반 된 심 사상을 말

한다.주제란 다양한 소재를 모티 로 하여 보편화 추상화한 작품의 심 사상이

라고 할 수 있다.시의 주제는 시인이 언어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소재(시 재료)에

동기화의 과정을 거쳐 실제 작품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주제는 시인의 자유에 의하

여 선택된 소재에 한 시인의 이해요,가치평가요,의미부여74)이다.주제는 언제나

다른 요소들의 배후에 숨어 있으면서 밖에 표 되어 있는 다른 요소들을 지배하고

73)W.Dilthey,앞의 책,2002,129쪽.

74)구인환․구창환,『문학의 원리』,법문사,197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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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게 이끌어가는 근본 인 힘이 되어 다.75)

이러한 주제 악의 과정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 시인의 생활과정

내지 개성 특질과 같은 생애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일이다. 한 생애와

련된 당 의 문학 상황,나아가 시 배경 등 문학사 내지 역사 상황을 면 히

살펴서 작품과 시 상황의 응문제도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문학사라는 맥락에서

의 문학 원천과 향의 검증,문학사 내지 비교문학 연구 한 필수 인 과정이

된다.76)이는 작품의 외 인 조건으로서 문학 연구에서 외재 근 방법인 모방론

과 표 론77)과 련이 있으며,문학 연구 방법에서 외재 비평에 속하는 역사 기

비평78)과 련이 있다.

그러나 시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매우 해서,주

제를 끌어내는 것이 다른 장르에 비해 어렵다. 한 시라는 텍스트의 장르 특성상

다의성,모호성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어

떤 시는 주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딱히 무엇이라고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시의

주제는 제목과 어조와 분 기 혹은 결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며 직 인 진술을

통해서 제시되기도 하지만,그 어느 경우라도 이러한 주제는 시의 요소들이 유기

으로 결합되고 통일됨으로써 형성되는 시 상에 한 가치의 구조 결합이며

그 해석이라는 에 유의해야 한다. 한 그 어떤 경우의 주제 악도 결코 완벽할

수 없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79)한· 시 텍스

75)박목월 외,『신고문학개론』,송원문화사,1974,126쪽.

76)김재홍,『시와 진실』,이우출 사,1984,141쪽.

77)에이 람즈는 술 작품의 체 상황을 구성하는 네 요소로 작품(work),세계(universe), 술

가(artist),청 (audience)을 설정하고,작품과 각 요소와의 계에 의해 문학을 보는 이 구

분된다고 설명하 다.이런 네 가지 요소 어디에 을 두느냐에 따라,모방론(반 론),효

용론(수용론),표 론,존재론(객 론)으로 나 어는데,모방론과 표 론은 시인의 개인 생애

와 시 삶의 계를 고려하여 시를 통해 시인의 삶과 정신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M.A.

Abrams,Themirrorandthelamp,OxfordUniversityPress,1953,p.67.

78)역사․ 기 비평은 역사 인 비평 방법과 기 비평 방법의 합성을 의미하며,흔히 ‘역사

주의 비평’이라고도 한다.역사주의 비평은 작품의 역사 배경,사회 환경,작가의 기

사실 등 작품 외 인 조건을 작품 이해에 련시켜 다루는 비평 방법이다.역사 비평들은 원

확정 작업,작가의 기 연구,작가의 평 과 향 계,시 배경,문학사의 문제,언어

의 역사성,문학 특유의 습과 통 등을 다룬다.이상섭,『문학 연구 방법』,탐구당,1985,

753쪽.

79)김재홍,앞의 책,1984,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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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출

년도
출 사 자 수록된 시

韓國現
代文學
作品選　

2005
上海交通
大學出版
社　

尹允鎭

진달래꽃,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북청 물장

수,모란이 피기까지는,향수,그 먼 나라를 알으

십니까, 야,나그네,국화 에서,서시

트의 주제가 유사성을 지닌 텍스트를 선정하기 해서는 우선 시 제재,표 등

텍스트 내 맥락에서 연 성을 지니고 있는 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텍

스트 내 맥락이 유사한 동시에 작가 배경,시 배경,문학 사조 등 텍스트 외 맥

락까지 연 성을 지닌 시를 선정한다면 학습자들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더욱 효과

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⑵ 교육 용의 원리

한· 시 텍스트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효과 으로 용되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진하고 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의 제 사항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우선,선정된 작품이 그 교육 가치를 확보하기 해서는 문학 작품의 정 성

을 고려해야 하며,교수-학습 과정에서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학습자들에게 합한지 여부 등 학습자와 련된 변인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어로서의 문학 교육에서 아직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데 한

일 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이에 본고에서는 국 한국에서 출 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시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찰하 고,정 성을 지니

고 있으면서도 국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우선 으로 선정하

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국의 한국어학과에서 근년에 주로 사용하는 문학 교

재80)들을 검토하여 시 목록을 정리하 는데,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0)이외에도 출 된 교재들이 있지만,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의 한국어학과에서는 새

로운 교재가 출 되면 낡은 교재를 자주 교체하기도 하고,일부 학에서는 특정의 한국어 교

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교사의 재량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여 가르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 다.따라서 교재 검토가 모든 국에서의 한국어 문학 교육의 황을 반 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본고에서는 북경 학, 앙민족 학,북경언어 학,북경제2외국어 학, 련민

족 학,상해외국어 학,연변 학 등 학교의 한국어과에서 근년에 사용하는 한국어교재

를 상으로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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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文

學簡史

作品

選讀

2006

大連理工

大學出 版

社　

韓衛星
불놀이,여승,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님의

침묵,향수, 혼

한국

당 문

학사

2006
민족출

사
김춘선

국화 에서,꽃,낙화,노동의 새벽,농무,님의

침묵,모란이 피기까지는,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

정동에 가야 한다,진달래꽃,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신부,윤사월,해,경부철도가,해에게서

소년에게, 은 간다,불놀이,추천사,휴 선,풀,

껍데기는 가라,화살,타는 목마름으로,새들도 세

상을 뜨는구나,성북동 비둘기,밥을 먹으며,뿌리

에게

韓國文
學作品
選讀　

2008
外語教學
研究出

版社　
金英今

진달래꽃,향수,그날이 오면,풀,귀천,타는 목마

름으로,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하늘,행복, 에게 묻

는다,흔들리며 피는 꽃,그 강에 가고 싶다

韓國現
代文學
作品選
讀

2010
北京大學
出版社

韓 梅 ·　

韓 曉　

진달래꽃,먼 후일,님의 침묵,알 수 없어요.빼

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거울,돌담에 속삭이는

햇살,모란이 피기까지는,달·포도·잎사귀,국화

에서,나그네,불국사,꽃,갈

韓國現
當代文
學經典
解讀　

2011
北京大學
出版社

金鶴哲

혼,진달래꽃,님의 침묵,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향수,모란이 피기까지는,거울,별 헤는

밤,청노루,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내 마음은,

귀 도,풀,농무,문의 마을에 가서,타는 목마름

으로,우리가 물이 되어, 시꽃 당신,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연탄 한 장,이슬

조선문
학 작
품선

2011
연변 학
출 사

리 일
진달래꽃, 혼,님의 침묵,모란이 피기까지는,

향수,산제비,청포도,서시

<표7> 국의 한국어교육 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학 교재

한 한국에서 출 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시들은 다음과 같다.81)한국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시 작품은 상 으로 었는데 한국의 한국어 교재가 통합

81)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정 연구」,『국어교육연구』10,서울 학교 국어교육연

구소,2002,39-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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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어』
(1-6)

3권(2002):엄마야 나야,옹달샘,고향의 ,꽃

4권(2002): 녁에,서시,아침 이슬,내 마음

연세 6권(2002):진달래꽃,먼 후일

『한국어 읽기』 (1-5)권:알 수 없어요.가는 길,추천사,풀,겨울 바
다

『한국어 독본』 고 (5-6):거울,해,서시,꽃,세월이 가면

6권:행복 쟁(라디오 드라마)

고려

『한국어』
(1-6):

6권(2001):산유화,국화 에서

선문

『한국어』
2(2001):진달래꽃

<표8>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시 작품

교재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은 반면, 국의 한국어 교재는 문학 작품 선집 성격으

로 출 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이상의 한국어 교재에 실린 시 작품의 검토를 통해,두 번 이상의 선정 빈도를 보

인 작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소월의 <진달래꽃(8)>,< 혼(3)>,<먼 후일(2)>,정지용의 <향수(5)>,윤동주

의 <서시(4)>,이상의 <거울(3)>,박두진의 <해(2)>,김춘수의 <꽃(4)>,서정주의

<국화 에서(4)>,한용운의 <님의 침묵(5)>,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

가(5)>,김 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5)>,박목월의 <나그네(2)>,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2)>,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3)>,김수 의 <풀(4)>,황지우

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2)>,서정주의 <추천사(2)>,주요한의 <불놀이(2)>등

19편이다.

이상의 시 작품들은 1920년 부터 일제강 기의 작품이 가장 많은데 이는 한

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이 큰 비 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편의 시만을 선정

하여 가르칠 경우에는 부분 정 가운데서도 높이 평가되는 일제강 기의 작품들

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을 해서는 상호연 성을 지닌 국어

시 작품의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국어 시 작품은 한국어 시 작품을 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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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조 텍스트의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선정의 향을 받게 된다.

국어 작품의 선정을 해 고려해야 할 요한 사항으로는 국어 시 텍스트의 난이

도와 친숙성이다.물론 정 성까지 갖추면 가장 좋겠지만 국어 시는 비교 쉬운

시가 합하며, 한 국어 시가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익숙한지,얼마나 잘 알려졌

는지가 매우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것은 만약 국어 시가 난해한 작

품이거나 학습자들에게 덜 익숙한 작품이라면 한국어 시 작품을 이해하기 해 국

어 시 작품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이는 학습자들에

게 인지 부담을 안겨 수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 시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의 어문(语文)교재 열독 교재에 수록되었거나,난해하지 않은 작품,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

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국어 시 작품의 선정 기 을 고려하면서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에 용할 작품들을 선정하 다.앞서 교

재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작품 에서 우선 배제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서정주의

<추천사>는 ‘춘향 ’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

고, 국어 시 작품과의 상호연 성보다는 ‘춘향 ’,‘춘향유문’과의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하다고 단하 다. 한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은 ‘민

주주의 만세’라는 주제가 직 시에 드러나 있으므로 주제 심의 상호연 성을 지

닌 국 시 작품의 선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단하여 배제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머지 17편의 작품을 심으로 주제 심의 원리에 근거하여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 고, 비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국어

시 작품을 선정하 다.박목월의 <나그네>와 김소월의 <먼 후일>은 짧고 간명한

시로서 주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 미묘한 느낌을 읽어내는 것이 요한

데,그다지 유사성이 높은 국어 시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에 배제되었다.그리

고 주요한의 <불놀이>는 한국의 첫 자유시이고 산문 형태로 되어있으며 내용도 특

이하기 때문에 상호연 성이 높은 국어 시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자칫 잘

못하면 잘못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단하여 배제하 다. 한 이상의 <거

울>과 상호연 성을 지닌 작품은 시 텍스트인 하이즈(海子)의《春天,十个海

子》가 선정되었으나 학습자들이 배우지 않았고 비교 난해한 시라고 단되어 배

제하 다.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어느 정도 주제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을 수 있는 국어 시 텍스트가 선정되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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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시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는

측면에서는 시와 동일하게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한국의 시에 비

해 비교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시와의 형식 인 특성의 차

이가 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시 텍스트에 한정하여 분석하 다.82)

최종 으로 분석의 상으로 삼은 8편의 한국 시 텍스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김소월의 <진달래꽃>,< 혼>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잘 보여 수 있는 작

품이고,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박두진의 <해>,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한 한용운의 <님의 침묵>,정지용의 <향수>는 인류보편 인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인 동시에 시 인 특수성도 반 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학습자들의 흥미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국어 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 학교 어문

교재83)에 수록된 작품들로는 아이칭(艾青)의《我愛這土地》, (余光中)의《

》가 있다.고등학교 어문 교재에 수록된 작품으로는 쉬즈모(徐志摩)의《再别康

橋》가 있다.원이둬(闻一多)의《死水》와 볜즈린(卞之琳)의《断章》은 열독 교재에

수록된 작품으로 학습자들이 비교 잘 알고 있는 작품이다.쑨따 (孙大雨)의《招

魂》과 궈뭐 (郭沫若)의《太陽禮贊》의 경우,비록 어문 교재에는 수록되지는 않았

지만 매우 쉬운 문체로 되어 있어 부가 인 설명이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

품이다. 한 짜시라무 둬둬(扎西拉姆··多多)의《见与不见》의 경우,최근에 선풍 인

인기를 끈 작품으로,드라마와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작품이다.

하지만 자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을 받은 수 이 달라 학습자 간의 차이도 존재

하고 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학교별로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PPT로 국어 시 작품에 한 간략한 작가 소개와 내용에

한 제시가 필요하다.

82)한국어 시와 상호연 성을 지닌 국 고 시 작품은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선정되었다.김수

의 <풀>/白居易《赋得①古原草 别》,윤동주의 <서시>/孟子《孟子三乐》,서정주의 <국화

에서>/黄檗《上 示颂》,김 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孟浩然《春晓》,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陶渊明《饮酒》이다.

83) 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민교육출 사(人民教育出版社)의 어문 교재를 기 으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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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 시의 상호연 성 분석

본고에서 선정한 한· 시 작품들은 향 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

상과 감정 사유 구조의 유사성,작가의 창작 기법과 의도의 유사성 작가 배경

시 배경 등 외 배경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본고

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주제가 유사한 텍스트들을 선정하고자 하

는데 주제는 사상이나 술 작품의 심이 되는 제재나 사상, 는 근본 인 의도

이기 때문이다.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은 작가의 시 발상과 련되는 제재

표 ,사상과 감정,작가의 창작 기교와 련되는 시 풍격,표 기법 구조,창

작 의도와 련되는 시 배경 작가 배경 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주제를 구성하는 과정에는 텍스트 내 ·외 맥락이 모두 여한다.텍스트

내 맥락은 특정 텍스트 내의 문법 ·의미 결속을 말하고,텍스트 외 맥락은

이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작품의 외 인 조건으로서 문학 연구에서 외재 근

방법인 모방론과 표 론과 련이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한· 시84)의 상호연

성이 텍스트 내 맥락에 존재하는 경우와 텍스트 내 ·외 맥락에 모두 존재하

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⑴ 상호연 성이 내 맥락에 존재하는 경우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이 시 소재,표 ,표 기법,구조 등 텍스트 내 맥

락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별의 정한:김소월 <진달래꽃>/徐志摩《再别康橋》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徐志摩)85)의《再別康橋(다시 리지와 이별하

84)구체 인 한· 시 작품은 부록 참조.

85)쉬즈모(徐志摩,1896-1931). 강성(浙江省)해녕(海寧)에서 태어났다.북경 학,컬럼비아 학,

캠 리지 학 등에서 정치경제학을 수학했지만,귀국해서는 북경 학 청화 학에서 문학을 강

의하 다.胡適　梁實秋과 함께　新月派의 심인물이며,자유주의를 제창하면서 美와 自由 사

랑을 추구하던 유미 시인으로,시집으로 猛虎集,뜬구름 등이 있다.艾青,《中國當代名詩人

選集》,허세욱 외 옮김,『 표시인선집』, 앙일보사,198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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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는 모두 이별의 정한을 표 하고 있는 시로서 이별의 상황에서 시 화자의 심

리 갈등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시 사상과 감정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 시 화

자의 정한을 표 하고 있으며 두 편의 시가 지닌 내 정감은 일맥상통하다.쉬즈모

의《再别康橋》라는 시는 1928년 쉬즈모가 세 번째로 국의 임 리지 학에 왔다

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쓴 시로,단순히 캠 리지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묘사한 시가

아니라 린후이인(林徽音)과의 사랑을 정리하면서 쓴 시로서 이별을 하는 시인의

복잡한 마음을 드러낸다.쉬즈모는 두 번씩이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사랑에 뛰어

든 시인이었다.86)그는 비록 두 번이나 결혼을 하 지만 끝까지 사랑한 여성은 린후

이인이 다.하지만 1928년 3월,린후이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 고 모든 것이 수

포로 돌아간 지 ,그는 린후이인에 한 미련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이별의 상황

을 가상 으로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을 표 하 다.

시 표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의 모순된 심리를

비슷하게 표 하 다.쉬즈모의 시에서 마지막 구 인 ‘我揮一揮衣袖，不帶走一片雲

彩(옷소매를 휘 으며,구름 한 데려가지 않으려네)’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마지막 구 인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물 흘리오리다.’는 비

슷하게 표 되고 있으며,시 화자는 모두 속과 겉이 다른 자기모순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구조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수미상 (首尾相關)의 구조로 쓰여졌다.

쉬즈모의 시에서 첫 번째 연(輕輕的我走了,正如我輕輕的来；살며시 떠나가네,살며

시 내가 왔던 것처럼)과 마지막 연(悄悄的我走了，正如我悄悄的來；살며시 떠나가네,

마치 내가 살며시 왔던 것처럼)에서는 ‘輕輕的’와 ‘悄悄的’라는 비슷한 어휘의 변용을

통해 운율을 조성하고 시 정감을 더욱 효과 으로 표 하고 있다.김소월의 시도

첫 연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와 마지막 연

86)쉬즈모는 상하이의 거부 던 장룬즈의 딸 장유이(张幼仪)와 결혼했지만,린창민의 딸 린후이인

(林徽音)에게서 운명 사랑을 느 고,이미 둘째 아이를 출산한 장유이와 1922년 3월 정식으

로 이혼했다.하지만 린후이인은 쉬즈모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

고,쉬즈모와의 인연을 사랑이 아닌 우정으로 이어가고자 했다.그 후,쉬즈모는 베이징에서 선

배의 부인이었던 륙샤오만(陆 曼)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 었는데 이

일은 지인들의 비난과 가족들의 반 는 물론 큰 사회 장을 불러일으켰다.徐志摩,《徐志

摩诗全集》,이경하 옮김,『쉬즈모 시선』,지식을 만드는 지식,2010,9-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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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물 아니 흘리오리다’의 반복으로 응

계를 이룬다.

② 새로운 시 에 한 열망:박두진 <해>/郭沫若《太陽禮贊》

박두진의 <해>와 궈뭐 (郭沫若)87)의《太陽禮贊(태양 찬)》은 모두 ‘해’라는 공통

된 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해’라는 이미지의 상징 의미가 유사하게 표 되고

있다.

시 발상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해’라는 공통된 시 소재를 다루

고 있으며,‘해’의 상징 의미 한 유사하다.두 편의 시의 시 배경은 다르지만

‘해’는 모두 그 시 의 정신을 반 하고 있으며 미래에 한 희망을 표 하기 한

소재로 선택되었다.박두진의 <해>에서 해는 그에게 있어 개인 ,시 ,민족

어둠을 함께 묶는 월의 상징이 된다.88) 한 궈뭐 의《太陽禮贊》은 5.4시기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는데,5.4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다.낡은 사상,낡은 도덕,낡

은 문화가 도 을 받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 다. 한 국 역사의

환기 다. 명과 암흑,평화와 란,행복과 고난,생존과 죽음,문명과 야만의 선

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89)이때 태양은 사람들의 명에 한 추구,미래에 한

동경,생명에 한 울부짖음을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소재 다.

표 기법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반복 강조와 같은 표 수법을 활

용하여 격정 인 시 정감을 표 하 다.박두진의 시는 형태 으로 행 구분을 하

지 않고 있다.따라서 낭독을 할 때 빈번하게 끊을 수가 없고 단락과 단락 사이의

긴 휴지를 제외하고는 지속 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박두진의 <해>는 반복의 원리

와 행구분의 배제와 4음보격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어 해방의 감격을 역동 으로 형

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90) 한 궈뭐 의 시는 모두 16개 행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87)郭沫若(1892-1978,사천성(四川省)약산(藥山)에서 태어났다.작가 시인 극작가이자 명가이

다.일본　九州의과 학에 유학,귀국후 1921년 成仿吾,鬱達夫함께 創造社를 조직하 으며,

기 낭만주의 경향에서 1926년 명문학으로 향함하 고 국과학원 원장을 역임하 다.시집

으로 女神(1921),　星空(1923)　前茅(1925)　瓶(1925),恢復(1928)등이 있다.艾青,앞의 책,1989,

34쪽.

88)김용직 외,『한국 시사연구』,일지사,1983,513쪽.

89)沈光明，「论郭沫若·艾青诗中的太阳意象」,『郭沫若學刊』第2期，1995,pp.44-53.

90)량 용,『 시교육론』,삼지원,1997,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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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행은 ‘태양아!’라고 직 호소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으며,서정 주체인

‘나’의 참여가 부각되고 있다.이 시에서는 반복법,비유법,의인법으로 이상을 추구

하는 정신을 보여주고 그 이상과 민족을 해 희생하려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③ 실 사회에 한 망과 분노: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闻一多《死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원이둬(闻一多)91)의《死水(폐수)》92)는 모두

실 사회에 한 망과 분노를 반어법과 풍자 인 수법을 통해 표 하 다.

시 감정과 사상 면에서 살펴보면,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1980

년 군사독재정권하의 폭압 실 상황에 한 비 과 망을 표 하 고,원이둬

어의 시《死水》는 부패한 구(旧） 국에 한 망과 분노를 표 하 다.

시 표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의 마지막 연은 매우 유사하게 표 되고

있다.‘不如让给丑恶来 垦，看他造出个什么世界(차라리 추악이란 놈더러 개간하라고

하여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지 두고 볼지어다)’와 황지우의 시에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주 앉는다’는 모두 시 화자의 망을 담고 있는 표 이다.이 두 구 에

는 어 할 도리가 없는 실에 한 극도의 망감이 표 되었다.

표 기법 면에서 살펴보면 두 편의 시에서는 풍자 수법과 반어법,상징 수법

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실에 한 비 의식과 망 인 인식을 드러

내기 한 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 ‘새’

는 자유를 상징하고 고통스런 군사독재정치하의 폭압 실과 비되는 이상향을

체 해주는 소재이다. 한 원이둬의《死水》에서 “썩은 물웅덩이”는 제국주의와 반

동군벌통치하의 암흑한 국의 사회 실을 상징한다.

91)원이둬(闻一多,1899-1946)는 호북성(湖北省)희수하 진(浠水下巴鎭)에서 태어났다.1922

년 미국에 유학하여 미술과 문학을 연구하 고,1925년 귀국 후에 북경 술 과 학교의

교무장으로 부임하여 신시의 창작에 몰두하 고 1928년 시집 《死水》를 출간하 다.1946

년 7월 15일 국민당 특무에게 살해되었다.류성 ,『 국 당 시가론』,푸른사상,2006,

16-18쪽.

92)이 시는 1928년에 발표되었는데,1925년 시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했을 때, 국은 반식

민지반 건 사회에 처해 있었고 제국주의의 지지를 받는 건군벌 간의 혼 이 일어나 란이

지속되고 있었다.시인의 에 비친 암흑한 사회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망 인 ‘폐수’

고,더는 돌이킬 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劉樹元，『中國現當代詩歌賞析』，

浙江大學出版社,2005,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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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시에서는 모두 냉소 인 어조가 체 되고 있다.황지우의 시에서는 새떼

들이 낄낄 면서 웃는 상황으로 자조 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며,‘삼천리 화려강

산’이란 반어 표 에는 암담하고 어두운 조국의 실에 한 냉소 인 어조가 담

겨있다.원이둬의 시에서도 시인은 더러운 자들과 결탁하고 이들을 찬송하는 무리들

에 해 “如果青蛙耐不住寂寞,又算死水叫出了歌聲。(청개구리가 심심해서 개굴거리

는 것도 썩은 물이 노래를 불 다고 칠 것이다.)”라고 풍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

다(算)’라는 동사에는 무치한 자들에 한 냉소 인 태도가 잘 함축되어 있다.

한 황지우의 시는 ‘자유-압박’,‘새-우리’를 조 인 상황으로 설정하여 형상화

하 고,원이둬도 단지 “썩은 물웅덩이”에 해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사

물,구리조각(铜的)비취(翡翠)쇠깡통(铁罐),복사꽃(桃花),기름덩이(油腻),비단(罗

绮),곰팡이(霉菌)안개(云霞)등 표면으로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사실상 미(美)와

추(丑)의 양극을 보여주고 있는 4가지 심상의 비를 통하여 흰색도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무치한 자들을 비 하 다.

⑵ 상호연 성이 내 ․외 맥락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이 텍스트 내 맥락뿐만 아니라 시 배경,작가 배경,

문학 사조,문화 등 텍스트 외 맥락에도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국권회복에 한 열망: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艾青

《我愛這土地》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와 아이칭(艾青)93)의《我愛這土地(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는 모두 애국주의 사상과 일제에 한 항의식 민족의식을 표

하 다.

시 배경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일제의 침략을 받은 시기에 창작

되었다.아이칭의《我愛這土地》는 항일 쟁이 시작된 1938년에 어졌다.일본 침

93)아이칭(艾青，1910～1996)은 강성(浙江省) 화 (金華縣)에서 태어났다.그는 원래 국립 술

원에 입학하여 그림을 그리던 화가 지망생이었다. 랑스 리로 미술 유학을 가서 서구의 새

로운 학문과 사상을 하 다.귀국한 뒤 좌익미술 활동과 항 활동에 참여하여 미술에서 시

로 방향을 바꾸어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국 민 의 아픔과 고난을 노래한 지와 태양

의 시인으로 평가받는다.박남용,『 국 시의 세계』,학고방,2012,56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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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군은 이미 국의 화북,화동,화남 지구를 령했으며,도처에서 수탈을 일삼으며

국 인민의 항의지를 약화시키려고 날뛰었다.시인은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에

처한 시기에 조국에 한 사랑과 침략자들에 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이 시에 담

아 표 하 다.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는 일제의 침략이 심화된

1926년에 발표되었다.

작가 경력 면에서,두 편의 시를 쓴 작가인 이상화와 아이칭은 모두 민족의식을

표 한 시들을 썼다는 에서 유사하다.이상화는 20년 표 인 민족시인, 항시

인이고,아이칭 역시 실주의 시인,민족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이칭 시의 동

력은 민족애와 조국애 다.그는 국의 인민을 사랑한 것이 시의 출발 이요 시의

종 이었다.그가 국좌익미술가연맹을 비롯하여 춘지미술연구소, 화 국문 계항

회,연안시회,연안문 좌담회,문련 원, 국 작가 회 등 사회,문학단체에 가

담한 것도 그가 국인민을 사랑한 나머지 감정인에 그치지 않고 행동인으로 발 한

때문이다.그 스스로도 그 게 합리화했다.94)

시 발상과 표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들’ 는 ‘토지’를 조국을

상징하는 소재로 다루었고,조국에 한 사랑을 형상 으로 표 하 다.‘들’이란 농

민에게는 농토,즉 생존권을 뜻하며 국민에게는 토,즉 주권을 의미한다.두 편의

시에서 토지는 모두 민족혼과 생존권의 상징이다.

② 불교 사상과 침묵의 노래:한용운의 <님의 침묵> /扎西拉姆·多多《見

不見》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짜시라무 둬둬(扎西拉姆·多多)의《見 不見(만나도 만나지

않아도)》95)는 작가 배경의 유사성으로 인해 모두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시이다.

시 발상과 표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에서 ‘님’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의 ‘님’처럼 존재 (ontic)님이 아니라 존재론 (ontological)‘님’이다.존재론 ‘님’이

94)허세욱,『 국 시연구』,명문,1992,414쪽.

95)펑쇼우깡(馮 剛)의 화 <비성물로(非誠勿擾)>에서 딸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에 시

한편을 읽었는데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고,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그 뒤 드라마 <궁(宮)>을 통해서도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처음에

이 시는 시풍의 유사성으로 인해 17세기 倉央嘉措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국 당 의

여시인인 扎西拉姆·․多多가 2007년 《의사풍월(疑似風月)》이라는 작품집에 실은 시로 확인되

었다.그녀는 독실한 불교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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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나와 님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고 언제나 마음에 실재하는 님을 말한다.96)불교에

있어서 우리가 佛陀로 가는 길은 ‘有’와 ‘無’의 세계를 월하는 것에 있다.존재론

인 님은 ‘有’와 ‘無’의 세계를 월한 님이다.

한용운의 시에서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 습니다.’라는 구

과《見 不見》에서 ‘你念，或 不念我,情就在那裡(당신이 나를 그리워해도 그리

워하지 않아도 나는 거기에 있을거 요)’라는 구 은 비슷하게 표 되고 있다.이 두

구 은 모두 불교 철리인 ‘공’,즉 일체의 월성을 표 해 주고 있다. 한 두

편의 시에서 ‘침묵’의 의미는 같다.<님의 침묵>에서 침묵은 보다 극 의미를 지

닌 역설 의미의 침묵인 것으로 해석된다.“維摩의 一默은 萬雷와 같다.침묵이 모

든 행동이나 언어 표 의 원천이며,깨달음의 경지 자체의 나타남인 것이다”라는 진

술은 침묵이 정지 침묵이 아니라 극 의미를 내포한 능동 침묵임을 말해

다.97)특히《見 不見》의 원래 제목은 <반찰구루백마의 침묵(班扎古魯白瑪的沉默)>

이라는 을 생각한다면,두 편의 시가 모두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 다는 이 더

욱 명확해진다.

시 감정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연가 풍격을 지니고 있고 시에서

나타나는 ‘님’이나 ‘당신’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지고지순의 사랑 는

월 사랑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두 편의 시에서 ‘님’과 ‘나’의 계 설정은

같이 나타난다.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과 ‘나’와의 계는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님’

에게 사랑을 쏟고 기원할 뿐 ‘님’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그러나

‘나’와 ‘님’이 만나서 사랑이 설정되지 않는다.언제나 ‘나’는 ‘님’과 떨어져서 ‘나’는

‘님’에게 사랑을 한없이 바친다.98)《見 不見》에서도 ‘나’가 ‘당신’에 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그 함의가 훨씬 더 넓고 깊다고 할 수 있다.한

용운의 님은 생,조국,민족,애인,부처,불도 등의 통합 의미를 함축한 ‘님’이지

만,《見 不見》의 경우 작가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면99),불도에 한 정진이나 사랑

96)윤재근,『만해시와 주제 시론』,문학세계사,1983,212쪽.

97)石田瑞磨，『一般苦維摩經의 智慧』,pp.303-304,(정한모·김재홍,『한국 표시평설』,문학세

계사,1983,98쪽에서 재인용.)

98)윤재근,앞의 책,1983,211쪽.

99)이 시의 원래 제목은 <반찰구루백마의 침묵(班扎古鲁白玛的沉默)>인데 반찰구루백마는 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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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 한 시로 볼 수 있다.

③ 고향에 한 그리움:정지용의 <향수>/余光中《 》

정지용의 <향수>와 (余光中)의《 (향수)》는 모두 ‘향수’를 제재로 ‘고향

에 한 그리움’을 표 하고 있는 시이다.

시 사상과 감정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향수’라는 정서를 제재로

고향에 한 그리움을 표 하 다. 의《 》에서 시인은 자신의 개인 인

경력100)을 심으로 네 가지 비극 인 이별의 정감을 표 하 는데 첫째는 어머니와

의 이별이고 둘째는 아내와의 이별이며,셋째는 생사의 이별이고 넷째는 고향과의

이별이다.그러나 두 편의 시는 구체 인 시 배경의 차이로 인해 창작 의도 면

에서는 차이를 지닌다.두 편의 시에 해 비 연구를 진행한 왕쥐촨(王巨川)의 논

의에서는 정지용의 <향수>는 식민지의 설움과 망국(亡國)으로 인한 발생한 향수이

지만 의《 》는 “나라가 있어도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有國不能歸)”생

겨난 향수라고 하 다.따라서 의《 》는 “뿌리 찾기( 根)”이고 정지용의

<향수>는 “뿌리가 없음(無根)”에 그 정신 근원을 두고 있다101)고 지 하 다.

작가의 경력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를 쓴 작가는 모두 오랜 객지 생활과 해

크리트(Sanskrit)문자의 음역으로서 백련화생 사(自蓮花生大師)라는 뜻이다.작가에 따르면,이

시의 감은 백련화생 사(自蓮花生大師)가 말한 다음과 같은 구 에서 왔다고 한다.‘나는 나

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볼 수

없다고 해도,그들은 원히 자비로움의 수호를 받을 것이다.’즉,그녀는 이 시를 통하여 상사

(上師)가 제자에 한 원한 사랑과 자비로움을 표 하고 싶었다고 한다.胡榮，「淡泊之境

空靈之美-論扎西拉姆··多多的詩歌創作」,『安徽文學』 第2期，2012,pp.52-53.

100) 은 1928년 남경에서 태어났다.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고향과 항주 지방을 자주

유람하 다.그는 이러한 연유로 스스로를 江南人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며,그의 작품 속에서도

이 같은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항일 쟁시기에는 四川성에 피난와서 南京青年 中學에 입학하

다.1947년에 남경에 복귀하여 金陵大學 외국어문학과에 입학하 다가 익년 廈門大學으로

학하 다.1949년 타이완으로 건 와 타이완 학 외국어문학과에 입학하여,1951년에 졸업하

다.1956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아이오아 학에서 문학 석사를 취득하 다.귀

국후 교직생활과 함께 現代文學 ,文星등 잡지의 시 분야를 주편하 다.1974년 홍콩으로 건

가 문 학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귀국하 다.한국 국 문학학회 엮음,

『 국 시와 시론』,책,1994,581-582쪽.

101)王巨川,「試論余光中 鄭芝榮的現代 詩之異同」,『徐州師範大學學報』 第37卷 第一期, 201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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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머문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작가 체험이 향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먼 ,정지용은 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휘문고를

입학하 는데,졸업하는 1923년까지 부친의 친구 집에서 생활했다.정지용은 그 후

도일하여 경도의 동지사 학 문과를 졸업하는 1929년까지 계속 외지생활을 계속했

다.수학하기 하여 15세부터 26세까지 11년간을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타향,타국

생활을 계속 했다.102) 한 21살에 조국을 떠나 만에 갔고,미국에서도 수

학을 해 오랜 시간동안 머물러 있었다.그가 륙으로부터 만으로 가게 된 것은

향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이었고,그가 학문을 탐구하기 해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게 된 것은 다른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시 정서를 구조화하여 표 하 다.정

지용의 <향수>는 5개 연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연 모두 ‘― 는(던)곳’으로 끝맺으면

서 고향의 정경을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리고 있으며,그 뒤에 ‘― 그 곳이 차마 꿈

엔들 잊힐리야.’라는 독백이 이어짐으로써 고향에 한 간 한 그리움을 반복,강조

하면서 감동의 극 화를 이루고 있다. 의《 》는 4개 연으로 구성되었는데

연과 연의 구조는 균일하고 칭되게 표 되었다.시인은 이러한 칭되는 구조 속

에서 변화를 추구하 고,구 의 길이를 조 하면서 구조 인 미를 표 하 다.

의《 》는 국 격률시의 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민가의 특색을 흡수하

여 더욱 정교한 신가요체(新歌謠體)를 창조하 다.향수는 구조면에서 통일 인 미를

기반으로 변화를 추구하 다.

④ 존재의 의미와 계의 미학:김춘수의 <꽃>/卞之琳《断章》

김춘수의 <꽃>과 볜즈린(卞之琳)103)의《断章(단장)》은 모두 상징주의 문학사조의

향을 받아 존재의 의미와 계에 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고 단순하게 戀詩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시 풍격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모두 주지주의 시로서 시 풍격이 유

사하다.시를 쓴 시인은 모두 상징주의의 향을 받았다.김 과 김윤식은 김춘수는

102)신동욱,『문 비평론』,문학과 비평사,1988,42쪽.

103)볜즈린(卞之琳,1910-2000), 시인이며 번역가이고 외국문학연구가이다.20세기 30년 신

월 (新月派)와 랑스상징주의 향을 받았으며, 국의 고 시가의 풍격과 서방의 주의

시의 풍격을 결합하여 자신의 독특한 시세계를 형성하 다.夏傳才,『中國現代文學名篇選

讀』，南開大學出版社，2001,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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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상징주의 시 이론을 받아들여 그것을 소화한 희귀한 시인이라고 하면서,

부분의 서구 취향 시인들이 미 계통의 모더니즘에 세례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의

상징주의 취향은 기이하게 느껴진다고 하 다.104)볜즈린 한 1930년 국의 가

장 걸출한 주지주의 시인으로서,그는 이 시기의 자신에 한 스스로 작은 것에

민하고 큰 것에 해서는 망연자실( 处敏感，大处茫然)105)하 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 이는 시 의 발 방향에는 민하지 못했지만 술 형식에는 극히 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편의 시는 모두 철학 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실존 존재가 만나면서 의미와

계를 실 하게 되는가에 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김춘수의 시는 존재의 의미

탐구에 심을 두고 존재가 어떻게 명명행 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계를 맺는가

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볜즈린의 시는 사물의 상호 련성과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나’와 ‘풍경을 보는 사람’,‘풍경’삼자 간의 상 인 계와 의의로부터 우주 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106)

시 표 면에서 살펴보면,김춘수의 <꽃>에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몸짓→꽃

→의미’로 층 으로 변하는 과정을 표 하고 있는데 ‘명명’행 이 에 ‘그’가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가 명명 행 를 통해 ‘육체’로서의 ‘그’는 이름을 갖게 됨으로

써 하나의 ‘꽃’으로 탄생된다.볜즈린의《断章》에서도 ‘당신’이 풍경을 볼 때는 의미

가 없는 존재 지만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따라서 <꽃>에서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구 의 의미와《断

章》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장식하네’가 비슷하게 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4)윤호병,『한국 시인의 시세계』.국학자료원,2007,258쪽.

105)卞之琳,「自序」,『雕蟲紀曆』,人民出版社,1979,p.3.

106) (余光中)에 따르면,이 시의 의미는 철학 인 에 있다고 한다.세상만물은 모두 상

호 련성을 지닌다.당신이 다리 에서 풍경을 감상할 때,풍경을 보고 있는 ‘당신’까지를

풍경의 일부분으로 감상하게 된다. 한 더 묘한 것은 이들의 계는 주체와 객체의 계로 존

재하는데 상 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張曼 ,『卞之琳』，人民大學出版社,三聯書店,

1995,p.299.

이 시에 한 해석은 다양한데,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이 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짝사

랑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연시라는 것이다.두 사람은 풍경을 매개로 찰을 하고 있고,풍

경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달하고 있지만 결국은 함께 하지 못하고 꿈을 장식해 수밖에

없는 계라는 것이다.이들은 모두 ‘풍경’을 매개로,풍경을 통하여 애모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게 가깝게 바라보고 있지만,마치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바라볼 수밖

에 없는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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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생염원의 반 으로서 혼 의식:김소월 < 혼>/孙大雨《招魂》

김소월의 < 혼>과 쑨따 (孙大雨)107)의《招魂( 혼)》은 모두 고복 의식인 ‘혼’

을 시 제재로 삼았는데 이는 한· 문화의 동질성을 체 해 다.한· 두 나라는 같

은 동양 문화권에 있었고 교류가 하 기 때문에 문화 동질성을 지니게 되었다.

혼을 제도 장치로 체계화한『禮記』에서는 이를 <復>이라 한다.復은 死 를

극진히 사랑하는 길인 바 그 招魂을 행하는 방법을 다음처럼 보여 다.

죽게 되면 집 에 올라가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무개 돌아오라>하 다.그래

도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에 한 일로 행한다.날볍 로 飯含하고 꾸러미로

싸서 불에 익힌 고기로 장송의 奠物을 삼았다.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혼을 부

르며 땅을 서 사체를 감춘 것이다.體魄은 아래로 내려가고 知氣는 에 있는

것이다.그런 까닭에 죽은자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산자는 남쪽을 향한다.이런

일들은 다 옛부터 있었던 禮에 따른 것이고 후세의 창작이 아니다.-『禮記』

108)

시 사상과 감정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는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계가

‘혼’이고 이를 제재로 시를 썼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한 그리움,부르짖음과 죽

은 사람이 재생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두 편의 시에서 시 화자는 모두 사

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생과 사의 거리가 결코 극복

할 수 없는 단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따라서 시의 분 기는 모두 비통하고 어

둡게 표 되고 있다.

시 표 면에서 살펴보면,두 편의 시에서 ‘하늘’은 모두 죽은 사람의 세계로 상

징되고 있다.이는 인간의 사유 구조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이러한 유

사성은 시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표 으로 나타난다.김소월의 시 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무 넓구나’와 쑨따 의 시 에서 ‘月明和星子中间，一去不再来的莽莽长

途(달과 별자리의 간으로,다시 오지 못하는 망망한 먼 길로)’라는 두 구 은 모두

죽은 자의 세계가 하늘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에서 유사하며,죽은 자와 산 자의

거리가 매우 넓고 다시 오지 못하는 망망한 먼 길로 체 되었다는 에서 유사하다.

107)쑨따 (孫大雨,1905-1997)는 국의 명한 문학 번역가이고 셰익스피어 연구 문가이며

명한 우 (右派)이다.그는 신월 (新月派)시인으로서 쉬즈모랑 친분이 있었다.이 시는 1931

년 11월 19일 쉬즈모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뜬 뒤에 그를 해 쓴 시이다.

108)김윤식,「혼과 형식」,신동욱,『김소월』,문학과 지성사,1980,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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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의의

1)학습자의 능동 의미 구성 경험 제공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출발 은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을 돕

기 한 것이다.교육은 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효과 인 교육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자 스스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해

서는 학습자의 근 발달 역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상호연 성 기반

의 이해 과정에 주어지는 모국어 시 텍스트는 ‘비계’로 작용하게 되면서 한국어 시의

이해를 돕게 되고 학습자로 하여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게 하면서 보다 능동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가다머(Gadamer)는 이해의 역사성을 다루면서 “모든 이해는 선입견에 의한 것”이

라고 제한다.그는 하이데거의 이해의 구조에 한 해명과 불트만의 이해에

한 강조에 의거하고 있는데109)이해는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향사에 의

해 제약된다.따라서 독자가 에 읽었던 모국어 작품이나,삶에서 축 한 경험과 지

식은 텍스트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향사와 선

이해의 정 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학습자 주체의 의미 구성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 과정에서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모국어 시 텍스트를 의도 으로 도입하여 ‘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 다.이러한 근법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지평을 형성해 으로써 지평 융합을

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기 한 것이다.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은 학습자로 하여 보다 쉽게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게 된다.학습자들은 모국어 문학 교육을 통해 시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두 텍스트 간의 동 소를 발견함으로써 의미 구성의 어

려움을 이고,의미 구성에 확신을 얻게 된다.이러한 근법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시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읽기를 시작하기도 에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

려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학습자들의 시 읽기에 한 흥미를 불러일으

키게 되고 사고를 발하게 되므로 정의 인 측면에서 정 인 역할을 한다.독자

는 이해 과정에 주어진 한국어 시 텍스트와 국어 시 텍스트가 어떤 련을 맺을

109)J.Bleicher,Contemporary hermeneutics:hermeneuticsasmethod,philosophy,and

critique.권순홍 옮김,『 해석학:방법,철학,비 으로서의 해석학』,한마당,198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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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하는 기 를 갖고 읽기를 시작하게 되고,시 이해 과정에서 자신의 가설

들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나아가 학습자들은 두 편의 시의 차이성을 탐구

함으로써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의 심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이

는 한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풍

부하게 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된다.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

정에서 독자의 능동성은 최 한도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법은 분명,교사가 시 텍스트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주입식 교육에 비

해 효과 이며 학습자 주체의 경험 지식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듀이

(Dewey)는 경험을 “무엇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겪는 것의 연결을 지각하는 것으로

서의 경험은 하나의 과정이다”110)라고 하 고 어떤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는 필연

으로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 다.다시 말하면,결과로서의 경험은 정지

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서 후속 경험에 향을 미치게 된다.이런 의미에서

상호연 성에 기반하여 한국어 시의 의미를 구성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이후의

시 이해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되며,비록 오류를 범하 다고 하여도 의미 있는 경

험이 될 수 있다.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 보다 능동 으로 텍스트의 의

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해 수 있다.이해 과정에 주어진 두 텍스트의 상호연

성을 악하기 해서는 탐구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탐구의 과정은 배경지식이

비교 풍부한 성인 학습자들의 사고를 발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는 나아가서 교실의 역동성과 교사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확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업의 장에서 교류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 수 있다.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 학습

자들은 보다 능동 으로 의미 구성에 임할 수 있으며,나아가서 소통 주체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의미 구성의 타당성을 검하고 확 해 나갈 수 있게 된다.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성인 학습자로서의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들이 지닌 풍부한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학습자 주체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한 방법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110)J.Dewey,Democracyandeducation:anintroductiontothephilosophyeducation,New

York:Macnillan,1916,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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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해의 심화 타당성 제고

문학 작품은 그 개별 인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다수의 이질 인 층들이 존재

하고 있으나 체 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통일성이 형성되어 있다.문학 작품은 분

석될 수 있는 다층 구조체이면서 동시에 체 으로 통일된 조직 형상체이다.

잉가르덴(Ingarden)은 이것을 유기 (organisch)통일성의 구조라고 규정하 다.111)

즉,하나의 문학 작품을 이루는 데 참여한 모든 구성요소들은 유기 으로 상호 연결

지어져 구조 통일을 유지함으로써 비로소 완결된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 한편의 통

일된 체,즉 작품이 된다고 할 수 있다.시를 유기 통일성의 세계로 간주하는 유

기체론은 텍스트를 그 자체로 완결된 자율 실체로 간주하는 자율성 이론이 바탕이

되었고 그 결과 신비평의 가장 요한 방법인 텍스트에 한 정독(closereading)을

유발하게 되었다112).비록 이러한 신비평의 자세한 읽기가 지나친 분석을 불러일으

키고 심미 체험을 방해한다는 비 의 목소리도 있지만,시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

를 해서는 자세한 읽기가 필수 이다.

한· 두 편의 시는 본질 으로 상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연 으로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는 시

텍스트에 한 자세한 읽기를 필요로 한다.특히 두 편의 시의 동 소를 발견하여

이해를 수렴해 가고 차이성을 심으로 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탐구하려면 두 편

의 시 텍스트를 자세하게 읽고 다양한 층 에서 비교하여야만 가능하다.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변별 의미

를 발견하게 된다.두 편의 시의 주제가 유사하지만 그 의미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시 화자의 어조와 감정의 차이,내용의 차이,나아가

의도의 차이까지 탐구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된다.

한 두 편의 시 텍스트가 비슷한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 하 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한· 두 편의 시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작가의 상상력의 차이를 발견하

게 된다.나아가 독자는 두 편의 시 텍스트에서 차이가 생성되는 특수한 방식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특수성들이 어떻게 발 되었는지 사고하는 것을 통해 한

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된다.

시 텍스트는 유기 통일체이기 때문에 부분의 의미의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은 불

111)고 공,『해석학과 문 학』,서린문화사,1983,105쪽.

112)권 ,『문학이론과 시교육』,박이정,199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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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언제나 체와 부분의 련성을 악하면서 이해해야 한다.다층 구조체

로서 체 통일성을 지니는 문학 작품의 본질에 합한 인식방법은 그 개체와

체를 종합 으로 악할 수 있은 것이라야 되기 때문이다.개별 구조요소의 객

분석은 체의 이해를 목 으로 하며 체 의미는 언제나 특수한 분석을 제

로 한다.결국 문학 작품의 인식 행 는 개별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해서

만 가능한 체의 이해를 제로 하는데 이 개별 요소는 체를 알아야만 올바로

악된다.113)두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와 부분의

해석학 순환은 이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두 편의 시 텍스트의 연 성을 심

으로,한국어 시 텍스트의 부분과 체와의 계, 국어 시 텍스트의 부분과 체와

의 계를 악하고 한 그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심화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특히 주제가 유사한 시는 체 인 의미 악에 도움을 주

게 되어 다시 부분의 의미를 세부 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도움을 수 있다.

시는 시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빈자리가 크고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

르이고 시 이해의 문제 의 하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미 구성에 어려움이 있

을 때,한 부분의 의미에 집착하여 오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특히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오독의 가능성은 더 커지므로,시 텍스트를

더 자세하게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두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

는 과정은 필연 으로 자세한 읽기를 필요로 하므로 학습자들의 시 이해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학습자들은 두 텍스트를 매우 다각 으로,

다양한 층 에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만을 읽었을 때에는 도달하

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자기 이해의 진과 문화 정체성 함양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선이해,경험, 향사 의식 등을 고려하여 이해 과정

에 자국의 문학 텍스트를 제공하여 이 독서를 유도하 는데 이해 과정에 도입된

모국어 텍스트는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을 도와주어 학습자가 발산 으

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다.발산 상호텍스

트를 환기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자기 이해를 진하고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게 하

113)권 ,앞의 책,199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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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이해는 인간의 자기 이해(혹은 그의 ‘지평’이나 ‘세계’)와 이해되어야 할 것 간의

변증법 상호과정이다.자기 이해란 자유부동 인 의식도 아니고 재의 상황으로

메워진 반투명체도 아니다.그것은 이미 역사와 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이해이

며 오직 만나게 되는 사상(事象)을 수용하여 자신의 지평을 확 시킴으로써만 과거

를 이해할 수 있다.114)모든 해석학의 목 하나는 문화 거리와 싸우는 것이다.

이 싸움 자체는 순수하게 시간 인 간격에 한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것은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을 진정으로 본래 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읽기는 텍스트의

의미론 가능성을 실화하며 활성화하는 것을 가리킨다.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두

가지 특성(즉,문화 거리를 극복하는 것과 텍스트에 한 해석을 자기 자신에

한 해석에 융합시키는 것)의 조건이기 때문이다.115)상호연 성을 지닌 모국어 시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통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어 학습자로 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한국어 시 텍스트와 결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

사 지평을 확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수렴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와 자기 자신에 한 해

석을 융합시키면서 자신의 문화론 기반에 해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내면화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발산 으로 용하면서 새로운 상호연 성을 형

성할 수가 있다.특히 학습자가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시 텍스트와 비슷한 기억과 경험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진

하게 된다.텍스트에는 타자의 경험과 삶이 들어있는데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

는 과정을 통해 타자의 삶을 추체험하고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공

감이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과 계를 맺으며 자기 자신

을 해석하게 된다.

하이데거(Heidegger)는 단순히 존재가 삶 자체의 시간 구조에 따른 기와 수

정의 순환 내에서 삶을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존재는 자기 자신

을 그 게 해석해야 하며,미래를 기투하고 과거의 의미를 규정해가야 한다고 하

다.이해란 근원 으로 존재가 자신의 삶과 맺는 필연 이고도 실천 인 계이며,

따라서 인간의 삶을 떠나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116)독자가 과거에 읽었던 텍스트,

114)R.E.Palmer,앞의 책,2011,300쪽.

115)P.Ricoeur,Interpretationtheory,김윤성․조 범 옮김,『해석이론』,서 사,1998,190-191쪽.

116)G.Warnke,Gadamer:Hermeneutics,traditionandreason,이한우 옮김,『가다머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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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축 한 기억은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는 과정에서 재생되고 과거의

의미는 독자에게 규정되며 이를 통해 독자는 다시 미래를 기투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성과 문화 기억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문학 텍스트를 문화

기억의 공간으로 이해한 라흐만은 문학텍스트를 미래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

는,변화 가능한 문화 기억의 공간으로,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이 문화 기억의

공간들이 서로 겹치거나 변형되어 새로운 다른 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이를 교수법 으로 용하면,학습자로 하여 문화

기억을 활성화해서 망각하기 쉬운 과거를 재 의미를 해 불러오게 하고 이

를 새롭게 해서 미래로 승시키며,다문화 시 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데 교육 가치가 있는 텍스트들에 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117)따라서 상

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학습자들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을 제공해 다.

문화는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문화를 해석하고 동시에 타문화의 일정 부

분을 해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문화에 치시킨다.이 게 한 문화는

타문화를 수용하여 자신의 문화와 정합성을 이루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 스스로

변신을 꾀하면서 발 했다.문화 정체성이란 어떤 요하게 승되는 어떤 가치와

믿음들의 다발인데 이것들은 끊임없이 시간에 걸쳐서 서로 유기 이고 인과 연결

을 갖고 그 성분들이 바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 이 가능하며 어떤 항상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한 문화 역동성 상호작용의 형태에 의존하면서 자신을 해석하

여,그 자신의 문화를 변형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부분 으로 구성해 가

는 것이다.118)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문화 맥락을 성찰하

고 한국어 시 텍스트와 비슷한 경험을 환기하기도 하면서 자기 이해를 확장할 수 있

게 되며, 한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게 된다.이러한 근법은 단순하게 상호

텍스트성을 텍스트 간의 계를 발견하기 한 기법 차원에서 활용하기보다는 독

자 심의 문화 인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해석학』,사상사,1993,75쪽.

117)이 복,앞의 ,2007,45쪽.

118)김유신·윤상근,「문화다원주의,문화 정체성,공약불가능성」,『 동철학』57, 동철학회,

2011,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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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심층 면담 내용을 심으로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그 작용 구조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학습자들의

이해에 향을 미친 변인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종합 으로 살펴 으로써 교육 설

계를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먼 ,학습자는 한· 시 텍스트의 계에 주목하면서 두 편의

시의 상호연 동 소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국어 시를 비계와

거로 삼아 한국어 시의 의미를 체 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다음으로,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탐구하게 되는데 비교를 통하여 두 편의 시의 특수성을 발견함으

로써 한국어 시의 이해를 심화하게 된다.마지막으로,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경

험 등을 통해 주체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면서 이해를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이해 과정은 해석학 순환과정이므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어느 정도 과정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상호연 동 소 발견을 통한 이해 수렴

학습자들은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일차 으로 시가 체 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지를 악하려고 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하지만 한국어 시에

한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의미 구성

에 아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의미를 구성할 수도 있다.이해 과정에서 국어

시 텍스트는 ‘참조 텍스트’와 ‘보조 텍스트’의 성격을 지니며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

해하기 한 ‘비계’와 ‘거’로 작용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돕는 역

할을 하게 된다.만약 학습자가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두 편의 시 텍

스트의 상호연 동 소를 발견하고 연 지어 이해한다면 의미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 편의 시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가장 작은 단 인 시어에서 행,그리고 연

으로 확 되는 과정이며,이 게 확 된 의미는 시의 반 인 의미 구조를 형성하

게 된다.그러나 시 편의 의미는 부분 의미보다는 체 의미의 차원(th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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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1)에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시 편의 의

미는 시의 층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층의 양상이 다 밝 진 연후에 드러

나게 된다.단어,구, 등 문장론의 고찰방식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과 연과

련된 후 문맥 계에서 시 의미를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하여 악해야 한

다2).때문에 의미 구성에 성공한 학습자들의 경우,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상호연 동 소를 함께 발견하여 체의 의미 구성에 활용하는 양상이 나

타나기도 하 다.특히 두 편의 시의 주제 차원에서의 동 소는 잠재 인 연 성을

형성하며 의미 구성에 작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해 과정에서 주된 기능을 한 동 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습자들의

면담 자료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상호연 동 소는 텍스트 내 맥락에서

시 소재와 시어 등 어휘소 는 이보다 더 큰 단 인 구 차원에 존재할 수 있

고,텍스트 외 맥락에서 시 배경,작가 배경 차원에도 존재할 수 있다.이 에

서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이 실제 이해 과정에서 어떻게 실 되고 있는지를

면담 자료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텍스트 내 동 소 발견

텍스트 내 동 소는 텍스트 내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 소들이다.주로

유사한 상징 시어,시 소재나 표 들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어휘소 차

원의 동 소와 구 차원의 동 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⑴ 어휘소 차원의 동 소 발견

두 편의 시를 상호연 지어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편의 시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어휘소(lexeme)라고 할 수 있다.그 마스

(Greimas)에 따르면,어휘소의 의미론 재 은 불변항수로 구성된다.그러나 그것은

하나 는 그 이상의 의미소와 컨텍스트 인 의미의 연속이나 단지 특수한 문맥에서

실 된다.여기서 ‘불변항수’의 의미는 상호텍스트와 시 텍스트 사이를 연결하는 공

통 의미망의 핵심 는 항수를 가리킨다.3)이처럼 어휘소는 불변항수로서 의미망의

1)I.A.Richards,PracticalCriticism,London,Routledge&KeganPaul,1929,pp.180-183.

2)R.Wellek&A.Warren,앞의 책,1978,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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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두 편의 시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어휘소가 시의 핵

심 인 소재거나 이미지 는 상징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배소(支配素)4)라면 그것은

의미 구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이러한 어휘소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고 연

짓는 것은 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을 직 으로 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자는 우선 미메시스 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하며,시 텍스트 내의 비문법성을

지각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의미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언어 능력의 부족과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시 텍

스트 의미 구성이 지나치게 모호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이러한 구조 독5)에 어

려움을 겪고 통일된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오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때 이해

과정에 제공된 국어 시 텍스트는 학습자들에게 ‘참조 텍스트’로 작용하며 의미 구

성의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학습자는 두 편의 시에서의 동 소들을 발견하고 연 지어 이해함으로써 불완 한

의미를 실 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 면담 자료는 일부 학습자들이 김소월의 < 혼>을 이해함에 있어서 ‘혼’이

라는 어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의미 구성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보여 다.이

에서는 학습자의 일차 인 이해 양상을 보여주는 면담 자료와 국어 시와 연 지

어 이해한 다음의 면담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후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자 한다.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하고 있다.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내

가 끊임없이 부르다가 돌이 되겠다고 했다.음..왜 이름을 부를까?[I- 혼-招魂-E302]

3)J.Culler,StructuralistPoetics,LondonandHenley:RoutledgeandKeganPaul,1975,p.77.

4)지배소란 한편의 텍스트가 의미를 실 하는 데 있어 심 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의 통일성을

이끄는 구심 역할을 한다.김창원에 따르면,지배소는 하나의 어휘와 련된 비유 의미일

수도 있고,구 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어떤 경우에는 언표되지 않은 채 다만 암시될 뿐인

상황이나 사건,정조일 수도 있으며,둘 이상의 텍스트 기호가 동동한 자격으로 지배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그런 때는 그들 사이의 계가 지배소가 된다.김창원,「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작용 양상」,『시 교육과 텍스트 해석』,서울 학교 출 부,1995,133쪽.

5)리 테르에 따르면,텍스트의 표면 의미를 악하는 미메시스 독서이고 다른 하나는 미메

시스 으로 독이 좌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는 소 독서이다.이 소 독서

는 시의 구조를 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구조 독이라고도 한다.M.Riffaterre,

Semioticsofpoetry,유재천 옮김,『시의 기호학』,민음사,198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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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 시에서 ‘혼’의 뜻이 혼(初婚)이라고 생각하여 시 화자가 자신

과 무나 거리가 큰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에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 했다고 생각했다.쑨따 의 시를 보

고, 혼이 혼을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두 시에는 모두 이름을 부는 행 가

있다.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죽

은 사람에 한 그리움을 나타냈다.[I- 혼-招魂-E302]

리 테르는 이 기호는 두 개의 시 스의 의미론 혹은 형식 결합들이 교차하

는 곳에 놓여있는 양의어라고 했는데 이때,이 기호는 언어유희처럼 기능한다.6)

‘혼’은 이철자 동음이의어(homophony)로서 이 기호로 작용하게 되며 모호성과 다

의성을 지니고 있다.독자는 모호성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럴듯하게’만들고자 노력

하게 되는데 이는 독자가 의미 구성에서 일 성을 형성하기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이해한 부분 내용에 집착

하거나 나름 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

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학습자 E302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단편 인 이해로 시의 체 인 상황을

단하고자 하 는데 ‘왜 이름을 부를까’를 고민하고 있다.이는 학습자가 아직까지 시

의 반 인 주제를 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다.학습자는 음성 추측을 통하

여 ‘혼’의 뜻을 ‘初婚(첫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기 때문’라고 생각했다.하지만 동일한

제재를 다루고 있는 쑨따 의《招魂》을 함께 읽으면서 학습자들은 쉽게 자신의 오

류를 수정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냈다.‘혼’이라는 기호는 ‘혼을 부르는 것’이

라는 념을 형성하고,다시 ‘죽음’이라는 해석항이 되어 죽은 사람에 한 그리움을

표 하 다는 시 텍스트의 반 의미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다

음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헤어진 이름,주인 없는 이름...사랑하던 그 사람,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하

는가?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가?혼?망혼인가?산 에서 계속 이름을 부른

다.[I- 혼-招魂-B304]

혼의 뜻을 잘 몰랐기에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에 그를 돌아오라고 부르

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하늘과 땅 사이가 무 넓구나’라는 구 로부터 가능하

게 그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쑨 따 의 시를 보고 김소월의 시를

6)M.Riffaterre,앞의 책,1989,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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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두 시는 모두 혼을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공통

이 많다.표 방식도 감정을 직 토로하는(直抒胸臆)방식이다.그러나 김소월

의 시가 훨씬 더 슬 고 감정이 격렬하고 쑨따 의 시는 매우 담담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I- 혼-招魂-B304]

학습자 B304도 ‘혼’의 뜻을 잘 몰랐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 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하는 정도로 이해했지만 모

국어 시 텍스트와 연 지어 이해하면서 쉽게 의미를 조정하 고 한 한걸음 더 나

아가 두 편의 시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면서 이해를 심화하 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혼’은 한 문화 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문화의 동질성은 잠재 으

로 이해 과정에 작용하면서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에 도움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시에서 요한 이미지나 상징을 담고 있는 시어에 한 이해는 시의 반

인 의미 구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시에서 이미지는 리듬과 함께 요한 특질을

이룬다.이미지는 감각과 연결된 정신 상이다.7)따라서 시인은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념이나 경험들을 미학 으로 그리고 감동 으로 형상화시키기 해 한

이미지를 활용한다.이미지는 의미 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작품의 미 구조

체를 주도하는 지배 이미지(dominantimage)8)를 탐구함으로써 작품의 반 인

의미를 악할 수 있다.

박두진의 <해>와 궈뭐 의《太阳礼赞》에서는 모두 ‘해’를 시 소재로 다루고 있

는데 ‘해’라는 이미지가 지닌 상징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해’는 ‘인류 체나

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동일한 는 매우 유사한 의미와 내용을 갖는 원형 상징9)

이다. 한 모든 원형 상징 가운데 가장 리 알려지고 직 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빛’의 이미지이다.10)‘해’는 표 인 빛의 이미지로서 희망과 밝은 기운을 상

7)I.A.Richards,“TheAnalysisofaPoem”,PrinciplesofLiterary Criticism,London:

Routledge&KeganPaul,1959,pp.114-133.

8)문덕수,『시론』,시문학사,1996,214쪽.

9)휠라이트는 강력상징을 다섯 가지 단계로 나 고 있다.특정 시의 주도 이미지,특정시인의

여러 작품에 반복되는 개인상징,여러 시인에게 통용되는 조상 래의 활력상징,한 특정 문화

권 혹은 특정 종교권 상징,인류 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원형상징 등을 나 는 것이 그

것들이다.P.Wheelwright,MetaphorandReality,Bloomington:IndianaUniversityPress,

1962,p.71.

10) 의 책,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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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한다.이는 빛의 상징성이 갖는 ‘어두움’과 그것의 지양이라고 할 수 있는 ‘밝음’의

립 인 속성에서 비롯된다.두 편의 시의 시 배경은 다르지만 ‘해’는 모두 그

시 의 정신을 반 하고 있으며 미래에 한 희망을 표 하기 한 소재로 선택되었

다.박두진의 <해>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분 학습자들은 모국어 교육을 통해 획득

한 문학 능력으로,‘해’의 상징 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 으며, 국어 시 텍스트

에 한 이해에 기반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양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다음 학습

자의 첫 번째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시의 분 기와 느낌을 해석하면서 비교 단순

한 이해를 하 음을 알 수 있다.

명을 좋아하고 햇볕을 좋아하고 생기가 넘치고 모두가 발랄하게 함께 태양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앉아있자는 내용을 쓰고 있다.즐겁고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

을 다. 명을 좋아하고 암흑을 싫어한다.시에서 묘사하는 정경은 생명력이 있

고 낙 이고 밝은 느낌이다.[I-해-太陽禮贊-E305]

처음에는 해가 표면 으로는 어둠을 어내고 밝은 느낌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국어 시를 본 다음에는 해의 상징 인 의미에 주목하게 되었다.당시의 시

배경 하에서 어둠을 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 같다.

국이 계속 선양하는 56개 민족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이다.내 과 같은 상

황도 가능할 것 같다.‘해’에서도 어떤 추구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빛이 있는 모

두가 그런 곳으로 가자는 소망을 표 하고 있다.[I-해-太陽禮贊-E305]

그러나 국어 시와 연 을 지은 다음에 학습자는 ‘해’의 상징 의미에 주목하게

되었다.당시의 시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는 않

았지만 그 어떤 추구와 소망을 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해’에

서 드러나는 기독교 사상에 해서는 국에서 선양하는 56개 민족의 단결과 비

슷하다고 하 는데,이는 학습자의 마음 속의 상호텍스트가 시의 이해에 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 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를 연 지어 이해하면서 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비

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어 시를 읽으면서 발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다음에 제시된 두 면담 자료는 ‘해’의 상징성과 국어 시 텍스트의 시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한국어 시의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해’는 명을 상징하고 자기가 동경하는 것들,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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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궈뭐 의 《太陽禮贊》은 역시 ‘해’를 주요 심상으로 다루고 있는데,5.4시

기를 배경으로 작가의 의지를 표출하면서 명을 갈망하고 어둠을 증오하는 감정

을 나타내었다.만약 ‘해’가 일제시 에 쓰여졌다면 그 시 인 압박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민 들이 명을 추구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해에 실어 표 한

것 같다.[I-해-太陽禮贊-E301]

박두진의 해에서는 ‘해야 해야 솟아라’는 구 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희망

는 상승 이고 낙 인 기운을 말해 다.궈뭐 의 시가 5.4시기의 변 의 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에 한 희망을 썼다면 박두진의 ‘해’도 그러한 시

인 의미를 지녔을 것 같다.만약 이 시가 일제시 에 쓰여졌다면, 복이 오기

를 바라는 마음을 표 한 것 같다.[I-해-太陽禮贊-B311]

학습자 E301는 ‘해’의 상징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궈뭐러의《太阳礼赞》과 박두진의

<해>를 상호연 지어 이해한다.특히 궈뭐 의《太阳礼赞》에서 명을 갈망하고

어둠을 증오하는 감정이 박두진의 <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단하여 이 시도

시 인 압박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민 들의 마음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학습자 B311도 궈뭐러의《太阳礼赞》이 5.4시기의 변 과 새로운 세계에 한 희망

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박두진의 <해>도 그러한 시 의미를 지녔을 것이라

고 단한다.이에 한국이 일제강 기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배경지식과 결부시켜

만약 일제시 에 쓰 다면 복이 도래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 하 을 것 같다는 결

론을 내린다.

학습자들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해’가 지닌 상징 의미는 ‘명,희망,낙

인 기운,시 인 의미, 복’등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상징 의미는 이해 과정에

서 한국어 시를 이해하기 한 일종의 념을 형성하 고,해석항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어 시의 이해에 정 인 향을 미쳤다.비록 학습자들은 한국 시의 시 배

경을 몰라서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두 편의 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핵심

인 어휘소인 ‘해’의 상징 의미를 악함으로써 비교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양상을 나타냈다.

⑵ 구 차원의 동 소 발견

시인의 시 발상이 유사하거나 주제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 한· 두 편

의 시에서는 특정한 구 는 행이 유사하게 표 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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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동 소를 악하고 한· 시 텍스트의 특정한 행과 행을 연 시키면서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시의 의미 실 에 도움을 주게 된다.만약 학습자가 한국어

시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에는 두 편의 시에서 구 차원의 동 소를 단지

확인하고 발견하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하지만 다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

의 의미를 완 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학습자가 비교 쉽게 두 편의 시의 주제를 악할 수 있는 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을 연 지어 이해할 때 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는 양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편의 시는 모두 ‘혼’의식을 제재로 시를 창작하 으므로 시 발상이 유사하

고 표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편의 시에서 ‘하늘’은 모두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김소월의 시에서 “하늘과 땅 사이”라는 아득한 공간은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 거리이며 생사의 거리를 표 해 주고 있다.쑨따 의 시에서도 ‘달과 별

자리’가 있는 ‘하늘’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시 오지 못하는 망망한 먼

길(一去不再來的茫茫長途)’과 ‘하늘과 땅 사이가 무 넓구나’는 모두 산자와 죽은 자

의 거리는 좁 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해 다.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구 은 모두 죽음과 삶의 세계의 거리를 말해주었다고 지 하

다.

김소월의 시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무 넓구나’와 쑨 따 의 시에서 ‘月明和星

子中間， 一去不再來的莽莽长途(달과 별자리의 가운데,다시 오지 못하는 망망한

먼 길로)’는 비슷하게 표 되었다.모두 죽음과 삶의 세계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

다.[I- 혼-招魂-C415]

두 편의 시의 구 차원의 동 소를 악하는 것은 부분 한국어 시 텍스트에서

구 의 의미에 해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국어 시 텍스트와 상호연 지어 이해하

는 과정에서 한국어 시의 의미에 해 확신을 갖게 되면서 기존의 이해를 조정하고

더 명확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김춘수의 <꽃>에서 ‘꽃’은 념 실체,말하자면 개념으로서의 꽃이다.이 시에서

꽃이란 화자가 이름을 불러 때 비로소 꽃이 된다.이를 통해,김춘수는 언어 행

와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이 시는 시어가 어렵지 않지만 심층 인 의미를 이해하

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김춘수의 <꽃>에 한 학습자들의 이해는 체 으로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두 사람 간의 사랑의 표 방식(학습자 E302),다른 사람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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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학습자 F419),사람과 사람간의 소통과 의존 계(학습자

F410)를 말하고 있다는 등이다.

이 시가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된다.두 사람 간의 사랑의 표 방식을 표

하고 있다.-[꽃-断章-E302]

다른 사람에게 잊 지지 않는 짓이 되고 싶다.이런 구 은 다른 사람에게 인

상을 남겨주고 싶다. 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고 있

는 것 같다.-[꽃-断章-F419]

사람과 사람간의 의존 계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꽃-断章-F410]

본 연구에서 상호텍스트로 선정한 볜즈린의《断章》이라는 시는 주지시로서 세상

만물은 상호 련성을 지닌다는 철학 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습자 F410는 김춘수

의 <꽃>에서와 볜즈린의《断章》에서의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고 연 지어 이해하면서 ‘존재의 의미’라는 철학 인 내용을 이끌어 낸

다.물론 두 시에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구 차원의 연 짓기를

통하여 의미 구성이 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는 처음에는 ‘사람간의 소통과

의존 계’라는 측면에서 이 시를 이해하 지만 두 편의 시를 상호 연 시켜 이해하

는 과정에서 ‘존재의 의미’에 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연 을 맺는 행 인 것 같다.이름을 불러

주기 에는 두 사람의 계는 독립 이다.그러나 이름을 불 을 때에는 이를 계

기로 연계를 맺게 되었다.볜즈린의 시에서도 이러한 상호작용과 연 이 잘 나타

난다.볜즈린의 시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장식했다(你装饰了别人的梦)’는 부분과

김춘수의 시에서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부분이 유사한 것 같다.꿈을 장

식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볜즈린의

시에서는 김춘수의 시에서처럼 어떤 행 에 의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차이인 것 같다.[I-꽃-断章

-F410]

볜즈린의《断章》에서는 다리 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당신’,아 트 에서 우연

히 ‘당신’까지를 풍경의 일부분으로 감상하는 사람 간에 발생하는 우연한 계를 통

해 세상만물은 련을 지닌다는 철학 인 사상을 표 하고 있다.이들은 ‘풍경’을 매

개로 우연한 상황이지만 계를 맺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던 ‘당신’이 ‘풍경을 감

상하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면서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이에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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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꿈을 장식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꽃>에서의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부분과 비슷하다고 지 하 다.이로부터

학습자는 두 편의 시에서 시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함으로써 단순하게 ‘의존 계’

라고 생각했던 바를 ‘존재의 의미 실 ’까지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차이까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断章》에서의 ‘당신’이 자연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풍경을 보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꽃>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 ’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지 하 다.

다음은 두 편의 시에서 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고 연 지어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시 화자의 어조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시 화자는 시에서 서술을 담당하는 서술자(narrator)에 한정되는

개념이다.11)리처즈(Richards)는 어조를 의미와 감정,의도와 더불어 시의 총체 의

미를 형성하는 시 의미의 하나라고 했고,웰 (Wellek)과 워 (Werren)은 내 형

식의 하나라고 했다.12)시의 미묘한 의미는 시 화자의 어조에 의해 결정되므로 독

자는 시에 표출되어 있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시에서 시 화자의 어조를 악하는 것은 시의 반 인 이해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수의 학습자들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이별을 하는 시 화자의

어조를 악하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다음 학습자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 이별

의 상황에서 시 화자의 감정을 체 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한 김소월의 시에서 반어 인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는 죽어도 아니 물 흘리오리다’라는 표 에 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시 화자의 이면에 담겨 있는 미련과 갈등의 감정에 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화자의 감정에 한 이해가 ‘미움과 분노’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시 화자는 실은 님을 보낼 수밖에 없기에 보내지만 다시 님이 다시 돌아오

기를 바라고 있다.이는 학습자가 시에서 체 된 ‘한’의 모순된 속성에 해서는 이

해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다.

이 시의 여자의 감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그 감정은 슬픔과 망의 감정인

11)윤여탁에 따르면,시 화자,서정 주체,시의 주인공은 모두 다르다.서정 주체는 시의 정

서를 주도하는 존재이며,시의 주인공은 시 속 이야기에서 심이 되는 인물이다.윤여탁,「시

의 서술 구조와 시 화자의 기능」,『리얼리즘 시의 이론과 실제』,태학사,1994,210-241쪽.

12)김 오,『시론』,삼지원,2002,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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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사랑하는 사람을 해 이 게 아름다운 꽃을 뿌렸는데 그래도 딛고 간다

면 내가 그 사람에 한 뜨거운 마음이 짓밟히는 것 같다.여기서는 분노의 감정

이 느껴진다.떠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미련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해

서 속으로는 울지만 보여주지 않는다.만약 우는 것을 본다면 미안해지고 가기 싫

어질 수도 있다.깔끔하게 끝내고 앞으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헤어질 때 이젠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사랑이

미움으로 바 것 같다.[I-진달래꽃-再别康橋-E306]

하지만 비슷하게 이별의 상황에서 시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 하고 있는 쉬즈

모의《再别康桥》와 연 지어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가 조정되는 양

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죽어도 아니 물 흘리오리다’라는 구 에서 체 된 시

화자의 감정은 슬픔을 내면화하여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련과

갈등과 모순된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학습자는 쉬즈모의 시에서의 한 구 을 연

지어 이해하면서 <진달래꽃>에서의 시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이 두 시가 별로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 다.하지만 쉬즈모와 린후

이인과의 감정을 이 시와 결부시켰을 때,두 시는 매우 비슷하게 느껴졌다.이별의

상황을 하는 그들의 겉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다.<진달래꽃>에서 화자는 겉

으로는 매우 쿨하게 이별을 하는 것 같지만,속으로는 미련을 두고 있는데 이는

쉬즈모 시에서 ‘我挥一挥衣袖，不带走一片云彩’라는 구 과 비슷한 것 같다. 한

겉으로는 매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슬퍼하는 모순된 감정

이 두 시에서 비슷하다.쉬즈모 시의 마지막 구 에 한 이해로부터 김소월이 쓴

시에서 시 화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원한,미움의 감정도 있고,미

련의 감정도 있음을 느낄 수 있다.[I-진달래꽃-再别康橋-E306]

학습자의 두 번째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처음에 이해하 던 시 화자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쉬즈모 시에서의 구 과의 연 짓기를 통하여 원한,미움의 감정뿐

만 아니라 미련의 감정으로 발 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습자는 겉과 내면이

다른 모순된 감정이 두 시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지 하 다.김소월의 시에 내

재된 모순된 정감이 ‘한’을 체 해 다면,‘한’은 서로 모순되는 두 충동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감정으로서 좌 과 미련,원망과 자책이라는 상호 모순된 속성을 포함한

감정13)이라 할 수 있다.리처즈에 의하면 시의 본질은 아이러니에 있으며,시가 모순

되는 충동을 조화하는 방법으로는 두 모순의 감정을 내포(inclusive)시키는 방법과

13)오세 ,『한국 시 분석 읽기』,고려 학교 출 부,200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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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내포하는 시야말로 훌륭한 시라고

하 다.14)이러한 에 따르면,두 편의 시는 모두 모순된 감정을 내포시키는 방법

으로 상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쉬즈모의《再别康桥》에서도 린후이인과의 추억이 깃든 리지의 아름다운 풍경

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름 한 데려가지 않으련다’고

하면서 이별을 하는 시인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과거 그는 린후이인과

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지 ,린후이인

에 한 미련과 어쩔 수 없는 착잡함으로 이 모든 것을 추억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에서 동일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함으로써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의 시 화자의 어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이를 통해 시의 반 주제에 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었다.

2)텍스트 외 동 소 발견

텍스트 외 동 소는 텍스트 외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 소로 시의 의미

구성에 향을 미치게 되는 외 정보와 련된 동 소이다.한 편의 시의 이해 과

정에서 텍스트 외 정보는 어느 정도 텍스트에 속박되어 있고 시의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다.하지만 시 텍스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뿐이고 이러한 외 정보는 시 텍스트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하나이다.외 정보는 시를 이해하기 해 필

수 인 것은 아니지만 외 정보와 결부하여 이해하면 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선정한 한· 시 에는 텍스트 외 맥락에서도 상호연 성을 발견

할 수 있는 시들이 있다.이 에서도 작가의 삶이나 시 배경이 강조되지 않고서

는 이해되기 쉽지 않는 시들이 있는데,이때 외 동 소의 발견은 이해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주제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 국어 시 텍스트는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어 시 텍스트에서의 외 동 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외 동 소를 발견한다면 한국어 시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수 있다.

14)정한모․김재홍,『한국 표시평설』,문학세계사,1983,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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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시 배경 차원의 동 소 발견

반 론 에 의하면 작품은 그것의 상이 되는 실의 반 이다.문학은

실의 모방 내지 반 으로서 굴 된 세계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텍스트를 수용하

는 독자로서의 학생은 나름 로 텍스트 이해의 지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학생의 수 에서 텍스트에 한 선지식과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그

러나 충분한 선지식과 스키마를 형성하지 못하여 체험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이질

경향의 시나 소설을 했을 경우 그들을 일 되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상호성

이 약한 것이다. 를 들면,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를 역사주의 방

법으로 근해야 할 것인지 형식주의 방법으로 근해야 할 것인지 인지하는 비평

인 제를 세우기 어려운 도 있다.15)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는 진취 이며 항 인 내용을 다루고 있

을 것 같지만,그 내용은 애상 이며 몽환 인 분 기로 되어 있다.박두진에 따르

면,이 시는 어딘가 자조 이고 회의 이며 탄 허 이 없는바 아니나,그 시 의

민족의 비애를 나타낸 작품으로 통일된 항의식의 응결된 투명성보다는 비탄과 허

무, 항과 애탄의 사이를 왕복하고 있다16).이 시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기쁨이 나

타나는 동시에 실 인 빈곤과 아픔이 형상화되어 있다.학습자들은 이러한 시

분 기 때문에 시의 의미를 악하기 어려워했으며 특히 시에서 ‘’의 의 의미

를 악하기 힘들어 했다. 한 이 시는 11연으로 구성된 비교 긴 시이고 다양한

경상도 방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어휘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의 이해

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처음에 어휘력의 부족과 모순되는 시 분

기 때문에 시의 주제를 악하기 힘들었다고 언 하 다.

이 시는 모르는 어휘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된다.한국어 시에서는 이 와서

기뻐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나비와 같이 을 묘사하는 환경 묘사가 나타나지

만 ‘무엇을 찾느냐,어디로 가느냐’에서는 슬 감정도 나타나고 있다.도 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I-빼앗긴-我愛這土地-F409]

국어 시에서는 국토에 한 사랑을 표 하고 있는데 한국어 시에서 ‘들’도 국

15)구인환 외,『문학교육론』제2 ,삼지원,1994,332-333쪽.

16)박두진,『한국 시론』,일조각,197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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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상징할 것 같다.‘빼앗긴 들’이라는 데로부터 가능하게 침략에 의해 빼앗긴

국토일 것이다. 국어 시가 일제침략시기에 창작되었으므로,한국어 시도 비슷한

역사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한국어 시에서는 에 들에서의 정경

을 아름답게 표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 노력해서 이 땅을

다시 찾기를 호소하는 것이다.[I-빼앗긴-我愛這土地-F409]

그러나 아이칭의《我愛這土地》와 연 지어 이해하면서 국어 시의 ‘토지’와 한국

어 시의 ‘들’의 상징 의미가 비슷함을 발견하게 되고 ‘빼앗긴 들’이 침략에 의해 빼

앗긴 국토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되었다.이는 앞 에서도 언 되었듯이 학습자가

두 편의 시에서 어휘소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면서 시 의미를 수렴해 가는 과정

이다.이로부터 학습자는 한· 두 편의 시의 시 배경 차원에서도 동 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국어 시가 일제 침략 시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시도 비슷

한 역사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학습자는 이러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국어 시의 주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에서

들의 아름다운 정경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 빼앗긴 땅을 다시 찾기

를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 다.학습자는 시 배경 차원에서 동 소를

발견하고 연 지어 이해함으로써 작가가 시를 쓴 의도까지 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면담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학습자는 시의 제목으로부

터 이어서 개될 내용을 측하 는데 상과는 달리 표 되고 있어 당혹감을 느끼

고 있다.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이 처량한 내용을 쓰고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그런 내용

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과는 다르게 표 되고 있다.시의 내용은

아름다운 것 같고 의 정경을 보면서 그냥 한가하게 들에서 목 도 없이 걸어가

고 있고 자연 경 을 서술하고 있다.왜 에 내용은 제목과 다른 것 같은가?[I-

빼앗긴-我愛這土地-E306]

처음에는 이 시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어떤 원인 때문에 토지를 빼앗긴 것 같

고 앞부분에는 이 와서 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만 뒤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국어 시의 주제는 매우 분명하다.국토에

한 사랑을 표 하면서 일제를 몰아내려는 의지와 희생정신을 표 하고 있고 애국

주의 사상을 표 하고 있다.한국어 시의 제목을 보면,토지를 빼앗겼기에 슬퍼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두 편의 시가 련이 있다면 한국어 시도 일제침략 시기를

배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면서 빼앗긴 국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I-빼앗긴-我愛這土地-E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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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의 이해는 비교 단순하 는데 시의 내용이 아름다

운 것 같다고 인식한 것은 이 시에서 의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과 련된

다. 한 한가하게 목 이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시의 반 인 분 기를

악하지 못하고 시를 하게 이해하지 못하 음을 말해 다.이처럼 학습자는 처음

에는 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어 시가 매우 간략하며 주제

한 명확하 기 때문에 학습자는 국어 시와 결부하여 이해하면서 의미 구성에 확

신을 얻게 되었다.이로부터 두 편의 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

었는데,학습자는 한국어 시의 제목으로부터 이 시에서 왜 슬픔이 나타나고 있는지

를 악하고자 하 고 토지를 빼앗겼다는 에서 일제에 의해 빼앗긴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한국어 시도 일제 침략시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

을 추측하며 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빼앗긴 국토를 되찾아야 한

다는 것을 말해주기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시의 주제를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텍스트 외 동 소 발견은 두 편의 시의 주제 차원의 동 소 어휘소

차원의 동 소 등을 함께 발견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학습자들의 추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그러나 그 과정은 학습자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시 읽기

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주체 인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 인 역할도 하고

있다.따라서 먼 학습자로 하여 스스로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탐색해 보도록

한 다음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설명과 보완을 통하여 확인· 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⑵ 작가 배경 차원의 동 소 발견

표 론 에 의하면,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 표 이다.즉,작가의 사상과

세계 은 문학 작품의 창작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문학은 사회의 소산인 언어

를 그 매체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회 제도이다.모든 작가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

문에 작가는 하나의 사회 존재로서 연구될 수 있다.작가의 기가 주요한 원천이

겠지만,그와 같은 연구는 작가를 출생시키거나 그가 몸담고 살고 있는 반 인 환

경에 한 연구로 손쉽게 확 될 수 있다.17)

17)R.wellek&A.Warren,Theoryofliterature,이경수 역,『문학의 이론』,문 출 사,1993,

131-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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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짜시라무 둬둬의《見 不見》이라는 두 편의 시가 상호

연 성을 지니게 된 원인은 작가가 모두 불교 신앙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작품에서 형

상화하여 표 하 기 때문이다.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이해함에 있어서 작가 배

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다수 학습자들은 <님의 침묵>을 읽었을 때

이 시가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그린 시라고 이해하 고 이별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 인 생각으로 시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다음 면담 자료는 이러

한 양상을 보여 다.

앞부분에서는 의 추억을 추억하고 있는데 상 방의 말소리,얼굴,가슴,슬

픔, 물...등이 나타나고 있고,이별에 한 슬픔과 아쉬움을 표 하다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서 감정이 환이 나타나고 있다. 망 에서 희망을 보는 그런 느낌이다.지

이별하는 것은 다른 사랑을 만나기 한 것이다.비록 우리의 사랑은 니가 떠

남으로 인해 깨졌지만 하지만 나는 사랑에 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나는

다가올 사랑,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I-님의 침묵-见与不见

-D317]

한국어 시만 읽었을 때,이 시가 사랑을 다룬 시이라고 생각하 다.하지만 이

국어 시를 쓴 작가가 불교도 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주제가 단순히 사랑에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만약 이 시가 사랑을 다룬 시라고 하여

도 시인은 그 사랑을 마치 신앙처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시를 쓴 두 시

인의 감정이 불교에 한 신앙과도 같은 것으로 느껴진다.[I-님의 침묵-見 不見

-D317]

학습자의 첫 번째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휘들을 연 지

으면서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는 시 상황을

비교 잘 악하 고 시에서 나타나는 희망 인 어조를 해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심층 인 함의에 해서 이해하지는 못했고 일상 인 생각으로 ‘ 다

른 사랑,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

여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짜시라무 둬둬의《見 不見》과 연 지어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국어 시의 작가 배경으로부터 한국어 시를 쓴 작가

의 배경에도 심을 갖고 해석하고자 노력하 고,이를 통해 기존의 부족한 이해를

조정하고 명료화하 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작가 배경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한국어 시를 이해하 다.학습자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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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침묵>을 이해할 때 단지 사랑과 이별을 다룬 시라고 생각하 으나 국어 시

의 작가가 불교도이고 불교 사상을 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도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불교 사상을 반 하 을 것이라고 단하

고 만약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불교에 한 신앙과 같이 느껴진다

고 하 다.이는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이 외 맥락에 존재할 때 추론에 의해 외

정보가 보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학습자의 면담 자료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잘 모르는 어휘들이 있긴 하지만 반 인 이해는 연인이 떠난 다음의 깨달음

과 생각을 말하는 것 같다.[I-님의 침묵-見 不見-D419]

이 시는 단순하게 사랑의 감정을 쓴 시인가?《見 不見》라는 시는 드라마

<궁>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菩提(불교의 보리)사상들이 많이 나온다.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와 《見 不見》의 마지막

구 과 ‘默然相愛 寂靜歡喜(묵묵히 사랑할 수 있게,조용하게 좋아할 수 있게)’와

제일 비슷하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른다.그래도 그는 마음속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

다.감정의 깊이가 이미 그런 차원에 도달하 다.아마도 불교의 집착을 월하는

그런 사상과 련이 깊은 것 같다.[I-님의 침묵-見 不見-D419]

학습자는 처음에는 이 시가 연인과의 이별 뒤의 깨달음을 다룬 시라고 생각하 으

나 국어 시를 읽고 나서는 국어 시를 쓴 작가의 외 정보를 고려하면서 한국어

시를 이해하 음을 알 수 있다.이는 다시 불교 인 이해로 환이 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비교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냈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작가

배경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다고 단하고 이 시가 과연 단순하게 사랑을 다

룬 시인지에 해서 의문을 제기한다.학습자는 먼 국어 시를 드라마에서 본 경

험을 상기하면서 이 시가 菩提(불교의 보리)사상들을 다루고 있다고 단한다.이에

근거하여 학습자는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

는 구 과《見 不見》의 마지막 구 ‘默然相愛 寂靜歡喜(묵묵히 사랑할 수 있게,

조용하게 좋아할 수 있게)’을 연 시켜서 이해하면서 시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

게 되고 이 두 구 이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런 사랑은 이미 믿음

과 같은 차원의 것이며 이것이 불교의 집착을 월하는 사상과 련이 깊은 것 같다

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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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의 해석은 작품 내재 방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작품 내재 방법과

작품 외재 방법은 서로 보완 인 계에 있으므로 특히 요한 작품들의 경우에는

작품의 의도와는 다른 문학 의미가 추가 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18)한 편의 시는

작가 배경과의 결부를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물론 모든 시가 작가와

한 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와 한 련을 지닌 시들은 작가의 기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외 배경 지식은 작가의 기를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지만 텍

스트 외 배경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 시를 연 지어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어

느 정도 추측 가능하며 보완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학습자들로 하여 능동 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뿐

만 아니라 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2.텍스트 간 긴장 계 탐구를 통한 이해 심화

한· 두 편의 시의 근본 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 계는 한· 시 텍스트

의 특수성을 변해 주는데,이러한 특수성에 한 탐구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심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텍스트 간 긴장 계 탐구 과정은

한· 두 편의 시의 변별 인 의미와 미 인 특성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1)변별 의미 탐구

의미 구성 과정에서 시어의 의미는 체계 인 연 을 맺으면서 행과 연의 의미를

형성하고,다시 형식 인 측면과 상호작용하면서 한 작품의 체 의미(meaning)를

형성하게 된다.텍스트 간 긴장 계를 악하는 것은 시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 으로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하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윔세트와 비어즐리(Wimsatt& Beadsley)는 세계문학사 (Dictionary ofWorld

Literature)의 <의도>에 한 해설에서 문학 작품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는 ① 작

품 자체의 의미와 ② 작자가 작품 가운데 표 하려고 의도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고 말하고 ①을 실제 의미(actualmeaning)라고 하고,②를 의도된 의미(intentional

18)고 공,앞의 책,1983,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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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라고 부르고 있다.19) 본고에서는 실제 의미를 간략하게 의미(actual

meaning),의도된 의미를 의도(intentionalmeaning)로 기술하고자 하며,이에 근거하

여 학습자들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의미의 차이 탐구

의미(actualmeaning)는 시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사상(事象)

이다.시 의미는 모자이크처럼 문장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체

발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과이다.20)

두 편의 시는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 창작된 개성 인 산물이므로,그 내용은 차

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다음은 김춘수의 <꽃>과 볜즈린의《断章》의 의미의 차

이에 해 분석하고 있는 학습자의 면담 자료이다.

두 시는 내용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특수한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断章》은 마치 운명 으로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다

른 사람에게 매우 요한 존재가 된 상황이다.<꽃>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재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국어 시는 강박 인 욕망이 아니다.《断章》이 사랑을 노래한

시라면,꿈을 장식해 주고 두 사람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방

으로 애모하는 감정,짝사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하지만 <꽃>에서는 두 사

람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I-꽃-断章-B412]

비록 두 편의 시가 천착하고 있는 철학 인 념은 서로 다르지만 두 편의 시는

모두 ‘존재의 의미’와 ‘계’에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한 두 편의 시는 모두 연

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에서도 유사하다.볜즈린의《断章》의 의미는 철학 인 측

면에서 세상 만물이 상호 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학습자가 이야기한 것

처럼 ‘운명 으로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이

시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과 우연하게 풍경의 일부로 ‘당신’을 보던 사람은 낮과

밤의 시간의 흐름,주체와 객체의 환, 실과 꿈의 매개 등 시 장치로 인해 서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그러나 김춘수의 <꽃>은 존재의 의미 실 의 소망을 표 한

시로서 그 의미는 차이를 지닌다.주체인 ‘나’도 ‘’에게로 가서 의미있는 존재가 되

길 원하며 한 ‘나’와 ‘’의 계는 ‘우리’로 차 확 되어 모든 존재가 지닌 의미

19)J.T.Shipley,Ed..,DictionaryofWorldLiteraryTerms,London,1955,p.229.

20)I.A.Richards,ThephilosophyofRhetoric,OxfordUniv.Press,1965,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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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의 소망으로 나타난다.학습자는 이를 ‘인정을 받고 존재감을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한 학습자는 이 시를 연시로 보았을 때의 차이도 분석하고 있는데 김춘수의

<꽃>에서는 비교 극 으로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볜즈린의《断章》에서는 짝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것 같다고 하 다.《断章》에서 ‘당

신’과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간의 계는 ‘꿈’에서만 실 되므로,이 시는 연구자들에

의해 짝사랑의 감정을 표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반면,김춘수의 <꽃>에서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

다’와 같이 구체 인 결과로 나타난다.이처럼 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지닌 차이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시를 매우 깊이 있게 이해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박두진 <해>와 궈뭐 의《太陽禮贊》의 변별 의미를 악하면서 이해를

심화하고 있는 면담 자료이다.

태양은 에 지,희망, 명 등 정 인 명사이다.두 편의 시에서는 모두

재 고통스런 시기에 처해있는데 암흑의 시기에 명을 추구하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기원한다는 에서 유사하다.두 시는 모두 태양이 떠오르길 바라는 호소

가 비슷하다.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은 나에게 암흑의 끝이고 밝은 미래의 시작을

의미한다.궈뭐 의 《太陽禮贊》은 해가 떠오르기 - -후의 과정을 묘사하고

해가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염원을 그리고 있다.박두진의 <해>는 해가 떠오르길

바라는 염원과 해가 떠오른 뒤에는 여러 짐승들과 함께 햇볕이 따스한 곳으로 가

서 놀고 싶어 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국 시의 감정 색채가 더 강

렬하다.박두진의 <해>는 ‘명아 빨리 오라.암흑을 어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를 열어달라’는 의미인데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비교 색채가 어두운 것 같다.그러나 《太陽禮贊》은 ‘태양아

솟아올라라,나에게 힘을 달라.’라는 의미이다.태양이 떠오르는 과정을 묘사하

고,태양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주로 말하 다. 국어 시에서 태양은 청춘

의 활력,힘의 원천,낡은 것들을 없애 버릴 수 있는 힘이다.[I-해-太陽禮贊-D317]

두 편의 시는 비록 서로 다른 시 배경에서 창작되었지만 ‘해’는 모두 그 시

의 정신을 반 하고 있으며 미래에 한 희망을 표 하기 한 소재로 선택되었다.

학습자는 먼 ‘해’가 지니고 있는 상징 인 의미가 두 편의 시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분석하 고 재 모두 암흑의 시기에 처해있고 태양이 솟아오르길 바라는 호소가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언 하 다.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시는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데 학습자는 그 의미의 차이를 구체 으로 비교하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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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박두진의 <해>에서는 기독교 인 사상이 체 되어 있는데 학습자는

이를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계’에 한 열망으로 분석하 고,궈뭐 의《太陽禮贊》

에서는 ‘태양’이 서정 주체인 ‘나’에게 힘을 부여해 수 있는 원천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이러한 차이를 악하고 구체 으로 그 차이를 비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는 한 국어 시의 감정 색채가 더 강렬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어 시에서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 -후의 과정이 묘사

되고 있지만,한국어 시는 어둠 속에서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이는 학습자가

두 편의 시가 의미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구조화하여 표 하고 있는지를 악하 음

을 말해 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반 인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표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두 편의 시의 차이를 비교하 다.

시는 서정 장르이고 정서와 상상의 산물이므로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 화자의

감정,어조 등에 반응한다는 의미가 된다.감정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해 화자가 갖는 어떤 태도이다.리처즈에 의하면 감정(feeling)이란 인생에 있어서의

심리 이고 정서 이고 내포 이고 감화 인 반응 일체를 의미한다.감정은 곧 정서

태도,의지,욕망,쾌감,불쾌감 등을 포 하는 용어이다21). 한 시의 미묘한 의

미는 어조에 의해 결정되므로 독자는 시에 표출되어 있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리처즈는 화자가 청자에 해 갖는 태도에 한정하여 어조를 논의하고 있지만,클리

언스 룩스와 로버트 펜 워 (CleanthBrooks& RobertPennWarren)에 의하면

시에 있어서의 어조는 시 작품 속의 화자의 주제에 한 태도,청자에 한 태도,때

로는 화자 자신에 한 태도를 가리킨다.22) 룩스와 웨 은 시에서의 어조를 리처

즈 가 제시한 감정까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두 편의 시의 변별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시 화자의 어조와

감정의 차이에 주목하 으며 그 차이로부터 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다음은 학습자들이 두 편의 시에서 시 화자의 감정과 어조의 차이에 주

목하여 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면담 자료를 살펴

보고자 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만을 읽었을 때에는 이 시의 감정이 이 게 지독한 것임

을 느끼지 못했다.낭만주의 시 풍격을 지닌 조용하고 부드러운 쉬즈모의 시와

21)I.A.Richards,앞의 책,1973,p.181.

22)C.Brooks&R.P.Warren,“Tone”,UnderstandingPoetry,4thed.Holt,1976,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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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를 통해서 김소월의 시에 내재된 감정이 역동 으로 살아난 것 같다.그

내면에 담긴 뜻은 김소월의 시는 마치 헤어질 때 ‘나는 집착을 하지 않고 붙잡지

도 않겠지만 를 평생 증오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든다.그러나 쉬즈모의 시는

‘같이 집착을 하지 않겠지만 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것이다.’라는 느낌이

다.진달래꽃은 어조가 매우 강렬한 반면,쉬즈모의 시는 온화하고 읽을 때 미감을

느낄 수 있다.그러나 <진달래꽃>은 읽은 다음에 무 독한 느낌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I-진달래꽃-再别康橋-E306]

학습자는 두 편의 시를 비교하면서 김소월 시에 내재된 감정이 더욱 역동 으로

살아났다고 언 하 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에서 시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서 모

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이 유사하지만 김소월의 시의 어조가 훨씬 강렬하다고

지 하 다.이에 학습자는 김소월의 시에서는 자신을 떠난 님을 ‘평생 증오할 것’이

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쉬즈모의 시에서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느낌

이 든다’고 하 는데,비록 김소월의 시에서의 시 화자의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에

한 이해는 조 일면 이긴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온화하고 미감을 느낄 수 있다’ 는 ‘마음이 좋지 않

다’는 부분은 시 화자의 어조가 독자에게 주는 감정(feeling)과 련된 양상으로서

이러한 차이에 한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에서 내재한 감정을 깊게 이해

할 수 있고 두 편의 시를 자신의 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시 화자의 어조는 감정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원이둬의《死水》는 모두 실 사회에 한 비 을 표 하고 있지만

그 감정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다음은 두 편의 시에서 나타나는 시 화

자의 감정의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는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시는 모두 망 이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실에 해 비 한 시이다.

그러나 국어 시는 분노가 더 많이 체 되었고 한국어 시에서는 망과 무기력

함이 느껴진다.원이둬의《死水》의 마지막 구 은 이미 이 게 나빠진 상황이 어

떻게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를 보여 다.원이둬는 민주투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매우 직 으로 말했다.한국어 시는 억압을 받는 느낌이고 불만

을 상징 이고 은폐 으로 표 하 다.[I-새들도-死水-D420]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 시 화자의 좌 과 망감은 마지막 구

인 ‘주 앉는다’라는 표 에서 체 된다.이 구 에는 실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지식인의 망이 잘 나타난다.원이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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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水》에서도 시 화자는 실 상황에 해 철 하게 망한 다음 ‘차라리 추악

이란 놈더러 개간하라고 하여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지 두고 볼지어다’라고 질책하는

데 여기서는 분노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학습자는 시에서 체 되는 감정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국어 시에서는 분노가,한국어 시에서는 무기력감이 더 느껴진다고

지 하 다.

시 화자의 감정은 한 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학습자는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 시 화자의 의도가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드

러내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에 한 자조와 비 을 드러내고자 한 것임을 밝히지

는 못하 지만 이 시에서 ‘억압을 받는 느낌’을 받았음을 언 하 다.한편 원이둬의

경우 민주 사이므로 직 으로 실사회에 해 분노와 질책을 가하 다고 그 차

이 을 지 하 다.시 화자의 어조와 감정은 시인이 선택한 주제 내용에 해 이

해하고 해석한 바를 화자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견해를 나타낸 것에 해당하므로,

시의 반 인 이해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시를 이해할 때 미세

한 어조와 감정의 차이를 악하고 그것이 두 편의 시의 주제 측면 시 분

기와 어떻게 련을 맺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시를 더욱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도

와 다.

⑵ 의도의 차이 탐구

작품의 의도에 한 이해는 작가의 삶이나 그의 심정 상태를 통해 그의 작품의 의

미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상정하는 기 비평과 련이 있다.허쉬는 의도주의가 일종

의 논리 오류라는 주장에 하여 반론을 제기했던 의도주의 이론가이다.그에 따

르면,해석이 지향하는 가장 요한 목표는 해석의 객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라고 하 고,타당한 해석의 유일한 토 가 될 수 있는 것은 작품이 어떠한 의미

를 갖도록 하는 자의 의지라고 생각했다.따라서 작가의 의도 개념을 포기하는 신

비평의 반의도주의 해석으로는 해석의 객 성과 타당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23)

의도는 시의 주제와 한 련을 맺고 있는데 주제는 추상 이고 념 인 성격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여도 구체 으로 기술하 을 때에는 차이가 존재하

며,시인에 따라 유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그러나 두 편의

23)E.D.Hirsch,ValidityinInterpretation,New Haven:YaleUniversityPress,1967,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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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구체 으로 비교해 볼 때에는

차이를 지니므로 유사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차이성을 탐구하여 이해를 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주제의 일치란 시의 의미가 수렴 으로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

지만,상호텍스트는 일치하는 부분이 마치 일필 서법(syllepsis)의 언어유희처럼 추

론을 통해 의미를 확장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4)

를 들면,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의《再别康桥》는 모두 ‘이별의 정한’을,

정지용의 <향수>와 의《 》는 모두 ‘고향에 한 그리움’을,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표 하고 있지만 구체

인 시 배경 작가 배경과 결부하여 볼 때 차이를 지닌다.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 서로 다른 시 ·문화 공간에서 창작된 두 텍스트를 선정하

으므로 텍스트 외 배경 면에서 차이성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확인

하는 데 그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가 주제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시 화자의 어떤 의도를 표 하 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를 더욱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정지용의 <향수>에 한 학습자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르는 어휘가 좀 많아서 핵심 인 내용을 악하면서 읽으려고 하 다.이 시

에서는 늙은 아버지,기억 속 이,아내 등 고향의 가족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나타낸 것 같다.추억 속에서 고향의 정경을

구체 인 심상으로 표 하 는데 매우 감동 이다.왜 이 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이 시는 일제시 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기에

고향도 빼앗겼고 그것이 깊은 향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의 시는 정치 인 원인으로 인해 조국이 분열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한 향수이다.두 편의 시에서 모두 향수를 주제로 하 지만 창작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I-향수- -E305]

학습자는 모르는 어휘가 있었지만 핵심 인 내용을 악하면서 이해하 는데 이

시가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나타냈음을 지 하 다. 한 이 시가 과

거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면서 매우 감동 으로 다가왔다고 언 하 다.학

습자는 ‘왜 시 화자가 이 게 고향을 그리워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시 화자

24)M.Riffaterre,“Compulsory readerresponse:the intertextualdrive”,in Intertextually:

theoriesandpractices(editedbyM.Worton,J.Still),ManchesterUniversityPress,1990,

pp.74-75.



-96-

의 의도를 악하고자 한다.이에 학습자는 정지용의 <향수>의 시 배경과 결부

하여 이 시가 일제시 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 진한 향수가 되

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반면 학습자는 의《 》는 조국 분열로 인해

발생한 향수임을 지 하 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창작 배경의 차이에 한 고찰

을 통해 시를 쓴 작가의 의도까지를 분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고향에 한 그리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박윤우는 당 의 시인들

이 처한 삶이 근 화된 도시의 소외와 농 의 궁핍화 공동체 해체로 실화되면

서 형성된 비 실인식이 고향에 한 추구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정

신 이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하 다.25)다시 말하면,식민지라는 당 의 거시

인 역사 상황과 근 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은 결합되어 한 ‘향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학습자는 비록 당 의 총체 인 시 배경에 한 지

식이 부족하여 깊이 있는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일제강 기라는 배경지식을 바탕으

로,정지용의 <향수>에서 체 된 감정이 나라를 뺏긴 실존의 향수라는 것을 정확하

게 악할 수 있었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시 배경을 고찰해보고 시인이 ‘향

수’라는 시를 쓰게 된 의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시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두 편의 시의 외 배경의 차이를 구체 으로 탐구하

고 작가의 의도를 역추 해 보면서 깊이 있는 의미 구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은 모두 ‘혼’이라는 고복의식을 빌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표 하고

있는 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의 의도의 차이에 해 고찰하고 있는 면

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월과 쑨따 의 시는 제목부터 모두 ‘혼’이다.쑨따 의 시는 추모시로서

즈모(志摩)를 해 쓴 시라는 이 명확하다.그러나 김소월의 시는 명확하게 언

된 것이 없다.김소월의 시는 그 함의가 더 넓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김소월의 시는 일제시 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나

타낸 것 같다.[I- 혼-招魂-E301]

학습자는 먼 두 편의 시가 모두 ‘혼’을 다루었음을 언 하면서 쑨따 의 시에

서는 혼의 상이 쉬즈모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김소월의 시에서는 분명

하지 않다고 지 하 다.김소월의 시에서 ‘혼’의 상이 구인가 하는 문제는 여

러 연구자들로부터 논의된 바 있다.김소월이 실 으로 만났던 임일까?아니면 경

25)박윤우,『 시와 문화교육』,푸른사상,2011,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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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연인이 아닌 허구 인 임 나아가서는 식민지 삶의 상황에 놓여진 고향,자연,

조국으로서의 확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26)일반 으로 혼의 상징 의미를

민족 주체의 상실27)이라고 보는 듯하다.김한호는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라고 한

까닭에 하여 이는 목숨이 다한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짓밟힌 주체

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산산히 부서진 이름,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의 주체는 바로

멸망해버린 조국이라고 설명하 다.28)김소월의 < 혼>은 축어 으로 읽을 때는 사

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한 비통한 심정을 표 한 것 같지만 작가의 진정한 의도는

조국 는 민족 주체의 상실을 상징 으로 표 하기 한 것일 수도 있다.학습자

도 이러한 의도를 고려하여 ‘시의 함의가 넓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는 주장을 피력하고 일제강 기라는 시 배경과 결부하여 분석하면서 비교 깊

은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에만 집착하여 작품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의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의도의 오류는 작품 창작에 임하는 작가의 창작 의도가 곧 그 작품의 의미

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으로서 역사주의 비평이 추구하는 창작 의도를 공박

하는 이론이 된다.윔세트와 비어즐리는 자의 실제 삶에 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기 비평을 비 한다.의도의 오류는 작가의 본래 의

도와 작품에서 성취되는 의미 사이에는 근본 차이가 있으며 그것들을 혼동하는 데

서 작품의 이해와 평가가 잘못되는 것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다.29)그러나 허쉬

(Hirsch)는 반의도주의 입장이,텍스트나 발화의 의미가 해석자에 의해 자율 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론 자율성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 한다.30)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시의 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한국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요한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다수의 학습자들은 시를 이해할 때 작가 배

경,시 배경 등 외 정보에 한 호기심을 갖고 이런 외 정보와 결부하여 시를

이해하고자 한다.따라서 시를 이해할 때 작가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은 필요한 근

이라고 생각된다.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시의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

26)성기옥,「김소월의 혼-고복의식의 문학 재 과 임의 확산 지평」,김용직 외,『한국

시 작품론』,문장사,1981,100쪽.

27)신동욱,「 혼의 상징 의미」,신동욱 외,『김소월연구』,새문사,1982,III-12쪽.

28)김한호,『김소월 시 연구』,문 마당,2000,71쪽.

29)홍문표,『 문학비평이론』,창조문화사,2003,250쪽.

30)E.D.Hirsch,앞의 책,1967,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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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해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 두 편의 시를 쓴 작가의 의도를 악하게 하고,

그 차이성을 구체 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시에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 가지 방

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단된다.

2)미 특성 탐구

시인은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다양한 형식 장치를 사

용하게 되는데,시에서 드러나는 표 수법,시 구성,리듬 등을 악하고 비교하

는 것은 두 편의 시의 미 특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학습자들은 이해 과정에

서 형식 측면의 유사성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시인이 동일한 주제,동일한 시 제

재를 다루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시인의 독창 인

상상력과 개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시를 더욱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 과

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한· 시 텍스트의 특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며 의미 구

성의 심화를 경험하게 된다.

「잘 빚어진 항아리」에서 룩스(Brooks)는 시에는 모두 나름의 제재가 나타나고

형상이 제시되어 있는데,시는 시인의 마음 속에 그것이 빚어지면서 채택되기에 이

른 형식 내지 형태라고 보았다.이것은 곧 우리가 형식 구조와 수사 조직(formal

structureandrhetoricalorganization)의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31)모

든 텍스트는 시인의 독특한 상상력을 담고 있고 특수한 기법과 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에 그 차이를 탐구해 보는 것은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의 형식 차원에서 가장 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 기법과

구조의 두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⑴ 표 기법의 차이 탐구

쉬클로 스키(Shklovsky)에 따르면,시란 한 상이 시 임을 의식 으로 경험하

기 한 한 방법이다.시의 여러 가지 기교는 사물을 낯설게 하고,형태를 어렵게 하

고 지각을 어렵게 하고 지각하는 데에 소요하는 시간을 증 시킨다.지각의 과정이

야말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심미 목 이며,따라서 되도록 연장시켜야 하는 것이

다.32)시 언어의 심미 일탈에 기여하는 미 기법 의 하나가 바로 표 기법

31)김용직·장부일,『 시론』,한국방송통신 학교,1994,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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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 기법은 문학 교육 장에서는 일명 수사법33)이라고도 한다.수사법에는 다양

한 종류가 있는데 김욱동은 수사법을 의미 이에 따른 수사법,소리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상호텍스트 수사법으로 구분하

고 그 하 범주를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소리에 따른 수사법과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문장 구조에 다른 수사법은 시의 외 형태에서 비교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비교 쉽게 단할 수 있는 표 수법이다.그러나 역설 수법

이나 반어 수법,풍자 수법,상징 수법 등 의미 이에 따른 수사법은 시인의

의도를 표 해 주고 시의 내용과 직 련되기 때문에 상 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두 편의 시의 의미론 긴장 계는 형식과의 결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따라서

변별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미 특성의 차이도 고찰할 수 있지만 이는 언제

까지나 의미의 변별성을 악하는 과정에서 부가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반면,두

편의 시의 미 특성을 탐구하는 과정은 두 편의 시가 유사한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데 집 하여 그 차이를 탐구하는 과정이다.이때 형식 측면이

시의 의미 형성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의미와의 련성을 탐구하게 된다.

김정우는 시의 의미와 형식의 계,특히 산문 진술과는 달리 그러한 형식을 취함

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의미와의 계를 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형식으로

부터 어떤 의미를 실 시키고자 하는 ‘형식의 의미화’를 가능 하는 교육 내용이 설

계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34)

다음 학습자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모두 불교사상을 체

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다르게 표 했는지를 분석하면서 두 편의 시의 미 특

성을 탐구하고 있다.

32)V.Shklovsky,ArtasTechnique,한기찬 역,『러시아 형식주의 문학론』,원일제,1980,

21-51쪽 참조.

33)김욱동의 논의에서는 수사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첫째,언어를 압축하여 간결하

게 표 하는 데도 기여한다.둘째,수사법은 추상 념을 생생하게 표 하는 구실을 맡기도

한다.셋째,수사법은 이 세계를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도록 해 다.김욱동,『수사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2003,42-45쪽 참조.

34)김정우,「시 형식의 의미에 한 시 교육 고찰」,『문학교육학』16,한국문학교육학회,

2005,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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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시에는 모두 불교 인 사상이 체 되었다.<님의 침묵>에는 문학 표

이나 기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님의 침묵>은 경물을 빌어 감정을 표

하 는데 단풍나무 숲과 꽃 등 경물묘사가 특별히 많다.그러나 《見 不見》에서

는 이러한 구체 인 물상이 나타나지 않고 매우 명백한 신념만을 드러내고 있다.

《見 不見》은 반복과 은유의 수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 하 다.<님의 침묵>

은 간 인 서정 방식을 취하 고,《見 不見》는 직 인 서정 방식을 취하

다.[I-님의 침묵-見 不見-D317]

학습자는 <님의 침묵>에서는 문학 기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는 작가가 ‘님’과의 이별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푸른 산빛’,‘단풍나무 숲’등 상징

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묘사들을 빌어 이별의 슬픔을 불교 인 공(空) 사상으로 극

복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학습자는 이런 묘사의 기법이 경물을 빌어 서정을 표

하는 간 인 서정 방식을 표 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짜시라무 둬둬의

《見 不見》의 경우 ‘만남과 이별’을 넘어 월 인 사랑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불교의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자세를 표 하 고 불교 인 사상을 표 하

고 있다.따라서 학습자는 이 시가 <님의 침묵>에 비해 직 인 서정 방식을 취하

고 명백한 신념만을 드러냈음을 분석하 다.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불교 사상을

어떻게 다르게 표 했는가를 통해,두 편의 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면담 자료는 두 편의 시의 반 인 형식 인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고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학습자는 이러한 미 특성 탐구가 가져다 효과를 언

하고 있다.

황지우의 시는 ‘새’라는 한 가지 심상을 썼고,원이둬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심

상으로 시각 인 효과를 추구하 다.원이둬의 시는 리듬감이 더 강하고 음악미

(音 美)，회화미(繪畫美),건축미(建築美）삼미(三美)35)가 체 되 다.만약 비교

를 하지 않는다면 시의 형식 인 특성에 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된다.하지

만 비교를 통하여 황지우의 시와 원이둬의 시의 형식 인 측면에 해 매우 깊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시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되었다.[I-새들도-死水

-B412]

35)이는 원이둬가 신격률(新格律）시에 해 제기한 주장이다.그는 신격률시는 삼미 즉,음악

인 미(음 ),회화 인 미(어휘)를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 인 미( 의 구 이 균일하고

일치해야 한다)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 다.



-101-

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비슷한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형상화했는지를 비교하면서

한· 시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는

‘새’라는 한 가지 심상을 심으로 주제를 표 하고 있지만,원이둬의 시에서는 만회

할 수 없이 썩어빠진 ‘폐수’를 잘 보여주기 해 다양한 심상을 창조하여 ‘폐수’를 묘

사하 다.이는 시인이 시 상을 어떻게 선택하여 의도를 표 할지와 련된

략 인 차원이라 할 수 있다.학습자는 한 두 편의 시의 리듬,이미지,표 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 시의 특성을 악하고 이를 다시 시의 내용 차원과

결부하여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는 한편의 시만 읽을 때 간과하기 쉬운 형

식 자질들에 한 이해가 비교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하 는데 이처럼

시에서 체 된 다양한 형식 요소에 한 비교는 한· 시의 미 특성을 인식하게

해주고 시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에서 감정 표출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인식하면서 두 편의 시의 표 기법의 차이를 탐구하고 있는 면

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월의 < 혼>은 감정을 매우 직 으로 격렬하게 표 하 다.사랑하는 사

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에 한 그리움과 후회를 표 하고 있는데,한국어 시는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통을 표 하고 있다.한국어 시 < 혼>에는 강렬한

호소와 감탄이 드러나는데 주로 반복법,돈호법으로 표 하고 있고,쑨따 의 시

《招魂》에는 비교 평이한 묘사와 진술로 쓰여졌다.쑨따 의 시는 유미주의 풍

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죽은 친구를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하 다.

[I- 혼-招魂-B416]

학습자는 두 편의 시에서의 시 화자의 감정 표출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체 으

로 두 편의 시가 갖고 있는 표 기법 상의 차이를 탐구하고 있다.김소월의 <

혼>은 감정의 직선 인 발로와 탄, 규로 인해 부족한 거리 조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의 심리 인 거리 조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심리 인 거리

는 시인에 따라서,그리고 그가 처리하는 상의 본질에 따라 다양하다.휠라이트

(Wheelwright)에 따르면,거리 조정에 있어 양극단은 부족한 거리조정과 지나친 거

리 조정이다.부족한 거리 조정은 제재에 한 시인의 심리 거리가 매우 짧은 경

우다.시인이 자기감정을 양식화하지 않고 직 발화하는 규의 형태가 부족한 거

리 조정이다.이것이 시의 감상성(sentimentality)이다.감정의 지나친 억제는 결과

으로 념 인 시가 되게 하거나 분열 인 시가 되게 한다.36)반면,쑨따 의《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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魂》은 신월 의 시 풍격을 보여주며 감정을 양식화하여 과잉되지 않게 표 하고

있다.

학습자는 김소월의 시에 강렬한 호소와 감탄이 나타났다고 언 하고 나서 돈호법,

반복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분석하 다.반면 쑨따 의《招魂》은 평이한 묘사와 진

술로 되어 있음을 분석하 다.김소월의 < 혼>에서의 반복법과 돈호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효과 으로 표 해 주고 있으며 시 화자의 가슴에 맺힌 정한

을 호소하는 데 필요한 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그러나 쑨따 의 시에서의 묘사

와 진술이라는 표 기법은 시인의 시 의미 달 방법과 련되는 표 기법이라

할 수 있다.반면,돈호법,반복법은 시 화자의 감정 표출의 측면과 련되는 표

기법이므로 차이를 지닌다.이런 표 기법의 차이는 두 편의 시의 시 풍격의 차

이를 변해 주고 작가의 개성을 체 해 주는 동시에 두 편의 시의 술성을 결정하

다고 할 수 있다.

⑵ 시 구성의 차이 탐구

시 형식의 요한 기능 의 하나는 시 담화를 ‘구조화’하는 일이다.37)다시 말

하면 제재를 어떤 틀 속에 짜 맞추는 일이 형식의 기능이다.아리스토텔 스

(Aristotle)가 비극의 롯을 처음 간 끝이라는 엄격한 유기 형식을 갖추어야 한

다고 정의했을 때 최 로 구조의 개념이 탄생된다.따라서 제재의 구조화 자체는 그

만큼 미 거리를 확보하는 본질 수단이 된다.이 구조화는 결말 맺기에서 가장 특

징 으로 나타난다.38)기승 결의 시상 개방식은 시 담화를 구조화하는 통

결말 맺기의 표 사례다.

시 구성과 비슷한 용어로는 구조39)를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시의 형태 측면

의 의미를 강조하기 해 구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구성은 문학 작품의 형식을

이루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작가가 작품의 내용을 표 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36)P.Wheelwright,TheBurningFountain,Bloomington:IndianaUniversity,1959,p.84.

37)B.H.Smith,PoeticClosure,TheUniversityofChicagoPress,1968,p.238.

38)김 오,앞의 책,삼지원,2002,353쪽.

39)구조라는 용어는 스스로 완결된 문학 작품의 통일성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문학 텍스트

를 구성하는 리듬,조직,단어,문법,소재,행동 등의 모든 요소들은 서로 결합되어 보다 고차

인 조화의 미를 형성한다.고 공,앞의 책,1983,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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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주며 주제사상을 하기 해서 동원하는 작품 속의 복잡한 조직과 구조가

바로 구성이다.구성은 문학 작품의 복잡한 조직과 구조를 지칭한다.작품의 각 부분

은 이 복잡한 조직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체를 이루게 되며,통일된 체

는 생활에 한 작가의 이해와 평가에 따라 생활 자체를 형상 으로 재 해 낸다.

사상성과 술성을 작품 구조의 측면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구성이다.40)

학습자가 시의 구성의 차이를 인식하 다는 것은 시를 비교 잘 이해하 고,거

시구조 차원에서 시의 연과 연의 계와 그 내용을 잘 악하면서 이해하 음을 말

해 다.이희 은 시 구성 방법을 반복․나열․ 칭․ 개 등의 네 가지로 유형화

하 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반복 구성은 동일한 구 을 시형 구성단

의 일정한 치마다 거듭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나열구성은 시간의 진 과 시

상의 변 없이 유사한 분 기로 유사한 시 상을 병치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칭 구성은 이른바 수미상 과 한 련을 가진다.이는 앞서 살핀 반복과 나열

에 비해 한층 세련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후의 균형을 기한 완미한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개구성은 기․승․ ․결의 4단구성과 이를 압축한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리킨다.이와 같은 선행 형태는 국의 정형시인 한시와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41)

연구자마다 시 구성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조 씩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시의

구성은 체 으로 이와 같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 으로 학습자들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상호연 텍스트로

제시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의《再别康桥》는 칭구성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김소월의 <진달래꽃>은 1연의 표 을 4연에서 반복하는 수미상 (首尾相關)의

구조로 시의 감정을 층 으로 고조시킨다.쉬즈모의《再别康桥》의 경우에도 1연

의 표 을 4연에서 비슷하게 반복하는 수미상 의 구성으로 캠 리지와 헤어질 때의

시인의 마음속의 감정을 효과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미상 의 구조는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이 시의 시 구성은 매우 독특한데 화 의 한 풍경을 통해 당 의 실 상

황을 축소하여 보여주고 있다.이 시는 화 시작 에 울리는 애국가의 울림으로부

터 시작하여 애국가가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구조로 되어있다.즉,이 시는 애국가가

40) 冉欲達․李承烈,『文藝學槪論』,김용운․김소 역,『문 학 개론』, 문출 사,1994,

190-192쪽.

41)이희 ,『 시의 방법 연구』,월인,2001,87-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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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자 다시 실로 돌아와 제 자리에 주 앉아 화를 보는 수미상 의 구성으로

되어있다.이 시에서 <우리-새>의 조 인 상황 설정은 이 시를 이해하는 핵심이

라 할 수 있다.시인은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에 상 화면에 등장하는 새떼들의 모

습을 보면서 ‘새’의 자유와 군사독재 정권 하에 사람들이 받는 억압은 조를 이루어

시 화자로 하여 새들처럼 자유가 없는 이 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

을 하게 만들었다.원이둬의《死水》도 실에 한 비 의식을 담고 있는데 이 시

에서는 ‘폐수’를 실 사회를 상징하는 제재로 삼아 다양하고 생동한 심상을 빌어 당

시 부패한 사회를 나라하게 풍자하 다.

황지우의 시는 ‘실-상상의 세계-다시 실’로 돌아와 망하는 구조로 되어있

지만 원이둬의 시는 시종일 실에 한 객 인 인식에 근거하여 폐수를 묘

사함으로써 실 사회에 한 비분의 감정, 망의 감정을 표 하 다.[I-새들도

-死水-C416]

학습자는 이러한 시 구성의 차이에 해 인식하고 있는데 비록 ‘수미상 ’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실-상상의 세계-다시 실’이라는 시의 개 방식을 이해

하 고 시를 구조화하여 잘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상상의 세계가 끝나고 실로

돌아오는 순간,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은 망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그러나 원

이둬의 시는 나열 구성으로 시간의 진 과 시상의 변 없이 유사한 분 기로 유사

한 시 상을 병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묘사의 수법과 풍자 인 수법으로

실 비 의식을 드러내었다.학습자는 이러한 두 편의 시의 시 구성의 차이를 인

식하고 구체 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기-승- -결’의 개 구성으로 되어있는 시이다.이 시

는 연의 구별이 없는 산문시의 형태로 되어있고,1행부터 4행까지는 님과의 이별을

묘사하고 있고,5행과 6행은 이별 후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7행과 8행은 시상이

환되어 이별의 슬픔에 망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만남의 희망으로 역 시키고

있으며,마지막 연에서는 ‘침묵하는 님’에 한 원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감정이

이미 종교 인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다.그러나《見 不見》의 경우에는 나열 구성

으로 되어있고 유사한 분 기로 유사한 시 상을 병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님의 침묵>은 산문의 형태로 되어있고 표 형식이 좀 자유롭고,《見 不

見》는 구법을 사용하 고 주감이 강하다.《見 不見》는 구조가 비교 규

칙 이고,병렬의 효과를 나타낸다.《見 不見》의 경우,그 감정이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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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님의 침묵>은 기-승- -결의 환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인의

내면세계와 감정을 더욱 잘 표 한 것 같다.[I-님의 침묵-見 不見-D317]

학습자는 먼 구조 차원에서,<님의 침묵>이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산문시이

지만《見 不見》의 경우에는 구조가 비교 규칙 이라는 것을 악하 다.그 다

음에 이러한 시 구성이 시의 내용에 미친 향을 언 하 다.학습자는《見 不

見》의 경우 감정의 변화가 없지만,<님의 침묵>은 기승 결의 구조가 시인의 감정

을 잘 표 한 것 같다고 하며 구조가 주는 효과까지 분석하고 있다.이처럼 형식

측면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시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 이다.

그러나 칭 구성이나 반복 구성과 같은 구성은 시의 외 형태에서 쉽게 에 띄

고 발견할 수 있지만 ‘기-승- -결’과 같은 시 구성은 시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이

해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시 구성을 악하 다는 것은 학습자가 시의 내용을 구

조화하여 잘 이해하 음을 말해 다.시 구성에 한 악은 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의 연 성을 악한 다음 그 차이까지 분석하면서 시 텍스트를 구체 으로 비교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많은 학습자들은 표 기법의 차이까지는

어렵지 않게 악하 지만 시 구성에 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 다.시

구성에 주목하는 것은 작품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작가의 세계

을 보여주고 주제의식을 표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분석하면서 이

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3.상호텍스트의 발산 환기를 통한 이해 확장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의 에서 보면 모든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에 작용하는 경험,체험 는 배경지식은 끊임없는

상호텍스트 연결 계를 맺으며 내면화를 이끌어낸다.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독자는 기억의 총체로서 배경지식과 자신의 문화론 지평

과 경험 등을 조회함으로써 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다.이 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 ․문화 ․일상 경험과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스스로 상호텍스트

를 발산 으로 환기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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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의 유사성에 따른 환기

하르트만에 따르면,독자는 이미 읽었던 텍스트나 알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상

호텍스트 으로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이러한 을 바탕으로,김도남은 독자

가 구성하는 텍스트의 개념을 말하면서 ‘내재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42)이

와 상반된 ‘외재 텍스트’는 자가 쓴 텍스트로,독자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텍스트

라고 할 수 있다.독자는 외재 텍스트로서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읽을 때 이미 삶에서

축 한 많은 경험과 지식의 총체로서의 내재 텍스트를 갖고 있다.따라서 독자는 외

재 텍스트인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내재 텍스트를 환기하고 이를 다시 이

해 과정에 용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한국어 시의 의미를 구성해 가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던 유사한 의미 내용을 지닌 다른 텍

스트를 떠올리게 된다.이러한 상호텍스트는 시의 반 인 의미에 한 이해로부터

환기될 뿐만 아니라 시 화자에 한 태도,시의 제재,분 기 등 시의 부분 인 내

용에 한 이해에서도 환기될 수 있다.학습자들은 한· 두 편의 시의 동 소를

악하고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시 텍스트를 심화하여 이해하게

되는데,다시 발산 인 용을 통해 새로운 연 을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한국어 시 텍스트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진 인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지식,잠재 으로 무한한 의미 작용

그들 사이의 계를 의미한다.이러한 에서 독자가 형성할 수 있는 발산

상호연 성의 범 는 다양한 다른 문학 작품, 화,그림,음악 등 매체 경험으로 확

될 수 있다. 랫은 언어 기호가 시각 ,청각 기호로 그리고 역으로도 이된

다는 제 하에 ‘상호텍스트성’개념 신 ‘상호매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43)

학습자들은 이해 과정에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매체 경험을 환기시키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이를 잘 보여 다.

이 시를 읽고, 국의 유명한 항 노래 ‘송화강에서44)’가 생각났다.이 노래에

42)김도남,앞의 책,2005,127쪽.

43)H.F.Plett,"Intertexualities",Intertextality,NY:Routledge,1991,pp.101-107.

44)我的家在东北松花江上， 那里有森林煤矿， 还有那满山遍野的大豆高粱。 我的家在东北松花江

上， 那里有我的同胞， 还有那衰 的爹娘。 “九一八”，“九一八”， 从那个悲惨的时候。 脱离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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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의 고향은 에는 아름다웠지만 침략을 당한 뒤로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

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의 것이 되었다’는 가사가 있다.이상화의

시에서도 의 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침략자의 것이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슬 심정이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이 비슷하

다고 생각한다.이 노래에서 체 된 마음 속에 넘치는 비분의 감정과 고통은 한국

의 시와 비슷하고 그 표 수법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I-빼앗긴-E306]

학습자는 이 시와 국의 항 노래를 상호 연 지어 이해한다.학습자는 이상화

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의 애국주의 정감을 이해하고 주제 면에서 근하

여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항 노래를 연상하 음을 알 수 있다.주제가 유

사하면 그 표 수법이나 내용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학습자는 더 나아가 두 텍

스트의 내용 면에서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데 치 하고 있다.그러나 학습자가 이해

과정에 끌어온 상호텍스트는 비교 단순한 항 노래이기 때문에 한국어 시 텍스트

와 유사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

가>에서 시 화자의 ‘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항 의식’은 면 히 고찰해야

만이 밝 질 수 있는 부분이다.심화된 이해를 해서는 두 텍스트의 차이성까지 분

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 장르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교육 인 활동을 고안할 때에는 차이성을 더 분석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경험의 총체로서의 지식에는 다양한 독서 경험뿐만 아니라 매체 경험

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특히 디지털 시 가 도래됨에 따라 인터넷은 학습자들이 한

국에 한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한 한류의 향으로 인

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음악과 방송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매체 경험은 학습자들이 한국에 한 이해를 넓 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다음에 제시되는 두 면담 자료는 이러한 상을 잘 보

여주고 있다.

我的家乡， 抛 那无尽的宝藏， 流浪！流浪！ 整日价在关内流浪！ 哪年，哪月， 才能够回到我

那可爱的故乡？ 哪年，哪月， 才能够收回那无尽的宝藏？ 爹娘啊，爹娘啊， 什么时候， 才能欢

聚一 ？！ (번역:나의 집은 동북의 송화강에 있다네,그곳엔 삼림과 석탄이 풍부하고 삼림과

들 에는 콩과 양식들이 깔려 있다네.나의 집은 동북 송화강에 있다네,그곳에는 우리의 동포

가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신다네.“9.18”,“9.18”그 비참한 시기에 우리는 고향을 떠나

무궁무진한 보물을 버리고 유랑하게 되었네.언제면 다시 사랑하는 고향에 되돌라갈 수 있을

까?언제면 다시 그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아버지,어머니,언제면 다시 즐

겁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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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의 <꽃>을 읽고 학습자는 산울림의 < 의 의미>45)라는 노래를 환기하

다.학습자는 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 시를 읽자마자 이 노래가 떠올랐다

고 하 다.학습자는 김춘수의 시가 연인 사이의 사랑을 표 하 다고 해석하 고

이와 비슷한 노래를 환기하 음을 알 수 있다.한국어 시와 학습자가 환기한 노래는

매우 비슷하게 표 되고 있는데 김춘수의 <꽃>을 연시로 해석하 을 때 주체인 ‘’

와 ‘나’그리고 그들 간에 계와 ‘의미’는 이 노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는 두 사람 간의 사랑을 표 한 시인 것 같다.이 시에서 ‘나는 에게

는 나에게 잊 지지 않는 하나의 짓이 되고 싶다’는 구 로부터 < 의 의미>라

는 노래가 떠올랐다.이 노래를 떠올리게 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이

고 두 시에서의 표 이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짓, 빛도 비슷하게 표 되었고,

의미라는 부분도 비슷한 것 같다.[I-꽃-F307]

이 노래는 꽤나 의미심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사랑하는 사람의 ‘한

마디 말’,‘웃음’,‘뒷모습’,‘빛’모든 것은 커다란 의미가 된다는 은 비교 이해

하기 쉽고 학습자도 이해한 부분이다.이 노래에서 간이역은 잠시만 머물다 가는 곳

이라는 에서 잠시 머물다 간 사랑을 비유한 것 같고,불어오는 바람은 새로운 사

랑의 느낌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이 노래에서는 외롭고 쓸쓸했던 가을의 인연이

스쳐지나가고 새롭게 다가오는 사랑에 한 두근거림,그 사랑을 맞이하기 한 다

짐 등이 표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노랫말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

습자는 김춘수의 시와 이 노래의 표 상의 유사성만을 지 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떠올린 노래는 김춘수의 시를 사랑을 주제로 한 시로 해석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물론 김춘수의 시를 단순하게 연시로 해석하 다고 하여 틀

린 것이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존재론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해석하 을 때에

는 학습자가 환기한 노래와 시의 의미는 큰 차이를 지닌다. 를 들면,시와 노래에

45)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의 그 작은 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

에겐 힘겨운 약속 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들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 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에 성을 짓고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의 그 작은 빛

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들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 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에

성을 짓고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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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 인 ‘빛’과 ‘짓’의 경우를 살펴보면,김춘수의 시

에서 ‘짓’은 ‘명명’행 를 통해서 의미를 획득하지만 노래에서의 ‘빛’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빛일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를 환기

하는 과정은 잠재된 기억을 이끌어내어 한국어 시를 연 지어 이해하고자 했다는

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불교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는 바 그 ‘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환시키고 있다.“만물은 소멸과 생성의 원리를

되풀이한다”는 윤회설과 “생성변천은 인연으로 일어나 항상 소멸한다”는 인연설은

만해의 이원 인 상상력 구조가 시 통일과 조응을 얻는 원동력이다.46)‘님은 갔지

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 습니다.’라는 구 에서는 ‘떠나감’과 ‘보내지 않음’의

이원구조로 ‘색즉시공’의 사상을 표 하고 있고,‘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

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 에서는 ‘윤회 사상’과

‘인연설’을 바탕으로 ‘만남’과 ‘떠남’에 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다음 자료를 살

펴보면,학습자는 한국 드라마를 본 매체 경험을 환기하면서 이러한 ‘인연설’에 의미

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잠시 이별하 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데서 인연설

을 말해주고 있다.내가 재 게 본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47)에서도 이러한 인연

설이 나타난다.이 드라마는 조선 시 왕세자가 사회에 와서 에 그를

짝사랑했던 여인과 다시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비록 드라마이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인연이란 몇 세기를 뛰어넘어서도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님이 떠났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의미는 이 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I-님의 침묵-F409]

<님의 침묵>에서의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시구는 학습자로 하여

한국의 한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 다.이 드라마에서 타임슬립(timeslip)장치는 극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재미를 추구하기 한 것이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은

인연설과 윤회사상이라 할 수 있다.학습자는 세기를 뛰어넘는 사랑을 빌어 님이 떠

46)김용직 외,『한국 시사연구』,일지사,1983,150쪽.

47)<옥탑방 왕세자>는 2012년 3월 2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 SBS에서 방송된 20부작 드라

마 스페셜이다.조선 시 왕세자 이각이 사랑하는 세자빈을 잃고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신

하들과 함께 21세기의 서울로 날아와 생에서 못다한 여인과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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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한· 두 나라는 오랜 시간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고 불교사상도 비교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학습자들

은 인연설과 윤회사상을 비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능동 인 독서를 통해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가며,시

텍스트의 의미를 다시 쓰는(Scriptible)과정이라 할 수 있다.롤랑 바르트는 이런 재

생산 과정에서 ‘텍스트의 즐거움’이 발생한다고 했다.48)다음 학습자는 한용운의 <님

의 침묵>을 이해하면서 이 시에서 체 된 ‘공’의 사상을 범 언(范仲淹)의 不以物

喜，不以己悲49)라는 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어 시를 해석하 다.

이 시를 읽고 ‘不以物喜，不以己悲’라는 구 이 떠올랐어요.한 사람의 감정도

좋고 신앙도 좋고 물질 인 것이 아니고 정신 인 것이라고 할 때,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외재 인 것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내재 인 것은 변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님의 침묵>에서 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

라 사랑하는 사람만 떠났잖아요.내재 인 것과 외재 의 계,내가 부처를 믿는

데 부처가 존재하든지 아니든지,‘불도가 있든지 말든지’처럼 나의 정신 인,소신

같은 게 있으면 물질 인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비록 사

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더 상승해서 나의 신앙,신념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I-님의 침묵-D318]

부분의 학습자는 환기한 상호텍스트를 한국어 시와 깊이 있게 교섭하여 읽어내

지 못했지만 이 학습자는 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고 한 그 텍스트를 활용

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어내면서 텍스트를 다시 쓰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불교 사상에서의 ‘공’사상은 학습자가 환기한 상호텍스트에 의해 다시 해석된

다.학습자는 주어진 국어 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텍스트로 활용하

면서 다시 한국어 시와의 연 성을 탐구하 다는 에서 비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향수’라는 같은 제재를 다루고 있는 자

국의 시 텍스트를 환기하고 정지용의 <향수>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면담 자료이다.

48)G.Allen,송은 역,앞의 책,2006,172쪽.

49)‘不以物喜，不以己悲’는 북송의 범 언의《岳阳楼记》에서 나온 구 이다.그 뜻은 외부 환경

의 향과 득실로 인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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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乡 》 席慕容50)

-<향수>시무룽

故乡的歌是一支清远的笛 고향의 노래는 먼 곳의 청아한 피리소리

总在有月亮的晚上响起 달이 뜨면 밤이면 항상 들려오네.

故乡的面貌却是一种模糊的怅望 그러나 고향의 모습은 모호하고 슬 바램

仿佛雾里的挥手别离 마치 안개 속에서 손을 흔들며 이별하는 것 같네.

离别后 이별 후

乡 是一棵没有年轮的树 향수는 연륜이 없는 한그루의 나무와 같이

永不 去 원히 늙지 않네.

두 편의 시는 모두 ‘향수’의 감정을 표 하 다.이 시에서는 직유의 수법을 사

용하여 향수가 무엇인지를 표 하 다.그러나 정지용의 시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

하 고 주로 묘사를 통하여 향수의 감정을 매우 효과 으로 달하 다.하지만

시무룽은 어렸을 때 고향에 오래 머무른 이 없다.따라서 그의 시에서는 구체

으로 고향을 묘사하지 못했고 몽롱한 미가 표 되고 있다.[I-향수-E305]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표 기법을 비교하면서 정지용의

<향수>는 묘사의 수법을 활용한 반면,시무룽의《 》는 직유의 수법을 사용하여

향수를 표 하 다는 것을 언 하 다. 한 이 시의 작가 배경과 결부하여 시에서

체 된 고향의 모습이 왜 모호하게 표 되었는지를 해석하면서 시의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이 학습자의 경우,두 텍스트의 미 인 특성을 비교하면서 이해를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 작가 배경과 결부를 시킴으로써 ‘향수’의 감정이

왜 다르게 체 되었을까를 고민하 다는 에서 의미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상호텍스트와 원 텍스트가 지닌 차이성은 원 텍스트의 의미를 부단히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차이성에 한 심층 인 고찰이 필요하다.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환기한 상호텍스트를 다시 메타 으로 성찰하게 하여 그 상호텍스트

경험을 한국어 시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한국어 시 텍스트

와의 구체 인 비교를 통해 한국어 시에 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0)그는 몽골족으로서 란이 끊이지 않는 시 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경,상

해,남경을 떠돌아다니다가 홍콩에 가게 되고 나 에는 만에 머물게 되었다.하지만 유럽

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다른 환경에 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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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의 동질성에 따른 환기

문학 텍스트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반 하며,문학 작품은 목표 문화와 간

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 다.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학습자

가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문화에 한 체험의 과정이고 자국 문화와 비

교하면서 문화 동질성과 이질성을 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 함의가 매우 넓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타일러(Tylor)는 문화를 “ 범 한 민족지 견지에서 볼

때,지식,신념, 술,도덕,법률, 습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다

른 모든 능력들과 습 들을 포함하는 바로 그 복합 인 총체물”51)로 보았다.이 정

의에 따르면,문화 배경은 같은 사회,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신념,태도,행 패턴,문화 습 등을 포함하며 일반 으로 산물,행

, 념문화로 구분된다52).

문화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행 ( 는 그러한 행 의 산물)이며,

이때 문화 기억의 표 인 매체로 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53)기억의 장 창고

로서 텍스트는 문화를 해 특정 기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문화를 통해 장된 기

억을 기록하는 기억 행 이기도 하다.54)한· 두 나라는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었

고 교류가 하 기 때문에 문화 동질성을 지니게 되었다.이러한 문화 동질

성이 한국어 시 텍스트에 체 되었을 때,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텍스트에 내재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 기억을 환기하게 된다.이는

문학 작품에 체 된 문화 인 요소나 문화 상, 는 작가의 발상을 체 해 주는

소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문화 상에 해 가치 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 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 맥락에서 지평 융

합과 확산을 통해 텍스트를 재구성하 다는 것을 가리킨다.

시인이 선택한 소재를 이해하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데 요한 향을 미치게 되

는데 시 소재의 의미를 악하려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문화 기억을 환기하면

서 자국 문화와의 연결 고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다음 면담 자료는 이러한 양

51)E.B.Tylor,Primitiveculture,NY:Haper,1958,p.7.

52)B.Tomalin&S.Stempleski,Culturalawareness,OxfordUniversityPress,1993,pp.6-7.

53)최문규 외,『기억과 망각』,책세상,2003,45쪽.

54) 의 책,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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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 문화의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

다.학습자는 진달래꽃이 국에서 ‘두견화’로 불리운다는 으로부터 ‘두견이 피를

토하다’라는 설을 생각하게 되고 한 국 시인들의 를 들면서 두견이 슬 상

징임을 설명한다.따라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도 ‘진달래꽃’이라는 소재는 이별

의 고통을 말해주는 소재로 쓰 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시인이 <진달래꽃>을 제목으로 사용하 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때문에 진달래꽃의 특성을 생각하게 되고 왜 진달래꽃을 빌어 감정을 표

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진달래꽃은 국에서 두견화(杜鹃花)로 불리 운다. 국

에서 ‘두견이 피를 토하다.(杜鹃啼血)’55)라는 설이 있고,두견은 매우 슬 상징

이다. 국에서 이상은(李商隐)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은 두견을 빌어 비통한 감정

을 표 하 다.56)시인이 진달래꽃이라는 소재를 빌어 감정을 표 한 것은 아마도

이별과 사랑의 고통을 말해주려고 한 것 같다.[I-진달래꽃-E306]

일반 으로 ‘진달래꽃’이라는 시 소재는 향토 인 정감을 표 한 시 소재로 이

해되고,화자의 마음을 표 해 주는 객 상 물로 나타나고 있으며,작가의 분신

과 같은 존재이다.떠나가는 님을 해 꽃을 뿌리는 행 는 시 자아의 님에 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며 님에 한 순종과 자기희생 순애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고 할 수 있다.송명희는 ‘진달래꽃’은 두견화에 한 국 고사를 연상시켜 이별에

직면한 화자의 핏빛 마음을 나타내며,강한 회귀원의 정서도 동시에 표 하고 있다

고 보았다.57)물론 ‘진달래꽃’이라는 시 소재가 국 문화의 향으로 선택한 소재

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학습자의 이러한 은 <진달래꽃>에서 체

되고 있는 시 화자의 극기와 체념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형성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학습자가 한· 문화의 동질성

을 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론 맥

55)이 고사는 국의 나라의 군주 던 두우(杜宇)가 왕 를 뺏기고 죽어 그 혼이 화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새를 두견이라고 불 다(杜宇死 其魂化爲鳥 名曰 杜鵑)라는 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두견이 피를 토하면서 울었고 그 소리가 무나 처량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후볐다고 한다.

56)학습자가 이야기한 두견을 빌어 비통한 심정을 표 한 시로는 이상은(李商隐)의 슬《锦瑟》

을 들 수 있다.이 시에서도 귀 도가 나타나는데 시인은 나라 망제가 죽어서 되었다는 귀

도의 설을 모티 로 죽은 임을 그리워하는 비통함을 나타내고 있다.이 시는 애국시 는 자

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데 한 안타까움을 표 한 시 는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시이다.

57)송명희,「소월시의 운율과 의미」,신동욱 외 편,『김소월 연구』,새문사,1989,I-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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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시를 이해하고자 했음을 말해 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소월의 < 혼>을 읽고 문화 인 맥락과 지평 안에서 다른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김소월의 < 혼> 에는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는 시구가 있다.이 시구는 망

부석 설화를 차용한 것으로 시 화자의 슬픔과 고통을 잘 표 해 주는 시구이다.

학습자가 만약 이 시구를 이해하려면 그 축어 인 의미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포된 문화 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망부석 설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국에도 망부석 설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학습자는 이 시구의 의미를 정

확하게 악하 으며 다음과 같은 국의 망부석 설화를 언 하 다.

국에서도 망부석 설화가 많다. 국 고 설에서 ' 우치수(大禹治水)'는 남

녀노소가 다 아는 고사다.그는 치수를 해 10여 년 동안 ‘세 번 자기 집 앞을 지

나갔는데 자기의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三过

家门而不入)’다.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

다.58) [ 혼-招魂-E304]

그러나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단지 자국의 유사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

는 데 그쳤을 뿐 그 경험이 한국어 시 텍스트 이해에 의미있게 작용하 다고 보기

힘들며,환기한 상호텍스트의 문화 인 의미에 한 성찰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따

라서 무엇 때문에 이 시가 망부석 설화를 차용하여 시 화자의 감정을 표 하 는

지,한국의 망부석 설화는 국의 표 인 망부석 설화와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를

더 검토하도록 하여 시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학습자는 한· 두 나라가 모두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고 여성들의

지 가 낮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남녀 계에 있어서 여성은 수동 인 상황이라고

설명하 다.이로부터 학습자는 국의《诗经(시경)》 의 한 편의 장편시를 환기하

고 이 시가 여성 화자가 결혼 생활에서 박해를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두 편

58) 설에 의하면, 우는 결혼한 지 4일 만에 치수하러 나갔고,30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

았다.아내는 매일 남쪽을 향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는 돌이 되었다.기모

석(启母石)은 도산의 명한 지이다.그 이름의 유래는 아내가 아들 ‘기(启)’를 업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이를 ‘기모석(启母石)’이라고 부른다.그후 우는 엄청난

홍수에서 백성들을 구한 ‘우(大禹)’가 되었고,순(舜)한테서 자리를 양보 받아 마침내 천자가

되었다.여행객들은 등산할 때마다 이 돌을 보며 우의 책임감을 찬송하는 동시에 ‘하(夏)’왕

조의 첫 국모에 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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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에서 모두 여성의 ‘한’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 유사하다고 지 하 다.

·한 두 나라는 모두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고 에 여성의 지 가 낮았

다.<진달래꽃>에서 여성은 매우 수동 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다.만약 일방

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슬픔으로 인해 가슴 속에 ‘한’이

맺히게 될 것이지만 떠나가는 사람은 잡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다.《诗经(시

경)》에는《国风·卫风·氓》59)이라는 장편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도 고 여성의 결

혼생활에서 받은 피해를 말해주었고 여성의 ‘한’이 나타나고 있다. [I-진달래꽃

-C414]

학습자는 한· 두 나라의 문화 동질성을 인식하 고 한 발산 으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 으나 <진달래꽃>에서 이별을 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드러

나는 여성의 맹목 인 순종과 용에 해서는 문화 인 차원에서 깊게 해석하지 못

하 다.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도 떠나는 님을 고

이 보내드리고,진달래꽃을 뿌리면서 축복해 주고 죽어도 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그 심리를 반동형성(reactionformation)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연구60)가 있는데 이를 문화 인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여성의 순종과 용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학습자가 환기한 국어 시 텍스트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비록 모두 사랑에 있어서 여성의 수동 인 상황을 말하고 있긴 하지

만,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여성의 순종 이고 헌신 인 마음의 자세를 표 하기도

하 는데 이는 국어 시와 차이를 지니는 지 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시의 표면

인 내용에 한 이해를 넘어 그 문화 인 함의를 더 심층 으로 이해하게 할 필요

가 있겠다.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에 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동질성

과 차이성에 한 인식은 그다지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 다고 단된다.따라서 교

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한 보완이 필요하며,학습자로 하여 메타 인 성찰

을 통해 상호문화 인 에서 문화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자문

화와 타문화의 화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 능동 으로 타문화를 해석하고,타문화

59)버림받은 한 여인이 혼인의 비극을 서술하고 있는 장시이다.이 시에서 여자 주인공은 달콤했

던 연애 시 을 회상하면서 결혼을 한 뒤 남편에게 학 와 버림받은 고통을 말하 다.이 시는

버림받은 여자의 직 인 진술로 그의 남편과 단호하게 결단을 내고자 하 는데 고 사회에

서 여성이 혼인 상황에서 받은 박해를 반 하고 있다.

60)오세 ,『한국 시 분석 읽기』,고려 학교 출 부,200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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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자신의 을 검토해 보면서 문화의 보편성과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그 차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경험의 인 성에 따른 환기

기억은 지 의 경험을 풍부하고도 복잡하게 하는 과거 경험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기억은 과거의 향이 시간의 간극을 넘는 것처럼 재의 행동에 향을 미칠

때 생물체에 나타나는 특유의 방식이다.61)경험의 인 성에 따른 상호텍스트의 환기

는 독서 과정에서 삶에서 축 된 경험을 환기하면서 일어난다.기억의 재형상화 과

정은 독자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과 텍스트의 기억을 비교하면서 텍스트를 해석하도

록 하며,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즉 기억은 텍스

트라는 허구 세계와 독자의 경험 세계를 연결시킨다. 즈(Scholes)는 이러한 능력을

문학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본다.62)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시를 해석

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의 삶에 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고,한국어 시를 어떻게 자

기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독자 내면에 잠재된 과거의 기억은 텍스트로 인해 활

성화되는데,이때 환기되는 기억들은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삶에 한 이해와 선택

심을 나타낸다.따라서 학습자가 한국어 시의 어떤 측면에 을 두고 해석했

는지에 따라 환기한 상호텍스트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이때,학습자의 개별

성을 확인할 수 있고 삶이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시의 주제가 ‘사랑’,‘이별’,‘그리움’등 인류 보편 인 주제일 경우,이러한 경험의

인 성을 통한 상호텍스트 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경험을 매개로 상호

텍스트를 환기하려면 한국어 시 텍스트를 자신의 경험 지평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경험의 인 성에 따라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고에서 선정한 한국어 시가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시를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것은 두 단계의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시를 깊이 해석하는 과정

61)I.A.Richards,TheprinciplesofliteraryCriticism,이선주 역,『문학 비평의 원리』,동인,

2005,128쪽.

62)R.Scholes,Semioticsandinterpretation,유재천 옮김,『기호학과 해석』, 문학사,1998,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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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환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단지 한국어 시를 읽고 유사한 텍스트를

환기하는 것보다 경험의 인 성을 통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에 한국어 시를

자기화할 수 있게 된다.자기화는 텍스트의 이해가 자기 이해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함축하며,텍스트가 지닌 의미의 가능성을 재 으로 실 는 실연하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한 주체의 자기 이해에서 정에 도달한다.63)따

라서 경험의 인 성에 따른 상호텍스트의 환기는 문학 교육의 지향하는 목표에 가깝

게 다가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텍스트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텍스

트를 수용해 나간다.텍스트에 나타난 경험과 유사한 기억이 있을 경우,독자는 그러

한 기억을 회상하고 텍스트와 련지으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다음 학습자

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고 이별의 기억을 환기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

화자의 태도에 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별의 경험은 쓰라린 것 같다.고등학교 시 첫사랑을 하 는데 학교에 진

학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서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두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한’이 남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 시에의 주인공처럼 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 주고 싶었다.물론 남자가 내가 싫어져서 떠난다고 할 때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그때에는 과연 축복해 수 있을까? 화나 드라마에서 여자,

혹은 남자 주인공 2호의 경우에 이러한 축복이 가능할지 모르겠다.이들은 사랑하

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 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떠난다.그러

나 그것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축복인지는 모르겠다.마음속에 한이 남는 건 어

쩔 수 없는 것 같다.‘嬛传’64)에서 견환은 황제의 동생인(十七爷)과 사랑에 빠졌

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고 궁으로 되돌아가야 했다.‘十七爷’는

그녀를 축복해 수 있었을까?물론 겉으로는 그 게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방 결혼하는 것을 보면 축복보다는 한이 맺힌 것을 알 수 있고,‘견환’도

마지막에는 황제에게 약을 먹여서 독살하는 것으로 못 이룬 사랑으로 인해 생긴

한을 푼다.[I-진달래꽃-B311]

학습자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63)P.Ricoeur,Dutexteàlaction,박병수·남기 편역,『텍스트에서 행동으로』,아카넷,2002,

182-183쪽.

64)‘견환 ( 嬛传)’은 2012년에 국에서 방 된 큰 인기를 얻은 궁정드라마이다.주인공 견환은

순진한 소녀 지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궁내에서 살아남기 해 독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후

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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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상황이기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었다고 한다.그러나 <진달래꽃>에서와

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 화자가 자신이라면 과연 그 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는다.이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자기 삶에 조회시

키는 것을 통해 작품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말해 다.그

러나 문학 작품의 세계가 반드시 나의 세계와 한 연 성을 가지고 있어 직

으로 조회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거기에는 나와 다른 가치 을 가지고 있

고 다른 양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이런 경우에

는 작품 속의 세계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신 작품 속의 세계를 거슬러 그 본

질을 투사한 다음 거기에 자신의 삶을 조회하여 새로운 경험 세계를 창출해 내는

사고 활동이 가능하다.65)

이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투사의 양상도 보여주었는데,작품 속의 축복이 매우 비

실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축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은 주인공 2호의 경우에나 가

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학습자는 이러한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본

드라마를 환기하면서 그 드라마의 내용과 결부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체 으로 밝혔

다.어쩔 수 없는 이별을 택한 경우에도,축복을 해주기는 힘들다는 것이 학습자의

생각이며 그것이 실 이라는 것이다.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이별의 상황

에서 마음속에 ‘한’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드라마와 <진달래꽃>

이 비슷한 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자기 이해는

텍스트 세계가 매개하는 재를 통해서 간 으로 이루어진다.다시 말해 독자는

기획된 세계,존재 가능의 세계를 지시하는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 세계의 명제가 펼

치는 의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한마디로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 이

해이다.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인 나에게 실화되는 것이다.읽기를 통해 텍스트는

지 이 순간에 말을 걸어오고,이를 독자가 ‘자기 것으로 함으로써’해석은 하나의

사건(Ereignis)이 된다.66)이처럼 경험의 인 성을 통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하면서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연구자는 한

학습자가 어떤 측면에서 한국어 시를 자기화하게 되었는지 주체의 생각을 알 수 있

게 된다.

65)김 행 외,『문학교육원론』,서울 학교출 부,2000,125-127쪽.

66)신응철,『해석학과 문 비평』, 림기획,200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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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서는 학습자가 경험의 인 성을 통해 자신의 재의 삶의 맥락과 연

을 지으면서 정지용의 <향수>를 해석하고 있는 면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시 <향수>에서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

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일반 으로 가족에 한 그리움으로 기인한 것이 많다.나

도 지 집을 떠나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리울 때가 많다.한국어 시 <향

수>에서는 어렸을 때를 많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났는데 그 감정도 이해가 된

다.지 우리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앞으로 경쟁을 뚫고 취직을 해야 하

고 일을 해도 돈도 많이 못 벌면 쓰기에도 모자라고 결혼도 해야 하고 고민들이

많다.어렸을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놀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재 어른이 된

다음에는 좋은 추억이 되어 남아있고 고민 없었던 그때로 가끔 돌아가고 싶은 때

도 있다. 화 ‘等风来’67)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이 화에서의 주인공은 외지에

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느라 명 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길을 가면서 즐겁게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을 보고 물을 흘린다.향수라는 것이 단지 고향에

한 그리움보다는 가족에 한 그리움이 크고 재의 각종 문제와 고민들 때문

에 더 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I-향수-F307]

학습자는 정지용의 <향수>가 주로 가족에 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의 삶을 조회하면서 ‘향수’란 가족을 그리워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한 <향수>에서 어린 시

에 한 그리움의 감정을 주체가 직면한 실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어려움 때문에

더욱 으로 회귀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학습자는 재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들과 결부하여 ‘향수’가 발생하게 된 감정의 근원에 해서 해석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본 화의

한 장면을 환기하면서 그 청년의 경우에도 향수를 유발하게 한 원인이 재의 각종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험의 인 성에 따라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학습자는 텍스트 내의 타자의

경험을 추체험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텍스

트의 의미를 능동 으로 재구성해 간다.이해 과정에서 시 텍스트에 자기 자신을 투

입하여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것은 단지 유사한 내

용의 텍스트를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어 시에 담겨져 있는 삶을 자기 자신의 문

제로 재해석하게 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학습자

67)2013년 국 국내에서 방 된 화로,행복을 발견하기 해 네팔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의 사랑과 꿈을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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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세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며,한국어 시의 시 화자,즉

타자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가치 은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게 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4.학습자들의 이해에 향을 미친 변인 한계

앞 에서 심층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면 히 살펴본 결과,상호

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방법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두 편의 시의 상

호연 동 소를 발견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시에 한 기본 인 의미 구

성을 도와주고,그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시에 한 이해를 심화하

게 된다. 한 학습자가 주체 으로 환기하는 상호텍스트는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의

총체로서의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면서 문

학 능력과 문화 능력의 신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방법이 어느 정도의

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해 일차 으로 한국어 시에 해 아무런

교육 처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층 면담을 수행하 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어

려움을 겪는 학습자들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학습자 간의 차이가 비교 크게 나타

났다.앞 에서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의 효과 측면에 주목하여 학습자들

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이 에서는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

정에 향을 미친 변인들은 무엇인지,학습자들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의 어

려움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에코는 텍스트의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 해석들을 가리켜 ‘과잉 해석

overinterpretation)’ 는 ‘미달 해석 (underinterpretation)’으로 규정한다.68)본고

에서도 이 용어를 빌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학습자들은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 언어 숙달도의 부족,텍스트와 련된 외 배경 지식의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앞서 1,2,3 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학습자

들은 일차 으로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 의미 구성에 실패하거나 한국

어 시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달 해석을 하거나 단편 인 이해에 근거하여 배경

지식을 과도하게 용하여 과잉 해석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이해 과정

68)김운찬,『 기호학과 문화 분석』,열린 책들,2005,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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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어진 주제가 비슷한 국어 시 텍스트는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해 주었으므

로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 텍스트의 체 인 의미를 악하거나 미달 는 과잉 해

석을 조정하고, 국어 시의 도움을 받아 이해를 명료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체 인 의미 구성에 성공한 양상을 ‘성공’으로,아 의미 구성에 실패한 경우를

‘실패’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을 탐구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양상들은 과 후를 기 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 실패-성공:의미 구성에 실패했지만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발견하고 의미 구성

에 성공하는 경우

② 과잉-성공:과잉 해석을 하 지만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발견하고 잘못된 이해

를 조정하면서 정확한 의미 구성을 이끌어내는 경우

③ 미달-성공:미달된 해석을 하 지만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발견하고 이해 과정

에서 심층 인 의미 구성에 성공하는 경우

④ 미달-미달:미달된 해석을 하 지만 보조 텍스트로서 국어 시 텍스트가 의미

구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

⑤ 미달/과잉-실패:미달 해석 는 과잉 해석을 하 지만 두 편의 시의 한 연

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엔 의미 구성에 실패한 경우

⑥ 실패-실패: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에 실패하 고 한 두 편의 시의 한 연

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엔 의미 구성에 실패한 경우

앞 에서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방법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는

데 다수의 학습자들은 국어 시 텍스트를 비계로 삼아 부족한 이해를 보완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조정하면서 의미 구성에 성공하는 ⓛ,②,③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숙달도,사고방식의 향,정의 요인,메타 인지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의 향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 인 작용으로 인해 잘못된 이해를 고

착화하여 자기 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텍스트 단서들을 활성화하지 못해 의미

구성에 실패하게 되는 ④,⑤,⑥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다.

만약 한국어 언어 숙달도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보다 크게 부족하거나 텍스트

를 이해하기 한 련 배경 지식이 부족하며 메타 인지 조정 능력까지 부족한 경우

에 국어 시로부터 얻은 단서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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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로부터 한 자기 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를 고착

화하게 되어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에 실패하게 된다.본 연구에서 학

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면 히 고찰한 결과,한국어 언어 숙달도,텍스트와 련된 배

경 지식과 경험,메타 인지 조정 능력 등 변인이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이외에도 텍스트 요인,학

습자의 정의 요인,문화와 사고방식 등과 같은 변인들의 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복합 인 향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 다. 한 학습자 간의 차이가 비교 크

게 나타났는데 우수한 독자들은 두 편의 시의 연 성뿐만 아니라 차이까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 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 텍스트와 련된 기억을 활성화하면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고 이해를 확장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반면,미숙한 독

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첫째,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심층 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두 편의 시의 동 소와 긴장 계에 한 깊이

있는 탐구를 이루어내지 못하 다.둘째,한국어 시 텍스트와 련된 배경지식 경

험의 부족으로 인해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 악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호텍스트의

환기도 활성화되지 못하 다.셋째,두 편의 시의 연 성을 심으로 이해의 어려움

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메타 인 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해 잘못된 이해를 고착

화하는 경우가 있었고,단순한 연상 차원에서 환기된 상호텍스트에 한 메타 인

성찰도 부족하 다.

다음은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향을 미친 변인들을 심으

로 학습자들이 시 이해 과정에서 보여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러

한 변인들은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 복합 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주된 변인을 심에 놓고 살펴보고자 한다.

1)언어 숙달도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 숙달도는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반 과정

에 모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렴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과정에서 더 결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특성은 체로 시의 반 인 이해에 을 두고

의미를 구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시어,시구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이해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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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기존의 문법-번역식 교육으로 인해 형성된 습 일 가능성이 높다.학습

자들의 언어 숙달도 수 을 살펴보면,본 연구의 심층 면담 상자인 20명의 학습자

가운데 6명(E301,E302,E303,E304,F308,C416)의 학습자는 상 으로 언어 숙달

도가 낮았다.8명(F307,F409,F410,B413,C414,D317,D419,D420)은 상 으로

언어 숙달도가 높았고 나머지 6명(E305,E306,B311,B412,C415,D318)의 학습자는

평균 수 의 언어 숙달도를 보여주었다.

만약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가 매우 낮아 한국어 시 텍스트를 아 이해하지 못한

다면 텍스트 간의 동 소 악에도 실패할 것이고 두 텍스트 간에 잘못된 연 을 형

성할 수도 있다.특히 두 편의 시의 동 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근거를 밝히지 못

한 상황에서 체 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한

다.다음 면담 자료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달된 해석을 하 으나 동

소 악에도 실패한 경우를 보여 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이해함에 있어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

습니다.’라는 구 을 이해하는 것은 반 인 시의 이해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구 은 한용운의 ‘불교 사상’을 체 하고 있는 구 이므로 이해하기가 쉽

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고 시인은 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많은 기억

들을 떠올린다.그의 얼굴과 목소리....처음 만났을 때 느낌,비록 애인이 떠났지만

나는 를 배웅하지 않을 것이다.나의 이해는 두 가지이다.음...지 이별했지만

앞으로 만날 것이다. 를 배웅하면 더 슬 것 같아서 배웅하지 않을 것이다.

음...두 편의 시는 변하지 않은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님의 침묵-见与不见

-E302]

학습자는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면서 시를 이해하는 습 을 갖고 있었는데 ‘보내

다’를 국어로 직역하면 ‘(배웅하다)’는 뜻이므로 학습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배웅하면 더 슬 수가 있기 때문에 ‘배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 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학습자가 이 구 의 역설 인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상 인

경험을 용하여 과도하게 합리화하고 있음을 보여 다.학습자는 자신의 이해에 자

신이 없었지만 국어 시의 이해에 근거하여 두 편의 시는 모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했다고 상호연 성을 악했다.그러나 <님의 침묵>을 단순하게 연시로 해석한다

고 할지라도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정확하게 악했다고 말하기 어렵다.학습자가

한 구 의 의미에 집착하지 않고 국어 시를 비계로 삼아 한국어 시의 체 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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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면 일 성이 있는 의미를 구성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의 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김소월의 <진

달래꽃>에 한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는 슬 감정을 주는 이별시이다.가실 때,보내드리오리다, 물...죽어도

물 흘리지 말라?상 방이 나를 떠나보낼 때 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인지.

내가 죽어버린 것도 아닌데...‘오리다’ 체 상 방에게 말하는 어미인지,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인지 악하기 어렵다.‘나 보기가 역겨워’내가 그 사

람이 역겨워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인지 악하기 어렵

다.[I-진달래꽃-再别康橋-F308]

의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의 언어 숙달도가 낮아서 단편 인 어휘들을

연결하면서 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한국어 시의 지시 인 의미의 악이

어려웠음을 보여 다.다행히 이 시는 이별의 상황을 암시하는 어휘들이 많았기 때

문에 학습자는 이 시가 이별을 다루고 있는 시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학습

자는 한 어미 ‘-오리다’가 상 방에게 쓰는 어미인지,나에게 쓰는 어미인지 잘 모

르겠다고 하 다.학습자는 시의 첫 번째 연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라는 구 의 의

미 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구 은 문장 구조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그 문장 구조를 복원하면 ‘(만약 당신이)나(를)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 시구에서는 시 일탈로 인해 주어와 ‘-를’이라는 보조사가

빠졌기 때문에 학습자는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주어 악이 힘들었고 ‘내

가 당신이 보기가 역겨워 떠나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별의 상황에서 두 편의 시의 시 화자의 공통된 심리 인 갈등에 해서는 악

하기 힘들었고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구 차원의 동 소는 악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이해 과정에 도입한 국어 시 텍스트는 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학습자

의 이해는 계속 미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심으로 한국어 시의 의미를 보다 쉽게 구성하 다는

은 정 이지만 교사는 한국어 시 텍스트 내에 학습자로 하여 잘못된 의미를 구

성하게 만드는 어휘와 미묘한 구 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한국어 시 텍스

트와 련된 배경 지식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학습자로 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의미 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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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 요인 사고방식

문화 요인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시 텍스트 이해 과정에 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 간에 차이가

존재할 때,학습자들은 자국 문화의 향으로 인해 이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앞 에서 학습자들이 두 편의 시의 의미와 의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긴장

계를 형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문화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심층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기도 에 긴장 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시 소재에 한 문화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시 상황에 공감

하기 어려웠다고 언 하고 있는 자료이다.

두 편의 시는 모두 이별시이다.하지만 같은 심상이 두 나라의 문학 에서 서

로 다르게 나타난다.우리는 시를 배울 때 ‘시에서의 심상은 시인의 어떤 감정을

표 하 는가?’라는 식으로 배웠다. 국어 시에서 이별을 표 할 때에는 버들,술,

가을 등 심상을 빌어 표 한다. 를 들면,‘버들이 나타나는 시는 이별의 슬픔을

표 한다’는 이러한 고정된 사고방식이 등식처럼 작용한다.버들(柳)은 국어에

서 만류(挽留)하다는 발음(liu)과 비슷하기 때문에 버들로 이별의 감정을 표 하는

경우가 많다.쉬즈모의 시에서도 ‘버들’이라는 소재가 나타난다.그러나 꽃은 국

에서는 밝은 이미지이다. 국에서는 이별을 표 할 때,꽃을 심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그래서 시에서 꽃을 뿌려주고 밟고 가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었다.[I-진달래꽃-再别康橋-F409]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의《再别康橋》의 경우에 모두 이별의 감정을 다루

었고,이별을 하는 시 화자의 갈등의 심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비록 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모두 이별을 다루었다는 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진달래꽃’이라는 소

재를 매우 이질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학습자는 국 시에서는 보통 ‘버들,술,가

을’과 같은 심상을 빌어 이별을 표 하는데 이 시에서는 왜 이별을 표 함에 있어

서 밝은 이미지인 ‘진달래꽃’을 소재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시를 이해하기 어

려웠다고 언 했다.이러한 상은 학습자로 하여 두 편의 시의 심층 인 차원의

동 소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상은 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상력과 련된 콤 스의 향을

말해주는데,문화 콤 스는 인간의 가장 의식 인 정신 활동인 성찰 자체를 지

배하는 비성찰 인 태도를 지칭한다.그것은 구체 으로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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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어야 할 상상력의 발 을 무의식 으로 지배하는 굳어져 있는 이미지들이다.

이 문화 콤 스의 본질은 상상력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

상상력의 방향 설정에 향을 받는다는 데 있다.69)이처럼 주체의 상상력은 문화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 텍스트에서 문화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에 한 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사고의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사고방식도 이해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고정된 사고방식으로 시를 이해하는 것은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석하는 데 방해가 되었고 잘못된 의미를 구성하게 할 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를 들면,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에서 나타나는 ‘’의 의

미에 해 무조건 ‘희망’,‘조국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

았다.다음 면담 자료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 다.

이 시의 체 분 기는 좀 우울한 것 같다.국가가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노력해서 그 땅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시에서의 심상은 모두 상징

인 의미가 있다.이 시에서의 은 희망인 것 같고 은 국가의 해방을 의미한다.

빼앗긴 들에도 은 올 것이라는 감정이다.[I-빼앗긴-我愛這土地-B311]

사고방식은 문화 인 요인과도 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

를 들면,사고방식은 학습자가 받아온 교육 환경의 향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데, 국에서는 시를 가르침에 있어서 시어의 비유와 상징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

이 있고 다수의 고 시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 다.따라서 국인 학습자들은 모

국어 시 교육의 향으로 인해 시에서의 요한 어휘 는 시 소재가 모두 상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담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는 시의 반

인 분 기를 악하 고 시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 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학습자는 처음부터 이 시에서의 ‘’이 희망을 상징하는 어휘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의 의 의미는 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학습자는 시의 체 분 기

는 좀 우울한 것 같다고 인식했지만 그것이 빼앗긴 들에 찾아온 ‘’과 어떤 련성

이 있는지를 악하지 못했고 단지 ‘조국의 해방’이라는 상징 의미만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사고방식의 고착화는 국어 시와의 연 성을 악하

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69)손 희,「시 교육에서 상상 경험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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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텍스트와 련된 배경지식 경험

기억의 총체로서 한국어 시 텍스트와 련된 배경지식 경험은 상호연 성 기반

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한국어 시에 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일차 인 읽기 과정에서 한국어 시와 련된 외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은 쉽게 두 편의 시의 동 소를 발견하고 한국어 시를 보다 쉽게 이해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두 편의 시의 주제가 유사하고

외 배경 지식이 유사할 경우에 학습자들은 국어 시의 외 배경 지식으로부터

한국어 시의 외 배경 지식을 유추해 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두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단계에서 한국어 시의 의미 악에 실패한

학습자에 해서 연구자는 학습자와 함께 한국어 시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 으며,

의미 구성에 필요한 외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다음 단계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텍스트 간 긴장 계 탐구 과정에서 두 편의 시의 의미 차원의 차이를

비교하는 양상은 많이 나타났지만,두 편의 시의 의도를 악하고 차이 발생의 원인

까지 탐구하면서 깊이 있는 의미 구성을 이끌어내는 학습자는 비교 게 나타났

다.따라서 학습자로 하여 두 편의 시의 계를 심층 으로 탐구하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으며,특히 두 편의 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두 편의 시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시를 더 깊

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때,텍스트와 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는 학습자들은 시의 외 배경지식과 결부하여 무엇 때문에 두 편의

시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탐구하면서 두 편의 시의 계를 깊이 있게 탐구

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한 미 특성의 비교 과정에서도 내용과의 연 성을 극

으로 고려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이칭의《我愛這土地》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는 모두 일제의

침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창작되었지만 두 편의 시의 어조는 다르게 표 되고 있다.

다음 자료는 학습자가 두 편의 시의 외 배경 지식과 결부하여 시 화자의 어조와

감정의 차이를 탐구하는 양상을 보여 다.

아이칭의 시가 이상화의 시보다 투쟁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호소력이 더 깊

다.그 원인은 아이칭의 시는 항일 쟁이 방 시작된 시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항일 투쟁의 의지가 고조된 시기 고 민족이 모두 다 함께 항일 투쟁을 해나갈

분 기가 조성되었다.하지만 이상화의 시는 침략이 심화된 시에 쓰여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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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슬픔과 망의 감정이 체 된 것 같다.[I-빼앗긴-我愛這土地-D420]

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외 배경을 비교하면서 무엇 때문에 두 편의 시에서의 어

조와 감정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 다.이는 물론 시인의 창작 개성과도

련이 있지만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 인 분 기의 향을 받을 수도 있다.반면,일부

학습자들은 외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비교 단순하게 두 편의 시를 비교하는 양상

을 보여주기도 하 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에서는 희비가 교차되고 있고,<나는 이 땅을 사

랑한다>에서는 비교 극 인 감정을 표 하 다.[I-빼앗긴-我愛這土地-E302]

왜 한 편의 시에서는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지,왜 다른 한 편의 시에는 비교

극 인 감정을 표 하고 있는지 작가 배경과의 련성,시 배경과의 련성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편의 시의 긴장 계 탐구 과정에서는 비록 학습자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다

수 과제의 수행을 잘 이루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한국어 시에 한 기본

인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부분의 학습자들이 두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제에 해서는 어렵지 않게 수행한다는 것을 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문학 소

양을 강조하는 국의 풍토에서 자란 학습자들이 이미 모국어 교육을 통해 상당한

문학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삶을 통해 획득한 모든

배경지식 경험이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학습자 간의 차이가 비교

크게 나타났다.연구자는 학습자들이 발산 상호텍스트 경험을 어떻게 활성화하

는지를 잘 살펴보기 해 한국어 시를 읽고 연상되는 경험,시,소설,음악, 화 등

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과제를 제시하 는데 한국어 언어 숙달도는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데는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

었다.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새로운 연 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학습자들이 있

는 반면,한국어 시를 비교 잘 이해했음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습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하지만 연상 과정에서 기억의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양상도 발

견되었다.다음과 같은 면담 자료에서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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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슷한 시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학습자 F410

비슷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잘 생각나지 않아요.-학습자 C416

이는 텍스트와 련된 배경지식 경험이 독자의 잠재된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다. 한 발산 상

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유사성에 따른 환기 양상을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문화의 동질성에 따른 환기 양상,경험의 인 성에 따른 환기 양상은 비

교 게 나타났다.앞 에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본 결과,문화의 동질성

에 따라 상호텍스트를 환기하 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 인 의미에 한 성찰이 부족

한 경우도 있었고,문화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 인 요소에 해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우수한 독자는 김소

월의 <진달래꽃>을 읽을 때,‘진달래꽃’이 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며 그 문화

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해 탐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지만,미숙한 독자는 문화 인

배경지식이 부족하 고 자신의 문화 인 기반에 한 메타 인 성찰도 부족하 다.

한국 문화에 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문화의 동질성에 따른 상호텍스트의 발산

환기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한 문화 간의 ‘차이’까지를 탐구하는 상호문화 인 이해

는 더욱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 경험의 인 성에 따른 환기 양상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험의 인 성을

통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려면 한국어 시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한국

어 시 텍스트와 련된 경험을 활성화해야 한다.텍스트와 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 상호텍스트를 쉽게 환기할 것이고, 련 경험이 없는 학습자의 경우

상호텍스트의 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인류보편 인 주제를 다룬 텍스

트의 경우,학습자들이 련된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므로,텍스트와 련

된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4)메타 인지 조정 능력

우수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의 차이는 메타 인지 조정 능력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이해 과정에 주어진 국어 시는 일정한 가설을 갖고 한국어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이해 과정에서 국어 시 텍스트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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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단될 때에는 다시 메타 으로 이해 과정을 검토하

면서 잘못된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한 메타 인 검토와 자기 조정 능력이다.

수렴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어 시 텍스트가 비계로서 주제 차원

에서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해 주었지만 여 히 두 편의 시의 동 소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다.이 경우에는 주제 차원의 비계가 의미 구성에

방향을 제공했지만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여 히 시의 반 인 의미 구성

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따라서 학습자의 이해 과정의 어려움을 잘 찰하

고 필요한 경우 보완 으로 비계를 설정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 시 텍스트 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단되

는 시는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인데 이 시는 특히 외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학습자 스스로 동 소를 발견하는 것이 쉽

지 않았다.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원이둬의《死水》는 풍자 수법,

상징 수법 등 표 기법 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모두 실 사회에 한

비 과 망을 표 한 시이다.그러나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이해

하기 해서는 이 시의 시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이 시의 구성

이 상황 아이러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실 의 비약이 커서 학습자들이 이해

하기 어려워했다.

아,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겠다.새들은 떠나고 우리들은 남아있다.왜 화를

보기 에 노래를 부르는가? 화에서 새가 나왔는가?왜 새가 날아가고 우리는

왜 앉았는가?[I-새들도-死水-D318]

국어 시에서 ‘폐수’가 당시의 사회를 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에서의 ‘세

상’도 당시의 사회 환경을 말하는 것 같고,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I-새들도-死水-D318]

학습자는 첫 번째 면담 과정에서 시와 련된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시를 이

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학습자는 국어 시와 연 지어 이해한 다음에 주제 차원

에서의 연 성을 악하고 두 편의 시에서 ‘폐수’와 ‘세상’이라는 어휘가 모두 당시의

사회 환경을 말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이끌어낸다.그러나 외 배경 지식이 부족

하여 체 인 의미 구성에 실패하고 있다.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애국가를 들어보

았는지,MTV를 본 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학습자가 한국의 애국가를 들어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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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MTV도 본 이 없다고 하 다.따라서 학습자는 스크린 속에 날아가는 새가

애국가의 상 속에 등장하는 새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화를 보는

상황,새가 나오는 상황,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제자리에 앉는 상황을 연결하여

이해하기 힘들었고 일 된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 다.

그러나 다음 학습자는 비록 동일하게 외 인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체

인 의미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뭘 말하려고 했는가?새가 나오고 화 에서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른다.새들

은 떠나고 우리는 남아있다.애국가?애국가가 나왔다는 것은 한민국이 건립된

후라는 것을 말하는데...잘 모르겠다.[I-새들도-死水-F410]

처음에는 이 시를 아 이해하지 못했다. 국 시를 배웠고 그 내용이 부패한

사회를 풍자 인 수법으로 비 하 기 때문에 한국의 시도 그 지 않을까 생각하

게 되었다.그리고 한국의 시에서 ‘새’라는 상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를

갈망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이 시는 자유가 없는 정치 상황을 비

한 시인 것 같다.아마 독재나 군권통치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I-새들도-死水

-F410]

이 학습자의 첫 번째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 화 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애국가가 등장하 다는 것으로부터 한민국이

건립된 후에 나타난 상이라고 단하지만 정확하게 시 배경에 한 지식이 없

어서 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국어 시와 연 지어 이해한 다음에는 국어 시

에 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어 시를 이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두 편의

시가 주제 차원에서 비슷하다고 인식하 고 원이둬의 시를 기반으로 황지우 시의 의

미를 구성하 으며 황지우의 시에서 지배소라고 할 수 있는 ‘새’가 자유를 상징한다

는 것으로부터 이 시가 자유를 갈망하는 시가 아닐까 하면서 정확하게 주제를 유추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두 학습자가 보여 차이는 메타 인지 조정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학습자는 이해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에서의 요

한 시어의 상징 의미를 악하고 반 문맥으로 읽어내는 것은 능숙한 독자의 모

습을 보여 다.반면,의미 구성에 실패한 학습자의 경우,이해 과정에서 시를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했으며 상 으로 미숙한 독자의 모습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단순 연상 차원에서 상

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환기된 상호텍스트가 한국어 시의 이해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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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다음 자료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 다.다음

학습자는 김춘수의 <꽃>에서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표 을 보자마자

자국의 한 노래를 떠올리는데 이러한 양상은 노래와 시 표 의 유사성으로 인해

직 연상 기제가 발동되어 상호텍스트가 환기되고 있음을 보여 다.

‘꽃’이라는 어휘를 보고 나는 사랑을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일반 으로

꽃을 선물하는 것은 사랑을 표 할 때가 많고,꽃은 행복을 달한다.내가 의

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의 반려가 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다.가사 ‘는 나의

꽃70)’이라는 것도 있는데 ‘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는 나의 장미꽃’이라는 노래가 떠오른다.[꽃-断章-D419]

특히 학습자는 ‘꽃’이라는 어휘를 보고 이 시가 사랑을 다루었을 것이라고 단하

면서 앞서 언 되었던 사고방식의 고착화 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의미 구성으로 이끌 수 있는 험이 있고 시의 풍부한 함의를 제한하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못하다.한국어 시에 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그다지 하지 않은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도 있다.때문에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것은 한국어

시를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그 과정을 다시 메타 으로

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 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깊이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이는 학습

자들이 상호텍스트 경험을 환기하는 데 그치고 그 상호텍스트의 의미를 깊게 탐구

하면서 원 텍스트와 교섭하여 읽어내지 못하 음을 말해 다.상호텍스트를 발산

70)你是我的玫瑰花 < 는 나의 장미꽃>

歌手：庞龙

一朵花儿 就有一朵花儿败，한 송이의 꽃이 피면 다른 한 송이는 지고

满山的鲜花只有你是我的珍爱，산과 들을 덮고 있는 꽃 에 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

好好的等待等你这朵玫瑰 ，나는 네가 피기를 기다리고

满山的鲜花只有你 可爱。 산과 들을 덮고 있는 꽃 에 네가 제일 사랑스러워

你是我的玫瑰，你是我的花， 는 나의 장미, 는 나의 꽃

你是我的爱人，是我的牵挂， 는 나의 사랑,나의 그리움

你是我的玫瑰，你是我的花， 는 나의 장미, 는 나의 꽃

你是我的爱人，是我一生永远爱着的玫瑰花。 는 나의 사랑,내가 일생에서 원히 사랑할 장미

不管风雨有多大，我只爱你这一朵玫瑰花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도,나는 라는 한 송이 장미만을

사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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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기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 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고 한국 문화에 한 이

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성인 학습자들이 지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이해 과

정에 미치는 정 인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자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조 하면서 교육 효과를 확 하는 방향

으로 학습자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5)한· 시의 텍스트 특성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은 한 한· 두 편의 시의 텍스트 특

성의 향을 받는다.면담 과정에서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한국어

시 텍스트의 난이도의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편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

소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인지 여부의 향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비교 쉽게 동 소들을 찾을 수 있었던 시는 시의 소재가 직 주제를 암시

하는 시들이다. 를 들면,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정지용의 <향수>

와 의《 》,박두진의 <해>와 궈뭐 의《太陽禮贊》등이다.

반면 텍스트의 심층 차원에 동 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를 들면,시의 구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 시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한국어 시에 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는데 어도 연 을 맺을 수 있는 표 들에 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를 들면,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의《再別康橋》,

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짜시라무 둬둬의《見

不見》,볜즈린의《斷章》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원이둬의《死水》

와 같은 시들이다.

텍스트 외 맥락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내 맥락에만 동 소

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쉽게 의미 구성에 성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는

국어 시의 외 배경이 주제의 구성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와 아이칭의《我愛這土地》,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짜시라무 둬둬의《見 不見》과 같은 시들이다.

따라서 수렴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부분 주제 차원

는 텍스트 표면에 보이는 동 소들을 연 지어 이해하 으며,심층 인 의미의 탐구

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심층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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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를 잘 악하여 이해를 심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학습자 간의 차이

를 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학습자로 하여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보다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가 있다.

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해 과정에 제시된 국

어 시 텍스트는 부분의 경우에는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

었지만 가끔은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험도 존재하 다.다음 자료는 학습

자의 언어 숙달도의 부족,한국어 시 텍스트와 연 된 배경 지식의 부족 국어

시 텍스트의 향으로 인해 과잉된 해석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고향에 한 그리움을 표 하 다고 생각하 다.하지만

국어 시를 읽고 시인은 향수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을 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왜 이 게 고향을 그리워할까 그 시 배경은 무엇인

가를 생각하게 된다. 국어 시《 》는 륙과 만의 통일되기를 바람을 표

하 다.따라서 정지용의 <향수>도 어떤 이상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국어 시에서는 국가 통일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시에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매 단락의 마지막 구 ‘꿈에도 잊힐리야’에서 꿈은 이상

을 나타내고,고향에 한 그리움을 통해 어떤 이상을 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까?I향수- -C415]

학습자는 정지용의 <향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시를 이해하 고 미달된

해석의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의《 》와 결부하여 이해하면서 시의 시

배경을 고려하 다고 언 하 다.이는 국어 시가 학습자들의 사고를 발하 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비교 정 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앞 에서도 두

편의 시가 외 맥락에서 유사할 때 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을 돕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외 맥락이 동일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사고력을 발하여

더 풍부한 읽기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 학습자는 마지막 구 에서 ‘꿈’

이라는 어휘에 상징 의미가 있다고 단하고 이를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반응은 ‘꿈’이라는 어휘의 다의성 사고방식의 향과 련이 있는데 결

정 인 원인은 국어 시의 시 배경이 확 된 해석을 할 험을 제공하 음을

알 수 있다.‘꿈에도 잊힐리야?’라는 구 에서 ‘꿈’을 ‘이상’으로 해석하려면 ‘그 꿈을

어 잊을 수 있을리야?’라고 표 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언어 숙달도가 부족한 학

습자들의 이해 과정에서는 언어 능력보다는 내용에 한 지식,경험,스키마 등이 이

해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시 배경을 설명



-135-

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 인 읽기를 하게 하 으므로 국어 시의 시 배경

으로 인해 과잉 해석하는 험성도 존재하 다.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 스스

로 연 성을 탐구하게 한 다음에 시 배경을 제시하여 확 해석의 험을 이

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의 수 도 두 편의 시를 상호연 시켜

이해하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면담 과정에서 모국어 문학 교육 수 의 차이에서

비롯된 국어 문학 작품에 한 이해 정도의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이런

차이를 여주기 해,본 연구에서는 먼 국어 시에 한 이해를 알아보고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탐구하게 하 는데 다음 면담 자료에서는 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두 편의 시의 연 성을 찾지 못하는 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두 편의 시는 분 기도 많이 다르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연인과의 이별을

다루고 있고,쉬즈모의《再别康橋》는 모교(母校)와의 이별을 다루고 있어서 별로

비슷한지 모르겠다.[진달래꽃-再别康橋-E304]

쉬즈모의《再别康橋》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시인데도 교사들이 쉬즈모

의 작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의 사 인 사랑 문제에 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이

시를 단지 경물시 차원에서 가르친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작가의

배경,시 배경에 한 외 지식이 두 편의 시의 동 소 발견 과정에 향을 미

치는 시일 경우,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PPT로 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

요하다.

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특성이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특히 문화의 동질성,경험의 인 성에 따른 환기는

텍스트 특성의 향을 받게 되는데 인류 보편 인 주제를 다룬 텍스트의 경우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기가 쉽다.반면,한국어 시 텍스트가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시 텍스트일 경우,문화의 동질성 여부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개

인 인 경험과 연 을 짓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따라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특성

을 살펴보고,교수-학습 과정에서 변별 으로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과연 한

국어 텍스트가 문화의 동질성,경험의 인 성을 갖고 있는지를 교사가 미리 단하

여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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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의 요인

학습자들의 이해 과정은 한 심리 특성,정의 요인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비교 활달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비교 명확하게 달하 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데 자신감의 부족을 보여주었다.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수 비교 소심한 독자로 나타났고 자신의 이해에

자신감이 부족하 으며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표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언어 숙달도,텍스트와 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시 이

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 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 면담 자료에서

는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난다.

역겨워 무슨 뜻이에요?그가 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했어요.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고이?무슨 뜻이에요?허허...잘 모르겠어요.쉬즈모의 시도

이별을 다루고 있긴 한데...[진달래꽃-再别康橋-E301]

학습자는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잘 모르는 어휘를 지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반응

을 보 다.연구자가 일단 이해한 바를 그 로 말하면 된다고 격려했지만 학습자는

다시 모르는 어휘를 언 하면서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 다.부사 ‘고이’는 잘 몰

라도 반 인 이해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학습자는 자신감의 부족으

로 이해를 쉽게 포기하는 양상을 보 다.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 으로 모든 어

휘를 다 알아야만 의미 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따라서 극 으로 의미 구성을 시도하지 못하 고 이해 과정에

주어진 국어 시 텍스트와의 연 성은 모두 이별을 다룬 시 정도로 악되어 학습

자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학습자는 한국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 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자

신감 있게 자신의 이해한 바를 달하 다.

‘가시다’,‘물’,‘꽃을 뿌리다’이런 상황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시인에게 매우 요한 사람,애인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고 죽었는데 시인은

매우 슬퍼하 고 ‘는 내가 무 미워서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나를 보기가 싫어

하니 그럼 내가 말없이 를 그냥 보내 게’라고 생각하 다.그러나 자신에 한

그리움을 안고 가기를 바라며 그를 해 꽃을 뿌려주었다.[진달래꽃-再别康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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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2]

<진달래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한 내용인가?나는 사별이라고 생

각했는데...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 시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별로 의

문이 들지 않았다. 반 인 분 기가 어둡고 특히 꽃을 뿌리는 행 는 죽은 사람

에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리고 드라마에서 물론 꼭 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는 길에 ‘꽃을 뿌리는’행동이 나에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종이로 된 돈’

을 뿌리는 장면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다.그리고 마지막에 ‘죽어도 물 아니 흘

리오리다’라는 감정이 매우 강렬하고 ‘죽다’라는 단어가 사별을 떠올렸다.[진달래

꽃-再别康橋-B412]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이 학습자도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단편 인 이해를 하

고 이로 인해 잘못된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과잉 해석을 하 음을 알 수 있다.학습

자는 매우 자의 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미워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더라

도 떠나려는 애인 는 친척’,‘꽃을 뿌리며 그리움을 갖고 가기를 바라는 화자’,‘그

애인 는 친척의 죽음’등 문맥상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학습자는 이 시

를 사별을 다룬 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가시다’라는 어휘의 뜻을 ‘죽다’라고 해석

한다.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의 부족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근원이 되지만 더

결정 인 것은 시 화자가 ‘진달래꽃을 가는 길에 뿌리는’시 상황으로부터 학습

자는 국 장례식 문화인 망자가 가는 길에 종이로 된 돈을 뿌리는 풍속을 떠올렸고

이에 근거하여 이 시가 사별을 다룬 시라고 확신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사별을 다루었다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학습자의 일차 면담 자료는 문맥상에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록 학습자는 국어 시와 연 지어 이해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읽기 과정에서는 사별이라고

단했던 자신의 이해에 해 ‘별로 의문이 들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이는 학습

자가 자신의 이해에 해 성찰 태도를 지니지 않고 있음을 말해 다.

이 학습자의 면담 자료는 이해 과정에서 독자의 정의 인 태도가 향을 미치고

있으며,언어 숙달도가 부족할 때 독자들은 쉽게 선이해의 향을 화하여 의미

를 구성하고자 함을 보여 다.그러나 이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가 문맥상으로 잘 통

하지 않는 데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이해 과정에서 성찰 인

태도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며 항상 자신의 이해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체 인

문맥을 검토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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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악하고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비

교 자신감 있게 변별 의미,미 특성을 매우 구체 으로 언 하는 학습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감의 부족으로 얼버무리는 학습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 취

한 연구 방법이 구두 보고라는 에서 내성 인 학습자들은 개인 생각과 경험을

연구자한테 말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 을 수도 있다. 다수의 한국어 교실에서 학

습자들의 주체 인 의미 구성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교사는 교수-학습 과

정에서 학습자들로 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해 메타 으로 검하고 자

신의 이해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향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 다.하지만 이러한 한계와 학습자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습자들은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읽기에 해 매우 정 으로 받

아들 고,이러한 이해 방법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고,상호문화 이해를 진한다고 인식하 다.이해 과정에 주어진 국어 시는

‘보조 텍스트’로서 비계의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 한국어 시의 의미를

체 으로 악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양상을 발견

할 수 있었다.다음은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에 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면담 자료이다.

나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어 시나 문학 작품을 읽

을 때는 먼 단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다 읽고 나서는 잊어버려요.하지만

이런 읽기 방법을 통해서 먼 한국어 시의 체 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

니다.나는 어휘양이 모자라고 문법도 약하고 시를 별로 배우지 했기에 시를 읽는

데 부담감이 많았어요.하지만 이 게 읽으니 생각보다 잘 이해가 되어서 놀랐어

요.나는 역사도 좋아하는데 두 시의 배경을 비교하는 것도 시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 같아요.이제 다시 이 시를 배운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E306]

한국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두 민족의 내재 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 시를 배우는 최종 목표는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방식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한국 시를 배

우는 것보다 쉬울 뿐만 아니라 두 나라 민족의 문화의 공통 과 차이 을 이해하

는 데도 도움을 다.비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E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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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됩니다.비교를 통해서 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국어 시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시를 잘 이해하

게 되었습니다.[F409]

하지만 다음 면담 자료와 같이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읽기가 조 어렵다는 반응

도 존재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방법의 실 가능성 학습자

들의 이해를 면 히 살펴보기 한 목 으로,한국어 시에 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연구 방법과 련이 있다.한국어 시의 의미가 모호한 상태에서 동 소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특히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우수한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상호연 동 소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고 지 자극을 수 있지만 학습자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

는 교육의 상황에서는 교사가 한 발문 등 비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 읽기는 매우 재미있지만 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학습자들에게 어

떤 측면을 고려하면서 연 을 지어야 하는지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

다.[E303]

한 실제 교육의 상황에서는 한국어 시의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단계에 더욱

을 둘 필요가 있다.교육 상황에서는 한국어 시에 한 기본 인 어휘와 시

배경,작가 배경과 같은 이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심화된 이해로 이끄

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하지만 교사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에 학습자

스스로 두 편의 시의 상호연 동 소를 발견하고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

성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인 차를 마련해 줘야 한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

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우선, 한 작품을 선정하여 제시해주고,학습자로 하

여 텍스트 간의 상호연 인 동 소를 발견하고 이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나아가서 학습자가 주체 으로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교사는 학습자 간에 존재하

는 차이를 여주고 교실 상황을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학습자 간

의 력과 토론을 강조하는 수업을 이끌 필요가 있고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하여 경

험을 교류하고 상호주 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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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실제

시 이해 교육은 교사의 의도 인 계획 아래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고 주체 으

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상호연 성 기반

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고려한 근법으로서 구성주의

과 동궤에 놓여 있다.따라서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경험 지식을 쌓

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학습자들의 읽기 수행은 다시 주체 인 반성을 통해 제한된

지평을 확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의 III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읽기를 수행하는 양

상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방법의 정 인 역

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동시에 다양한 변인들의 향으로 인해 나타난 일정한 한

계도 살펴볼 수 있었다.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효과는 확 하고 한계는 극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목표 원리를 제시하고 교수-학습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1.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목표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

습자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앞 장에서

발견된 학습자 간의 차이와 다양한 변인들의 향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확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이에 본고에서는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의 목

표를 ‘시 읽기 략으로서 상호연 성 이해’,‘소통 주체 간 상호주 계 형성’,

‘경험의 반성을 통한 지평의 확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시 읽기 략으로서 상호연 성 이해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은 한· 시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을 해석

근거로 하되 자신의 경험을 최 한 활성화하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 으로 재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정답식 교육,주입식 교육을 받

아온 국인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읽는 시 읽기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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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므로 주어진 맥락을 탐구하고 최 한 자신의 경험 지평을 활성화하면서 의미

를 구성하는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 활동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따

라서 우선 이러한 근법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 작품을 선정해 주

고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의 효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 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요하다.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은 텍스트의 내 외 맥락에서 의미실 이 어려울 때

이해에 도움을 주거나 텍스트의 의미 실 을 더 풍부하게 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읽기 과정 에 상호연 성을 지닌 모국어 시 텍스트는 주어진 텍스

트를 한국어 시를 이해하기 한 ‘비계’의 역할을 하므로 학습자로 하여 보다 수월

하게 텍스트 이해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두 텍스트 간에 형성되는 긴

장 계를 탐구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지 인 자극을 주고 한· 시 텍스트의 특성

과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을 악하고 나서는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발산 으

로 새로운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을 악하려면 텍스트 간에 형성되는 맥락을 이해해야 된

다.한· 시 텍스트의 상호연 성은 거시 인 차원인 주제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 맥락인 시어,시구,표 기법 등 면에 존재할 수도 있고,텍스트 외 맥락인

시 배경,작가 배경,문학 사조 등 측면에 존재할 수도 있다.학습자들은 모국어

교육을 통하여 시의 심상,비유,상징 등 표 기법과 시 화자,분 기 등의 시 이

해에 필요한 시 요소들에 한 개념 지식과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 배웠고

한 비교 깊은 문학 인 소양도 지니고 있다.그러나 막연하게 두 편의 시가 주

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상호연 을 지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다.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교육 인 유도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 략 으로 상호연 성을 악

하고 실제 이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략이란 일반 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가장 이상 인 계획 혹은 방법’으로

정의된다.1)본 연구에서 주제가 유사한 한· 시 텍스트를 선정하 기 때문에 학습

자들은 주제 차원의 연 성을 악하게 되며,시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상호연

1) 략의 개념에 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블록(Block)에 따르면,읽기 략은 독자가

어떻게 주어진 과제를 인식할 것인지,이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어떻게 읽기를

계획하고 검하고 조정할 것인지와 련된다.E.Block,“Thecomprehensionstrategiesof

secondlanguagereaders”,TESOLQuarterly,20,1986,pp.46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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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들이 주제의 유사성에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한 동일한 주제

의식을 어떻게 다르게 표 하고 있는가,동일한 주제 의식을 표 하 지만 그 의미

가 어떤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가,동일한 제재를 어떻게 다르게 형상화하 는가 등

등의 동일성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 계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최종 으로는 이러한 략을 체득하여 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을 쉽게

악하고 시를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험 지평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상호연 성

을 만들어가면서 주체 으로 의미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이는 시

이해에 한 교사의 직 인 설명을 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시

를 읽는 방법에 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수 있다.교사는 한 학습자들에

게 다양한 를 제시해 주면서 상호연 성이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을 인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로 하여 수렴 상호연 성에 기반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 으로 구성하게 하고 한 학습자 스스로 발산 상호연 성

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이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것이다.비계로 주어진 국어 시 텍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서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면서 발산

으로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는 습 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2)소통 주체 간 상호주 계의 형성

교실이라는 구체 인 상황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시 이해

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독서 행 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교수·학습 과정은 교

사와 학생,학생과 학생이라는 소통 주체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상호주 인 계는 진정한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이므로 소통 주체들 간의

계는 상호주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호주 성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동등한 두 주 의 공유된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 을 가진다.상호주 성은 타자를 자신과 같이 의식하고

공통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타자를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그처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서로에게 주체 으로 열린,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주는 자아

와 타자와의 계를 규정하는 말이다.후설(Husserl)은 어떻게 타자가 경험되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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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을 제기하고,모든 경험은 상호주 임을 보여주는 것이며,세계는 원 으

로 공통 인 세계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각 주체에 주어진 것으로,상호주 성은 이

게 개개 주체에 한 각 개인의 객 성의 이해를 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교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을 지향한다.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해서는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소통 주체들 간의 계가 상호주 으로 설정되어야

하며,소통 주체들은 서로를 객 으로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가

다머는 이해의 논리를 화의 구조와 동일시한다.그리고 화의 성격인 상호존 ,

개방성 자유를 화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요한 도덕 특성으로 본다.특

히 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방성과 합리성을 독단주의와 비하고,그것이야말

로 지평의 융합에 의해 얻어지는 보다 높은 수 의 이해인 도야(陶冶)의 핵심 인

특성이라고 설명한다.3)이러한 에서 교육의 상황을 바라보면 화 참여자들은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독단에서 벗어나게 되고,타자에게 자신을 개방함으

로써 보다 높은 이해의 수 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상호주 인 계는 화에 참여한 소통 주체들이 겸허한 자세로 타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열린 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를 들면,수렴 상호연 성을 형성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기타 동료 학습자와 함께 두 텍스트 간의 계를 탐구함으

로써 자신의 이해가 타당한지 여부를 단할 수 있게 되고,보다 심화된 이해를 이

끌어낼 수 있다. 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통 주체들은 서로

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공통 경험의

형성을 통해 개개 주체는 지평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자아 타자를 객

으로 이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 간의 상호주 성을 확 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살펴,소집단을 구성해 주어야 하며,학습자들이 극성을

가지고 화에 임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교실 분 기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경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 주체 간

2)E.Husserl,Experienceandjudgement,(J.S.Churchil& K.Ameriks,Trans.),Evanston:

NorthwesternUniversitypress,1973,p.83.(진권장,『교수·학습 과정의 재개념화』,한국방송

통신 학교출 부,2005,341쪽에서 재인용.)

3)최명선,『해석학과 교육:교육과정사회학 탐구』,교육과학사,2005,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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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린 화를 통해 주체는 타자의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게 되고,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며 시 읽기 경험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상호주 인 소

통을 통해 학습자들은 진정한 화를 이룰 수 있게 되며 상호발 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교사는 학습자로 하여 타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선입견을 발견하고

반성을 통해 자기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경험의 반성을 통한 지평의 확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상호연 성을 지니고 있는 한· 시 텍스

트를 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 보다 쉽게 한국어 시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기 한 교육 인 방법이다.이는 학습자들의 선이해와 향사 의

식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시 이해에 도달하기 한 방법으로서 학습자로 하여 보

다 주체 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 해 교육 장치를 마련한

근법이다.

가다머에 따르면 경험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첫째는 우리의 기 에 합한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경험이고,둘째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경험이다.4)” 자는

앎을 확인하기 해 행하는 경험이고 후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상에 새롭게 용

하면서 새로운 앎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부정성의 경험이라는 특성을 띤다.가다머

는 후자의 경험에 주목한다.경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든

가 부분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부정의 방

식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5)

  이는 교육에서 듀이의 경험론과도 일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듀이는 경험을 1차

경험과 2차 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차 경험(primaryexperience)

이란 “거칠고 거시 이며 가공되지 않은 소재들”,즉 “최소한의 우발 인 반성의 결

과로 경험되는 것”이며,2차 경험(Secondaryexperience)이란 “정제되고 추론된 반

성의 상들”,즉 “계속 으로 조정된 반성 탐구의 결과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것”

을 말한다.1차 경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소재들,즉 돌,식물,동물,

질병,건강,온도, 기 등과 같은 자연물을 우리의 감 을 통해서 직 보고,듣고,

4)H-G,Gardamer,Truthandmethod,N.Y.:SeaburyPress,1975,p.317.(최명선,앞의 책,2005,

77쪽에서 재인용.)

5) 의 책,200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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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아직 사유나 반성을 거쳐서 체계 인 지식

으로 정착되지 않은 경험으로서,실생활 장면에서 처음으로 부딪 서 일어나는 실제

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2차 경험이란 1차 경험 내용을 소재로 삼아

마음에서 반성과 숙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념이나 단 등의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이것은 사고나 반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듀이는 이것을 “반성

경험(reflectiveexperience)”이라고도 하 다.6)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

생이라는 소통 주체들의 력을 강조하는 근법이다.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토의,

교사와 학습자 간의 토의, 는 자신의 이해 과정에 한 메타 검 과정에서 학습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수정할 수 있게 되며 부정성의 경험으로서 자신의 읽

기 경험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특히 독자가 기억 속에 장된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발산 으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는 이해 과정에

서 비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제한된 지평으로 인해 오류를 범

할 수가 있으므로 다시 메타 으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 행 란 개인의 지평과 역사의 지평 사이에 일어나는 지평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가다머는 지평이란 유한하고 제한 이지만 본질 으로 개방 이라고 하 다.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할 때,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지평으로부터 벗어나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융합시키기 하여 우리 자신의 지평을 확 하는 것

이다.역사의식에 한 가다머의 비 에서 본 것처럼 텍스트나 역사 행 가 속해

있는 의미지평은 해석자 자신의 지평 내에서 계속 물음을 던짐으로써 근된다.7)교

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지평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검할

수 있도록 교육 장치를 마련해 필요가 있다.다시 말하면,학습자로 하여 반성

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제한된 지평을 확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원리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교실이라는 구체 인 상황 맥락 안에서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이 그 본질을 잘 구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

6)송도선,『존 듀이의 경험교육론』,문음사,2009,76쪽.

7)R.E.Palmer,이한우 역,앞의 책,1988,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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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들을 메타 으로 검토하여 학습자들을 한 교육 차와 방법

이 어떤 의도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에 한

검토를 통해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원리를 도출하 다.상호

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원리는 근 발달 역 창출의 원리,상호

연 층화의 원리,메타 인지 조정의 원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1)근 발달 역 창출의 원리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도입한 국어 시 텍스트는 일종의

비계로 작용하면서 학습자로 하여 근 발달 역 내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

와 다.근 발달 역이란 독자 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 발달수

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있는 래들과 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

는 잠재 발달 수 과의 거리이다.8)즉,실제 발달수 을 잠재 발달수 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근 발달 역 창출의 의미이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

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기존의 강독식 수업을 탈피하면서도 시 교육의 목표에 도달

하기 해 학습자들의 근 발달 역 내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질문을 제

시하고,소집단을 구성하는 등 비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⑴ 교수-학습 자료의 구성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을 해 먼 ,상호연 성을 지닌 국

어 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시기에 수업 과정에 도입하여 학습

자들의 기 지평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이해 과정에 도입한 국어 시 텍

스트는 일종의 ‘비계’로서 작용하여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에 방향을 제공해 주고 보

다 쉽게 의미를 악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학습자로 하여 근 발달 역

내에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해서는 주어진 과제가 한 수 으로 어려워 학

8)L.S.Vygotsky,M.Cole외 엮음,Mindinsociety,조희숙 외 역,『비고츠키의 사회 속의 정

신:고등 심리과정의 발달』,양서원,2000,135-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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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 도 감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한 비계의 역할에 충실하기 해 주제 심의 선정 원리에 따라 텍스트를 선

정하 다.

교사가 효율 으로 비계를 설정하려면 상 으로 미숙한 독자인 학습자가 읽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먼 악해야 한다.

즉,시 텍스트 읽기 목표에 도달하기 해 필요한 언어 지식,배경지식 등을 진단하

고 이를 학습자의 수 과 련시키는 것이 요하다.가령,교사는 비계로서의 텍스

트를 선정하기 에 두 편의 시의 주제 차원의 연 성을 고찰하고 그 외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더 단하여야 한다.만약 어휘와 문장 구조의 난이도가 학습

자 수 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텍스트와 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거나 보완하

는 것이 필요하다.

III장에서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시 이해 양상을 살펴본 결과,기존

의 자국의 문학 교육에서 받은 향으로 인해 시에서 특정한 어휘 는 이미지 등을

상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확 된 해석을 하기도 하 으며,텍스트의 문

맥을 고려하면서 의미를 추출하는 데 충실하지 못하고 선이해의 향을 화하여

잘못된 의미를 구성하기도 하 다. 한 한·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양상도 나타났다.따라서 작품 선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

을 심으로 텍스트의 언어 요인과 사회 문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시 일탈을 보이는 미묘한 어휘나 구 이 이해에 미치는 향이 결정 인가?

� 시 텍스트에 존재하는 문화소9)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고에서의 주제 심의 텍스트 선정 원리는 하르트만과 엘리슨(Hartman &

Allison)이 제시한,상호 련성이 있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 에서 통제 계10)

9)문화소란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 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

어권의 모든 문화 ,사회-경제 소여성을 일컫는데,언어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 상,제도 등도

여기에 속한다.김효 ,『새로운 번역을 한 패러다임』,푸른사상,2004,37쪽.

10)하르트만과 엘리슨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 는데 그것은 통제 계,

보완 계,논쟁 계, 화 계,변형 계 텍스트 구성 방식이다.통제 계 텍스트는 하나

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기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게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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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텍스트 구성 방식과 비슷하다.통제 계의 텍스트는 학습자로 하여 국

어 시 텍스트를 비계로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략 인 장

치로 기능할 수 있다.

다 텍스트의 활용 방식은 열린 근과 닫힌 근으로 구분되는데,닫힌 근은

학습 활동에서 다룰 텍스트의 수와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다.텍스트의 수를 한정한

다는 것은 심이 되는 텍스트에 련된 몇 가지 텍스트에 한정하여 연 성을 찾아

보는 것이다.11)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많은 텍스

트를 제시하면 이해에 부담을 수 있고 한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구조의

작용을 살펴보기 해 이해 과정에 한 편의 텍스트를 도입하 다.하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더 많은 텍스트들을 보완 으로 제시할 수 있다.즉,보완

계로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데 보완 계 텍스트 구성 방식은 내용이 하나의 주제

나 화제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지원하는 계에 있는 텍스트들

로 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한국어 시 텍스트를 A로 기호화하 을 때 비계로서 a라는 국어 시 텍스트를 선

정하 다면, 다른 b,c텍스트들을 함께 선정하여 다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텍스트 a는 주제가 유사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b,c텍스트는 한국어 텍스트 A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

려워하는 요소들을 이해시키기 한 비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완 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인 학습자들은 고 시에 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고 시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 다.

를 들면,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를 이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의 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은 자연의 과 조국 복의 두

뜻을 품은 의 표 으로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어김없이 이 오는 자연의 순환에

도 기뻐하지 못하는 시인의 애수를 표 하고 있다.심층면담 과정에서 다수의 학

습자들은 이 시를 처음 읽을 때,시의 주제를 악하지 못했지만 아이칭의 시와 연

지어 이해하면서 이 시가 애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악하 다.그것은

아이칭의 시의 비교 명확한 주제가 한국어 시의 의미 구성에 방향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습자들은 이 시에서 ‘’의 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하고 ‘’의 상징 의미를 ‘희망’으로만 악하 다.자연의 은 어김없이

나 기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김도남,앞의 책,2005,296-300쪽.

11)김도남,앞의 책,2005,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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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게 되고 빼앗길 수는 없지만 에 왔음에도 이 온 것 같지 않은 그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두보(杜甫)의《春望》은 이러한 ‘’의 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수 있는 한 상호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

서는 이 시를 보완 텍스트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의 의 의미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비계를 마련하 다.

《春望》 杜甫(당):

<춘망( 날에 바라보나니)>,두보12)

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 나라가 망해도 산과 강물은 그 로 있고,

성 안의 에는 풀과 나무가 무성하구나.

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 꽃은 피었으나 보면 물이 나고,새 소리에도 놀라네.

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 쟁이 석 달을 이어가니,

집의 소식은 보다 값지도다.

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 흰 머리를 으니 짧아져서(머리가 빠져서),

다 모아도 비녀를 꽂을 수 없을 것 같구나.

국인 학습자들은 한 시에서의 특정한 어휘나 소재들에 상징 의미를 부여하

여 과잉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김 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를 이해함에 있어

서도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시에서의 모란이 ‘조국 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그러나 이 시는 순수 서정시로서 오세 에 따르면,이

시의 시 상상력은 ‘모란’의 상징 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 고리 인 차원

에 있다13).모란꽃은 의 단순한 ‘꽃피는 아름다운 ’만이 아니라 ‘찬란한 슬픔의

’임을 깨우치게 하는 알 고리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은 생명과 희망이 소생하는

계 만은 아니고 허무와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계 이기도 하다.

맹호연(孟浩然)의 《春晓》는 잠에서 깬 뒤 밤사이 떨어진 꽃잎을 생각하면서 곧

12)두보(杜甫,712~770)의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소릉（ 陵)이다. 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시

성(诗圣)으로 불린다.‘춘망’의 배경이 되는 란은 '안록산의 난'이다.천보 14년(755)년 종이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틈을 타서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다.춘망은 두보의 나

이 46세 때 선 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백수에서 안녹산 군에 사로잡 장

안에 연 되어 있을 때 지은 5언 율시이다.안녹산의 난으로 함락되어 폐허가 된 장안의 모습

과 함께 난리로 헤어진 처자를 그리며 늙어 가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그리고 있다.

13)오세 ,『한국 시 분석 읽기』,고려 학교 출 부,2004,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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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 버릴 짧은 에 한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시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간단한 시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 이 시도 단순하게 ‘이 가는 슬픔’의

감정을 드러낸 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악하게 할 필요가 있다.다음은 시의 문

을 번역하여 제시하 다.

《春晓》--孟浩然14):

<춘효( 날 새벽)>-맹호연

春眠不觉晓， 处处闻啼鸟。 잠에 날 새는 도 몰랐네,

깨어보니 여기 기 들려오는 새 우짖는 소리

夜来风雨声， 花落知多 ？ 지난 밤 비바람 소리 들렸는데,

꽃은 얼마나 졌을까?

하지만 주제 차원에서 비계를 제공하여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 다고 하더라

도 시 텍스트의 문화소는 학습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를 들면,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진달래꽃’과 ‘한’의 정

서는 문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에서 체 되고 있는 모순된 심리를 이

해시키기 해 비슷하게 모순된 심리를 표 하고 있는 쉬즈모의《再别康橋》를 빌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 다.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두

나라 문화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어 시 텍스트의 문화소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체 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독특한 문화와 련되는 자료로 다 텍스트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를 들면,서정주의 <추천사>를 가르치기 해서 <춘향유문>,<춘향 >과의 련

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한 학습자로 하여 두 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주목하여

자신의 문화를 객 으로 인식하게 하고 상호문화 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

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계로서 국어 시 텍스트를 제공할 때는 닫힌 근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학습자

가 발산 으로 새로운 연 을 형성할 때에는 열린 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

해야 한다.다시 말하면,교사가 이해 과정에 비계로서 제공한 텍스트는 닫힌 근이

지만 학습자가 이해 과정에서 끌어오는 텍스트를 무한하게 열어놓고 학습자들의 경

14)맹호연(孟浩然,689~740)은 성당시기 산수 원 를 표하는 시인이다.맹호연은 산수 원시

의 가인 왕유(701~761)와 시명을 나란히 하 을 뿐만 아니라 李白과 杜甫 다음의 가로서

인정받는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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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지평을 활성화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소집단 구성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력 학습15)을 강조하는 근법이다.

따라서 교사 학습자 간의 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가 형성되어

야 한다.이는 자신의 환경 속에 있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 학습 경험

(mediatedlearningexperience)을 가짐으로써 학습자들의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고

독립 인 성취가 가능해진다는 근 발달 역 창출의 원리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비계 개념은 비고츠키의 발달가능 역 개념과 인지 도제와 련되는데 인지

도제 실행 방법은 두 가지로 별해 볼 수 있다.하나는 교사를 문가로 상정하고

교사의 시범을 통한 학생과의 상호작용 형태이며, 다른 한 가지는 학생들의 소집

단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형태이다.16)본고에서는 국어 텍스트를 비계로 제공하여

조건을 마련하 으므로,학습자들의 주체 인 역할을 강조하 고 학습자 간의 소집

단 활동을 통한 토의 학습을 강조하 다.

효과 인 토의가 이루어지기 한 제는 자유로운 수업 분 기를 만들어주고 학

습자들을 하게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다.소집단 크기는 2-6명의 범 를 가

진다.소집단 크기가 8명 이상이면 1-2명이 학습을 주도하고 그 외 학생들은 소외되

거나 수동 으로 되어 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사회 측정도(sociogram)를

활용하여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들끼리 소집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외 학생들은

교사가 구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17)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자발 인 의사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하 고,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여 한 그룹을 모두 상

15) 력과 동은 모두 학습자 간의 집단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철학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력은 집단에서 개인이 자신의 행동 학습에 책임을 지고 래들의 능력과 공헌을 존

하는 상호작용 혹은 생활유형의 철학이다.반면 동은 집단에서 함께 공부하여 구체 결과

물이나 목표 성취를 진시키기 한 고안된 상호작용의 구조이다. 동학습에서는 집단 구성

원들은 일련의 단계를 가진 구조를 바탕으로 특정 과제에 여하며,책임을 진다.반면 력학

습은 동학습처럼 집단학습의 책무성 없이 의미 구성,주제탐색,혹은 기능증진을 해 집단

구성원이 함께 하는 집단 활동이다.이종일 외,『 동학습과 탐구』,교육과학사,2008,40쪽.

16)이상구,앞의 책,2002,126쪽.

17)변 계․김 휘,『 동학습의 이론과 실제』,학지사,1999,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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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는 한 그룹을 모두 하 학습자로 구성하는 것을 피하 다.

둘째는 소집단 구성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집단을 구성하

는 방법에는 일반 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비슷한 수 의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 동질집단구성(homogeneousofteams)이고 다른 하나는 각기 수 이

다른 학생들로 그룹을 형성하는 이질집단구성(heterogeneousofteams)이다.학자들

마다 이에 해 조 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 학습에서는 수 이 서로 다

른 학생들 간에 근 발달 역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질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본다.

셋째는 소집단 구성원의 정의 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학습자의 성격은 력

읽기에 향을 미치는데 내성 인 학습자는 말하기를 싫어하고 력 학습에 부

담을 느낄 수도 있다.따라서 외향 인 성격의 학습자를 소그룹에 두 명 정도를 포

함하여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필요한 경우 리더를 선정하여

진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을 4-6명으로 구분하여 소집단을 구성하 으며,토의가 끝

난 후 그룹별로 한 명의 학습자가 표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게 하 다.연구자는

학습자들의 발표에 한 피드백을 주었고,기타 학습자들에게 발표에 한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제시하게 하 다.토의와 발표 과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격

려하 지만 국어 사용을 허용하 는데 그것은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학습자

들의 표 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의식 수업방법의 유형은 교사의 역할과 교사가 제공하는 구조의 양에 따라 교사

심 토의와 학습자 집단 심의 토의로 별된다.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집단을

심으로 하는 토의 방식을 취하 다.이때는 학생들 상호 간의 교호작용을 증 시키

고 학생들이 토의 개의 모든 책임과 지도성을 발휘하도록 한다.토의가 일단 진행

이 되기 시작하면,교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첫째,교사는 참여

찰자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교사는 우선 학 구성원의 일원으로 토의에 참여

하면서,토의가 각 소집단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면 히 찰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보제공자 는 자원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학생들이 토의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내용에 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교사는 한 수 에서

의 도움을 제공하여 토의가 간에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셋째로,교사는 갈등

리자 는 분 기 조성자 역할을 수행함이 좋다. 컨 ,어느 소집단에서 구성원

간에 감정 립이 야기되었거나,분 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을 잃고 헤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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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사람이 독 을 해버리거나 하면,그것을 그때그때 보아서 히 유도해 주고 다

독거려서 토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토의가 체 으로 끝난 다음,교

사가 하여야 할 일은 각 소집단별 토의 결과를 체 학 에 환류시키는 일이다.18)

2)상호연 층화의 원리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는 복합 이고 층 인 상호연 이

이루어지게 된다.먼 학습자는 ‘비계’로서 주어진 국어 시 텍스트와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상호연 성을 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이를 통해,이해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 으로 구성하게 된다.

한 독자는 기억의 능동 투사를 통해 발산 인 상호연 성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실이라는 상황 맥락 안에서 이러한 상호연 은 더욱 층화된 양상으로 나타나

게 된다.이해 과정에 제공된 국어 시 텍스트를 매개로 학습자,문학 텍스트,교사,

동료 학습자 간에 복합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국어 시 텍스트는 학습자

로 하여 스스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탐구하고 구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 주고 기존의 교사 심의 의미 달 방식으로 인한 일방향 인 의사소통 구조

를 층화할 수 있게 한다.교사와 학습자 동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

된 소통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공동체 내의 력이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듀이는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보다 교호작용이라는 용어가 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데 듀이는 그의 “행 와 경험”이라는 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은 존재 그 자

체가 성립 가능하기 한 삶의 기본 사실이며,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교호작용

(transaction)”이 구성된다고 말한다.19)개인은 단순히 재의 사태와 자극 반응식의

상호작용을 하는 평면 존재가 아니라,그 이 에 이미 사회,문화,역사 맥락 속

에 존재하는 개인이며,동시에 그 속에서 나름 로의 경험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

는 개인인 것이다.인식 주체의 지식 획득은 분명히 개인 인 것이다.그러나 지식

획득 과정에는 인식 주체가 인식하건,인식 못하건 간에 이러한 복합 인 역사 ,공

간 맥락이 깔려있다.만약 군가가 그런 시공간 인 계 맥락을 인식하는 가

운데 어떤 상이나 상황을 한다면,그는 단편 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이성호,『교수방법의 탐구』,양서원,1993,160-161쪽.

19)김무길,『존 듀이의 교호작용과 교육론』,원미사,2005,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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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은 차원 높은 인식,즉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교육에

서 요구되는 인식의 사태도 바로 이러한 사태,즉 고립 이고 제한된 인식이 아니라

확 된 시 공간의 맥락 에서 이루어지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20)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은 사회,문화,역사 맥락 속의 주체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에서 이러한 교호 작용과 일

맥상통한다.이와 같은 교호 작용은 국어 시 텍스트를 매개로,텍스트 간,독자와

소통 주체 간,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연 을 형성하면서 의미 구성의 진·심화·확

장을 불러일으킨다.이러한 은 비고츠키의 사회구성주의 바흐친의 화주의

의 논의와도 련성을 지닌다.비고츠키는 인간의 고등정신은 원래 사회 이며 타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고 언어와 같은 기호 체계의 사용으로 재된다고 보았

다. 한 바흐친은 의사소통 맥락을 정신 발달의 요한 으로 보면서 말의 의미

는 사회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을 강조하 다.이는 학습자들이 사회 맥락 속에

서 실제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상호연 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상호연 층화의 모형

20)김무길,앞의 책,2005,145쪽.



-155-

1번:모국어 시 텍스트를 비계로 삼아 한국어 텍스트의 의미를 체 으로 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는 텍스트 간의 계가 요시되

므로,인지 주의력이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계에 집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독

자는 주로 두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 로 인식하고 연합하고 비교하는 사고를 하게

된다.

2번:독자가 잠재되어 있는 기억을 활성화하면서 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함

을 의미한다.독자는 환기한 상호텍스트와 한국어 시 텍스트를 교섭 으로 읽어내야

하지만 단순한 연상 차원에서의 환기는 한국어 시의 이해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3번:환기한 상호텍스트가 다시 돌아와 독자 주체에게 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

다.문화 주체로서 독자는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한 경험을 반추하는 것을 통하

여 문화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

4번:동료 학습자도 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에

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5번:동료 학습자 교사와 함께 탐구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상호연 이 층

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은 반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과정에서 의미 구

성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를 들면,독자가 발산 상호연 성을

통해 환기할 수 있는 텍스트 a와 텍스트 A는 상호교섭하여 Aa로 재구성된다.동료

학습자가 발산 으로 형성할 수 있는 텍스트 b는 A와 상호교섭하여 Ab로 재구성되

고 Aa와 다시 상호교섭하여 Aab라는 확 된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고 텍스트의 의미 구성은 더욱 층화된 양상으로 일어

나게 된다.

퍼스의 말 로 기호학의 에서 볼 때 인간이 바로 기호라면,기호들로 구성된

문화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환원된다.모든 문화 상들이 기호로 간주될 수 있다

면,거기에는 분명히 나름 로의 의미화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리고 그 의미는 각 상의 체와 부분들에서 고유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

로 조직될 수 있다.의미들의 상호작용은 문화의 체 모습을 결정하며,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감성들의 조직양상을 드러낸다.21)만약 인간을 포함한 세

계의 모든 상을 기호라고 볼 때,텍스트성은 무한 로 확장될 수 있게 되고 상호

연 성 역시 무한 로 넓어질 수 있게 된다.텍스트성의 확장으로 인해 독자,독자가

21)김운찬,『 기호학과 문화 분석』,열린책들,2005,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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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지식,소통 주체들의 문화 배경 등은 모두 상호연 을 형성하며 텍스트의 의

미를 더욱 복합 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3)메타 인지 조정의 원리

모든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처음 하는 작업 의 하나는 텍스트가 도 체

무엇에 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나름 로

주도권을 갖고 텍스트에 해 심문하고 탐색한다.그리고 그 질문에 한 가설 인

답을 상정함으로써 잠정 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텍스트의 화제가 무엇인가 확

인하는 것은 읽기의 첫걸음이다.화제의 확인은 부분 으로 독자의 백과사 능력

에 의존한다.그리고 그것은 텍스트의 략을 독자가 어떻게 돌 하는가 하는 것과

연결된다.22)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시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를 들면,언어 숙달도의 부족과 련 스키마의 부족,자국 문화 교육의

향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고착화 등 요인들은 학습자로 하여 텍스트의 화제가 무

엇인지 단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잘못된 방

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이때, 국어 시는 일정한 가설을 갖고 한국어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국어 시를 거로 자신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단되

면 다시 메타 으로 체 인 문맥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이

때 필요한 능력이 메타 인지 조정 능력이다.

인지 심리학 읽기 과정 모형에 결부하여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작용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학습자들이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

은 언어 능력의 부족,사회문화 지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의 향으로 상향식 읽

기 과정에 치우치게 되는데 주제 차원에서 상호연 성을 지닌 국어 시 텍스트는

직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방향을 제공해 주어 하향식 읽기(Top-down)

모델로 환하게 한다.그 과정에서 체 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바람직한 읽기 과정 모델인 상호작용 인(interactive)읽기 모델로 환할 수 있게

된다.다음으로,두 편의 시의 세부 인 의미를 구체 으로 비교하는 상향식 읽기

(bottom-up)과정을 통해 두 작품의 미 특성과 의미론 인 긴장 계를 악하면

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된다.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기본

22)김운찬,앞의 책,2005,148쪽.



-157-

인 의미 악에 성공하게 되면서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게 되며 더 확

장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서 어떻게 국어 시 텍스트와의 연

성에 근거하여 이해 과정을 하게 조정하고,언어 지식이 부족할 때 련 스키마

와 메타 인지 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공 인 이

해로 이끄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언어 지식이 부족할 때 스키마

메타 인지와 같은 상 지식과 능력은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

다.스키마 이론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는 부족한 언어 지식을 풍부한 배경 지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스타노비치의 ‘보상 가설(compensatoryhypothesis)’에

따르면,한 단계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 맥락 기 (contextualexpectancy)와

같은 보다 높은 단계의 처리 과정에 의존하여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를 들어,하

단계 문자 분석에서 부족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 단계 지식 구조가 부족한 부

분을 보충해 다.즉,철자,어휘 지식의 보완을 해 문맥에 나타나는 단서를 활용

하기도 하고 언어 약 의 보완을 해 모국어 기능과 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3)

의미 구성 과정은 지속 인 문제-해결 과정이자 자기 조정의 과정이다. 라운

(Brown)은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한 략을 선택하고 이것을 실행하며,실

행과정을 계속 으로 모니터링하는 메타 인지의 자기 조정의 과정을 강조하 다.메

타 인지 자기 조정이란 문제해결과정에서 필요한 략 행동과 의사결정을 포함

하는 것을 의미한다.24)미숙한 독자와 능숙한 독자의 차이는 의미를 구성해 내는 과

정에서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의미 구

성 과정에서 메타 인지 자기 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를 보완해주기 해 스키마를 활성화시키

는 것이 필요하며, 반 인 상황 악이 되지 않을 경우, 국어 시와의 연 성을

고려하면서 그 연 성을 심으로 의미를 악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시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휘들이 텍스트 이해에 요한 향을 미치는 어휘인지 아닌지를 변

23)K,Stanovich,“Towardaninteractive-compensatorymodelofindividualdifferenceinthe

developmentofreadingfluency”,ReadingResearchQuarterly,16,1980,pp.31-71.

24)A.Brown,J.C.Campione& J.D.Day,“Learningtolearning:Ontrainingstudentsto

learnfrom texts”,EducationalResearcher,10,April.1984,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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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어야 하고 시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이 반 문맥 내에서 어떤 논리

모순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실이라는 상황 맥락 안에서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는 교사 동료 학습자

와 함께 층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메타 인지 조정은 시 이해 교육의

반 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비고츠키의 공간 모형에 비추어보면 메

타 인지 조정은 학습 과정에서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지닌다.

<그림2>비고츠키의 공간 모형25)

의 모형은 두 개의 축을 심으로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로축은

공 (public)-사 (private)차원이며,세로축은 사회 (social)-개인 (individual)차

원을 가리킨다.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네 개의 구역은 각각 ‘공 -

사회 ’,‘사회 -사 ’,‘사 -개인 ’,‘개인 -공 ’인 형태를 띤 담화 유형들을 보여

다.이는 특정 담화가 한 개인에게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내면화는

25)비고츠키의 공간모형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 다.신헌재 외,『국어과 동학습 방안』,

박이정,2003,25-26쪽.;이인화,「소설교육에서 해석 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3,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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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하 과정 즉, 용(appropriation),변형(transformation),공표(publication),

습화(conventionalization)를 거치게 된다.

용이란,학습자가 공 -사회 차원에서 지 인 타자가 소개하는 략,개념,아

이디어,언어를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다.학습자들이 II에서 III으로 이동할 때

에는 변형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반응을 형성한다.즉,사회 역에서의 용을 통

해 습득한 상을 사 으로 변화시켜 보는 과정이다.III에서 IV로 이동할 때,학습

자들은 사 역에서 변형한 지식이나 경험을 공표함으로써 사 -개인 역으로

부터 개인 -공 역으로 나아간다.이러한 하 과정들은 IV에 이르러,다시

습화의 과정을 거쳐 I로 이동하게 되고 다음 학습의 토 가 된다.이 과정은 개인과

사회의 길항 계를 원리로 하는 동시에 회귀 (recursively)양상을 띤다는 것이 특

징 이다.

독자가 형성한 수렴 상호연 성과 발산 상호연 성은 해석 공동체 내에서

용,변형,공표, 습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층화된 상호연 을 맺게 된다.

학습자들은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을 직 수행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의 심화 확장을 불러올 수 있다.비고츠키의 공간과 발달 모형은 회귀

이고 순환 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에서 학습자가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회귀 성찰을 통해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재

구성하면서 이해의 깊이를 심화하고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메타 인지 조정은 이해와 표 의 결합을 통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해

과정은 심리 활동 과정이므로 찰할 수 없으므로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 과

정과의 결합을 통해 그 실체를 살펴볼 수 있게 되며,타자와의 소통이 가능해지게

된다.학습자는 소통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사 역에서 변형한 지식이나

경험을 공표함으로써 공 역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 인 인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이 과정은 한 독자 간의 차이를 여주고 문제 해결 과

정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며 미숙한 독자를 능숙한 독

자로 이끌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가령,미숙한 독자들이 스스로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메타 인지 조정을 못하여 잘못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

역에서 기타 소통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읽기와 쓰기는 상호작용에 의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미완인 채 남아있는 상

보 인 활동이다.하나의 텍스트를 쓸 때 행하는 최종 인 작업은 그것을 읽는 것이

며,내가 읽은 텍스트에 한 반응을 완성하는 작업은 그것에 한 나의 쓰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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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더욱이 나의 쓰기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읽 지고,나아가 그들의 반응이

나에게 알려지고,마침내 새로운 텍스트성을 빚어 낼 때에만 종료된다.우리는 여기

에서 성장과 변화,상호작용,학습과 망각, 화와 논증의 무한한 그물망을 갖게 된

다.26)쓰는 것은 군가에게 자신의 해석을 설명해야 함을 의미하며 설명은 왜 그

게 생각하는지에 한 상세한 근거의 제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우리는 오직 표

을 한 시도 속에서만 우리가 사유하는 바의 의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

지할 수 있다는 ,둘째,우리는 표 을 한 시도들 속에서 항상 타인들에게도 인

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표 된 바들을 달하고자 한다는 27)때문에 쓰기는 읽

기와의 상호보완 인 성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교육의 실천

앞서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 근 발달 역 내에서

동료 학습자,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타 인지 조정 능력을 신장하면서 한국어

시를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다.특히 학습자들이 발산 으로 환기하는

상호텍스트는 상호문화 인 인식을 강화하고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 발달 역 창출의 원리,상호연 층화의 원리,메타 인

지 조정의 원리 등 세 가지 원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잘 체 될 수 있도록 학습

자 주체의 능동성 학습자 간 소통을 강조하 고,근 발달 역 내에서 교사가 학

습자들을 이끌어주면서 교수-학습을 진행하 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로 하여

직 이 독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 지식을 축 하고 잠재 발달을

이루어 내는 것을 강조하 으며,질문 설정을 통한 동기화 단계,탐구·토의를 통한

이 독서 수행 단계,회귀성찰을 통한 내면화 단계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차를

마련하 다.

26)R.Scholes,Textualpower,김상욱 옮김,『문학이론과 문학교육』,하우,1995,28쪽.

27)H.Joas,(Die)KreativitätdesHandelns,신진욱 옮김,『행 의 창조성』,한울,2002,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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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설정을 통한 동기화

교육은 기본 으로 질문과 화로 이루어진다.가다머는 질문은 텍스트 앞에 자신

을 여는 행 이며, 화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해석의 연속이라 보았다.28)

교사의 질문 설정은 교수-학습의 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동기화 단계

에서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의 기 를 형성시켜주는 매

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⑴ 기 지평의 형성과 스키마 활성화하기

학습자들은 나름 로 텍스트에 한 선지식과 스키마를 갖고 있으며 텍스트 이해

하기 한 기 지평을 갖고 있다.야우스는 텍스트 수용과정에서 수용자가 이미 가

진 선행의 경험요소로부터 향을 받게 되는 것을 수용자의 심리 작용으로 보고

이것을 수용자의 ‘1차 지평’이라고 불 다.기 지평은 자신의 체험과 련된 것뿐

만 아니라 문학 습과 련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시에 자주 쓰이는 습

표 이나 비유,독자의 선험 ․후천 경험 요소 등의 기 지평은 수용자의 기 지

평과 텍스트의 기 지평이 일치할 때 가장 효과 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문학교육에

서는 학습자들이 시를 해석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이나 지식과 같은 기 지평을

확충해 주어야 하며 이것은 수용자의 문학능력을 길러주는 실천 인 방안이 되기도

한다.29)따라서 교사는 수용자의 기 지평을 이해하고 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한 기 지평을 형성시켜 주고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나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이해를 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 과정에 상호연 성을 지닌 국어 시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선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일차 으로 학습자들의 기 지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다.다음으

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기 한 질문을 제시하여 한국어 시를 이해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focusing)질문은 수업이나 토의 자료에 학생들의 주

의를 집 시키기 해 활용되며 사실 ,경험 ,생산 ,평가 질문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질문은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확인하거나,수업 시작이나 진

행 도 에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자극하며 수업 시작이나 진행 도 기

28)진권장,앞의 책,2005,114쪽.

29)권 ,『문학이론과 시 교육』,박이정,1997,248-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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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식을 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30)

III장에서 언어 숙달도가 부족할 때 스키마를 활성화하면서 의미 구성에 성공하는

학습자들이 있었고,반면 부분 인 의미에 집착하면서 스키마를 과도하게 활성화하

여 잘못된 의미를 구성하는 학습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따라서 먼 시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스키마를 활성화하면 학습자들의 부족한 언어 숙달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기 한 질문 사항은 학습자들의 경험 구조와 잘 결부되는 것

이 필요하고 시의 체 인 느낌이나 의미를 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학습

자들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지,스키마 활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시 이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측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진달래꽃>에서는 시 화자의 정감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어

야 하고 정지용의 <향수>도 보편 인 경험 역에 속하므로 독자의 경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하지만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체 되는 불교사상은 독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

는가>,박두진의 <해>,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등의 시를 이해하기

해서는 외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사고를 활성화하여 기 지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자 하

다.질문은 시 텍스트 이해가 독자의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아니

면 지식을 활성화하고 사고를 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경험의 활성화와 련된 질문

¡ 이별을 경험한 이 있는가?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그

이별을 할 것인가?-김소월 <진달래꽃>

¡ ‘향수’란 무엇인가?어렸을 때 고향의 모습은 어떠했는가?고향에서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정지용 <향수>

☞ 지식의 활성화와 련된 질문

¡ ‘혼’이란 무엇인가? 혼을 하는 것을 본 이 있는가?-김소월 < 혼>

¡ 불교 사상에 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한용운 <님의 침묵>

☞ 사고의 활성화와 련된 질문

30)이종일 외,『교육 질문하기』,교육과학사,200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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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토지’는 일반 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

¡ 시 소재인 ‘해’는 일반 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박두진 <해>

¡ ‘새’는 일반 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사람들은 왜 사물에 이름을 부여할까?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김춘수

<꽃>

교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학습자들의 흥

미와 사고를 발하고 ‘1차 지평’을 형성해주며,이해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 지평

과 텍스트의 기 지평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텍스트의 이해는 수

용자의 기 지평과 텍스트의 기 지평이 일치할 때 가장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기 지평의 형성과 스키마 활성화하기는 두 텍스트 간의 상호연 동

소를 탐색하기 한 단계로 작용하면서 한국어 시에 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

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⑵ 과제 수행의 방향 제시하기

교사는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기 지평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과제를

심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를 제시해야 한다.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는 두

편의 시 텍스트 간에 형성된 연 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먼 ,학습

자 스스로 한국어 시를 낭독하면서 반 인 분 기와 주제를 악하게 해야 한다.

다음, 국어 시 텍스트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 두 편의 시가 어떤 연 이 있

을지를 고찰하게 한다.이해 과정에 상호연 성을 지닌 국어 시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선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일차 으로 학습자들의 기 지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다.이 경우에는 학습자 개개인의 문학 능력과 언어 능력 선체

험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결과와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물론 이 단계에서는 한국

어 시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 을 맺기가 쉽지 않고,오류가 발생할 수

도 있다.하지만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사고를 발하기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교사가 한· 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질문을 설

정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 보다 쉽게 동 소를 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질문은 텍스트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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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두 편의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② 두 편의 시는 무엇을 소재로 하 는가?

③ 두 편의 시에서 유사한 시어 는 구 이 있는가?

④ 두 편의 시에서 유사한 표 기법이 있는가?

⑤ 두 편의 시는 어떤 시 배경에서 창작되었는가?

⑥ 두 편의 시를 창작한 작가배경은 어떠한가?

⑦ 두 편의 시에서 체 된 한· 문화는 유사한가?

⑧ 두 편의 시를 쓴 작가 의도는 유사한가?

<표9>상호연 동 소를 악하기 한 단서 질문

시가 어떤 차원에서 동 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시하 다.먼

한국어 시의 총체 인 의미를 악하는 것이 요하므로 한국어 시의 이해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질문을 제시하도록 한다.굿맨

(Goodman)은 시의 핵심부분은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논자가 아무런 평도 할 수 없

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암시된 부분이다.즉,한 편의 시에서 각 부분이 상호연 을

갖게 하는 가장 요한 부분이 시의 핵심이다.”31)라고 하 다.따라서 교사는 먼

한· 두 시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를 악하고 이를 심으로 질문을 제시함으로

써 학습자로 하여 의미 구성의 체 인 방향을 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에게 두 편의 시를 제시하고 상호연 성을 악하게 하는 과제는 막막하

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교사는 학습자로 하여 이러한 상호연 동 소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단서 질문(prompting)은 학생이 질문

에 답하도록 도와주거나,최 반응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기 한 힌트나 단서를

활용하는 질문이다.32)다음은 텍스트의 상호연 동 소를 악하기 한 단서 질

문의 이다.

이러한 질문을 제시할 때,시의 의미 구성의 과정 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학습

자로 하여 먼 반 인 의미를 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하고 다시 부분

으로 근하여 시의 의미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를 들면,

단서 질문 1,2,3,4번은 시의 의미 구성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먼 제시할 필

요가 있고 한 5,6,7,8번은 외 맥락을 고려해야만 동 소를 찾을 수 있는 시에서

31)P.Goodman,TheStructureofLiterature,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1954,p.16.

32)이종일 외,앞의 책,200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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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작품에 따라서

부가 이고 구체 인 질문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를 들면,김소월

의 <진달래꽃>과 쉬즈모의《再别康桥》에서 체 된 구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기

해,시 화자의 어조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면,‘두 편의 시에서 시 화

자의 어조는 유사한가?’는 식의 질문을 더 설정할 수 있다.

질문을 제시하고,학습자로 하여 먼 스스로 시를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

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자신의 이해에 해 일차 으

로 검하게 하기 한 것이며,두 편의 시의 동 소를 발견했을 때의 효과를 학습

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기 한 것이다.다음,학습자 스스로 교사

의 질문을 바탕으로 두 편의 시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 동 소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그리고 다음에 이루어질 이 독서 수행 단계에서 시의 이해에 필요한 시

배경,작가 배경 등 외 정보와 이해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어휘들을

가르치고 동료 학습자들과 토의하면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재차 자신이 찾은

동 소들에 한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게 한다.

다음으로,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악하기 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편의 시를 내용(시 배경,작가 배경,주제,문화 요소

등)과 형식 측면(표 기법,구조,리듬 등)에서 비교해 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설정한다.

☞ 두 편의 시는 내용,형식면에서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 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학습자들로 하여 내용의 유사성,문화의 동질성,경험의 인 성에

기반하여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문을 설정한다.

특히 내용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질문을 설정하 을 때에는 학습자의 모든 독서 경

험,매체 경험과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방 으로 질문을 설정해야 한다.

☞ 이 시를 보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시,소설, 화,음악 등)

☞ 시에서 드러나는 문화는 자국 문화와 비슷한가?

☞ 시 화자와 유사한 개인 경험을 갖고 있는가?

하지만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두 편의 시의 긴

장 계를 탐구하고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힘들다.이러한

과제와 질문은 탐구·토의를 통한 이 독서 수행 단계를 해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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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탐구·토의를 통한 이 독서 수행

본고에서는 수렴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을 텍스트 심의 이 독서,발

산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을 독자 심의 이 독서로 변별하고자 한다.

하르트만은 상호텍스트 이해 방식을 연합(association),결합(assembly),재구성

(looping)으로 보고 있는데33)텍스트 심의 이 독서 과정에 작용하는 이해 방식은

연합과 결합이며,독자 심의 이 독서 과정에 작용하는 이해 방식은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 에서는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

해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이 독서 수행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⑴ 텍스트 심의 연합·결합하기

주어진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을 탐구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이해 방식은 주로

연합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두 편의 시를 비교하면서 단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의도나 신념과 같은 결합 방식도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된다.텍스트 간의 상호연 성

을 탐구하는 과정은 소통 주체들 간의 력 인 토의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학

습자들의 토의 자료를 의미 구성 측면과 화 계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교육

인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심층 동 소의 의미 탐구하기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양상을 고찰한 결과,

부분의 학습자들은 텍스트 내에서 비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휘소 차원의 동

소 혹은 주제 차원의 동 소를 악하면서 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하지만 언

어 숙달도,배경지식과 경험,정의 요인,텍스트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의 향으로

인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 이나 표 기법과 같은 심층 차원에서의 동

소를 발견하는 학습자들은 비교 게 나타났다.

33)연합은 텍스트 내에서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 로, 는 사실 로 인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결합은 독자의 마음속에 표상된 내용에 독자의 의도나 신념과 같은 을 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재구성은 결합을 통하여 찾아낸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기존

생각과 연결하는 것이다.독자는 텍스트의 의미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분석·비교·결합·

검함으로써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김도남,앞의 책,2005,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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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a2내가 보기엔 님의 가장 표층 인 의미는 연인을 상징하는 것 같아.

02Aa1오.맞아.선생님이 작가배경,시 배경과 결부하여 분석하라고 했어.

03Aa2오.먼 두 편의 시는 모두 불교 사상이 체 되었어.작가가 공(空)사상을 터득한

다음에 이로부터 정소(情愫)를 터득하여 시를 창작한 것 같아.

04Aa4《见与不见》에서 ‘나’는 불교를 상징하고 ‘’는 불도를 상징해.네가 나를 믿든지

말든지,신도가 든지 말든지,오든지 말든지,불도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

을 것이라는 뜻이야.

05Aa3이거 잘 얘기했어.

06Aa2그럼 시 배경과 결부하여 비교해 보자.

07Aa3<님의 침묵>에는 당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그러나

작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환시키려고 해.이건 마치 나라가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계속 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08Aa5음...

09Aa4그러나《见与不见》에서는 국가의 측면이 없고 애국주의 정서가 표 되지 않고 있어.

10Aa2잘 얘기했어.허허..

11Aa5잘 말했어.

12Aa4 Thankyou.

13Aa하하 (함께 웃음)

두 편의 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앞서 스스로 탐색했던 두 편의 시의

동 소의 의미를 동료 학습자와의 토의 과정에서 재차 확인하고 한 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탐구함으로써 시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토의 과정

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텍스트 심층 인 차원의 동 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심층 차원의 동 소는 시구나 표 기법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러한 동 소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주제와 연 지어 탐구할 수 있

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주제 심의 선정 원리에 따라 텍스트를 선정하 으므로,먼 주제

차원의 동 소를 발견하게 되며, 차 으로 두 텍스트 간의 미 특성 긴장

계를 탐구하면서 심층 차원의 동 소의 발견에 이르게 된다.두 편의 시를 비교하

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인지 자극을 주고받게 된다.토의 과정에

서 서로 다른 과 시각은 주체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은

서로의 생각을 자극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의미 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편의 시를 어떻게 구체

으로 비교해 가면서 심층 차원의 동 소를 악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토의 사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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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18Aa4<님의 침묵>에서 침묵은 소리없는 외침이라고 생각돼.조국의 승리가 돌아올 것

이라는 희망을 함축하고 있어.

19Aa1오.맞아.厚積薄發!34)

20Aa4<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 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 습니다’와 이 구

은 국어 시와 호응되는 것 같아.이것은《见与不见》에서 ‘네가 나를 만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다.’와 비슷해.이것은 내가 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마

치 네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21Aa2아니야.네가 갔지만 내가 보내지 않으면 나랑 같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야.

22Aa4오.맞아.마치 자기의 심리 인 안인 것 같아.

23Aa2오.네가 가든지 말든지.내가 를 보내지 않으면 나랑 같이 있는 것 같다는 거

야.

24Aa3 오.맞아.이 구 이랑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비슷해.

25Aa4 자아의 의식.

26Aa1오,이 두 구 이 비슷한 것 같아..

27Aa2 색즉시공(色即是空)

28Aa1오.비교 주 이야.그치?허허...

29Aa2오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

Aa그룹 토의 사 자료-CT

먼 ,토의 사 자료를 의미 구성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발화 [03]

에서는 학습자는 먼 두 편의 시가 모두 불교 사상을 반 하고 있음을 언 하 다.

다음,발화 [07,09]에서 학습자는 시 배경과 결부하면서 두 편의 시의 변별

의미를 악하고자 하 다.발화 [18]에서 학습자는 <님의 침묵>에서 ‘침묵’의 의미

가 무엇인지에 해 언 하면서 주제를 다시 확인하고 있고,발화 [19]에서 다른 학

습자는 이에 해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 다.발화 [20]에서 학습자는 두 편의 시에

서의 심층 동 소라고 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의 동 소를 발견하고 상호연 시

켜 이해하고자 하 다.그런데 이 구 에 한 해석에서 의견의 갈등이 나타났다.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 습니다’는 구 은 불

교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역설 표 으로써 불행한 객 실을 주 인 의지로

써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 이다.학습자 a4는 처음에 ‘내가 를

34)'많이 모아두었다가 천천히 내보냄'의 뜻의 사자성구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하여야 만

이 더욱 크게 그 능력을 발 할 수 있다는 뜻이다.학습자는 이 성구를 빌어 재는 침략을 받

아 ‘침묵’을 하고 있지만 지 은 응축시켰다가 앞으로 발산하여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뜻을 표

하 다.이는 학습자가 나름 로 침묵의 뜻을 잘 이해하고 표 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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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다고 하더라도 는 내 곁에 있는 것 같아.’고 표면 인 의미로 해석하 는데 이

에 학습자 a2는 반 의견을 제시하여 ‘네가 갔다고 해도 내가 보내지 않으면 나랑

같이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이 구 이 나타내고 있는 주 의지를 강조한다.

이에 학습자 a4는 이 구 을 해석하여 심리 인 안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한

다.이 학습자는 아직까지 이 구 의 의미를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다.이에 학습자 a2는 이 구 이 색즉시공(色即是空)이라는 불교 차원에서 해석

된다는 것을 보충한다.그리고 학습자는 이는 이 구 이 비교 주 이라고 인식

을 하면서 의미 구성의 조정과 심화를 가져온다.동료 학습자와의 토의 과정에서 심

층 동 소의 의미는 더욱 심화되고 더 명료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이처럼 자신

보다 더 유능한 독자들과 소통을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 의미 구성을 진할 수 있게

되는데 학습자 간 는 교사와 학생 간의 근 발달 역 내에서 보다 경험과 기술이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미숙한 학생을 돕는 데 효과 이다.이러한 목표는 소통 주체

간의 열린 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다머에 따르면,진정한 화란 자신을 타자에 여는 것이며,그의 을 가치있

는 것으로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화에서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화 방이 화할 비가 되어 있으며,양방에 이질 이며 반 되는 것의 가치를 충

분히 인정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음을 제로 한다.만일 양방에서 이 게 비되고

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면서 반 의견을 높이 산다면, 화는 마침내

미세하나마 타자의 입장에 한 자의 인 해석이 아닌,공통 인 어법으로 공통 인

의견을 이루게 된다.35)어쩌면 학습자들 간의 이해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미세한 차이를 더욱 깊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포함된 깊은 의미를 발

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학습자 간의 화 계를 살펴보면,학습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열린 분 기 속에서 서로를 존 하고 있으며 화의 분 기는 활발하고 개방

임을 알 수 있다.이는 학습자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주 성을 바탕으

로 토의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다머가 진정한 이해를 한 화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 계 유형

(I-Thourelationship) 에서 가장 높은 수 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 계’의 세

35)H-G.Gadamer,WahrheitundMethode,Truthandmethod,(J.Weinsheimer& D.G.

Marshall,Trans.).London:Sheed& Ward,1993,pp.386-397.(진권장,앞의 책,2005,45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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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유형은 ‘지평의 융합’으로 작용하는 진정한 이해의 유형이다.여기서의 ‘나-

계 유형’은 상호 존 과 개방성을 강조한다.우선 ‘나’는 ‘’의 선입견,기 ,

을 ‘’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나’는 ‘’의 선입견에 귀 기울여 잘 듣는다.여기서

는 심지어 ‘나’에게 인 ‘’의 선입견에 해서도 개방되어 있다.그 다고 해

서 ‘나’는 ‘’의 해석에 맹목 으로 복종하지도 않는다.‘나’의 을 견지하되 나와

다른 의 선입견 해석을 들으면서 나의 선입견을 성찰하는 것이다.36)

학습자들의 화 양상을 살펴보면,이들은 ‘나- 계 유형’ ‘지평의 융합’단

계 즉,진정한 이해 유형에 이르 음을 알 수 있다.맞장구치기는 참여자들 간의 인

간 인 계 형성을 시하는 공감 화법이라고 인식되는데37),발화 [05,10,11,

12,13,15,19,22,24]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상 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

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있다.이는 토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를 존 하면서 상

의 말에 공감하 음을 나타낸다.뿐만 아니라 발화 [29]에서는 상 으로 발언을

게 한 동료 학습자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발화 요청하고 있음을 살

펴볼 수 있다.학습자들의 토의 과정을 살펴보면,매우 역동 인 상호작용이 일어났

고 학습자 간에 정 인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면서 극 인 태도로 토의에 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효과 인 토의가 이루어진다면 두 편의 시의 이동성을 발

견하여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창의 인 이해

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차이 발생의 원인 규명하기

III장에서 학습자들이 두 편의 시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언 하는 양상

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양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두 편의 시의 긴장 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우수한 학

습자와 미숙한 학습자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텍스트의 외 정보와 결부하면서 이

36)첫 번째 두 번째 계 유형은 다음과 같다.텍스트 해석이 ’나- 계 유형의 첫 번째에 머무

를 경우, 자의 의도에 의해서만 텍스트를 읽고자 할 뿐이다.이때 해석자의 선입견이나 지평

은 무시된다.‘나- 계’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교사,학생)의 선입견과 나와 다른 의 선

입견이 모두 인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각자의 나는 자신의 이 의 선입견보다 더 가

치롭고 우월한 것이라는 단아래 의 선입견 에 군립하고 의 선입견을 지배하려는 갈등,

립, 계가 진행된다.최명선,앞의 책,2005,158-160쪽 참조.

37)정상섭,「 등학생 일상 화의 문제 고찰」,『청람어문교육』33,청람어문교육학회,2006,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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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Bh3두 편의 시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러한 사

실을 받아들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

02Bh1쑨따 의 혼은 죽음의 세계의 고통과 암흑을 묘사하고 있고 죽은 사람을 로해

주는 그런 느낌이야.그러나 김소월의 시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그리고 있어.

03Bh2쑨따 의 혼에서는 감정을 표 하는 방법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묘사

가 되어있지만 김소월의 혼에서는 주로 복하고 반복하여 자신이 이름을 부르는 상태,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2연에도 있고 4연에도 있고..부르는 상태를 표 하고 있어.

04Bh1김소월의 시가 사랑의 감정이 더 깊이 나타나고 있어.게다가 김소월의 시 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한 유감의 감정이 나타나지만 쑨 따 의 시에는 없어.

해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에 해 탐구하고자 노력하는 학습자들이

있는 반면에,단지 차이의 발견에만 그치는 학습자들도 존재하 다.따라서 두 편의

시에서 나타나는 어조나 감정의 차이,형식 특성의 차이들에 해서 텍스트의 외

정보와 결부하여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두

편의 시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해 생각해 보라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에 한 해명을 해서는 작가의 생애와 기 사실 작품을 둘러

싸고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 인 맥락과 환경을 고찰하는 것이 요한 의미를 지닌

다.작품의 내 ·외 인 맥락을 종합 으로 연 시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하고 작품을 쓴 작가에 한 이해와 작품이 생산된 시 배경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 이다. 를 들면,김소월의 ‘혼’과 쑨따 의《招魂》은 모두 ‘혼’을

시 제재로 삼았지만 김소월의 시는 감정의 직 표출이 많고 강렬한 어조로

어진 반면,쑨따 는 비교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제하여 표 하고 있다.이는 시

인의 시 풍격,시인의 생애와 당시의 사회문화 배경 등과 련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의 토의 자료는 학습자들이 김소월의 ‘혼’과 쑨따 의《招魂》을 연 지어

이해하는 과정을 잘 보여 다.먼 ,학습자들은 두 편의 시가 주제 면에서 모두 ‘사

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표 하고 있고, 한 이러한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에 해 분석하 다.다음으로,표 기법의 측면에서 이 두 편의

시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 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그 과정에서 학습

자들은 두 편의 시의 감정과 어조의 차이를 발견하고 김소월의 시가 더 슬 고 사랑

의 감정이 더 깊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 다.이에 학습자 Bh2는 그 원인에 해

악하려고 하 는데 발화 [06]을 살펴보면,그다지 하지 않은 추측을 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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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Bh4김소월의 시가 더 슬퍼.김소월의 시에는 사랑의 감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

어.

06Bh2쑨 따 의 시는 보통 친구에 한 감정일 수가 있지만 ...쑨따 의 혼은 남자와

남자의 계,김소월의 혼은 여자와 남자의 계일수가 있어.

07Bh하하하...(웃음)

08T작가의 풍격과도 계가 있지 않을까요?김소월이 썼잖아요.진달래꽃을 생각해 보

세요.

09Bh4맞아요.진달래꽃도 슬퍼요.

10Bh2아!진달래꽃도 여성 인 어조로 쓰 어요.

Bh그룹 토  전사 료-CT

학습자는 ‘혼’의 상이 구일까 생각하면서 왜 김소월의 시가 더 슬 게 표

되었을까를 악하려고 하 지만 구체 인 시 배경이나 작가 배경에 한 고려

가 부족하 고 단지 김소월의 시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여’라는 구 에서부터 가능하

게 연인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 다.따라서 김소월의 ‘

혼’에서의 혼의 상은 남자와 여자의 계로서 애 함이 드러났지만 쑨 따 의

시일 경우,남자와 남자의 계 즉,친구의 계로서 쉬즈모를 추모하는 시이므로 그

감정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추측하 다.학습자의 이러한 분석에 기타 학습자

들도 함께 웃었는데 그 의미는 비록 학습자의 이해가 신빙성이 없지만 재미있다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하지만 < 혼>은 소월이 그의 친구인 김상섭이 죽었을 때 쓴

시라는 연구38)가 있기에 이 시에서 ‘혼’의 상 역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사는 한 교육 인 유도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시 텍스트로서,

동일 작가인 김소월이 쓴 <진달래꽃>을 상호텍스트로 연 시키면서 <진달래꽃>에

서 체 된 여성 화자의 어조와 시인의 시 풍격을 이해시킨다.자료를 살펴보면,학

습자들은 쉽게 교사의 질문에 반응하면서 기존의 이해를 조정하 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학습자들이 김소월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결국엔 음독자살을 선택한 그의 삶

을 이해한다면 < 혼>에서의 ‘한’의 감정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이러한 차

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해 더욱 깊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교사는

한 김소월의 작가 배경에 해 보충 설명해 주고,두 편의 시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작가 배경에서 다시 고찰해 보도록 하 다.

38)김한호에 따르면,사실상 이 시는 김소월이 벗인 김상섭이 죽었을 때,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읊은 시라고 한다.김한호,『김소월 시 연구』,문 마당,200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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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Bh1김소월이 왜 계속 이런 풍격의 시를 쓰는지 궁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시에서

그의 개인 인 한이 체 되었어.

02Bh2개인 인 한 뿐만 아니라 시 인 한도 있어.

03Bh1응.식민지 시 .

04Bh3쑨따 는 신월 시인이지?

05Bh2오.신월 는 감정을 제할 것을 요구하잖아.이 시에서도 신월 의 시 풍격이

체 되었어.

06Bh4 쑨따 는 우 야.허허...개인의 한이 없는 것 같아.시 인 상황도 많이 다르

구...

07Bh3오.이 시에서 ‘혼’의 슬픔에는 조국의 상실과 련된 슬픔도 있는거지?

08Bh2맞아.시 인,시인의 개인 인 슬픔이 다 있는 것 같애.

09Bh4김소월이 하이즈39)랑 비슷하지 않아?하이즈도 자살했는데 시인의 혼은 슬 것

같아.하이즈는 자살로 자신의 시 세계를 완성시켰는데...

10Bh1시 풍격은 좀 다른 것 같아.

Bh 그룹 토  전사 료-CT

다음은 학습자들의 토의 사 자료이다.

앞서 비교 소박한 인식을 보 던 학습자들은 두 작가의 배경과 시 배경을

검토하면서 ‘혼’에 체 된 슬픔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한다.학습자들은 김소월의

< 혼>에 시인의 개인 인 ‘한’과 시 인 ‘한’이 모두 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쑨따 의 경우,신월 의 시 풍격을 체 하 기에 주 정서를 과잉되지 않

게 표 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마지막에 학습자 Bh4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국의

한 시인을 떠올리며 김소월의 경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다른 학습자는 시

풍격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 다.이와 같이 두 편의 시의 차이에

해 외 맥락과 결부하면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시를 보다 심화하

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편의 시에서의 작가 의도를 악하기 해서는 한· 시 텍스트와 련된 다양

한 외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이해 과정에 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을 통한 보완이 요하다. 한 교사는 학습자들이 두 편의 시가

39)하이즈(海子,1964-1985),20세기 80년 후기 신시조(新诗潮)를 표하는 인물로서 국 시단

에서 특수한 지 를 차지하고 있다.그의 서정시는 몽롱시를 계승하는 시 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서 매우 독특하 다.그는 기독교 신자 으며,1989년 산해 에서 철도 에 워 자

살로 생을 마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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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면,형식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질문

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독자 심의 텍스트 재구성하기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기본 인 의미 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습자는 텍스트

와 극 으로 반응하면서 잠재된 기억을 활성화하고 주체 으로 새로운 발산 상

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II장에서 학습자들의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지

만,일부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기억의 활성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문화 인 동질성 이질성에 한 성찰도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잠재된 기억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문화 주체로서의

독자로 하여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한 경험을 반추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하게 하

면서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념의 선택 기억 활성화하기

한국어 시 이해 과정에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독자 기억의 능동

인 투사 과정이라 할 수 있다.독자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상호텍스트들과 수많은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호텍스트들은 잠재 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수면 로 이끌어내야 한다.순수기억은 의식

의 배후에서 잠재 인 상태로 존속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 이미지의 형태로 의

식 속에 실화되어 재의 지각 경험을 완성한다.40)

이미지는 념과 사물이 만나는 곳이며 념의 구체 탈을 쓰고 드러난다.즉,시

의 이미지는 념을 구체 사실 뒤에 감춘다.이는 념을 버리는 행 가 아니라

40)우리의 정신은 바로 이 잠재 인 과거의 존재 때문에 물질과 달리 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다.‘과거-무의식-잠재 인 것’과 ‘실

-의식- 실 인 것’이라는 본성상 다른 두 계열은 원뿔 도식의 바닥과 꼭지 처럼 동시 으로

존재한다.김재희,『물질과 기억』,살림,2008,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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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보다 세부 으로 보여주고 신선한 충격으로 던져주기 한 하나의 수단이기

도 하다.즉,시인은 달하고 싶은 념과 정서를 구체 인 언어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 함으로써,산문 인 언어나 념 인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념과 정서의

정 하고 민한 융합을 꾀한다.41) 념이 정신 쪽에 가깝다면,이미지는 불완 하긴

하지만 좀 더 생생하다는 에서 어느 정도 사물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체

로 념에서 표상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감에 따라 추상성에서 구체성에 더 가까워지

는데 베르그손(Bergson)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다.이미지는 정확히 상의

실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속의 념만도 아닌 간 치에 있다는 것

이다.42)

베르그손에 따르면,기억의 능동 인 투사가 가능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지각

과 신체 운동 사이에 운동 도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지 으로 재구성한 것,즉 념에서 출발해 이미지 기억들이 분산되면서 분

된 말들의 지각으로 나타난다.즉 념-이미지 기억-말 지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타

자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베르그손은 이 과정 체를 ‘역동 도식’이라고 한다.43)

베르그손의 역동 도식에 근거하면 기억의 활성화는 념 형성하기→ 이미지 형상

화하기→기억 활성화하기 순서로 이루어진다.44)

이에 근거하면,학습자들의 기억을 활성화시키기 해 먼 시 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 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시 소재에 한 이해가 매우 결정

41)손 희,『상상력과 시 교육』,역락,2014,207쪽.

42)황수 ,『물질과 기억』,그린비,2006,313쪽.

43) 의 책,179쪽.

1. 념의 선택

-시의 주제 제재는 무엇입니까?

-핵심 구 을 찾아보시오.

2.이미지 형상화하기

-선택한 념에 한 감각,느낌,정서를 표 해 시다.

:슬 고 막막한 느낌,모순되고 괴로운 심정 등

3.기억의 환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시다.

-유사한 텍스트(시,소설,음악, 화,드라마 등)가 있는지 떠올려 시다.

-자국 문화와 비교해 시다.

44)역동 도식에 근거하여 기억의 활성화를 진하기 한 활동지를 고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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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c1:<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 습니다’라는 구

과 진 (秦观)의《鹊桥仙》에서 ‘两情若是久长时又岂在朝朝暮暮46)’가 비슷한 것 같아.

02Ac4:아!비슷해.그러나 <님의 침묵>에서는 윤회 사상으로 인해 이별을 담담하게 받

인 역할을 하게 되며,지배소로 작용하는 시구나 상징 시어도 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시를 이해하기 한 요한 요소들은 무엇인

지 먼 단하도록 해야 한다.다음 학습자로 하여 념에서 출발하여 감각,느

낌,정서 등을 표 하도록 하면서 이미지 기억을 형상화하게 한다. 를 들면,김소

월의 <진달래꽃>을 이해하면서 독자가 형성할 수 있는 념은 [이별],[한],[슬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념들은 독자의 잠재 인 이미지 기억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제가 된다.‘이별’을

념으로 선택한 학습자의 경우,이별의 장면을 담고 있는 드라마나 화 속의 이별

장면,자신의 이별의 경험, 는 자국의 다양한 이별을 다룬 텍스트들에 한 기억들

을 환기할 수 있다.이미지 기억의 활성화는 학습자 주체의 경험과의 인 성을 통해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데 효과 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러나 의미의 유사

성을 기반으로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경우에는 직 념을 선택하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독자는 이러한 념을 심으로 잠재 인 기

억 속의 상호텍스트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기억을 활성화하는 세부 인 방법으로는 인스토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인스토 은 오스본(Osbor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어떤 구체 인 문제를 창의 으

로 해결하기 해 단을 유보하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자유연상 기법의 한

가지이다. 인스토 에서 가장 요한 2가지 원리는 단 유보(defermentof

Judgment)와 많은 양 가운데서 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quantitybreedsquality)

는 것이다.45)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연상 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동료 학

습자 교사와의 토의 과정에서 자신이 환기한 상호텍스트가 한지 여부를 확인

하게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상호텍스트 연 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발산 으로 상호텍스트를 떠올리고 한 원텍스트와 상호텍스

트의 차이를 탐구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끊임없이 조정해 가는 양상을

보여 다.이 과정애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는 조 씩 미끄러져 가면서 의미망

이 조정되고 확 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45) 경원,「 인스토 에 한 문헌 고찰」,『창의력교육연구』1-1,한국창의력교육학회,

1997,29-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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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고 있고 진 의 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그들은

비록 모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의지하고 있는 신념은

달라.하나는 불교사상,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 한 믿음이야.

03Ac1:오.맞아,하지만 두 편의 시를 모두 애정시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

04Ac3:오.나는 ‘우리는 만날 때에 다시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이 구 이 요한 것 같애.공자진(龚自珍)의《已亥杂诗》에서 ‘落红

不是无情物，化作春泥更护花47)’도 이러한 순환을 말해주고 있어.

05Ac1:음...단지 이 시구 자체의 뜻으로만 이해하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작가가 말하고

자 하는 것과 결부하면 다른 것 같아.

06Ac2:응.나도 그 게 생각해.꽃이 토양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고 다시 꽃을 피우고...

원인과 결과,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애.그러나 공자진의 시는 자신의 재

정치 상황에서의 희생과 포부를 말하고 있어서 많이 다른 것 같아.

07Ac3:오.그냥 느낌상 비슷해서 생각난거야. ?

08Ac2:소식(苏轼)의 《归去来兮辞》48)에서는 인생에 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乐夫天

命复奚疑！’즉,‘하늘이 내게 운명이 이 다면 내가 뭘 그 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

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어.두 편의 시의 공통 은

실을 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

09Ac1:오.근데 소식의 시에서 불교 인 사상이 체 된 것이 맞아?

10Ac2: 다수 평론에 따르면,소식의 시에는 불교사상이 체 되었어.

11Ac3:근데 국의 불교는 좀 도가 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유가와 도가는 두 가지 상

반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는 입세,도가는 출세잖아.

12Ac1오.도가 인 사상과 더 가까운 거 아니야?

13Ac2:오.그 지만 모두 실을 받아들이고 월한다는 데서는 비슷한 사상 감정을 체

하고 있어.

14Ac4:난 步步惊心49)이라는 드라마가 떠올랐어.

15Ac1:아!하하!

AC그룹 토의 사 자료-CT

46)‘两情若是久长时又岂在朝朝暮暮’의 뜻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밤낮 같이 있지 않아도 된

다는 뜻이다.

47)공자진(龚自珍)의《已亥杂诗》에는 여러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落红不是无情物，化作春泥更护

花’는 이 의 명구이다.이 구 의 축어 인 의미는 ‘낙화는 무정한 것이 아니며, 에 진흙

이 꽃을 보호하리라’라는 뜻인데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재 비록 자신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지만 나 에 꼭 잊지 않고 나라에 보답할 것이라는 뜻을 표 하 다.

48) 직을 버리고 낙향할 때의 심정을 쓴 시이다.긴 시이지만 이 에서 ‘乐夫天命复奚疑！’라는

뜻은 운명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49)2011년에 방 된 드라마이다.교통사고로 인이 청조의 강희년 로 돌아가 황권투쟁에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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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자료를 살펴보면,학습자들은 환기된 텍스트와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차이를

탐구하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진 (秦观)의《鹊桥仙》을 환기한 경우

를 살펴보면,학습자 Ac1은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 습니다.’라는 구 의 뜻을 해석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밤낮 같이 있

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비슷하다고 하 다.이에 다른 학습자 Ac4는 두 편의 시의

차이에 주목하여 <님의 침묵>은 불교사상,진 의 시는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그 신

념이 다르다고 지 하 다.이에 학습자 Ac1은 <님의 침묵>을 애정시라고 이해할

때는 비슷하다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 다.학습자 Ac1의 이해는 비교 소박

한 이해라고 할 수 있지만 시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때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학습자 Ac3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는 ‘우리는 만날 때에 다시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 을 해석하면서 공

자진(龚自珍)의《已亥杂诗》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토양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는 순

환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학습자의 이해는 엄격하게 말해서 오독이라고 할

수 있고 연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교 단순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이에 기타 학

습자들은 이의를 제기하 는데 학습자는 기타 학습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단지

‘느낌상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떠오른 것임’을 인정하 다.이처럼 잘못된 이해는 토

의 과정에서 기타 학습자들에 의해 기각되면서 텍스트의 이해가 차 심화되는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학습자 Ac2는 소식(苏轼)의《归去来兮辞》를 환기하 고 두 편의 시가 모두 실

을 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에 학습자 Ac1는

이러한 태도가 구체 으로 어떤 사상을 표 하 는지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

면서 두 편의 시에 체 된 사상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시도한다.학습자 Ac1는 불교

인 사상보다는 도가 인 사상과 더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 는데

이에 학습자는 이러한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사상 감정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강조하 다.

다른 학습자 Ac4는 인연설로 각색한 드라마를 떠올렸는데 이에 기타 학습자들

은 동감을 표시하면서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학습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

험 지평을 지닌 학습자들과의 소통과 토의를 통해 학습자들은 상호텍스트 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 문화 인 향과 주체들

말리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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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험의 유사성과 인 성으로 인해 비슷한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도 있다는 것

을 발견하 다.이와 같이 타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들은 다성 인 연

망을 형성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화 인 맥락에서 한국어 시 텍스트를 더욱 깊

이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독자에 따라, 는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기

하는 시 텍스트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효과 이다.텍스

트는 독자의 의미 재구성에 의해 새로운 기억을 창출함으로써 내용을 확장시킨다.

독자는 의미의 재구성 작업을 하기 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와 내용을 텍스트에서

끌어낸다.독서 장에서 독자에 의한 텍스트의 재구성은 텍스트 내에서의 새로운

사실의 발견,의미 확장 등을 통해 그것의 타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양자의 계

역시 력과 상호 보충 계이면서 동시에 투쟁과 긴장의 계다.50)

바흐친의 화는 두 화 상 자가 있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발화를 서로 차례를

번갈아가며 하는 기존의 통 화의 의미와 다르다.모든 발화,즉 모든 목소리는

다른 발화들,즉 어떤 특정 맥락 안의 다른 목소리와 화 계에 있는 것이다.그

러나 모든 발화,모든 단어의 반은 다른 사람의 것이므로 이런 화 계는 최

로 한 사람과 그 발화가 있었던 사회,문화,제도 맥락까지 확장된다.51)발산 으

로 상호테스트를 환기하고 이를 기타 학습자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시는

국 문화와 화 계를 형성하 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첩되면서 의미가 재구

성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② 문화 기억의 의미 반추하기

기억 한 문화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특히 기억의 방법과 그 결과는 ‘문

화 ’으로 해석될 수 있다.왜냐하면 기억은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

는 특별한 커뮤니 이션 과정이기 때문이다.한편 과거에 한 의미 부여의 과정은

항상 재 (representation)이라는 특정한 사회 실천 작용을 수반한다.재 은 특정

한 사회 계 조건과 합되어 있고,그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문화 실천물

에 한 생산과 수용의 방식을 제한한다는 에서 반 인 것이 아니라 구성 이

50)박찬부,『 정신 분석 비평』,민음사,1996,216쪽.

51)M.Johnson,(A)philosophyofsecondlanguageacquisition,김희숙·문은주 옮김,『외국어습

득원리의 이해-비고츠키의 사회문화론과 언어습득』,한국문화사,2011,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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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과거의 문화 기억들을

재로 이끌어 냄으로써 상호문화 인 이해와 한·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

할 수 있다.하지만 문화 인 정체성의 함양을 해서는 의식 으로 그 문화 인 의

미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반추란 경험 상으로서의 텍스트 혹은 텍스트의 주체로

부터 온 한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상에 한 경험을 자기화하

기 해 자신의 에서 바라보는 것이다.이러한 반추의 의미는 바깥을 향한 인식

의 시선을 안으로 되돌려 주체 자신에 한 검토를 행하는 철학에서의 반성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53)

III장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정의 이미지들의 자

국 문화권에서의 상징 인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 다.이런 과정

은 자아를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아

와 타자를 객 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자칫 잘못하면 사고방식의 고착화로

인해 자아의 틀에 박 타자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는 정체성과 련되는

데 ‘우리가 구인지’의 문제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와

‘타자’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에서 형성되는 것이다.정체성들은 기억과 상

호 인 계를 가지면서 인종,젠더,계 ,국가,지역 그리고 민족 등과 같은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54)

이미지는 실 세계의 순수한 반 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독된다.메츠(Metz)의 표 에 의하면,이미지와 상이 닮았다는 것은 이 두 인식

이 문화 으로 코드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유사 계를 유지시켜 주는 이미지와

그 모델로 간주된 상 사이의 닮음이 아닌 세계 인식의 원리(mechanism)와 이미지

인식의 원리 사이에 닮음이 있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사회 문화 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표상의 세계에서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것으로,이때 이미지는 유추와 해석의

역동 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념을 표 하는 소통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이미지는 자의 성질의 것이 아닌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의 표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55)

52)태지호,『기억 문화 연구』,커뮤니 이션북스,2014,7쪽.

53)이정우,『개념-뿌리들』,철학아카데미,2004,380쪽.

54)태지호,앞의 책,2014,70쪽.

55)손 희,앞의 책,2014,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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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성격으로부터 볼 때,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문화 인 의미를

반추하면서 자아를 객 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요하고 나아가서 ‘타자’를 이해하

려고 노력하면서 상호문화 이해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는 특정

한 주제를 표 하기 해 사용되는 이미지들에 주목하여 학습자로 하여 그 의미를

반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해 ‘왜 시에서 특정 이미지로 표 하고

있는지,그 문화 인 의미는 무엇인지’등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 자국에서의 ‘향수’를 다루고 있는 시들

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에 한 문화 의미를 반추하는 양상을 보여 다.

국에서는 ‘달’,‘배’,‘노을’등 소재를 빌어서 고향에 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에서는 ‘달’을 소재로 향수를 읊은 시들이 많다.명 의

통으로부터 볼 때, 추 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 이다.추석에는 가족들이 모

두 모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다음에 함께 명 을 쇠던 그 때를 추억하게 된다.

왜냐하면 달은 고향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비춰주기 때문에 타향에서 달을 보면

고향을 생각할 수 있다. 한 달은 단원을 표 하고 달이 기울고 달이 차는 것

은 기쁨과 슬픔,만남과 이별과 같은 인생사(人有悲欢离合，月有阴晴圆缺，此事古

难全)56)와 비슷하다. ·한 두 나라의 문화는 모두 가족 간의 화목을 시하지만

정지용의 시는 가족 간의 모습을 구체 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한국 문화의 특

징을 나타내는 것 같다.한국에서 특별히 향수를 나타내는 소재가 있는지 궁 하

다.[CC-향수- -Aa4]

학습자는 먼 국에서 향수를 표 하기 한 소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언

하 고,특히 왜 ‘달을 소재로 삼았을까’에 한 자신의 을 표명하 다.그 원

인에 한 탐구 과정에서 학습자는 두 나라의 문화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정

56)苏轼 《水 歌头》

明月几时有？把酒问青天。不知天上宫阙，今夕是何年？我欲乘风归去，又恐琼楼玉宇，高处不胜

寒。起舞 清影，何似在人间？转朱阁，低绮户，照无眠。不应有恨，何事长向别时圆？人有悲欢

离合，月有阴晴圆缺，此事古难全。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

밝은 달은 언제부터 떠있었나?하늘 궁궐에서도 모르리 오늘 밤이 무슨 날인지 술잔을 들어

하늘에 물어본다.바람을 타도 돌아가려해도 하늘 궁궐이 무 높고 추울까 두려워라.춤추며

그림자와 노나니 어 인간 세상이 비하리.달은 인간 세상에 유감이 없을 터인데 어이하여 이

별할 때면 이리도 둥근가.붉은 각 돌아 든 달빛이 비단 창에 내렸으니 잠을 이룰 수 없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만남과 이별이 있고,달은 밝음과 어두움,둥 고 이지러짐이 있듯이,

이러한 일은 자고로 완 하기 어려워라.내 다만 바라는건 그 가 오래도록 살아,천리 밖에서

나마 고운 달을 함께 보는 것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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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의 <향수>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의 분 기에 주목하면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악하려고 하 다. 한 한국 시에서도 ‘향수’를 나타내는 소재가 있는지에 해서

도 궁 하다는 태도를 나타냈다.학습자가 주목한 가족 간의 모습은 한국인의 ‘가족

주의’를 체 해 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집단의식의 원형으로

서 때로는 정 으로 때로는 부정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스튜어트 홀(Stuart

Hall)에 따르면,정체성은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닌,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역사·언

어·문화 등의 자산을 활용한다고 하 다.따라서 정체성은 사회의 여러 행 들이 만

들어 놓은 주체 치들에 순간 으로 결합되는 지 들 하나일 뿐이다.57)따라서

문화 기억을 반추하는 과정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악하는 과정일 뿐만 아

니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두 문화권에서의 문화 상이 유사성과 차이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문화 기억을 활성화화여 상호문화 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

록 하고 한국 문화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 혼> 등의 작품에서 체 되는 념문화

로서의 ‘한’은 한국인의 표 인 정서로 자주 언 되고 있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에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한’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

아보았다.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 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모든

비극문학이 ‘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한’의 개념 범주에 해 고민

하고 있었고,한국 문화로서의 ‘한’이 지닌 특수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

다.

한국의 ‘한’이라는 개념은 외연이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어쩌면 모두 ‘잘 풀리

지 않은 것들이’다 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아리랑>의 ‘한’은 가장 원시 인 ‘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났을

때 오는 ‘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진달래꽃>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한 ‘한’과 조국을 잃어버린 ‘한’을 다루고 있어요. 국의 시에서도 이러한 요소

들이 많이 체 되고 있는데 그 다면 모든 비극 문학이 다 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국 문학에서 <시경詩經>이랑 < 사楚辭>에서도 이루어지지 못

한 사랑,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할 때 오는 원한들을 다룬 작품들이 있

습니다.‘한’은 국 고 문학에서 매우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이런 의미에

서는 ·한 문학이 많은 공통 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국에서는 이를 ‘한’이

57)S.Hall,WhoneedsIdentity?S.Hall& P.duGay(eds).,QuestionsofCulturalIdentity,

London:Sage,1996,pp.4-6.(태지호,앞의 책,2014,6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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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름을 붙여 다루지 않았지만 ‘한’이 왜 한국에만 속하는 개념인지 잘 모르겠

어요.[ 혼-招魂-CCBa2]

학습자는 우선 먼 자신이 알고 있는 <아리랑>에서 체 된 ‘한’에 한 인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진달래꽃>에서 체 된 ‘한’에 한 인식을 밝히고 있다. 한 상호

문화 인 근을 통하여 국의 시에서도 이러한 ‘한’이 많이 체 되고 있다고 밝혔

다.그 근거로《詩經(시경)》과《楚辭( 사)》를 들면서 상호텍스트 인 확장을 하고

있다.이로부터 한· 문학이 많은 공통 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학습자가 이해한 ‘한’은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원한’과 자신의 꿈

을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한탄’등 ‘한’의 부정 인 측면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

다.이 학습자도 자신의 문화 기억을 반추하면서 ‘한’이라는 문화에 해 자신의

인식을 밝히고 있다는 에서 ‘자아’와 ‘타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

고 있지만 문화 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타당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사는 ‘한’에 한 기타 학습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해 모국어 텍스트

에서 어떤 텍스트들이 ‘한’을 나타내는지 토론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하 다.학습자

들의 생성한 상호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에 고 시가에서 규원시(闺怨诗)들을 이러한 한을 나타낸다. 를 들면,‘君

生我未生 我生君已 (님이 태어났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내가 태어나니

님은 이미 늙었네)’이 시에서 여자는 나이차가 무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

랑을 두고 여자는 왜 일 태어나지 못했을까?라는 한을 품는다. 다른 시 ‘还

君明珠双泪垂，恨不相逢未嫁时(그녀는 물을 흘리며 명주를 돌려주었네,결혼하

지 않았을 때 왜 그를 만나지 못했을까?)’에서는 이미 결혼한 뒤에야 사랑하는 사

람을 만나게 된 한을 말해주고 있다.[CC-Ba1]

육유(陆游)의 시 ‘시아《示儿》’에서는 그는 이제 죽게 되었고 세간의 모든 일들

에 해 알아차렸지만 유일한 회한이라면 조국 통일을 못 본 것이라는 내용을 담

고 있다.58)이는 죽기 에 남은 유감을 표 해 다.그의 일생에서 한이 되고 있

다. 국 시에서 左迁59)시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시들은 재능은 있지만 군주의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쓴 시이다.刘禹锡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CC-Bc3]

58)死去原知万事空，但悲不见九州同。王师北定中原日，家祭无忘告乃翁。

59)한나라 시기에서는 귀한 것은 ‘우’로,천한 것은 ‘좌’로 보았는데, 리의 직 가 강등된 것을

‘좌천’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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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두는 ‘한’은 어두운 내포,원(怨)으로서의 한,원(冤)으로서의 한,탄(嘆)으로서

의 한,설움(悲哀)으로서의 한이 있다고 하고,한의 밝은 내포로는 정(情)으로서의

한,원(願)으로서의 한 정과 부정의 복합체로서의 한,멋의 표상으로서의 한을 들

고 있다.학습자들이 생성한 상호텍스트를 살펴보면,좌 상실을 어쩔 수 없는 기정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아에 한 탄식,즉 한의 이차 표상으로

서의 탄(嘆)60)을 그 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인 한은 그 상 개념으로서의 한(怨․嘆)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끊임

없이 극의 과정을 통하여 정 속성(情․願)을 이룩해간다.61) 한 한은 어느

시 어느 민족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한이 개개의 주체 안에서 극되는

과정에 있어서 각기 양상을 달리하는데 어떤 사람(민족)은 분풀이나 원수풀이로서

이를 표 할 수도 있고,어떤 사람은 이를 ‘삭이면서’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기

도 한다.한국 사람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한국 인 한’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

는 근거는 바로 이 ‘삭임’의 기능에 연유하는 것이다.62)

다음은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한’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한 교수 화 사 자료

이다. 소리는 한국 ‘한’을 총체 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는데63)이에 교

사는 소리에 한 이해로부터 학습자들의 ‘한’에 한 이해를 유도하고 확장시켜주

고자 시도하 다.교사는 소리의 분 기가 ‘비극 이면서도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는 이 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하 고 다음 심청

을 로 들면서,‘한이 어떻게 풀리게 되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한국 인 한의 특성

이 삭임을 통해 정 인 면을 지향하려는 것임을 설명해 다.마지막으로 학습자

들에게 한국에는 비극 문학이 발 하지 않았음을 부가 인 지식으로 설명해 주었

다.64)다음은 수업 화 사 자료이다.

60)천이두,『한의 구조 연구』,문학과 지성사,1993,32쪽.

61) 의 책,33-51쪽 참조.

62) 의 책,52쪽.

63) 소리에서 보게 되는 바 비참한 정황의 개에서 연유되는 비애․비장과 이를 극복하는 지혜

로서의 해학․골계는 다름 아닌 한국 한의 미 표상으로서 양면성이기도 하다. 소리가 한

국 한을 형 총체 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소리에

있어서는 울음과 웃음이 순환 으로,그리고 동시 으로 반복된다.그리고 필경에는 웃음이 울

음을 극한다.조동일․김흥규 편,『 소리의 이해』,창작과 비평사,1978,116쪽.

64)천이두는 한국이 끊임없이 외침을 받아온 한국 역사 조건을 염두에 두고 볼 때,한국 문학

에 있어서 비극 모티 가 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라고 지 하면서 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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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혹시 한국의 소리를 본 이 있나요?

학습자:네.있습니다.

교사: 소리의 분 기는 어떠한가요?

학습자:좀 슬 거 같아요.

학습자: 는 꽤나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거 같아요.

학습자: 의 친구 에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리를 부르는 것이 힘들어서 목

소리가 자주 쉽니다.비극 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사:맞습니다. 소리는 체로 비극 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희극 인 요소도 들어

있어요.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리를 ‘한풀이 가락’이라고 하는데

들어 본 이 있나요?

학습자:(침묵...)잘 모르겠어요.

교사:한은 물론 어느 민족에게나 형성될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는가,어떻게 푸는가가

요합니다.심청 을 배운 이 있나요?

학습자:네.배웠습니다.

교사:그럼 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래요?

학습자:심청은 아버지의 을 뜨게 하기 해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투신합니다.옥황상

제가 그 효심에 감동하여 인간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심청은 황후가 됩니다.나 에

사들을 한 티에서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딸을 보려고 을 뜹니다.

교사:잘 얘기했어요.아까 **가 비극문학을 를 들면서 한을 설명했는데 물론 비극문학

은 ‘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은 비극문학이 발 하지 않았습니다.한

국 한은 정 인 속성을 이루려는 특성이 있습니다.심청 을 보아도 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한이 어떻게 풀리는가,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데

에 한국 인 한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문화 인 기억을 활성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 문화 인 의미를 깊이 있게 반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 기억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문화를 성취문화,행 문화, 념문화로 구분하 을 때,학습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화 요소는 념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성

취문화와 행 문화는 설명식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념문화의 경우에는 태

도 인 측면과 련이 있으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그 심층 인 의미를 악하고 내면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타문화에 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이고 문화

문학의 개성을 드러내는 단 인 표상이라고 하 다.천이두,앞의 책,199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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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악하기 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의 향으로 인해 선입견과 편견을 지니게

되는 것은 필연 이다.따라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한 자기 성찰 과정이 필요하고 이

를 통해 제한된 지평을 넓 가야 한다.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하는 문학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상호문

화 인 태도를 형성하고 문화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회귀 성찰을 통한 내면화

앞서 소통 주체들 간의 토의를 통하여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수

행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메타 인지 조정 능력을 신장하

는 동시에 경험 지식을 축 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수행 경험은 다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내면화될 필요가 있다.

내면화 과정에서는 ‘텍스트 상호성’에 한 고려가 필요한데,해당 텍스트를 핵

으로 하는 련 텍스트의 상호 연결망을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시 체험의 수평

확 수직 심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65)본고에서는 주로 표 행 로서의

쓰기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 고,이러한 성격의 쓰기를 메타연

텍스트 쓰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메타연 텍스트는 상호연 성을 그 본질로 삼

아 이루어지는 쓰기라는 에서 연 텍스트라는 용어를 부여하 고 한 그 연

성에 한 성찰이라는 에서 메타 인 쓰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메타연

쓰기라고 명명하 다.

⑴ 상호텍스트 계 재검토하기

III장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독서 경험,매체 경험 등을

활성화하면서 주체 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많은 경

우에는 환기 차원에만 머물러 한국어 시의 이해에 깊이 여하지 못하는 양상도 나

65)구인환 외,『문학교육론』제5 ,삼지원,2008,251쪽.

본고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이 심 략이므로 시 체험의 수평 확 는 단계에서 이루

어졌고 내면화 단계에서는 시 체험의 수직 인 심화를 보다 강조하면서 학습자로 하여 시

텍스트를 자신의 체험으로 환원하여 감수성을 세련시키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법을 마

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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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따라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것도 요하지만 교사는 학습자가 어떻게 상

호텍스트를 환기하 는지,그 상호텍스트가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반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학습자들의 배

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시키면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게 하고,그 상호텍스트와 원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상호연 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하게 해야

한다. 한 학습자가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 을 경우에는 주어진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구체 인 비교를 통하여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서 학습자로 하여 상호텍스트를 환

기하게 된 과정을 반추하고 두 텍스트를 구체 으로 비교하면서 상호텍스트 계

를 재검토하게 하 다.첫째,학습자로 하여 어떻게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게 되었는

지를 밝히고,두 텍스트는 어떠한 측면에서 상호텍스트 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히도록 하 다.둘째,두 텍스트가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

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 다.

쓰기를 통해 표 을 하는 과정은 독자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는 과정이며, 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의 유사성과 차이를 더 깊이 있게 탐

구하면서 두 텍스트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므로 한국어 시의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게 된다. 한 학습자가 환기한 상호텍스트가 문화와 련이 있다면 문

화 인 측면에서 두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이러한 유사성과 차이가 발생

하게 된 원인에 해서도 고찰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고,莊心妍의《以後的以後》66)라는 노

66)风决定要走 云怎么挽留 曾经抵死纠缠放空的手 情缘似流水 覆水总难收 我还站在你离 离 的

路口 你既然无心 我也该放手 何必痴痴傻傻纠缠不休 搜索是情深缘浅 留一生遗憾还是情浅缘深

一辈子怨偶 没有我以后 一个人 喝点酒 窗台外的衣服有没有人来收 以后的以后 你是 的某某某

若是再见 只会让人更难受 没有你以后 一个人四处旅游 在某时某地交上三两个朋友 以后的以后

我牵着别人衣袖 若是有缘再见 也要学会笑着问候 你既然无心 我也该放手 何必痴痴傻傻纠缠不休

是情深缘浅 留一生遗憾 还是情浅缘深 一辈子怨偶 (바람이 가려고 하는데 구름이 어 만류할

수가 있을까?정과 인연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고,엎어진 물은 다시 거두기 힘드네,나는 아

직도 당신이 떠난 그 길모퉁이에 서있네.당신이 마음이 없다면 나는 손을 놓아야겠지.어

바보스럽게 끈질지게 매달릴 수 있단 말인가?내가 없을 때 혼자서 술을 게 마셔요.베란다

밖에 옷들은 거두는 사람이 있을까?이후 우리가 만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가 되어 있겠

지.만약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겠지,당신이 없으면 난 혼자서 여행을 다니다가

언젠가 어디선가 두 세 명의 친구를 사귀고...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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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환기하고 한국어 시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의 계를 입증하고자 구체 으로 비

교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자료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여자가 이별을 할 때 마음을 표 하 는데 이 노래도 여

자가 부르는 것이고 이별을 할 때의 정감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바람이 가

려고 하는데 구름이 어 만류할 수가 있을까?어 바보스럽게 끈질지게 매달릴

수 있단 말인가?당신이 마음이 없다면 나는 손을 놓아야겠지.’등 가사는 시에서

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다’는 구 과 매우 비슷하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부득이한 감정이 나타난

다.

이 노래에서는 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에

한 미련을 두고 있다.노래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을지,옷을 거둬주는 사

람이 있을지’등 남자가 떠난 다음에도 그를 걱정하며 미련을 보여주고 있다.그러

나 노래에서는 이러한 이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에 만나면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되어있을꺼라고 말한다.김소월의 시에서도 ‘꽃을 뿌리는 행동’도 미련을 나타내고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이 노래에서도 한이 나

타난다.떠나보내고 싶지 않은데 떠나보내야 했던 그 한이 드러난다.그러나 김소

월의 시에서는 한의 감정은 더욱 깊게 체 되었다.그러나 이 노래에서는 한의 감

정보다 미련의 감정이 더 많이 나타난다.[WM-Ab2-CT]

학습자는 먼 두 편의 텍스트가 상호텍스트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에 해 밝혔

고 두 편의 텍스트의 정감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언 하 는데 구체 으로 노

래에서의 한 구 과 시 텍스트에서의 한 구 을 연 시켜 해석하고 있다. 한 학습

자는 이런 이별의 감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 다.노래에서는 미련의

감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이별을 기정사실화하여 표 하고 있는데 <진달

래꽃>에서 ‘꽃을 뿌리는 행동’에는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오길 바라는 미련이 남아

있다고 분석하 다.이러한 차이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별을 가정하여 쓴 시

라는 에서 실제 상황에서 이별을 그리고 있는 노래와는 다르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학습자는 한 두 편의 텍스트에서 ‘한’의 감정이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진달래꽃>에서 훨씬 더 강렬하게 체 되었다고 분석하 다.

이처럼 자세한 근거를 들면서 왜 두 편의 텍스트가 유사한지 한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구체 으로 탐구하 다.이 학습자는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유사한 구 을

연 시키고 정서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상호텍스트 경험을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

해 과정에 극 으로 활용하면서 두 텍스트를 교섭하여 이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



-189-

다.이러한 성찰 과정은 한국어 시 텍스트뿐만 아니라 환기한 상호텍스트에 한 이

해를 깊게 할 수 있고 이는 되돌아와 학습자의 이해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정지용의 <향수>를 읽고,마지원(马致远)의《天净沙·秋思》67)를

환기하고 한 두 편의 시를 구체 으로 비교하면서 이해를 확장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를 떠올리게 된 것은 모두 고향에 한 그리움을 표 하고 있기( 기)때

문이며 두 편의 시에서 모두 자세한 정경 묘사가 나타난다는 이 비슷하기 때문

이다.그러나 한국어 시의 경우,추억을 하면서 어렸을 때 고향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고)있는데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을)표 되고(하고)있다.

그러나 국어 시는 재의 쓸쓸함을 묘사하고 있다.두 편의 시는 향수를 표 하

는 이 다른데 한편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재의 쓸쓸함을

표 하는 방법으로 향수를 표 하고 있다. 재의 쓸쓸함을 표 하는 방법은 향수

의 감정을 더 부각하기 한 것이다.정지용의 <향수>에서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이 시와 차이가 존재하는 지 이다.[WM-Aa2-CT-K]

먼 학습자는 이 시를 떠올리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학습자는 두 편의 시가

모두 향수의 감정을 다루었고 두 편의 시의 표 기법,즉 자세한 ‘정경 묘사’가 나

타나는 것이 비슷하다고 인식한다.이는 두 편의 시가 상호연 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정지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학습자는 더 나아가 두 편의 시의 차이도 밝히

고 있다.학습자는 한국어 시의 경우에는 과거를 추억하면서 고향의 정경을 자세하

게 묘사하는 것이고 국어 시의 경우에는 재의 정경을 매우 쓸쓸하게 묘사하면서

향수를 표 하는 것이므로 그 이 다르다고 분석하 다. 한 내용 면에서 한국

어 시는 가족에 한 그리움이 더 나타났음을 언 하 다.

이처럼 자세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이해를 더욱 심

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검하면서 단지 환기 차원에 머물 수 있었던 상호텍

스트를 재검토하면서 구체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학습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두 편의 시의 차이에 한 주목은 두 편의 시의 미 특성뿐만 아니라 ‘재의 쓸쓸

67)马致远 《天净沙·秋思》

枯藤 树昏鸦， 桥流水人家， 古道西风瘦马。 夕阳西下， 断肠人在天涯。

(시 번역:마른 등나무가 에워싼 고목에는 황혼이 되어 둥지로 돌아온 까마귀가 있고,작은 다리

에 졸졸 흐르는 물은 인가로 흘러가고,황량한 길엔 싸늘한 서풍이 불고 야 말이 지나간다.석양은

서산 머 무는데,객지에서 유랑하는 애끓은 이는 하늘 끝에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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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부각시키기 한 것이라는 작가의 의도 차원의 이해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과정에서 한국어 시의 이해에 국어 시가 여하게 되고 두 텍스트 간에

교섭 작용이 일어남으로써 학습자는 한국어 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

었다.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고 한 이를 원 텍스트와 비교

하면서 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은 시 체험의 수평 확 와 시 체험의 수직 인

심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문학 능력의 신장에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⑵ 감상문 쓰기를 통한 자기화하기

문학 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고,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데

에 힘을 쏟아야 한다.텍스트의 의미는 소통 주체의 수용· 단·반응과 조우했을 때

비로소 의의를 지니게 된다.‘거기에 텍스트가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

고 말하기 해,의미와 소통 주체는 끊임없이 서로에 해 우 를 주장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제는 의미 분석과 동시에 수행되며,그럼으로써 시 텍스트의 인식론 ·

미 ·윤리 효용성이 생겨난다.68)

외국인 성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고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상당한 문학 능력을 갖추었으므로,시 텍스트에 한 기본 인 의미 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심미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III장에

서 수렴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양상을 살펴본 결과,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 의미 구성이 심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인지 주의력이 두 텍스트 간의

계 탐구에만 집 되어 심미 반응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 다. 한 발산 으

로 상호연 성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독자 개인의 경험의 인 성에 따른 환기 양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학습자의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두 편의 시를 심미

으로 평가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필요가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인류보편 인 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어 시 텍스트에 한해 감상문 쓰기 과제를

부여하 고,독자의 개인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한국어 시를 자기화할 수 있도록 유

도하 다.

감상문은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다시 고안하 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와

결부하여 쓰도록 하 다.첫째,한국어 시와 련된 독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결부

하여 쓰도록 하 고 둘째,비교·감상을 목표로 하면서 두 편의 시 에서 어떤 시를

68)김창원,앞의 책,1995,270-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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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게 하 으며 셋째,감상 과정에서 환기되는 텍스트가

있으면 어보도록 하 다.이런 근은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경험을 활성화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를 자기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것이며,두 편의 시의 연 성을

기반으로 심미 평가를 유도하 고, 한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기억을 활성화

하여 상호텍스트를 발산 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한 것이다.

문학 작품은 양극을 지니고 있다.하나는 술 인 것으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이며,다른 하나는 심미 인 것으로 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구체화

이다.이 (Iser)는 문학 텍스트는 효과구조를,독자는 반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

다.69)미의 범주는 심미 정서와도 한 련이 있다.문학 작품의 미는 학습자

들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 는 정서의 범주와 겹치게 된다.심미 의식은

문학 형상이 창조의 과정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느냐 하는 측면과 문학 작품에 형상

화된 것이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두 측면에서 작용한다. 자는 문학

작품의 주제 깊이나 술 성취와 련되고 후자는 문학의 기능,즉 효용론과

련된다.70)비교·감상 과정에서 학습자는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그 미 가치를

단한다.학습자들이 한국어 시를 자기화하는 것은 한국어 시 텍스트의 미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련이 있다.

이 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문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를 어떻게 자

기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다음은 김소월의 < 혼>과 쑨따 의《招魂》

에 한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편의 시 에서 나는 김소월의 < 혼>을 더 좋아한다.비록 쑨따 의 혼

이 미감을 주긴 하지만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소월의 < 혼>에서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낸)아픔이다.시를

읽을 때 시의 주인공의 그 아픔이 다가왔어(와서)가슴이 아팠다.나도 나를 키워

주고 나밖에 몰랐던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무나 슬 고(펐고)그 슬픔이 오래

떠나지 않았다.이 시에서의 망부석이 된다는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마치 마

음속에 한이 지는(맺히는)것처럼.소식(苏轼)의《江城子》71)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69)차 희 편,『독자반응비평』,고려원,1993,29쪽.

70)김 행 외,앞의 책,2000,193쪽.

71) 軾——《江城子》

먼 간 아내에게-을유년 정월 30일 밤의 꿈을 다.

十年生死两茫茫。당신과 나 이승과 승으로 아득하게 떨어져 있은 지난 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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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사별과(한)아픔을 잘 보여주고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은)10년

이 지나서도 가셔지지 않는다.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승과 승으로 갈라놓았

다.꿈에서 만난 아내의 모습은 그 로나( 으나)흘러간 세월은 주름과 흰머리를

남겼듯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혼>이 더 슬 데(게 다가오는 것)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江城子》에서도

아내를 꿈에서 만났어도(만났음에도)서로 말없이 물을 흘리는데 모두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한Ø)인식을 말해 다.[WM-Bc4-CT-K]

의 감상문을 살펴보면,학습자는 두 편의 시 텍스트 에서 김소월의 < 혼>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시 작품이 ‘감동’이라는 반응 구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학습자는 두 편의 시의 술 인 성취 수 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느냐

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효용론에 입각하여 시 텍스트를 내면화하

고 있다.시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시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사상 등에 공감할

수 있는데 학습자는 김소월의 < 혼>에서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에 공감

하면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음을 진술한다.학습자의 직 인 경험은 시 화

자의 감정에 쉽게 공감하게 하 고,학습자로 하여 감정이입을 하면서 시를 이해

할 수 있게 하 다.학습자는 ‘망부석이 된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음

속에 한이 맺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석한다.그 풀릴 수 없는 아픔이야말로 음독자

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소월의 가슴 속에 맺 응어리가 진 ‘한’이며 망부석이

되어 원히 굳어져버린 ‘한’이다.

학습자는 한 아내와의 사별의 아픔을 그리고 있는 한 편의 시를 환기하면서 죽

음에 한 인식을 말하고 있다.학습자는 환기한 국어 시에 한 이해로부터 사랑

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아픔은 10년이 지나도 가셔지지 않는 것이고 이승과

승의 거리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아픔은 더해진다고 인식한다.그것

은 < 혼>에서의 혼을 부르는 행 가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부르는 것이 시의

不思量，自难忘。  그 생각 지우려해도 지울 수가 없구나.

千里孤坟，无处话凄凉。당신이 천리 밖 외로운 무덤 속에 있으니 이 처량함은 말할 길이 없어라.

纵使相逢应不识，설령 당신을 다시 만난다 해도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리

尘满面，鬓如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버리고,귀 머리는 햐얗게 세어버렸으니

夜来幽梦忽还乡。 꿈에 문득 고향에 돌아오니

轩窗，正梳妆。  조그만 난간 창가에서 당신은 머리 빗고 단장하고 있었네

相顾无 ，惟有泪千行。 서로 말없이 바라보며 하염없이 물만 흘렸네

料得年年断肠处， 해마다 애간장 태우던 곳은

明月夜，短松冈 휘 청 달 밝은 밤 소나무 우거진 당신의 무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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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더 극 화했고 소식(苏轼)의《江城子》에서 세월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아픔이 모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인식에서 비

롯된다는 것이다.이처럼 환기한 상호텍스트는 원 텍스트의 이해에 향을 미치며

학습자는 두 편의 텍스트를 상호 교직하여 읽음으로써 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김춘수의 <꽃>과 볜즈린의《断章》에 한 비교·감상 자료인데,학습자는

시 텍스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의 가

치를 평가하면서 이해하고 있다.

나는 <꽃>의 낭만 인 색채를 좋아한다.‘꽃’에서는 사랑의 느낌을 받을 수 있

다.김춘수의 꽃은 언어는 간결하지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의미가 깊고

사유의 공간이 매우 넓다.단장은 비록 ‘다리’,‘창’,‘달빛’등 구체 인 심상이 나

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독자의 사유의 공간을 좁힌 것 같다.

‘꽃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 방에게 일종의 존재감을 주는 것으로,작가가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작가도 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断章》에서는 다리 의 사람이 풍경에

한 미련,아 트 의 사람이 풍경을 보는 사람에 한 미련이 드러나는데 짝사

랑의 감정(落花有意，流水无情:낙화는 뜻이 있지만 유수는 무정하다)과 같은 희

극 인 장면이 나타난다.두 시는 모두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묘하게 비

슷하다.

나는 <꽃>의 사랑에 한 갈망과 기 를 주는 느낌과 정 인 에 지를 좋아

한다.비록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

혼으로 인해 이성에 해 배척하 다.그러나 3학년 때 한 남학생의 열렬한 고백

으로 인해 드디어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의 ‘꽃’이 되었다.마치 남학생이 <꽃>에

서처럼 이름을 불러주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 고 끝내는 그에게로 갈 수

있게 하 듯이… 그 남학생의 고백은 마치 작가가 이름을 불러주듯이 상 방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체 인 느낌을 볼 때 <꽃>이 훨씬 더 격려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WM-Ab2-CT]

   학습자는 두 편의 시 에서 <꽃>을 더 좋아한다고 언 하 는데,그 원인은 이

시가 낭만 인 색채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사랑에 한 갈망과 기 를 담고 있어

정 인 에 지를 달한다는 것이다.학습자는 시 작품이 달하는 사상에 근거하여

가치 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시를 읽으면 작가가

어떤 측면에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했는지 이해하고자 했음을 말해 다.이 시를 연

시로 본다고 할 때,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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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먼 두 편의 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꽃>에서는 서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길 원하지만 <단장>은 짝사랑과 같은 감정으로 희극 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분석하 다.이어서 학습자는 삶과의 련을 통해 시 텍스트를 해석하고자

하 는데 비록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꽃>이라

는 시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해석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 속의 세계는 학습자의 삶과 련을 맺게 되며,시 텍스트는 더는 시 자체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앞서 독자가 텍스트에 감정이입하면서 이해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감상문을 살펴보

았다.그러나 박인기는 감정이입은 텍스트의 불확정 국면을 극단의 주 으로 몰입시

켜 이른바 의미의 재구성을 방해하는 괴 감정으로 함몰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내면화의 지속을 해서는 감정이입으로 시작한 내면화를 공감의 회로를 거쳐 탈감

정의 회로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72)고 주장하 다. 한 최미숙은

심리 거리두기란 공감에 의한 감정이입보다는 객 인 태도로 시 화자의 느낌

이나 정서,생각을 상화하면서 단하는 읽기 태도라고 보고,이를 비 시 읽기

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보았다.73)이러한 은 모두 독자의 텍스트 수용 과정에

서 감정이입과 거리두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두 편의 감상문이 텍스트의 내용에 한 공감에 의해 자기화를 이

룬 양상을 보여주었다면,다음은 심리 거리 두기를 통하여 시의 미 가치를 평가

하고 자신의 가치 에 의해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고 있는 감상문을 살펴보고

자 한다.다음은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쉬즈모의《再别康橋》에 한 학습자의 비

교·감상 자료이다.

나는 쉬즈모의 시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쉬즈모의 시의 언어가(는)매우 부드럽다.마치 마음속의 아름다운 연인이(과)

화하는 것 같고,유미주의 풍격을 보여 다.

진달래꽃에서 여성은 연인과 이별할 때,마음속에서는(으로는)보내고 싶지 않

지만 그 슬픔을 참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다.사실은(실은)여성의 희

생은 고 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학 작품은 계속 생명력 있다(을

잃지 않는다).이것은 사랑을 다룬 드라마에서의 桥段74)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다.여성은 ‘잘가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물이(을)흘린다.조 만 연약한 모

72)박인기,앞의 책,1996,251쪽.

73)최미숙,「공감 시 읽기와 비 시 읽기」,김은 외,『 시 교육의 쟁 과 망』,월

인,2001,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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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여도 연인은 떠나지 못할 것이다.드라마의 감이(은)아마 이런 곳에서

(데서)오는지도 모르겠다.

쉬즈모가 다시 캠 리지에 온 것은 고별의 여행이었다.캠 리지의 모든 곳들을

다 돌아보고 지난 추억들을 정리하고 나고(Ø)다시 새롭게 시작하는(하려는)것이

다.이 시에도 어쩔 수 없이 연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주인공이 상 방에 한 포

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의 이상 인 사랑의 시는 <진달래꽃>에서 체 되는 희생도

아니고,《再别康橋》에서 체 되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도 아니다.내가 동경하

는 사랑은 《致橡树》75)와 같은 것이다.나는 능소화처럼 그에게 기 지 않을 것

이며,떡갈나무와 목면처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개와 아지랑이와 무지개를

함께 보며 비바람을 맞을 것이다.[WM-Aa3-CT-K]

의 감상문을 살펴보면,학습자는 쉬즈모의 시의 시 언어가 부드럽고 유미주의

풍격을 보여주므로 쉬즈모의 시가 더 아름답다고 하 다.이는 시의 미 인 특성에

한 인식으로부터 이루어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74)bridgeplot: 화나 드라마에서 요한 ‘장면, 롯,정경, 사’등 형 인 것을 본보기로 삼

는 것.

75)《致橡树》 -舒婷 /<떡갈나무에게>-수

我如果愛你——絕不像 援的淩霄花，借你的高枝炫 自己：我如果愛你——絕不學癡情的鳥兒，

爲綠蔭重複單調的歌曲；也不止像泉源.常年 來清涼的慰籍；也不止像險峰，增加你的高度，襯托

你的 。甚至日光甚至春雨。不，這些都還不夠！我必 是你近旁的一株木棉，做爲樹的形象和

你站在一起。根，緊握在地下。葉，相觸在雲裏。每一陣風過，我們都互相致意，但沒有人聽懂我

們的 語。你有你的銅枝鐵幹，像 ，像劍，也像戟，我有我的紅碩花朵，像沉重的歎息,又像英勇

的火炬，我們分擔寒潮、風雷、霹靂；我們共享霧靄流嵐、虹霓，仿佛永遠分離，卻又終身相依，

這才是偉大的愛情， 貞就在這裏：不僅愛你偉岸的身軀，也愛你 持的位置，腳下的土地。

시 번역:만약 내가 를 사랑한다면 덩굴 기를 타오르는 능소화처럼 의 높은 가지를

빌어 자신을 빛나게 하지 않겠다.만약 내가 를 사랑한다면 치정에 먼 새가 되어 푸

르고 무성한 사랑만을 갈구하며 단조로운 곡조를 반복해 노래하지 않겠다.샘물처럼 일년 내내

청량한 로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험 한 산 우리처럼 의 고도를 높여 의 용에만

기 지 않으리라.심지어 햇빛도 심지어 비도 아니,그 모든 것도 내 사랑을 말하긴 충분하

지 않다.나는 반드시 네 가까이 한 그루 목면이 되어서 나무의 형상을 하고 와 함께 서 있

겠다.뿌리는 각자 견고히 땅 끝에 박고 잎은 구름 속에서 서로 만나자.바람이 불 때마다 우

리들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도 우리의 언어를 그 구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는 칼처럼,검처

럼,창처럼 만의 단단한 기와 가지를 갖고 있고,나는 무거운 탄식처럼,아름답고 용맹한

횃불처럼,나만의 붉고 큰 꽃 오리를 갖고 있다.우리,추 와 폭풍우와 벼락은 함께 나 어지

고 우리,안개와 아지랑이와,무지개는 함께 리자. 원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종신토록 서로

의지하면서.그래야 능히 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지.견고한 사랑은 그런 것이다.사랑

----- 를 사랑하는 것은 네 장 한 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네가 지키는 자리,네

발 의 땅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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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다시 두 편의 시를 연 지어 이해한 다음에 두 편의 시가 모두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는 주인공이 상 방에 한 포용을 보여 다고 하 다. 한 학습

자는 구체 인 화와 드라마는 정확하게 언 하지 않았지만,김소월의 <진달래꽃>

에서의 이별 장면은 많은 화와 드라마에서의 형 인 장면으로 반복되어 나타난

다고 인식한다.학습자는 이를 고 로부터 내려오는 여성의 희생이라고 인식하 고

이런 것들이 문학의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평가하 다.이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 문화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목이다.여성이 왜 희생하여야 하는지 그것

이 형 인 것으로 드라마와 화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어서 학습자는 이상의 두 편의 시에서 체

되는 사랑의 방식에 해 회의감을 보인다.학습자는 자신이 사랑에 한 가치

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게 되었는데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한 구 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동경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

다.이처럼 시를 읽으면서 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비평 안목의 성

장에 도움이 된다.

시 읽기는 주체에게 텍스트와의 계 맺기를 통해 미 가치와 가치 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주체는 텍스트의 미 가치를 경험하는 동시에 텍스트가 다루고 있

는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조정을 경험한다.76)심미성의

고유한 본성은 그것의 내용에 고정되지 않고 그것이 그 스스로를 의미한다는 것이

다.심미 인 독서행 는 사실상 작품의 의미를 악한다는 것 자체만은 아니다.독

서 행 가 작품의 의미 악,작품의 이해라는 직선 인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버릴

때 독서행 는 심미 인 면을 잃게 될 것이다.심미 독서 행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자가 문학 텍스트의 무엇을 악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악하느냐이다.텍

스트의 잠재 가능성이란 곧 각자의 독서에서 이루어지는 개성 인 실 인 셈이

다.77)학습자는 두 편의 시를 비교·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에 한 가치 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학습자는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단지 공감을 하

는 단계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텍스트의 미 가치를 평가하 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텍스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성장을 이루

었다.

76)김미혜,「 계 가치의 체험으로서의 시 읽기와 시 교육」,김은 외,앞의 책,2001,78쪽.

77)차 희 편,앞의 책,1993,21-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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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지 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은 한편의 시 텍스트를 심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이를 교사가 직 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다 텍스트

의 연 을 강조하는 근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선

이해와 독서 경험을 활용하여 상호연 성을 지닌 모국어 시 텍스트를 제시하여 이

독서를 유도하는 것이 학습자의 효과 인 시 텍스트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

지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 인 교육 원리를 제시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 다.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가 의미 실 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학습자와 학습자,교사

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에 해서는 그

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지,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에 해서는 여

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 심의 시 교육을 해서 우선 외국인 학습자

들의 이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효과 으로 수용하도록

교수-학습 략을 다양하게 모색하려는 자세가 요하다.학습자가 교실의 주체로

부상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에 한 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부족한 언어 능력에 비해 비교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

고,성인 학습자로서 인지능력이 발달하 고,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문학의 장

르 특성에 한 이해가 깊고 문학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를 읽은 경험이 기 때문에 자국의 문학 텍스트를 심으

로 상호연 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자국

시 텍스트와의 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상호연 성의 개념과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의 의의를 구체화하 고,한· 시의 상호연 성을 검토하

다.상호연 성 기반의 한국 시 이해의 구조는 ‘상호연 동 소의 발견’,

‘텍스트 간의 긴장 계 탐구’,‘상호텍스트의 발산 환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

출하 다. 한 ‘주제 심 선정의 원리’,‘교육 용의 원리’에 따라 상호연 성을

지닌 텍스트를 선정하 고 두 편의 시의 상호연 성을 검토하 다.

다음,본 연구의 방법론이 어느 정도의 실 가능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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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해 본고에서는 개별 학습자들을 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 다.심층

면담 자료에 한 질 인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면 히 살펴본 결과,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학습자들의 역동 인 사고를 이끌어내고 시 이해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기본 인 의미 구성을 돕는다는 것을 발견하 고,두

텍스트 간의 긴장 계를 탐구하는 것은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 으로 구

성하는 데 도움을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발산 상호연 성을 형성하

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잠재된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확

장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하지만 학습자 간의 개인 능력의 차이가 비교 크게

나타났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언어 숙달도,배경지식 경험,메타 인지 능력,정의

요인 등이 그 효과를 좌우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교육 방법을 고안

하고 실제 교육 장에서의 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실천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

인 의의를 검증하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비계를 제공하면서 학습자 간

의 차이를 여주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주체성과 교실의 역동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 다.교수-학습은 ‘질문 설정을 통한 동기화’,‘탐구·토

의를 통한 이 독서 수행’,‘회귀 성찰을 통한 내면화’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하 다.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 교육의 한

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확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에서 의미

가 있다.특히 성인 학습자들의 선이해를 고려하여 한국어 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장치를 마련하 고 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에서 문화 능력 문학 능력의

통합 인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단된다.본 연구는 수렴 상호연

성에서 출발하 지만 수렴 상호연 성은 비교 소한 근이며,독자가 주체

가 되어 환기하는 발산 상호연 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호연 성 기반의 시 이해 방법은 어떤 기 으로 텍스트를 선정하는가, 한 어

떤 목표로 교수-학습 차와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더 확 된 방법으

로 나아갈 수 있다. 를 들면,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 부분의 의미를

가르치기 해 연 된 텍스트를 도입할 수도 있고,한 편의 시 텍스트에 다수의 모

국어 텍스트를 연 지어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의

미 구성을 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기 해 주제 심으로 텍스트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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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교사가 강의를 한 뒤에 심화 이해의 단계에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내면화를

해 자국어 시 텍스트를 활용할 때에는 더 넓은 근이 가능할 것이다.시에서의

특정한 부분,시 사상을 더 깊이 이해시키기 해 자국어 시 텍스트를 도입할 수

있고 사회문화 배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해 련된 자료들로 다 인 상

호텍스트를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한 하이퍼텍스트와 매체의 활용은 더욱 손

쉽고 풍부한 자료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특히 학습자의 기억을 부단히 이끌

어내어 발산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습 을 키워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더 다양한 근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

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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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진달래꽃-김소월 <기본 텍스트>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변(寧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물 흘리오리다.

再别康橋-徐志摩 <보조 텍스트>

輕輕的我走了， 正如我輕輕的来； 살며시 떠나가네,살며시 내가 왔던 것처럼,

我輕輕的招手， 作别西天的云雲彩。 살며시 손을 흔들며,서쪽 하늘가의 구름과 이별하네.

那河畔的金柳， 是夕陽中的新娘； 강가의 빛 버들은,석양 노을 속의 새색시,

波光裡的豔影，在我的心头蕩漾。    물결 사이로 요염한 그림자가,내 마음 속에서 일 이네.　

軟泥上的青葕，油油的在水底招摇； 부드러운진흙속에피어난푸른연꽃은,물 에서자태를뽐내니

在康河的柔波里，我甘心做一條水草。   임 리지 강의 잔잔한 물결 속에,한 가닥 풀이 되고 싶어라.

那榆阴下的一灘 ,不是清泉，是天上虹； 느릅나무그늘아래의못은맑은샘물이아닌,하늘의무지개,

揉碎在浮藻间,沉澱著彩虹似的夢。 마름 사이로 부서져,무지개 같은 고운 꿈을 수놓네.

夢？撐一支长篙，向青草更青处漫溯； 꿈을찾아서인가?풀이더 푸르른곳을향해노를 으며,

滿載一船星輝，在星輝斑斕里放歌。   배에 한가득 별빛을 싣고,아롱진 별빛 속에서 노래 부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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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我不能放歌，悄悄是別離的笙簫； 하지만나는노래를부를수없었네,조용히들려오는이별의피리소리,　

夏蟲也為我沉默,沉默是今晚的康橋！ 여름벌 도나를 해침묵하니,침묵에빠진이밤의 임 리지여!

悄悄的我走了，正如我悄悄的來； 살며시 떠나가네,마치 내가 살며시 왔던 것처럼,

我揮一揮衣袖，不帶走一片雲彩。   옷소매를 휘 으며,구름 한 데려가지 않으려네.

2.해-박두진 <기본 텍스트>

해야 솟아라.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

고,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이 이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달빛이 싫어, 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

어......

해야,고운 해야.네가 오면 네가사 오면,나는 나는 청산(靑山)이 좋아라.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

이 좋아라.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양지(陽地)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고운 해야.해야 솟아라.꿈이 아니래도 를 만나면,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려 보리라.

太陽禮贊-郭沫若 <보조 텍스트>

請沉沉的大海，波濤洶湧著，朝向東方。 푸르른 바다의 도는 동쪽을 향하여 부서지고

光芒萬丈地， 要出現了喲 온 리에 빛이 물들고

新生的太陽! 곧 해가 솟아오르려나보다!

天海中的云島都已笑得來火一樣地鮮明！ 바다와 하늘 사이의 구름도 불처럼 선명해졌구나!

我恨不得，把我眼前的障礙一概劃平！ 나는 앞의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고 싶구나!

出現了喲！出現了喲！ 나타났네!나타났네!

耿晶晶地白灼的圓光！ 작열하는 둥근 빛!

從我兩眸中有無限道的金絲向著太陽飛放。 나의두 에서무한한갈래의 빛이 를향해달려가네!

太陽喲！我背立在大海邊頭緊窺虧著你。  해야!나는 바다의 편에서 를 가만히 훔쳐보았어.

我不把我照得個通明，我不回去！ 해야!네가나를붉게비춰주지않으면나는돌아가지않을꺼야!

太陽喲！你請永遠照在我的面前，不使 轉！ 해야!물러가지 말고 나의 앞길을 원히 비춰다오!

太陽喲！我眼光背開了你時，四面都是黑暗！ 해야!내가 를등지고있을때주 는온통암흑뿐이었어!

太陽喲！你請把我全部的生命照成鮮紅的血流！ 해야!나의 모든 생명을 선홍색의 피로 물들여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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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喲！你請把我全部的詩歌照成些金色的浮漚！ 해야!나의 모든 시를 빛의 물거품처럼 비추어다오!

太陽喲！我心海中的云島也已笑得來火一樣地鮮明了！해야!내마음속바다의구름섬도불처럼선명해졌구나!

太陽喲！你請永遠傾聽著，傾聽著，我新海中的怒濤！ 해야!내 마음속의 분노에 들뜬 도에 원히 귀 기울여

주렴!

3.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기본 텍스트>

화가 시작하기 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 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 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 면서

깔쭉 면서

우리의 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한 사람 한으로

길이 보 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 앉는다

死水-闻一多 <보조 텍스트>

這是一溝絕望的死水，이는 망 인 썩어빠진 물웅덩이

清風吹不起半點漪淪。바람이 일어도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다.

不如多扔些破銅爛鐵，차라리 망가진 구리나 고철들을 더 던져버리고

雙性潑你的剩菜殘羹。남은 반찬 꺼기나 국물을 뿌리는 게 좋겠다.

也許銅的要綠城翡翠，어쩌면 거기 구리조각들은 비취가 되거나

鐵罐上銹出幾辦桃花。쇠깡통엔 복사꽃 무늬의 녹이 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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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讓油膩織一層羅綺， 그 기름덩이로 곱게 비단을 짜면

霉菌給他蒸出雲霞。  곰팡이가 거기에 자욱이 안개를 피울지도 몰라

讓死水酵成一溝綠酒，썩은 물로 란 술을 빚으면

飄滿了珍珠似的白沫；구슬 같은 하얀 거품이 나부끼고

珠們變成大珠， 작은 구슬들이 깔깔거리다 큰 구슬이 되고

又被偷酒的花紋咬破。술을 훔치는 알록달록한 모기에게 물려서 터진다.

那麼一溝絕望的死水，그러면 이 망 인 썩은 물은

也誇得上幾分鮮明。  어느 정도 색채를 띠었다고 칭찬을 해야 할 것이다.

如果青蛙耐不住寂寞，만약 청개구리가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개굴거리면

又算死水叫出了歌聲。썩은 물이 노래를 불 다고나 칠 것이다.

那麼一溝絕望的死水，이는 망스러운 썩어빠진 물웅덩이

這裡斷不是美的所在，여기에는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不如讓給丑惡來開墾，차라리 추악이란 놈더러 개간하라고 하여

看他照出個什麽世界。어떤 세상을 만들어낼지 두고 볼지어다.

4.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이상화 <기본 텍스트>

지 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그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가 부르더냐.답답워라(답답해라)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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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나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어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 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며 하루를 걷는다.아마도 신령이 지폈나보다

그러나 지 은 들을 빼앗겨 조차 빼앗기겠네

我愛這土地-艾青 <보조 텍스트>

假如我是一只鳥， 만약 내가 한 마리의 새라면

我也應該用嘶啞的喉嚨歌唱： 피맺힌 목소리로 노래 할 것이니

這被暴風雨所打擊的土地， 이 폭풍우에 휩쓸려버린 지 에

這永遠洶湧著我們的悲憤的河流， 우리의 비분을 담은 하천은 원히 들끓고

這無息地吹刮著的激怒的風， 격노하여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和那來自林間的無比溫柔的黎明……삼림 속에서 다가오는 더없이 부드러운 여명......

--然後我死了， --그리고 내가 죽으면

連羽毛也腐爛在土地裏面。        나의 깃털마 이 땅에서 부식되리.

爲什麽我的眼裡常含淚水？ 왜 나의 에는 늘 물이 맺히는가?

因為我 折土地愛得深沉…… 그것은 내가 이 땅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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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님의 침묵-한용운 <기본 텍스트>

님은 갔습니다.아아,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 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꽃다운 님의 얼굴에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이별

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아는 까

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 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見 不見-扎西拉姆··多多 <보조텍스트>

-班扎古魯白瑪的沉默

你見， 당신이 나를 만나도

或 不見我 나를 만나지 않아도

我就在那裡　不悲不喜 나는 계속 거기에 있을 거 요.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你念，或 不念我 당신이 나를 그리워해도 그리워하지 않아도

情就在那裡 정은 거기에 있을 거 요.

不來不去 오지도 가지도 않고

你愛，或 不愛我 당신이 나를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愛就在那裡 사랑은 거기에 있을 거 요.

不增不減 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고

你跟或 不跟我　 당신이 나를 따라온 도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我的手就在你手裡　 나의 손은 당신의 손을 잡고 있을 거 요.

不捨不棄 놓지도 버리지도 않고

来我的 里 나의 품으로 와요.

或 让我住进你的心里 아니면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默然相爱 寂静欢喜 묵묵히 사랑할 수 있게,조용하게 좋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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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향수-정지용 <기본 텍스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 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워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 롬 휘 시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 머리 날리는 어린 이와

아무 지도 않고 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긴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余光中 <보조 텍스트>

时候 내가 어렸을 에

是一枚 的郵票 향수는 작은 한 장의 우표 다네

我在这头 我在這頭 나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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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亲在那头 母親在那頭 어머니는 쪽에 있다네

長大后 내가 큰 뒤로

是一張窄窄的船票 향수는 한 장의 좁다란 배표 다네

我在這頭 나는 여기에

新娘在那頭 신부는 쪽에 있다네

後來啊 그 뒤로

是一方矮矮的墳墓 향수는 나지막한 한낱 무덤이었다네

我在外頭 나는 밖에

母親在裡頭 어머니는 안에 있다네

而現在 그러나 지 은

是彎淺淺的海峽 향수는 좁고 얕은 해 이라네

我在這頭 나는 여기에

大陸在那頭 륙은 쪽에 있다네

7.꽃 –김 춘수 <기본 텍스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에게 는 나에게

잊 지지 않는 하나의 짓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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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章-卞之琳 <보조 텍스트>

你站在橋上看風景，看風景的人在樓上看你。 당신은 다리 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 트에서 당신을 보네.

明月裝飾了你的窗子，你裝飾了別人的夢。   달빛은 당신의 창문을 장식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장식하네.

8. 혼–김소월 <기본 텍스트>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虛空) 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 (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 하지 못하 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西山)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에서

나는 그 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겨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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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魂-孙大雨 <보조 텍스트>

你去了，你去了，志摩， 갔구나,네가 갔구나,즈모야,

一天的濃霧 하루 동안 쌓인 짙은 안개는

掩護著你向那边邊， 를 감싸 안고 그곳으로 갔구나.

月明和星子中間， 달과 별자리의 가운데

一去不再來的莽莽长途。 다시 오지 못할 망망한 먼 길로

没有，没有去？我见你 아니,간 것이 아니야.나는 네가 보이는구나.

在风前水里 바람 속에서 물안개 속에서

披着淡淡的朝陽， 은 아침 햇살을 걸치고

跨著浮雲底車輛， 뜬구름의 수 를 타고

悠然地顯現又悠然地隱蔽。 유유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구나.

快回來。百萬顆燦爛 어서 돌아오려무나.무수한 별들이

点着那深藍； 검푸른 그곳에 박 있구나.

那去处暗得可怕， 그곳은 어두워서 무섭고

那儿的冷風太大， 그곳의 찬바람은 무나도 세차게 몰아치는데

一片沈死的靜默你过得惯？ 쥐 죽은 듯이 막한 그곳에서 네가 어 견딜 수 있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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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IntertextualitybasedonKoreanModern
PoetryComprehensionEducation

-focusedonKoreanandChineseModernpoetry

Quan,Hong

Thegoalofthisresearchistosuggestthemethodsofintertextualitybasedon

modernKoreanpoetrycomprehensionandteachingaswellaslearning principles

withactivecomprehensionofforeignlearnersinKoreanlanguageeducation.

Toachievethisgoal,Ifirsthavetosetuptheconceptofintertextualityusedin

myresearch.Theminimalmeaningofintertextualityisrelatedtotheinterconnection

betweendifferenttextsandorigins.However,conceptualintertextualityusedinmy

researchastheconnectionbetweentextsincludestheconceptofinterrelationas

shapednotonlybyintrinsictraitsamongdifferenttextsbutalsobyactivelearners.

Sofar,althoughtherehasbeenanattempttointroducecomparativeliteratureinto

Koreanlanguageeducationasaforeignlanguage,itisextremelydifficulttoapplyit

torealeducation duetothesmallnumberofliterary texts.To overcomethis

obstacle,itisnecessarytofocusonlearnersandtheintertextualitythatisshaped

bylearnersduringcomprehensionprocesses;thusitisnecessarytotakeeffortin

understandingintertextualityinitsbroadmeanings.

Conceptualintertextualitydevelopsthelearners'abilityofactivecomprehensionin

thelearner-centeredview.Thisiswhyinthisstudyitisattemptedtoemphasize

themeaningoftheprocessinwhichthelearnerscanactivelyconstructthemeaning

ofapoetrytextandaccumulatelearningexperiencefrom it.Thisideacontradicts

thetraditionalteachingparadigm astheteacher-centeredview ofeducation.This

studyispositionedinthemiddleofconstructionism whichstrengthenstheinfluence

ofsocial,cultural,andhistoricalconnection.Therefore,Ipursuethepointofview

thatforeignlearnersareabletoapplytheirknowledgeandexperiencefrom thepast

tothecurrentsituationandalsotothefuture.

In thisstudy,Itry to proposethemethod thateasily inducesthelearners'

comprehensionofKoreanpoetrytextsandactivatestheknowledgeandexperien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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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to arouse divergent intertextuality based on understanding texts.

Intertextuality based on poetry comprehension initiates learners'investigation of

convergentintertextuality,however,astheprocessgoeson,itisextendedinorderto

allow forlearnerstotakethemain roleby developing divergentintertextuality.

Especially,thedivergentintertextuality processacquiresthespecialmeaning that

facilitateslearners'self-understandingandrecognitionofculturalidentity.

NexttotheintroductionofmyconceptofintertextualityIshapedupthe

characteristicsandmeaningsofhow understandingofKoreanmodernpoetry

based on intertextuality can becomepossibleby taking advantagesof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ology.The principle ofunderstanding poetry

based on theintertextuality isdeducted from “identification ofintertextual

isotopie,”,“explorationoftenserelationshipbetweenthetexts”and“arousing

divergentintertext”.IselectedpiecesofKoreanandChinesemodernpoetry

textsbasedonthe“principleoftopicselection”andthe“principleofreview

based on applicable education” and then continued to analyze their

intertextuality.

Toevaluaterealisticpossibilitiesofthisapproachtowork,Iconductdifferentcase

studies.Basedonhigh-qualityanalysisfrom indepthface-to-facetalk,Ievaluated

whetherintertextuality based on poetry comprehension could beadapted to real

educationalsituations and examined the comprehension patterns oflearners.I

identifiedthattheintertextuality based on comprehension ofpoetry can promote

learners'dynamicthinking,constructingthemeaningofKoreanpoetrytext,make

deepening and broadening ittoo.However,itturnsoutthattheeffectsmostly

dependonlearners’proficiencyintheKoreanlanguage,theirbackgroundculture,and

experiencesofandwithliteratureaswellaspersonalcharactertraits;thisiswhy

thereisahugevariationamonglearners.

Based on these results,in educationalpracticalresearch,the framework of

minimizingvariationamonglearnersisprovidedandteachingandlearningmethod

thatemphasizethelearners'activeandleadingrolearesuggestedinordertohelp

them maximizingthelearningeffectandovercomelimitations.Inthefollowing,the

goalofintertextualitybasedonmodernKoreanpoetryeducationissetupandthe

principlesare examined meta-cognitively.Thethreeprinciples“creating zoneof

proximaldevelopment’,‘multi-layeringinterconnection’,and‘adjusting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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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hensuggestedinthisstudy.Inlinewiththeseprinciples,Igiveshapeto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as‘motivating through question settings’,‘double

reading through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and ‘internalization through

introspection’stagesandtry toapply them torealeducationalfieldinorderto

examinetheeducationalmeaningbyobservinglearners'action.

Themeaningofthisresearchthuscanbehighlightedasfollows.

Firstly,thisresearchsuggestsnew waystoovercomethelimitationsoftraditional

readingtheoryinreadingclassesbymaximizinglearners'activenessandmotivation.

Secondly,Korean-Chineseintertextualtextssuggestedinthisarticlecouldbeused

asreferencesinKoreanlanguageclasses.

Thirdly,thisstudysuggestspracticalteachingandlearningmethodsandalsoshows

learningprocessesbyapplyingthem inrealeducationalfield.

Keywords: Intertextuality,Comprehension education,Korean and Chinese

Modernpoetry,convergence,divergence,isotopie,similarity,difference,tense

relationship,memory

StudentNumber:201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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