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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 이해 교육은 과연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육
에서 시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도 교사들이 가르치기도 어려운 제재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효과적인 방법론도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시적 발화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다. 시어는 축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 다양한 요소를 관련지으면서 의미를 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해의 
주체가 외국인 학습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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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것은 외국인 독자는 목표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하
기 위해 모국어 언어체계와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 텍스트를 읽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시 읽기 경험을 끌어
와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고, 자국의 문화적 배경에 기
반하여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비교1)를 통한 이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 이해 교육에
서 비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부족한 언어 능력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배경지식
을 갖추고 있고, 성인 학습자로서 인지능력이 발달하였고,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문학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학 능력도 갖추
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교육을 받아온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
여 이미 상당한 문학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장점을 확
대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지닌 문학 능력은 
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되며,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비는 또한 성인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한자를 사용하였고, 문화의 교류가 
매우 밀접하였기 때문에 문학 작품간 영향 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 영향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상이나 감정 또는 인간이 추구하는 

1) 박성창(2009: 47)에 따르면, 비교란 사전적 의미에서 ‘두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
다. 슈타이너는 비교문학을 성립하게 하는 이른바 ‘비교’의 지적 행위는 인문학 전반
의 사유 행위로 확장되어야 하며, 비교문학을 인문학이나 문학 연구의 하위 범주가 
아닌 그 기본적인 틀로 간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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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보편성으로 인해 대비 가능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학습 제재로 다루어지는 시가 일반적으로 현대
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시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

서는 정한모(1985)의 논의를 참조하여 현대시의 개념을 ‘현대시로서의 제 
특질을 갖추고 나타난 시기로부터 현대까지를 시’2)라고 보고 현대시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한다. 박남용(2012: 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의 현대시는 1917년 2월 호적의 백화시 8수가 발표되고 그의 최초의 시집 
상시집이 창간될 때부터 1949년 이전까지의 시를 지칭하며,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는 당대시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대와 당대를 나누는 구분
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따른 
정치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현대시도 한국
의 현대시의 개념 범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대시로서의 제 특질
을 갖추고 나타난 시기로부터 현대까지를 시’라고 규정하고, 당대시를 현
대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정한모(1985: 7-8)에 따르면, 현대시라는 개념이 넓게도 좁게도 해석되고 있다. 현대

시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대로서의 현대라는 개념도 넓고 좁은 진폭을 가지고 있다. 

넓게는 20세기에 들어서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총괄하는가 하면, 좁게는 우
리가 살고 있는 당대(當代)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시간적인 구획으로서가 아니
라 정치, 경제, 사회적 제 조건과 현상으로 미루어 근대적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선
상에서 현대를 구획하기도 한다. 현대시의 개념도 다른 장르의 문학과 더불어 몇 가
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시간적인 구획으로 당대를 살고 있는 시인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는 시.

둘째, 현대시로서의 제 특질을 갖추고 나타난 시기로부터 현대까지의 시.

셋째, 자유시가 처음 나타난 시기로부터 현대까지의 시.

넷째, 새로운 문화가 수입되고 생성되던 개화시기로부터 현대까지의 시. 

   좁게 한정한 첫째로부터 가장 넓게 잡아 본 넷째에 이르는 여러 개념가운데서 둘째
의 개념규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사적인 정리가 더 필요 없는 경우에
는 현대시의 기점을 두 번째 개념에 두고 출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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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0�

1. TE�:������M*$���T�

비교문학은 19세기 프랑스에서 기원하였는데 문학사의 정비, 민족의식

의 고양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파 비교문학의 이론은 발당스
페르제(Baldensperger), 반티겜(Van Tieghenm), 까레(J.M,Carré), 귀야르

(M.F.Guyard) 등에 의하여 정립되었는데 그 특징은 문학사 서술의 일환으
로 비교문학을 연구하였고, 문학적 사실에 대한 실증주의 태도를 견지하
였으며, 발신자-전신자-수신자의 영향관계를 강조하면서 비교문학과 일
반문학을 구분하였다. 

비교문학의 영역은 크게 영향과 수용관계에 초점을 두는 프랑스 학파
의 비교연구와 영향관계가 없는 미국학파의 유사성의 대비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윤호병(1994: 40-55)에 따르면, ‘프랑스 학파’의 비교문학은 문학 
간의 ‘비교’를 강조하며 ‘비교문학’이라기보다는 ‘문학 간의 비교’에 해당
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학파’의 비교문학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
한 의미를 지니며, 문학 간의 비교가 아닌 일반문학을 지향한다. 조진기

(2006: 26)에 따르면, 대비(parallélisme)는 구체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임의
의 두 개 혹은 다수의 작가, 두 나라의 문학을 택하여 그것을 대조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비교(comparée)는 외국의 작가나 사조에 대해 다소라
도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분명한 작가에 대하여 그의 외국적 재원
(sources)과 영향 등을 해명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대비연구는 비교, 대조, 해석, 추론, 평가, 종합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
된다. 그 중에서 비교와 종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 간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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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차이점을 밝힌 후에 그 원인에 대하여 탐색하여 가치가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비연구는 작품의 내적인 관계, 

작품이 지니는 미학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문화 전통, 작품 창작
의 사회 배경, 시대적 심리, 작가의 개인 사상 등에 대하여도 아울러 고려
하여 분석해야 한다(陳惇․劉象愚, 2010: 124).

중국에서는 대비연구를 평행연구 또는 유사연구라고 부르는데 평행연
구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문학현상을 ‘종류에 따라 비교’하고 비슷한 것끼
리 분류함으로써 민족문학, 세계문학의 기본규율을 총괄하고, 대량의 같
거나 다른 혹은 상통한 문학사실을 정리하는 것이다. 평행연구법의 두 번
째 기능은 비교의 대상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운치를 더하고’, ‘서로 협
력하고 보완하여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王向遠, 

2011: 95-97). 

2. / �]�5� �̂�T�_R�EF��B`�

시를 이해하는 행위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신자(독자)가 언
어 기호를 매개로 발신자(필자)와 소통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재생산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와 독자는 서로 상호작용적 대화
의 관계를 이루는 두 축이다. 즉, 이해는 ‘필자-텍스트-독자’의 상호작용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텍
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맥락이란 개념은 추상성과 모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 학문 분야에
서도 맥락의 개념이 좀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3).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

3) Schiffrin(김재봉, 1994: 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각 학문 분야에서의 맥락 개념은 다
음과 같다.



196   �������	32


면, 맥락의 개념은 정태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상황
에 의해 구성되는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할리데이와 
핫산(Hallyday & Hasan,1989)는 맥락의 범주를 첫째, 의미역을 구체화하는 
내용, 형식, 목적으로서의 상황 맥락, 둘째, 텍스트 해석에 영향을 주는 제
도적이고 심리적인 배경인 문화 맥락, 셋째, 상호텍스트성4)으로 설명되는 
텍스트 간 맥락, 넷째, 텍스트의 결속성이나 결속구조로 대표되는 텍스트 
내 맥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 전달은 맥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지

만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시 텍스트가 지닌 특수성은 생산과 수용 장면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는 담화 장
면과 달리 시 텍스트의 수용은 발신자로서의 필자와 수신자로서의 독자
가 서로 다른 상황 맥락에 처하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할리데이와 핫
산의 맥락 범주 중에서 상황 맥락을 제외하고자 하며, 맥락의 범주를 크
게 텍스트 내적 맥락과 텍스트 외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
는 특수한 맥락으로 텍스트 간 맥락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중 현대시의 대비 이해 교육은 텍스트 간의 맥락에 주목한다. 텍스

트 이해 절차에 대하여 하르트만(Hartman,1991)은 텍스트 내에서의 읽기
(within), 텍스트 사이에서 읽기(between), 텍스트를 넘어서 읽기(beyond)방

맥락

이란

지식이다. (화행이론과 화용론)

지식과 상황이다.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상황과 텍스트이다. (변이분석)

지식과 상황과 텍스트이다.(회화분석) 

4) 김도남(2002: 98)에 따르면,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낱말의 구성은 ‘속’, 

‘사이’ 또는 ‘상호’의 뜻을 지닌 ‘inter’이라는 접두어가 어떤 물건이 짜여져 있다는 것
에서 나온 ‘원문’이나 ‘본문’의 뜻을 지닌 ‘text’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 사물
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서 명사를 만드는 어미 ‘ity’가 덧붙여져 만들어진 신조
이다. 낱말의 의미로 생각하면 텍스트가 서로 내적으로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을 지
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텍스트들 사이의 관련성’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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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제시한다. 하지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부족한 언어지
식으로 인해 텍스트 내에서의 읽기가 원만하지 않고, 목표 사회문화에 관
한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 외에서의 읽기 역시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모국어 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간 유사성의 맥락을 만들어주
고 텍스트 간 읽기를 통해서 텍스트 내에서의 읽기와 텍스트 외에서의 읽
기를 통합적으로 보완해주고 촉진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대비를 위해 주어지는 중국어 텍스트는 한․중 시 텍스트 간의 
맥락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대비 이해 과정은 텍스트 간에 형성
된 유사성의 맥락을 발견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차이성을 탐구하고, 이

를 다시 텍스트 내적 및 외적 맥락과 결부하여 이해함으로써 이해의 망을 
넓히는 과정이다. 즉, 대비 이해 교육은 텍스트 간의 맥락을 형성시켜주
는 방법을 통하여 텍스트 내적․외적 맥락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새로운 해석 텍스트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주입
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학적 체험을 확대․심화하며, 학습자 중
심의 의미 실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비는 교육적인 활동의 성격을 지니므로 비교문학적 연구 방법
으로서의 대비 연구의 깊이에는 도달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작품과 작품
의 대비라는 가장 간단한 대비 방법을 취하였지만 학습자들은 비교문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동성을 
찾아내는 간단한 대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어 시 텍스
트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외적인 정보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한․중 
시 텍스트의 이동성의 원인까지 해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유
의미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동성의 원인 규명을 
통해 한국어 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국어교육분야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는 문학 텍스트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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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학 읽기나 문학 교육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본고에
서의 한․중 현대시의 대비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복수 텍스트를 활용
하여 시의 이해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교육적 효용성의 측면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이해 교육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이 한 문학 텍스트가 다른 문
학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련성을 강조한다면, 대비는 한걸음 더 나아
가 상호관련성 뿐만 아니라 차이성 및 이동성(異同性)에 대한 해명까지 
강조한다.

3. 5� �̂_R�!"#$��T��ab� �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은 한국어 시 이해 과정에서 의미 실현
이 지연되는 부분을 보함으로써 이해를 촉진하고 다시 세부적인 층위에
서 대비를 통해 이동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시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
해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대비 과정에서 모국어 텍스트인 중국어 
시 텍스트는 한국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를 조정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 유사성의 맥락 형성을 통한 이해의 진과 조정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는 대비를 위해 주어진 중국어 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대비 과정에서 한․중 시의 공통분모에 대한 파악
은 학습자 이해의 측면에서는 상호텍스트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한․중 시 텍스트는 유사성의 맥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중국어 시는 한국어 시의 이해를 돕는 비계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
미 구성의 지연을 해소하고 이해를 촉진할 수 있으며, 참조 텍스트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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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잘못된 이해를 조정해 줄 수 있다.

학습 독자들은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어려움을 겪
는다고 할 수 있다. 독자가 1차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는 텍스트를 해독(decoding)하여야 한다. 즉, 텍스트의 내적 맥락으로서의 
언어적 의미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시어의 의미 파악
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시어는 2차 모델링 체계5)로서 자연 언
어를 토대로 만들어진 더 복잡하게 구조화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 독자의 언어 숙달도의 부족은 난해하고 다의성을 지니고 있는 시어
들의 의미를 더욱 불확정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며, 목표 사회 문화에 대
한 지식의 부족과 다양한 문학적인 장치도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 
결과, 시의 의미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주제를 잘못 파악하거나 시의 내적 
의미를 아예 구성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 텍스
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뿐이
고 작가 배경, 시대 배경 등 외적 정보는 시 텍스트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이해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나 시 이해 과정에서의 불확정적인 의미는 텍스트 간의 맥락을 형
성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한․중 시 텍스트는 유사
성의 맥락 형성을 통하여 의미구성의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주제 파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 이해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불완전하게 이해
하였던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시 텍스트는 참조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한

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에 일정한 준거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어 시 텍스트가 중국어 시 텍스트와 아무런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할 

5) 유리 로트만은 언어를 자연 언어와 인위적 언어, 그리고 2차적 모델링 체계 등 세 가
지로 구분하고 예술을 2차적 모델링 체계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문화적 의식, 모든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전달, 그리고 예술을 포함한다(Iurii Lotman, 1987: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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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 독자들은 한국어 시 텍스트에 대한 의미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중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에 준하여 한국어 시 
텍스트와의 유사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조정은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게 되며, 해석학적 순환 과
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2) 차이성의 맥락 형성을 통한 이해의 심화 

대비 이해 과정은 한․중 시 텍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
정으로 먼저 유사성의 맥락 형성을 통하여 한․중 시의 공통분모를 인식
한 다음, 차이성의 맥락 형성을 통하여 진일보로 두 시의 차이점을 탐구
함으로써 이해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문학 작품에 있어서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시어
라고 할 수 있다. 시어의 의미는 체계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행과 연의 의
미 구조를 형성하고, 다시 형식적인 측면과 상호작용하면서 한 작품의 전
체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어와 시어
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전체적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비 이해 과정은 유기체인 
시 한편의 각 부분의 의미를 대비하면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이 전체의 통
일된 문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져보는 과정이다. 

시는 그 자체 내에 고유한 내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구조라는 용어
는 시의 유기체론에 대한 보다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 웰렉
과 오스틴 웨렌(Wellek, Réne & Austin Warren, 1966: 43)에 따르면, “구조

는 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는 내용과 형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

술작품은 특별한 미적인 목적을 제공해 주는 의미나 의미 구조의 총체로 
볼 수 있다.” 대비 과정에서 독자는 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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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비교하면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
는지를 이해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어 시 텍스트의 이해를 심화하
게 된다.

독자는 공통점을 파악한 기초 위에서 차이점을 파악하게 되므로 차이성
의 맥락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다. 차이점들은 한․중 
시 텍스트의 특수성을 결정하게 되는 데 두 텍스트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
하였다는 것은 두 시를 잘 이해하였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때 독자는 주
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의 요소들이 어떻게 주제의 형성에 기여하는
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외적 맥락에서도 두 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비하게 될 것이다. 독자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두 텍스트를 
매우 다각적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
만을 읽었을 때에는 도달하기 힘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이동성의 원인 분석을 통한 이해의 확장

이동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비교 문학적 접근법이다. 이동성의 원
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해 차원에서는 한국어 시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중국어 시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대비하여 의미 있는 결
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작가의 생애와 전기적 사실 및 작품
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환경을 고찰하는 것이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교문학에서 유사성의 대비연구란 “작품과 작품 간의 비교에서 어떤 
유기적인 영향관계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유사현상을 선택하여 해석하
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대비연구는 결국 
세계 각국의 유사한 문학적 소재, 모티브, 이데아 등과 같은 것이 그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대비연구에서 영향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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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현상의 판단이나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유사
현상의 발생 원인을 당시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및 그 밖의 시대상황과 
환경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자는 대비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유
사현상을 해명해야 한다. 단순히 그 유사현상의 병치로서 끝나서는 그 연
구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작품이나 작가 및 그 밖
의 지적 활동과 대비에서 표출되는 유사현상과 비유사현상을 고찰하여 
그 이동성을 해명해야만 한다(김학동, 1983: 56-57).

왕샹위안(王向遠, 2011: 107-108)에 따르면, 두 항목에 대한 평행비교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를 할 수 있을 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비슷한 사항들을 포함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연
구를 통해서는 여러 항목에 대해 정리와 분석 및 비교와 귀납을 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가치 있는 결론을 얻어내기 힘들다. 따라서 한계가 있는 
사례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나 혹은 창의성이 없는 평범
한 의견을 증명하게 된다. 본고는 비교문학적 대비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
이 아니지만 작품과 작품의 대비라는 한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기 때
문에 역시 이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어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취지는 이해 교육에 있기 때
문에 대비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다. 

한․중 현대시의 대비 이해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한․중 문학의 보편
성과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상호문화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 사

고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한․

중 시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외적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이
해 과정에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동성이 생긴 원인에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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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f�g��]h� �

대비 이해 교육을 위한 전제는 대비가능한 한․중 현대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한․중 현대시 선정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근
거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한․중 현대시를 선정하고자 한다. 

1. / �]�5�^��c"�d8�

한․중 현대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비 이해 교육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현대시의 선정 원리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제 중심의 선정이 필요하다. 사전에서 정의된 주제(theme)는 글
의 중심적인 내용(main idea)이나 중심 생각 또는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나 세계관의 반영체, 작품에 반영된 중심 사상을 말한다. 구인환․구

창환(1973: 99)에 따르면, 시의 주제는 시인이 언어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소재(시적 재료)에 동기화의 과정을 거쳐 실제 작품화됨으로써 이루어진
다. 주제는 시인의 자유에 의하여 선택된 소재에 대한 시인의 이해요, 가

치평가요, 의미부여이다. 

주제는 텍스트의 내적 및 외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만 구성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의미구조이다. 따라서 텍스트 내적 및 외적 맥락의 
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제 중심의 텍스트 선정이 필요
한 이유는 이해 과정에서 한․중 시 텍스트의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두 시가 유사하게 다가오기는 힘들며, 학습자들이 두 텍스트를 이질적으
로 받아들여 오히려 이해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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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의미구성의 방향을 제공해주고 다시 미시적인 층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비 연구가 가능한 시인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중국에

서는 대비연구를 평행연구라고 부르는데 왕샹위안(王向遠, 2011: 95)에서

는 평행연구는 가치관계와 교차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치관

계란 마치 주제사상, 관념의식 등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의 작가와 작품
의 상통하고 상이한 관계라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교차관계는 작가 작품
이 제재, 구조, 문체 유형 등의 외재적 형식면에서의 ‘동질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한․중 현대시를 선정할 때 이들이 지닌 가치관계와 교차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학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의 이해는 시인의 
생애나 시대적 배경 문학사적 맥락 등 외적 맥락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향 관계를 고찰하지 않는 대비 연구라고 하더라도 한․중 문학
사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같은 시대 배경과 유사한 문학 사조 내에서 한․중 시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과 
그 대표작을 검토하면서 시대 배경, 문학 사조, 작가 배경 같은 요인들을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교육적 적용의 전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중 현대시가 교수-

학습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심화하
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적용의 전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작품이 교육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전성을 고려해야 하
며,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친숙성
과 난이도와 같은 요인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윤여탁(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 선정 기준으로, 문학사적 가치, 난이도, 보편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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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
은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어 시는 학습자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사에
서 대표적인 정전에 속하는 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내용 면에서는 학
습자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텍스트, 즉 한국의 역사
나 문화, 한국인의 정서 등을 잘 표현한 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언어적 이탈이 비교적 적은 시, 난해하

지 않은 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될수록 
사랑, 이별, 그리움 등 인류보편적 주제나 정서를 노래한 시를 선정하여
야 한다. 

중국어 시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중
국어 시 작품의 친숙성이다. 중국어 시가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익숙한지, 

얼마나 잘 알려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학습자들이 덜 익숙한 작품을 선정하면 한국어 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어 시 작품도 동시에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어문
(�文)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
진 작품, 열독(��)교재에 수록되었거나 난해하지 않는 작품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문학 교육을 받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PPT로 중국어 시 작품에 대한 간략한 작가 
소개와 내용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2. / �] 5�^��c"�e���� �

본고에서는 김소월의 ‘초혼’과 쑨따위(孫大雨)의 ‘초혼(招魂)’이라는 시
를 대비 이해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두 편의 시는 모두 ‘고복 의식’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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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 시를 창작했기 때문에 시적 발상이 유사하며, 시의 내적 맥락에서 
시의 내용 및 분위기 면에서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비교문학적 차원에
서는 가치관계가 동질적이지만 시적 형상화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품이 지닌 미적인 가치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중 문화의 유
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로서 대비 이해 교육을 위한 적절한 제재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김소월의 ‘초혼’과 쑨따위(�大雨)의 ‘초혼(招魂)’ 

전문과 번역문이다. 

초혼-김소월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虛空)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붉은 해는 서산(西山)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6) 성기옥(1981: 93)에 따르면, 이 시는 전통적 장례의 절차인 고복의식을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관계가 초혼임을 근거로 표현하고 있다. 고복의식의 절차는 사람이 임종한 
직후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즉 고복
의식은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종의 부름의 의식이다. 



�․8�?�@��>�AB���������207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겨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孫大雨(쑨따위, 1905-1997), 중국의 저명한 이론가이고 번역가이다. 그

는 중국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시가 유파인 신월파(新月派) 시인으로서 
쉬즈모(徐志摩)7)랑 친분이 있었다. 이 시는 1931년 11월 19일 쉬즈모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떴을 때 그를 추모하기 위해 쓴 시이다. 

招魂-孫大雨

　  �去了，�去了，志摩， 갔구나, 네가 갔구나, 즈모야, 

　　一天的濃霧    하루 동안 쌓인 짙은 안개는 
　　掩護著�向那�邊，  너를 감싸 안고 그곳으로 갔구나. 

　　月明和星子中間，  달과 별자리의 가운데 
　　一去不再來的莽莽�途。 다시 오지 못할 망망한 먼 길로

7) 쉬즈모(徐志摩, 1897-1931). 浙江省 海寧 출생. 컬럼비아 대학, 캠브리지대학 등에서 
정치경제학을 수학했지만, 귀국해서는 北京大學、光華大學、大夏大學 문학을 강
의하였다. 新月派의 중심인물이며, 중국 시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楊毓敏․李玉�, 

200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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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有去？我����� 아니, 간 것이 아니야. 나는 네가 보이는구나. 

　　在�前水里       바람 속에서 물안개 속에서  
　　披着淡淡的朝陽， 옅은 아침 햇살을 걸치고  
　　跨著浮雲底車輛，  뜬구름의 수레를 타고  
　　悠然地顯現又悠然地隱蔽。유유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구나.

　　快回來。百萬顆燦爛  어서 돌아오려무나. 무수한 별들이 
　　点着那深藍；       검푸른 그곳에 박혀있구나.

　　那去	暗得可
，   그곳은 어두워서 무섭고
　　那�的冷風太大，    그곳의 찬바람은 너무나도 세차게 몰아치는데
　　一片沈死的靜默��得？쥐 죽은 듯이 적막한 그곳에서 네가 어찌  

견딜 수 있단 말이냐? 

쑨따위(孫大雨)의 이 시는 간결한 문체로 씌어졌으며 추모시이기 때문
에 이해하기 비교적 쉽다. 김소월의 시와 비교해 보면, 두 편의 시는 모두 
‘초혼’ 의식을 빌어 시를 썼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부르짖음

과 죽은 사람이 재생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두 시에서 시적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생

과 사의 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단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

나 표현 기법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김소월의 시는 강렬한 
시적 어조와 시적 화자의 감정 표출이 직선적인데 비해 쑨따위(孫大雨)

의 시는 감정을 절제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Ⅳ. !․e�f�g��a�dW�$%��U�

한․중 현대시의 대비 이해 교육을 위해서 교수-학습 절차 및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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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 B C D

학습자 번호 1,2,3,4,5 1,2,3,4,5 1.2.3.4,5,6 1,2,3,4,

고안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의 실제에 대
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 Ef -0����

본 연구에서는 2013년 3월 18일, 중국의 북경 지역 B대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시 수업 결과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실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대상자는 모두 20명이었는데 4개 그룹(5명. 5

명. 6명. 4명)으로 나뉘어졌다. 

수업 발표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격려하였지만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어 사용을 허용하였다. 학습자간

의 토론과 발표의 과정은 녹음되었고 중국어로 발표한 내용은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수업 발표 내용에 대한 전사를 위해 그룹별 학습
자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 -    

전사기호의 표기법은 먼저 그룹의 번호를 제시하고 다음 발화자의 학
습자 번호를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A-1과 같다. 그룹 간에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을 때에는 한 그룹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사하였고 새로운 결과
가 제시되었을 때에만 새로운 내용에 대해 전사하였다. 대비 이해 교육의 
효과는 개별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 임의로 6명의 학습자(A-2, A-3, B-4, C-2, C-6, D-3)를 선정
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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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 -0�gh�

이 절에서는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절차와 
세부 활동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중 현대시의 대비 이해는 기존의 강독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
자 중심의 의미 실현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교사가 학습자들에
게 얼마나 많은 주도권을 주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대비 이해를 하
는 것이겠지만, 학습자가 한국어 텍스트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잘못된 연관을 지을 수 있음으로 교사가 적절한 비계를 마련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비는 두 텍스트 간에 형성된 이동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므로, 필연적

으로 탐구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탐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
집단을 구성하여 한․중 현대시의 이동성에 대해서 학습자 간에 토의하
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들의 정의적 요인, 학업 성취도, 학습자간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소집단 구성원으로는 4-6명이 적당하다. 그것은 소집단 
구성원이 6명을 넘어가면 1-2명이 학습을 주도하고 그 학생들은 소외되
거나 수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비 이해 교육을 위해 4단계의 수업 전개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세부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수
업 활동은 교사가 조력자 및 안내자로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학
습자들의 이해를 촉진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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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개별적 
이해 단계 

한국어 시 텍스트 낭독하기
전반적인 분위기, 주제 파악하기
중국어 시 텍스트 제시하기 
중국어 시 텍스트와 대비해 보기 

스키마 활성화 단계
한국어 시 텍스트에 관한 스키마 활성화하기 
중요한 어휘, 시대적 배경 가르치기 
대비 이해를 위한 질문 설정하기 

학습자 간의 토의 
단계

토의하기 
발표하기 

피드백 단계
발표 내용에 관해 피드백 주기 
상호텍스트적 연관 확대하기 
일지쓰기를 통한 대비 이해의 효과 정리하기 

<  2> -      

학습자의 개별적 이해 단계는 학습자가 스스로 한국어 시를 낭독하면
서 시의 전반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때, 중국어 시 
텍스트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대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
는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한국어 시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비가 쉽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사고를 촉발하고, 중

국어 시와의 대비 이해의 효과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스키마 활성화 단계는 한․중 현대시 텍스트의 대비 이해를 위한 조건
을 마련해 주는 단계이다. 교사는 한국어 시 텍스트에 관해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어휘, 시대적 배경에 관해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
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한․중 현대시의 특질을 분석
하고 대비 이해를 위한 질문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중 현대시
의 이동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습자 간의 토의 단계는 그룹별로 한․중 현대시의 이동성에 대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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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 토의하는 단계이다. 원활한 토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토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스키
마 활성화 단계에서 교사가 제시한 질문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고, 교

사는 교실을 순회하면서 그룹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토의가 끝
난 뒤에는 그룹별로 한 명의 학습자가 대표로 토의 내용에 대해 발표한
다.

마지막 피드백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교수-학습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
해 보완․설명해준다. 또한 인류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에 대해
서는 자국의 시 텍스와의 상호텍스트적인 연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일지쓰기를 통해 대비 이
해의 효과를 정리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비 이해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 과정을 점검하고 되돌아보
게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제한된 수업 시간에 진행하
기 어렵다면 과제를 부여하여 평가 자료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3. Ef -0����e�)!����

학습자 간의 토의는 한․중 현대시 텍스트의 대비 이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교사는 조력자 및 안내자로서 학습자들이 두 텍스트 간
에 형성된 유사성, 차이성의 맥락을 발견하고 이동성을 해명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미리 고안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사의 질문 제시 방법
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에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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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성의 맥락 탐색

학습자들은 기존의 강독식 수업에 길들어져 있고, 아직 공통분모를 찾
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한․중 시 텍스트의 공통분모를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한․

중 시의 특질을 파악하고 한국어 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김소월의 ‘초혼’과 쑨따위(孫大雨)의 ‘초혼(招魂)’은 모두 ‘초
혼’이라는 시적 제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적 발상이 유사하며, 시의 
주제와 내용 및 분위기 면에서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중 시 
텍스트는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특정한 행 또는 부
분적인 내용이 유사성을 띨 수 있는데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교사의 질문 및 이에 대한 학
습자들의 발화 자료를 전사하여 제시하였다. 

① 두 편의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② 두 편의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③ 두 편의 시에서 유사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가?

① 두 시는 모두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부르짖음과 죽은 사람이 재생하
길 바라는 심정을 담고 있다. [B-5 발화 전사자료]  

② 시의 분위기는 모두 비통하고 어두운 격조로 쓰여졌다. [B-4 발화 전사
자료]

③ 쑨 따위(孫大雨)의 시 중에서 月明和星子中�，一去不再�的莽莽�途. 

(달과 별자리의 가운데， 다시 오지 못하는 망망한 먼 길로) 이 구절은 
김소월의 시 중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와 유사하게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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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B-2 발화 전사자료]

학습자들의 발화 전사 자료를 살펴보면, 한․중 시의 제목이 주제를 함
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두 편의 시의 주제에 대해 비교적 잘 이
해하는 양상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두 편의 시는 시적 발상이 유사하
며 하늘은 ‘죽음의 세계’, 땅은 ‘삶의 세계’로 형상화된다. 또한 두 편의 시
에서 시인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거
리는 좁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난다. 쑨따위(孫大雨)의 
시에서 ‘달과 별자리의 가운데’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삶과 죽음의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말해주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
고 김소월의 시에서 유사하게 표현된 행과 연관시키면서 유사한 부분의 
내용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사성의 맥락 탐색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가 촉진되고 조
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심층 면담 자료이다. 김소월의 ‘초혼’은 시의 제목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초혼’이라는 어휘에 대한 이해가 시를 이
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자 A-2는 처음에는 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의미구성에 어려움을 겪
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몰랐다. 왜 이름을 부르는지 이해
하지 못했고 아마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져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
했다. 쑨 따위의 시를 보고 김소월의 시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을 이해했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초혼’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두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A-2 면담 전
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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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시에서 드러나는 슬픔의 감정과 ‘이름
을 부르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고 ‘아마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 아닐까’하고 추측을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시적 제재를 다
루고 있는 쑨따위(孫大雨)의 시가 의미구성의 방향을 제공해 주었기에 
학습자는 쉽게 오류를 수정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차이성의 맥락 탐구

 

유사성은 언제나 차이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비 과정은 유기체인 시 한 
편의 각 부분의 의미를 대비하면서 그 유사성과 차이성이 전체의 통일된 
문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져보는 과정이다. 차이점들은 두 작품
의 특수성을 결정하게 되고, 두 작품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두 편의 시에서 각 부분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고찰하여 질문을 제시해야 하고, 내용과 형식적 측면의 연관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질문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은 교사의 질문 및 이에 대한 학
습자의 발화 자료를 전사하여 제시하였다. 

① 두 편의 시에서 초혼의 대상은 무엇인가? 

② 두 편의 시에서 시적 화자의 어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③ 두 편의 시에서 사용된 표현 수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표현 
수법을 통하여 어떤 표현 효과를 이루었는가? 

① 김소월의 시는 일제 통치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으므로, 조국의 
분열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나타낸 것 같다. 그러나 쑨따위(孫大雨)의 
시에서는 즈모(志摩)의 이름이 직접 드러났으므로, 즈모(志摩)를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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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쓴 시라는 점이 분명하다. [B-4 발화 전사자료]

② 김소월의 <초혼>에서는 슬픔이 매우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쑨따
위(孫大雨)의 <초혼>에서는 주관적 정서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
었고 감정을 과잉되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 [B-2 발화 전사자료]

③ 김소월의 시는 돈호법, 반복의 수법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
움을 표현하였고 쑨따위의 시는 반문의 수법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그
리움을 나타내었다. 김소월의 초혼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두 사
람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쑨 따위(孫大雨)의 초혼은 
두 사람이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쓰여진 것 같다. [B-1 발화 전사자료]

김소월의 시에서 초혼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님의 죽음을 겪고 쓴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8). 하지만 쑨 
따위의 시는 즈모(志摩)를 추모하여 쓴 시라는 점이 명확하다. 학습자들

은 김소월의 시가 창작된 시대배경과 결부하여 이 시가 나라를 잃은 비통
한 심정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편의 시에서 시적 화자의 어조의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학습
자들은 김소월의 시와 쑨따위(孫大雨)의 시를 대비했을 때 김소월의 시
가 감정 표출이 더 강렬하게 나타났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차이는 시인이 
시를 씀에 있어서 사용한 시적 형상화 방식의 차이와 직접 관련되는데 학
습자들은 소월의 시는 반복과 강조의 수법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체현
하였고, 쑨따위(孫大雨)의 시는 반문의 수법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차이성의 맥락을 탐구하는 질문을 설정할 때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
과 형식의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도록 질문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시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송희복(1994: 30)에 따르면 소월의 님은 조국 상실에서 오는 불행과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 설정된 시인들의 염원이다. 따라서 이 시는 상실의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일반
화 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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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이성의 맥락 탐구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가 심화되었
음을 잘 보여주는 면담자료이다. 

김소월의 <초혼>에서 시적 화자의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그 사
람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의 감정이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 김소월의 <초
혼>에서 2연과 4연을 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반복과 강조의 수법으로 시적 화자의 고통을 잘 표
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쑨따위의 <초혼>에서는 반문의 수법으로 죽은 사
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김소월의 시가 시적 화자의 의지와 시적 
감정을 표출하는 각도에서 쓰여졌다면, 쑨따위의 <초혼>은 죽은 사람을 위
로하는 각도에서 쓰여진 것 같다. 한국어 시만을 읽었을 때에는 시의 표현 
수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대비를 통
하여 한국어 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C-6 면담 전사자료]

학습자 C-6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 학습자는 김소월의 시와 쑨따위(孫

大雨)의 시의 감정 표출의 차이와 표현 수법의 차이 및 이러한 표현 수법
의 효과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편의 시
는 모두 초혼이라는 시적 제재를 선택하였지만, 시적 형상화 방식의 차이
로 인해 그 내용이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학습자는 대비를 통해 한국어 
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해 과정에서 차이성의 맥
락을 탐구하는 과정은 한․중 시가 지닌 특성을 잘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이해의 심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이동성의 원인 분석

이동성의 원인 분석을 분석하는 과정은 비교문학의 접근법으로서 작품
의 내적․외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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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을 쓴 작가에 대한 
이해와 작품이 생산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김소월의 시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이 많고 강렬한 어조로 씌어진 반면, 

쑨따위(孫大雨)는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시인의 시적 풍격, 시인의 생애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하여 이러한 차
이가 발생한 원인을 탐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두 편의 시는 모두 ‘초혼’이란 제재를 빌어 시를 창작하였지만 표현 
방법과 시적 화자의 어조에는 차이가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 쑨따위(孫大雨)는 신월파(新月派)에 속하는 시인이다. 쑨 따위의 <초
혼>에서는 시적 감정이 매우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월파의 
시적 풍격을 체현하고 있다. 신월파(新月派)는 이성적으로 정감을 절제
할 것을 주장하고, 감정의 범람과 시의 산문화 경향을 반대하였다. [C-1 

발화 전사자료] 

학습자들은 자국에서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문학 유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쑨 따위의 시가 신월파(新月派)9)의 시적 풍격을 체현하
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김소월의 작가 배경에 대해서는 
요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는 김소월이 전통적 시인이며, 민요조에 

9) 신월파(新月派)는 중국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시가 유파이다. 이들은 타고르의 <신
월집(新月集)>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5.4 운동 이후에 시의 예술성을 경시하는 
시 작풍을 반대하고, 신격률시(新格律�)를 제창하였으며, 이성적으로 정감을 절제
할 것을 주장하고, 감정의 범람과 시의 산문화 경향을 반대하였고 이론으로부터 실
천에 이르기까지 신시의 격률화를 위해 진지한 탐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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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한국인의 정한을 표현하였다는 것과 함께 일제의 침략이라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그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결국엔 음독자살을 
선택한 그의 삶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작가의 생애와 결부하여 이동
성을 다시 고찰해보도록 함으로써 확장된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음은 두 편의 시가 지닌 이동성의 원인 분석을 통해 이해가 확장되
었음을 보여주는 면담 자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초혼’이

라는 행위 문화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중국에서 ‘초혼’

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고민하였다. 

초혼이 중국에서 유래된 문화라고 하지만 초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
이 없다. 하지만 중국 문학 작품에서 굴원(屈原)의 <초혼>과 같은 문학 작
품을 읽었기에 초혼이라는 문화가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
국 드라마에서 ‘초혼’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통문화가 
잘 전승되는 것 같다. 중국에서 신 중국이 건립된 후 봉건문화예교와 미신 
같은 것들을 척결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D-3 면담 전
사 자료] 

학습자는 먼저 주체적으로 중국의 고전시 굴원(屈原)의 <초혼(招魂)>

과 상호텍스트적 연결고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이동성의 원인을 탐구하
는 과정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환기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또한 학습자는 한․중 문화의 동질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나름의 추측을 통해 중국에서의 초혼 문화가 왜 없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
인을 밝히고 있다.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가 중국보다 전승이 잘 되는 것 
같다’는 학습자의 생각은 다량의 문헌학적 사실을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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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이동성의 원인 탐구 과정은 상호문화적 이해를 촉진하고 이
해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Ⅴ. ��

시 이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적 장
르의 특성,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의 특성, 교육적 효용성 등을 총체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특
성에 주목하여 시 이해 교육을 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관련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를 읽은 경험이 부족
하기 때문에 모국어 시 텍스트를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시를 이해
하게 된다. 이는 본 연구가 대비 이해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 출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현
대시 대비 이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수-학

습 절차와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교육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대비 이해 교육은 고차원적 사고를 
필요로 함으로 성인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문화

능력을 신장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며, 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주입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문학적 체험을 
확대․심화하며, 학습자 중심의 의미 실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면상 관계로 학습자들의 대비 이해 양상과 수업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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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자료를 더욱 면밀
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차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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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본 연구는 한․  시 비 이해 교육을 한 이론  기반을 정립하고, 교

수-학습 차와 방법을 고안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본고의 2장에서는 한․  시 비 이해 교육의 성격과 시 

이해 과정에서 비의 역할에 해 규명함으로써 이론  기반을 마련하 다. 3

장에서는 비 이해 교육을 한 한․  시를 선정하고 분석하 다. 먼 , 

비 이해 교육을 한 한․  시 선정 원리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이 선정 

원리에 근거하여 김소월의 ‘ 혼’과 쑨따 (孙大雨)의 ‘ 혼(招魂)’을 비 이해 

텍스트로 선정하 다. 4장에서는 비 이해 교육을 한 교수-학습 차와 방법

을 논의하 고, 교수-학습 결과를 분석하 다. 

한․  시 비 이해 교육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주입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문학  체험을 확 ․심화하며, 학습자 심의 의

미 실 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한․  시, 비, 이해 교육, 유사성, 차이성,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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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hinese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

Quan,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omprehension education through comparative Korean and Chinese modern 

poetry and devis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and methods. 

In oder to this, in chapter 2, I investigated the nature of comprehension 

education through Korean and Chinese modern poetry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sis. In chapter 3, firstly, I suggested principles of the way to 

select the Korean and Chinese modern poetry. Subsequently, by following the 

principles suggested, I chose Kim So Wol’s “Cho Hon” and Sun Dayu’s “Cho 

Hon” for the texts for comparative comprehension. In chapter 4,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and methods have been devised and real teaching and 

learning outputs have been analyzed. 

I believe education of comprehension through Korean and Chinese modern 

poetry has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grammar and 

translation driven teaching. Moreover, it also can maximize and deepen the 

literature experience of the learners and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the 

meanings that putting the learners at the core position in learning. 

[Keyword] Korean and Chinese modern poetry, Comparison, comprehension 

education, Similarity, Difference, Con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