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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의 원칙을 마련하고 그

러한 주석의 실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석(註釋)’은 ‘어

휘풀이(annotation)’만이 아니라 ‘주해(exegesis)’도 포괄하는 용어이다. ‘주

해(exegesis)’는 본래 성서나 성서 구절에 대한 해석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그 의미역이 확장되어,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절이나 단어 등에 대한 (상

세한) 설명 또는 설명적인 담론”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 글

에서는 ‘주석’을 ‘단어풀이부터 텍스트에 대한 설명적 담론 일체’까지 포

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주석’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위한’이라는 말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13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가 수행한 “2013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의 연구 성과물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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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주석(annotation)은 역사적으로 학습자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학문세계에서 주석이란 학습의 보조적 도구라기보다

는 지식 전통에 새로운 해석과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주석

은 권위 있는 문헌을 공부하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드러내는 일종의 정

형적 형식이었다(조은수, 2007). 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에 

라틴어 문헌을 배우던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여백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

기 시작한 데서 주석이 생겨났다. ‘가르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주석 개념은 오히려 후대에 등장한 것이다(Roby, 1999).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주석이 정작 학습자에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찍이 Abernethy(1921)는 문학 텍스트에 달린 주석을 “필요악”이

라고 부르며 그 교육적 효과를 의심하였다. 그는 “방주(傍註)를 통해 셰

익스피어를 읽는 것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다.”라든

가, “셰익스피어가 독자에게 불을 붙이면 주석가들이 찬물을 끼얹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표현에 동감한다면 문학 텍스트를 주석과 함께 제

공하는 것이 과연 ‘학습자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도 공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도 난해한 고전시가 원문

을 주석 없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

석이 감상을 방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석이 이렇게 문학적 경험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지 

않고 “필요악”이라고 부르며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전시

가 교육은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전시가에 대한 학습

자들의 거부감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전 텍스트에 대한 당대인

들의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던 ‘주석’의 긍정적 효

과를 발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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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시사점

1. 원문중심주의와 독자중심주의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고전문학 특히 시가는 눈으로 보는 문학이 아니

라 귀로 듣는 문학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암독과 암창을 하면서 고전 

텍스트를 소리 내어 즐기고, 고어의 원문을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고

문의 리듬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남이숙, 2013). 주석은 학

습자들이 원문을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러 가지 주석 방법 중에서도 원문의 왼쪽에 요미가나(読み仮名)를 달

아서 원문의 한자를 독자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원문의 오른

쪽에는 의미를 붙이는 大村はま(1983)의 주석 방식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佐々木勝司(2005)에서는 大村はま의 방주 방식을 지지하면서 고전

에 이 같은 방주를 다는 목적은 고전을 원문으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舘山知昭(2012)도 大村はま의 방주 방식이 고어(古語)에 대한 학습자

들의 저항감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을 천천히 읽

고 들려줄 때 우측에 써 넣은 것이 함께 눈에 들어와 고전 원문을 듣는 

동시에 의미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주는 

독자로 하여금 교과서 편찬자가 해석한 원문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는 고전을 읽는 특별한 방법으로서 훈고학(訓詁學)을 발달시

켜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훈고학을 활용한 고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원문을 강조하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오늘

날 독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周大璞(1997)은 옛것을 숭상하고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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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태도가 주석 작업에서 피해야 할 병폐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

는 바람직한 주석이란 독자층을 감안하여 주석의 중점을 파악하고, 내용

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자세하고 간요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陳浩(2010)는 주석을 달 때 아동의 근접발달지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주석은 어린이의 심리와 결합시켜야 하고 어린이 나

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고전시가의 내용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

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한 것이다.

서구에서도 원문보다는 독자의 입장을 중시한다. Friedman은 ‘복구의 

주석’을 주장한 반면, Battest는 작가의 의도나 그 시대 독자들이 생각한 

텍스트의 의미는 결코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

석의 목적을 원문의 복구로 상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Battest, 1981). 

Battest는 주석가가 텍스트와 독자 사이를 중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

석의 변수는 주석가가 가정하는 청중의 캐릭터, 그가 주석하고 있는 텍스

트의 본질, 주석가 자신의 특수한 흥미‧능력‧가정들인데, 이 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변수는 독자의 요구라고 주장한다. 이는 주석가가 언제 주석을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할지는 온전히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요구에 대

한 주석자 자신의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Abernethy(1921) 또한 주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 자신을 돕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주석본의 편집자들이 독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

드시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석가가 

학생의 마음, 교사의 요구와 한계를 알고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기보다는 텍스트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Abernethy, 1921). 

그러나 이러한 독자중심주의가 지닌 함정도 없지 않다. 영국의 교사인 

Leach(1992)는 교실에서 셰익스피어의 원문을 제시했을 때,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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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반응에 여러 번 좌절을 겪은 끝에 캠브리지 교육대학원에서 수행

하는 ‘학교에서의 셰익스피어 프로젝트(1986～1989)’에 참여하였다. 이 프

로젝트의 결론은 셰익스피어의 낯설고 우스꽝스러운 언어에 대한 어린이

들의 저항을 피해 가기 위해 정면공격 대신 텍스트 뒤에서 기어오르는 방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텍스트를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보는 것

이 아니라 해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Leach는 셰익스피어의 텍스

트가 권력의 속성, 권력을 유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권력이나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참여(involvement)”

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Leach의 제안은 왜 오늘날에도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

답이 되는 동시에, 왜 읽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구실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권력이나 젠더의 문제를 사고하기 위

해 굳이 낯선 언어로 가득 찬 셰익스피어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ugeja(1992)에 따르면 “왜 우리가 더 

이상 시를 읽지 않는지”의 이유로 “베오울프나 셰익스피어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0%나 되었다.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셰익스피

어를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시 일반을 싫어하게 만드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문의 복구와 독자의 참여 사이에서 주석의 목적을 결정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전 작품에 대한 주석집을 

낸 Bennett(2007)도 원문에 완전히 충실한 것과 오늘날 독자들로 하여금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개인적 삶이나 역사적 상황 등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에 자신의 주석본은 셰익스피어

의 소네트를 21세기 독자들에게 더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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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밝힌다. 

이상의 논의를 참조하여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의 원칙 중 하

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주석은 ‘원문의 의미를 밝히되, 무엇보

다도 학습자의 요구에 맞춤으로써 고금의 언어를 소통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주석이란 학습자의 나

이, 관심사, 발달 단계 등에 맞는 수준과 형식을 갖춘 주석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학습자의 요구에 맞추는 이유가 결국 학습자로 하여금 다

른 무엇이 아닌 고전 원문에 스스로 접근하여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독해를 위한 주석과 감상을 위한 주석

고전시가 교육의 난제인 ‘낯선 언어 앞에 선 학습자의 당혹감’과 관련

하여, 주석의 효과에 대한 외국어 교육의 문제의식들을 참조할 만하다. 

주석이 단어에 지나치게 주목하게 하여 읽기 활동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

가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안효영, 2009; 오준일‧이소연, 2002), 상당수의 외

국어 교육 연구자들은 주석이 학습자들이 모르는 단어에 부가적인 설명

을 제공해 줌으로써 문맥과 단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여 독

해 활동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즉 외국어 교육에서 주석은 외국어로 된 문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보조 수단이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Davis, 1989). 이때의 주석은 대개 단어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된 주석들이다. Nation(1983)은 주석을 “짧은 정의”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Pak(1986)은 “어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한다. 오준일‧

이소연(2002)은 이러한 짧은 정의와 설명이라도 문서 전체를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문서의 어휘 난이도가 낮아지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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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에 포함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문서 전

체의 내용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주석이란 주로 단어의 정의나 단어에 

대한 짧은 설명인 ‘annotation/gloss’를 의미하는 반면, 문학 비평가들이 말

하는 주석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exegesis/explication’으로 지칭된

다. ‘exegesis’는 성서 주석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도한다, 안내한다.’라는 

어원을 지닌 말이다. 전통시대의 훈고학이 고어해석은 물론, 방언, 문자의 

대의, 어법, 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해석을 가하는 학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서 주석학도 성서의 언어 해석만이 아니라 양식사, 

전승사, 문헌학, 수사법 등을 총체적으로 밝혀, 독자로 하여금 성서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문이다(Koch, 1975). 

문학 비평가들은 성서 주석학에 착안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독자로 하여

금 문학작품을 이해하도록 돕는 모든 설명들을 ‘주해(exegesis/explication)’

라고 지칭한다. Beardsley는 시의 어휘적인 층위에서의 함축된 의미를 밝히

려는 비평가의 노력을 ‘explication’이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문학적 주석을 

위해서는 단어의 내포, 복합적이거나 중의적인 통사의 함축들, 또는 은유나 

다른 비유의 가능한 의미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비평가들은 

더 넓은 정의를 선호하여 주해를 ‘분석’과 거의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

다. Spitzer는 ‘완벽한 주해는 어떻게 시의 디테일들이 함축적이 되는지’는 

물론 ‘텍스트의 정신’, ‘장르의 정신’, ‘작가의 영혼’의 함축적 표현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reminger and Brogan, 

1993).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텍스트와 문학 작품의 주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텍스트의 주석이 작가가 지시하는 최초의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문학 작품의 주석은 위에서 본 

것처럼 함축적인 의미에 더 관심을 갖는다. 또한 주석이 독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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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비로소 문학 공

부가 단어에 대한 지루한 공부로 그치지 않게 된다(Abernethy, 1921). 바로 

이 때문에 문학작품의 주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Battest, 1981). 

이를 통해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의 또 다른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원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주석이란 어휘 풀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하는 문학적 주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문학

적 주석이란 시어의 지시적 의미만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도 안내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런데 함축적 의미는 주석가에 의해 풀이되거나 예시될 것이 

아니라 독자가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주석이 자칫 해석

의 폭을 제한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원문의 텍스트에 접근

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들 사이에서 하나의 의미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Bennett, 2007). 

그러나 고전시가에 대한 문학적 주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는 어

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합의하기도 쉽지는 않다. 고전시가가 시 장르로

서 문학적 주석을 요구하는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고전시가 원

문은 학습자들에게 낯선 언어로 가득 차 있어서 독해 자체가 문제되는 외

국어나 마찬가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독해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정작 문학적 경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여 학습자 스스로 독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미국과 영국의 교과서의 셰익스피어 문학에 대한 

주석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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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 교과서의 사례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오늘날 학습자들에게 낯설고 어려우며, 학습자들

은 소네트의 형식이나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상연되던 시대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거의 없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미국 교과서는 읽기 전-중-후의 

독해 과정 속에서 텍스트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영국 교과서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 과정을 생략하고 도입-본문-

심화를 통해 문학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1. 미국 교과서: Elements of Literature(Sixth Course)(Holt, Rinehart & 

Wiston, 2009)1)

Holt 교과서는 대표적인 미국 문학 교과서 5종을 분석하는 논문(Pace, 

1992)에서 그 연구대상으로 선택할 만큼 보편적인 사용역을 가진 교과서

이다. 이 교과서는 방대한 분량의 학습 내용과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셰익스피어 문학은 12학년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네트 7편과 희곡 <맥베스>의 여러 장을 발췌 수록하였다. 이 텍스트들

은 읽기 전-중-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가진다.

[읽기 전 단계]

작품 경험 전 단계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형식에 대한 장르지식, 르

네상스 극장,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대해 정리된 글과 온라인 링크로 연결

1) 미국 교과서로는 Jamestown Education Literature(An adapted Reader)도 함께 검토하

였지만 Jamestown 교과서는 Holt 교과서의 축약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학습과정

과 학습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Holt 교과서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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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습 내용이 제시된다. 이어서 셰익스피어의 연표와 유년기, 전성기, 

창작 경향 등 작가 소개가 자세한 스토리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단

계에서 어휘를 제공하는데, 발음기호와 품사, 사전적 정의, 예문 등이 풍

부하게 포함된다.

[읽기 중 단계]

읽기 중 단계에서는 다양한 회화 작품을 제공하여 해석의 방향을 제공

하고, 시각적 자극을 통하여 고전 문학작품이 학습자에게 줄지도 모르는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작품 상단에 

“Read with a Purpose”를 두어 해석 결과로서 도출될 주제를 암시한다. 뿐

만 아니라 “Build Background”도 작품 상단에 제시하여 학습독자에게 낯

설 수 있는 창작 맥락이나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북반구에서 여름은 하지(夏至)점인 6월 21일쯤 시작된다. 셰익스피어는 아

마 소네트 18번에서 여름이라는 어휘를 “봄과 여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

용했을 것인데, <buds of May>라는 레퍼런스가 그 증거이다.(p.391)

작품 구절 중 해석의 기점이 될 만한 부분에는 문학적 초점(Literary 

Focus)을 의미하는 A, 읽기 초점(Reading Focus)을 의미하는 B를 표시하

여, 작품 하단에서 이러한 초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여 해석할 것인

지 안내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발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주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중요한 학습 내용을 안내하기에 소개해 둔다.

A: Literary Focus-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화자가 첫 4행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B: Reading Focus-의미 이해를 위해 텍스트 구조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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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화자의 기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소네트 안에서 이러한 전환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인가? 

(p.392)

이 밖에도 학습자에게 낯선 어휘나 구절은 작품 바로 옆의 공간에서 

쉬운 어휘나 구절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new wail: again lament

my...waste: the damage that time has done to things dear to me (p.393)

작품 하단에 “Literary Perspectives”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코너

는 주로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관념과 사건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혈이 

낭자하고 폭력적이며 정치적으로 소란스러운 맥베스의 주제에 대해 이해

하는 것을 돕는다. 아마 맥베스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영국 

제도를 담당하는 새로운 군주의 즉위일 것이다… (p.407).

[읽기 후 단계]

읽기 후 활동 <Applying Your Skills>는 “Respond and Think Critically”

와 심화 활동으로 추측되는 “Choices”로 구성된다. “Respond and Think 

Critically”는 읽기 초점-어휘 체크-문학적 초점-쓰기 초점 순서로 조직됨

으로써 학습자가 텍스트 분석을 건너뛰어 바로 평가로 돌입하는 것을 방

지하고, 구체적인 분석의 초점이나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다. “Read on” 코

너를 통해 본문에 실린 작품과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가능한 텍스트들을 

다양한 장르 별로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습 활동들은 온라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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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가능하도록 링크를 안내하고 있다. 맥베스의 경우 온라인 연계를 통

한 비디오 감상도 가능하다. 

2. 영국 교과서: Hodder English(Hodder&Stoughton, 1996)

영국의 모든 교과서에서 셰익스피어 문학은 9학년에 수록되어 있다. 영

국 교과서 중에서도 Heinemann English 3(Heinemann,1995)2)와 같이 낯선 

어휘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제공하는 교과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Hodder사나 Longman 교과서는 어휘 주석이 전혀 없다. Hodder 교과서의 

경우 장면을 제시하기에 앞서 나오는 소개 글, 본문 옆에 배치된 “Focus 

on Romeo” 등의 코너, “HELP” 코너에서 제시된 ‘독백’, ‘극적 아이러니’라

는 문학적 기법에 대한 짧은 해설 등이 주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도입]

단원의 도입 페이지에는 단원 제목, 학습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한 활동

에 대한 안내가 개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셰익스피

어 연극을 세부적으로 학습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셰익스피

어 연극에 친숙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극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

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안

내하고 있다. 

학습 활동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영역 모두에 걸쳐 제시되었다. 

‘말하기/듣기’ 영역에서는, 즉흥시 짓기와 역할놀이, 그리고 토의를, ‘읽기’ 

영역에서는, 다른 희곡 찾아 읽기와 셰익스피어가 사용한 언어에 대해 익

히기, ‘쓰기’ 영역에서는 극을 현대 영어로 다시 쓰기와 비평적 에세이 쓰

2) 이 교과서는 본문 하단에 낯선 어휘나 구문, 혹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풀이해 주고 있는데 미국 교과서와 달리 예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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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

본문은 모두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원은 

“Shakespeare’s Language”로,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 연출 상황의 특징에 대

해 배우면서, 그로 인한 묘사적 언어의 특징을 익히고, 이를 오늘날의 라디

오 드라마 대본을 쓰는 것과 연결 지어 묘사적 글쓰기 활동을 유도한다. 

두 번째 단원인 “Getting into the story”는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의 

본격적인 학습을 다룬 부분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로미

오와 줄리엣> 작품의 5막에 대한 줄거리가 제시되면서, 각 막마다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프롤로그에서는 이 연극이 비극임을 밝히면

서 극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1막에서는 인물 관계도를 그

려봄으로써 등장인물을 파악하게 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

을 인용하여 기록하게 하여, 더욱 상세하게 등장인물에 대한 학습을 유도

한다. 2막에서는 로미오, 4막에서는 줄리엣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 분석을 

해본다. 가장 극적인 3막의 경우는 특정 장면(scene)을 연극해 보는 활동

이 제시된다.

세 번째 단원은 “Fate or Chance”로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

적 해석을 유도하는 단원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는 학습자 주관적인 것이 아닌, 작품에서 그 근

거를 찾아 인용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의 논

리적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원은 “Benvolio’s version”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극중 인물인 벤볼리오의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벤볼리오

를 10년 뒤에 만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에 대해 인터뷰하는 활동으

로, 작품에 대한 창의적 해석 및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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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단원별 내용 구성 외에 “HELP”라는 코너를 두어 작품 학습

에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을 보충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극

에 나타나는 시적 언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막과 장을 표시하는 형식 

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시적 언어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예) 이 연극을 보면 여러분은 많은 발화가 마치 시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각 행은 서로 운(rhyme)을 이루고 강력한 리듬이나 음

보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16세기의 사람들은 이렇게 운문체로 말하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극이 쓰여진 훌륭한 이유들이 있

습니다.

- 운문은 평범한 산문체로 씌어진 연극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현저하

게 돋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운문체로 씌어진 서너 개

의 발화만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말하는 자의 근거와 그 말이 의미하

는 바에 대해 여러분만의 생각을 펼쳐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 아마 연기자들에게는 산문보다 시가 익히기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

분들 스스로 실험해보세요. 4행의 시와 4행의 산문을 익히도록 시도

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 셰익스피어의 운문의 핵심은 시행의 운보다는 리듬에 있습니다. 로

미오가 줄리엣에게 하는 첫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Oh she doth teach the torches to burn bright!

이 행을 여러 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리듬에 맞춰 두드려보세요. 그

것은 이런 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di - Dum, di - Dum, di - Dum, di 

- Dum, di - Dum…(p.68)

“HELP” 코너에서는 ‘독백’이나, ‘극적 아이러니’와 같은 문학적 지식에 대

한 직접적인 설명도 제공된다. 극적 아이러니는 두 곳에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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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극적 아이러니란 관중에게 제공된 정보가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에게

는 주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정보는 만약 알려지게 되면 사

건의 전개가 바뀔 것입니다(p.74).

극적 아이러니: 여러분은 이미 셰익스피어가 극적 아이러니를 사용한 한 

예를 보았습니다(74 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Act5 

Scene1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Balthasar와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고 믿지만 관중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p.80).

본문은 셰익스피어 연극의 공연 환경에 대한 지식과 그로 인한 무대 

장치, 소도구 사용의 한계와 묘사적 언어 사용의 필연성 등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작품 외적 지식을 습득한 후, 작품과 등장인물 분석 등을 통

한 작품 해석과 비평적 수용, 그리고 작품 재구성을 통한 창의적 해석과 

수용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의 구성은 학습자의 문학 작품 

수용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화]

도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심화 학습 안내는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간략한 정리와 함께, 후속 학

습을 통해 기능(skill)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

어,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을 다양하게 수용한 작품 사례(연극, 사진, 그

림 등)들을 찾아보도록 한다든지,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의상을 디자인해 본 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기 등이다. 이러한 심화 학습 활동은 전적으로 학습자 

주체의 자율적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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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논의

두 교과서는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문학 텍스트를 읽기 전-중-후 과정

을 거쳐서 학습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의 교과서들은 어휘 주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Widdowson은 교사나 자료 개발자들에 의해 씌어진 주석들, 그

리고 독해 문단에 선행하는 주석들을 마중물 주석(priming glossaries)이라

고 명명하고, 이것들은 발달된 조직자로서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즉 이러

한 주석을 통해 향후 학습자가 텍스트를 어떠한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 독

해의 방향을 조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독자가 독서 과정 중에 

참조하는 주석을 즉각적 주석(prompting glossaries)이라고 명명하였다

(Roby, 1999). 미국 교과서는 두 가지 형태의 주석을 모두 활용하는데 어

휘 주석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 시대 정보, 장르 지식 등의 배경지식을 마

중물 주석으로 제시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독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과서는 읽기 능력과 학습자 활동 쪽에 중점을 두다 보

니 일반적인 텍스트 독해와는 다른, 문학 텍스트 특유의 경험으로 안내하

는 모습이 부족하다.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교과서가 9학년을 대상

으로 한 영국 교과서에 비해 문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Holt 

교과서는 최고 학년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들을 포용하고 있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준

다.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 가운데 학습자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

했지만, 충분히 다루어 볼 만한 내용들을 주석으로 제시하여 텍스트에 대

한 학습자들의 감상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영국의 교과서들은 단어풀이식 주석 활용에 소극적이며, 텍스트

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보다는 작가의 의도나 등장인물의 심정, 텍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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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당대 독자들의 심정을 추체험하고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는 영국의 영어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표의 핵심이 학습자의 

‘반응’으로 압축된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김대행, 1997). 교과서

가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캐릭

터, 극적 아이러니 기법, 비극적 운명에 주목해서 텍스트를 감상하고 내

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문학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는 

있지만 학습자가 셰익스피어의 텍스트에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할지에 대

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텍스트 독해의 첫 걸음

인 단어에 대한 학습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모

르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나 유추 과정이 없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 학습자로 하여금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경험하고 감

상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극적 아이러니’와 같은 기법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극적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텍스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라고 주문하는 것도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무리한 요구

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를 거의 백지 상태로 간주하고, 학습자가 인터넷

이나 책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는 지식들-“북반구에서 여름은 하

지(夏至)점인 6월 21일쯤 시작된다.”-까지도 모두 교과서에 담고 있는 미

국 교과서가 더 학습자 중심적인 주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Holt 교과서의 경우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열린 경험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텍스트 읽기 전에 끼어드는 주석자의 목소리가 방대하다. 이러한 정

보들은 텍스트를 읽고 나서 학습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필

요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텍스트 경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형식과 르네상스 극장,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대해 3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된 글을 제공받는 것은 자칫 학습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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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작품 자체를 경험해 보고 싶은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다.

Pace(1992)는 Holt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문학 교과서가 좁은 스펙트

럼과 단일한 이데올로기, 삶의 다양성이나 갈등에 대한 고려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텍스트의 해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림의 제시가 많다

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림이나 주석이 학습자로 하여

금 텍스트 자체에 접근하게끔 돕는다기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집필진들의 

해석에 접근하게끔 돕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 교과서는 학습자의 독해 능력만 강조하고 문학적 경험의 

특수성은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이 있었고, 영국 교과서는 문학적 해석의 

깊이를 추구하다가 학습자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전문적인 주석을 일방적

으로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두 교과서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자

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하게 부각된다. 그것은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교과서 집필진

의 상상에 따라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교과서는 스스로 

‘하지(夏至)’에 대해서 찾아 볼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학습자를 상정하고 

있고, 영국 교과서는 문학적 기법들에 이미 익숙한 학습자를 상정하고 있

다는 차이는 있지만 양자 모두 구체적인 학습자의 수준이나 요구에 기반

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의 수준, 관심, 

흥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학습자를 위한’ 주석은 

불가능한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현보의 <어부가>에 대한 주석의 실례

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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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자를 위한 주석의 실제

이현보의 <어부가>는 강호시가를 이해하는 첫 관문과도 같은 작품이

다. 강호시가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는 최근의 논문들을 통해서 거듭 강조

되고 있지만(김현정, 2012; 이주영, 2013a; 이주영, 2013b; 조희정, 2013), 어

떻게 하면 학습자가 스스로 강호시가를 경험하고 감상하게 되는가에 대

한 논의의 진전은 더딘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

과서에 싣는 작품의 선택이나 주석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이현보의 <어부가> 가운데 현재 교과서(미래엔 �문학

Ⅱ�; 두산동아 �문학Ⅱ�)에 실린 것은 다음 작품이다.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두 교과서 모두 밑줄 친 단어에만 주석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정병

욱 편저(1974)의 다음 주석과 거의 같다. 

千尋綠水=아주 깊은 푸른 물/ 萬疊靑山=겹겹이 솟은 푸른 산/ 十丈紅塵=

열 길이나 솟은 티끌. 곧 속세(俗世).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두 교과서 모두 “시적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

도를 비교하여 말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작품은 자연의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찬탄하는 시적 화자의 맑은 태도, 자신과 깨끗하지 

못한 속세를 준별하려는 태도 등을 지닌 작품이다. 그런데 제시된 주석 

“아주 깊은 푸른 물, 겹겹이 솟은 푸른 산, 열 길이나 솟은 티끌. 곧 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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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世)”만으로 이러한 태도를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다. 학습자들이 “천심

녹수(千尋綠水)”와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의 지시

적인 의미와,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느

끼고 그로부터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들

은 지루한 단어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학습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면 위의 작품보다는 다른 작품을 선정하는 것

이 좋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시 집구체 <어부가>에 대해 선인들이 

남긴 글에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부가>가 “표연히 속세 

밖으로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뜻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표현력이 뛰어

났던 윤선도는 “강에 부는 바람과 바다에 오는 비가 어금니와 뺨 사이에

서 일어나 사람으로 하여금 표표(飄飄)히 속세를 떠나 홀로 서는 의취(意

趣)를 가지게” 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뜻이 좋아서 이현

보와 윤선도는 한시 집구체 <어부가>를 우리말 <어부가>로 탈바꿈하여 

불렀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어부가> 장르에서 학습자가 경험

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해야 할 것의 핵심은 ‘강에 부는 바람을 맞으며 속

세에서 벗어나는 시원하고 청신한 맛’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험은 

이현보, 윤선도의 생애와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적 기술을 통해서는 전달

할 수 없고 원문을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 학습자 스스로가 느끼게끔 안내

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으로 안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은 

바로 “일반 청의미(一般 淸意味)”라는 어휘가 나오는 다음 시조이다. 

靑荷에 바 고 綠柳에 고기 여

蘆荻 花叢에  야 두고

一般 淸意味를 어늬 부니 아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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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은 한자투성이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가 읽을 수가 없다. 우선

은 가독성이 있게 한자를 괄호에 넣고 표기는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제시

한다.

[원문 제시]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야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르실고

학습자들이 어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원

문을 학습자 스스로가 경험하게끔 여러 번 소리 내어 읽는 학습활동이 필

요하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리에 주목하도록 한다면 “청하”와 “청의

미”의 “청”이라는 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소리에 대한 느

낌을 말해 보도록 한다. 이어서 어휘풀이를 제공해 주지 않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르는 어휘를 적고, 뜻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이렇

게 자신이 모르는 것들과 질문들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적는 것도 학

습자가 생산하는 주석의 초보적인 형태일 수 있다(Brown, 2007). 이 단계

가 지나면 어휘의 1차적이고 지시적인 의미를 주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어휘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 활동은 고전시가를 감상하는 단계에서 꼭 필

요한 활동(권순정, 2006)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활동이기도 하다. 핵심

이 되는 어휘에 대해서 작품 경험 전에 어휘풀이를 제시하는 것은 주제를 

미리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어휘 중 작품

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반 청의미”에 대한 주석만큼은 제시하

지 않고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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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 어휘풀이

청하(靑荷): 푸른 연잎

녹류(綠柳): 푸른 버드나무

노적(蘆荻): 갈대 

화총(花叢): 꽃떨기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         

학습자들이 밑줄 친 부분에 어떤 의미를 적어 넣는 것에 대해서 어렵

게 생각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단어의 뜻을 나름대로 상상하게 하고 그 

뜻풀이를 함께 해 나가는 과정은 이 작품을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기에 쓰인 ‘일반(一般)’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뜻과 고어에서의 뜻이 다른데, 이렇게 두 용법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텍스트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된다. 이를 

통해 독자가 고전시가의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과 발문

의 결합된 형태를 제시하여 마중물 주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주석2] 어휘의 의미 추론

국어사전에서 “일반(一般)”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명사] 1. 한 모양이나 마찬가지의 상태. 2.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 

또는 그런 사람들. 3.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것.

[발문] 위의 세 가지 뜻 가운데 이 작품에서 사용된 의미가 무엇일까 추론

해 보자.

학습자들은 오늘날 국어사전에 실린 정의 가운데 2와 3에는 익숙하지

만 1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다. 반면에 �사원(辭源)�에는 “한 모양(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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樣)”, “한 가지(一種)”로만 풀이되어 있고 2와 3의 뜻에 대한 용례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전문적인 주석서에서조차 “일반”의 이러한 의미가 제

대로 주석되지 않고 있다. 정병욱 편(1979)은 이 구절이 유래한 소강절(邵

康節)의 한시 <청야음(淸夜吟)>만을 제시할 뿐, “일반 청의미”의 의미를 

풀이하지 않았다.3) 권두환 편(1997)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맑음’의 뜻”이

라고 하여 ‘일반’이라는 말이 지니는 시적 의미에 대한 섬세한 해명과 거

리가 있게 되었다. 김병국 편(1994)은 ‘자연의 참된 의미’라는 쉬운 말로 

풀이를 해주고 있지만, 소옹의 <청야음>에 대한 원문과 번역만을 제시함

으로써 ‘일반 청의미’가 어떤 해석 과정을 거쳐서 그런 뜻으로 귀결되는

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4) 학습자들이 ‘소옹’이나 ‘청야음’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주석가의 현학적인 취

향만을 드러낼 염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석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일반 청의미”의 뜻을 알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습자의 추론을 돕기 

위해 이 단어가 유래한 맥락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필요하다. 

[주석3] 어휘의 맥락 제시

일반청의미: 일반(一般)에는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초장, 중장

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맑은 의미”

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는 송대의 도학자였던 소옹(邵雍)의 <청야음

(淸夜吟)>이라는 한시에서 나온 말이다. 소옹은 이 작품에서 “달이 하늘 한

가운데에 이르고/ 바람이 수면을 스쳐 갈 적에/ 이처럼 청신한 맛/ 아는 사

3) [邵康節:淸夜吟]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

4) 자연의 참된 의미. 송나라 소옹(邵雍)의 <청야음(淸夜吟)>에는 “달이 하늘 한가운데

에 이르고 바람이 수면을 스쳐 갈 적에 ‘일반 청의미’를 헤아려 얻는 지혜로운 사람

이 적도다.(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라는 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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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적도다.(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라고 노래

하였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맑고 고요한 맛을 표현한 것인데, 강호시가

를 창작한 선인들이 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맛이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

사발문>에는 예부터 전해 오는 <어부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 노래를 외어 읊고 있노라면 강에 부는 바람과 바다에 

오는 비가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일어나 사람으로 하여금 표표(飄飄)히 속

세를 떠나 홀로 서는 의취(意趣)를 가지게 하니, 이 때문에 농암 선생께서

는 좋아하여 싫증내지 아니하였고, 퇴계 부자께서는 감탄해 칭찬해 마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러한 윤선도의 말에서 자연의 맑은 바람을 온 몸의 감

각으로 느끼는 옛 시인들의 정취(情趣)를 짐작할 수 있다. 소옹의 “일반 청

의미”는 농암 이현보 당대인들이나 후대인들에게 구체적인 감각을 일깨우

는 시어였던 것이다. 

이현보의 <어부가>를 찬탄하고 발문까지 남겼던 퇴계 이황은 “일반 청의

미”라는 시어를 남긴 소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가운

데는 “시냇가의 수양버들, 반짝반짝하는 풍도/ 도연명과 소강절이 감상하고 

좋아하여, 나의 먼 추모 일으키네.”라는 한시가 있다. 시냇가에 심긴 수양버

들은 용모가 수려하여 잎사귀에서 반짝반짝 윤이 난다. 진나라의 도연명과 

송나라의 소옹이 이 버드나무를 즐겨 감상하고 좋아하였다. 버드나무를 응

시하고 있자니 아득히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들을 추모하게 된다. 

버드나무는 봄의 조화가 무궁무진함을 몸소 보여주기에 옛날 사람들로 하

여금 끝이 없는 풍류를 일으키게 하였다(이황, 이장우‧장세후 역, 2005). 강

호에서 노닐던 어부들이 낚은 고기를 아무 나무에나 꾀지 않고 꼭 버드나

무에 꾄다고 말한 데는 강호의 흥(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

이다.

위의 주석은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학습자가 읽기에 쉽지 않은 어휘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전시가

의 마중물 주석은 학습자들의 근접발달지대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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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 위의 

주석을 쉬운 주석으로 바꾸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쉬운 주석인

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인격화된 

주석자가 등장하여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가장 학습자에게 다

가가기 쉬운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재찬, 2013; 염은열, 2004; 류수열, 

2008).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경험을 안내하는 인격화된 주석가는 교사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전문 주석가가 제시한 내용을 교사가 잘 소화하여 이야기

체로 들려준다면 위의 내용을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주석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발문을 제시하고, 그 발문에 대한 대답을 학습자가 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석이 되도록 유도한다.

[발문] [주석3]을 읽고 화자가 왜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푸른 버드나무

에 고기를 꿰”었는지 말해보자.

[주석4]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석 4]를 작성하도록 하고 서로 의견을 교

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의 의도와 이 작품에서 “푸른”이라는 뜻

을 가진 “청”이라는 소리가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

해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을 거치면 이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텍스트

의 전체적인 해석과 관련된 주석을 제시해 준다.

[주석5] 전체 텍스트 해석

농암 이현보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고향인 예안으로 내려가, 마음이 맞는 문

인들과 분강에 배를 띄우며 놀았다. 그의 <어부가 발문>을 보면 동방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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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전해 오던 한시집구체로 된 <어부가>의 가사가 한적하고 의미가 심

원하여, 읊고 난 후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명을 벗어나게 하고, 표연히 속

세 밖으로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뜻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농암은 이 가사

의 뜻에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12장으로 된 <어부가>에서 9장을 남기

고, 우리말로 5수의 시조를 남겼다. 위의 작품은 그 5수 가운데 한 수이다. 

같은 고장 출신이었던 퇴계 이황은 농암보다 약 30년 아래로 농암을 존경하

여 따랐다. 퇴계는 농암의 <어부가>에 발문을 지어서 농암이 <어부가>를 

지은 뜻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퇴계는 당대 사람들이 <어부가>를 들으면

서 졸리고 피곤해 한다고 전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실로 그 음악을 알지 

못하는데, 또 어찌 그 즐거움을 알겠는가?”라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위의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고 나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농암 이현보가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르실고”라고 

말했던 이유를 추론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그러한 추론을 어려워하더라

도 교사가 개입하여 설명해주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다만 <어부가>에 

나오는 단어들이 시각적으로는 푸르고 후각‧촉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의 

단어들임을 학습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

상적으로는 교사 스스로 <어부가>에서 직접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일어

나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일반 청의미”가 함축하는 바였

음을 깨닫는 것이다. 교사는 교수학적 전환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학습

자들과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연잎에 밥을 싸면 밥에서 어떤 향이 날지를 

상상해 보도록 주문할 수 있다. 또는 학습자들에게 입을 벌려 바람의 냄

새와 맛을 맛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농암이 남몰래 느꼈던 

즐거움, 농암-퇴계-고산으로 이어지는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생각해 보라

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은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근접발달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촉진시키며, 학습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

안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르실고”에 감추어진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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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사실상 “일반 청의미”로부터 “자연의 참된 의미”라

는 주석을 이끌어 내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일반”, “淸”, “意味”라는 단

어의 지시적 의미에서 “이처럼 맑은 맛”이라는 의미를 읽어 내는 추론 과

정을 학습자들이 직접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

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강호시가의 자연은 눈으로 보고, 후각, 촉각으로 

느끼는 물질적 대상임을 자각할 수 있다. 동시에, 각각의 대상이 모두 어

떤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작품 경험 이전에 미리 “일반 청의미=자연의 참된 의미”

라는 최종적인 주석을 외부지식의 형태로 주는 것은 고전시가 교육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학습자들은 비

로소 “일반 청의미”를 자신의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

은 학습활동으로 구현할 수 있다.

[발문] 지금까지 살핀 “일반 청의미”의 뜻을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자신의 

말로 풀이해 보세요.

[주석6]                                                       

대학생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일반 청의미”를 ‘마음의 해방’과 같은 말

로 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고정희, 2013), 중고등학교의 학습자들도 

앞서의 주석을 따라 학습한다면 강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의 그 

기분을 충분히 자신의 언어로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일반 청의미”라는 핵심적 어구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주석을 달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같은 작품에 나오는 “청하(靑荷)”, “녹류(綠柳)”, “노적(蘆

荻)” “화총(花叢)”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도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한

다. 나아가 다른 작품에 나오는 어휘들의 함축적 의미도 추론하는 학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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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발문] 지금까지 살핀 “일반 청의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작품의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적어 보세요.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주석7]                                                       

이와 같은 활동은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징이나 고전시가의 특수한 문

학적 경험으로 안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시적인 자연과 관념적인 자연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

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이 어느 순간 정신의 높은 

경지를 상징하는 존재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의 깨달음과 흥을 노래한 

것이 강호시가였다. [주석4], [주석6], [주석7]을 달면서 학습자들은 <어부

가>가 말하고자 하는 자연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내용들은 얼핏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지나치게 어려

운 내용 같지만 이 시기는 ‘마음의 해방’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

장 절실하게 묻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안내를 따라 

추론하고 토론하면서 “일반 청의미”의 함축적 의미를 최대한 다양하게 생

각해 보고, 그 가운데 가장 공감되는 의미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주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수준, 관심사, 흥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주석’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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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위에서 제시한 주석들이 ‘학습자를 위한’ 주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든 주석들이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지의 것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석1]을 근거로 [주석2]가 가능해지고, [주석2]를 근거로 

[주석3]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든 주석들이 학습자의 근접발달지대 안

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전 단계의 주석과 다음 단계의 주석이 서로 연쇄

적인 고리를 이루도록 배치하고자 애썼다. 그래서 이 주석들은 학습자들

의 독해와 텍스트 경험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주석인 동시에, 새로운 주석

들을 통해 좀 더 상위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즉각적 주석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어휘풀이와 작가에 대한 정보, 시대적 배경, 문

학적 관습 등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현재 교과서들에 비해 고전시가

의 핵심적 경험에 점점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주석을 제

공하고자 한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의 원칙과 실제를 탐구해 보았

다. 2장의 이론적 논의를 거쳐 ‘원문의 의미를 밝히되,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주석한다.’는 원칙과 ‘독해를 위한 단어풀이를 넘어서는 문학적 주석

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3장에서는 외국 교과서의 사례를 

들어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없이는 주석의 두 가지 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이현

보의 <어부가>를 통해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근

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을 도울 수 있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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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주석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

습자를 위한 주석의 실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었다.

첫째, 고전시가 주석은 독해 자체가 일차적 과제가 되는 외국어 주석과 

마찬가지로 어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품 경험 전에 주제

와 직결된 어휘풀이를 미리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석은 진정한 

의미의 마중물 주석이 될 수 없고, 학습자의 열린 경험을 차단하고 추론

을 봉쇄하는 역효과를 낸다. 셋째, 마중물 주석은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즉각적 주석은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미지의 것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해

서 학습자들의 근접발달지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

다. 다섯째,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징이나 특수한 문학적 경험으로 안내하

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주석의 실제가 이러한 지침들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학습자 

분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필자가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추측하여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를 위

한 고전시가 주석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 글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주석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실질적 요구 조사‧

분석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쉬운 주석’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주석’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주석을 생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주석 연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 이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으며, 2014.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14. 6. 4.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4. 6. 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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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 연구

고정희

이 의 목 은 ‘학습자를 한 고 시가 주석’의 원칙과 실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먼  2장의 이론  논의를 거쳐 ‘원문의 의미를 밝히되,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주석한다.’는 원칙과 ‘독해를 한 단어풀이를 넘어서는 문학  주석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3장에서는 외국 교과서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원칙을 조화롭게 구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 다. 4장에서는 이 보의 

<어부가>를 통해 ‘학습자를 한’ 주석의 실제를 제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학습자를 한 주석을 마련하기 한 몇 가지 지침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고 시가 주석은 독해 자체가 일차  과제가 되는 외국어 주석과 마찬

가지로 어휘에 집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품 경험 이 에 주제와 직

으로 련된 어휘의 풀이를 미리 제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마 물 주석은 학습

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즉각  주석은 학습자

들의 근 발달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고

시가의 장르  특징에 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주제어] 고 시가, 학습자, 주석, 마 물 주석, 즉각  주석, 문학  주석, <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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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lassical Poetry Exegesis for Learners

Ko, Jeong-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principles of ‘classical poetry 

exegesis for learners’ and present the reality of such exegesis. First, two 

principles ‘the meanings of the text must be clarified through annotations 

according to the learners’ demands’ and ‘literary annotations must be more 

than mere word definitions for reading comprehension’ were established in 

chapter 2. In chapter 3,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harmoniously implement 

these two principles was confirmed by using example exegesis in foreign 

textbooks. Then in chapter 4, the reality of exegesis ‘for learners’ were 

presented through Lee Hyun-bo’s Eobuga. Guidelines for drawing up exegesis 

for learners can be extracted through this process.

First, just like foreign language glossaries where reading comprehension 

itself is the primary task, there is a need to focus on vocabulary in classical 

poetry exegesis. Second, interpretation of vocabulary directly related to the 

topic should not be present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iterary piece. 

Third, priming glossaries should not go beyond learners’ intellectual horizons. 

Fourth, contents of the prompting glossaries need to be within learners’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Fifth, the contents should include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poetry.

[Key words] classical poetry, learner, exegesis, priming glossaries, prompting 

glossaries, literary annotation, Eobu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