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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하여 고려속요 감상하는 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의

구체적 방법의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문학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구성

과 전개 과정에는 여러 주체가 끊임없이 관여하고 개입한다. 그중 고려

속요는 작품 감상 과정에 다양한 주체 간 의사소통이 중층적으로 이루어

지는 대표적 장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속요 감상 교육의 핵심으로

작품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에 주목하였다. 학습자는 고려속요를 둘러

싼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 서서 고려속요를 입체적으로 감상하며 시공간

적 거리감의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감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본고

는 고려속요 감상과 독자관점 탐구의 관계, 독자관점 교육의 단계와 양상

을 탐색하여 교육적 설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독자관점 교육은 ‘학습자 생성 질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

습자가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스스로 생성한 탐구질문이다. 본

연구는 고려속요 중 <서경별곡>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독자관점 탐구 과

정을 고찰해보았다. <서경별곡>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의 종류는 1차적

독자관점과 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구성된 독자관점으로 나눌 수 있

다. 1차적 독자관점은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이 있으며 과거 수용자의 관점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으로 나뉜다. 독자관점 교육의 단계는 첫째,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을 통한 독자관점의 탐색, 둘째, 감상문 쓰기를 통한 독

자관점의 적용, 셋째, 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한 독자관점의 종합이다.

이론적으로 마련한 단계를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학습자 양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독자관점의 탐색을 통한 관점의 형성’으로

학습자들은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관점을 자각하거나, 작중인

물의 관점을 인식하고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는 ‘독자관점의 적용을 통한 텍스트 의미의 확장’으로 학습자 중

심으로 주관적 의미화하거나 작중인물 중심의 텍스트 구체화, 과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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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심의 상상적 맥락 구성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

째, ‘독자관점의 종합을 통한 텍스트의 전유’로 학습자들은 독자관점 간

대화·교섭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 여러 독자관점을 포용적으로 구성하며

지평을 확장하거나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고, 창조

적으로 구성하며 작품의 새로운 가치를 전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몇몇 학습자에게서는 탈맥락적 질문의 생성, 후속 탐구질문의 단

절로 인한 독자관점 적용의 실패, 독자관점 주체의 불완전한 표상화, 역

사적 사료로 대상화 등의 문제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바탕으로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의

목표를 설계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유의미

한 질문 생성을 통한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 ‘공감을 통한 독자관점 몰

입’, ‘심미적 인식을 통한 다층적 문학 소통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독자관점 교육의 방법으로 ‘교사의 발문을 활용한 후속 탐구질문 생성 촉

진’, ‘교육 연극 기법을 활용한 사고의 확장’,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통시적

작품 감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전문학 감상 교육에 독자반응이론의 적용을 시도한 선행연

구들을 발전시켜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고려속요

감상의 구체적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독자관점 탐구 과정을 추적하며 학습자의 고려속요 감상

과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문화의 생

산적 수용자로서 고려속요를 향유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으

로 <서경별곡>뿐 아니라 다른 고전 시가 감상에도 독자관점 교육 활동

을 적용하여 고려속요 감상에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끄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고려속요, 독자관점, 학습자 생성 질문, 서경별곡, 구성주의,

감상 교육, 독자반응이론

학 번 : 2017-2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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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하여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

요 감상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 본 논의는 ‘고전문

학과 독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를 소거하고 고전문학을 편견 없이 감상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교육과정의

방향이 학습자들의 지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학

교 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학습자가 고전문학

을 감상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으며 학습자가 고전문학에 대해 느끼

는 낯섦과 거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덜어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본 연구는 한 편의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체’를 고전문학

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매개로 삼고자 한다. 문학

의 의사소통 체계는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구성과 전개 과정에 실제 작

가, 내포 작가, 서술자, 내포 독자, 실제 독자 등의 주체가 서로 끊임없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특징을 지닌다.1) 이렇듯 문학 텍스트에는 여러 주체

가 관여하며 그중에서도 고려속요는 다른 문학 텍스트보다 더 다양한 주

체 간 의사소통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르이다.

고려속요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긴 시간 향유된 대중가요이

다. 가사가 현전하는 고려속요는 조선조 궁중에서 쓰이던 악장의 형태로

남아있다. 즉 고려속요는 창작된 작품의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고려, 조

선 두 왕조를 거치며 향유 기간 동안 수용자의 요구에 맞게 여러 번 개

작이 더해진 특수한 장르이다. 여러 번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

려속요는 여타의 문학 텍스트와는 달리 작품의 창작자가 중층적이라는

1) 최홍원,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적 탐색」, 『국어교육연구』26,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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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격이 다른 두 왕조를 거치며 오랜 시간 향

유되었기에 작품의 수용자층 또한 이질적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가진다.

민간 여항에서 고려속요를 향유하던 작자, 창자, 수용자와 고려 궁중에서

고려속요를 향유하던 수용자, 조선 궁중에서 향유하던 수용자 등 고려속

요를 향유한 주체가 다양하다.

또한 고려속요는 창자와 청자가 현장감을 가지고 만나 연행되던 장르이

다.2) 이러한 향유방식은 필연적으로 청자의 성향과 취향, 가창자와 청자

의 심리적 상태 등이 작품에 반영되도록 이끈다. 고려속요는 수용자의

취향에 맞게 개작이 가해지면서 각 주체의 이질적 특성이 작품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즉, 고려속요 텍스트 내부에는 고려 시대 수용자들의

취향과 사고, 조선 시대 수용자의 취향과 사고 등이 작품에 흔적으로 남

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속요의 풍부한 감상을 위해서는 작품에 남아

있는 이들의 흔적을 고찰해보는 과정이 특히 중요해진다. 고려속요의 다

양한 수용자들이 고려속요를 어떻게 즐겼으며, 왜 향유했는지에 대한 점

까지 고찰할 수 있을 때 고려속요의 감상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이에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고려속요의 감상 교육을 이끌기 위해

서는 작품을 둘러싼 여러 주체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독자관

점의 탐구’라는 작품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독자관점의 탐구는 학습자

가 해당 관점을 구체화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돕는

것이 학습자 생성 질문이며, 이는 학습자의 구체적 상상과 능동성을 이

끈다. 학습자 생성 질문은 학습자의 이해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을 반

영하므로3)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 과정을 인지하여 감상의 깊

이를 더할 수 있고, 교사도 학습자의 감상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학습

자가 새로운 사유를 추동하도록 도울 수 있어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작품 감상 경험을 풍부하게 이끌 수 있다.

2) 조은정, 정소연, 「연행 현장을 고려한 고려속요 교육 연구」, 『예술인문사회융
합멀티미디어논문지』7(2),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891-898쪽.

3) J. T. Dillon, "Student questions and individual learning", Educational Theory,
36(4), pp.333-341.(류지헌, 조형정, 윤수정, 「학습자 질문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 탐색」, 『교육연구』30,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113쪽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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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고려속요의 교육은 고전이 담지하고 있는 ‘전통성’만 강하게

제시하였다.4) 고려속요 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고려속요의 다양한 교육

적 가치를 풍부하게 활용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고전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전 감상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와 고려속요가 ‘어

떻게’ 소통할 때 추상적인 작품 인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현재 삶과 관

련짓는 작품 감상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고전시가 교

육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았다.

고려속요에 대한 학자들의 기존 연구 역시 독자관점의 탐구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자들 또한 텍스트 내부 인물의 관점에서

혹은 당대 수용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 해석한다. 이

에 본고는 고려속요 감상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에 있다고 보고, 감상

교육에 적합한 방법으로 ‘독자관점(reader's stance)’이라는 개념을 내세

워 고려속요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 감상

교육을 위한 전제를 확보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참고하

는 선행연구의 맥락은 크게 고려속요 감상에 시사점을 주는 고려속요 연

구, 고려속요 교육에 관한 연구, 독자반응이론과 관련된 연구로 나뉜다.

1) 고려속요 연구사

고려속요 감상과 관련해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고려속요 연구로는

고려속요의 정서에 대해 논한 김대행(1986; 1992)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

다. 김대행(1986)은 고려속요 갈등의 특성을 가해자와 대립이 없는 갈등

4) 조하연, 「문학교육의 고려속요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
한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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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밝히며 고려속요의 정서를 보편적 한의 정서로 연결하였다.5) 그

러나 후속 연구에서 고려시가의 정서적 동인이 결손과 잉여 양쪽에 걸쳐

있으며 잉여에 의한 정서 유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고려시가의 정서를

한의 정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6) 고려시가는 깨어진 심리적

평정을 자기 독백, 대상의 전환 등을 통해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에서 한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으며 깨어진 심리적 평정의 전달을 통해

언어적․예술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지향을 추구하는

장르임을 설명하였다.7) 이 연구는 고려시가 정서의 분석을 통해 예술성

의 지향이라는 고려시가의 장르적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조선조 고려시

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일었던 이유를 예술적 지향과 공리적 지향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혜숙(1998)과 최미정(1999)은 화자를 중심으로 고려속요의 특성을 밝

혔다. 박혜숙(1998)은 고려속요를 ‘여성화자의 노래’로 바라보고 고려속요

의 여성화자의 유형을 ‘여성으로서 말하기’, ‘여성에 빗대어 말하기’, ‘여

성인 체 말하기’로 나누어 화자의 유형에 따른 발화 방식과 그에 따른

여성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8)

최미정(1999) 또한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성을 ‘여성화자의 사랑 노래’로

정의하고 고려속요의 내용적 특성과 수용사적 의미를 밝혔다. 고려속요

속 여성화자는 사랑에 맹목적인 탈사회적 존재로 그려지며 이는 사랑에

만 종사하는 자세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이자 결과라고 주장하였다.9) 또

한 이 연구는 고려속요의 성격을 수용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논하였다.

즉 조선 초 세종대까지 충신연주지사, 송축가로 기능하던 고려속요는 이

5) 김대행, 「고려시가의 정서와 한」,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6, 288쪽.

6) <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동동>등을 결손에서 유발되는 정서를 표
현한 작품으로, <쌍화점>, <만전춘>,<정석가>등을 잉여적 추구에 의해 유발된
정서가 표현된 작품으로 나누었다. 김대행「고려시가의 정서표출 양상」, 『동아
시아문화연구』22,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학연구소, 1992.

7) 위의 글, 362-363쪽.
8)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9) 최미정, 『고려속요의 수용사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57쪽, 90-91쪽,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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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우리말 노래의 지위 변화, 교화론의 고착, 음악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

해 수용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바라보며 고려속요의 수용사적 특성을

밝혔다.10)

고려속요의 성격을 사회변천과 결부하여 논의한 또 다른 연구로 김영수

(1986)가 있다.11) 이 논의에 따르면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은 노래를 남

녀상열지사․충신연주지사․조종송공덕지사로 나누었는데 그 중 ‘남녀상

열지사’를 지나치게 혐시한 까닭은 성적인 윤리 도덕의 문란을 고려의

망국 요인 중 하나로 여겨 새 왕조의 건립과정이 지나치게 교화론적으로

흘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2) 이어 ‘남녀상열지사’의 의미는 여자가 자신

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노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현전하는 고

려속요 대부분이 남녀상열지사적 내용인 까닭은 남녀상열지사를 충신연

주지사로 전용한 유학자들의 자의적 해석 때문이라고 말하였다.13) 그러

나 이는 남녀 간의 애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과

정욕도 조화와 절제와 중용의 미덕에 맞추어 표현되어야만 올바른 것으

로 인식한 데 그 속뜻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4)

이상의 고려속요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고려속요의 정서, 화자, 사회․문

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종

합해볼 때 고려속요의 감상에서 고려해야 할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성은

깨어진 심리적 평정의 전달을 통해 예술적 해소를 지향하는 노래, 탈맥

락화된 여성화자의 노래, 지배이념과 문학 향유 계층의 차이로 인해 상

이한 평가를 받은 노래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2) 고려속요 교육 연구사

고려속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육 내용을 제시한 연구와 학습자

10) 위의 책, 103쪽, 122-125쪽.
11) 김영수, 「남여상열지사 고(考)」, 『한문학논집』 4, 근역한문학회, 1986, 85쪽.
12) 위의 글, 84-85쪽, 114-115쪽.
13) 위의 글, 107쪽.
14) 김영수, 위의 글,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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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을 제시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

하는 연구로는 염은열(1993), 김은미(1999), 강혜연(2008), 조하연(2010),

조은정(2017) 등의 연구가 있다. 염은열(1993)은 ‘널리 불려진 노래’라는

고려속요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여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5) 그는 고려속요가 지닌 연행, 향유, 전수의 존재 방식이 ‘이

야기성’이라는 고려속요의 내적 형식을 규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야기

성’은 대중성 확보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야기성을 바탕으로

한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는 대중연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 연구는 고려속요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

으나 고려속요 감상의 구체적 교육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고려

속요를 표현 교육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여 다루게 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은미(1999)는 고려속요에 나타난 해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고려속요

의 교육 내용을 논하였다. 고려속요의 주제 해석 문제와 합성가요적 성

격 문제는 학습자의 상상력 계발과 관련짓고, 성적 해석의 문제는 문학

의 현실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으로 연결 지어 고려속요의

문학교육적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16) 이 연구는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

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강혜연(2008)은 블룸(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 중 ‘정의적 영역’에 기반

을 두고 고려시가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였다.17) 그는 고려시가

경험 교육의 내용으로 ‘심리적 평정 상실의 경험’, ‘언어적 해소 방식의

경험’, ‘인간 본질에 대한 깨달음의 경험’을 제시하였고, 로젠블렛(L. M.

Rosenblatt)의 독자반응모형에 기대어 수업 방법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고전 시가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정의적 영역에 중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가지나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학습자의 실제적 반응과 그에 대한 처치까지는 포괄하지

15) 염은열,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관한 연구-내적 형식의 ‘이야기성’과 그 효과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6) 김은미, 「고려속요의 문학교육적 지도방안: 고려속요에 나타난 해석의 다양성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7) 강혜연, 「고려시가 경험 교육 연구-이별 노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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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조하연(2010)은 문학 감상의 구조를 작품 속 요소, 감상의 과정, 감상자

의 지각과 관련하여 밝히고 교육 내용으로서의 고려속요의 감상적 자질

을 설명하였다.18) 그는 수용자가 작품을 통해 얻어야 할 것들을 절대화,

항목화한 후 문학 감상 구조에 따라 ‘타자의 체험 공유(공감) → 인간의

보편성 인식(탐구) → 태도 변화(반성)’의 3단계로 고려속요의 감상 과정

을 일반화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문학 감상의 위상을 강조하고,

고려속요의 감상적 자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품의 외부 요소인 작품 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사회 문화적 맥락은 고려속요의 감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아

고려속요를 평면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수용

자의 능동적 특성이나 제시한 교육 내용을 적용한 수용자의 반응에는 상

대적으로 덜 주목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은정(2017)은 향유 맥락을 고려한 고려속요 교육을 논하였다. 고려속

요는 민중가요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궁중악으로 연행되었던 특성을

가지므로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교육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충신연주지사

적 관점으로의 접근, 송도․송축적 관점으로의 접근, 위정자들의 현실 인

식과 민풍 교화적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작품 접근 방식을 분류하여 향유

맥락을 고려한 고려속요의 교육적 접근을 논구하였다. 이 연구는 고려속

요의 민요적 특성만 강조하였던 기존 교육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고려속요의 이해 및 감상의 폭을 넓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고려속요 교육에서 학습자 활동을 중심에 둔 연구도 몇 가지 찾아

볼 수 있다. 염은열(2008)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고전 시가의 읽기 방

법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상상력을 도입하여 신문 독자처럼 읽기, 맥락

끌어오기, 건축가처럼 읽기 등의 학습자 중심의 읽기 방법을 제시하였

다.19) 함복희(2016)는 고전 작품의 효율적인 내면화를 위한 방법으로 매

18) 조하연, 「문학 감상 교육 연구-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9) 염은열, 「디지털 시대 고전 시가 읽기」, 『고전문학과 교육』16, 한국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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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스토리텔링을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였다.20) <서경별곡>을 예로 들어

작품을 감상한 학습자의 정서와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통해 스토리텔

링을 할 매체를 선택하고 스토리텔링 내용을 구상하여 작품을 내면화하

도록 수업을 설계하였고, 학습자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드라마 기획, 소

설 등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능동적․주체적

작품 감상에 중점을 두고 시대 변화와 학습자 요구에 맞춰 고전의 현재

가치화․지속화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고려속요 교육 연구는 아직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지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독자의 반응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실정임을 알 수 있다.

3) 독자 반응 중심 감상 교육 연구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속요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독자의 반응

양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교육 방법의 구체적 실천태(實踐態)에 대

한 제안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 문학교육이나 고려속요 이외의

고전문학교육에서 독자의 역할 및 독자의 반응 양상에 주목한 선행연구

를 살펴본 연구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경규진(1993)은 로젠블렛의 독자반응이론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며

독자 중심 문학교육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21) 그는 ‘반응’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

학습자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구체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22)

박정하(2015)는 시적 화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시적 화

교육학회, 2008.
20) 함복희, 「고전문학의 효율적인 내면화를 위한 리딩액티비티 콘텐츠 방안」,『어
문논집』65, 중앙어문학회, 2016.

21)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2) 김천혜, 「수용미학의 흥성과 쇠퇴에 대한 고찰」, 『독일어문학』8, 한국독일
어문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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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되기’로 명명하고 시적 화자 중심의 ‘되기’, 시적 화자-학습자 간 대

화 중심의 ‘되기’, 학습자 중심의 ‘되기’로 감상의 방향을 확장하여 제시

하였다.23) 이 연구는 작품과 관련된 주체의 관점에 서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공통점이 있으나 고전 시가는 현대 시 작품보다 작품과 독자와의

거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므로 시적 화자뿐 아니라 과거

수용자와의 문학적 소통 또한 필요하다. 또 박정하의 연구는 작품 내부

에 머물며 감상하는 것 위주의 연구임에 반해 본 연구는 작품 내부뿐 아

니라 작품 외부 맥락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 능력을 향상하

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민규(2016)는 학습자의 ‘반응’이 작품 해석의 실질적 거점으로 기능한

다고 간주하고, 반응은 다른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되거나 정교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24) 이에 따라 반응 조정 촉발의 주체를

독자 자신, 동료 학습자, 교사 등으로 나누어 학습 독자들이 반응의 조정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해석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여 시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실제적인 학습자의 반응 조정 양상을 고

찰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지만 자기조정, 동

료조정, 교사조정 등의 조정 활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 간의 반응

조정이라는 점에서 현재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당대 수용자와

상호작용을 조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관점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고전문학의 감상에서 현재 독자 사이의 수평적 상호작용만큼 중요한 것

이 작품을 향유한 당대 수용자와의 수직적 소통이므로 현재의 독자뿐 아

니라 당대의 수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반응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강조할 필

요가 있다.

이은홍(2019)은 로젠블렛의 상호교통(transaction)이론에 근거하여 문학

학습에서 반응 공유의 기능을 논하고 학습자 간 문학 감상 공유의 실제

23) 박정하, 「‘시적 화자-되기’를 활용한 한국 현대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5.

24)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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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상을 바탕으로 그 교육적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학습자의

감상문 작성과 그것의 공유 과정의 양상을 살피며 이 과정이 반응의 심

화와 확장을 돕고 학습자가 능동적 독자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밝혔다.25)

이 논의 역시 강민규(2016)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

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독자 간 상호작용과 관련지어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전 작품을 대상으로 독자 반응에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로는 류수열

(2011), 황혜진(2011), 송지언(2014), 이나향(2016) 등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류수열(2011)은 춘향전의 이본인 <우리들전>에 나타난 독자 반응

양상을 ‘확인 및 공감’, ‘외재적 정보 동원’, ‘자기 투사’, ‘계몽’, ‘희화화’로

나누고 독자가 작품 감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를 교육적 관점에서 밝혔다. 과거 독자가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여 현재

독서 과정과 연결 짓고 ‘평비’ 개념의 교육적 부활을 제안하였다.26)

황혜진(2011)은 <협창기문>을 독자 반응을 끌어내는 텍스트로 선정하

여 작품에 대한 해석과 도덕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독자 반응의 양상

을 분석하고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학습자의 도덕적 판단의

형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님을 밝혔다.27)

송지언(2014)은 로젠블렛의 이론에 기반하여 독자의 능동적인 작품 경

험을 강조하고 텍스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이벤트로서의 문학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경규진의 반응 중심 문학교

육 방법을 참고하고 <춘향전>을 제재로 학습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감상 수업을 구상하였다.28) 이 논의는 학습자 반응 중심 교육의 방

법으로 학습자 질문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25) 이은홍, 「학습자 간 문학 반응 공유 양상 연구」, 『국어교육』165, 한국어교육
학회, 2019.

26) 류수열, 「<우리들전>에 나타난 <춘향전> 독자의 반응 양상 연구」, 『국어교
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11.

27) 황혜진, 「<협창기문>의 독자 반응 연구: 작품 해석과 도덕적 평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28) 송지언, 「학습자 질문 중심의 문학 감상 수업 연구-춘향전 감상 수업을 중심으
로」, 『문학교육학』4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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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향(2016)은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생산

하는 수용을 ‘생산적 수용’으로 재개념화하였다.29) 이 연구는 가집의 노

랫말을 대상으로 생산적 수용의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생산적 수용

실태 양상을 분석하여 생산적 수용 교육을 위한 방법적 실제를 제안하였

다. 이는 기존 문학교육에서 강조하였던 ‘해석’의 영역에 대해 ‘수용’의

영역을 설정하고 고전 시가 감상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

았던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설계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맥락과 맞

닿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독자 중심 감상 교육은 이론적 범위

의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노력해왔으나 고

전 시가 교육 영역과 관련된 차별적 방법은 미흡한 실정이며 고려속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독자관점을 활용한

고려속요 감상 교육은 독자 중심 감상 교육의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구

체적 실천 방법의 하나로서 실현한 고전 시가의 교육 방법을 제시해본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에게 감상 자료로 제시할 텍스트는 고려속요 <서

경별곡(西京別曲)>이다. <서경별곡>은 중 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

서에 가장 빈번하게 제재로 등장하는 텍스트이다.30) 고려속요인 <서경별

곡>은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로 시의 내용이 중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비선형성, 여음구, 진솔한 감정

의 표현 등 고려속요 장르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서

경별곡>은 학습자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텍스트이다. 시상 전개에 따

29) 이나향, 「시조의 생산적 수용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0)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12종)에는 가사가 온전하게 전승되는
19편의 고려속요 중 <서경별곡>이 8곳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본 제
재로도 6곳에 수록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조하연, 앞의 글, 2012,
259-2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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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자가 드러내는 정서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별 노래와 다

른 특별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31) 무엇보다 <서경별곡>은 조선왕

조실록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32) 학습자가 독자관점

간 차이를 선명히 대조하며 감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감상 자료는 현대어로 의역한 <서경별곡>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고전

을 감상할 때 겪는 언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주도적인 작품 감

상을 꾀하였다. 학습자에게 제시한 <서경별곡> 원문33)은 아래와 같다.

31) 조하연, 「서경별곡-대동강 건너 떠난 임을 바라보며」,민족문화연구소 편, 고운
기 외, 『한국고전문학 작품론 3』, 휴머니스트, 2018, 160쪽.

32) 傳曰: "宗廟樂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 其餘俗樂如《西京別曲》, 男女相
悅之詞, 甚不可。 樂譜則不可卒改, 依曲調, 別製歌詞何如? 其問於禮曹。 且予旣於
祭時飮福矣。 據何禮文而再設飮福宴乎? 博考古典及祖宗朝故事以啓。" 禮曹啓曰:
"宗廟之樂, 自 ‘熙文’ 至 ‘繹成’, 《保太平》也, 用於迎神及初獻; 自 ‘昭武’ 至 ‘永
觀’, 《定大業》也, 用於亞獻終獻。 各有歌詞, 非男女相悅之俗唱也。 但《定大業》
‘赫整’ 調詞似《滿殿春》, ‘永觀’ 調詞似《西京別曲》, 是以聽之, 近於俗唱。 再行
飮福禮, 則《詩》 《楚茨篇》注云: ‘祭於廟而燕於寢。’ 又曰: ‘於祭旣受福矣, 又燕
於寢者, 將受後祿而綏之也。’ 《家禮》有 ‘受胙’, 又有 ‘餕’。 其曰 ‘受福’, 曰 ‘胙’
者, 卽今祭時之飮福也。 曰 ‘燕於寢’, 曰 ‘餕’ 者, 卽今祭後之飮福也。 再飮福, 明有
古例。"(전교(傳敎)하기를, “종묘악(宗廟樂)의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과 같
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속악(俗樂)의 서경별곡(西京別曲)과 같은 것은 남녀(男
女)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歌詞)이니, 매우 불가(不可)하다. 악보(樂譜)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곡조(曲調)에 의하여 따로 가사(歌詞)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예조(禮曹)에 묻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이미 제사(祭祀) 때에 음복(飮福)
을 하였는데, 어떤 예문(禮文)에 의거하여야 음복연(飮福宴)을 다시 베풀 수 있겠
는가? 고전(古典) 및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
라.")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 215권, 성종 19년 4월 4일 정유 2번째 기사.

33) 학습자에게 제공한 <서경별곡> 텍스트는 『악장가사 주해』와 교사용 주석 교
과서의 해설을 참조하여 현대어로 의역한 것이다. 김명준 역, 『악장가사 주해』,
다운샘, 2004, 186-189쪽 참조.;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교사용 주석 교과서),
2019, 168-169쪽 참조.

서경(평양)이 아즐가34)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새로 닦은 곳인 아즐가 닦은 곳인 소성경(평양)을 사랑합니다마는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이별할 것이라면 아즐가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사랑만 해주신다면 아즐가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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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험은 예비 조사와 예비 실험, 본 실험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예

비 조사와 예비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34) 학습자가 후렴구를 쉽게 구별하도록 후렴구는 서체와 색을 다르게 표기하였다.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끈이야 아즐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천 년을 아즐가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믿음이야 아즐가 믿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습니까?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네 각시 아즐가 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서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가는 배에 아즐가 가는 배에 실었느냐 사공아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배 타고 들어가면 아즐가 배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차수 실험 기간 실험대상 실험 인원 실험 개요

예비

조사
2018. 1

서울 S중

3학년

3개 학급

77명

<서경별곡>에 대한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상반된 평

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조사 (1차시 45분)

예비

실험

1차

2018. 10
서울 D중

2학년

1개 학급

30명

<서경별곡>을 읽고 감

상문 쓰기 (1차시 45분)

* 대조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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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예비 조사․예비 실험의 기간, 대상 및 내용

예비 조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선 시대의 <서경별곡>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보도록 하였다.35) 이는 연

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진

행할 연구의 환경 설정에 있어 지표를 얻고자 한 조사이다. 예비 조사 결

과, 학습자들은 작품의 표현이나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독자관점을 추

론․적용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독자관점의 적

용 과정에서 학습자끼리 자신의 의문을 언어화한 질문을 통해 독자관점

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여36)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질

35) 예비 조사에 제시한 발문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은 <서경별곡>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2. 성리학자들은 고려속요가 왜 음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3. 고려속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리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고 나라의 공식 기록물인 『악장가사』에 <서경별곡>을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
일까요?

36) 예를 들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구슬하고 끈 이야
기는 왜 나오는 거야?’라고 서로 물으며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왜 음란하다는 거지?’라고 자문하거나,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음란하
다고 느끼는 거야?’, ‘왜 헤어지게 된 거야?’라고 학습자끼리 서로 묻고 답하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장면을 수업 중 포착하였다.

예비

실험

2차

2018. 10
서울 D중

2학년

2개 학급

58명

<서경별곡>을 다양한 독자

관점에서 감상하기 수업을

3차시(1차시 45분)로 진행함.

* 활동 순서

① 시적 화자의 관점 →

② 과거 수용자의 관점→

③ 나의 관점

* 각 활동의 단계

① 질문 생성→ ② 답변

구성→ ③ 감상문 쓰기’의

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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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독자관점에 대한 자발적 몰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

고 ‘학습자 생성 질문’을 독자관점 교육의 도구로 삼아 아래의 예비 실험

에 적용해보았다.

예비 실험은 총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

를 통해 고려속요 감상에서 독자관점 교육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

이었다. 예비 실험 1차는 대조군의 성격을 띠는 실험으로 중학교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독자관점 교육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감상 활동으

로만 진행하였다. 대조군 실험 결과, 1차원적인 감상, 공시적 해석에 머

무는 등의 감상 양상을 확인하였으며37)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당대 향유

층의 향유 장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는 양상이 포착되기도 하였으

나38) 의문을 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습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사고

의 촉진․확장을 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교육적으로 시사하였다.

예비 실험 2차는 독자관점을 탐구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설계하였다.

장르와 작품에 대한 교사의 간단한 설명 후 학습자들은 ‘시적 화자의 관

점 → 고려 백성의 관점, 조선 성리학자의 관점 → 나의 관점’에서 작품

을 감상하였다. 각 독자관점에 해당하는 주체에게 궁금한 점을 개인별

질문으로 만든 후 모둠 토의를 통해 중요한 질문을 선정하고 질문의 답

을 구성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독자관점을 적용한 개인별 글쓰기

를 수행하였다. 2차 예비 실험 결과, 학습자들은 대체로 독자관점의 탐구

를 통한 고려속요 감상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

요 감상의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 백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의 부족으로 독자관점의 적

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가 발견39)되었고,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

37) 1차 예비 실험 대상자인 30명 중 작품을 이해하여 유의미한 반응을 작성한 학생
은 21명이었으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서술한 학생은 4명이었고,
<서경별곡>과 요즘 노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단순 나열한 학생이 10
명, 단편적 감상(‘남자가 나쁘다’, ‘사공이 불쌍하다’ 등)을 서술한 학생이 5명, 부
정적 감상을 서술한 학생이 2명이었다.

38) 이별의 이유에 대한 질문(4명), 향유층의 향유 장면에 대한 궁금증(1명), 후렴구
삽입의 이유에 대한 질문(1명) 등이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발견되었다.

39) 아래는 고려 시대 백성의 관점에서 작성한 감상문이나 고려인의 관점이라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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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선 시대 성리학자 관점의 적용 활동에서 주어진 배경지식 자료의

복기 수준에 그치는 감상문을 작성하는 학습자 또한 발견되었다.

본 실험은 2차에 걸친 예비실험 진행 후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

육 활동 내용을 수정하여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실험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2 ] 본 실험의 기간, 대상 및 내용

길만한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서경별곡>은 남녀 간의 사랑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
진 남녀 간의 상황에 대해, 그래서 여자가 매우 슬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와 상황이 비슷하여 하루하루를 슬픔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노래를 들
으면 공감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2-D-3-22]

차수 실험 기간 실험 대상 실험 인원 실험 개요

본

실험

1차

2019. 3
경기 K고

2학년

2개 학급

54명

수정 제작한 학습 활동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자관점

탐구를 통한 <서경별곡> 감

상 수업을 진행

* 감상 순서

① 학습자의 관점 → ②작

중인물의 관점 → ③과거

수용자의 관점(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

→ ④ 새로운 관점의 구성

* 고등학생은 2차시(1차시,

50분), 중학생은 3차시(1차

시, 40분)로 수업을 진행

* 각 활동은 ‘질문 생성

→ 답변 구성→ 감상문 쓰

기’의 단계로 구성

본

실험

2차

2019. 7
서울 D중

2학년

2개 학급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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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감상하는 활동을 첫 번째로, 독자 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한 독자관점의 종합을 마지막 단계로 활동 순서와 내용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자신의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과 다양한 독자

관점을 탐구한 후의 감상 변화를 살피는 것이 작품의 입체적 감상에 더

유익한 설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경별곡>은 시적 화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작품이라는 점, 작품 속 다양한 인물 군상의 관점에

대한 탐구가 작품 감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에 근거하여 ‘시적 화자의 관점’을 ‘작중인물의 관점’으로 수정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고려 시대인의 독자관점은 고려 시대 백성 중 ‘서경인’이라는 실존적 독

자를 상정하여 학습자들이 더 쉽게 독자관점을 취할 수 있게 보완하였

다.40) 그 근거는 <서경별곡>의 배경이 ‘서경’이라는 점과 고려 시대 서

경인에 대한 정보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추상적 대상이 아닌 실존적 수용자를 설정할 때 학습자들이 구체적

으로 당대 수용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정서와 향유 맥락을 구성해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를 추가하여 학습자가 독자관점을 더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

도록 배경지식 자료를 제공하였다. 배경지식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인 ‘중간언어’41)의 제공은 지양하고, 가치 판단이 배제된 사실적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구하며 통시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독자관점 경험의 순서를 ‘학습자 → 작중인물 →

과거 수용자(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 → 새로운 관점의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경별곡>의 중학교에서의 교육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동시에 실험을 진행하여 중등학교 학습자와 고등

40) 예비실험에서 학습자들이 고려 시대 백성의 관점 적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까닭은 고려 시대 백성에 대한 정보가 적고 막연하여, 학습자들이 고려 시대 백
성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없는 까닭이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당
대 수용자의 관점이 되어볼 수 있도록 추상적 독자가 아닌 ‘실존적 독자’를 제시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41) 이홍우,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2008,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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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습자 사이의 비교를 꾀하였다. 이는 예비실험에서 발견된 한계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의 관련성을 살피고자 함이며 독자관점 교육이 학

습자의 지식의 열세를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실험에 참여한 중학생 학습자들은 서울의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 소

재한 중학교의 학생들로 매주 4시간씩 연구자와 국어 수업으로 만나 연

구자와 학습자 사이에 래포가 잘 형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 참여한 고등

학생 학습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로 연구자와

는 본 실험을 위해 일회적으로 만난 관계이며 특별수업의 형식으로 연구

자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지를 바탕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서경별곡>의 감상에 나타난

학습자의 독자관점 탐구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이는 실험 연구방법을

사용한 현장 실험 자료의 귀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학습자의 생성

물을 자료로 삼아 Ⅱ장에서 살필 원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분석하여 학

습자들의 감상이 어떤 양상인지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실험 결

과에 나타난 문제 사례들은 종합하고 유형화한 뒤 이를 Ⅳ장의 감상 교

육 내용 및 교육 방법 도출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어질 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독자관점

의 개념, 고려속요 감상과 독자관점 탐구의 관계, 독자관점 교육에서 학

습자 생성 질문의 역할을 밝혀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속요 감상에 필요한

독자관점의 종류와 학습자 생성 질문을 매개로 한 독자관점의 탐구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각 독자관점의 탐색과 관련된 학습자 생성 질문

의 유형을 제시하고 학습자 생성 질문을 활용한 독자관점 교육의 단계를

살핀다. Ⅲ장에서는 본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서경별곡> 감

상에서 학습자의 독자관점 탐구의 실제 양상과 하위 유형을 살핀다. Ⅳ

장은 Ⅱ장의 이론과 Ⅲ장의 독자관점 탐구의 양상에 근거하여 실제 교육

에 적용할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Ⅲ장에서 서술한 문제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의 설계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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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자관점 교육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하여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것이 문학

감상 교육의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고가 지향하는 독자관점 교육의 본질적 성

격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관점의

개념이 무엇이며 왜 고려속요 감상 교육에서 독자관점에 주목하는가이

다. 먼저 아래의 1절에서는 독자관점의 개념, 고려속요 감상과 독자관점

탐구의 관계, 독자관점 교육에서 학습자 생성 질문의 필요성과 그 역할

을 논구하고자 한다. 둘째, 고려속요 감상에서 독자관점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그 구체적 실현의 원리는 무엇이 있는가이다. 2절에서는 고

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의 종류를 제시하여 각 독자관점의 특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3절은 독자관점 교육의 기반이 되는 학습자 생성

질문의 유형을 독자관점의 종류와 관련지어 고찰하고 독자관점 탐구 교

육의 단계에 대해 논의한다.

1. 고려속요 감상과 독자관점의 탐구

1) 독자관점의 개념

‘관점(stance)'은 주어진 텍스트를 어떤 과정으로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

는 것이다. 독자반응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로젠블렛은 독자와 텍스트 사

이의 상호교통(transaction)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독자관점(reader's

stance)’이란 개념을 내세웠다. ‘독자관점’이란 어떤 물리적 대상을 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가야 하는 것처럼, 독자가 글을 읽을 때 글

의 성격이나 독서 상황에 따라 취하게 되는 관점을 의미한다.42) 로젠블

42) L .M. Rosenblatt, Writing and Reading: The Transactional Theory, Technical
Report No.416,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New York University, 1988,
p.4.



- 20 -

렛 이전에도 독자관점과 관련된 논의는 존재하였으나43) 로젠블렛은 독

자관점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독자관점을 독서의

목적에 따라 정보 추출적 독서(efferent reading)와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로 나누고 정보 추출적 독서와 심미적 독서의 두 관점은 연속체

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44) 로젠블렛이 텍스트에 기반한 독자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독자관점을 언급함에 따라 독자관점은 문학 감

상 교육 연구의 주제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로젠블렛의 독자관점과 관련한 논의는 글을 읽는 목적에 맞게 효과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로젠블렛의 분류에 따르면 고

려속요 감상에 적용할 수 있는 독자관점은 주로 ‘심미적 독서’의 관점일

것이며 때에 따라 ‘정보 추출적 독서’의 관점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로젠블렛이 제안한 독자관점은 문학과 비문학 장르를 망라한

포괄적 개념이므로 문학작품의 감상에서 심미적 독서의 관점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취하여 작품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 안내가 독자

에게 필요하다.

이에 로젠블렛의 논의를 보완하여 작품의 저자인 ‘작가’의 관점에서 감

상하는 것을 제시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에릭과 소냐(Eric & Sonya,

2009)의 ‘작가를 위한 독자(A reading-for-the writer reading event)’와

‘작가처럼 읽기(Reading like a Writer)', 멕권 외(Mckeown et al., 1993)

의 ‘글을 수정하는 사람의 관점(reviser's eye)', 이향근(2013)의 저자로서

43) 작품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경꾼(onlooker)'(Harding,1937), 혹은 ‘관찰자
(spectator)'(Britton, 1970) 등의 독자관점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독자관점은 작
품을 감상하는 독자가 현실 세계에서 취해야 할 행동 제약을 제거하고 작품과 독
자 사이에 조용한 장소(Quiet Place)를 제공하여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정이나
반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Lee Glada and
Lauren Aimonette Liang, "Theory and Research into Practice: Literature as
Experience or Looking for Facts: Stance in the Classroom",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38, No. 2, 2003, p.270.

44) L.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8, 김혜
리․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문학작품의 상호교통이론』, 서울: 한국문화
사, 2008.; 여기서 비심미적 독자는 정보 지향적 독자이고, 심미적 독자는 문학작
품의 독자와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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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서입장을 세워 ‘저자에게 질문하기(QtA)'가 이에 해당된다.45) 그러

나 깊이 있는 문학작품의 감상을 위해서는 작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

한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학작품의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

소는 텍스트에 관여하는 ‘주체’이다. 하나의 텍스트에는 작가, 독자, 작중

인물 등 많은 주체가 관여하는데, 고전의 경우에는 과거의 독자 또한 감

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체이다. 독자는 작품 감상 과정에서

이들과 소통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야우스(Hans Robert Janß)는 작품의

수용을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s, Erwartungshorizont)의 재구

성’으로 설명하였다.46) 야우스는 가다머(Gadamer)의 사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기대지평 개념을 문학 이론에 도입했다. ‘기대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와 그 한계를 의미하며, 작품을 수용할 때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 수용자의 이념, 심미감, 기대 등

이 이에 포함된다.47) 여기서 기대지평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는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과

정에서 당대의 가치와 정서에 리얼리티를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는 대상을 보는 현재의 지평이 고려 시대의 지평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독자・과거 수용자 각각은 자기 나름대로 ‘기대

지평’을 지니고 있기에 독자는 고전 작품 당대의, 저자의, 작품에 누적된

과거 수용자의 ‘기대 지평’들을 재구성해야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48)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지평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지평, 즉 현재 우리가 대상을 보는 방식의 일면성을

인식하며 두 가지 지평을 통합하는 ‘지평융합(fusion of horizon,

45) J. P. Eric & L. A. Sonya, “Situating Reader Stance Within and Beyond the
Efferent–Aesthetic Continuum”,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49:1, 2009;
M. G. Mckeown & I. L. Beck & M. J. Worthy, “Grappling with Text Ideas：
Questioning The Author”, The Reading Teacher 46(7),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3; 이향근, 「국어교육학: 시 텍스트 이해 학습에서 “저자에게 질
문하기 방법(QtA)”의 적용」,『새국어교육』9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46)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88쪽.
47)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32쪽.
48)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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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verschmelzung)’49)이 이루어져야 한다. 텍스트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작품의 다양한 지평과의 대화 과

정을 통해 지평의 융합을 이루는 활동이며, 이는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를 독자관점의 유형으로 삼아 각 관점에서 학습자가 작품을 감상하

도록 하는 방법이 문학작품 감상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감상이 다양한 지평과의 대화라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해당 지평을 지닌 주체의 관점에서 작품에 접근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이것을 해당 독자관점의 적용이라 볼 수 있다. 독자관점의 적용은

해당 주체의 정서, 가치관, 태도 등을 탐구하여 그 주체의 관점에서 작품

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체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Guattari)의 ‘-되기/생성(devenir)’ 개념50)과

관련지어 설명해볼 수 있다. ‘되기’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 기표

들, 주체들을 분자적 다양체로 보고, 그 다양체들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

들을 추출해내는 것이다.51) 즉 ‘되기’란 하나의 양태가 자신을 규정하는

요소들의 배치를 벗어나 다른 배치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52) ‘되기’

는 “다른 삶으로의, 바깥으로의 이행”53)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박정하(2015)의 ‘시적 화자-되기’ 연구에서도 독자가 문학텍스트 속 인물

을 형상화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스스로 존재를 넘어선 새로운 존

재가 되는 경험이며 이것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되기’라고 주장하였

다.54) 즉 시적 화자의 관점을 취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되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독자관점의 적용은 해당 주체의 처지에서 관점을 형성

하며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 기표, 타자들 가운데 부분들을 추출

49) H. 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J.C.B. Mohr Verlag, 1960,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2-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12, 193쪽.

50)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452쪽.

51) 이정우, 『천 하나의 고원』, 돌베개, 2008, 210쪽.
52) 곽영순,「후기구조주의와 들뢰즈 철학」 , 『질적 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
육』, 교육과학사, 2009, 215-216쪽.

53) 이정우, 위의 책, 166쪽.
54) 박정하, 앞의 글,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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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배치로의 이행인 ‘되기’의 실현이다. 고전시가의 감상에서

‘되기’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고전과 독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

감의 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김흥규(1992)는 고전문학 감

상의 접근법으로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문화적 지평을 고려하여 고전을

감상하는 ‘역사적 원근법’을 주장55)하였다. 그러나 조희정(2006)은 역사

적 원근법이 학습자가 처한 ‘지금-여기’의 문제의식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고전 텍스트의 감상법으로 작품과 학습자 사이의 심리

적 실재인 ‘시공간적 거리감’의 활용을 주장하였다.56) 시공간적 거리감은

학습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품과의 독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창작 시기가

현재와 가까운 ‘잡가’보다 몇천 년 전의 ‘고려속요’를 더 가깝게 느낀

다.57) 시공간적 거리감의 조정은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

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자”58)를 학습자가 직접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독자관점을 적용한 작품 감상은 고전 작품을 둘러싼 타자와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사이의 연결을 발견하고, 그것의 추출과

새로운 배치로의 이행을 통해 ‘되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독자관점 교육은 공감(empathy)을 기반으로 한다. 미드(Mead, 1934)는

공감을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였으며 공감의 구성 요소로 역할수행(role-taking)을 강조하

고, 공감의 과정은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지적인 기제라는 점

을 분명히 부각시켰다.59) 토이와 배트슨(Toi& Batson, 1982) 또한 타인

의 정서적 상태에 관한 역할을 취해보도록 지도한 성인들에게서 공감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60) 작

55) 김흥규,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 『현대비평과 이론』3, 한신문
화사, 1992.

56) 조희정, 「고전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
육학회, 2006, 86쪽.

57)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103쪽 참조.

58) 위의 글, 92쪽.
59)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48-49쪽.
60) Toi, M. ,& Batson, C.D. More evidence that empathy is a source of altr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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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감상 과정에서 다양한 독자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이나 가

치를 잠깐 내려놓고 역할수행의 과정을 통해 작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타자의 정서, 가치관에 대한 공감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여기서 공감이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방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로저스(Rogers)는 공감을 “다

른 사람의 내적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

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그 사람

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61)로 정의하며 공감의 대리적 특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공감이 학습자가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대

리 체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시의 감상은 정서 체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독자 자신의 위치뿐 아

니라 텍스트에 관여하는 다른 주체의 관점에서도 작품을 감상해보는 ‘1

인칭의 체험’이 중요하다.62) 독자관점을 적용한 감상은 작품 속 다양한

인물, 작가, 작품의 다른 수용자를 상상적으로 재현하며 각 주체의 관점

이 되어보는 것이다.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둘러싼 다른 주체

의 관점에서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텍스트와 각 독자관점에 대한 이해

를 높여 자동으로 서로서로 강화하는 효과63)를 얻을 수 있다. 역할 놀이

를 하는 아이가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것처럼 자신의 독자관점에 몰입하면

학습자는 텍스트 내부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고,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

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작품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정서와 사고를 경험하게 되며 각 독자관점 간 거리 조정

을 통해 지평융합을 이루고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982, pp.
281-292. (위의 책, 50-51쪽에서 재인용.)

61) C. R. Rogers,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Vol.3), New York; Mcgraw-Hill, 1959, pp.210-211.(박성희, 위의 책, 56
쪽 재인용.)

62) 김정우, 「시 교육과 언어 능력의 향상」,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의 쟁점과 전
망』, 도서출판, 월인, 2001, 58쪽.

63) 이성영, 「초등 읽기 지도의 한 방안: ‘처럼 읽기’를 중심으로」, 『독자연구』23,
한국독서학회,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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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독자관점’에 주목하여 고려

속요의 감상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독자관점(reader's

stance)'은 텍스트 감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관점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독자관점 교육은 텍스트를 둘러싼 다

양한 주체의 관점을 탐구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려속요의 감상과 독자관점 탐구의 관계

고려속요 감상 교육은 다른 고전 시가의 감상보다 교육 내용의 선정에

큰 어려움을 가진다. 왜냐하면 고려속요는 일정한 미적․구조적 특징을

공유하는 ‘장르’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속요’는 다양한 성격의

작품이 모인 군집이며, 다소 느슨한 형식적 규격을 가지고 있다.64) 김학

성(1997)은 고려속요를 “민속가요(민요․불가․무가)의 본래적 성격과 그

로부터 일탈하여 속악 가사로서의 악장적 성격을 아울러 갖게 되는 독특

한 장르”65)로 정의하였다. 김흥규(1999)는 고려속요를 다양한 작품들의

군집으로 정의하고, 이를 변개가 적은 민요 기원의 노래, 민요이나 심하

게 개작, 윤색된 노래, 궁중 창작가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66) 고려

속요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고려 시대의 시가 가운데 주로 민요에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잔치나 행사

에 사용되었던 시가를 가리킨다.(중략) 주로 민요에서 생겨난 작품이 많은

만큼 고려속요의 가사에는 남녀 간의 사랑, 삶의 애환,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중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

로 한 일부 작품들은 조선 시대의 학자들이 남녀상열지사로 규정하여 배격

하기도 하였다. 고려속요는 장 또는 연이 나누어져 있고 여음[후렴구]이 나

64) 서철원, 「고려속요의 어조를 통해 본 장르 관습의 양상」, 『한국시가문화연
구』21, 한국시가문화학회, 2008, 223-244쪽.

65) 김학성, 「속요란 무엇인가」, 국어국문학회편, 『고려속요․악장 연구』, 태학
사, 1997, 19쪽.

66) 김흥규, 「고려속요의 장르적 다원성」,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97-1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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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한 줄을 이루는 토막 수는 세 토막[3음보]이 흔

하다.67)

‘주로 민요에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잔치나 행사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

교과서의 서술은 김학성, 김흥규의 주장을 대체로 융합하여 수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고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 선상에서 현전하는 고려속요

를 ‘주로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특정 목적과 역

할을 염두에 두고 개작이 이루어진 노래이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

지 성격을 달리하는 두 왕조에 걸쳐 향유되었던 장르’로 정의하고자 한다.

고려속요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긴 시간 향유된 대중가요이

다. 현재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고려속요는 창작 초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며 수용과정에서 개작된 형태이다. 현전하는 고려속요는 두

왕조에 걸쳐 향유되는 동안 수용자의 요구에 맞게 여러 번 개작이 더해

졌으므로 수용자가 창작한 ‘수용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고려속요는

민요에서 비롯됐으나 고려 시대에 궁중 가악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원

래의 형태를 다듬고 첨삭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 시

대 들어와서 문헌에 오를 때 또다시 변화를 겪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 마주하는 고려속요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품 창작자의 중층성과

수용자층의 이질적 특성이다. 고려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

려속요를 향유한 수용자층의 사고와 취향은 조선 시대에 고려속요를 향

유한 수용자층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고려속요의 감상에는

고려인들의 기대 지평과 조선인들의 기대 지평, 현재 독자의 기대지평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려속요에는

민간 여항에서 고려속요를 향유하던 수용자와 고려 궁중에서 고려속요를

향유하던 수용자, 조선 궁중에서 향유하던 수용자 등 다양한 주체의 취

향과 사고가 작품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속요는

작품의 창자와 청자가 직접 마주하며 연행되었던 장르이므로 청자의 성

향과 취향, 가창자와 청자의 심리적 상태 등이 작품에 더 많이 반영될

67) 김종철 외, 중학교 국어 5, 천재교과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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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학습자는 고려속요의 이질적 수용자층의 기

대지평을 탐구하며 고려속요의 깊이 있는 감상을 실현할 수 있다.

브루너(Bruner)는 학자와 학습자들이 하는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

일함을 주장하였다. 문학 평론가와 학습자 모두 시를 읽으면서 하는 일

의 본질은 동일하며 그 차이는 하는 일의 “종류(種類)”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지적 활동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68) 여기서 일의 본질이 동일

하다는 것은 학자들이 하듯 각각 관련 현상을 ‘탐구’한다는 뜻이다.69)

브루너는 물리학을 예로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물리학적

안목을 이미 가진 사람과 물리학적 안목으로 현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려

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일은 결코 할 수 없지만 물리학을 배운다는 것

은 물리학적 현상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

는 것이며,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아

가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70) 고전 문학 감상 교육에도 이와 동

일한 논리를 적용해볼 수 있다. 이미 문학적 안목을 가진 학자와 문학적

안목으로 작품을 보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동일한” 일은 결코 할

수 없지만 작품을 통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상태”

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고전문학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연구자가

하는 일과 같은 활동을 학습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전문학교

육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독자관점의 탐구는 고려속요 감상에서 학습

자가 학자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교육적 장치가 될 수 있

다. 문학 연구자들이 작품을 연구하는 과정 또한 각 독자관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리 체험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경별곡>의 화자의 행위에 주목하여 “이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별로 인한 파란을 최소화하고 삶을 다시

시작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71)이라는 분석은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68) 브루너 J.S.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Harvard Univ. Press,1960), 이
홍우 역, 브루너 교육의 과정(서울: 배영사, 1973), 68쪽.(이홍우 앞의 책, 2008,
49-50쪽 재인용)

69) 이홍우, 앞의 책, 44-45쪽.
70) 이홍우, 앞의 책, 46쪽.
71) 조하연은 이러한 화자의 행위를 ‘사후과잉확신편향’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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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또한 <서경별곡>에 드러난 생활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여 <서경별곡>의 근원적 창작자가 도시 평민층 및 직업적 예능인

임을 살피고 속요 감상을 통해 이들의 정서, 사유, 미의식을 탐구한 것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이다.72) <서경별곡>의 창작을

당대의 서경 차별에 따른 서경인들의 문화적 대응방법으로 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예전 관계로의 전환을 호소하는 것”73)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려

시대 서경에 거주하는 귀족의 관점에 서서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개경

의 귀족들이 지니는 서경(평양)에 대한 심상 지리를 바탕으로 <서경별

곡>의 정서를 버림받은 여성의 비련, 못다 이룬 사랑이 주조74) 등으로

분석한 연구는 고려 시대 개경 귀족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유학적 관점에서의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작품의

표층적 의미를 유학의 가악관과 합치하는 덕목과 관련된 심층적 의미로

전환하여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고려속요를 수용했을 것이라 분석75)하거

나 <서경별곡>의 내용이 조선 시대에 금지하려던 중혼, 축첩, 적서 문제

와 충돌할 수 있으며, 보상받지 못하는 정절을 표현하여 조선왕조가 강

조하였던 수절과 거리가 있으므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문제시했을 것이

라고 바라본 것76)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마지

막으로 고려속요를 “초시간, 초공간에 존재하므로 거리감이 적게 느껴져

폭넓은 공감대와 친근감을 형성하며, 오늘날의 현재적 미의식에 가장 가

까운 시가 문학이다.”라고 평가하거나77) “욕망과 감정을 드러냄과 동시

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말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조하연, 「<서경별곡> ‘타들
면’ 구절의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에 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17, 한
국문학치료학회, 2010, 176-181쪽.

72) 박혜숙, 「<서경별곡> 연구의 쟁점」,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
회,『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298-299쪽.

73) 이정선, <서경별곡>의 창작배경을 통해 본 신(新)해석」, 『한국시가연구』27,
한국시가학회, 2009, 15쪽.

74) 김창원, 「고려 시대 ‘평양’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고려속요의 서정- 「서경별
곡」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어문』47, 국제어문학회, 2009, 186-187쪽.

75) 김문태, 「고려속요의 조선조 수용양상-성종, 중종조의 고려속요 비판을 중심으
로」, 『한국시가연구』5, 한국시가학회, 1999, 188쪽.

76) 강미정, 「고전문학: 가족제도로 본 <서경별곡>의 남녀상열지사론」, 『겨레어
문학』26, 겨레어문학회,2011, 19쪽.

77) 성기옥․김은미, 「고려속요의 문학교육적 지도방안- 고려속요에 나타난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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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정의 순화를 지향하는 고려속요의 건강함에서 작품의 현재적 의의

를 찾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 감상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속요인 <서경별곡>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 또한 다양한 독자관점에서의 감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자관점을 탐구하며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것이 연구자와 동

일한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준다.

독자관점을 탐구하며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것은 고려속요 텍스트와 고

려속요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포괄하여 작품을 통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고려속요는 작품의 창자와 청자가 직접 마주하며 연행되었

던 ‘현장성’을 가진 장르이기에 작품 향유층의 성향과 취향, 심리적 상태

등이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독자는 고려 시대 향유층의 취향과

사고의 흔적을 고려속요 텍스트 내부에서 찾을 수도 있고, 조선 시대 향

유층의 취향과 사고를 고려속요 텍스트와 고려속요의 수용사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특히 고려속요의 향유층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당대 향유층의 작품 체험에 내재한 고려속요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그 작품 체험을 향유층의 현실 인식과 연관하여 볼 수

있게 한다.78) 문학 텍스트가 창작되는 당대를 살아간 인간들의 삶의 양

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 수용사는 각 역사 단계에서의 인간의 삶을

함유한다.79) 또 고려속요의 이질적 수용자층의 기대지평을 탐구해나가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고려와 조선 시대 향유층의 정서와 취향을 공시적․통시적으로 탐구

하고, 그 탐구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속요가 현대 사회 및 현대 문학과

연결되는 관계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작품 감상 능력을 신장

하고 문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속요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고려속요의 생산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 감상의 바탕을 마련하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3,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1999, 8쪽.

78) 이승남, 「고려속요의 향유공간」, 『고려속요의 문학사회학』, 경운출판사, 1993,
91쪽.

7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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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있다. 독자의 반응은 텍스트와의 지속적인 교통(transaction)을

통해 텍스트를 관통하며 이루어져야 한다.80) 독자관점 탐구를 통한 작품

의 감상 활동은 앞서 언급한 독자관점의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해당 독자관점에 서서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것은 독자반응이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독자의 무정부적 반응

을 줄일 수 있으며,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텍스트를 통한 반응으로 이끄

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려속요의 감상에서 독자가 자신의 감상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지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3) 독자관점 교육에서 학습자 생성 질문의 역할

학습자가 각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고 할 때, 그 인물에

대해 막연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는 각 독자관점의 정서와 가치관을 구

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질문은 학습자의 구체적 상상

을 돕는다.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존재와 무』에서 질문은 인간이 세계

에 탐구적으로 관계하는 원초적 행위라고 밝혔다.81) 텍스트를 감상하며

질문을 생성하는 활동은 학습자와 텍스트가 견인하는 새로운 세계 사이

의 관계 맺음을 이끈다. 또 질문은 의문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텍스

트를 감상하며 촉발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질문의 답을 탐구하

도록 이끌어 독자관점의 구체적 형상화를 도울 수 있다.

기존의 교수․학습 과정은 교사의 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 문학 감상 교육이 학습자의 능동적 감상 과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학습자 생성 질문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학계에

서도 국어 교과뿐 아니라 사회, 과학, 수학 교과 등 타 교과에서도 질문

관련 선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82) 교육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는

80) L.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앞의 책, 2008, 27-32쪽.
81) 노에 게이이치 , 무라타 준이치 , 와시다 기요카즈 , 기다 겐 ,『현상학사전』,
도서출판b, 2011, 371쪽.

82) 타교과에서 질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일, 개념
언어화를 위한 질문 방법 , 『사회과교육』43-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주웅영, 「초등 사회과 역사탐구를 위한 질문 형성 활동의 특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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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화두로 학습자 참여 수업의 방편으로서 질문이 주목받고 있다.83)

이는 지식의 습득보다 지식의 운용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학 사전은 “생성력 있는 질문의 형성과

그 해답의 방식이야말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교육 내

용”84)이라고 서술하며 질문의 가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모두 학

습자를 지식 생성의 주체로 간주하는 구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학습자 생성 질문은 발문, 자기질문(self-questioning)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발문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

사가 학습자에게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질문 형태의 발화이다. 특히 국어

과 교수학습에서의 발문은 “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하는 말로 언어적인

표현․ 이해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교수․학습을 안내, 촉진,

점검하기 위하여 하는 말”85)을 뜻한다. 교육학의 질문전략 논의에서 자

주 등장하는 ‘자기 질문(self-questioning)’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질문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의미하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내용에 한정되는 좁은 의미를 지닌다.86) 학습자 생성 질문은

‘자기 질문’의 의미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과교육연구』21(2),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4; 김성근, 여상인, 우규환, 「과
학 수업에서의 학생 질문에 대한 연구(Ⅰ)-학생 질문을 강화한 수업의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19-3, 한국과학교육학회, 1999; 이숙경. 「학생의 질문을
강화한 소집단 과학 수업의 효과 : 중학교 1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
의 운동' 단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아, 「고차적
질문 생성 전략이 초등 과학 수업에 미치는 효과」, 『생물교육』36(4), 한국생
물교육학회, 2008; 나미영, 조형미, 권오남, 「미래학교 수학교실의 교육 방법론
에 대한 탐색 :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학생들의 질문 만들기를 중심으로」, 『수
학교육』56-3, 한국수학교육학회, 2017.

83) 현직 초등교사, 중등교사들은 질문에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의
방법과 결과를 책으로 펴내기도 하였다. (하브루타수업연구회, 『질문이 있는 교
실-초등편, 미국 명문대 재학생의 30%를 차지한 유대인 공부법 하브루타』,
경향BP, 2015; 유동걸, 『질문이 있는 교실』, 한결하늘, 2015; 양경윤,『교실이
살아있는 질문 수업』, 테크빌 교육, 2016; 장성애 외, 『질문과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교실』, 매경출판, 2016.)

8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4, 674쪽.
85) 이수진, 「초등학교 읽기 수업의 발문 범주 체계 연구-교과서 분석을 중심으
로」, 『청람어문교육』26,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34쪽.

86) 백지현, 「학생질문 생성 전략을 활용한 시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교
육』38, 한국어문교육학회, 2009,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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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상정하는 학습자 생성 질문이란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의 이

해와 감상을 위해 생성한 ‘탐구질문(Queries)’으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체험과 관련지어 스스로 생성한 질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탐구질문(Queries)’은 벡과 멕권(Beck & Meckwon, 2006)의 용어로서

이들은 질문을 단순질문(Questions)과 탐구질문(Queries)으로 분류하며

탐구질문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단순질문은 독서 후 학습자의 이해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의 형태로서 의미구성이나 텍스트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활용을 지양하고, 독서 활동 중 의미구성

을 돕는 탐구질문(Queries)을 독서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87) 정리하자면

탐구질문은 학습자가 독서과정 중 텍스트에 몰입하여 생성하는 질문이자

텍스트의 의미구성을 돕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텍스트의 해석은 텍스트가 해석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며,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서술

내용의 이면을 파고들어야 한다.88) 특히 시공간적 거리감이 고전문학 감

상 과정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학습 독자가 고전 텍스트와 대

면하여 던지는 ‘질문’에 주목해야 한다.89)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문답법’을 제안하며 질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진리를 알고 있는 교사가 능숙하게

물음을 던져 학생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90) 즉

교수자의 유의미한 질문으로 인해 인식된 학습자의 의견과 가치를 진리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자가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는 교

수법으로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교사의 유의미한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제기하지 않은 질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91) 교사의 질문은 학습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질문 생성을

87) I .L. Beck, M. G. Mckeown, Improving Comprehension with Questioning
The Author, New York：Scholastic, 2006. (이향근 ,앞의 글, 231쪽 재인용.)

88) H. G. Gadamer, 앞의 책, 임홍배 역, 285쪽.
89) 조희정, 앞의 글, 2006, 87쪽.
90) 김동광, 「소크라테스문답법의 교육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21, 한국교육
사상연구회, 2007, 76-77쪽.

91) 양미경, 「질문의 교육적 의의와 그 연구 과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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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생략되므로 그것을 학생의 것으로 내면화하

기는 어렵다. 교수자의 질문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질문이 학습자

의 능동적인 작품 감상 행위를 촉발할 수 있다.

딜런(Dillon)은 교사의 질문인 발문은 학습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그들의

생각과 말을 침체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학습자 중심의 질문 생성을

강조하며 교사는 질문 대신 진술, 신호, 침묵, 학생 질문 등 비질문적 대

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2) 유대인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

(havruta) 또한 학습자의 질문을 강조한다. 하브루타는 유대인 가정 내의

토론형식 학습 방식을 교실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

리어 ‘하베르(haver)’를 어원으로 하며, 친구와 같이 학습하는 형태를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93) 쉽게 말하면 짝을 지어 질문하고 학습

하는 교육방법이다. 하브루타 수업의 기본은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하브루타는 주어진 텍스트의 확장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최소 두 명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재하고 있다.94)

질문 생성의 효과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초인지 이론, 스키마 이론, 능동적 처리 이론 등의 연구는 자기질문

(self-questioning) 생성을 통한 읽기 능력 향상을 검증하고 그 생성 전

략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만

든 질문이 교사의 질문보다 독해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높은 수준의 질

문은 높은 수준의 이해를 이끈다.95) 특히 왕과 존스(Wong& Jones,

1982)는 학습자 생성 질문이 텍스트 이해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텍

스트의 핵심 내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고, 자신의 질문과 답변

을 되돌아보는 자기 질문 훈련은 학습자의 독해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

며, 스스로 질문하도록 훈련받은 학생들은 훈련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92) J. T. Dillon, 김정효 역,『토론학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7,
121-122쪽.

93) 김보경,「유대인의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
문』 21, 기독교학문연구회, 2016, 82쪽.

94) 위의 글, 83쪽.
95) B. Y. L. Wong, Self-Questioning Instructional Research: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55, No 2, 1985, p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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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대해 월등히 좋은 이해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96)

이처럼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질문 생성 활동은 학습자의 능

동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으며, 독해력을 높일 수 있고,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감상 능력을 신장시킴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생성

한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므로 이는 의미 있는 교육적 사

건이다.97) 무엇보다 질문은 학습자의 현재 이해 수준을 보여준다.98) 이

는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 상태를 인지․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에

게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해주어 학습자의 감상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독자관점 교육에서 학습자 생성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과

독자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텍스트의 깊이 있는 감상을 이끈

다. 학습자는 자신의 내적 층위에 있던 의문을 언어화하여 외적 층위의

질문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각 독자관점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자각하고

사고 행위를 자극한다.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질문은 자연스레 답을 찾

는 행위를 유발하며 사고의 확장을 이끌고,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스스

로가 설득되는 효과를 가져온다.99) 즉 자신이 생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렇듯

질문 생성은 학습자의 능동성100)을 이끌고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 확장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반응을 돕는다.

특히 학습자 생성 질문은 텍스트에 대한 환기(evocation)와 교류

(transaction)를 일으키는 자극이 된다.101) 이러한 자극은 학습자가 텍스

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에 더 쉽게 몰입하도록 돕는다. 즉 해당 독자

96) B. Wong & W. Jones, Increasing Metacomprehension in Learning
D isabled and Normally Achieving Students through Self-Questioning
Training,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August 1982, Vol.5(3), pp. 231, 238.

97) 송지언, 앞의 글, 2014, 258쪽.
98) 이진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학생 질문’의 활용 방안 탐색」,『학습자중
심교과교육연구』16(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회, 2016, 232쪽.

99) 김현섭,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한국협동학습센터, 2015, 18-19쪽.
100)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2006, 452쪽.
101) 백지현, 앞의 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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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고, 그 질문의 답을 학습자 스스

로 찾는 과정에서 각 독자관점에 대한 몰입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 활동은 지식과 이해를 형성하므로

많은 학습자가 감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고전문학의 깊이 있는 이해

를 돕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문학 감상의 방법으로

학습자 질문 생성 활동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의 방법적 도구로 ‘질문’을 활용해볼 수 있다.

2.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의 종류

독자와 고려속요 텍스트의 지평융합을 위해서는 고려속요와 관련된 다

양한 주체의 기대지평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속요의 지평을 마

주하는 가장 효과적인 독자관점은 크게 1차적 관점과 관점 간 대화·교섭

을 통해 구성된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관점은 학습자의 관점과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점 간 대

화·교섭을 통해 구성된 관점은 포용적으로 구성된 관점, 선택적으로 구

성된 관점, 창조적으로 구성된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1) 1차적 독자관점

1차적 독자관점은 독자관점 교육 활동에서 학습자가 고려속요 감상을

위해 1차적으로 경험하며 탐구하는 독자관점이다. 이는 독자관점 교육

활동에서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독자관점으로 학습자는 1차적 독자관점

을 탐구하며 작품 감상의 깊이를 더해나가게 된다. 1차적 관점은 학습자

의 관점과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으로 나뉜다.

(1) 학습자의 관점

첫 번째 관점인 학습자의 관점은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의미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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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집중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관점이

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 등 학습자의 기대지평에 기반

을 두고 작품을 감상해보는 것이다. 작품 감상 과정에 무의식적으로 작

용하던 자신의 관점을 ‘학습자 관점’으로 대상화하여 탐구하는 과정을 통

해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하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상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

에 주목하거나 자신의 직․간접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를 도출한

다. 학습자의 관점은 학습자 개인이 지닌 정서적 민감성, 지식수준, 경험

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이 각 학습자 감상의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학

습자 관점의 탐구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기대지평 안에서 작품을 읽고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작품과 대면하며 작품과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느끼고 살펴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때의 문

학 소통은 학습자와 텍스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2) 작중인물의 관점

시인은 주제와 정서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화자’를 내세운다. 화자는

시인이 가진 타자의식의 소산이자 내면의식의 투사이며, 독자는 시를 화

자에 의해 선택된 가치 있는 하나의 자족적 세계로 경험하며 해석을 완

성해야 한다.102) 작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시의 정서에 공감하기 위해

서는 먼저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려속요는 앞서 살펴봤듯이 비선형적인 특징을 지녀 작품의 화

자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작품이 많다. 대표적으로 <서경별곡>은 시적

화자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작품이다. <서경별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작품의 화자를 여성 단일 화자의 목소리로 보는 관

점이 우세한 편이나 여성과 남성의 복수 화자의 목소리라는 관점, 각기

다른 여성 복수 화자의 목소리로 보는 관점도 있다.103) 이처럼 <서경별

102) 정끝별, 「현대시 화자(persona)교육에 관한 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
구』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171-172쪽.

103) 박노준(1990), 최미정(1999), 양태순(2005) 등의 학자는 <서경별곡>을 단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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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시적 화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에 본고는 시적 화자를 대신할

개념으로 ‘작중인물’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자 한다.104) 작중인물이란 작

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의미하며, 작중인물의 관점이 되어보는 것은 작품

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이 되어보는 것을 뜻한다.

작품의 풍부한 감상을 위해서는 작품의 발화자인 ‘화자’의 목소리뿐 아

니라 작품 속 주변 인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작

품 속 주요 인물뿐 아니라 작은 목소리를 지닌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그

의 관점에서 감상하는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작중인물의 관점은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서보기 전 단계의 관점이다.

이는 고려속요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와 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중인물의 정서를 온전히 체험해보는 독자관점

이다. 작품과 관련된 추가적 배경지식 없이 작품 내부 요소에 기반하여

온전히 작중인물의 관점이 되어보는 것이다. 작중인물의 내면 탐색은 텍

스트 내면화의 필수조건이다.105) 작중인물의 관점을 취해보는 것은 학습

자들이 시의 정서와 시적 상황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다. 학습자가 텍스트 내부에 오래 머무르며 감상해보는 관점이라는 점에

서 작중인물의 관점을 세우는 활동은 이후 텍스트 외부와 관련지어 감상

하는 과거 수용자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성화자의 노래로 주장하나, 여증동(1973)은 <서경별곡>의 제1․3연은 여자의 노
래이고 제2연은 남자의 노래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김창룡(1990), 허왕욱(2003)은
여증동의 견해를 약간 수정하여 그의 견해를 계승하였다. 한편 박진태(1994)는 3
연이 각기 다른 여성 화자의 노래라고 주장하였으며, 임주탁(2004)은 고려 당대
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 지어 <서경별곡>은 집단 화자의 노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1연과 제2연은 서경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인들의 목소리, 3연은 고려 정
부군과 대치하던 서북인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하였다. 양태순,「<서경별곡>의 종
합적 고찰」, 『국어국문학』139, 국어국문학회, 2005, 213-218쪽 참조.

104)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까닭은 <서경별곡>의
구성이 비선형적이고, 어조, 구조, 미의식적 면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김명준,
<서경별곡>의 구조적 긴밀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8, 한국시가학회,
2000, 59-78쪽 참조.

105) 김효정, 「문학수용에서의 공감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8쪽.



- 38 -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은 주 인물인 떠나는 남자와 붙잡는

여자, 그리고 주변 인물인 뱃사공이 있다. 떠나는 남자의 관점은 이별을

주도하는 그의 관점에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구현해보는 관점이다. 붙잡

는 여성의 관점은 이별의 상황에 처한 인물로서 자신의 의지와 달리 사

랑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 등의 시적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뱃사공의 관점은 남녀의 이

별을 바라보는 제3자의 관점에서 시적 상황을 구현해보는 것이다.

(3) 과거 수용자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은 학습자가 고려속요를 향유했던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서 고려속요를 감상해보는 것이다. 작품 내부에서 작품 외부로 시

선을 돌려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서보는 것이다. 고려속요는 수용자가

작품의 개작에 직접 참여하며 창작에까지 개입한 경우이므로 작품의 제2

의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 당대 수용자와 조선 시대 수용자의 관점에 서

서 그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려속요는 민요

적 기반을 가진 동시에 상층에서도 향유된 장르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

에서 민간의 노래가 상층에 유입되었고, 그것을 포괄하려는 상층의 의도

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려할 때 고려속요의 가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

다.106) 이는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볼 때 가능하며,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취하여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속요에 켜켜이 누적된 향

유층의 욕망과 생각을 읽고 이후 다시금 작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학습자의 관점은 학습자의 경험과, 작중인

물의 관점은 텍스트 내부 감상과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는 관점이라면

과거 수용자의 관점은 학습자에게 제공된 배경지식 자료의 이해를 바탕

106) 조만호(1996)는 악장으로서의 고려 속요는 의례에 적합하도록 보편적 성정에
기반하여 ‘양식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려 속요
개별 작품의 의미는 민중적 정서와 궁중의 정서를 아우르는 양식화의 과정을 고려해
야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조만호, 「고려가요의 정조와 악장으로서의 성
격」,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고려가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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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텍스트 내부와 텍스트 외부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

<서경별곡>의 감상에 필요한 과거 수용자의 관점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이 있다.

①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

첫 번째 수용자의 관점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이다. 고려인은 고려

속요가 대중적 인기를 끌며 널리 향유되었던 시대의 수용자층이다. 학습

자는 고려인의 관점에 서서 당대인으로서 어떤 취향과 정서, 사회 문화

적 맥락을 바탕으로 고려속요를 향유하였는지, 고려속요를 좋아하는 이

유와 노래를 듣고 느낀 정서에 대해 폭넓게 상상해볼 수 있다.

<서경별곡> 감상에 있어서 고려인의 관점은 고려 시대 서경인으로 구

체화해볼 수 있는데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서 방점은 ‘서경인’에 있

다. 학습자들이 고려 시대 수용자 중 서경인의 관점이 되어 <서경별곡>

을 감상하는 것이다. 기존의 문학 감상교육에서 과거의 독자는 추상적

존재로만 다루어졌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때도 고려 시대 사람,

조선 시대 사람 등 시간적 구분에 따라 단순히 정의되는 막연한 존재였

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독자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상이한 세

계의 밀착을 위해서는 시간뿐 아니라 공간까지 고려한 개인의 실존적 삶

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 가장 객관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고

려인의 삶은 역사적 자료가 많이 존재하며,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서경’

에서 살아가는 서경인의 삶이다.

서경(西京)은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개경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였다. 고도(古都)인 평양은 일찍이 군사상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고

려 초 서경으로 승격하면서 개경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 풍류의 장소로

서 기억되었다.107) 정지상의 한시 ‘서도(西都)’108)에서 서경은 깨끗하게

107) 염은열, 류수열, 최홍원,『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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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된 도시이자 풍류의 도시로 묘사된다. 또한 서경은 개경인들의 여흥

을 위해 마련된 기생집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듯 개경에 대한 부차적 도

시109)이자 개경 귀족의 놀이처․휴식처로 부각되었다.110) 당시 서경은

고구려의 고도라는 정치적 긍지와 예술적 전통이 대단하였으며 시인 묵

객이 드나들고 기예를 갖춘 명인과 명기(名妓)들로 가득한 예술의 고향

이었다.111) 이러한 도시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고려 시대 서경인은 농민

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땅과 결속

되어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장사 등의 다른 일을 하며 번화한 도시

에서 살아가던 도시의 평민이다. 농민은 생산의 구체적 현장인 토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였지만 도시 평민층인 고려 시대 서경인은

도시의 시정공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였다. 도시의 상업

적 분위기와 유흥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 기분과 태도, 감정은 토지

에 밀착된 농민층에 비해 현저히 향락적이며 소비적인 성향을 지닌

다.112) <서경별곡>에 드러난 정서 또한 사랑에 대한 적극적 감정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요의 소박한 사랑의 감정과 크게 다르다.113) 이

는 도시 평민층의 생활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속

요의 층위를 형성 배경에 따라 민요적 층위와 시정적 층위로 나누기도

하는데 ‘서경’이라는 도시적 유흥공간에서 그곳의 일원인 관기(官妓)․관

비(官婢)․무녀(巫女)가 공연했던 <서경별곡>은 시정적․유흥적 성격이

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14) 따라서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

2019, 168-169쪽.
108) 紫陌春風細雨過/ 輕塵不動柳絲斜/ 綠窓朱戶笙歌咽/盡時梨園弟子家 (번화한 거

리에 봄바람 보슬비가 지나간 뒤/ 가벼운 티끌조차 일지 않고 버들가지 늘어졌
네/푸른 창 붉은 문에 들려오는 노래연주/ 이 모두가 이원제자(당나라 현종이
이원(梨園)에 악부를 설치하고 남녀를 모아 음악을 가르친 것에서 온 것으로 개
경 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서경인들을 의미함)의 집이라네. 권오경,
「남호 정지상의 시세계 연구-상도지향과 서도회귀를 중심으로」,『문화와 융
합』23, 한국문화융합학회, 2001, 6쪽.

109) 이정선, 앞의 글, 20-21쪽.
110) 염은열, 류수열, 최홍원, 앞의 책, 169쪽.
111) 권오경, 앞의 글, 5쪽.
112) 박희병, 「고려속요의 민중정서」, 『민족문학사강좌』 상, 창작과 비평사, 1994,

107쪽.
113) 위의 책,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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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중세 봉건 도시의 시정적 분위기에서 배태된 서경인들의 독특한

정서와 미적 취향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115)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동

강’의 이미지이다. 고려 시대 서경인들에게 대동강은 이별과 송별의 장소

였다. 그들에게 대동강은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었으며 엄청나게 먼 거

리이자 영원한 이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116) 고려 시대 민요를 기반으

로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제의 「패강가」, 정지상의 「송인」등

의 한시를 살펴보면 대동강변의 풍경은 생동하는 자연의 조화로움보다

친구, 이성,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서경인들의 애틋한 정한을 담

고 있다.117) 특히 ‘해마다 대동강에 눈물이 더해진다(別淚年年添綠派)’고

한 「송인」의 마지막 구의 표현을 통해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로 인식되

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독자관점을 학습자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학습자는 좀

더 쉽게 해당 독자관점에 몰입할 수 있다. 학습자는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서 당대 서경인들의 사랑과 이별의 사건을 상상해보고 노래에 구

현된 내용이 그들에게 어떤 정서와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을지 상상해볼

수 있다. 또한 서경이 수도인 개경에 비해 제2의 도시의 성격을 띠었다

는 점, 풍류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경인들이 생각하는

서경의 의미를 <서경별곡> 속 표현, <서경별곡>의 향유 태도와 관련지

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대동강’이라는 시어가 서경인에게 주는 의미

와 일으키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②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

두 번째로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이다. 고려속요 감상의 관점 중

114) 정출헌,「고려속요의 층위와 그 전승양상- 여말선초 시가사의 구도에 유의하
여」, 『민족문학사연구』13,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198쪽.

115) 위의 글, 199쪽.
116) 박노준,「<서경별곡>의 구조와 화자의 태도」, 『고려속요의 연구』, 새문사,
1990, 281쪽.

117) 이정선, 앞의 글, 23쪽.



- 42 -

하나로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상정할 수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

했듯 고려속요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성종조와 중종조

에 고려속요를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음사(淫詞)’로 규정하며 문

제시하였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은 고려속요의 생산적 수용자라

고 볼 수 있는 그들이 조선 건국 초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고려속요를 건국 100여 년 후인 성종 조에 와서는 ‘음사’로 비판하며 금

지하고자 했던 이유를 고찰해보는 관점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왕실 혹은 유흥적 공간에서 고려속요를 향유했던 이유도 그들

의 관점에 서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고려속요 장르의 복합적 특성을

고찰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조선 시대 성

리학자가 되었다고 상상하고, <서경별곡>을 감상하며 조선 시대에 <서

경별곡>이 수용되는 맥락을 경험해볼 수 있다. 조선 성리학자의 관점에

서 노래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들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고려속요가 존속한 이유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래의 주제는 무

엇인지 등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탐구해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성리

학자의 관점에서 감상하는 것은 고려속요의 수용사를 살펴보며 학습자들

이 고전문학 담론의 구체적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정치적 통제, 이념 과잉으로 인한 왜곡된 해석, 현실적 필요성 등의 다양

한 요소가 하나의 갈래의 성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할 수 있

어118) 통시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지평을 이해해야 하지만 역사적 지평을 확보하는 방식

은 자신의 관점을 어떤 역사적 상황 속으로 옮겨 놓는 방식이 아니다.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상황 속에 함께 들어가 우리 자신

이 타인의 처지가 되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타자성을 이

해할 수 있다.119) 타인의 처지가 되어본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개인적 특

수성과 상대방의 개인적 특수성을 극복하여 더 높은 보편성 속으로 고양

118) 조하연, 앞의 글, 2012, 234쪽.
119) H. G. Gadamer, 앞의 책, 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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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취하여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구성해보는 과정은 학습자가

과거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

습자는 역사적 타자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구성된 독자관점

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구성된 독자관점이란 학습자가 앞서 제시한

1차적 독자관점의 탐구 경험을 종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독자관점을 말

한다. 이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한 독자관점이라는 점에서 1차적

독자관점과 차이가 있다.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

의 관점을 탐구하는 과정 중 학습자 내부에서는 각 독자관점 사이에 대

화와 교섭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학습자의 관점과 작중인물의 관점 사

이에 대화와 교섭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습자의 관점과 과거 수용

자의 관점 사이에 대화와 교섭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며, 학습자, 작중인

물, 과거 수용자의 관점 사이의 대화와 교섭 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학

습자는 이러한 관점 간의 대화·교섭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독자관

점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독자관

점의 구성 방법에 따라 포용적으로 구성된 독자관점, 선택적으로 구성된

독자관점, 창조적으로 구성된 독자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포용적으로 구

성된 독자관점은 둘 이상의 독자관점을 모두 포용하여 구성한 독자관점

으로 학습자의 관점과 작중인물의 관점을 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 학습

자와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 학습자와 작중인물

과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모두 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선택적

으로 구성된 독자관점은 둘 이상의 독자관점을 종합하면서 독자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선택적으로 구성한 관점으로 학습자와 작중인물의 관

점을 선택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학습자와 과거 수용자의 관점

을 선택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학습자,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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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을 선택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

적으로 구성된 독자관점은 둘 이상의 독자관점을 그대로 포용하거나 어

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제3의 새

로운 독자관점을 구성한 것이다. 창조적으로 구성된 독자관점 역시 학습

자와 작중인물의 관점을 창조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학습자와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창조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학습자와 작

중인물,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창조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구성된 독자관점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상 과

정을 돌아보면서 형성하는 관점이기에 관점 형성과정에 학습자의 초인지

적 사고가 작용한다. 초인지적 사고는 사고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조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목적성과 탈자아를 기반으로 한다.120) 학습자가 새

로운 독자관점을 구성할 때 초인지적 사고 작용이 일어나 떠오르는 생각

들을 질서화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을 깨고 감상을 확장하게 된다.

이 독자관점은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실천한 경험과 각 관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독자관점을 종합하여 학습

자가 주체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가 목표하는 문학

감상 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3. 학습자 생성 질문을 매개로 한 독자관점의 탐구

이 절에서는 독자관점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자관점

의 탐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의 유형을 독자관점의 종류와 관련지어 제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속요 감상에서 이루어지는 독자관점 탐구 교육

의 단계를 논구할 것이다.

120) 박영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MeFOT모형과 질문생성기법」, 『MeFOT 창
의인성연구』1, MeFOT창의인성학회, 201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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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자관점에 따른 학습자 생성 질문의 유형

질문의 유형은 주로 인지적 영역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는 질문

이 앎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사고와 관련 깊은 것으

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 감상 과정 중 학습자가 생성하

는 질문은 인지적 영역 혹은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질문으로 명확히 구

별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대답의 양상

에 따라 인지적 영역의 질문일 수도, 정의적 영역의 질문일 수도, 혹은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복합적으로 묻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인지적

수준에 따라 나눈 질문 유형의 위계적 분류 또한 실제 문학 감상 과정

중 일어나는 학습자의 인지과정을 고려하지 못하기에 비판받았다.

대표적으로 송지언(2014)은 위계적 질문 분류를 비판하며 질문이 향하

는 방향에 따라 텍스트 지향 질문과 독자 지향 질문으로 질문의 유형을

나누었다.121) 문학작품의 감상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교섭 과정이므로

텍스트와 독자를 질문 유형을 나누는 요소로 고려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문학교육에서 학

습 독자의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텍스트 요인, 독자 요인, 맥락 요

인을 꼽을 수 있다.122)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은 맥락의 영향을 받으므로

텍스트와 독자뿐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를 둘러싼 맥락도 감상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의미한다. 질문의 유형 역시 학습자의 반응을 결정하는 3

요인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에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을 문학 감상을 위한 질문 유형을 나누는 3번째 요소로 삼을 수 있

다.

크리스텐베리와 켈리(Christenbury & Kelly, 1983) 또한 텍스트, 독자,

맥락을 3요소로 삼아 비위계적 질문 분류인 ‘원형 질문 제시 전략

(Questioning Circle Strategy)’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문학작

품을 감상하며 생성할 수 있는 질문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1) 송지언, 앞의 글, 2014, 253-283쪽 참조.
122) 진선희, 「학습독자 반응 연구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연구 방향」, 『문학교육
학』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95-3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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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원형 질문 제시 전략123)

이 체계는 3개의 원과 그 원들이 중첩된 4부분으로 질문제시 영역을 나

누었다. 3개의 원은 서로 다른 영역이나 실제를 나타내는데 각 원은 질

문의 특정 인지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을 가리킨

다.124) 각 원은 ‘텍스트’, ‘독자’, ‘맥락’을 의미하며 각각 텍스트를 나타내

는 원은 사태나 소설의 주제와 관련한 질문, 독자를 나타내는 원은 학생

의 경험이나 가치관 사고 등과 관련된 질문, 맥락을 나타내는 원은 작품

속 사태와 관련된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작품이나 문화에 대

한 경험이나 역사, 개념 등과 연관성 있는 질문이 해당된다.

본고는 송지언(2014)과 크리스텐베리와 켈리(Christenbury & Kelly,

1983)의 논의를 참고하여 텍스트’, ‘독자’, ‘맥락’을 질문 유형 분류의 주요

요소로 삼고, 학습자 생성 질문의 유형을 독자 지향 질문, 텍스트 지향

질문, 맥락 지향 질문으로 나누었다. 독자 지향 질문은 크리스텐베리와

켈리가 제시한 도표의 영역 4, 7에 해당하는 질문이며, 텍스트 지향 질문

은 영역 1에 해당하는 질문, 맥락 지향 질문은 영역 6에 해당하는 질문

이다.125) 특히 3개의 원이 모두 중첩된 중심 중첩 부분인 영역 7은 본

123) 그림 속 괄호 안의 내용(텍스트, 독자, 맥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추
가로 기재하였다. 변홍규, 『질문제시의 기법』, 교육과학사, 1996, 258쪽.

124) 변홍규, 위의 책, 256쪽. 이하 ‘원형질문제시 전략(Questioning Circle Strategy)’
에 대한 논의는 같은 책 256-258쪽을 참조하였다.

2
1

3

4

7 56

사태, 문제

(텍스트)
개인적 실제

(독자)

외적 실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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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목표로 삼는 최상위 수준의 질문이며 학습자가 독자관점의 종합

후 생성하기를 기대하는 질문 유형이다. 각 유형의 질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텍스트의 의미구성을 돕는 탐구질문에 해당하며 질문 생성 순서에

따라 논의의 시작을 위한 개시 탐구질문(Initiating queries)과 개시 탐구

질문에 연쇄되어 생성할 수 있는 질문인 후속 탐구질문(Follow-up

queries)으로 나눌 수 있다.126) 이상에서 논의한 학습자 생성 질문의 유

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학습자 생성 질문의 유형

(1) 학습자의 관점과 독자 지향 질문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① 작품의 내용을 자

신의 삶과 연관 짓거나 ② 자신의 감상 과정을 점검하거나 ③ 작품의 가

치를 자신과 관련지어 판단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때 독자 지향 질문

은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독자 지향 질문이란 독자 자신과 관련지어 생성하는 질문으로 감상의 내

면화와 관련된 심미적 질문이나 텍스트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평가적 질

문을 말한다.127) 독자 지향 질문의 생성은 ‘나는~’ ‘나라면~’, ‘내가 ~라면’

등의 1인칭 주어를 사용한 문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핵심 어

구는 질문의 대상이 자신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다. 특히 ‘~라면’이

125) 본 연구는 원형 질문의 영역 중 2번, 3번, 5번 부분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 영역들은 텍스트와 중첩된 부분을 가지지 않기에 작품 이해와 관련 없는 탈맥
락적 질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26) 이향근, 앞의 글, 231-232쪽 참조.
127) 송지언, 앞의 글, 2014, 269-273쪽.

주요 요소

사고의 순서
텍스트 독자 맥락

선
텍스트 지향 질문

(개시 탐구 질문)

독자 지향 질문

(개시 탐구 질문)

맥락 지향 질문

(개시 탐구 질문)

후
텍스트 지향 질문

(후속 탐구 질문)

독자 지향 질문

(후속 탐구 질문)

맥락 지향 질문

(후속 탐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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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어미의 활용은 학습자 자신에게 대입하는 질문을 생성하도록 자연

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왜’, ‘어떻게’ 등의 부사나 ‘어떤’ 등의 관형

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답의 생성을 이끄는 열린 질문을 생성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작품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

은 ‘그렇다’, ‘아니다’의 단순 답변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나는 왜 이 작품에 공감하는가?’라고 질문을 생성하면 공감하

는 이유를 서술하게 되면서 작품 감상에 독서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풍

부한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독자 지향 질문 중 평가적 질문은 텍스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전제로 성립하며 텍스트 외적 지식을 일정한 정도로

갖추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질문에 해당된다. 128)

(2) 작중인물의 관점과 텍스트 지향 질문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텍스트 내부에 대한 궁금증

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텍스트 지향 질문은 텍스트에 중심을 두

고 있는 질문으로 ① 텍스트 내용의 이해와 관련된 질문, ②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의 추론과 관련된 질문 등 주로 텍스트

내부와 관련된 질문이다. 텍스트 지향 질문은 2인칭인 ‘당신’을 주어로

설정하여 생성한다. 이는 학습자가 질문의 대상이 되는 독자관점의 주체

를 구체적 실체로 느끼고 질문을 생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해당 독자관

점의 주체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학습자의 다양한 질문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중인물의 정서, 작품에 드러난 행동의 이

유, 생략된 텍스트 내부 맥락에 대한 의문 등을 상대와 대화하듯 다양하

게 풀어낼 수 있다. 학습자는 텍스트 지향 질문의 생성과 그에 대한 답

변의 구성을 통해 작중인물의 특성, 가치관 등을 탐구하며 작중인물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가능한 다양한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할

수록, 또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텍스트의 불확정 부분에

대한 추론적 질문을 생성할수록 작중인물의 관점이 되어 작품을 감상하

는 것에 효과적이다.

128) 송지언, 앞의 글, 2014,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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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수용자의 관점과 맥락 지향 질문

맥락 지향 질문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질문이다.

여기에서 맥락은 과거 수용자의 고려속요 향유 맥락을 의미한다. 텍스트

와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텍스트 맥락과 관련하여 확장된 질문이 맥락 지

향 질문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작품을 향유하던 당대의 상황과

분위기와 관련한 질문, ② 당대인의 가치관이나 작품에 대한 당대인의

정서와 관련한 질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맥락 지향 질문 역시 과거

수용자인 고려 시대 사람이나 조선 시대 사람의 관점이 되어보기 위함이

므로 질문의 언어 형식은 텍스트 지향 질문과 마찬가지로 2인칭인 ‘당신

은~’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맥락 지향 질문은 과거 수용자의 향유 장면을

묻는 말이므로 ‘어떻게, 왜, 언제’ 등의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거의

향유 맥락을 풍부하게 상상해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수용자의 정서나 가

치관을 구성해보는 것이 과거 수용자의 관점이 되어 감상하는 것에 핵심

적 역할을 하므로 ‘지금’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고려속요에 대한 생생

한 평가, 심정을 답변으로 구성하도록 이끌 수 있다. 맥락 지향 질문 생

성 시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제공된 배경지식의 활용이다. 배경지식은

학습자가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계로서 작용하

여 사고의 확장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맥락 지향 질문은 주어

진 배경지식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바탕

으로 과거 수용자의 향유 맥락을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학습자 생성 질문을 매개로 한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

앞서 살펴보았듯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의 탐구는 학습자 생성

질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질문 생성이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질문의 유형에 대응하는 독자관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독자관점은 고려속요 감상에 적용된다. 또한 학습자는 이

질적인 독자관점을 적용한 감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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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이 절에서는 질문 생성의 단계를 밝힌 선행연구와 앞서 살펴

본 독자관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려속요의 감상에서 독자

관점 탐구의 단계를 기술할 것이다.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는 질문 생성

을 통한 독자관점의 탐색, 감상문 쓰기를 통한 독자관점의 적용, 독자관

점 간 대화·교섭을 통한 독자관점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1) 질문 생성을 통한 독자관점의 탐색

각 독자관점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관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

다. 독자는 독자관점의 해당 주체에게 궁금한 점을 다양한 질문으로 생

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독자관점을 탐색한다. 질문 생성을 통한

독자관점의 탐색은 딜런(Dillon)의 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딜

런(Dillon)은 질문 생성의 국면(moment)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하위의

세부적인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질문 생성의 단계는

시작 조건의 형성(start condition), 질문하기(asking), 대답(answering)찾

기, 새로운 학습(Q-A proposition)으로 나뉜다.129)

먼저 1단계인 시작 조건의 형성은 텍스트 감상을 통한 새로운 것의 지

각과 그로 인한 인지적 부조화이다. 이때 느끼는 당혹감, 곤란함은 학습

자 내부에 질문을 발생시킨다. 2단계인 질문하기(asking)는 앞서 발생한

당혹감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는 단계이다. 이는 질

문하는 분위기(interrogative mood)와 그것의 언어적 구조화(verbal

formulation)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대답(answering) 찾기 단계는

학생이 자기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방법을 결정하여 대답을 찾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질문 활동의 결과(sequela)로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구성한 답변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기존의 지식은

해체되고 새로운 지식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지식은 ‘질문과

응답으로 형성된 명제(Q-A proposition)’이며 여기에 이르면 학습자는

129) 이하 질문 생성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J. T.
Dillon, Questioning and teaching: a manual of practice, london: Helm, c1988,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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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시 과정의 첫 단계로 돌아가 후속 질문의 생성을 시작할 수 있다.

위의 단계를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의 탐색에 적용하면 우선

학습자는 고려속요를 감상하며 새로운 것을 지각하게 된다. 고려속요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낯선 대상이며, 학

습자는 이로 인해 인지적 부조화를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한 당혹감, 곤란

은 학습자 내부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독자관점의 탐색 과정에서 생성

되는 질문은 다양한 수준의 질문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독자관점

에 대한 단순 정보를 묻는 말에서 시작하여 독자관점의 정서, 가치관을

묻는 질문으로 질문의 층위와 수준이 상이할 것이다. 일단 학습자들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질문을 선별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감상하며 각 독자관점의 주체에게 궁금

한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도록 학습자를 이끈다. 또한 질문 형

식을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인지적 부조화로 인한 당혹감을 질문 생성으

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 잠재 층위에 존재하는 질문들을 외적 층위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동료 학습자 및 교사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작중인물에게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학습자 자신에게는 독

자 지향 질문을, 과거 수용자에게는 맥락 지향 질문을 다양하게 생성한

다. 각각의 질문은 개시 탐구질문에서 시작하여 그것과 연속성을 가진

후속 탐구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후속 탐구질문은 학습자들의 깊이 있

는 사고 활동을 돕고 부분적으로 획득한 의미를 텍스트 의미와 관련지어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130) 독자관점 탐색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질

문의 생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학습자 간 질문의 선별 과정과 공유 단

계를 마련할 때 가능하다. 먼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생성한 뒤

동료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질문을 선별하고 공유하도록 한다면 독자

의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돕는 유의미한 질문이 생성될 수 있다.

질문 생성의 다음 국면인 답변 구성 활동은 텍스트에 내재된 정보와 새

롭게 알게 된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답변의 구성은 주어를 1

130) 이향근, 앞의 글,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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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인 ‘나’로 설정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인칭 주어 ‘나’는 학습자가 각

독자관점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장치이다. 이러한 답변 구성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각 독자관점을 구체화하게 된다.

질문 생성이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답변 구성

활동은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텍스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곱씹어 읽고, 그 의미를 음

미하며 자신의 배경지식․경험과 관련짓는 의미 구성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답변 구성 활동 역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 배경지식 등의 차이로 학습자는 홀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습자는 각자 생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개인적

으로 형성해본 후, 학습자 상호 간 서로의 답변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

해 답을 풍부히 하고 독자관점을 보다 선명히 구체화할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문학은 언어 예술이기에 대화의 속성을 지니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되므로 학습자 개인의 반응은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그 의미를 공유해 나갈 때 변화․재형성되

어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131) 학습자 간 상호 소통은 개인 학습자의 의

미구성을 도울 수 있고, 주관적 반응에 객관성을 확보해준다. 질문에 대

한 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각 독자관점의 정서와

그들을 둘러싼 맥락을 경험하며 새로운 지식의 형성을 이루고 새로운 질

문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 질문 생성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작품 감상에 필요한 독자관점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진다.

(2) 감상문 쓰기를 통한 독자관점의 적용

질문 생성과 그에 대한 답변 구성을 통해 학습자는 독자관점을 구체화

하게 된다. 하지만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만 그

친다면 이는 독자관점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학습자

131) 김미선, 「질문전략을 활용한 학습자 상호작용 중심 문학수업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학』97, 한국언어문학회, 2016,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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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롭게 생성한 질문들은 그 층위가 혼재되어 있고 질문 간의 관계

또한 파편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각 독자관점을 적용하고 메

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성한 질문과 구성한 답변을 종합

하고 작품의 경험 내용을 질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독자관점에

서 한편의 글을 써보는 활동은 작품 경험을 질서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자신의 반응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조직하여 언어 형식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독자관점을 텍스트와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상문 쓰기를 통한 독자관점의 적용 단계

는 독자관점 탐색 단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각

독자관점에 동화(同化)되는 작용이 일어난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보는 것은 자신의 감상을 객관적으로 대

면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작중인물의 관점에 서서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는 것은 작중인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정서를 체험해보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과거 수용자인 고려 시대 서경인이나 조선 시대 성

리학자의 관점에서 글을 써보는 것은 독자가 인지적 괴리를 크게 느꼈던

지점을 해소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해당 주체의

가치관을 고려하고, 그들이 고려속요를 감상하며 떠올렸을 생각과 정서

를 상상하여 한 편의 글로 써보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질문과 그

에 대한 답변 구성 과정을 통해 이해했던 독자관점의 자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독자관점에서의 감상문 쓰기 활동은 학습자의 정서적 반

응을 강화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의식적 반응까지 포착하여 작품의

내면화를 강화할 수 있다.132)

(3) 독자관점 간 대화·교섭을 통한 독자관점의 종합

이 단계의 학습자는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고려속요를 감상했던 앞선 단

계의 경험을 종합하며 학습자 스스로 감상 과정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된

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각 독자관점에 이화(異化)되는 경험도 할 수 있

132)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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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 사이의

충돌 국면을 마주한 순간 학습자 내부에서는 독자관점 간 활발한 대화와

교섭 작용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한 경험을 종합

하여 자신만의 관점을 새롭게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작

품의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 관점을 적용한 처음의 감상

과 독자관점 탐구 활동 이후 변화한 감상 내용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 스

스로 자신의 감상을 조정하고 확장해나간다. 학습자는 독자관점 간 공통

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 작품을 종적․횡적

으로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으며 ‘나’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타자’

도 발견할 수 있다. 독자관점의 종합은 각 독자관점에 대한 공감적 태도

뿐 아니라 평가적 태도도 형성하게 한다. 이는 독자관점에 대한 메타적

인식의 형성을 의미하며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구

성하고 작품을 전유할 수 있다. 이상의 독자관점 탐구의 순서와 단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

1. 학습자의 관점 2. 작중인물의 관점 3. 과거 수용자의 관점

- 독자관점의 탐색

- 독자관점의 적용

→ - 독자관점의 탐색

- 독자관점의 적용

→ - 독자관점의 탐색

- 독자관점의 적용

⇓

4. 독자관점 간 대화․ 교섭을 통해 구성된 독자관점
- 독자관점 간 대화․교섭

- 독자관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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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경별곡> 감상에서 독자관점의 탐구 양상

앞서 Ⅱ장에서는 고려속요를 둘러싼 주체에 따라 독자관점의 유형을 분

류하고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서경별곡> 감상에서 독자관점의 탐구 양상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독

자관점 탐구 활동에 나타난 고려속요의 감상 유형을 나누어 그 변별적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실험에서 얻은 학습 활동지 결

과물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할 것이다.

본 실험은 중학교(D중)와 고등학교(K고)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굳이 학

교급이 다른 두 학교에서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활

동의 비교를 통해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 감상 교육의 중학교

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

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감상은 그 깊이나 반응의 양과 질에 큰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133)

학습자에게 제공한 학습 활동지는 크게 4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활동지는 학습자의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부에는 고려속요 장르에 대한 간략한 소개134)와 <서경별곡>

의 현대어 의역으로 제공하였다.135) 활동지 후반부는 작품을 읽고 떠오

133)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Ⅲ장 4절에 서술하였다.
134) 학습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고려속요의 특성을 개조식으로 제시하였다.

- 고려 시대의 노래 중 주로 민요에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노래
- 고려속요, 고려 장가, 속요라고도 함.
- 일반 백성들의 노래가 고려 궁중 음악과 조선 궁중 음악으로 수용됨.
(고려 민간→ 고려 궁중→조선 궁중)

- 고려~조선 시대까지 오랜 시간 향유되면서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
라 원작을 수정․ 개작함.

- 주로 민요에서 생겨난 작품이 많은 만큼 고려가요 가사에는 남녀 간의 사랑,
삶의 애환,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그대로 담김.

- 장 또는 연이 나누어져 있고 여음[후렴구]이 나타나는 형식을 가짐.
- 우리 글자가 없어 기록되지 못하고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헌에 기록됨.

135)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고려속요에 대한 장르 지식이 없었고, 고등학교 학습자
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시리>를 감상한 적이 있으나 고려속요와 시조를
헷갈리는 등 고전 시가 작품에 대한 장르 지식을 명확히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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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질문을 적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생성

하는 질문은 앞서 언급한 질문 중 ‘독자 지향 질문’에 해당한다. 학습자

가 자신의 경험, 생활과 관련지어 작품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생성하거

나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 감상, 평가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도록 한

후 <서경별곡>에 대한 감상을 간단히 적도록 하였다.

두 번째 학습 활동지는 작중인물의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인물을 ‘떠나는 남자’, ‘붙잡

는 여자’, ‘뱃사공’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 인물에게 궁금한 점의 질문 생성, 선택한 인물의 관점에서 답변 구

성, 선택한 인물의 관점에서 글쓰기로 구성하였다.136) 이때 생성하는 질

문은 ‘텍스트 지향 질문’으로 시 속 상황과 관련된 궁금증, 인물의 특징

에 대한 궁금증, 인물의 말과 행동과 관련된 궁금증, 인물의 정서와 관련

된 궁금증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하도록 유도하

였다.

세 번째 학습 활동지는 학습자들이 <서경별곡>의 과거 수용자인 고려

시대 서경인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이 되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정보를 구성하였다. 이 정보들은 고려 시대 도시인 ‘서경’과 서경에

사는 백성에 대한 것,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의 풍경에 대한 간단

한 정보와 성리학자의 말, <서경별곡>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이유에

대한 사실적 자료로 이루어졌다.137) 학습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아래와 같

다.

에 중학생, 고등학생 학습자 모두에게 고려속요 장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136) ‘작중인물 관점’ 되기에 해당하는 학습지 발문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속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
어봅시다.
1-1. 내가 선택한 작품 속 인물(해당 인물에 ○표시)
1-2. 작품 속 인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기
2. 여러분이 선택한 인물의 관점에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채워봅
시다.

3. 1,2의 활동을 바탕으로 선택한 작품 속 인물의 관점에서 글을 써봅시다.
137) 배경지식으로 제시한 자료는 학자의 해석 혹은 평가가 반영된 ‘중간언어’를 지

양하고 역사적 사료의 제시나 역사적 사실의 서술로 구성하였다.



- 57 -

* 고려 시대의 ‘서경(西京)’은? * 서경(西京)에 사는‘ 평민’은?

- 제2의 도시

 : 수도인 개경에 버금가는 크고 깨

끗하게 단장된 도시

- 상업 도시 

- 풍류(유흥)의 도시

 : 국왕, 개경의 귀족들이 놀러 와서 연회  

   (파티)를 즐김.

- 도시에서 장사, 수공업 등을 하며 삶.

  (농촌의 농민이 아니라 ‘도시 평민’) 

- 농민과 달리 토지와 밀착된 생활을 하  

  지 않음. 

- 잔치, 연회를 위한 ‘예능인’(악공, 기녀 등)  

  도 많음.

* 서경인에게 ‘대동강’이란?

- 이별과 송별의 장소

- 크고 넓어 건너기 힘든 강 

 

[ 표 4 ] 배경지식 자료1- 고려 시대 서경인

[ 표 5 ] 배경지식 자료 2- 조선 시대 성리학자

*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의 풍경 * 성리학자의 말
- 충(忠), 효(孝), 예법(禮法)을 중시

- 노래는 ‘도(道)’를 담고 있어야 함.

- 남녀의 자유연애 금지, 서로 내외(內   

  外) 해야 함.

- 남녀 간 물건을 주고받을 땐 서로의 손이  

  닿지 않게 광주리에 담아서 주고받음

- ‘음악은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    

  이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 버리는    

  것이다.’ (문종실록 12권 2년(1452년), 3  

  월 12일 1번째 기사)

- ‘<서경별곡>과 같은 것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이니, 매우 불가(不可)

하다.’ (성종실록 215권, 19년(1488) 4

월 4일 2번째 기사)

-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 같은 것은 음란    

  한 음악과 같으니, 역시 혁파하여 쓰    

  지 않아야 한다.(중종실록 29권, 12년   

  (1517) 8월 29일 3번째 기사)
* <서경별곡>은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

<서경별곡>은 성리학자의 반대에도 궁중에서 한동안 공연되었고, <악장가사>와 같

은 국가 공식 문헌에도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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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둠별로 고려 시대 ‘서경인’ 혹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에게 궁

금한 점을 질문으로 생성하고 각 관점에 서서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이 단계에서 생성하는 질문은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맥락 지향 질

문’에 해당한다. 그 후 학습자들은 고려 시대 서경인 혹은 조선 시대 성

리학자의 관점에서 <서경별곡>을 추천하는 글을 쓰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였다.138)

마지막 학습 활동지는 <서경별곡>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감상한 경험을 비교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자세히 서술하게

하고, 독자관점 탐구 활동 전과 후의 작품에 대한 감상, 평가 등의 변화

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다양한 독자관점을 탐구한 경험을 종

합하여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도록 구성하였다.139)

Ⅲ장 하위 각 절의 내용은 “1. 독자관점 탐색을 통한 관점의 형성”의

경우 학습 활동지 1~3단계의 질문 생성, 답변 구성 문항의 결과물로부터,

“2. 독자관점 적용을 통한 텍스트 의미의 확장”의 경우 1~3단계 학습 활

138) [선택1]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서 감상하기
1. 고려 시대의 ‘서경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봅시다.
2. 모둠원이 함께 질문 생성 및 답변 마련 후 고려인들이 고려속요를 좋아
했던 이유에 대해 토의해봅시다. (☞ 모둠활동지)

3. 주어진 자료와 모둠 활동에서 생성한 질문, 답변을 바탕으로 고려 시대 서
경인의 관점에서 <서경별곡>을 추천하는 글을 써봅시다. (추천이유를 꼭
서술해주세요.)

[선택2]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감상하기
1. 조선 시대와 ‘성리학자’에 대한 정보를 읽어봅시다.
2.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서경별곡>과 관련하여 조선 시대 ‘성리학자’에게 궁
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질문에 답해본 후 성리학
자들의 <서경별곡>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에 대해 토의해봅시다.
(☞모둠 활동지)
3. 앞선 모둠 활동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 성리학자가 되어 <서경별곡>의 공연
을 금지하도록 설득하는 글을 써봅시다. (반대하는 이유를 꼭 서술해주세요.)

139) 1. <서경별곡>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작품 속 인물, 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에서 감상해본 후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자세히 서술
해봅시다.
2. <서경별곡>을 처음 감상했을 때와 <서경별곡>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감상하는 활동 후 작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비교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 감상, 평가에 변화가 생긴 점을 바탕으로 <서경별곡>에 대한 감
상문을 작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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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의 감상문 쓰기 결과물로부터, “3. 독자관점 종합을 통한 텍스트의

전유”는 4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지의 결과물로부터, “4. 독자관

점 탐구에 나타난 문제점”은 1~4단계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지의 결과물

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나타낼

일련의 표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개별 활동 자료의 경우 [학

교명-학교급-반-학습자 일련번호], 모둠 활동 자료의 경우 [학교명-학교

급-G그룹번호]로 표시하였다.

1. 독자관점의 탐색을 통한 관점의 형성

이 절은 학습 활동지 각 단계의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 활동에서 산출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독자관점을 탐색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첫 단

계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서서 작품을 감상하며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구성하였다. 각 독자관점

탐구 활동 중 생성된 학습자 생성 질문은 Ⅱ장에 언급한 것처럼 텍스트

의 이해, 감상과 관련된 ‘탐구질문’이다. 학습자는 독자 지향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자각하고, 텍스트 지향 질문 생성 활

동을 통해 작중인물의 관점을 인식하였으며, 맥락 지향 질문의 생성을

통해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재현하였다.

1) 독자 지향 질문을 활용한 학습자 관점의 자각

학습자는 독자 지향 질문을 생성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자신에게 집중하

고 자신의 관점을 자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

고 떠오른 장면과 관련된 질문,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공감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질문 등을 생성하였다.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과 공감 가

는 부분을 선택한 이유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답변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자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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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학습자 관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1

예를 들어 위의 1번 질문을 생성한 학습자 [D-중-1-18]의 경우 자신의

과거 이별 경험에 근거하여 작품의 주된 정서인 ‘슬픔’에 공감을 표하였

다. 2번 질문을 생성한 [K-고-4-28]은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든 이유를 묻는 독자 지향 질문을 생성

하고 그 이유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 사랑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여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언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 학습자 자료는 맞춤법, 띄어쓰기, 비문 등을 따로 수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작성
한 그대로 서술하였다.

질문

1. 나라면 이렇게까지 남자를 잡았을까? [K-고-4-28 외 1명], [D-중-5-30]

2. 내가 버림받은 여자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D-중1-7 외 5명]

3. 나라면 아무리 좋아도 직업을 버릴 수 있을까? [K-고-2-22]

4. 나였다면 여자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D-중-5-30]

5. 나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K-고-4-4]

대답

1. 자존심이 상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D-중-5-30]

1.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다. [K-고-4-4]

2. 절대 포기하지 못하며 계속 남자를 쫓아갈 것 같다. [D-중-1-7]

2. 나는 슬프긴 하겠지만 붙잡진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D-중-1-18]

3.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일단은 직업을 버릴 수 없다. [K-고-2-22]

4. 금방 잊고 새로운 것에만 열중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D-중-5-30]

질문

1. 이 시의 공감 가는 부분이 어디인가? [D-중-1-18]140)

2. 나는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가 왜 맘에 들

었을까? [K-고-4-28]

대답

1. 나는 이별을 하게 되어 슬프다는 부분이 정말 공감된다. 나도 이

별을 많이 겪어 봤고 겪을 때마다 슬펐기 때문이다. [D-중-1-18]

2.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랑만 주는데도 울면서 따라간다는 게 엄청

좋아야지만 가능하고 나도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다.

[K-고-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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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7 ] ‘학습자 관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2

 학습자 생성 질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나라면(나였다면, 내가~라

면)~’이라는 어구를 활용한 독자 지향 질문이다. 학습자들은 ‘내가 <서경

별곡>의 시적 상황에 놓인 당사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의 독

자 지향 질문을 생성한 뒤 답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가

치관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질문 ‘1번~4번’과 같이 자신이 <서경

별곡> 속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묻는 독자 지향 질문을

생성한 후 학습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답변의 양상에 차이를 드러냈다.

시 속 여자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답하거나 자존심, 자신의 행복을

이유로 떠나는 남자를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답변을 구성하였

다. 또 질문 5번과 같이 여인의 상황을 자신의 경우로 가정하여 그때 느

낄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며 자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8 ] ‘학습자 관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3

한편 ‘지금이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성한 독자 지향 질문은 학

습자가 학습자의 현재적 맥락과 관련지어 <서경별곡>을 감상,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학습자 [K-고-2-22]는 ‘현실적으로 생각하

면 사랑만으로 해결을 못 한다.’라고 서술하며 작품 속 여성의 행동을 현

대의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K-고-4-27]과 [D-

5.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슬픔보다는 공허하다는 마음이

더 많이 날 것 같다. [K-고-4-4]

질문

1. 지금이라면 사랑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K-고-2-22]

2. 지금이라면 고려 시대 때처럼 이별이 애절할까? [K-고-4-27],

[D-중-1-26]

대답

1.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랑만으로 해결을 못 한다.

[K-고-2-22]

2. SNS 등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전보다는 덜

애절할 것이다. [K-고-4-27]

2. 지금이라면 아무리 멀리 떠나도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품

처럼 애절하고 절규하진 않을 것 같다. [D-중-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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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26]의 경우 작품 속 이별 상황을 작품을 감상하는 현재 상황에

대입하며 지금은 SNS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별의 슬픔은 덜할 것이

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는 독자 지향 질문을 생성하며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에 따라 <서경별곡> 속 여성의 행동이

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경험한 동시

대 맥락에만 한정하여 감상하였다.

[표 9 ] ‘학습자 관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4
 

학습자 [D-중-1-19]는 독자 지향 질문을 생성하며 자신이 작품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메타적으로 인지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작품과

의 시공간적 거리에서 찾고 작품이 현대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

하고 있다. 이후의 활동을 통해 작품과의 시공간적 거리의 조정이 필요

함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학습자 [D-중-5-24]는 사공을 비난하는 작

품 속 여인의 태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묻는 독자 지향 질문을 생성한

후 이 여인의 행동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학습자의 현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학습자 관점의 탐색 양상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 구성을 위해 자신의 감상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자

각하고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학습자의 경험이나 가치

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학습자는 자신의 인식 범위와 경험에 한하

여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 인식과 경험 확장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질문
1. 나는 이 노래가 왜 이해가 안 될까? [D-중-1-19]

2. 나는 여자의 태도가 이해되는가? [D-중-5-24]

대답

1.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작품이어서 시대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D-중-1-19]

2. 나는 이 여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인이 사공에게 비

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D-중-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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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지향 질문을 활용한 작중인물의 관점 인식

학습자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활용하여 작중인물의 행위에 주목하며

작중인물의 관점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① 행위의 원인

이나 결과에 주목하며 인물의 정서를 재현하거나 ② 작품 속에 그려지지

않은 시적 상황을 추론하며 작중인물의 관점을 인식하였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생성한 텍스트 지향 질문은 주로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

문이었다.

먼저 학습자는 작품에 드러난 행동의 구체적 이유를 작중인물에게 묻거

나 ‘기분’,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작중인물의 정서를 직접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작중인물의 정서를 탐색하고 그

들의 관점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붙잡는

여자

질문

1. 당신은 지금(남자가 떠난다고 하니) 어떤 기분인가요?

[K-고-4-20 외 3명], [D-중-1-4 외 15명]

2. 당신은 왜 그 남자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나요?

[D-중-1-7 외 6명]

3. 당신은 왜 울면서 붙잡나요? [D-중-5-22], [D-중-5-30]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D-중-5-10]

4. 당신은 왜 길쌈하던 베까지 버려가면서 남자를 따라가려

하나요? [K-고-4-20], [K-고-4-28]

5.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D-중-5-30]

6. 이렇게 붙잡아도 떠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K-고-4-28]

7. 당신은 왜 애꿎은 사공을 원망하나요? [D-중-5-8], [D-중-5-26]

8. 당신은 뱃사공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D-중-5-31]

답변

1.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때 억장이 무너졌다. [K-고-4-20]

1. 심장이 뚝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K-고-2-3]

1. 너무 슬프고 남자가 원망스럽습니다. [D-중-1-13]

1. 매우 슬프고 배신감을 느끼고 외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D-중-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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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작중인물 관점(여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1

위의 표는 학습자들이 <서경별곡>의 작중인물인 ‘붙잡는 여자’에게 던

진 텍스트 지향 질문과 그 여자의 관점에서 구성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

다. <서경별곡>이 ‘붙잡는 여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기 때

문인지 ‘붙잡는 여자’의 관점 탐색을 위해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 지향

질문의 대다수는 여자의 정서와 관련된 것이었다. 정서와 관련된 텍스트

지향 질문의 유형은 2가지로 첫 번째 유형은 ‘기분’, ‘감정’ 등의 정서 관

련 단어를 사용하여 작중인물의 정서를 직접 묻고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작중인물의 정서를 언어화하는 것이

다. 왜 떠나는 임을 붙잡는 것인지, 왜 ‘울면서’ 가는 것인지, 왜 자기 일

을 관두면서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애꿎은 사공을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여자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묻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형성하면서 <서경별곡> 속 여자의 정서를

2.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D-중-1-7]

2. 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중-1-19]

2. 저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대동강은 크고 넓어 다시 안 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D-중-5-8]

3. 나는 나를 버린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나는 그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D-중-5-22]

3. 그가 내 곁에 없으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D-중-5-30]

4.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따라가고

싶었다. [K-고-4-20]

5. 아니요. 날 매몰차게 떠나버린 그를 평생 미워할 것이고,

또 사랑할 것입니다. [D-중-5-30]

6.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 것 같다. [K-고-4-28]

7. 남자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사공에게 말하면 들으며

떠나지 않을까?’란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D-중-5-8]

8. 굉장히 미안하고 찝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 [D-중-5-31]



- 65 -

구체화하고 작중인물의 관점을 형성해나감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 ‘붙잡는 여자’의 관점에서 답변을 형성하며 불안감,

임에 대한 사랑, 원망, 기대감 등의 감정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억장이

무너졌다. [K-고-4-20]’, ‘심장이 뚝 떨어진 기분 [K-고-2-3]’,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K-고-4-28]’ 등의 생생한 표현으로 정서를 구체화

하며 작중인물의 정서를 재현하였다. 또한 이별 상황에 대한 정서뿐 아

니라 이별 이후의 정서를 묻거나(질문 5, 6번), 뱃사공에 대한 정서를 묻

는 양상(질문 7, 8번)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표 11] ‘작중인물 관점(남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1

위의 표는 학습자들이 <서경별곡>의 작중인물인 ‘떠나는 남자’에게 궁

떠나는

남자

질문

1. 당신은 지금 그녀에 대해 어떤 기분인가요?/어떻게 생각하나요?

[K-고-2-22], [D-중-1-26]

2.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 기분이 어땠나요?

[K-고-2-4 외 1명], [D-중-1-3외 9명]

3. 당신은 여자가 붙잡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요?

[K-고-2-7], [K-고-4-8]

4. 여자가 그립지는 않을까요? [D-중-5-25]

답변

1. 그녀가 폭주기관차로 황소같이 막 달려오는 기분입니다.

[K-고-2-22]

1. 좋은 사람이지만 흥미가 조금 식어버린 것 같다.

[D-중-1-26]

2. 안타까웠으나 차라리 얼른 잊고 다른 사랑을 만나길 원했다.

[K-고-2-7]

2. 미안하고 조금은 후련하고 설렜다. [D-중-1-26]

2. 너무나도 슬프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돌아가서 울고

싶지만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D-중-5-15]

3. 속으로 그냥 여기서 계속 있을까 고민도 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너무나 슬펐다. [K-고-2-7]

4. 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군요. 이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D-중-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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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 점을 질문으로 생성한 것과 그의 관점이 되어 형성한 답변을 정리

한 것이다. <서경별곡> 텍스트 내부에는 떠나는 남성에 대한 정보나 서

술은 많지 않다. 앞서 Ⅱ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경별곡>의 화자를

남성과 여성의 복수 화자로 보는 경우, 소위 ‘구슬가’로 불리는 <서경별

곡>의 두 번째 단락141)을 남성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습자는 남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작품에 묘사된 이별 장면에 근거하여 <서경별곡> 속

남자의 기분, 감정 등을 물으며 남자의 정서를 탐색하는 텍스트 지향 질

문을 생성하였다. 질문 생성 후 학습자들이 <서경별곡> 속 남자의 관점

을 취하여 질문에 대해 구성한 답변을 살펴보면 [K-고-2-22] 학습자의

경우 여자를 ‘폭주 기관차’, ‘황소’로 묘사하며 붙잡는 여자에 대한 남자

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 밖에도 학습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을 형성하며 떠나는 남자의 관점에서 안타까움, 슬픔, 망설임, 후련함, 혼

란스러움 등의 정서를 세밀하게 재현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 [D-중

-1-26]의 경우 미안함, 후련함, 설렘 등의 복합적인 남성의 심리를 구체

적으로 서술하였고, 학습자 [D-중-1-10]과 [D-중-5-15]는 보이는 행위

와는 대조적인 남성의 속마음을 ‘담담한 척’, ‘눈물을 참고 있다’ 등으로

언표화 하였다. 또한 위의 질문1의 학습자 [D-중-1-26]과 질문 4의 학습

자 [D-중-5-25]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41) 박혜숙(1992)에 따르면 <서경별곡>은 음악적으로는 14연의 구성을 취하나 통
사론․문학적으로는 보통 세 단락으로 나뉜다. 이에 따르면 <서경별곡>의 두 번
째 단락은 아래와 같다.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끈이야 아즐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천 년을 아즐가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두어렁셩두어러영다링디리
믿음이야 아즐가 믿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습니까?
위두어렁셩두어렁셩다링디리
(박혜숙, 「<서경별곡> 연구의 쟁점」, 『한국고전시가 작품론1』, 집문당, 1992,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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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작중인물 관점(뱃사공)’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1

위의 표는 <서경별곡>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뱃사공에 대해 학습

자가 생성한 텍스트 지향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은 것이다.

<서경별곡>에 뱃사공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서경별곡> 마지막

단락에 서술되는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뱃사공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학습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여자에 대한 뱃사공의 기분,

감정 등을 묻는 말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뱃사공의 관점에서 짜증, 억울

함, 안타까움, 연민, 두려움, 망설임 등의 정서를 재현하였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지향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작품 구절을 세밀히 읽고 탐구하며

뱃사공

질문

1. 당신은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K-고-2-18]

2.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K-고-2-18], [K-고-4-5]

3. 당신은 그 여자가 찾아와서 협박할 때 무슨 기분이었나요?

[K-고2-16], [D-중-1-11 외 4명]

4. 당신은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신가요?

[D-중-5-19]

답변

1. 처음에는 출항을 방해해서 짜증이 났는데 저리 남자를 놓지

못하는 걸 보니 안타깝기도허이……. [K-고-2-18]

2. 연민이 느껴졌다. [K-고-4-5]

3. 무섭기도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고민됐어요.

[K-고-2-16]

3. 솔직히 조금 억울했다. 그저 돈을 받고 태워줬는데 태워

줬다고 욕을 하였기 때문이다. [D-중-1-11]

3. 초면인 여자가 내 아내를 거론하며 욕하는 것이 황당했다.

[D-중-1-23]

3.욕을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았고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D-중-5-11]

3. 남이 저의 착하고 고운 각시에 대한 험담을 하니 기분이

나빴지만 살짝 걱정이되기도 하였습니다. [D-중-5-19]

4. 제가 봐도 여자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서글퍼 보

이더군요. 하지만 남자는 덤덤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더군요. [D-중-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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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인물의 정서를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작중인물 관점의 탐색을 위한 학습자 생성 텍스트 지향 질문의 다른 유

형으로는 시적 상황의 추론을 이끄는 질문이다. 학습자들은 작중인물에

게 행동의 이유나 이별의 이유를 묻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한 뒤 작

품 속에 드러나지 않은 시적 상황을 추론하며 작중인물의 관점을 형성하

였다. 학습자들은 세 명의 작중인물 중 주로 ‘붙잡는 여자’나 ‘떠나는 남

자’의 관점에 서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3] ‘작중인물 관점(여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2

행동의 이유를 묻는 텍스트 지향 질문은 그 답을 작품 속에서 답을 찾

는 유형142)과 추론을 통해서 답을 구성한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위

붙잡는

여자

질문

1. 당신은 왜 이별하게 되었나요? [D-중-1-12 외 3명]

2. 대체 어떤 남자이기에 당신이 그렇게 매달리나요? /집착을

하나요? [D-중-5-20], [K-고-4-11]

3. 당신은 왜 사공의 각시를 욕하였나요? /뱃사공에게 화풀이

를 하였나요? [D-중-5-8 외 1명], [K-고-4-11 외 1명]

답변

1. 제가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D-중-1-12]

1. 남자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아 떠나는 듯합니다.

[D-중-1-19]

1. 몇 달 전부터 그는 다른 각시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

전에 만났던 이를 다시 만나고 놀려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D-중-5-8]

1. 본래는 관리인데 나라의 명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

습니다. [D-중-5-26]

2. 그 남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사랑했던 남자

입니다. [D-중-5-20]

2. 내가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연은 끈과 같은 거라서.

[K-고-4-11]

3.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D-중-5-26]

3. 어떻게 보면 뱃사공 때문에 남자가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K-고-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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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작품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자기의 추론과 상상을 통해 답을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학습자들은 <서경별곡>에 등장한 여성의 관점에 서보기 위해 이별의 이

유를 묻는 질문(1번 질문)이나 남자에게 매달리는 이유(2번 질문)를 묻

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하며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자의 부정, 새로운

여자의 등장, ‘나라의 명’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텍스트의 내용

을 구체화하고 시적 상황을 풍부하게 하여 텍스트 속 여인의 절실함이

담긴 행위를 설득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또한 뱃사공에게 화를 낸 이유,

뱃사공의 아내를 욕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텍스트의 빈자리

를 학습자의 상상으로 풍부하게 채웠다.

142)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떻게 남자에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생
성한 후 ‘나의 삶의 터전, 직업까지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D-중-1-7’]라고
답변을 구성하며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라고 명시적으로 시에 드러난
정보를 재확인하는 유형이 있었다.

떠나는

남자

질문

1. 당신은 왜 여자를/서경을 떠났나요?

[‘K-고-2-14’외 7명], [‘D-중-1-10 외 13명]

2. 평소에 여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D-중-1-3]

3. 당신은 여자랑 같이 갈 순 없었나요?

[K-고-2-14],[K-고-4-19]

4. 대동강 건너 새 꽃을 꺾으실 겁니까? [D-중-5-25]

답변

1. 서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다.

[K-고-2-14 외 3명]143)

1. 저기 이웃나라에 전쟁이 나서 군인인 나는 그들을 지키러

가야 합니다. [K-고-2-4], [D-중-5-15외 1명]144)

1. 먼 곳에 일을 발령받았는데 내 연인까지 데려가면 같이 고

생할까봐 저만 떠납니다.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D-중-5-14]

1.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출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출세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D-중-1-18]

1. 이제는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K-고-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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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작중인물 관점(남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2

 

  <서경별곡> 속 남자의 관점을 탐색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이별의 원인

을 묻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압도적으로 많이 생성하며 시적 상황을 구

체적으로 추론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 평소 여자와의 관계, 이별

의 방식, 이별 이후의 일 등에 관해 묻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하기

도 하였다. 이별의 원인으로 학업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사랑, 전쟁, 변심,

여자에 대한 배려, 어머님 간병 등 학습자마다 다양하게 답변을 작성하

며 작중인물이 처한 상황을 구체화하였다. 그 밖에도 작품 속 여인과의

과거, 여인을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생

성하고 답변을 구성하며 작중인물의 관점을 인식하였다.

143) 서경을 떠나는 이유로 학업을 설정한 학습자가 많아 그 중 1가지만 대표적으로
표에 제시하였으며,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서, 공부 때문

에 떠나게 됐습니다. [K-고-2-7], 학업에 집중하고 여자를 잠시 멀리하려고. [K-
고-2-26],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버려
두고 떠나고 있다. [D-중-1-3]’

144) 전쟁을 이유로 설정한 다른 학습자는 답변은 다음 같다. 원나라와 전쟁하러 떠
난다. [D-중-5-12], 임금님께서 저를 중앙관직으로 등용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
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D-중-5-15]

1. 그 여자는 바람 폈어요. [D-중-1-24]

1.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어머님이 사시는 곳으로 돌

아가 간호해야 한다. [D-중-5-28], [D-중-5-25]

2. 서로를 각별하게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였다. [D-중-1-3]

3. 여자와 같이 간다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같이 못 갔다. [K-고-2-14]

3. 여자의 가족은 아직 그곳에 있고 나 때문에 여자의 가족과

여자를 이별하게 할 순 없었어요. [K-고-4-19]

4. 물론입니다. 대신 남겨진 그 사람도 어서 나를 잊었으면

합니다. [D-중-5-25]

뱃사

공

생성

질문

1. 당신은 여자의 설득 같지 않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떠나보냈습니까? [D-중-5-19]

2. 떠나는 남자가 대동강을 건널 때 어떤 표정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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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작중인물 관점(뱃사공)’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2

학습자는 <서경별곡>의 부수적 인물인 뱃사공의 관점을 탐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성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행동의 이유,

뱃사공이 관찰한 남자의 모습, 뱃사공의 속마음 등을 뱃사공에게 묻는

말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작품에 표현되지 않은 뱃

사공의 상황을 추론하여 상세히 그리거나 두 남녀의 이별 모습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생히 재현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텍스트 지향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해 작중인물의 정

서를 재현하거나 시적 상황을 추론하며 텍스트를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

와 같은 독자관점 탐색 활동을 통해 작중인물의 관점을 인식하고 형성하

는 양상을 나타냈다.

3) 맥락 지향 질문을 활용한 과거 수용자의 관점 재현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 활동은 모

둠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과거 수용자의 관점은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과는 달리 텍스트 밖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 수용자 관점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자 개인의 반응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과거 수용자의 관점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

[D-중-1-23]

3. 당신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아셨나요? [D-중-5-11]

답변

1.네, 저는 그녀의 상황이 딱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우리 식구를 살려야 해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D-중-5-19]

2. 남자는 설렘과 안타까움이 얼굴의 표정에 드러났다.

[D-중-1-23]

3. 그저 제 손님이고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D-중-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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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으로 나뉜다. 학습자들은 맥락 지향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해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탐색하며 그들의 관점을 재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 재현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서 맥락 지향 질문을 생성할 때 다수의 학습

자는 고려 시대 서경 사람들이 <서경별곡>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질

문을 떠올렸다. 학습자들은 대체로 <서경별곡>을 좋아하는 이유와 노래

의 공감하는 부분,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감정 등을 <서경별곡>을 둘러

싼 맥락 지향 질문으로 생성하였다.

[표 16] ‘과거 수용자 관점(고려 시대 서경인)’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1

질문

1. 당신은 왜 서경별곡을 좋아하십니까?

[D-중-1-G6 외 3그룹], [K-고-2-G2]

2. 당신은 서경별곡의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가요?/ 감동을 받았나

요? / 인상 깊은가요? [D-중-5-G4], [K-고-2-G3]

3. 당신은 이걸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D-중-1-G3], [K-고-2-G1]

4. 당신은 왜 <서경별곡>이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D-중-1-G3]

대답

1.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잘 그린 노래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D-중-5-G4], [K-고-2-G2]

1. 가사가 애절하기 때문이에요. [D-중-5-G3]

1. 표현이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서 [D-중-1-G2]

1.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음이 좋아서 좋아합니다. [D-중-1-G6]

2. 여자가 뱃사공에게 욕을 할 때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

아서 마음에 듭니다. [D-중-5-G4]

2. 끊어지지 않는 두 남녀 간의 신뢰를 엮어진 구슬에 비유한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K-고-2-G3]

3.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부분이 슬퍼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을 다룬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D-중-1-G3]

3. 첫 번째 이별이 생각나서 슬펐습니다. [K-고-2-G1]

4.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D-중-1-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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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서경인들이 <서경별곡>을 좋아하는 이유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라는 주제적 측면, 끊어지지 않는 신의를 구슬에 빗댄 표현의 아

름다움 등을 답변으로 구성하며 당대 서경인이 <서경별곡>을 들으며 느

꼈을 만한 정서를 상상적으로 재현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주어진 배경지식 자료와 텍스트를 관련지으며 ‘애절함’, ‘슬픔’, ‘아름다

움’, ‘순수함’ 등으로 당대 수용자의 정서를 상상적으로 재현하였다.

[표 17] ‘과거 수용자 관점(고려 시대 서경인)’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2

학습자들은 고려 시대 서경 사람이 <서경별곡>을 알게 된 계기, 인기

의 요인, 당대 향유 상황, 분위기 등을 상상할 수 있는 텍스트 지향 질문

을 생성하고 답변을 형성하며 당대 수용자들이 <서경별곡>을 향유하는

장면과 맥락을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경별곡>을 알게

된 이유를 장터에서 흘러나오거나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노래 등으로 상

질문

1. 당신은 <서경별곡>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D-중-1-G6외 2명], [K-고-2-G3]

2. 당신은 이 노래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 아시나요?/ 왜 당시에 유행했

는지 아시나요? [D-중-1-G6], [K-고-4-G4]

3. 당신은 언제 이 노래를 부르십니까?

[D-중-1-G3 외 2명], [K-고-2-G2 외 2명]

대답

1. 지난번에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하도 불러 대서 알게 되었어요.

[D-중-1-G6]

1. 어머니께서 어릴 적 자장가처럼 불러 주셨죠. [D-중-5-G2]

2. 자세히는 모르지만 입소문을 어마어마하게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을 잘 표현한 노래였고 좋은 노래이기 때문 아닐까요?

[D-중-1-G6]

2. 궁중에서 연주되고 흥이 겨워서 [K-고-4-G4]

3. 연회가 열릴 때 자주 부릅니다. [D-중-1-G6]

3. 슬프고 인생이 힘들 때 부릅니다. [D-중-5-G3]

3.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슬프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D-중-1-G3], [D-중-5-G4]

3. 일을 해서 힘들 때도 부르고 사람들과 신나게 다 같이 부릅니다.

[K-고-4-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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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 구성하고, 누군가 그리울 때 부른다거나 궁중에서 부르는 노래라

백성들도 따라 즐긴다, 노동요 등으로 부른다는 등으로 풍부하게 구성한

답변을 통해 학습자들이 <서경별곡>의 향유 맥락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상업 도시인 서경(西京)에서 살아가는 도시민

인 서경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서경인의 정서를 상상적으로 재현하고, 그

들의 정서에 공감하며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 재현

두 번째로 학습자들은 과거 수용자 중 조선 시대 성리학자에게 궁금한

점을 묻는 맥락 지향 질문으로 만들고, 그들의 관점에서 질문에 대한 답

변을 구성하며 독자관점에 몰입할 질료를 생성하였다. 조선 시대 성리학

자의 관점을 탐색하기 위해 생성한 맥락 지향 질문은 크게 정서의 재현

을 이끄는 질문과 가치관의 재현을 통해 수용맥락의 구성을 이끄는 질문

으로 나뉜다.

질문

1. <서경별곡>에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이 있나요? / 왜 <서경별

곡>이 음란한가요? [K-고-2-G4 외 1그룹], [D-중-1-G1 외 3그룹]

2. 당신은 이 노래를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라 여기나요? [D-중-5-G5]

3. 당신은 이 노래를 들으면(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어떤 감정(기분)을

느끼나요? [D-중-1-G7], [D-중-5-G7]

4. 당신은 이 노래를 듣고 슬픔의 감정을 느껴보지는 않으셨나요?

[D-중-5-G1]

5. 당신은 노래 속 두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중-5-G7]

대답

1.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다.’라는 부분이 유혹하는 말

이라고 생각한다. [K-고-2-G4], [D-중-5-G5]

1.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하는 부분이 음란하다고 생각합니다.

[D-중-1-G1]

1. 남녀가 (노래에)같이 등장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은 유교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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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과거 수용자 관점(조선 시대 성리학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1
 

먼저 학습자들은 제공된 배경지식과 학습자 간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성리학자들이 정서적으로 반응했을 작품의 내용이나 부분에 주목하여 답

변을 구성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은 성리학자들이 <서경별곡>을 싫어하는

이유, 싫어하는 노래의 특정 부분, 노래를 듣고 생기는 감정에 대한 맥락

지향 질문을 생성하고 성리학자의 관점에 서서 답변을 형성하며 성리학

자의 정서를 상상하였다. 위의 학습자 자료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여성

의 행동과 태도에 기인하여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작품에 대한 관점을

재현하였으며, ‘간사함, 추함, 부끄러움, 불순함, 치욕, 음란함’ 등의 단어

를 선택하여 그들의 정서 또한 상상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않으며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D-중-5-G7]

2. 간사한 계략으로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노래라 생각하고 혁파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중-5-G5]

3.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치욕스럽

고 진짜 성리학자로서 (이 노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D-중-1-G7]

3. 안타깝지만 이치에 어긋나는 애틋한 비운의 두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D-중-5-G7]

4. 곡조가 약간 슬퍼 조금 슬픈 감정이 있었지만 가사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D-중-5-G1]

5. 조선에서 남녀의 자유연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둘의 사랑은 용납할 수 없어요. [D-중-5-G7]]

생성

질문

1. 당신은 왜 <서경별곡>이 음란하다고 생각하나요? / 어떤 근거로 이

노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D-중-1-G4 외 2그룹]

2. 당신은 왜 노래에 ‘도’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D-중-5-G5]

3. 당신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로 담는 것이 왜 성리학자의 덕목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나요? [D-중-1-G7]

4. 당신은 가끔 성리학이 너무 막혀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D-중-5-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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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과거 수용자 관점(조선 시대 성리학자)’에서 생성한 질문과 답변 2

위의 학습자들은 <서경별곡>을 음란하다고 여기는 이유 혹은 금지하려

는 이유, 성리학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등과 관련해 조선 시대 성리학

자에게 묻는 맥락 지향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서경별곡>을 수용하는 맥락을 상

상하며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모습을 나타

냈다. 주목할 점은 과거 수용자의 정서를 재현하는 양상에서 언급되었던

맥락 지향 질문이 여기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같은 질문이라도 답변의

내용에 따라 당대 수용자의 정서를 구체화한 것과 수용맥락을 상상적으

로 구성한 것이 나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성리

학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답변을 구성하며 성리학자의 관점을 형성하

는 모습을 보였다.

5. 왜 이 노래는 성리학자의 반대에도 계속 궁중에서 연주되었나요?

[D-중-1-G4]

대답

1. 버려진 여자가 떠나는 남자를 붙잡으며 자신도 가겠다고 한 부분

이 성리학의 덕목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D-중-1-G4]

1. 남녀가 같이 등장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은 유교에 맞지 않으며 불

순하기 때문입니다. [D-중-5-G5]

공자님 말씀을 담은 유교 서적들이 이 내용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D-중-5-G1]

2. 성리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원칙입니다. 충, 효,

예법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재밌기만 하다면 그것을 노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D-중-5-G5]

3.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녀가 철저히 격리되어 자신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남녀 간의 예법이라는

성리학의 덕목에 이 시의 내용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D-중-1-G7]

4. 항상 그런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딱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D-중-5-G1]

5. 고려 시대 때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어 왕실에서도 계속 사랑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D-중-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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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관점의 적용을 통한 텍스트 의미의 확장

학습자들은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 활동을 통해 각 독자관점을 탐색하

며 해당 독자관점의 적용을 위한 질료를 생성하였다. 학습자가 각 독자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 활동

을 통해 마련한 이 질료들을 논리적으로 재배열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편의 글을 쓰는 활동은 각 독자관점에 관해 파악한 단편적

인 내용들을 질서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학습자가 각 독자관점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들은 독자관점 탐색 단계에서 마련한 질료

를 질서화하는 감상문 쓰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 절은 학습 활동지 각 단계의 감상문 쓰기 활동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각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서서 글을 써보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체

적인 독자관점 적용 양상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의 관

점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작품을 의미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작중인물

의 관점에서는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다시 작중인

물 정서의 구체화와 시적 상황의 구체화로 나뉜다. 과거 수용자의 관점

에서는 맥락을 상상적 구성하는 양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수용자 정서

의 상상적 구성과 수용맥락의 상상적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학습자 중심의 주관적 의미화

학습자들은 독자 지향 질문의 생성과 답변 구성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경별곡>에 대한 감상을 글로 서술하

였다. 학습자 관점에 관한 탐구는 학습자 중심으로 작품 내용을 의미화

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구체적으로 주관적 초점화를 통한 이해와 현재적

맥락에 근거한 단편적 평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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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초점화를 통한 이해

먼저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에 주목하여 감상

문을 서술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앞서 언급한 ‘나라

면~’, ‘나였다면’ 등의 어구를 활용하여 생성한 독자 지향 질문과 그에 대

한 답변을 활용한 감상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학습자 [D-중-5-10]은 자신이 예전에 겪은 이별의

경험을 떠올리며 2연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릿하

고’, ‘찢어질 듯 아팠다’라는 표현에서 작품에 표현된 정서에 몰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D-중-5-19]는 지인의 이별 장면을 목격한 간

접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별을 겪은 친한

언니의 슬픔과 간절함을 떠올리며 뱃사공에게 나쁜 말을 하면서까지 이

별을 막으려 하는 여인의 모습에 주목하고 정서적 공감을 보이고 있다.

남녀 간의 이별에 대해 아름다운 표현들을 잘 활용하여 예쁘게 묘사한 것

같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서경별

곡>이 참 마음에 와 닿았다. 특히 2연의 부분의 표현들이 섬세하고 부드

러워서 마음이 아릿하고 힘들고 찢어질 듯이 아팠다. 나의 예전 경험도

생각나면서 그 상황이 너무 잘 그려졌다. [D-중-5-10]

작품을 보며 저번에 아는 언니가 군대에 가는 남자친구를 가지 못하게

붙잡으며 슬퍼하는 장면이 생각났다. 연인을 떠나보내는 여자의 서글픈 마

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아 나도 마음이 안 좋았다. 여자가 연인을 떠나보내는

사공을 “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서 가는 배에 실었느냐 사공아”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D-중-5-19]

나는 이 시를 읽으며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었

지만 이런 상황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속으로 슬퍼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D-중-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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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습자 [D-중-1-15]는 유사한 경험의 부재를 이유로 들며 작품에

공감할 수 없다고 감상문에 서술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자신은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작품 속 여인과 달리 소극적

으로 슬퍼했을 것이라고 표현하며 같은경험을 직접 겪고 느껴보기를 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에게는 후술할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서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위의 학습자들은 작품 속 상황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서경별곡>

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앞서 ‘나라면~’이란 유형의 독자 지향 질

문에 따라 답변을 형성한 내용이 이 감상문에 반영되어 있다. 학습자

[D-중-5-31]은 자신이라면 작품 속 남성과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 서

술하고 뱃사공에게 나쁜 말을 퍼붓는 여자의 행동을 표현한 부분이 남성

나는 <서경별곡>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남자가 이해되지 않았다.

나라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보내지 않기 위해 뱃

사공에게 나쁜 말을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D-중-5-31]

나는 이 시에서 ‘이별할 것이라면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사랑만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

다.’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버려진 여자의 심정이 정말 잘 느껴진

다. 만약 내가 이 여자라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떠나가는 남자를 잊고 내

가 남은 곳에서 나의 새로운 사랑을 찾을 것이다. 여자의 처지가 너무 불

쌍한 것 같다. [D-중-5-20]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 이별하는 연인의 슬픔과 애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

가 있습니까?’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는다.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작품 속 여성이 다시 빨리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까지 막으려는 것을 보니 안쓰럽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내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D-중-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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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여자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며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습자 [D-중-5-20]은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에서 버려진 여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고 주목한 후 자

신이라면 힘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것이라고 선택한 뒤 여성의 처지

에 연민의 감정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 [D-중-5-14]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슬픔, 애절함 등의 정서를 바

탕으로, <서경별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

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습니까?’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공감하고 있

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작중

인물과 다른 학습자의 관점을 드러내면서도 작품 속 여성에 대한 연민,

응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 현재적 맥락에 근거한 단편적 평가

두 번째로 ‘지금이라면~’ 등의 문구를 활용한 유형의 독자 지향 질문을 생

성하고 현대적 맥락에 기반하여 평가적 답변을 구성한 학습자들의 감상문에

는 현대적 맥락의 영향 아래에 작품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서술되어 있다.

 

 학습자 [K-고-2-18]과 [K-고-4-5]는 작품 속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해

고전문학 중에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게 많다. 보통 떠나보낸 후에 그리

워하던데 <서경별곡>은 가지 말라고 실제로도 가는 길을 막아서 새로

웠다. 그리고 고정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조금 질린다. [K-고-2-18]

우리나라의 옛 이별에 관한 시들은 왜 다들 남자가 떠나고 여자는 버림

받는 걸까? 똑같은 클리셰라서 지루하다. [K-고-4-5]

여자가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것이 참사랑 같으면서도

집착이 너무 심해 소름이 돋는다. 요즘 로맨스와는 달라 새드엔딩인 것

같다. 이 점이 좀 어색하고 옛날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K-고-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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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K-고-2-18]은 이별 상황

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에 대한 묘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버림받는 사람이 ‘여자’인 설정은 고전의 반복된 클리셰로 지적하며 현대

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견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으

나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된 당대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

품과의 시공간적 거리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학

습자 [K-고-2-16]은 자신의 한정된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새드엔딩’으

로 구성된 작품을 신선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현

재적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는 듯했으나 그것을 새로운 의미로 전

이하는 지평의 확장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상의 학습자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학습자들의 독자관점 적용 양상

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초점화를 통해 작품의 정서를 내면화하는 학습

자도 존재하였으나 단편적 공감에 머무는 수준의 학습자도 다수가 존재

하였다. 또 작품의 가치나 작품 속 사건에 대한 평가가 학습자의 기대지

평에 제한하여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작중인물 중심의 텍스트 구체화

   

학습자들은 텍스트 지향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구성을 통해 탐색한 작

중인물의 관점을 질서화하여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작성한 감상문은 작중인물

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학습자들은 ‘붙잡는

여자’, ‘떠나는 남자’, ‘뱃사공’ 등 각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구체

화하였는데 이는 작중인물 정서의 구체화와 시적 상황의 구체화로 나눌

수 있다.

(1) 작중인물 정서의 구체화

작중인물 정서의 구체화는 주로 인물의 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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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다. 독자관점 탐색 단계에서 마련한 질문과 답변은 학습자들이 각

독자관점에 몰입하게 하는 질료가 되어 작중인물의 정서를 세밀히 서술

한 감상문의 창작이 이루어졌다.

  

 학습자 [D-중-5-10]은 떠나가는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

을 섬세히 그려내었다. 특히 이별의 상황에 처한 여자의 마음과 떠나는

남자의 차가운 시선, 매정한 행동을 대조하며 여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생생히 표현하였다. 여성에게 남성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생하게 서

술하고 이별로 인해 상처 입은 여자의 마음을 ‘지옥 같은 하루하루’, ‘마

음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남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시의 정서를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K-고-4-9]의 경우는 떠나는 남자에 대한 여자의 마음과 이별

을 맞이한 여자의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별이 이루어지는 상황

에서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자의 심정과 후회, 괴로움 등

속절없이 무너지는 여자의 마음을 생생히 구체화하였다.
  

‘붙잡는 여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학습자 감상문

글쎄, 평생을 약속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백년가약을 맺

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님이, 그 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울며 애원하는 나를 차

갑게 바라보시고, 온 힘을 다해 붙잡는 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셨습니

다. 떠나시면 새로운 꽃을 찾으신답니다. 덕분에 나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

를 보내고 있는데, 매일 같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

루도 빠짐없이 그대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님은 그렇게

절 잊고 사시겠다네요. 가책도 없니 날 떠나가신 다네요. [D-중-5-10]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었던 이가 떠난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는 그를 막고 싶

어도 막을 방법도 없고, 그저 가지 말란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저 그이에게

사랑만을 바라지만 그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 건지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랑하지 말 것을 후회가 되네요. 주위에서는 걱정

말라고 해도 마음이란 게 멋대로 되지 않네요. [K-고-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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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D-중-1-18]은 떠나는 남자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통해 시적 상

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남자의 정서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별

후 배 위에서 남성이 울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별 후에 후회하는

감정 등을 표현하며 이별을 슬퍼하는 작중인물의 정서를 구체화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학습자 [K-고-2-22]는 <서경별곡>에 드러난 여자의 정

서와는 상반된 남자의 정서를 구체화하며 여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뱃

사공에 대한 미안함을 서술하였다. 이 학습자의 감상문은 학습자의 개성

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떠나는 남성의 정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

인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고 서술한 부분, 마음이 ‘1’도 없다는 표현 등

에서 학습자의 평소 언어생활 및 태도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학습

자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관점 적용을 통해 인물

을 공감적으로 대리 체험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떠나는 남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학습자 감상문
저도 떠나고 싶어서,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닙니다. 저도 한 사람이기에

그 여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명

은 우릴 버린 건지 아버지가 저를 유학을 보냈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고, 헤어질 때 그때만 울지 않았던

것이고 배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나쁜 사람이고

그 여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 여인과 헤어지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같이 갈 걸이라고요. [K-고-2-7]

저는 그녀가 기분이 나쁩니다. 싫다고 표현은 하였는데도 제가 떠나려니 계

속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몰래 떠나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 나를 따라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용히 가는 건데 뱃사공에게까지 피해를 줄지 몰랐

습니다. 뱃사공님아 미안하다. 아무튼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1도 없고요.

저는 그녀가 없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K-고-2-22]

‘뱃사공’의 관점에서 서술한 학습자 감상문

남자의 연인 같아 보이는 여자가 저에게 설득 같지 않은 설득을 하더라고

요. 저의 착하고 고운 각시에 대한 험담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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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D-중-5-19]는 뱃사공의 관점에서 감상문을 작성하며 뱃사공의

정서를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쾌함, 걱정, 동정 등 뱃사공의 다양

한 감정 변화를 묘사하였다. 특히 이 학습자는 뱃사공의 관점에서 작품

속 여성에 대한 정서적 동조를 재현하였다. 학습자 [K-고-2-16]는 뱃사

공의 관점이 되어 제 3자의 관점에서 느끼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상세히

풀어냈다. 또한 학습자 [D-중-5-19]와는 달리 붙잡는 여인에 대한 인상

을 묘사하며 떠나려는 남자에 대한 정서적 동조를 감상문에 나타냈다.

이상의 학습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텍스트 지향 질문을 통

해 시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작중인물의 정서를 재

현하며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작중인물의 관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시 구절을 여러 번 곱

씹어보고, 작품을 깊이 있게 향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한 편의 글

을 써보며 작중인물의 정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작중인물의 정서를 내

면화하며 지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제 직업

이니까요. 사실 제가 봐도 여자는 불쌍해 보였어요. 굉장히 서글퍼 보이더군

요. 하지만 남자는 덤덤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보였어요. 참 딱했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딱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가난한 우리 식구를 살려야 해요. 이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D-중-5-19]

저는 뱃사공입니다. 아니 양반님을 모시고 가려는데 웬 양반님 사모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고 말도 안 나오고 사모

님과 양반님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할 지 몰랐어요. 그리고 괜히 말대꾸하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사

모님의 집착적이고, 끈질기고 일방적이며 부담스러운 사랑 때문에 도망가려

하신 것 아닐까요? 양반님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

고 제 와이프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K-고-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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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적 상황의 구체화

학습자들은 행동의 이유를 추론하는 텍스트 지향 질문과 그에 대한 답

을 구성한 내용에 기반하여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하였다. 이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중인물의 관점을 적용하여 작성한 감상문에는 작

중인물을 둘러싼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위 표의 첫 번째 학습자의 경우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여자의 관점에

서 이별의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작품 속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하여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는 것이며 남자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서술하여 시적 상황을 풍부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두 번째 학습

자는 ‘함흥’이라는 실제 지명과 여인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붙잡는 여자’ 관점의 학습자 감상문

저는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남자는 저를 떠났고 저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제가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억울하기

도 하고 그 남자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하지

만 그는 제 마음을 모른 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언제쯤 올까요? 제

발 그가 돌아오기를……. [D-중-1-12]

지금 떠나는 남자는 사공의 배를 타고 나라의 명에 따라 저기 함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이를 따라가고 싶어도 몸이 약한 탓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공에게

거짓으로 욕해 그 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했습니다. [D-중-5-26]

‘떠나는 남자’ 관점의 학습자 감상문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외진 시골에서 태어나 글공부를 하

며 과거를 보기 위해 서경으로 올라왔으나 그녀와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

인하고 함께 지내며 여러 해가 지난 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글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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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K-고-2-4]는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남자의 관점에서 남자의

성장 배경과 서경으로 오게 된 이유를 서술하며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경을 떠나는 이유 역시 서경에 오게 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학업

을 위함이며 과거 급제 후 돌아올 것이라 서술하며 시적 상황을 구체화

하였다. 학습자 [D-중-5-14]는 남성이 말단 관직에 갓 올랐다고 설정하

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별하는 것임을 서술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

하고 작중인물의 독자관점을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부모와의 약속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할

것 같아 다시 본가로 돌아가 글공부에 전념하려 하오. 그녀에게는 면목 없

지만 꼭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와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리다. [K-고-2-4]

저는 최근에 관직을 얻은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세련되고 편한 일을 하는 관직은 아닙니다. 저는 먼 곳으로 발령받았지

만 제 연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조금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남아 있는 편이 더 행복할 것입

니다. 그렇기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럴 터이니. [D-중-5-14]

‘뱃사공’ 관점의 학습자 감상문

손님들을 태워놓고 대동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저 멀리서 허겁

지겁 달려오는 게 무신 일이고 하니 손님 중에 자기를 버린 남자가 있다

는 거 아니겠소. 그런데 그 남자는 도대체 무슨 결심을 했던지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여자가 이번엔 날 잡고 출항하지 말라고 악

을 쓰는 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갈수록 안쓰러워지는 게 아니겠소. 얼마

나 깊은 사랑을 했기에 이러나 싶고, 우리 집 마누라 욕도 들었지만 그러려

니 하고 넘길 정도였다니까. [K-고-2-18]

저는 대동강을 건너고 있는 뱃사공입니다. 저는 지금 한 남자를 배에 태

우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자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욕을

하면서 까지도요. 남자를 태우고 가려니 버림받은 여자가 너무 안쓰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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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사공 관점에서 구성한 감상문은 작품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던 여자

와 남자의 이별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학습자 [K-고-2-18]의 경

우 이별을 저지하기 위해 달려오는 여자의 모습, 이별의 의지를 확고히

보이며 배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 뱃사공에게 악을 쓰

는 여자의 모습 등 두 남녀의 모습을 생생히 구체화하였다. 학습자 [D-

중-5-29] 또한 배의 출발을 저지하는 여인의 모습, 남자의 심리를 추측하

는 뱃사공의 모습, 출발을 강행하려는 뱃사공의 의지 등을 생생히 구체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상세함과 구체성은 학습자가 독자관

점의 탐구를 통해 텍스트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별 당사자

의 목소리로만 전송되는 메시지를 전달받던 수동적 감상에서 벗어나 학

습자 스스로 숨은 목소리를 찾아 구성하는 능동적 감상 단계에 접어들었

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학습자 반응 양상을 종합해볼 때 학습자들은 작중인물의 관점에

서 그들의 정서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며 텍스트에 몰입함을 알 수 있

다. 특히 학습자들은 작중인물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작품 속 표현 하

나하나에 주목하고 이를 근거로 작품 속 빈 공간을 풍부한 상상으로 구

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품을 내면화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과거 수용자 중심의 상상적 맥락 구성

맥락 지향 질문의 생성과 답변 구성 활동을 마친 학습자들은 <서경별

곡>의 과거 수용자인 고려 시대 서경인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에

서 <서경별곡>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는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감상문에

드러난 과거 수용자 관점의 탐구 양상은 수용자 정서의 상상적 구성과 수

여자의 말을 듣자니 남자가 이유가 있어서 여자를 떠나는 것 같아서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아내를 욕하는 여자가

싫어 남자를 태우고 대동강을 건너려 합니다. [D-중-5-29]



- 88 -

용맥락의 상상적 구성으로 나뉜다. 작중인물의 관점을 적용한 감상은 <서

경별곡> 텍스트 내의 정보에 기반하여 작품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수용

자 관점의 적용은 학습자가 텍스트 밖의 수용맥락과 관련된 정보들을 연

결하고 종합하여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1) 수용자 정서의 상상적 구성

 

 수용자의 관점에서 창작한 학습자의 감상문은 수용자의 정서를 상상적

으로 구성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학습자는 주어진 자료와 자신의 배경지

식을 융합하여 자신이 생성한 맥락 지향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시대 서경인의 정서와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정서를 상상

적으로 구성하였다.

위의 학습자들은 고려 시대 서경인이 <서경별곡>을 즐긴 이유를 서술

하며 노래를 즐기는 고려 시대 서경인들의 정서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

어 학습자 [D-중-5-24]의 경우 서경인의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여러분, <서경별곡>을 들어보세요. 지금의 히트곡입니다. 우리 서경인의 마

음을 잘 드러낸 엄청난 노래입니다. 특히 저희 서경인이라면 잘.알. 이별의

강인 대동강이 등장하는 것이 이 노래가 히트곡인 이유 중 하나일 것 같

습니다. 대동강이 노래에 나타나서 공감이 더 잘 됩니다. 이 노래를 꼭 들

어보세요. [D-중-5-24]

여러분, <서경별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동강 근처에서 사는 사장

인데 가끔 대동강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서경별

곡>이 들려옵니다. 그때면 남자든 여자든 가는 임을 보내줘야 하는 사랑

의 슬픈 감정이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려옵니다. 굳이 사랑하는 상황이 아

니더라도 외롭고 힘들 때 부르거나 들으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느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천년을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믿음

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습니까?’라는 부분을 추천해드리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자의 이별의 슬픔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K-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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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이 등장함에 따라 느끼는 친숙함과 그것에서 오는 정서적 공감을

서술하였다. 학습자 [K-고-2-14] 또한 <서경별곡>을 향유하며 작품을

통해 받는 정서적 위로를 묘사하며 당대 수용자의 정서를 상상적으로 구

성하였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학습자가 고려 시대 서경인의 정서를 경

험하며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질문 생성 활동을 통해 마련한 질료를 바탕으로 조선 시대 성

리학자의 관점에서 <서경별곡>을 듣고 난 성리학자의 정서적 반응을 상

상적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K-고-2-3]의 경우 <서경별곡>과 같은 노

래가 백성들에게 자유연애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에 대한 염려와

불쾌감을 나타내며 성리학자의 정서를 전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D-중-1-24] 역시 성리학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노래의 가사를 언급하

며 그들이 느끼는 음란함, 불쾌함, 백성에 대한 염려를 풍부하게 서술하

였다.

전하, 이 노래는 남녀가 사랑하다 이별하게 된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

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계속 듣게 된다면 자신도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

니다. 남녀 간에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서로의 손이 닿지 않게 해야 하는

법, 그런데 연애라니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노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

니 서경별곡의 공연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K-고-2-3]

전하, 지금 전국에서 <서경별곡>이라는 노래가 매우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경별곡>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이니 매우 불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사랑만 해주신다면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

습니다.’라는 가사는 매우 음란합니다. 조선의 많은 성리학자들이 이 노

래를 들으면서 불쾌감을 느끼옵니다. 평민들은 성리학을 알지 못하여 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전하께서 이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시

기 위해서는 <서경별곡>의 유행을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중-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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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맥락의 상상적 구성

아래의 학습자들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고려 시대

서경인의 수용맥락을 상상적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D-중-1-13]은 현대의 유행 가요처럼 널리 퍼져 일상생활에서

자주 <서경별곡>을 향유하는 수용맥락을 상상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서경인들이 ‘활력소’라 여길 정도로 좋아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잘 묘사하

였다. 학습자 [K-고-2-18]은 서경의 도시적 분위기를 묘사하며 <서경별

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당대의 상황을 상상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서경별곡>에 대한 서경인의 자부심을 상상하여 나타내었다.

전하, 이 노래는 공연을 금지해야 합니다. 예법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연애

도 금지되어 있는데 연애를 표현하는 이런 음란한 노래를 공연한다면 백성

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교가 무너지면서 국가를 망하

게 할 것입니다. (중략) 그리고 고려와 조선은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 어찌

저는 이 <서경별곡>이라는 곡을 추천합니다. 우리 서경인들에게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예요. 이 가사에 우리 서경인들의 생각이 들어 있어 저는 추천하

고 싶네요. 서경 사람들은 이 노래를 평소에 자주 부르고 다닙니다. 특히

슬프거나 이별의 아픔을 느꼈을 때 이 노래를 듣거나 부릅니다. 이 노래

가 음란하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저

희 서경인들의 활력소라 할 수 있습니다. [D-중-1-13]

여러분, 서경을 지나다니다 보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들리는 <서경별

곡>을 아십니까. 서경에서 <서경별곡>을 모르면 오랑캐란 말이 있을 정

도지요. 장사와 풍류를 즐기는 이 서경은 사랑이 식을 날이 없습니다. 다

들 한 번쯤 서경별곡에 나온 여인처럼 사랑을 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셨을 겁

니다. 서경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속의 여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

끼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이게 음악이 아니면 무어란 말입니까? 서경과 대동

강을 널리 알릴 수 있을뿐더러 한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요. 서경별곡은 서경의 자랑입니다. [K-고-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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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들은 감상문 쓰기 활동을 통해 조선 시대 서경인의 수용맥

락을 상상적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K-고-2-7]은 유교 사상이 지배적

인 조선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독자관점을 적용하였고, 조선왕조 건

국 이전 왕조인 고려에 대한 향수를 경계하는 당대의 수용맥락을 상상적

으로 구성하였다. 이 학습자는 고려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조선왕조가 고려왕조의 멸망 후 세워졌다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러운 추론에 많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 [D-중-5-14]는 성리학 사상에 근거하여 남녀 간

사랑은 가능하지만 대놓고 노래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특히 무책임한 남성의 행동과 적극적인 여성의 행동을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는 것에 미루어볼 때, 학습자가

독자관점의 적용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독자관점에 몰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전 국가의 노래를 불러서 어디에 쓴답니까? 고려와 조선은 사상이

다르고 정치 자체가 다르므로 ‘서경별곡’이란 노래는 조선에서 다시는

부르지 못하게 하여서 (중략) 유교를 다 잡아서 백성들과 오래도록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전하께서는 이

런 음란한 노래를 공연 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K-고-2-7]

전하, 저를 비롯한 많은 성리학자들은 더 이상 <서경별곡>이 궁에서 공연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유학과 반대되는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경별곡>은 어떤 남성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

성을 버리고 떠나가고, 여성은 남성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내

용입니다. 즉, 사랑과 이별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유학에 따르면 내외해야 합니다. 저렇게 대놓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은 안 됩니다. 또한 이 노래에서 남성은 너무 무책임하게 떠나고 여성은

계속 놓아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유학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연

되어서는 안됩니다. [D-중-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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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관점의 종합을 통한 텍스트의 전유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학습자가 주관적 관점에서 벗어

나 관점을 확장하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초기의 학습자 관점에서의 감상은 학습자의 기대지평에 한정된 주관

적 감상과 단편적 감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작품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대한 탐색

과 적용 활동이 쌓여감에 따라 학습자 내부에서는 여러 독자관점 사이의

대화와 교섭 작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

한 독자관점을 종합하여 새로운 독자관점을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새롭

게 구성한 독자관점에 기반하여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고 텍스트

를 전유(轉有)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유는 ‘생소했던 것’을 ‘자신의 것’으

로 만드는 것으로145)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종합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독자관점을 구성하며 생소했던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파악한 학습자의 독자관점 종합 양상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독자관점의 포용적 구성을 통해 지평의 확장

을 꾀하는 양상, 둘째, 독자관점의 선택적 구성을 통해 자신의 반응을 조

정하는 양상, 셋째, 독자관점의 창조적 구성을 통해 작품을 재인식하고

가치의 전이를 일으키는 양상이다.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소감문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상 과정을 메타적으로 점검․인지하고 독자관점

탐구 활동을 귀납적으로 수렴하며 종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에 따

라 이 세 가지 양상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세 가지 양상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1) 독자관점의 포용적 구성에 의한 지평의 확장

 

학습자들은 독자관점의 적용을 통한 작품 감상을 통해 타자의 체험을

145) 폴 리쾨르, 톤 톰슨 편역,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광사, 2003,
327-335쪽. (고정희,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역락, 2013, 13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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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다양한 독자관점에 공감하였다. 이와 동시에 독자관점의 탐구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독자관점 간 대화와 교섭 작용도 활발히 수행하였

다. 대화와 교섭을 통한 독자관점 종합의 첫 번째 양상은 독자관점의 포

용적 구성이다. 학습자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꼈던 독자관점들을 포용하

여 새로운 독자관점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평의 확장을 이루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학습자는 독자관점 간 대화와 교섭 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관점과 작

중인물의 관점을 모두 포용하는 독자관점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첫 번째 활동인 학습자 관점에서 작성한 감상문은 작품 속 인물의 태도

를 인식하고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후 독자관점 종합

단계에서 작성한 감상문에서 학습자가 학습자의 관점과 작중인물 관점을

모두 포용하는 관점을 새롭게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작중

인물인 여성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인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심

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가운데 이별의 두려움과 이별의 영향력을 새롭게

깨달으며 작품 감상을 심화하고, 학습자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서경별곡>을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선 시대 성리학자가 되어) 반대 관점에 서보았다. 그런데 성리학자 관점

에서 보았을 때 아, 이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

<학습자 관점에서의 감상>

3연과 전체적으로 남자가 떠나려는 상황을 여자가 강하고 확실히 막으려는

여자의 태도가 인상 깊었고, 시를 통해 떠나려는 남자와 그 옆에 있는 사공

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장면처럼 떠올라 생생히 쓴 글 같다.

<독자관점 종합 단계의 감상>

<서경별곡>은 나에게 이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노래이다. 만남과 유흥

의 장소에서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을 여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별 때

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약해지고 잡으려는 태도가 생기는 변화가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어 이별의 무서움과 이별의 영향에 대한 의미를 주는 노래라고 생

각한다. [D-중-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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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들은 학습자 관점과 과거 수용자의 관점 간 대화·교섭 활동

을 통해 두 관점을 모두 포용하는 독자관점을 구성하고 작품에 대한 감

상을 서술하였다. 학습자 [K-고-2-16]의 감상문을 보면 조선 시대 성리

학자의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그들의 지평 안에서 작품을 감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점에 따른 문학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학습자의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D-중-1-25]의 경우 학습

자 관점에서 <서경별곡>을 감상하던 단계에서는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

였다.146) 하지만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

에서 감상하는 감상 과정을 통해 작품을 둘러싼 각 시대의 다른 분위기

를 인지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현재 수용맥

락과 과거 수용맥락의 차이를 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

자는 학습자의 관점과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포용적으로 구성한 독자관

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며 역사적 기대지평을 넓히고, 작품 이해를 심화하

146) 학습자 관점에서 감상한 직후 이 학생은 ‘옛날에는 상당히 결혼에 사람들이 적
극적으로 진지하게 집착하였던 것 같다.’라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였다. 이
를 통해 학습자 관점에서 감상하던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대해 공감하지 않

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K-고-2-16]

고려 시대의 인기 있던 노래의 분위기, 내용, 뜻, 의미 등의 전반적인 바탕

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민감하고 엄격한 이유로 이 노

래를 금지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조선 시대의 사상은 꽤나 엄격하다는

것을 느꼈다.

요즘 시대 노래와는 사뭇 다른 느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애원하는 처절함이 담겨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느끼고 그닥 금기될만

한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그 시대의 엄격함을 안 후 이해가 된다. <서경

별곡>은 나에게 시대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알려주었다. 고려 시대의 인기

있던 노래가 조선 시대로 전해지면서 금지곡으로 변질했다는 점에서 어떠

한 것은 시대에 따라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가치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

꼈기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D-중-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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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의 노래와 비교하며 ‘모든 것을 버리며 애원하

는 처절함’을 <서경별곡>이 지닌 독특한 점이라고 서술하며 작품의 가

치를 발견하고 있다.

2) 독자관점의 선택적 구성에 의한 반응의 조정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탐구 경험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독자관점의 선택

과 집중을 통해 <서경별곡>에 대한 자신의 기존 반응을 수정하거나 확

장하며 텍스트를 전유하였다.

위의 두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종합 단계에서 학습자의 관점과 과거 수

용자 관점 사이의 대화·교섭 작용을 통해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선택적

으로 주목하는 관점을 구성하였다. 특히 과거 수용자 중 고려 시대 서경

인의 관점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며 자신의 반응을 수정․확장하고 있다.

학습자 [K-고-2-8]은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서 감상을 해 본 후 <서경별

곡>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다양한 결을 담고

있는 풍부한 의미의 담지체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경

험한 독자관점 중 서경인의 관점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며 작품에 대한 자

신의 반응을 수정하고 있다. ‘사랑 주제의 노래’라는 자신의 단순한 감상에

‘당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가치 있는 노래’라는 점을 선택적으로

<서경별곡>을 처음 감상했을 때는 그냥 사랑이 주제인 노래이다 싶었는데

<서경별곡>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인 서경인의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인 성

리학자의 관점에서도 보니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서 중시하는 것들이 다르

다는 것을 배운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나는 서경인의 관점이 더 좋다. 이런

훌륭한 노래들은 제재 없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K-고-2-8]

요즘 노래들은 이별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 많다. 그렇기에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막으려는 줄거리가 자연스럽게 읽혔고 성리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관점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서

경인들의 관점으로 확실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다. [D-중-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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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여 ‘이런 훌륭한 노래들은 제재 없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반

응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 학습자는 문학의 공리성을 중시하는 성리

학자의 관점과 달리 문학의 심미성을 우위에 두며 표현의 자유로움을 중

시하는 자신의 문학관을 드러내었다.

학습자 [D-중-5-8]은 처음에는 작품의 소재적 측면에서 친숙성

(familiarity)을 발견하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서경별곡>을 감상하였다. 이

후 독자관점 적용 경험을 종합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

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며 관점을 새롭게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의 감상이 작품에 대한 친숙성의 발견에서 <서경별곡>의 가치를 높이 평

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학습자가 독자관점의 선택적 종합을

통해 기존 반응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D-중-1-11]은 독자관점 종합 단계에서 학습자,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 사이의 대화·교섭 작용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 더 주목하는 독자

관점의 선택적 종합 양상을 나타냈다. 처음에는 특정 시구에 집중하여

감상하였으나 다른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때는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더 쓰며 감상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 서술

을 통해 학습자의 감상이 내재적 차원에서 작품 외부 맥락을 고려한 감

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

자들이 주장하는 <서경별곡>의 음란함도 고려 시대 서경인들의 <서경

별곡>에 대한 애정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남녀 간의 이별을 표

현한 평범한 노래로 <서경별곡>을 평가하였다. 이 학습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이나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보다 자신의 관점에 더 주

처음에는 여인이 뱃사공을 욕하는 가사에 빠져 그것을 주로 생각하며 감상

하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감상한 후 유학과 관련된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된 것 같다.

나는 <서경별곡>이 남녀 간의 이별을 지닌 시라고 생각한다. 이 시에서 성

리학자가 주장한 성리학이 와 닿지 않았고 고려 시대의 서경인들의 주장도

와 닿지 않았다. 이 시는 그저 나에게 남녀 간의 이별을 표현한 노래라고 느

껴진다. [D-중-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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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여러 독서입장의 관점을 탐구한 경험을 선택적으로 종합하여 자

신의 감상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단편적 이

해에 그쳤던 초기의 반응을 조정하여 주제적 차원으로 심화하였다.

위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종합 단계에서 학습자,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

의 관점을 선택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조

정해나가고 있다. 학습자는 작중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고, 고려 시대 서경

인의 정서와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정서를 추론한 것을 바탕으로 작품

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학습자 관점에서

작성한 감상문은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내용 파악 정도에 그쳤으나 독자

관점 종합 단계에서는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서경별곡>을 인간의 정서를 잘 표현한 멋진 노래로 평가하며 자신의

감상을 조정하고 있다.

<학습자 관점의 감상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구절이 반복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 노래의 의미는

내가 너를 이만큼(다 버리고 찾아갈 듯이) 좋아하니 알아주고 도망가지 말

라는 뜻 같다. 만약에 진짜 나를 배신한다면 뵈는 거 없이 나 끊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대동강 건너편 꽃의 의미인 것 같다.

< 독자관점 종합 단계의 감상>

버림받은 여자는 매우 서글픈 것 같고 서경인은 이 커플이 왜 이별하는지

궁금하고 조선 시대 성리학자는 매우 음란하게 여겨 치욕스러워할 것이다.

이 <서경별곡>이라는 노래 하나가 사람마다 느끼는 기분이 다 다른 것 같

다. 서경 사람들은 <서경별곡>을 좋아했고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서경별

곡>은 음란하다 생각했는데 나는 <서경별곡>은 굉장히 멋진 노래라고 생

각한다. <서경별곡>은 당시 고려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노래지만 지금

읽어봐도 충분히 공감되기에 사람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노래인 것 같다.

[D-중-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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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관점의 창조적 구성에 의한 가치의 전이

독자관점 종합의 마지막 양상은 독자관점의 창조적 구성에 기반한 것이

다. 여기서 학습자는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

점을 모두 포용하는 확장적 관점, 셋 중 특정 관점에 선택적으로 주목하

는 수렴적 관점뿐 아니라 여러 관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관

점을 창조적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관점의 구성은

정서의 통시성에 기반하여 상이한 시대의 정서를 전유하고, <서경별곡>

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학습자는 독자관점 종합 단계에서 학습자의 관점과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변증법적으로 수렴하여 제3의 창조적 관점을 구성하고, 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전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

할 때는 <서경별곡>의 ‘구슬가’ 부분이 고려인만의 정취가 드러나는 참

신한 표현이라고 주목하였지만, 사랑과 이별 경험의 부재로 시의 정서에

조선 시대와 같이 남녀 간의 철저한 분리를 중요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려 시대에도 <서경별곡> 같은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을 담은 노래가 유행

할 수 있었던 사실이 놀라웠다. 조선 시대에는 노래에도 성리학적인 덕목을

주시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이런 성리학자들의 비판 속에서도 우리 겨레

의 노래로 꾸준히 전해질 수 있었던 <서경별곡>의 매력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다.

<서경별곡>을 처음 감상했을 때는 작품의 내용과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려인의 정취에 주목하여 감상했었더라면 활동이 모두 끝난 지금은 작

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것 같다.

먼저 백성들이 당시로써는 이색적이었을 수도 있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이라는 주제의 노래를 즐겨 불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조선의 기강

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던 성리학의 덕목에 크게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궁

중에서 연주하고 기록까지도 남길 수 있었던 <서경별곡>만의 매력이 궁금

했다. 요즘 노래와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남녀 간의 이별과 애절함

이라는 주제를 잘 담아낸 노래가 그 당시에도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놀라

웠다. [D-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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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메타적으로 인식하였다. 독자관

점 종합 단계에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음을 서술하며

조선 시대의 사회적 사상인 성리학의 덕목에 어긋나는 노래임에도 그 당

시 살아남았던 <서경별곡>의 매력을 궁금해하였다. 그리고 ‘요즘 노래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남녀 간의 이별과 애절함이라는 주제를 잘 담

아 낸 노래’라고 이어서 서술하며 학습자 스스로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또한 요즘 노래와 비교하며 고전 시가의 현대적 가

치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 관점을 창조적으로 종합한 독창적 관점

에서 작품을 통시적 고찰하고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D-중-1-9]는 학습자와 과거 수용자의 관점 사이의 대화·교섭

을 통해 두 관점을 새롭게 재구성한 독자관점을 형성하였다. 학습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감상했을 때 성리학자들의 <서경별곡>

에 대한 평가는 이해하지만 노래의 장점을 살려 재해석했으면 좋았을 것

이라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감상의 방향을 떠올리고 있다.

이 학습자는 시대의 가치에 따라 <서경별곡>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작품 속 인물들은 이별의 아픔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서경인은 이 노래를

좋아하였지만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생각은 달랐다. 성리학자는 이 노래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성리

학자의 의견도 맞지만 이 곡을 사회의 규정에 어긋나게 쓰지 말고 곡을

재해석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서경별곡>을 처음 감상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이별을 표현한 노래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리학자의 관점을 들어보니 성리학자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시대마다 추구하는 노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 논란이 당연히 됐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어보니 내 의

견이 변화하였다.

<서경별곡>은 나에게 남녀 간의 이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시대가

변해도 남녀 간의 이별하는 방식,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보는 관점은 달라져도 이 이별은 오늘날에도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다.

비록 이 노래가 비판 받아도 이별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해서 나에겐 큰

의미를 준 것 같다. [D-중-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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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서술하며 문학의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통찰하고 있다. 그리

고 다양한 독자관점에 대한 탐구 경험이 자신의 <서경별곡>에 대한 감

상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

의 관점에 대한 공감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경험한 독자관점을 창조적

으로 종합하며 작품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삶에서

‘이별’이라는 사건의 보편성, 이별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의 보편성을 깨닫

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내재한 감정의 통시성을 발견하며 작품의 새로

운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서경별곡>은 고전이지만 ‘이별’의 아픔을 생

생히 전하기에 현재 학습자의 삶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서술하였다.

학습자 [K-고-2-18]는 학습자,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의 관점 간 대화·

교섭 작용을 통해 새로운 독자관점을 창조적으로 구성하여 감상문을 서

술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문학 경험을 활용하여 <서경별곡>에 대한 시

대적 인식의 차이를 통찰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모습

에서 세 관점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일

제강점기 소설인 <운수 좋은 날>과 <서경별곡>을 관련지으며 작품의

가치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랑과 이별이라는 소재를 시대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 신선함을 느끼고 작품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에서 학습자가 작품을 창조적으로 전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시대, 그러니까 세대의 차이가 심하면 하나의 작품을 두고 관점이 크게 다

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서경별곡을 좋아하는 고려 시대 사람들, <서경별

곡>을 좋아하지 않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 둘의 차이가 큰 게 흥미로웠다.

하기사 <운수좋은 날>도 그 당시엔 명작이었기에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실리지만 학생들의 관점에서 김 첨지는 가정폭력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

가 많았다. 그런 것처럼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었다. 사

실 여인이 뱃사공의 아내를 모욕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땐 여인에게 좋은 감

정이 없었다. 그러나 계속 보다 보니 얼마나 남자를 사랑하면 저럴까, 뱃사

공을 모욕하면서까지 남자를 떠나보내기 싫은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고전

문학들이 으레 그렇듯 사랑과 이별이라는 식상한 소재를 두고 다양한 시대

에의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K-고-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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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자관점의 탐구에 나타난 문제점

이 절에서는 고려속요 감상에서 독자관점 교육의 한계를 살펴 Ⅳ장의

교육 내용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실험 결과 학습자들은 대체로 독자

관점에 몰입하여 그 정서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상상적 추론으로 빈자

리를 채우며 독자관점 간 거리를 조정하는 등 독자관점을 잘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도 일부 발견하여 학습

자 반응 양상에 근거하여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별로 문제점을 면면히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의

감상 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로서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은 이어질 Ⅳ장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다.

1) 탈맥락적 질문의 생성과 후속 탐구질문의 단절

질문 생성은 독자관점 탐색 단계의 활동으로 이후의 감상 방향을 이끄

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인지적 사고 작용과 정서

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질문의 생성이 중요한데 일부 학습

자들은 탈맥락적 질문을 생성하며 질문 생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생성한 탈맥락적 질문으로는 독자관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생성한 사실에 어긋난 질문, 작품 감상이나 독

자관점의 적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 등이 있다. 특히 조선 시대 성리학자

의 관점을 탐색하기 위한 맥락 지향 질문 생성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 당신은 남자-남자, 여자-여자 연애는 가능한가요? 아니다. [K-고-2-G2]

- 그렇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한 여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네 없습니다. 어머니 외의 여인에게 이성 간의 사랑이라

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D-중-5-G1]

- 당신은 정말로 한평생 여자와 손이 닿은 적이 없나요? 엄마 빼곤 없습니다.

[K-고-2-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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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제시된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탈맥락적 질문을 생성

하였다는 점이다. 학습자그룹 [K-고-2-G2]는 <서경별곡>의 감상과 관

련이 없는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여 맥락을 이탈하고 있다. 학습

자그룹 [D-중-5-G1]은 성리학자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의 가사로 삼는 것이지 사랑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성리학자의 생각을 몰이해한 질문을 생성하였다. 학습자 그룹 [K-고

-2-G5]는 ‘남녀유별’이라는 성리학적 문화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매도하

여 작품 감상과는 관련성이 적은 질문을 생성하고 있다. 또한 이 학습자

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모두 같은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성을

보이며 탈맥락적 질문을 형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런 종류의 질문들

은 학습자들이 독자관점을 적용하는 단계에 오류를 범하게 하여 작품 감

상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질문 생성 단계에서 교육적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작품 감상에 독자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풍부한 질료를 마련하려면 다양

한 개시 탐구질문의 생성뿐 아니라 개시 탐구질문이 후속 탐구질문으로

활발히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개시 탐구질문은 학습자가 작품을 감상

하며 해당 독자관점에 대해 갖게 된 선행 질문이며, 이 의문점의 해결을

위해 답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속 탐구질문이 연쇄되어야

독자관점에 대한 탐구의 폭을 넓히고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시 탐구질문과 이에 연계된 후속 탐구질문 생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답변의 구성을 이끌어 이후의 감상문 쓰기 활동의 풍부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독자관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도와 독

자관점에 몰입하여 작품을 전유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몇몇 학습자들

은 개시 탐구질문을 후속 탐구질문의 생성으로 연계하지 못하여 후속 탐

구질문의 생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 여자를 본 적이 있기나 한가요? 본적은 있습니다. [K-고-2-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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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학습자가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중 버림받은 여

자의 관점,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의 탐색 과정에서 생성한 질문과 그

답변이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단순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는 ‘닫힌 질

문’이거나 그 질문의 해결이 단편적 답변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을 발견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까?’, ‘당신은 언제부터

<서경별곡>을 들었나요?’ 등의 질문은 단순 정보 확인에 그치는 질문으

로 기능하고 있다. 닫힌 질문인 경우에도 답변 구성의 충실도에 따라 후

속 탐구질문 생성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으나 단편적인 답변 구성은 후

속 탐구질문의 생성을 단절시키고 있었다. 위의 학습자들은 ‘네, 아니요’

의 단답형 답변 혹은 단어식 표현, 짧은 서술 등에 그치는 답변을 서술

하고, 이에 따른 후속 탐구질문은 생성하지 않아 이후 독자관점의 적용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히 구성하지 못하였다. 닫힌 질문이 아닌 열

린 질문의 경우에도 학습자의 성향과 언어적 구사 능력에 따라 답변 구

성의 질과 후속 탐구질문 생성 기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학습자

가 의문의 해결 과정을 구체화하여 풍부한 답변을 구성하도록 돕는 질문

생성의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개시 탐구질문이 후속 탐구질문으

로 연계되어 풍부한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Ⅳ장에서 구체적으

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학습자의 관점
-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까? 아니다. [D-중-1-15]

- 과연 사랑이 변치 않을까? 사랑은 변한다. [K-고-2-12]

- 남자는 왜 떠나가는 것일까? 모른다. [K-고-2-20]

버림받은 여자의 관점
-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그가 날 떠나서 [D-중-1-5]

- 당신은 왜 같이 못 가나요? 그가 날 버렸어. [D-중-1-5]

- 당신은 왜 굳이 그 남잔가요? 그 남자뿐입니다. [K-고-2-25]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

- 당신은 언제부터 <서경별곡>을 들었나요? 20살 때 [D-중-5-G3]

- 노래의 어디가 마음에 드나요? 멜로디 [D-중-5-G3]

- 당신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인가요? 매우 좋다. [K-고-2-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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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관점 주체의 불완전한 표상화

또 다른 문제 사례로는 독자관점 주체를 학습자들이 의식상에 명확히

표상화하지 못하여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복기하는 수준의 감상문을 작

성하고, 독자관점을 적용한 감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위의 글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감상문으로

두 학습자 모두 해당 독자관점의 주체를 막연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학습자 [K-고-4-22]는 고려속요의 특성이 서술된 학습지

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감상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독자관

점에 서서 <서경별곡>을 감상하는 경험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고려속요

장르의 전반적 특성을 나열하고 있을 뿐 독자관점에 몰입하여 작품 감상

의 내면화는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 [K-고-2-9] 또한 위에

전술한 학습자들보다는 자료를 이해하여 감상문을 작성하였으나 마찬가

지로 독자관점의 주체인 고려 시대 서경인을 구체적 실체로 인식하여 학

습자 의식상에 완전하게 표상화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상문의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은 학습지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의 향유층인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제3자

여러분, 고려 시대의 노래 중 주로 민요에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노래인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 삶의 애환,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고려 시대 때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K-고-4-22]

여러분, <서경별곡>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의 아쉬움을 써낸 음악입니다.

저는 서경인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이별의 아

픔을 음악으로써 표현해 공감을 줍니다. 대동강은 매우 넓고 커 건너기 매

우 힘든 장소이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이를 음악에 넣어 이별을

강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궁중에서도 쓰이는 음악으로 많은 이들이 듣고

부르던 음악입니다. 그만큼 노래가 좋고 공감이 가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서

경은 제2의 도시여서 큰 상업도시인 동시에 풍류를 즐길 줄 사는 사람들

의 도시로 많은 예능인들이 있습니다. <서경별곡>을 듣고 공감해봅시다.

[K-고-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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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선에서 사실적 서술의 나열에만 그치고 있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 관점의 적용 활동에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

었다. 독자관점의 적용은 해당 독자관점을 내면화하여 작품의 의미를 구

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학습자는 학습지에 제공한 조선 사회의 풍경

에 대한 자료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성리학자의 말을 그대로 복기하

고 있을 뿐 그들의 관점에 서서 <서경별곡>을 ‘감상’하지는 못하였다. 특

히 이러한 경향은 소수의 고등학교 학습자에게서 발견되었고, 중학교 학

습자는 대체로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내면화하여 감상문을 잘 작

성하였다.

위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작품 감상에서 독자관점의 적용이 제대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독자관점 주체를 학습자가 개별적 실

체로 인식하며 구체적인 이미지로 학습자의 의식 속에 표상화하는 작업

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야 학습자가 해당 독자관점의 주체

와 소통하며 독자관점 주체를 하나의 인물로 구체화하고 그 관점에 수월

하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Ⅳ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 역사적 자료로 대상화한 인식

마지막으로 독자관점의 종합 단계에서도 문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몇몇 학습자들은 독자관점을 종합하는 단계에서 <서경별곡>을 과거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인식하거나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

라는 명제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감상이 그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전하, 지금 당장 <서경별곡>의 공연을 금지시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음악은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 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지금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배경이

되는데 이를 따르면 충, 효, 예법을 중시하여야 하고 노래는 ‘도’를 담고 있

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자유연애가 금지되어야 하고 서로 내외해야

하는데 <서경별곡>에는 남녀 간의 사랑 가사가 들어가니 어찌 음란하지 않

을 수 있겠습니까. [K-고-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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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D-중-5-5]는 <서경별곡>을 통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사람

들의 생활 모습과 언어표현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며 작품을 역사적 사

료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학작품은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문학

은 문화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작품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얻고 체험하는

것도 문학교육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에 그치는 수준으로 교육

활동이 끝나서는 안 된다. 본 교육은 문학교육인 만큼 명제적 지식을 인

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작품의 가치를 통시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상을 이끌어야 한다.

학습자 [D-중-1-13] 또한 독자관점을 탐구하며 <서경별곡>을 풍부히

감상하였으나 <서경별곡>의 가치를 ‘고려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길잡

이’라고 서술하며 감상문의 끝을 맺었다. 이는 <서경별곡>이 학습자에게

지니는 가치를 역사적 자료로 한정하고 있어 문학작품으로서의 <서경별

곡>의 가치에 주목하여 고찰해보도록 매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서경별곡>은 나에게 고려 서경인들의 세상을 알려준다. <서경별곡>

을 통해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생활 모습, 고려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언어표현을 알게 되었다. 남자, 여자의 이별을 다룬 이 노래를 감상하면서

고려 서경인들의 마음이 더 잘 이해가 되었다. [D-중-5-5]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어 처음보다는 재미있었다. 생

각보다 좋은 노래인 것 같다. 나는 <서경별곡>이 옛날 고려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어떤 주제의 노래가 유명했는지 알

려주는 좋은 예시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좋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D-중-1-13]

조금 새로웠다. 다른 작품들은 모두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감상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려 시대 서경인의 입장,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새로웠다. 서경인의 입장에서는 <서경별곡>이 사랑 노래였다. 하

지만 조선 시대 성리학자는 <서경별곡>을 음란한 노래고 불가하다고 평가한

다. 이처럼 시대마다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다르게 평가한다는 게 새

로웠다. [K-고-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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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K-고-4-24]는 시대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서경별곡>에 대한 감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의

차이, 다양한 해석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텍스트를 전체적

으로 조망하면서 문학사적 구도에서 작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평가

하고 <서경별곡>을 학습자 외적 맥락에 환류하여 학습자의 삶에 작품이

끼치는 고유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 학습자의 감상 수준을 한 차

원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교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 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Ⅲ장 전반에서 살펴본 독자관점 탐구

양상과 하위 유형들 이외에 독자관점 탐구를 통한 감상을 긍정적으로 성

취하지 못한 문제 사례 또한 발견하여 교육적으로 주목해야 문제 양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서경별곡>의 중학교에서의 교육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

학생과 고등학생의 감상 비교를 꾀하였는데 그 결과,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반응 양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독자관점 탐색 활동이나 독자관점 적용 활동에 어려움을 겪

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독자관점 탐색 활동 중 학습자들

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던 조선 시대 성리학자 관점의 탐색 활동에서

고등학생 학습자들(54명)은 46개 질문을 생성하였고 그중 유의미한 질문

이 34개였으며 중학생 학습자(60명)는 35개를 생성하였고 유의미한 질문

은 34개였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생성한 질문의 절대 수는 더 많았지

만, 그중 약 25%는 주어진 자료를 복기하거나 탈맥락적인 질문을 생성

하여 자료에 근거한 발산적 사고로의 도약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많

았다. 또한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적용한 감상문 쓰기에서 독자관점 주

체를 불완전하게 형상화하고 자료를 복기한 감상에 그치는 경우가 고등

학생의 경우는 54명 중 9명, 중학생의 경우는 60명 중 2명이었으며, 특히

고등학생 학습자의 경우 7명의 학습자가 자료를 복기한 반면 중학생 학

습자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습자가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내면화하여 <서경별곡> 감상에 독자관점을 적용하고 작품을 풍

부히 감상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독자관점의 탐색, 적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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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학습자 반응 양상에 중 고등학습자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는 점과 실험 당시 중학생 학습자들이 역사 시간에 조선 시

대를 학습하기 전이었음에도 중학생 학습자들이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을 적용하여 <서경별곡>의 감상을 수행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독자

관점을 활용한 감상 교육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의 차이나 지식의 열세를

상쇄하고 원활한 작품 감상을 이끄는 것에 일정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 감상 교육에는 학교

급의 차이보다는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관심사, 언어적

표현능력, 교수자-학습자 간의 래포 형성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147) 이에 의도한 교육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개인적 변인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147)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 학습자는 연구자가 교과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로 연구자와 래포가 형성된 학습자였으며 고등학교 학습자는 연구자와 실
험을 위해 1회적으로 만난 관계여서 래포가 깊이 형성되지 못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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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려속요 감상에서 독자관점 교육의 설계

본 연구가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 감상 교육을 설계한 까닭

은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성 때문이다. 고려속요는 낯선 어휘, 작품 향유

시대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학습자가 선입견을 지닌 고전 시가이자,

여러 시대를 거쳐 수용되면서 개작이 가해지고, 상이한 평가를 받은 수

용 텍스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속요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관점

에서 학습자가 텍스트 세계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을 구성하는 독자관

점의 탐구를 고려속요의 감상 방법으로 제안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밝혔

다. 또한 학습자가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해 고려속요 텍스트 세계와 텍

스트를 둘러싼 맥락을 확보하고 미적 체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여 작품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도 하였

다. 이번 장에서는 Ⅲ장의 학습자 양상을 바탕으로 고려속요 감상에서

독자관점 교육의 실제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교육의 구체적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순차적으로 서술해나갈 것이다.

1. 독자관점 교육의 목표

독자관점 교육의 목표는 문학교육의 목표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교육적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이다. 문학교육은 문학 능력을 습득,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48) 문학 능력은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범박하게 말하면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지니

게 될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가 지향하

는 6가지 학습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

발 역량이다.149) 이러한 역량은 문학 능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길러지게

148)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54쪽.
149) 교육부, 『국어과교육과정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별책5]』,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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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독자관점을 활용한 고려속요의 감상 교육 역시 문학 능력의 신장

을 목표로 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6가지 교육역량을 바탕

으로 구체화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

하여 주체적 고려속요 향유를 첫 번째 목표로, 비판적 사고 역량과 관련

하여 감상 과정의 메타적 인식을 두 번째 목표로, 문화 향유 역량과 관

련하여 문학사적 안목의 형성을 세 번째 목표로 삼았다.

1) 주체적인 고려속요의 향유

 

본 교육은 학습자가 문학 향유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독

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의 감상 교육은 전문가의 비평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작품의 감상을 하나의 답으로 수렴하는 활동이 아니다. 학습

자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며 자신의 고유한 관

점을 구성해나간다. 또한 학습자의 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학습자의 능동

성과 주체성을 끌어낸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고전 시가를 읽는 주요 동기는 즐기기

위한 ‘감상’이 아닌 입시를 위한 ‘학습’이다.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는 주

체적인 작품 향유가 불가능하다. 작품의 주체적 향유를 견인하는 중요

요소는 ‘재미’이다. 독자관점 교육은 ‘상상하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

상하기는 재미를 유발하여 독자의 능동성을 이끈다. 상상력은 교육과정

이 강조하는 학습 역량인 창의적 사고 역량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잉가르덴(Ingarden)은 문학작품을 도식화된 구조물로 보고 작품의 층에

는 앞으로 의미가 채워져야 할 ‘불확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하였다.150)

이 빈틈을 채우는 것이 상상력에 기반한 독자관점의 탐구이다. 독자의 문

학적 상상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상상적 질료151)가 필요하며 이는 텍스

150) 차봉희 역, 앞의 책, 9쪽.
151) ‘상상적 질료’란 독자의 상상력에 기인하여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가

지며 떠오르는 대상으로, 상상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이자 상상력을 추동하는
물질이다. 손예희, 「시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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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내부에서 혹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독자관

점을 탐구하며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교육 방법은 학습자에게 더 많은 상

상적 질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탐색 과정에서 궁금

한 점을 질문으로 생성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답변 구성과 텍스트 창

작을 통해 상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질문은 그 질문을 생성한 개

인이 주체가 되는 활동152)이기에 질문을 바탕으로 한 독자관점 탐구 활

동은 작품의 주체적 향유를 이끌 수 있다.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학습자가 그 관점이 되어보도록 하는 장치는 작품

감상의 상상적 질료의 역할을 하여 학습자들의 상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학습자는 독자관점을 탐색하고, 그 관점에 몰입하여 자유롭게 상상하는

과정 속에 작품을 주체적으로 향유하게 된다. 특히 독자관점 종합 단계

에서 학습자는 상상적 질료들 사이의 유사성과 인접성을 바탕으로 자신

의 감상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며 작품 속 낯선 세계를 주체적으로 경험

하는 감각을 기르게 된다.

2) 감상 과정의 메타적 인식

독자관점 탐구 활동의 첫 단계인 독자관점 탐색 단계에서 학습자는 스

스로 질문을 생성한다. 학습자 생성 질문은 독자의 상위인지를 활성화하

고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독자관점 탐구 활동

을 통해 학습자는 각 독자관점에 몰입하고, 독자관점 간 거리를 조정하

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독자관점의 탐구 그 자체가 자

신의 감상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돌아보며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독자관점의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

한 자신의 평가를 점검, 수정하게 된다. 즉 학습자의 관점에서의 첫 감상

과 이후 다른 독자관점에서의 감상을 비교하며 학습자는 감상 내용의 차

이와 일련의 변화를 인지하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

듯 독자관점 탐구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상과정

152) 구자, 앞의 글,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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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메타적 인식은 비판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속요를

감상할 때 학습자가 느끼는 낯섦은 각 독자관점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

에서 벗어나 작품 혹은 독자관점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취하게 한다. 문

학 활동에서 비판적 사고는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의 가치 체계에 비춰

이해하고 평가 가치를 자기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총체적인 과

정에 해당하며, 이때 가치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준거 틀이 된다.153)

학습자는 상이한 맥락과 가치관을 가진 수용자의 관점이 되어보는 과정

을 통해 텍스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가치 판단, 가치의 우열 문제를 다루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고 다양한 평가 가치를 자기화하는 총체적 경험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다양한 독자관점 적용 전후의 감상을 비교하는 교육 설계를 통해 자신의

감상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조정할 수 있다. 감상과정의 메타적 인식은

생활 속에서 고전을 향유하는 문화 향유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점

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3) 문학사적 안목의 형성

문학사적 안목이란 “하나의 작품이 또 다른 작품이나 사회와 연결되는

관계망을 발견하는 능력”이자 “자신의 문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하게

된 문학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154)이다.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

려속요 감상 교육은 학습자가 하나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공

간적 맥락에서 감상하게 한다. 이는 작품의 감상을 통해 문학작품은 시

대와 어떤 연관을 가지며 시대는 문학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

체적으로 조망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학습자는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과거의 삶과 사회의 다양한 결을 경험

153) 최홍원, 「문학교육을 통한 비판적 사고의 재구조화 연구」, 『국어문학』 62,
국어문학회, 2016, 388쪽.

154) 조하연, 「문학사적 안목 형성을 위한 문학사 교육의 내용 개선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53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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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하나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시대마다 다른 것을

인식하며 문학의 사회적, 개인적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고찰

하는 가운데 문학사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학년이 높아져도 학습자들이 문학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는 학습자 스스로 작품을 문학사적으로 감상하고 연결 짓는 문학교육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이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문학작품의

통합적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문학의 특정 속성을 파악하기 위

한 도구로 문학작품이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풍자의 개념과 특성을 알

기 위해 ‘양반전’을 감상하거나 반어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 ‘운수 좋은

날’을 감상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습자가 작품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별 작품의 감상이 누적되

어도 감상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해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것은 누적된 작품 감상 경험을 문학 전체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끄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서경별

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자신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

인 고려 시대 서경인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

며 작품을 통시적·공시적으로 조망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감상 경험을 통해 문학사적 안목의

형성하며 문학 향유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문학

을 향유하는 평생 독자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독자관점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서술한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의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각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되 Ⅲ장의 실험 양상에서 발견되

었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학습자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고려속요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 교육’은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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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관점을 탐색하고, 감상문 쓰기를 통해 독자관점을 적용하며, 독자관

점 간 대화·교섭을 통해 독자관점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

서 자신의 감상에 대한 메타적 인식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과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도출해볼 수 있다. 첫

째, ‘유의미한 질문 생성을 통한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로 이는 발산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둘째, ‘공감을 통한 독자관점의 몰입’으로 이는 수렴

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셋째 ‘심미적 인식을 통한 다층적 문학적 소통

활성화’로 이는 반성적 사고와 관련이 깊다.

1) 유의미한 질문 생성을 통한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

표상(表象, representation)은 “감각적으로 외적 대상을 의식상에 나타내

는 심상(心象)”155)이다. 표상은 개인이 외적 대상의 어떤 측면을 인식하

여 형성한 내적 작업물이자 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심적 현

상과 구체적 형상을 동시에 의미한다.156) 독자관점 교육은 독자관점 탐

색 단계에서 독자관점 주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의식상에 각 독

자관점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표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실현된다. 즉 각

독자관점의 적용을 위해 학습자들은 먼저 텍스트를 둘러싼 주체를 하나

의 인물로 구체화하여 개별적 실체로서 표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Ⅲ장

에 서술한 학습자 반응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은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구성하며 독자관점의 주체를 인식하고, 의식상에 표상화하며 독자관점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학습자가 텍스트와 자료를 바탕

으로 해당 독자관점의 주체에 대한 의문을 질문으로 생성하고 답변을 구

성하는 것,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독자관점 주체를 학습자가 구체적 이미

지로 표상화하는 것을 첫 번째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독자 관점 주체의 표상화는 학습자의 상상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E.

클레망에 따르면 상상력(imagination)은 표상을 생성해내는 과정으로서

155)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981쪽.
156) 김민재,「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체험 표상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16,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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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157) 독자관점 주체를 구체적으로 표상화하

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상상력의 발현에 필요

한 것은 ‘상상적 질료’이다. Ⅲ장에 살펴봤듯이 맥락에 벗어난 질문을 생성

하거나 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복기하는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적용에 실패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각 독자관점 주체를 표상화 할 수 있는 유의미

한 질문을 다양하게 생성하고, 생성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배경지식

자료를 독자관점의 표상화를 위한 상상적 질료로 활용해야 한다.

[표20] 질문-답변을 통한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 1

157) 김중신, 「문학교육 - 장(場)의 새로운 구성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문
학교육」,『문학교육학』4, 한국문학교육학회, 1999, 11쪽.

붙잡는

여자

[질문] 지금 그 심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매일 저는 이불 속

에 숨어 울다가 화냈다가 실성했다가 잠들고, 꿈에선 그가 나

오고 합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그의 생각이 납니다. 혼자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곤 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간신

히 버텨내고 있네요.

[질문]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예, 제 친구들도 그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오랫동안 제 온

마음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어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D-중-5-10]

떠나는

남자

[질문] 당신은 왜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떠나는 것인가요?

[답변] 저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출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출세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질문]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답변] 슬프죠. 이별은 언제나 너무 슬프지만 저희가 행복할 수만 있

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긴 했나요?

[답변] 사랑합니다. 출세하고 싶은 이유도 그녀와 더 행복하게 살려

고 하는 것입니다. [D-중-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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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 자료는 본 실험 자료로서, Ⅲ장에서는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에 따라 질문 유형을 나누어 제시했다면 위 표는 개별 학습자의 독자관

점 주체의 표상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학습자별로 생성한 질문을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 [D-중-5-10]은 텍스트 지향 질문의 생성 과정에

서 <서경별곡>의 작중인물인 ‘붙잡는 여자’를 개별적 실체로 표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심정을 묻는 개시 탐구질문과 그에 이어 반

론을 제기하는 후속 탐구질문을 통해 이 학습자는 작중인물을 사랑에 맹

목적인 여성으로 표상화하였다. 학습자 [D-중-1-18]의 경우 텍스트 지향

질문의 생성과 답변 구성을 통해 출세욕과 여인에 대한 애정을 동시에

지닌 진취적 남성으로 표현하여 작중인물을 하나의 인물로 구체화하여

표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

시대

서경인

[질문] 당신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변] 지난번에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하도 불러 대서 알게 되

었습니다.

[질문] 당신은 이 노래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 아시나요?

[답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입소문을 어마어마하게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이 노래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답변] 사람들이 감정을 해소하려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왜 이 노래가 좋나요?

[답변] 이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음이 좋아서 좋아합니다.

[D-중-1-G6]

조선

시대

성리

학자

[질문] 당신은 왜 이 노래를 반대하나요?

[답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은 왜 이 작품이 음란하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남녀가 같이 등장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은 유교에 맞지 않으

며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은 왜 노래에 ‘도’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성리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원칙입니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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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질문-답변을 통한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 2

과거 수용자의 관점 또한 학습자의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 과정을 살

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학습자 [D-중-1-G6]의 경우 <서경별곡>을 접

하게 된 경로를 맥락 지향 질문으로 생성하고, 이 개시 탐구질문에 대한

후속 탐구질문으로 인기의 이유, 노래에 대한 감상 등을 생성하며 당대

유행에 따라 <서경별곡>을 즐기게 된 고려 시대 서경인을 개별적 실체

로 표상화하였다. 학습자 [D-중-5-G5]의 경우 노래에 반대하는 이유를

개시 탐구질문으로, 그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서경별곡>을 음란하게

여기는 이유 등을 생성하며 성리학적 가치를 엄격히 준수하는 개별적 실

체로 조선 시대 성리학자를 표상화하였다.

이처럼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질문의 풍부한 생

성이 중요하다. 유의미한 질문은 질문 생성 이전보다 깊이 있는 감상 단

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학습자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삶

과 관련짓는 질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등의 감상 과정을 점검하는 질

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질문을 유의미한 질문으로 범주화할 수 있

다. 작중인물의 관점에서는 시어나 시의 분위기에 근거하여 작중인물의

정서나 시적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이 유의미한 질문이며,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사료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정서와

수용맥락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유의미한 질문이다. 유의미한

질문은 텍스트나 배경지식 자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생성

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간 생성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공유를 통해 잘못된 이해는 수정되고 다시 유의미한 질문의 생성

효, 예법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재미있기만 하다면 그

것은 노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이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간사한 계략으로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하

고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중-5-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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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습자 생성 질문이 유의미한 질문이 되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위의 표의 바람직한

답변은 텍스트나 자료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

어로 재언어화한 것이어야 하며 답변의 근거 혹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

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유의미한 질문의 범주를 인지하고 질문 생성과 공유 과정을 거

칠 때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독자관

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이후 학습자가 각 독자관점과 정서적으로 공

감하고 소통하며 독자관점에 몰입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유의미한 질문

생성과 독자관점 주체의 표상화를 첫 번째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2) 공감을 통한 독자관점 몰입

두 번째 교육 내용은 독자관점 적용 단계에서 하나의 실체로 표상화하

여 형성한 독자관점에 학습자가 공감하며 몰입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독자관점이 되어 텍스트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각 독자관점에 인

지적․정서적으로 관여하며 해당 독자관점에 사로잡힌다. 즉 학습자는 독

자관점을 세우며 각 독자관점 주체가 느꼈을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이

해하게 된다. 몰입(flow)은 감상자가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유지하는 것을 하는데 독자관점에 대한 공감은 학습자가 독자관점의 정

서나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독자관점에 몰입하도록 돕는다.158) 학

습자들은 스스로 생성한 질문과 구성한 답변을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의 정서를 재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한다.

158) M. Csikszentmihalyi,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이희재 역, 『몰입의 즐거움』, 해냄, 2007.

< ‘떠나는 여자’ 관점의 글쓰기>

저는 방금 한 남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실은 내가 떠나보낸 것이 아

니라 그가 나를 떠난 것이죠. 쉽게 잊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을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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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인물의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내적 맥락에 참여하며 독자관점에 공

감한다. 위 학습자는 작중인물 중 ‘떠나는 여자’의 입장에서 감상문 쓰기

후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미움, 애정, 기다림

등의 정서를 표현하며 작중인물의 정서를 구체화하며 작중인물의 정서에

공감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품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감상문에 서술하였

다. 작품 속 형상화된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같음을 공감하고, 작중인물

을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공감을 통한 독자관점에 몰입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거 수용자인 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는 텍스트 외부 맥락을 점유하며 독자관점에 공감한다. 데리다(J.

Derrida)는 텍스트는 텍스트화된 맥락 관계뿐 아니라 배제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은 텍스트

에 드러난 맥락을 통해 보류된 맥락을 인식하고, 보류된 맥락을 통해 텍

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59) 학습자는 감상의 확장을 위해

작품의 형성과 향유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발견하고 전환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수용자의 관점에 공감하는 것은 이

러한 텍스트의 의미 확장을 이끈다.

159) 이나향, 앞의 글, 184쪽.

사랑한 그이기 때문에.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이이던 그와 내가 이별

했어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말이죠. 나는 그를 평생 미워할 것이고, 또 평

생 사랑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에요.

<독자관점 탐구 활동 후 작성한 감상문>

버림받은 여자가 전하는 가사가 너무 슬퍼서 가사를 읽는 내내 몰입이 되었

다. 이별의 아쉬움이라는 주제가 고스란히 스며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이나 현대사회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다 거기서 거기로 똑같구나. 나

는 이 노래 속의 여자가 너무 슬퍼하지 않고 금방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

다. 이 여자를 응원해주고 싶다. [D-중-5-30]



- 120 -

위 학습자는 텍스트 내부 맥락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 외부 맥

락을 발견하며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텍스트 내부에 펼쳐진 대

동강에서의 이별 장면에서 당대에 실제로 많은 이별이 이루어지는 대동

강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려 시대 서경인의 독자관점에 몰입하여 작품

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즉 독자관점의 주체를 대동강 근처 가게의 사장

이라는 구체적 인물로 표상화하고 이별 상황에서 <서경별곡>이 애창되

는 텍스트 외부 맥락을 상정하며 <서경별곡>을 향유하는 고려인의 독자

관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당대인에게 <서경별곡>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여 학습자 사고의 구체적 전개와 작품에 대한 감상의 전환

을 촉진한다. 학습자는 시의 주제와 정서가 드러나는 구절에 주목하며

당대 서경인의 정서에 공감하며 독자관점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 학습자 또한 텍스트 외부 맥락의 발견을 통해 독자관점에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는 <서경별곡>이 성리학

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외부 맥락과 마주하게 될 때 일으키는 정서를 격

여러분, <서경별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동강 근처에서 사는 사장인

데 가끔 대동강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서경별

곡>이 들려옵니다. 그때면 남자든 여자든 가는 임을 보내줘야 하는 사랑의

슬픈 감정이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려옵니다. 굳이 사랑하는 상황이 아니더라

도 외롭고 힘들 때 부르거나 들으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

을 것입니다. 특히 ‘천 년을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믿음이야 끊기

고 변할 리가 있습니까?’라는 부분을 추천해드리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자의 이별의 슬픔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K-고-2-14]

전하, 이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나라이옵니다. 헌데 유교 경

전에서 반대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노래를 궁중에서

공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본디 유교 경전에서 말하

길, 충, 효, 예법이 중시되어야 하고 노래는 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녀 간의 자유연애는 금지되어야 하고 서로 내외해야 합니다. 허나 여기 이

곡의 가사를 보십시오. 남녀 간의 자유연애가 그려져 있고, 어찌 여인이 계

집인 주제에 당돌하게 사내를 붙잡는단 말입니까? 음악은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음란한

노래가 판을 치고 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D-중-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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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된 목소리로 상술하며 독자관점에 몰입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관점

에서만 감상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서경별곡>이 품고 있는 다른

시선이다. 학습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독자관점에 몰입하면서 작품

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이해하며 텍스트를 통시적으로 조망할 발판

을 마련한다.

이처럼 학습자는 독자관점에 몰입하며 자신의 관점에서만 감상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의미를 구성하며 지평을 확장해나간다. 이때 중요한 것

은 학습자들이 각 독자관점을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며 몰입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마치 그들이 된 것처럼 독자관점에 몰입하며 텍스트 내

부 세계와 외적 맥락을 점유하게 될 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3) 심미적 인식을 통한 다층적 문학 소통 활성화

고려속요를 감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전이 담지하는 의미를 창조적으

로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향유하기 위함이다. 이에 독자관점의 종합 단계

는 다양한 독자관점을 간 대화·교섭 작용을 통해 작품을 종적, 횡적으로

조망하고 주체적 독자로서 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전이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학습자들은 표상화한 독자관점의 개별적 실체를 마주하며 공감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독자관점 간 차이 역시 체험하며 거리를 느

끼고, 그 거리를 조정하며 자신의 감상을 새롭게 구성한다. 특히 최초의

감상과 여러 독자관점을 경험한 후 달라진 감상의 차이를 스스로 체감하

며 학습자는 독자관점을 종합하고 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전이한다.

여자는 매우 슬펐을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간절함을 뿌리치고

떠나간다면 나 같았어도 비참하고 슬펐을 것 같다. 서경인들은 이 노래를 좋

아했을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자주 들었을

것 같다. 반대로 성리학자는 싫어했을 것이다. 자유연애를 반대하던 사람들

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굉장히 불쾌하고 혐오스러웠을 것이다. 서경인과

성리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이 작품을 읽는 내 생각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K-고-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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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습자는 여러 독자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후 감상문에서 경험한

독자관점의 차이만을 나열하고 있다. 작중인물인 여성에 대한 공감을, 고

려 시대 서경인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서경별곡>에 대해 지니는

태도의 차이를 단순히 서술하였다. 감상문 말미에 여러 독자관점에서 작

품을 감상하니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고 서술하기는 하였으나 구

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구

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독자관점의 종합은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를 타자로 인식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이어

야 한다. 독자관점 간 다층적 소통은 작품의 심미적 인식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작품에서 발견한 심미성을 매개로 작중인물과 소

통하며 감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심미성에 주목하여 과

거 수용자인 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와 상호작용할 때 상

이한 시대의 정서를 전유하는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소통을 통

해 학습자는 텍스트를 관통하며 흐르는 정서의 통시성을 이해하고 작품

의 현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는 정서의 통시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계성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보편성을 깨

달을 수 있으며 이를 전이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에 이러한 과정이 이

어져 궁극적으로는 작품 감상을 통해 학습자가 성숙한 자아를 구성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서경 사람들은 <서경별곡>을 좋아했고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서경별곡>

을 음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서경별곡>은 굉장히 멋진 노래라고 생

각한다. <서경별곡>은 당시 고려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노래이지만 지금

읽어봐도 충분히 공감이 되므로 사람의 정서를 잘 표현한 노래인 것 같

다. <서경별곡>은 나에게 남녀 사이의 순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

는 노래이다. 노래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집착하는 모습은 남녀의 사랑을 아

름답게 그려냈다. 서로 사랑하는 해피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 떠나가는 모

습으로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D-중-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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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D-중-1-7]은 각 독자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한 경험을

정리한 후 <서경별곡>을 멋진 노래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멋진

노래’ ‘정서를 잘 표현한’, ‘아름다운 드라마’ 등의 표현을 통해 심미적 인

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경별곡>

이 고려 문화를 잘 보여주는 노래일 뿐 아니라 작품과 학습자의 시공간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서술하며 작품이

견인하는 정서의 통시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여인의 집착을 남녀의 아름

다운 사랑으로 형상화하였고, 행복한 결말은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드라

마와 같은 이별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서경별곡>을 통해 당대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낯선 작품에서 자신을 이루고 있는 타자의 부분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서 작품의 의미를 찾으며 작품을 전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작품의

심미성을 바탕으로 하여 작중인물, 과거 수용자와 다층적 소통을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자관점 종합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독자관점

의 포용적 구성을 통해 지평을 확장하거나, 독자관점의 선택적 구성을

통해 반응을 조정하거나 독자관점의 창조적 구성을 통해 작품 가치를 전

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독자관점의 창조적

구성을 위해 학습자는 심미적 체험에 기반하여 다양한 독자관점과 자신

과의 거리를 능숙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관점 간 거리조정의 방

법은 2가지로 먼저 정서적 거리 두기를 통해 작중인물의 입장, 과거 수

용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정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 자

신의 정서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지적 거리 두

기로 학습자 자신의 가치관, 작중인물의 가치관, 과거 수용자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독자관점 간 거리 조정은 각 독자관점이 지닌 ‘작품의 평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독자관점을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작품

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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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관점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이 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의 감상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가 고려속요의 감상을 내면화하고

통시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는 독자관점 교육의 교수 · 학습 방법을 구

안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방법은 Ⅲ장에 서술한 문제 사례를 초래한 요인

을 제거하거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장치를 보충하며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요의 감상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성취할 수 있는 교수 · 학

습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발문을 활용한 후속 탐구질문 생성 촉진

앞서 Ⅲ장 4절의 문제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 학습자 반응 양상에서 발

견된 문제점 중 하나는 독자관점의 탐색 단계에서 질문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학습자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질문 생성에 어려움을 겪

는 학습자들은 탈맥락적 질문을 생성하거나 단순 답변으로 인해 후속 탐

구질문 생성의 단절을 겪으며 유의미한 질문의 생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탈맥락적 질문

을 형성하거나 ‘당신은 이 노래를 싫어하나요?’, ‘나는 ~을 알고 있는가?’

등의 닫힌 질문을 생성하여 후속 탐구질문의 생성이 단절되기도 하였다.

이때 필요한 교육적 장치는 학습자의 후속 탐구질문 생성을 촉진하는 교

사의 ‘발문’의 활용이다. 이는 개별 탐구질문들 사이의 연계성을 찾아 탐

구질문의 연쇄를 구성하여 학습자의 감상 질문이 선행 질문과 후속 질문

으로 연계되도록 문학 교실 내 감상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160)

최미숙(2006)은 작품 감상을 대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학생 간의 종적

대화가 여러 시적 ‘근거’가 벌이는 경쟁 관계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근

거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면, 교사와 학생 간 대화는 타당한 해석으로 나

160) 조희정, 「고전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감상 질문 생성 경험 연구」, 『고전문학
과 교육』36, 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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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였다.161) 발문은 교사와 학생 간 대화이며

학습자의 사고를 전환하고, 기존의 안목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역

할을 한다. 이때 교사의 발문은 의문을 위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조용기

(2006)는 교사의 질문은 아이들의 내적 대화를 자극하는 성질의 것이어

야 하며 학생이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해 내적 대화를 전개하도록 하

는 질문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했다.162)

학습자 그룹 [D-중-5-G2]의 경우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대동강이 고

려 시대 서경인에게 갖는 의미에 관해 탐구하는 텍스트 지향 질문을 생

성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동강을 이별의 강으로 여긴다는 서

술에서 끝을 맺고 있다. 독자관점의 탐색이 풍부히 이루어지려면 당대

서경인들에게 대동강은 왜 이별의 강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한 고찰과

<서경별곡>에서 대동강이란 시어가 당대 수용자들의 감상에 어떤 영향

을 끼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탐구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 그룹 [D-중-5-G1], [D-중-5-G5] 역시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

게 <서경별곡>을 반대하는 질문을 생성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단편

적이어서 추가로 답변을 풍부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

자에게 후속 탐구질문을 촉진하는 발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답변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더 설명하는 발문을

생성하거나 학습자가 생성한 질문이나 답변의 단어를 활용한 발문을 생

161)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26, 국어
교육학회, 2006, 244쪽.

162) 조용기, 「의문을 위한 질문」,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22, 대구
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6, 109쪽.

[질문] 당신은 대동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D-중-5-G2]

[답변] 대동강은 이별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D-중-5-G2]

[질문] 당신은 왜 이 노래를 반대하나요? [D-중-5-G1], [D-중-5-G5]

[답변] 이 노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한다는 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D-중-5-G1]

[답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D-중-5-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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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D-중-5-G2] 학습자들에게는

‘대동강을 이별의 강이라고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발문을, [D-중

-5-G1], [D-중-5-G5] 학습자들에게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유혹하

는) 가사는 왜 넣으면 안 될까?’라는 발문을 제시하면 학습자의 호기심

을 유발하고 사고의 확장을 이끌 수 있다. 교사의 발문을 계기로 유발된

호기심과 문제의식은 학습자 스스로 후속 탐구질문을 연쇄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교사는 학습자의 사고 확장이 막혀있는 지점을

목격할 때 유의미한 발문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후속 탐구질문을 생

성하며 스스로 질문을 심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감상 질문의 연쇄성을

활용한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 생성 질문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사는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의

답변을 평가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교통경찰관’이 되어야 한다.163)

특히 교사는 학습자가 불완전한 형태로 질문을 표현하였을 때 그것을

유의미한 형식으로 재가공하도록 돕는 발문을 제시하거나 학습자 생성

질문이 특정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성을 보일 때 사고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균형 있는 사고의 확장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문제 사례로 언급했던 조선 시대 성리학자

에 대한 맥락 지향 질문 중 ‘당신은 단 한 번도 여인에게 사랑이란 감정

을 느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당신은 정말로 한평생 여자와 손이 닿은

적이 없나요?’ 등의 탈맥락적 질문을 비슷한 경향으로 생성하는 경우 ‘성

리학자들은 텍스트 속 여인의 어떤 점에 주목하는 걸까?’ 혹은 ‘텍스트

속 인물에 대한 성리학자의 생각에 집중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까?’ 등의

발문을 통해 사고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

2)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한 사고의 확장

독자관점의 몰입을 위해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 민병욱은

163) J. Mctighe. & G. Wiggins., 2013, 정혜승․이원미 역, 2016, 『핵심 질문』, 사
회 평론 아카데미,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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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극을 “교육 방법의 매개로서 교육과정에 응용․활용하여 교수효과

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둔 교육 방법 또는 연극 방법”164)으로 정의하

였다. 교육연극은 학습자의 체험을 통한 ‘과정 중심의 연극’이다. 이는 관

객을 위한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여 만드는 즉흥적인 활동165)

으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교육연극의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활동 과정 중 배움이 일어나

는 수업을 표방하며 초․중학교 국어 교과에 체험 중심의 연극 단원을 신

설하고 교육연극을 통한 학습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166)

교육연극은 학습자들이 지닌 본성을 극대화하여 학습에 적용하는 것으

로 학습자들의 모방성, 활동성, 유희성, 통합성 등은 연극의 본질인 동시

에 인간의 본능과 상동성(相同性)을 이뤄 학습자들을 주체로서 교육에

임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167)

교육연극의 다양한 기법 중 ‘핫시팅(Hot-sitting)’을 독자관점 교육의 방

법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핫시팅’이란 연극이 끝난 뒤 연극 속 인물을

소환하여 의자에 앉히고 관객들이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 기법이다.168)

의자에 앉은 사람이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당시의 상황이나 내면의 정

서를 털어놓는 것으로 핫시팅 활동을 통해 관객은 그 인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169) 핫시팅은 즉석 토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학생끼리

질문하고 서로 응답하는 상호 의사소통의 과정이 중심이 되므로 보다 깊

은 문학적 사고가 가능하고 종합적인 사고력의 신장도 꾀할 수 있다.170)

1인 역할극인 ‘핫시팅(Hot-sitting)’을 활용하면 학습자는 독자관점의 주

체를 가시화하여 연극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 학습자가 해

164) 민병욱,「교육연극의 기본 원리」,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2000, 49쪽.

165) 박희정, 「한국어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극 기법」, 『한국콘텐츠학회』,
15(11), 한국콘텐츠학회, 2015, 678쪽.

166) 정은주,「교육연극을 활용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 : 이문구의 『우리동네』를
중심으로」, 『교원교육』35(2), 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9, 218쪽.

167) 황정현,「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연극의 이해」,『학습자중심교과교육
구』1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1, 44쪽.

168) 구민정․권재원, 『교과서로 연극하자』, 다른, 2018, 40쪽.
169) 위의 책, 40쪽.
170) 정은주, 앞의 글,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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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독자관점의 주체를 하나의 인물로 여기게 되어 독자관점 주체에게 친

근감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독자관점에 대한 공감과 몰입이 수월하

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상호 간 의사소통 과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 생성이 가능하며, 연속성 있는 질문과 답변을 형성

하며 학습자들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의

대상에게 학급 전체가 질문하는 것이기에 학습자끼리 실시간으로 질문을

공유할 수 있고, 질문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다양한 질문의 생성이 가

능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독자관점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으며

문학적 사고의 깊이도 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핫시팅의 대상자는 작중

인물, 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 역

시 작중인물이나 고려 시대 서경인, 조선 시대 성리학자로 설정하거나

학습자 자신으로 질문하는 경우 둘 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 ‘떠나는 남

자’를 핫시팅의 대상자로 삼고 나머지 학습자는 학습자 자신의 관점에서

작중인물에게 질문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핫시팅의 대상자로 ‘고려 시

대 서경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학습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가 되어 질

문하는 방법도 있다. 핫시팅 활동의 구성과 생성할 수 있는 질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171)

171) 핫시팅 활동 예시는 본 실험에서 학습자들이 생성한 질문과 답을 재구성하여
연구자가 만들어본 것이다.

 대상자(1명): 떠나는 남자

 질문자(나머지 학습자): 붙잡는 여자

 대상자(1명): 고려 시대 성리학자

 질문자(나머지 학습자): 학습자
- 저를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아직 여자를 많이 사랑합니

다. 그러나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

어 어쩔 수 없었어요.

- 무슨 사정인가요?

저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출

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저를 사랑하시긴 했나요?

사랑합니다. 출세하고 싶은 이유도

- <서경별곡>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친구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

어요.

- 이 노래는 어떻게 공연되나요? 어

떤 악기가 쓰이나요?

궁중에서도 춤과 여러 악기가 어우

러져 화려하게 공연한다고 들었고,

보통 우리는 무릎장단으로 노래하죠.

- 이 노래의 후렴구는 어떤 느낌인가요?



- 129 -

[표 22] 핫시팅 활동의 구성 및 생성 질문의 예시

3)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통시적 작품 감상

독자관점을 활용한 <서경별곡>의 감상이 학습자의 문학사적 안목 형

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학적 사실들의 역사적 연계성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희(2007)는 고전문학 감상 교육에서

역사적 연계성과 시공간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을 설명해 주는 문학사적

구도의 활용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172) Ⅲ장에 제시한 실험이 하나의

작품을 여러 독자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활동이었다면, 독자관점

172) 고정희, 앞의 글, 2007, 103쪽.

당신과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매우 마음이 아프고 헤어지는 것은

너무 슬픕니다.

-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

갈 수 있는데 같이 갈 수는 없나요?

당신이 굳이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는 없기에 마음 단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 제가 이렇게 울면서 붙잡는데 한번

만 다시 생각해보실 수는 없나요?

여러 번 생각한 뒤 내린 결정이라

어렵습니다.

-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네, 꼭 돌아올게요.

- 당신을 기다려도 될까요?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어 섣

불리 대답을 못 하겠네요.

- 대동강 건너 새 꽃을 꺾으실 건가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을게요.

흥을 돋우어 줍니다.

- 왜 슬픈 노래를 잔치에서 불렀나요?

가사는 슬프지만 곡조는 밝아요.

- 당신은 이 노래를 언제 불러요?

옛 애인이 그리울 때 부르고 듣습

니다.

- 당신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나요?

이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음이 좋아서 좋아합니다.

- 서경은 어떤 곳인가요?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죠. 서경 사

람만큼 흥이 많고 세련된 사람 없

을 겁니다.

- 대동강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헤어지는 연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동강하면 이별이 떠오르

고 애틋한 감정이 올라오죠.

- 당신이 살고있는 지명이 노래에

등장하니 어떤가요?

자부심도 느껴지고 친근하고 그렇

죠.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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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이후 <서경별곡>을 상호테스트와 엮어 읽는 과정은 <서경별

곡>의 감상 경험을 확장하여 심화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때

선정하는 상호텍스트는 <서경별곡>과 통시적으로 맞닿아 있어 작품 사

이의 역사적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가 역사적 연계성과 시공

간적 거리감 사이의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는 텍스트여야 한다.

상호텍스트의 예로는 <서경별곡>과 정서적으로 맞닿아 있는 조선 후기

의 사설시조, 현대 대중가요를 생각해볼 수 있다.173)

173) 예시로 든 사설시조는 박노준(1996)이 고려속요의 정서와 사설시조를 대비할
때 사용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이 <서경별곡>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고 동
의하고 문학사적으로 <서경별곡>과 엮어 읽어 볼 만하기에 본 연구에도 이 작품
들을 <서경별곡>과 엮어 읽는 상호텍스트로 제시해보았다. 이하 이 사설시조의
의미 해석과 관련된 서술은 박노준의 논문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박노준, 「시
가문학사의 관점에서 본 고려속요의 정서Ⅱ- 사설시조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14, 한국언어문화학회, 1996, 5-41쪽 참조.

[1]

갈가보다 말가보다 님을 따라서 안이 갈 수 업네 오날 가고 래일 가고 모

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잇흘 사흘 나흘 곱잡아 여들에 팔십리를 다 못갈

지라도 님을 따라서 안이 갈 수 업네 쳔창만검지중에 부월 이 당젼할지라

도 님을 따라서 안이 갈 수 업네 남기라도 향자목은 음양을 분 하야 마주

나 섯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자웅을 따라서 마주나 섯는데

요네 팔자는 웨 그리 망골이 되야 간 곳마다 잇을님 업서셔 나 못 살겠네

[2]

물 아래 그리마 지니 다리 우에 중놈 셋 가는 중에 말째중아 게 있거라 말

물어 보자.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숙공방 삼겨주시던 부처 어느 절 어느

법당 탁자 우에 감중련(坎中蓮)하고 두 눈이 까맣게 앉았더냐.

일러라 보자 그 중이 막대를 높이 들어 백운을 가라치며 일러 속절없다 하더라

[3]

다려 가거라 끌어 가거라 나를 두고선 못 가느니라 여필(女必)은 종부(從

夫)랫스니 거저 두고는 못 가느니라 나를 바리고 가랴 하거든 청룡도(靑龍

刀)잘 드는 칼노 요참이라도 하고서 아래 토막이라도 가져가소 못 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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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설시조 속 여인들은 <서경별곡>의 여인과 유사한 적극성을 보

인다. 1번의 사설시조는 <서경별곡>의 첫 절을 산문으로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서경별곡> 속 여인이 속으로 삼킨 말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 같다.174) 종장의 ‘잇을님 업서셔 나 못 살겠네.'에서 감정을 직설

적으로 분출하는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이별의 슬픔을 수동적

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서경별곡>과 위의 사설

시조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 감정의 분출을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다. 2

번째 사설시조는 이별의 원인을 부처에게 돌리고 있는 점이 뱃사공을 탓

하고 있는 <서경별곡>의 마지막 부분과 유사하다. 두 작품 모두 이별이

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리자 이별의 책임을 관계없는 타인에게 전가하며

극도로 고조된 감정의 폭발, 격정성이 드러난다. 3번째 사설시조는 <서

경별곡>에 드러난 정서보다 훨씬 고조된 감정의 분출이 드러난다. 이 사

설시조는 <서경별곡>의 감정 분출에서 더 나아가 상대를 적극적으로 만

류하고 원망하며 극단의 언술을 펼치고 있다.175)

<서경별곡>을 다른 현대 시나 일반적 고전 시가와 비교해보면 <서경

별곡> 속 여인의 적극성과 솔직한 감정 표현, 감정 분출의 극대화 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서경별곡>을 위의 사설시조들과 엮어 읽어보면

<서경별곡>에 드러난 정서는 오히려 정제된 감정 표현이라고 느끼게 된

다. 학습자는 위의 사설시조 역시 화자, 당대 수용층, 현대 독자의 독자

관점을 적용하여 감상하는 가운데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정서의 문학사적

통시성을 짚어보게 된다. 각 텍스트가 놓인 시대적, 공간적 차이, 텍스트

자체의 형식적 차이 등을 통찰하며 역사 속에서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정

서의 특성과 변화 양상, 각 작품에 형상화된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174) 위의 글, 21쪽.
175) 위의 글, 26쪽.

못 가느니라 그저 두고는 못가느니라 그저 두고서 가랴하거든 여산폭포(廬

山瀑布) 흘으는 물에 풍덩 더지기라도 하고서 가쏘 나를 바리고 가는 님은

오리(五里)를 못 가서 발병(病)이 나고 십리(十里)를 못 가서 안즌방이 되리라

참으로 임(任)생각 그리워서 나 못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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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 통시적으로 고찰하며 문학사적 구도 속에서 작품을 보게 된다.

이어서 학습자 스스로 대중가요 중에서 <서경별곡>과 상호텍스트성을

가진 것을 찾아 그 작품과 <서경별곡>, 위의 사설시조 사이의 관계를

나름의 문학사적 구도하에 배치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벤의

‘열애 중’이라는 노래는 이별 후의 여성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이별 후

정서가 섬세하게 드러나 있다.176) 학습자는 작품에 형상화된 정서의 차

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며 <서경별곡>, 사설시조, 대중가요를 자신의 작

품 감상 지도상에 위치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 독자관

점 교육 활동은 학습자의 문학사적 안목의 신장을 이끌며 문학 활동과

문학 능력의 향상 간의 긴밀성을 높일 수 있다.

176) ‘열애 중’은 2018년 5월 가수 ‘벤’이 발표한 노래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겐 /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
는 아직 너와 열애 중 /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 아니 너보다 더 행복
하고 싶어 /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 열애 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 언
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 매
일 이별하고 있지만 아직 너를 기다리는 중 / 나도 너만큼만 못되지고 싶어 /
아니 너보다 더 나빠지고 싶어 /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 아직 이
별 중인 나에게 /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 열애 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널 멈추면 / 정말 이별이 될까 봐 그게 마지막이 될까 봐 / 널 후회하는 중 /
누구보다 너를 많이 원망하는 중 / 미워해도 미워한 적 없어 / 언젠가 내가 너
를 잊고 살 수 있을까 /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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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고려속요 감상 교육의 방법으로 독자관점의 탐구를 제안하였

다. 다양한 독자관점에서 고려속요를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것은 학습자의

시공간적 거리감 활용 능력을 신장시켜 깊이 있는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고 보았다. 이에 독자관점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Ⅱ장에서 살피고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실제 반응 양상과 하위 유형을 Ⅲ장에서 살펴보았다. 나아

가 실험에 나타난 문제 사례를 고려하여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고려속

요 감상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Ⅳ장에 서술하였다.

문학작품이 역사적 사실들과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이면서 또한 오늘의

것이라는 점이다.177) 고전은 역사적 자료가 아니며 과거, 현재, 미래에도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상의 내용은 작품의 수용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 이처럼 고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독자와

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가 변화하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하

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고전문학교육은 학자들의 중간언어를 활용하

여 당대적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었으나 고전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

면 학습자 스스로 고전문학에 담긴 삶의 지혜, 정서를 경험하며 작품 감

상의 ‘재미’를 느끼고,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해 학습자가 고려속요 감상에 재미를 느끼며 능동

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전 시가의 감상은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과정이며 다

양한 주체와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주체의 관점이 되어보는 것이

다. 이에 본고는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관점을 ‘독자관점’으로 정

의하고 학습자가 고려속요를 둘러싼 여러 주체의 관점이 되어 작품을 감

상하는 것을 독자관점 교육으로 명명하였다. 독자관점을 탐구하여 작품

을 감상하는 것은 수용텍스트인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성에 맞는 효과적

인 감상법이 될 수 있다. 독자관점의 탐구를 통한 작품 감상 활동은 각

독자관점의 기대지평을 재구성하여 지평융합을 이루는 활동이자 작품의

177) 조하연, 앞의 글, 2013, 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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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감상을 이끈다. 독자관점 교육은 공감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타자의 정서, 가치관을 공감적으로 대리 체험하는 역할수행 활동이

다. 독자관점 교육은 고려속요 텍스트에 누적된 과거 수용자의 취향과

사고를 탐구하게 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종적․횡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준다.

본고는 고려속요 중 <서경별곡>을 대상으로 독자관점 교육을 고찰해보

았다. <서경별곡> 감상을 위한 독자관점의 종류는 1차적 관점과 독자관점

간 대화 ·교섭을 통해 구성된 관점이 있다. 1차적 관점은 학습자의 관점,

작중인물의 관점, 과거 수용자의 관점으로 나뉘며 그 중 과거 수용자의 관

점은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과 조선 시대 성리학자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 시대 서경인의 관점은 도시 평민인 서경인의 처지에서 <서경

별곡>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정서를 탐구하는 것이며, 조선 시대 성리학

자의 관점은 고려속요의 생산적 수용자인 그들이 고려속요를 비판한 이유

와 <서경별곡>에 대한 그들의 정서, 평가를 탐구해보는 것이다.

독자관점의 탐구는 학습자의 질문 생성 활동에서 시작된다. ‘학습자 생

성 질문’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생성한 질문으로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생성한 탐구질문이다. 학습자 생성 질문은 학습자의

구체적 상상을 돕고 작품 감상에서 학습자의 능동성을 이끌어 학습자가

텍스트와 교류하도록 만든다.

독자관점 탐구의 단계는 첫째, 질문 생성과 답변 구성을 통한 독자관점

의 탐색, 둘째, 감상문 쓰기를 통한 독자관점의 적용, 독자관점 간 대화·

교섭을 통한 독자관점의 종합이다. Ⅲ장에서는 독자관점의 탐구의 단계

에 따라 설계한 실험을 통해 <서경별곡> 감상에 나타난 독자관점 탐구

의 실제 양상과 그 하위 유형을 살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양상은 ‘독자관점의 탐색을 통한 관점의 형성’으로 독자 지향 질문을 활

용해 학습자의 관점을 자각하거나 텍스트 지향 질문을 활용해 작중인물

의 관점을 인식하고, 맥락 지향 질문을 활용해 과거 수용자의 관점을 재

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두 번째 양상은 ‘독자관점의 적용을 통한 텍스

트 의미의 확장’으로 학습자 중심의 주관적 의미화를 통해 작품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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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작중인물 중심의 텍스트 구체화, 과거 수용자 중심의 상상적 맥락

구성의 양상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독자관점 종합을 통한 텍스트의 전

유’는 독자관점의 포용적 구성을 통해 지평을 확장하거나 독자관점의 선택

적 구성을 통해 반응을 조정하거나 독자관점의 창조적 구성을 통해 작품

가치를 전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자관점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독자관점에 대한 공감과 거리

두기 작용을 통해 지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문학적 소통을 활성화하여 작품을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탈맥락적 질문의 생성이나 단편적 답변 구성으로 인해 독자관점의

적용에 실패하는 경우와 독자관점 주체의 불완전한 표상화로 인한 문제,

작품을 역사적 사료로 대상화하는 등의 문제 양상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Ⅲ장의 학습자 반응 양상과 문제 사례를 고려하여 Ⅳ장에서

‘고려속요 감상에서 독자관점 교육 설계’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활동 중심의 감상 교육을

설계하여 고려속요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과 능동성을 강조하였

다. 둘째, 고려속요 감상에 ‘독자관점’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독자관점 탐구 과정을 추적하여 학습자의 고려속요 감상 과정을 실제적

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고려속요 감상 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자가 감상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작품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도록 하여 문학의 생산적 수용자로서

고려속요를 향유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명확한 독자관점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확실한 양상을

보이기 위해 작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 기록이 역사적 사료로 존재하며,

고려와 관련된 특정 지명이 시어로 제시된 <서경별곡>의 감상에 한정하

여 서술하였다. 또한 Ⅳ장의 교육 설계를 적용한 검증실험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른 고려속요의 감

상에도 독자관점을 활용하여 고려속요 감상에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이끌어내는지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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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reader's stance in Goryeosokyo

appreciation

Lee, Ru R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ducational

possibilities of using reader's stance in appreciating Goryeosokyo

(Goryeo folk song), and to design specific instructional methods for

appreciating Goryeosokyo through using reader's stanc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reception,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literary texts, several subjects constantly engage and intervene.

Among literary texts, Goryeosokyo is a representative genre in which

various inter-subject communication takes place in the process of

appreciation of works. As a key part of the appreciation education of

Goryeosokyo, this study focused on various 'subjects' involved in the

work. The learners can enhance their ability to utilize sense of

distance by standing in the perspective of the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text.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al design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eciation

of Goryeosokyo and exploration of the reader’s stance, and the stages

and aspects of education of the reader’s stance.

Education on the use of an reader's stance in appreciation of



- 148 -

Goryeosokyo based on the learner-generated queries, a self-generated

inquiry fo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text.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 of <Seogyeongbyeolgok> in the Goryeosokyo.

The type of reader’s stance for appreciation of <Seogyeongbyeolgok>

can be divided into the primary reader’s stance and the reader’s

stance consisting of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stances. The

primary reader's stance is the learner's stance, the character's stance,

and the past acceptor's stance. The past reader's stance is also

divided into the people of Seokyeong's stance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Confucian scholar's stance in the Choseon Dynasty. There

are three steps to use reader's stance. First, the exploration of

reader's stance through making queries. Second, the application of

reader's stance through writing an essay. Third, the synthesis of

reader's stance through comparison between other reader's stance.

The three steps will be taken for each using reader's stance activity.

As a result of applying the theoretically prepared steps to the class,

the learner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aspect was "the formation of reader's stance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reader's stance," in which learners were shown to be aware of

the learner's stance through question generation activities to

recognize the reader's stance of the author and to reproduce the point

of view of the former acceptor. The second was the "application

aspect of the reader's stance", which showed understanding of the

work through subjective semanticization of the learner, clarifying the

text centered on the composition of the writing material and

imaginative context centered on the former acceptor. Third, in a

comprehensive way of viewing the reader's stance, learners were

shown to either expand their horizons or selectively aggregate their

responses to recognize the new value of their work.



- 149 -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ader's stance, learners were

shown to expand their horizons through empathy for the reader's

stance and the act of distance-keeping and to recognize their works

in a general manner by activating literary communica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However, problems have been found because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reader's stance due to the creation of a

breakaway question or cut-off of follow-up queries. Some students

had difficulty applying reader's stance due to Incomplete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 of the Problems also caused by considering the text as

historical information.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activism of learners in classical

literature appreciation education and considers developing prior studies

that attempted to apply reader-response theory to education of the

reader's stance. There is a significance that proves that it can be a

concrete method of appreciation education. Also there is a significance

in exploring the educational realities of appreciation education and

examining the possibilities. In the future, I hope that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see if education-significant results can be obtained in

appreciation by applying it to the appreciation of other classical

poems as well as <Seogyeongbyeolgok>.

keywords : learner-generated query, question, Goryeosokyo,

reader's stance, literary appreciation, constructivism

teaching-learning, reader-response theory

Student Number : 2017-2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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