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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감상을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
으로 체계화하고 교육적 실천 구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어 학
습자는 감상을 통해 현대소설의 이해뿐만 아니라 소설텍스트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자아와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어교육
에서는 현대소설을 통한 언어·문화의 교육을 넘어 문학에 대한 교육을 중시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현대소설 교육에서 문학 감상은 무엇인지, 문학 감
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소설 감상을 이론적으로 고찰
하고 현대소설 감상의 개념과 구조를 밝힌 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실천
방안을 구안하였다.
먼저 현대소설 감상의 이론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소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이란 한국어 학습자들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글로 창조하는 과정이자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이때,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텍스트에 대한
감식에 의한 평가와 소설 속 타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체험, 투
사, 갈등 등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현대소설의 올바
른 이해가 가능해지고 정확한 감상, 창의적인 감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
혔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의 구조는 크게 이해, 해석, 감상의 범
주로 구체화된다. 한국어 학습자는 감상 행위에서 소설텍스트의 미적 형상
화를 이해하는 한편 소설 속 타자와 소설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하나의 완성된 감상 행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소설
속 타자의 호소와 부름에 응답하여 학습자 개인의 선험지식과 체험을 적극
적으로 동원한 글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감상 행위
는, 단순히 이해와 해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소설에 대한 학
습자들의 감식과 이를 통한 평가로 실천된다.
감상 행위의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소설텍스트들에 대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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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양한 감상의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청준의 〈서편제〉, 하
근찬의 〈수난이대〉, 박미하일의 〈발가벗은 사진작가〉라는 소설에 대한
감상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정리된 이해와 해석, 감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문학적 표현
에 대한 이해,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참여를 통
한 타자체험에 의한 해석에서는 타자 행위와 태도에 대한 해석,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 타자세계 탐색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에서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환기, 성찰적 지각을 통
한 반성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의 교육적 실천을 논의하였다. 우즈
베키스탄 한국어교육에서의 현대소설 교실은 다소 수동적인 면을 보이면서
도 다양한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러한 현대소설 교실의 특
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현대소설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상
의 구조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감상 양상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뒤, 각각의 목표가 성
취되는 단계를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현
대소설 교실에서 이루어진 감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감상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느끼는 갈등과 충격 등을 해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감상 수행의 동기화를 위해서는 감상 수행 과정에서 소설 속 타자나 세
계와의 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오해의 해소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공감과 포용적 태도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자신의 체험 결과를 공유
해야만 한다. 학습자의 체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상에 대해 체험을
명료화하고, 감상문으로 표현하여 소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삶의
구성을 위해서는 감상 결과로서의 반성과 감상 행위로서의 효과성을 확인
하고, 학습자 자신의 삶을 타자의 삶으로 치환하여 삶에 대한 전망을 마련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상 수행의 과정은 소설텍스트의 타자와 세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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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을 타파해준다. 또한 공감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소설 교
실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화적 소통
과 합의를 바탕으로 자기 감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감상 공동체 내의 교사
와 동료 학습자들 간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기반으로 자기 감상을 통한 삶
의 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가 된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현대소설, 한국어 학습자, 유학생, 감상, 수행, 상호
주관성, 응답성, 미적 태도, 미적 체험, 정체성, 이해, 해석
학번 : 2008-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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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본질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의 실천 구도를 설
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라는 장(場) 안에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소설 감상의
개념과 특성, 소설 감상의 범주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소설 감상이 지닌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
습자들이 현대소설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보인 감상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구안하고, 실제 교수·학습과
정에 적용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기
존의 현대소설 교육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환경 변화와 한국어 학습자들
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름의 교육 목표에 도달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기존의 현대소설 수업이 문학 교사에 의
해 텍스트의 의미와 그 속의 반영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해
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가 수
합했던 설문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현대소설의 이
해·해석을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로 인식하여, 소설의 의미를 구성해내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한국 현대문학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학능력을 요구하는 동안,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현대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현대소설 교육
이 소설 이해능력은 물론 소설 해석능력 그리고 감상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현대문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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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해·해석·감상의 차원보다 현대소설을 통한 한국 문학과 작가에
대한 정보전달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 활동’이나 ‘학습 과정’이 생략되고, 단순히 교사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설 교육은 수동적인 읽
기나 소설 속에 반영된 문화에 대한 지식전수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어내는 것과 삶을 읽어내는 두 차원이 맞물려 돌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며1) 학습자가 가진 사전지식2)과 경험을 동원하는 데서 출발한다. 게
다가 교육의 국면에서 역동적인 과정과 사전지식과 경험은 소설의 이해와
해석으로만 간주될 수는 없다. 한국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소설의 의미를 이해·해석하고 소설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문학 교사가 제시하는 해석만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해석도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소설과의 소통과정에서 얻은 즐거움을 글로 생산(창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논문은 현대소설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습자가 다양한
이해·해석을 진술 혹은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는 언어능력, 문화능력, 문학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3) 이때 문화능력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며, 문학능력은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
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학습자에게 목표문화인 한국 문화에 대한 오
해, 갈등, 충돌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게 하는 데까
지는 확장되지 못했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
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이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현대소설 교
육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실천적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노금숙,
1) 우한용, 『창작교육론』, 태학사, 2009, 131쪽.
2) 우한용, 「소설 텍스트 중심으로 본 문학능력과 한국어교육」, 『한국어와 문화』
제7집, 2010, 211쪽.
3)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국어교육 111권, 2003, 511-512쪽.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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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염, 2013 등)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대소설
교육에서 학습자가 바른 혹은 적절한 감상을 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감상수
행 과정에서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한다.
소설텍스트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낸다. 감상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소설텍스트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지만,
쓰기 과정이나 문학교실에서의 공유와 비판 등을 통해 심화된다. 소설텍스
트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설 속 타자와 낯섦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아와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며, 해석의 교섭과 연대적
공유를 통한 다양한 의미 축적과 창조적 감상이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개별적 감상이 ‘이해 능력’과 ‘해석 능력’에 기여할 수 있
는 바에 대한 확장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소설은 타자와 타자체험에 대한 글쓰기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
자 혹은 낯섦을 통해 자아와 고유문화를 발견하게 해주는 시도가 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양상4)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자가 현대소설을 접하면서 단순히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5), 문
화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소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해·해석 및 감상의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듯 한국어 학습자가 나름
의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현대소설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서 ‘감상’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현대소설을 통한 언어·문화·문
학에 대한 교육에서는 ‘감상’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자가 소설 속 타자와의 낯섦을 통한 관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시각에서 해
석을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비판과 성찰을 하는 완성된 감상의 수행을 해
내기 어려웠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이 핵심적인
4) 우한용,「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제3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참조.
5) 윤대석,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
어교육연구』 제34집, 2014,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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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한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전달, 정보획득 또는 문화에
동화시키는 교육, 그리고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육과는 구별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목표가 기존의 한국어교육의 목표 중 문화능력 혹
은 문학능력의 신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보완 관계지 모순과 배척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의 요소를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해과정으로서의 감상(사실적 감상)과 감각적 수용과 정서적 반응(감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상이 그것이다. 전자는 소설을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
하는 반면에, 후자는 감각적 수용과 정서적 반응의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6)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교사의 올바른 해석 교육에 비해 세밀하지 못하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다양한 감상의 결과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런 관점에 서면 한국어 학습자는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적 요구에 대응하는 응답으로서 감상을 수
행하게 되고, 소설 속 타자가 속한 문화(타자세계)와 자신의 고유문화(자아
세계) 간 상호주관적 상황에서 문화변용 현상7)을 보이며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성
인 학습자이며 이미 자국어 교육에서 감상 능력을 습득했으며 비교적 풍부
한 자국어 어휘와 통사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또한 문학교실 안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문화·역사·개인적 경험이 풍부한 학습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현대소설 수업에서는 한국어 학습
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6) 1)Собственно восприятие (расшифровка знаковой системы и понимание
смысла текста); 2)Реакция на восприятие (строй чувств и мыслей,
пробужденных в душе реципиента). 1) 독자 자신만의 감수(문자 해석, 텍스트
의 의미); 2) 감수 반응(감상자의 정서와 생각).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라: Борев, Ю. Б. Эстетика, М: Высшая школа, 2002, стр. 442.
7) Martine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
화교육』, 한울, 201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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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과 사전
지식이 소설 속 타자의 낯설거나 친숙한 것과 상호주관적 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갈등, 충격, 이질감, 공감, 관용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현대
소설 감상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즉,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통해 정서적
감동과 인격 수양뿐만 아니라 소설 속 타자와 그의 문화, 경험 등을 바탕으
로 다양한 해석을 생산하고 변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능력과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비추어 이 논문이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소설 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후에 감상에 대한 이론을 밝히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육
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이론을 정립
하기 위해 감상의 개념과 특성을 통해 감상의 구조를 살펴보고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힐 것이다.
둘째,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도 현대소설 감상 교육이 실행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의 구상에서 이론에 기반을 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
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기본 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현대소설의 이해·해석을 통한 감
상문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소설 감상 교육 설계의 방향을 세
우고자 한다.
셋째, 현대소설 감상의 교육적 실천을 논의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대
소설 감상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현대소설 감상 이해·해석 그리고 감상 수행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문학 교실에서 감상 교육의 특성과 구조를 살
펴보고 감상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 및 학습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제
시할 것이다.

- 5 -

2. 연구사 검토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분야의 연구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현
대소설교육 관련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관련 연구,
문학 감상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의 현대소설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우즈
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어교
육에 대한 현황을 다룬 논의가 있다. 이 연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
육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문학교육에 대한 언급8)을 했지만, 한국어 교재에
실린 문학작품보다는 한국어 교재 분석9)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 다
소 추상적이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언급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에 대한 논의에서 현대소설 교육
의 실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소설 대비 분석을 통해 현대소설 교육의 내
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다루고 있다.10)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소설 교육의 범주를 구분하고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설의 교육

8) 남빅토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문
학과를 중심으로」, 『語文論集』 제36집, 2006, 63-76쪽.
남빅토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한영균 外, 「중앙아시아 3국의 한국어 교육 -교육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
어교육』 제20집 2권, 2009, 303-335쪽.
박안토니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 타쉬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학을 중심으
로」, 강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0, 105-111쪽.
안여경,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현황」, 『한어문교육』 제26집, 2012,
45-71쪽.
9) 유영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0) 박안토니나, 『중앙아시아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교육 방법 연구』,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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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현대소설 그 자체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
편,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면서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소설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
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
게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11)
둘째,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
구들은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과 한국어교육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현대
소설을 통한 ‘언어능력’에 초점을 두는 논의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
본 목표로 삼고 한국의 문화 요소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능력’에 대한 논의 또는 ‘문학능력’에 대한 교육을 정립하고자 한다. 한
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의 언어문화나 문화일반과 관련한 교육적 접근을 제
시한 우한용(2000)은 소설이 풍속과 관습의 이해 자료, 인간 행동의 이해,
문화적 원형 이해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 소설
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경우, 소설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12)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활용을
전제하는 이 연구는 ‘소설을 통한 문화능력 함양’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
서 더욱 의미가 크다.13)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능력14)에 대한 논
11) 박안토니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우리말 교육 현
장 연구』 제6집 2권, 2012, 257-285쪽.
12) 우한용(2000), 앞의 논문, 참조.
13) 전병쾌 外,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언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적응에 과한 연구」, 『語文硏究』 제16집, 1991, 1-51쪽.
우한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
육 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27-84쪽.
14) 윤 영,「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박 청,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방안 연구 :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장경숙,『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백장미,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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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계속되어왔다. 작품의 선별기준15), 다양한 활동, 다양해진 언어·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시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기
존의 연구들이 현대소설 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훨씬 광범위
하고 포괄적인 논의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현대소설을 통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연구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동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
을 뿐, 감상 교육에 대해 논의된 바는 거의 없다.
문화능력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다음으로 문학능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이론적 의의를 바탕으로
소설장르를 활용하여 수업의 사례를 제시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
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의 위상과 나라별 한국어교육에서 다루는 현대소설의
교수·학습 방안에서의 전반적 내용을 두루 제시했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능력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16) 또한 현대
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손 단,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
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이 영,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 이청준의 『축제』를 중심으
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유 진, 『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중심으로』, 한
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5) 홍서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분류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 -기초단계의 문학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6집, 1999.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3, 서울대하
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22-35쪽.
이기성, 「장르통합적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문학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8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3.
16) 조옥영,『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4.
박안토니나(2007), 앞의 논문.
김순자, 『한국어교육에서 소설텍스트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신주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국어교육 111권, 2003, 511-512쪽.
신해홍,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해학 소설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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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소설은 소설답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취하면서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한
국어교육에서 소설텍스트의 수용을 통해 창조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논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우한용, 2010:211). 하지만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용과 창조에 대해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과 관련한 연구들 중에는 정전(正典, canon)17)
과 교육 목표18), 방법19)등에 대한 관점을 취하며 비교 연구20)와 관련된 심
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
육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한편, 현대소설 교육에서 ‘언어·문화·문학’의 통합21)적 교육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의 경우에도 ‘감상 능력’의 신장을 위
한 조건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편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학
습자들이 현대소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 해석, 감상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읽기,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 이
루어져야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만 집중함으로써
국외 한국어학습자, 즉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학습
석사학위 논문, 2012.
17)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0집, 2002.
윤여탁 外,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
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4집, 2014.
18) 김금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14.
19) 윤여탁,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18집, 2006,
123쪽.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20) 송명진, 「현대소설과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시학과 언어학』 제18권, 2010,
139-162쪽.
오지혜, 「국외 한국어교육의 문학 교재 구성을 위한 언어학습자문학 연구」, 『새국어
교육』 제95호, 2013.
21) 나정선,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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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문학 교실에서 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문학 감상과 관
련된 자국어 교육 연구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중신(1995)과
조하연(2004)의 경우 고전문학 감상에 대한 논쟁22)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는 점에서 본고와 변별되지만, 문학 감상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감상’
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여지가 있다.23) 또한 한국어교
육에서 문학 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감상’보다는 학습법
에 치우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국어 학습자들
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문학 교실에서 반응 중심 교육을 제안한
다.24)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감상문25)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데, 문학 감상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한다. 한국어학습자를 중심으로 감상문 작성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다.26)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27) 한편 반응일지의

22) 김중신, 『소설 감상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이지호, 「문학교육에서의 '이해' 와 '감상' 의 문제」, 『한국어교육학회』, 제 57집,
1996, 23-41쪽.
23) 조하연, 「감상(鑑賞)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小考)」, 『문학교육학』 제 15집,
2004, 405쪽.
김명순, 『소설 감상문 지도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조하연, 『문학 감상 교육 연구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24) 윤 영,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 9-2, 한국 언어문화
교육학회, 2013.
25) 황티장,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소설 교육 연구: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황라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6) 한옥순,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문 작성능력 방법 연구 -김춘수 〈꽃〉
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8집, 2013, 243-266쪽.
27) 김정자,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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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으로서 독서 감상문에 가까운 감상 일지28)를 중시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 진술
에만 머물러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어교육에서 정의적 영역과 연관시켜 감
상29) 교육을 강조한 논의도 있다. 이 연구는 문학교육에서의 문학 감상 교
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이 논문에서 참고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의 형태로 감상 교육에 대한 접근이 계속되어 왔
다.
지금까지의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논의는 읽기, 쓰기 활동 등을 중심으
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방법적 절차에 따른 수행을 통해 학습자가 경험하
는 내용을 서술하는 차원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 대
한 접근도 아직 감상 주체의 능동적인 감상 행위와 그에 대한 성찰적 경험
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상 실천 구조와 그 실
천에 작용하는 학습자의 경험 내용을 교육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궁극적인 목표
로 하고 있는 이 논문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장에서 현대소
설 교육의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연구, 소설 감상 교
육에 대한 연구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보
았듯이, 이 논문에서 직접적인 토대로 삼을 만한 연구물은 발견되지 않거
나, 그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
급한 것 이상의 차원을 다루기 위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구
를 위한 이론적·실제적 틀과 내용을 설계해야 하는 학문적 도전 의식으로부
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8) 오지혜, 『시적 텍스트 변형을 통한 한국어 어감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12.
오지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채 중심의 자기 표현적 글쓰기 교육 연구 - 중국인
학습자의 감상일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제25집, 2012, 133-158쪽.
29) 김희경, 「KFL 문학 교육의 정의적 목표와 발달」, 『한성어문학』 제32집, 2013,
401-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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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대소설을 읽고 감상문
을 서술함으로써 현대소설 속에 형상화된 다양한 요소를 이해·해석하는 과
정에 나타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 목표를 재설정하고, 내
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소설을 감상하는 것, 즉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교육적인 틀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현대소설을 읽
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해·해석 양상을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 양상들을 바탕으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도
출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은 크게 이론적 차원에서의 문헌 연구와 실제적 차원에
서의 질적 연구의 두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문헌 연구는 이 논문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이는 두 가지 접
근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첫째는 감상에 대한 미학적 관점이며, 둘째는 문학
이론적 관점이다. 그리고 실제적 차원에서의 질적 연구는 이 논문을 위한
사례 연구에 해당되는데, 다음의 접근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는 참여
관찰(Fieldwork Method)이며, 둘째는 인터뷰와 심층 면담이고, 셋째는 네러
티브 방법이다.
참여관찰은 현대소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관찰하고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 내용과 방법 등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
다. 연구자의 참여관찰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
학의 한국 현대문학 담당 교사에게 연구 동의를 구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한 학기 동안(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수
업 관찰은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120분 동안 이루어졌다. 교사
로부터 수업 녹음에 대한 동의는 받지 못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의 신
분이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교실 뒤편에 앉
아 필드노트(Field note)를 기록하면서 관찰을 수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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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가 끝난 6월 초가 되어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수업 관찰 필드노트가
약 25편이 수집되었다. 참여관찰의 결과 한국 현대문학 수업에서 현대소설
교육은 문학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분석과 해석 위주의 방식으
로 가르쳐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개인
적인 이해·해석 양상에 대한 유도는 ‘이 소설을 이해했습니까?’와 같은 질문
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부가적인 활동으로 작가에 대한 정보나 작
품을 제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있었지만, 이
활동들도 구어로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 현대소설 관련 수업에서 한국어 쓰
기와 관련된 활동은 주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는 수업 노트를 보면 작품에 대한 정보를 러
시아어로 받아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합하면, 한국어교육의 현대소
설 교실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표
현 양상이 중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뷰는 여러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연구자는 비구조적 인터뷰

(open ended ethnographic interview: in-depth interview)30)를 실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구조적 인터뷰의 목적은
현대소설 교육을 받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행위 즉, 수업에서의 대화와 같이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된 다성성(Полифония, polyphonie)을 살펴보기 위해
서이다. 그리고 인터뷰 자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 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이다. 비구조적 인터뷰는 2013년 1월부터 3월
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국 현대문학 수업 후 진행하였
다. 비구조적 인터뷰는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질문할 범위를 미
리 간단히 준비하여 러시아어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
되었다. 비구조적 인터뷰 대상 학습자는 다음 〈표 Ⅰ-1〉과 같다.

30) 조영달, 『(제도공간의)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과학사, 2005,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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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5-30세
31-36세

나이

한국어 수준

10
3

TOPIK 기준

3급
4급
5급
6급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
10
고려인
타타르인
위구르인

한국어 학습
기간
성별

인터뷰 대상 학습자 수

남
여

민족 공동체

고등학교 졸업 정보

러시아어 고등학교

2
9
2
1
7
3
2
13
11
1
1
13

우즈베크어 고등학교

〈표 Ⅰ-1〉인터뷰 대상 학습자 정보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
들의 이해·해석·감상의 양상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 방법
으로 쓰이는 내러티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31) 이때 대상 학습자는 다음
의 〈표 Ⅰ-2〉같이 한국어 능력 수준 3급 이상의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7명,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어 학습
자 18명으로 구성된, 한국어 학습자 총 45명32)을 선정하였다.
31) 내러티브 접근은 이야기의 플롯이나 주인공, 또는 구조나 내용의 순서 등을 살펴보
고 실험 대상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동기들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한다. 내러티브는
삶을 조형해주고 이야기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힘을
부여해 주기도 하며 삶의 문제나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아의 감각을
부여하기도 한다. 삶의 이야기에 담긴 내용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며 그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준다. 고미영,『(초보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청목, 2012, 245-246쪽. 내러티브 접근으로 시행된 실험 결과와 분석은 아래에서 밝
힐 것이다.
32) 대상 학습자의 경우, 국적을 우즈베키스탄으로 통일한 이유는, 먼저 교육 환경 측
면에서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을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 정도의 비율로 맞추기
쉽지 않았고, 둘째, 하나의 국가의 한국어 학습자들로 제한함으로써 실험 결과에서
일관된 양상을 살피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 14 -

항 목
나이(성별)
민족 공동체
고등학교
졸업 정보

한국어
학습 기관/
학습자 유형

한국어 수준

학습자 수

남자

45

여자

학부

석사

박사

1
32

9

4

고려인

41

33

6

2

우즈베크인
러시아어 고등학교
우즈베크어 고등학
교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 학습자
한국 내 K, S, B,
Y, H, P, I 등 대학/
유학생 학습자

4
42

1

2

1

18

16

2

27

19

5

3급

10

TOPIK 기준

3

4급

21

5급

12

6급

한국어 학습
기간

3

2

3년 미만

10

3년 이상 - 5년 미만

15

5년 이상 - 8년 미만

15

8년 이상 - 10년 미만

2

10년 이상

5

〈표 Ⅰ-2〉1차 감상문 쓰기 대상 학습자에 대한 정보

Ⅲ장과 Ⅳ장의 논의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양상 제시를 위해 감
상문을 수집하였다. 한국 유학생 학습자들의 1차 감상문 수집을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하였다.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 학습
자의 감상문 수집은 한국 현대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께 의뢰하였다.

1차 감상문 분석 대상 학습자 45명의 한국어능력 급수 현황을 살펴보면,
3급은 10명, 4급은 21명, 5급은 12명, 6급은 2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별의
경우 45명은 모두 여성 학습자이다. 그리고 감상문 쓰기를 통한 이해·해석
양상의 심층적 면담과 2차 감상문 쓰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 45명 학
습자 중 10명을 재선정하였다. 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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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급 이상의 학습자가 현대소설 수업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일관된 감
상문 결과물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여 선별한 것이다. 이 결과 재선정 비율
에 있어서 애초의 총 45명 중 유학생 학습자 5명과 한국어 학습자 5명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학습자 정보는 〈표 Ⅰ-3〉과 같다.

항 목
나이(성별)
학습자
유형
한국어
수준

학습자 수

학부

19-25세

6

26-40세

4

한국어 학습자

5

5

5

2

3급

5

유학생 학습자

TOPIK 기준

석사
여성

2

4급

2

5급

2

6급
한국어
학습
기간

박사

1

1

3년 이상 - 5년 미만

3

5년 이상 - 10년 미만

5

10년 이상

5

〈표 Ⅰ-3〉2차 감상문 쓰기 학습자 정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설텍스트는 이청준의 〈서편제〉, 하근찬의 〈수
난이대〉와 박미하일의 〈발가벗은 사진작가〉이다. 이 소설들을 연구 대상
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청준의 〈서편제〉, 하근찬의 〈수난이대〉는 한국 문학의 정전
텍스트로서 교육적 수용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자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
과서에 언급 빈도가 높은 작품이다. 위의 두 편의 작품과 러시아어 소설이
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박미하일의 〈발가벗은 사진작가〉가 우즈베키스탄
의 현대소설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소설텍스트들은 작가나 등장인물의 문화적·민족적 배경이 다양
하여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적절하다. 텍스트에 반영된 인물의 모든 언행
이 한국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이 한국적 고유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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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텍스트들은 한국 문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소
재가 사용되거나(이청준의 〈서편제〉), 특정 시대의 정치·사회 현상을 풍자
하거나 상징하는 신어나 유행어 등이 반영(하근찬의 〈수난이대〉)33)되어 현
대소설 감상 교육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서편제〉의 작중인물이 판소리를
통해 한(恨)의 정서를 보여주는 장면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정서뿐
아니라, 인간 내부에 형성된 정서와 관련지어 학습하게끔 돕는다. 또한 한국
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문학적 상상력
을 발휘하여 작품의 폭넓은 이해와 심화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현대소설의 언어를 들 수 있다. 소설텍스트들에 구현된 작중인물들
의 행동 방식과 사건만으로는 소설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해석을 해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다소간의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작중인물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소설의 언어는 다언어성과 다문화
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 기인한다. 소설은 다양한 민속적 크로노토
프의 형식을 실험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현실을 재현
한다.34)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현대소설을 더욱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미학적 언어만 아니라 다언어성과 다문화성의 특징을 검토하여 작
중인물과 사회문화적 정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현대
소설의 능동적인 감상과 감상문 쓰기를 통해 소설 속 사회의 문제점에 대
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해진다.
넷째, 이 소설텍스트들은 다양한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33) 박영순은 문화적 현상이나 문화적 요소가 언어교육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며, 언
어는 그자체가 매우 체계적이고 일정한 내용과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그 내용
과 형식 안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됨을 피력하며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
적 요소들을 경어법, 관용어, 속담, 한국을 상징하는 말들, 문화재 명칭들, 국악 용
어 등에 관련된 어휘와 명칭 등에 관심을 가졌다. 박영순,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 5권 1호, 이중
언어학회, 1989, 47쪽. 박영순, 『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 한국문화사, 2001.; 박영
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 20쪽. 〈서편제〉에서 판
소리, 한(恨) 등, 〈수난이대〉에서 6.25 전쟁, 일본 징용 등이다.
34)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야』, 역락, 2011,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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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작중인물들 간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작중인물들 간의 갈등은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선험지식과 경험을
관련지어 학습하게끔 돕는다. 그리고 작중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작중인
물이 속한 사회의 모순을 살필 수 있는 기회와 한국어 학습자 스스로의 모
습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마찰과 갈등을 통해 작중인물의 삶에
서 의미를 찾아내고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학습자의 자아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예를 들어, 〈발가벗은 사진작가〉속 작중인물의 내면 갈등을 통해 작가는
민족의 순수성은 피의 순수성이 아닌 지배적 환경에 의해 재구성되며 한국
어 학습자로 하여금 정교한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
공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크게 표본 조사,
내면 성찰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표본 조사는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설문지법과 심층 면담으로 실행되었다. 이와 함께 내면 성
찰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감상문35) 쓰기가 활용되었다. 이 논문
을 위한 조사 절차는 구체적으로 수업 시기와 진행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차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과 자료의 종류는 다음 〈표 Ⅰ-5〉
와 같다.

35) 학습자의 기호화는 다음과 같이 약호로 구성된다. 각각의 감상문을 부호화 하는 방
식은〔대상 소설텍스트-실험 차수-학습자(학교) 정보〕로 하였다. 구체적인 부호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설텍스트의 제목을〈발가벗은 사진작가〉는 ‘사진’으로 표기
하였다. 감상문 쓰기 실험은 두 번에 걸쳐하였기 때문에 실험 차수 구분을 1과 2로
표기하였고 인터뷰는 3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학교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서 학부과정은 B, 석사 과정은 M, 박사과정은 D로 표기하였고 유학생과 니자미 타
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학습자를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K, U를 부여하였다. 즉,
〔사진-1-BU11〕은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은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학부과정 학습자 11의 1차 감상문을 가리킨다. 〔사진-4-BK₄〕의 경우,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학습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 학습자 4의 자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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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 (명)
집단

실험 기간
학부

1
2
3
4
5
6
7
8
9
10

2014년 3월 8일
한국어학습자
2014년 3월 8일
2014년 3월 15일
한국어학습자
2015년 4월 5일
2015년 4월 12일
2015년 5월 4일
2015년 5월17일
2015년 5월 17일
한국어학습자
2015년 5월 24일
2015년 5월 31일

석사

박사

감상문
(편)

10

25

3

9

5
3
4
2

2

6

1

12
9
12
16

8
1

3

비고

1차 수업
(매회 120분)
감상문 자료

22
1
4

6
12

〈표 Ⅰ-5〉1차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

1차 수업 실험 때는 그 어떤 부가적인 정보, 특정한 읽기 방법이나 감상
문 쓰기의 방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한국어로 자유
롭게 쓰도록 요구했다. 1차 수업을 통해 유학생 박사과정 학습자의 감상문

12편, 석사과정 학습자의 감상문 18편, 학부 학습자의 감상문 46편,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대학원 학습자의 감상문 6편 그리고 학부 학습자
의 감상문 47편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감상문은 모두 한국어로 작성하
게 하였으며 실험 수업 시간 내에 제출하게 하였다. 1차 감상문 쓰기는 대
상 현대소설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현대소설
텍스트를 읽고 자유롭게 감상문을 쓰도록 했다. 그리고 1차 감상문을 분석
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현대소설 이해와 해석과정에서 발견되는 애로점들
의 원인을 확인했다. 이는 연구자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감상의 자
질을 알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처방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
었으며, 이후 2차 감상문에 드러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
다. 또한 감상문을 한국어로 표현해야하기에 학습자의 이해와 수용 상황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1
차 감상문쓰기 후 앞에서 언급한 10명의 선별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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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러시아어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감상문 쓰기 수업 후 10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2014년 5월31일부터 2014년 8월20일까지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한 2차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과 자료 종류는 다음 〈표 Ⅰ-6〉
과 같다.

집단
1
2
3
4
5
6
7
8
9
10

실험 기간 및 대상
2014년 7월 1일(유학생 학습자
3명, 심층 면담)
2014년 7월 1일(유학생 학습자
심층 면담)
2014년 7월 4일(유학생 학습자
2명, 심층 면담)
2014년 7월 10일(유학생 학습자
3명, 심층 면담)
2015년 7월 13일(유학생 학습자
3명, 심층 면담)
2015년 7월 23일(유학생 학습자
2명, 심층 면담)
2015년 8월 1일(유학생 학습자
2명, 심층 면담)
2015년 8월 14일(유학생 학습자
심층 면담)
2015년 8월 15일(한국어학습자
5명)
2015년 8월 19일(한국어학습자
5명, 심층 면담)

감상문
(편)

비고

3

2
3

2차 수업
감상문 쓰기 자료

3
2
2

(매회 120분)
심층 면담
녹음 자료
(각 15-20분)

10
5

〈표 Ⅰ-6〉2차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

2차 수업은 2014년 7월 1일부터 8월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회로
120분 동안 이루어졌다. 2차 수업을 통해 유학생 학습자의 감상문 총 15편
과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감상문 총 15편을 직
접적인 대면 원칙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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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인상에 대해 기술한다.
어느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는지 서술한다.
소설에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태도, 가치, 인식 등이 어떻게 반영되
었는지 서술한다.
고유문화와 비교하여 어떠한 공통점(차이점)이 있는지 기술한다.
등장인물의 태도, 가치, 신념, 인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문화
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한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해 새로 인식되고 배운 점이 무엇
인지 서술한다.
〈표 Ⅰ-4〉2차 감상문 쓰기 활동지

2차 수업의 본격적인 감상문 쓰기에 앞서 위와 같은 학습활동36)을 마련
하였다. 그리고 2차 수업 실험에서는 러·한 사전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찾는 것 외에는 소설을 인용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2차 수업에서 학습
활동을 실험연구로 실시한 것은 1차 수업의 감상문, 심층면담의 진술과 2차
수업의 감상문 내용을 비교·분석을 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
이었다. 이는 곧 2차 실험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받은 현대소설 교육이 학습
자들의 소설 이해·해석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증명한다. 1차 실험과 2
차 실험은 한 달여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 2차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대상 현대소설 텍스트의 감상 교육의 유의미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이다.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난 후 학습자들은 똑같은 현대소
설 텍스트를 제공받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감상문을 통해

1차 감상문 쓰기 실험과 수업을 통해 학습한 현대소설 텍스트의 감상 전략
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2차 실험의 감상문을 통해 현대
소설 감상 교육의 결과로 형성된 능력이 2차 읽기에까지 전이(轉移)되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소설의 감상 교육이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36) Moran, Patrick R., Teaching culture, 정동빈 外 역, 『문화교육』, 경문사, 200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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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현대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 연구(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를
실시한 것은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 현대 문학과 관련 교
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현대소설 감상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현대소설 감상이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 능력, 문
학 능력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기존 문학 교육에
서 정의하는 감상의 개념을 검토하여 이후의 문학 감상 활동을 통해 제언
되는 개념 논의에 반영한다. 문학교육 이론에서 제안된 현대소설 감상의 개
념을 살펴보기 위해 미학 이론과 문학 이론(대화론, 타자론)을 참고한다. 이
처럼 문학 감상 개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감상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보
다 명확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면밀한 개념정의의 과정이 된다.
다음으로 현대소설 감상 개념의 이론화를 바탕으로 마련된 현대소설 감
상의 범주를 토대로, 이청준의〈서편제〉, 하근찬의〈수난이대〉, 박미하일
의 〈발가벗은 사진작가〉에 대한 감상문을 수합하고 질적 내용 분석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읽고 이해하는 활동 자체가 일종의 언어활동이
다.37)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문학평론 분야에서 작가의 저서를 통해
의도했던 전달 내용, 표현형식, 문학적 가치 등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이
다.38) 주로 텍스트를 누가(분석의 주체), 무엇을(분석의 대상), 왜(분석의 목
적), 어떻게(분석의 수단) 분석할 것인가라는 실용적 질문을 염두에 둔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방식은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현대소설 감상문의 질

37) 바흐친은 언어활동(Языковая игра)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의 언어활동을 두 가
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하는 활동으로서의 서사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발화를 사용하고 교환하는 언어활동이다. Бахтин М. М,
Проблема
речевых
жанров.(바흐친,
담화
장르의
문제)
URL:
http://philologs.narod.ru/bakhtin/bakh_genre.htm(검색일 : 2015. 06. 08)
38) Danial Riffe, Stephen Lacy, Frederick G. Fico, Analyzing media messages, 배현식
역,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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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을 통해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
는 이 논문의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대소설 감상의 범주
를 살펴본 다음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
다. 이와 같은 Ⅱ장의 이론들과 분석틀에 근거하여 Ⅲ장에서는 한국어 학습
자가 작성한 1차 감상문의 결과물을 분석하여 그것의 양상과 심층면담 내
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Ⅱ장의 이론과 Ⅲ장의 양상에 근거하여 감상문
쓰기를 통한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현대소설 교육에서 2차 감상문 쓰기를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현대소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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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이론
이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어 학습

자를 위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소설 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종래의
교육현황을 상쇄함으로써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문제 해결적 특성을 지향
하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현대소설 감상의 개념, 특성 그리고 구조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소설 감상 교육 관련 연구들을 통해 그
교육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
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1. 우즈베키스탄 현대소설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대소설 교육과 관련 교과목
우즈베키스탄1)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교육
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관점에
서 교재에 실린 소설의 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현대소설 교육에서의 교
재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부터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시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
1) 이 논문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먼저 중앙아시아 모든 대학 기
관을 한국 현대소설 교육 정도의 비율로 맞추기 어려웠고,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니
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경우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
국어 교사 양성기관으로 제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어문학교육과는 고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로 한국어(조선
어)와 한국(조선) 문학교육을 통하여 한국어(조선어) 문학교사와 연구자를 양성하였
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학위 수여 기관으로 1956년에 니자미 타슈켄
트 국립 사범대학에 한국어(조선어)학과가 설립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964년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학과가 폐쇄되었다가 1984년에 다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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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고 현대소설 감상 교육 방안을 설
계하는 데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는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어문학교육학과
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로 한국 현대문학 교육 관련 과목과 교
육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었다.2) 본 학과의 변천은 시기적으로 1990년을
전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존의 북한문학 위주의 교육방향이
대한민국 위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
로 한국어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재학생
수는 보통 100명에 이르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는 학과 운영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
습자들의 구성은 대개가 고려인(동포) 중심이고 남성학습자에 비해 여성학
습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 한국어문학교육
과의 학생 모집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습자, 비학위수여4) 기관
에서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자격증이 있
는 학습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의 학습자들은 우즈베
키스탄의 다른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의 비해 한국어능력수준(TOPIK)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어 교사로 임용되거나 한국 기업에 취
직을 하고, 한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5)
2)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학과 설립 목적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양국가
간 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한
국어 관련 수업이 중심이 되고 이에 더하여 무역과 경제 관련수업이나 한국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니자미 국립 사범대에 개설된
한국어문학교육과는 한국어문학교사 양성을 위한 학위 수여 기관으로서 유일한 학
과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기관이다.
3) Ли Б.С. История корлита в лицах(이 브로니슬라브, 한국어학과의 역사),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6 .
4) 비학위 수여 기관으로는 크게 타슈케트 한국교육원과 타슈켄트 세종학당이 있다.
5)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와 다른 대학의 한국어과 학습자들이 한국어과에 지원
하는 동기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학문 목적(유학), 취업의 용이성, 문화적 공통
점 순으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졸업 후 유학과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이 큰 동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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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
대학의 한국어문학교육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아래와 같다.

대학명 및 학과명

학년/학기
1/1

어학개론
문학개론
한자
한국어사
한국어문법이론
한국어문체론
한국 문학사(고전문학)
한국어교수법
한국어문법이론
언어학이론
한국어교생실습
한국어문법이론
한국 문학사(현대문학)

1/2
2/2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교육학과

과목명

3/1

4/1
4/2

한국학
1학년1학기부
터
4학년2학기까
지

실용한국어

〈표 Ⅱ-1〉 한국어(한국어교육) 관련 교육 과정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과의 교과목은 주로 어학 위주로 되어 있다. 주
요 과목은 한국어사, 한국어문법이론, 언어학, 실용 국어로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매학기 개설되고 있다. 한국문화와 관련된 과목으로는 한국학 등이 있
고 한국어 교수법과 한국어 교생실습이 있다. 결국 이러한 교과목 특성과
전반적인 과목의 종류와 수업 시수는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특징에 따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점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과목이 별도로 지정되
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문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은 문학개론, 한
국 고전문학사와 한국 현대문학사 등에 불과하다. 한국어와 관련된 과목들
이 세분화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문학과 관련된 과목들은 증설해야 할 단
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개설되는 한국 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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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교과목이 일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설된 적이 없던 경우나 교과목
을 담당할 강사조차 없다는 것을 조사 중에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가 완
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니자미 국립 사범대 한국어교육의 대체적인 실태
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조사 내
용 중에서 학과의 대체적인 요건과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의 명칭, 교수 및
강사의 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 한국 문학 수업은 ‘문학개론’, ‘한국 고전문
학’, ‘한국 현대문학’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수업
진행 비중이 적고 그 중요성 또한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문학작품이 한국의 사회·문화·역사 등을 두루 포괄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한국 문학 강좌의 필요성은 지역학적 관점에서도 등한시될 수 없
다. 특히, 한국 문학작품 중 소설작품은 사회와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반
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어문학과라는 성격상 본격적인 한국 문학 강좌의
개설이 어렵다 해도, 학과 목표에 따른 문학 강좌가 개설된다면 니자미 타
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문학교육과의 교과과정에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이 세분화
되면 당연히 한국 문학 전공의 전문가가 배출될 것이며 한국 문학 강좌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현황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학과 관련 강좌
는 아래와 같다.
대학명 및 학과명

과정명

과목수

과목명

담당 교수

문학개론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문학교육학과

학부

3

한국 고전문학

2

한국 현대문학
대학원

1

한국 현대문학

1

〈표 Ⅱ-2〉한국 문학(한국어교육) 관련 교육 과정, 문학 강좌, 교수 요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문학개론과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이 설
치되어 있다. ‘문학개론’은 1학년 1학기, ‘한국 고전문학’은 2학년, ‘한국 현
대문학’은 4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필수과목으로 설치되어 있다.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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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 과목이 총 216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7) 그 중에서 36시간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6시간은 세미나 중심으로 그리고 66시간은 자
율학습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년 동안의 학부 수업 중, 한국 현대문학
수업에 할당된 시간은 한 학기이다. 즉 학습자들은 1학기 수업으로 ‘서사
장르’에서 ‘서정 장르’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아직까지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현대소설 교육과 관련 교재
다음으로는 ‘한국 현대문학’ 수업을 하는 데에 쓰이는 문학 교재를 분석
하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현재 실정에 맞는 교재8)가 없어, 담당 교수가 참
고한 문학교과서를 인쇄물로 대치한다. 교재는 교육과정이라는 기본 얼개를
통해 구성되는 학습재료이다.9) 특히 문학 교재라고 할 때에는 ‘문학을 교육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교재는 문학
교육에서 필요한 재료이며, 문학을 가르치기 위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렇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 수업의 진행은 적절한 문학
교재가 없이 문학 교수 개인의 임의적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어 능력의 기준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표준화된 한국 문학 교재’가 필요하다. 물론 우즈베키
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표준화된 문학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는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표준화된 한국어교육
과정’ 즉 학년별(학습자 단계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학업 성취도 평가
6) ‘문학개론’은 현지 강사가 담당한다. ‘한국 고전문학’과 ‘한국 현대문학’ 관련 강좌는
현지 강사 또는 한국에서 파견된 교수가 담당한다. 대학원 ‘한국 현대문학’ 수업은
한국에서 파견된 교수가 담당한다.
7) 여기서 ‘1시간’이라고 할 때 1회 수업을 2시간 기준으로 한다.
8) 안타까운 점은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해 기획 출판된 교재가
단 한 편도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 관한 적극적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우한용 外,『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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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마련하는 것이다.10) 하지만 문제는 한국 현대문학 과목 담당 교수가
한국 문학 전공자가 아니기에 한국 문학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교재11)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Soldatova & Park, Modern literature of Korea,
Far Eastern State Uni., 2003.
② 배규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 한국문화사,
2012.
③ 이선이 外,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문학 산책』,
한국문화사, 201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①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종은 한국어
로 되어 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두 권은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③은 러
시아에서 출판되었지만 한국 문학작품의 일부 번역본을 실은 교재이다. 저
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①의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②와 ③의 경우는 한국인 학자들이 저술한 교재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어떤
현대소설 텍스트가 학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된 ①, ②, ③
의 교재를 분석해 보았다. 문학 교재는 문학 학습에 있어 기본이 되는 자료
로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 소설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교재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 박안토니나(2012), 앞의 논문 참조.
11) 서울대학교 〈한국어6〉에서는 2편의 현대소설 작품, 조경란의 〈풍선을 샀어〉,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가 수록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한국어회화 시간에 소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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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장르

시

『 M o d e r n
literature
of Korea』

소설

작품

작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불놀이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진달래꽃
님의 침묵
바다
바다와 나비
꽃나무
대낮
청노루
해
다부원에서
꽃
나비와 광장
목마와 숙녀
울음이 타는 가을 강
풀
무정
배따라기
표본실의 청개구리
운수 좋은 날
레디메이드 인생
이상
무녀도
유예
광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필론의 돼지

최남선
주요한
이상화
이상화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김기림
이상
서정주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김춘수
김규동
박인환
박재삼
김수영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채만식
날개
김동인
오상원
최인훈
김승옥
조세희
이문열

〈표 Ⅱ-3〉『Modern literature of Korea』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위의

교재들

가운데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Soldatova & Park의 『Modern literature of Korea』이다. 2003년에 러시아
어로 출판된 것으로 니자미 국립 사범대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국 문학 강의를 하는 대학에서 주로 이 교재를 사용했다. 이 교재는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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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할 수 없으며 담당교수가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학습자들과 공유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Modern literature of Korea』교재는 시작품이 많
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수필작품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작품선정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 체계적인 작품 목록이나 단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재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교재에는 근대 소설도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근대 계몽기부터 1980년대의 현대소설을 소개하
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 꼭 교육되어야 할 소설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근·현
대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반영된 점
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개화기시대의 한국 문학에서부터 1910년대의 문학,

20년대 전반기 문학, 30년대 후반기 문학, 한국 전쟁의 충격과 전후문학의
전개와 작품의 일부 발췌 번역본은 도움이 된다. 다만 작품들이 부분적으로
밖에 실리지 않아서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학 교재로 사용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또한 실제
로 문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문학 감상을 위한 방법이나 활동 없
이 작품만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특별한 활동 없이 작품의 전문 또는 일부
만 제시한 경우는 문학작품을 교실 현장에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윤영, 2013:227). 한편으로는 자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로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참고서로 사
용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자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라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의 ‘동화(同化)’를 강요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
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 산책』을 살펴보겠다. 한국 현대 문학 강좌에서 문학교재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문학교재를 위한 보조교재의 역할을 한다. 보조
교재로 활용되는 정도라고 해도, 교재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
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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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장르

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

소설

작품
해에게서 소년에게
불놀이
진달래꽃
님의 침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고향
오감도 - 시제1호
모란이 피기까지는
꽃밭의 독백 - 사소 단장
꽃
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껍데기는 가라
타는 목마름으로
농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
백두산
무정
운수 좋은 날
무녀도
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태백산맥
외딴방
꽃 파는 처녀

작가
최남선
주요한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정지용
이상
김영랑
서정주
김춘수
박두진
김수영
신동엽
김지하
신경림
황지우
최승호
조기천
이광수
현진건
김동리
황순원
조세희
조정래
신경숙
홍상화

〈표 Ⅱ-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의 경우 고대문학사와 근현대문학사를
다룬 책이다. 애초부터 한국 문학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품이 선정되어 시대별 대표적 작품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을 살펴보면 〈표 Ⅱ-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Modern

literature of Korea』교재와 같이 다른 장르에 비해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
다. 하지만 한국 문학의 각 시대의 시대적 배경, 그 시기 문학의 특징과 의
의를 반영하고 있고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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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북한문학과 관련된 줄거리를 요약해 제시
해 주면서 한반도 문학에 대한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의
문학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
교적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 문학을 좀 더 포
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전문은 아니지만
해설을 함께 제시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사전지식12)을 환기시
키고자 한다. 이 교재는 문학사의 전반적인 모습과 변천, 발전의 주된 흐름
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인 틀을 구축한 저술
로 한국어교육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교재 역시 작품이 부분적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 문학사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역사에 대한 정보라든가 단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서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현대소설 교육은
단순히 목표 문화와 그 사회에 대한 정보 습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대소
설 교육에서는 제도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된, 학습 영역이 기술
되어야 한다. 이때 현대소설 감상 교육이 요청된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는 데 있어 기본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12) 이 사전지식은 자국어를 통한 교양으로 마련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어
를 통해 형성된 사전지식은 자국어로 익힌 사전지식과 교합되어 상승작용을 한다.
우한용(2010), 앞의 논문,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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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장르

시

소설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문학
산책

비평문

희곡

수필

작품
국화 옆에서
꽃
눈
껍데기는 가라
화살
타는 목마름으로
귀천
어부
가난한 사랑노래
사평역에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남해금산
연탄 한 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먼생
한 작가의 수기
역마
광장
역사
한씨 연대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해산 바가지
직선과 독가스
태백산맥
토지
옛우물
감자 먹는 사람들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유적지의 인간과 그 문학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거짓 화해의 세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회통
제18공화국
파수꾼
부자유친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폭포와 분수
인연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작가
서정주
김춘수
김수영
신동엽
고은
김지하
천상병
김종삼
신경림
곽재구
황지우
이성복
안도현
정호승
나희덕
김경주
이태준
김동리
최인훈
김승옥
황석영
조세희
박완서
임철우
조정래
박경리
오정희
신경숙
김영하
박민규
김우종
백낙청
유종호
최원식
이근삼
이강백
오태석
이만희
이어령
피천득
김현
신영복

〈표 Ⅱ-5〉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문학 산책』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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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문학 산책』은 해방 공간에서 시작하여 50
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문학을 다루고 있다. 각 장마다 먼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발전을 개관하고 주제와 관련해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간략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재에 실린
작품들을 살펴보면 〈표 Ⅱ-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odern literature

of Korea』,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재와 같이 다른 장르에 비
해 시가 많은 편수를 보이지만, 앞에 두 교재에 나타나지 않던 현대 문학
작품(비평문, 희곡, 수필)이 시와 양분되어 있는 등 다소의 형식적인 통일성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학 용어와 단어에 대한 주석도 자세하게 되어 있
다는 점이 장점이다. 문학사 정전에 속한 작품이 빠져 있긴 해도, 현대문학
작품을 장르별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90년대
작품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교재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앞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한국
의 문화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세 교재에 공통적으로 실린 작품도 존재하는데,「난장이가 쏘아올
린 작은 공」과 같은 경우이다.「무정」,「운수 좋은 날」,「무녀도」는 각
각 ③과 ④의 교재에 수록되고 있다.「태백산맥」에 경우 ④와 ⑤에 소개되
고 있다. 이상의 한 권의 문학 교재와 두 권의 보조 교재에 소개된 소설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의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 설정과 텍스트 선정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소설을 교육하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알 수
는 없지만 각 교재마다 읽기의 제재로서 소설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소설이 읽기 제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국 문학 교재에서 소개된 현대소설들
은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텍스트들을 어떠한 근거나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보다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들을 임의적으로 수록한 것 같다는

- 35 -

인상을 준다. 즉 작품의 주제나, 구조, 한국의 문화적 요소, 학습자들의 학
습 수준 등 문학 교육에서의 제재 선정 기준들을 두루 고려했다기보다는
각 시대에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
성을 살펴볼 때, 한국 문학사에서 다루어지는 정전을 한국 문학 교재 구성
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소설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어교육의 제재로 삼는다는 것은 일반 성인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것과는 다
른 차원이다. 예를 들면, 한국 문학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태백산맥」,「토
지」는 작품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문학 교재에 수록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둘째, 작품의 소개와 작가의 경향이나 특징과 같은 외적인 정보를 제시
하지만 학습자들의 감상을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활동이 아니라 원시적 읽
기에 치중하기 쉽다. 문학 감상의 심화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소설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응답성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개개의 소설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추출이 필요하다. 선정
된 소설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학 교육에서 소설 교육은 단순히 교재에 제시된
내용만을 소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의 소설 교육 내용은 소설의
주제, 구조 등 소설 전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현대소설 중에서도 시대적 편중이 눈에 띈다. 『Modern literature

of Korea』 교재에 1920-30년대의 작품들이 많고,『(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
대문학 산책』,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사』교재 같은 경우는 최근이
라고 하는 작품도 2000년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작품들을 수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히 남는다.
다섯째, 문학 감상 및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
기 전에 교사의 해석을 먼저 제시하거나, 질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학 수
업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또는 다양한 해
석 더 나아가 풍부한 문학 감상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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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설의 전문을 읽고 이뤄야할 목표를 단순히 지식 전달에 두는 것이 아
니라,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한 적절한 활동을
문학 교재에 제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해와 감상을 통해 한국어 학
습자가 자기 해석과 창조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현대소설
교육이 감상 교육이라면, 그 대상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일터지만, 현대소설
속의 작중인물은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 참여와 감상을 통해 정
체성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위의 한국 문학 교재들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을 생각할 때, 대개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용하기에 쉽지 않다. 어려
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한국어로 된 장편 소설의 경우 우선 해
독 자체가 어렵다.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을 통해 교수와 학습자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장편소설 작품은 1-2편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측
면은 이해의 어려움이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교재라도 한국 문학 자체의
발전과 흐름 또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
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곱째,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의 한국 문학 교재는 지나친 전문성보다
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문학 전반을 평이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학 교재로는 문학 분야나 관점, 혹은 방법론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교재도 필요하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학습자뿐
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권 나아가서 구소련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인데, 한국 문학 전반을 치우치지 않은 시
각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교재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학습 보조 자료의 경우이다. 학습
보조 자료로서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을 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 급수를 고려할 때 러시아어로 번역13)된 작
13) 현재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된 한국 문학 작품은 아래와 같다.
김근식 엮음, 『한국 현대 단편선(Золотая птица гаруда : рассказы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4.
김근식 엮음,『한국 현대 단편선(Сезон дождей : рассказы современны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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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보조 자
료라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창작된 한국 현대소설뿐만 아니라 구소련권 동
포 작가들의 소설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문학 교재에 반영된 현대소설을 살펴
본 결과,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의 재구성과 현대소
설의 추가 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문학
교재에 실린 현대소설은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지식
제공에만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화에서 일상문화에 관한 지식을 가져다 줄뿐 아니라, 소설 속 작중
인물과 상호주관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서 반영되는
다양한 규범이나 가치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소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3)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상한 설문 문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5.
김동리, 이승우 & 니코라트-시비르스카야 역,『까치 소리(Плач сороки)』,
ИЗДАТЕЉСТВО, 2010.
김승옥, 쿠지나 역, 『서울, 1964년 겨울(Сеул, Зима 1964года)』, Hyperion, 2013.
김완일, 알렉산드르 인 역,『마당 깊은 집(Дом c глyбoким двором)』, МГУ, 2009.
김주영, 김근식 역,『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Рыбак не ломает
камышей)』, МГУ, 2003.
김주영, 김근식 역,『천둥 소리(Раскаты грома)』, Рик "Культура", 1999.
박경리, 카파루쉬끼나 역,『김약국의 딸들(Дочери аптекаря Кима)』, ERA, 2011.
박완서, 함영준 &이상윤 역,『박완서 단편소설선(Как их много)』, Vremya, 2010.
은희경, 이상은 & 조근희 역, 『비밀과 거짓말(Тайна и ложь)』, Время, 2010.
이광수 外, 알렉산드르 인 & 김승우 역,『한국 현대 단편선(Избранные кopeйcкиe
рассказы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МГУ, 2003.
이승우, 마리아 꾸즈네초바 역, 『식물들의 사생활(Тайная жизнь растений)』,
Hyperion, 2013.
이청준, 〈서편제〉, 이청준, 이병주; 최원식 등 엮음,『이청준·이병주 외』, 창비, 2005.
이청준, 최인선 & 카사트키나 역, 『서편제(Песни Западного края)』, МГУ, 2010.
주요섭 外, 알렉산드르 인 & 김효자 역,『한국 현대 단편선(Избранные кopeйcкиe
рассказы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МГУ,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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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응답자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정
도, 한국 문학 학습에 대한 만족도, 소설 학습에 대한 기대 등을 묻는 문항
이다. 설문지의 ①, ②, ③ 항목은 문학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④, ⑤, ⑥, ⑦ 항목은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항목이므로 이 연구를 전개하는 과정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현대소설 교육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나 논의를 제시하기보다 현장 관찰·실험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학에 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
해 한국 문학 강좌에서 수행된 활동들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위 기관의 필수과목으로서 한국 문학 강좌의
계속적인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현황과 요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
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되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명)
관심이 아주 많다

비율(%)

유학생(명)

비율(%)

23

60.5

10

66.6

관심이 있다

8

21.0

4

26.6

그저 그렇다

7

18.4

1

10.0

관심이 없다

0

0

0

0

〈표 Ⅱ-6〉 학습자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위 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이다. 한국어 학습자
들의 절반 이상은 ‘관심이 아주 있다.’라고 응답하고 그 비율은 60.5%와

66.6%를 차지했다. 이 점은 앞으로 한국 문학 교육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
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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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명)

비율
(%)

유학생
(명)

비율
(%)

24

63.1

1

6.6

12

31.5

2

13.3

1

2.6

3

20.0

1

2.6

9

60.0

아주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만족한 정도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Ⅱ-7〉 한국어교육의 교수·학습에 대한 만족도

문학교육의 교수·학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63.1%가 ‘아주 만족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 교육이 유의미할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문학 수업에 대해 비교적 긍
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자를 만족
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수·학습 방안 개발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명)
4

비율
(%)
10.5

유학생
(명)
1

비율
(%)
6.6

한국 문학 번역 연구

14

36.8

6

40.0

러·한 문학 비교 연구

16

42.1

6

40.0

2

5.2

2

13.3

한국 문학사 연구

한국 문학 교육 연구

〈표 Ⅱ-8〉 한국 문학과 관련 개설 과목에 대한 요구도

문학교육과 관련해서 개설 필요가 있는 과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한 이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러·한 문학 비교연구’로

42.1%, ‘한국 문학 번역 연구’로 각각 36.8%와 같은 과목을 우선적으로 꼽
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는 한국 문학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
한 고민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러·한 문학 비교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양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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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작품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문화 교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좁은 의미에서 양
국의 소설 비교는 문화 간의 대화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소설 속 문화는 비교를 통해 대화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화적 과정에서 학습자는 고유문화와 한국 문화의 물
음에 응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아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
아 정체성을 찾는 행위는 소설 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소설 감상 목표, 내
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한국 문학과 관련 개설 과목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생각을 알
아보기 위한 인터뷰 내용 중 학습자의 답변이다.
문학 수업에서 한국 현대소설을 배우는 것은 좋겠어요. 그
런데 문학 수업에서 한국 소설과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소설
을 비교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졸업 리포트를 작성 할 때도 좋은 리포
트를 쓸 수 있으니까요.〈학습자 A1-인터뷰〉14)

학습자의 답변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학 비교에 대한 선호도이
다. 다른 학과에서도 그러하듯 해당 학교의 한국어문학교육학과에서도 비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호도의
결과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 해당문화 학습자와 고유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기본체계 속에서 지식의 구조화를 거치게 된
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문제 또한 제기된다.

14) 예비실험 학습자는 ‘학습자A'로 유학생 학습자를 ‘학습자B’로 표기했다. 학습자 A
의 인터뷰는 러시아어로 실시(이 인터뷰 자료는 번역 자료임)하고 학습자 B의 인터
뷰는 한국어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러시아어 보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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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명)
26

비율
(%)
68.4

유학생
(명)
11

비율
(%)
73.3

많다

7

18.4

2

13.3

보통

5

13.1

2

13.3

많지 않다

0

0

0

0

0

0

0

0

매우 많다

없다

〈표 Ⅱ-9〉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관심도

위의 표는 현대소설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도이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소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매우 많다’로 대답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응답이 68.4%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평소에도 현대소설에 대하여 관심이 있
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현대문학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대소설뿐
만 아니라 현대시 등의 작품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선된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다음은 현대소설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내용 중 학습자의 답변이다.
한국 소설을 읽으면 재미있다. 소설에 대한 흥미가 없었지
만 학교 수업을 통해 소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한국 현대소
설을 배우고 싶다. 〈학습자 A1-인터뷰〉

인터뷰 내용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부 과정에서 4학년 2학기에 실시
된 문학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한국 현
대문학이라는 수업의 틀 안에서 배우는 한국 현대소설은, 단지 지루한 텍스
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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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학습자
(명)
12

비율
(%)
36.3

유학생
(명)
5

비율
(%)
33.3

소설

22

66.6

13

86.6

시

16

48.4

10

66.6

희곡

8

24.2

1

10.0

비평문

4

12.1

1

10.0

〈표 Ⅱ-10〉문학 장르 학습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복수응답가능)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이 필요한 문학 장르는 ‘소설’이 66.6% 그리고 ‘시’
가 48.4%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어교육에서는 현대소설과 현대시가 적합
한 ‘문학 장르’이자 다뤄야할 ‘문학 장르’라는 것이 드러났다. 동시에 확인되
는 것은 응답자들은 한국 문학을 배울 경우 ‘소설장르’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을 교육한다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문화·문학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에 속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

아주 필요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학습자
(명)
9
14
10
5

비율
(%)
23.6
36.8
26.3
13.1

유학생
(명)
14
1
0
0

비율
(%)
93.3
6.6
0
0

〈표 Ⅱ-11〉 한국 소설 학습에 대한 요구도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수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아주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60.4%와 100%에 달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한국
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은 소설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내용 중 학습
자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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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소설을 학습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설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 예를 들
어 러시아 문학에서 톨스토이와 같은 한국 작가의 소설을 배
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학습자 A10-인터뷰〉

필요하다. 한국 소설 학습을 통해 그 소설에 대한 지식을
쌓이게 되고 읽기, 쓰기를 자연스럽게 학습, 습득하게 된다. 즉
한국 문학 지식과 문법 지식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된다.
〈학습자 B1-인터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현대소설 정전
목록에 속한 소설 학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 B1에 경우 소
설 학습을 통해 읽기·쓰기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한국 소설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 향상
기타

학습자
(명)

비율
(%)

유학생
(명)

비율
(%)

8

21.0

6

40.0

20

52.6

15

100

18

47.3

9

60.0

0

0

0

0

〈표 Ⅱ-12〉 한국 소설 학습에 대한 수업의 효과(복수응답가능)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대소설 학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
지 위에 표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소설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란 모국어 화자와의 만남에서 적절한 발
화를 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문학 언어에 대한 세심
한 감수성15)을 포함된다. 둘째, 이해와 감상 능력의 향상이다. 즉, 현대소설
을 이해·해석하는 것은 역시 소설(작가, 플롯, 배경 등)에 대한 이해·해석

15) 우한용, 「소설의 언어와 작품 해석」, 『현대소설연구』 제5권, 1996, 353-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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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르는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을 생성하고 감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면화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창
조 혹은 재창조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현대소설 텍스트를 접
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고유문화와 소설 속의 문화
를 인식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설 속 문화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문화를
성찰하는 과정이 쌍방16)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
해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현대소설을 읽고 이해·해석하고 감상하는 수
행 과정은 소설텍스트 속의 인물과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경험
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능력과 유사하다.17) 이는 한국어교육
에서 한국의 사회·역사 등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뿐 아니라 문화 능력을 향
상시키고자하는 학습자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와 학습자의 고유문화 사이의 상호 관계, 즉, 간문화적 소통 작용에 주목하
고 현대소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대소설 학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요소가 어
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내용 중 학습자의 답변이다.
저는 한국 소설을 통해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이해와
감상 능력이 향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한국 문화를 조금 배울 수 있었지만 학교 졸업하고
혼자 소설을 읽고 싶습니다.〈학습자 A13-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자 A13은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고 한
국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진 학습자이다. 인터뷰 내용에서 학
교를 졸업해도 홀로 현대소설을 읽고 이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점을 볼 때
16) 김연수, 「상호문화적 소통과 오해 - 헤벨의 달력이야기 〈칸니트페어스탄〉 분석
을 토대로」, 『獨語敎育』 제50집, 2010, 11쪽.
17) 적응 교육이란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
히려 적응 능력은 한국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자기화하여 새로운 정체
성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섭 능력이란 복수의 문화 속에서 참여와 비판을
의미한다. 교섭이란 또한 연대를 의미한다. 연대란 자기 삶의 일부를 타인과 공유하
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행위이다. 윤대석(2014), 앞의 논문, 215-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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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B1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쓰기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위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소설 수용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현대소설 교육 내용
이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현대
문학’이라는 과목은 4년 동안의 학부 수업 중 한 학기만 개설된다. 심지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문학작품은 현대소설뿐만이 아니다. 한국 문학 교
육 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방대한 분량의 현대소설을 학습할 경우 많
은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단편 소설을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현대소설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으로써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의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개념과 구조
이 절에서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개념과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소설 감상 구
조의 규명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감상문과 심층 면담의 분석틀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적 의의를 밝힐 것이다.

1) 현대소설 감상의 개념과 특성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
상’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상’의 행위나 과정 등을 분석 대
상으로 삼는 연구 분야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가운데 ‘소설 감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소설 감상’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
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대소설 감상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
감상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정립과 함께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공감의 속성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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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나 한국어교육에서 감상에 관한 연구는 계속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실정이
다. 한국어교육의 연구에서 감상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감상의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과 혼동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감상의 요소나 양상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상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상이란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감상은 문학 작품을 둘러싼 소통 과정에서 독
자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효과를 총칭하는데, 감상은 논
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일어난
다. 감상의 원리는 문학 작품의 내적인 속성을 규명하는 것과
주체의 본질, 즉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의 속성을 규명하
는 것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감상은 이 두 측면을 다 포함하
고 있다.18)

위의 정의를 보면, 국어사전에서는 감상을 ‘이해’나, ‘즐기다’, ‘평가’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은 넓은 의미에서 대상을 깊게 관
찰(觀察)하고, 분별하여 아는 행위이며, 특히 예술품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
의 특질을 ‘관찰’하고 ‘좋아하며 구경하는 행위’의 의미이다. 이렇듯 감상을
다양한 용어들이 혼합된 형태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하
연, 2004:389). 참고로 러시아 미학자들은 ‘감상(鑑賞)’의 첫 의미를 ‘감식(鑑

識), 감수(感受)’로 풀이하고 있다. 감상이란 대상의 미적 가치를 판정해보는
것, 쾌감(快感), 즐거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엮음,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1999, 11-12쪽.
자국어교육에서 ‘감상’은 작품의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적인 충격에 국한되거
나, 작가에 의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동참하면
서 그가 겪게 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대리 체험’으로 이해된다. 우한용
外, 『(실용과 실천의)문학교육』, 새문사, 2009, 68쪽.
19) Эсте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 духовно-культурное присвоение личностью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
значимого
в
реальном
мире.
Эстетическо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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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상의 모호성은 감상의 다층적인 속성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으므
로, 한국어교육의 장에서의 감상의 정의 역시 이러한 공감의 다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감상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우선 스톨니쯔(Stolnitz)와 듀
이(Dewey)의 감상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감상에는 대상에 대한 감
식, 감수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면서 예술품의 특질
에 대해 이해와 평가20)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 미적 경험도 필수적인 요소
이다. ‘미적 경험이란 미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가지게 되는 경험’21)
을 말한다. 그리고 미적 태도란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인지의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위해서 무관심적, 공감적으로 주목하고 관조하는 것(스톨니
쯔, 1999:38)’이다. 여기서 대상에 대한 ‘무관심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칸트(Kant)의 미학 이론22)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한다.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비관심적’인 것과는 매우 다르다. 책이나 그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것과 같은 ‘무관심적’ 상태는 ‘실제적’ 활동 중에 있을 때보다도 더욱 ‘관심
적’(스톨니쯔, 1999:39)이 되는 것이다. 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식별해낼 수
впечатление — память об эсте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их оценка и за
крепление в сознании. 미적 감수는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 세계의 정신·문화적
의미들 수용한 것을 포함한다. 미적 감상이란 대상의 미적 가치를 판정해보는 것,
쾌감(快感), 즐거움을 포함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Борев(2002), стр.
31을 참조할 것. Понят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уже и входит в эстетичес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отражает то общее, что свойственно искусству во всех
во всех его видах и жанр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восприятию,
оценке. 예술적 개념은 미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예술의 특유한 요소들은 모든 장
르에서 반영되며 이 요소들은 창작, 감상, 감식을 포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Куренкова Р.А, Эстетика, Владос пресс, 2004, стр. 20을 참조할 것.
20)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по эстетике(미학 사전), http://esthetiks.ru/ vospriyatieesteticheskoe. html, (검색일 2015.06.22).
21) 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
철학』, 이론과 실천, 1999, 73쪽.
22) 칸트는『판단력 비판』에서 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데 있어 ‘천재와 취
미’의 개념을 구별하여 다룬다. 칸트에게 있어서 취미라는 것은 ‘미를 지각하고 판
단하는 수용 능력’을 의미하고, 천재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생산 능력’을 의미한
다. 이처럼 천재와 취미의 결합에 관한 칸트의 논의는 예술 활동에서 요구되는 상
상력, 지성, 정신, 그리고 취미의 통합에 관한 논의이다. Anne D. R. Sheppard,
Aesthetics, 유호전 역, 『미학개론 : 예술철학입문』, 東文選, 2001,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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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목23)을 발전시켰을 때, 그 작품은 살아서 다가온다(스톨니쯔,

1999:39).
보리에프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적 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
적 특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감상은 대상의 텍스트적
특질(가치, 의미, 경험 등)을 인식하는 것, 감상자를 개입시키고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대상과 감상자가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갖
는 것이다.24) 이때 대상과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가져 대상을 예술로 받아들
인다는 것은 곧 미적 태도25)를 취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
은 대상에 대한 미적 태도가 전제된 상태에서 대상의 특질을 확인하는 감
식과 이를 통한 평가를 포함한 과정이 감상 소통을 완성한 과정이다.26) 보

23) 듀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흐친은 문학에서 ‘식별해낼 수 있는 주목’을 ‘사랑이 집중
된 관심 (любов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е внимание)’로 보고 있다.
24) Произведение (и в этом своеобраз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рецепции)
интимно обращается к воспринимающему его человеку, вступает с ним
в личный контакт и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его неповторимым личны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
эт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е
опытом.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и реципиента, которое зависит от субъектив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последне го и объективных качест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от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адиции, а также 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и языково-семиотической условности, равно исповедуемой автором и
воспринимающим его творчество. 문학 감상의 특성은 대상 작품이 감상자와의
관계설정을 하면서 그의 고유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감상 행위는 대
상 작품과 감상자의 상호관계 행위이다. 이런 상호관계에서는 감상자의 특성과 문학
텍스트 특성, 전통, 작가 등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Борев(2002), стр. 438-439를
참조할 것.
25) 칸트의 철학에서 미적 태도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관심
이 강조되는 이유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보
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성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관심적인 상태에서 판단이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김광명, 『칸트 미학의 이해』, 철학과 현실사, 2004, 33-36
쪽.
26) Восприят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есть общение с ним. Текст
и
реципиент идут друг другу навстречу, обогащают друг друг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завершает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коммуникацию.
문학텍스트의 감상은 텍스트와의 소통관계이다. 이때 텍스트와 감상자는 상호주관
적 관계에 놓여 있다. 감상은 감상 소통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자세한 사항은 Боре
в(2002), стр. 43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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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프의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혹
은 진정한’ 감상은 포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감상이 존재하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감상 소통 관계 속에서 감상자의 독자적인 감상
을 도출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결국 대상과 감상자들의 관계 양상과 감상
은 면밀히 말해 이해와 해석 속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감상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루어지게 되는 가운데 감상자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
는 대상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예술품의 의미 변형과 가치들은 감
상 수행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발생
한다. 그러나 보리에프는 제시한 ‘다양한 감상’의 규칙에 대한 원리27)를 제
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에프와 같은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상자
는 감상 수행을 감상자의 개인적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즉 감상은 감상
자의 개인 경험과 선지식, 심리적 상태 등의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
다. 이는 감상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과 심리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듀이의 ‘경험론’28)과도 매우 유사하다. 듀이의 의하면, 경험이란
능동적인 요소로서 ‘무엇을 해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수동적인 요소로서

‘무엇을 당하는 일’이다. 전자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시험을 해보
고 실험을 해보면서 받아들이는 일이며, 후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하는 일이며, 무엇인가를 관계를 맺는 것의 결과를 받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무슨 일을 해 온다는 것이다.29) 그런데,
27) ...многовариантность прочт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Главное - обусловленное
историей разночтение: произведение живет разной рецепционной
жизнью в разные времена. 작품의 다양한 의미. 근본적인 것은 역사적 기반을
둔 다양한 읽기인데, 작품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감상에 의해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Борев(2002), стр. 440을 참조할 것.
28) 칸트는 미적 경험을 대상에 대한 인식 판단 내지 도덕적 가치 판단과 분리하여 정
서적 영역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무관심적 즐거움'을 내세우면서 사심 없
는 감정에 의한 즐거움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현대 미학에서는 미적 경험을 정
서적 영역으로만 보지 않는다. ‘색, 소리, 모양' 등을 지각하면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쾌와 함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깨닫는 경험까지 미적
경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Maurice Merleau-Ponty, Phenomènologie de la perception ,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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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듀이의 ‘하나의 경험’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는 사물을 경험하지만 그 사물들이 ‘하나의’ 경험
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 경험은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다. 관
찰한 것과 사고한 것, 소망한 것과 획득한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를 일을 시작하다가도 멈춘다.
경험이 목적하는 바에 도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외부의
강애물이나 내부의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다가도 다시
멈춘다.
그러한 경험과는 반대로 경험된 내용일 제대로의 과정을
따라서 기능을 밫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경
험을 소유하게 된다. (중략) 그 어떤 사태든지 간에 잘 마무리
되어 그것의 끝은 단순히 정지가 아니라 완결에 이른다. 이러
한 경험은 하나의 전체이며 그 자체 내의 독특한 개성과 자족
성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경험’이다.30)

이로 볼 때, 감상은 대상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 듀이가 이
른바, ‘하나의 경험’으로 완결된 상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하연,

2004:405). 이 경험은 예술품의 창작이나 감상과 같이 일차적으로 미적 관심
에 따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물리적, 정신적, 정의적
활동을 포함하며,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감상은 이런 경험
들이 통합된 상태에서 ‘성취된 경험’에 두루 편재하며 단위 경험의 과정을
조화로움 끝에 이르도록 완성시키는 힘이다.31) 이렇듯 ‘하나의 경험’을 가지
게 되었을 때 감상자가 얻게 되는 즐거움과 쾌감이 바로 감상이 된다. 자체
의 속성에 순수하게 주목하고, 그것이 주는 느낌을 종합함으로써 깊은 만족

29)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역,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
교육철학 개론』, 교육과학사, 2007, 227쪽.
30) 이돈희, 『존 듀이』, 서울대출판부, 1992, 77-78쪽.
31)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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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는 일을 두고 우리는 흔히 감상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감상
이란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서 좋아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생생하고 즐거
운 경험을 획득하는 일을 말한다(김효정, 2007:20).
감상 수행 과정을 위해서 보리에프는 과거에 감상자 자신이 체험했던 바
를 상기해야 하거나 과거 체험을 연상(聯想)시킴32)과 동시에 그렇게 재생산
된 체험을 타자33)에게 투사하고 동일시(同一視)34)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35) 그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감상자와 대상간의 상호주관적 관계의
과정에서 감상자의 예술작품 속의 대상의 공체험 또는 대상과의 동일시가
문학 감상의 출발점이 된다. 공체험에 이른다는 것은 미적 태도로서의 문학
감상 과정이 시작된 상태를 의미한다.36) 다시 말하자면 감상의 수행은 소설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восприятию
присуща
ассоциативность.
Круг
ассоциаций обширен: аналогии с известными фактам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и жизненным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미적 감상에는 연상이 내재한다.
연상 범위는 넓으며 예술 문화와 삶의 체험과 유사하다. 자세한 사항은 Борев
(2002), стр. 444를 참조할 것.
33) 이 논문에서는 타자(他者)를, ‘자아와 다른 이질성’ 내지는 ‘자아와 거리를 두는 자
기반성적인 것’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34) 바흐친은 ‘미적 행위(Эстет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의 개념을 활용하여 작가- 텍
스트 -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감정이입(感情移入, вчувствование, вживание)’ 또
сопереживание)이라고 전제하였다. 이 감정이입의 요인 다
는 공체험(共體驗,
음에는 늘 객체화의 요인, 말하자면 감정이입으로 이해한 개성을 자신의 외부에 두
는 것, 그 개성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자기로의 회귀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
렇게 자기에게 돌아온 의식이 비로소 최초로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통해 그
안쪽에서 파악한 개성을 한 개의, 전일의, 질적으로 독자적인 것으로 미적으로 조형
하는 것이다. Михаил Бахтин, Искусство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최건영 역,
『예술과 책임』, 문학에디션 뿔 : 웅진씽크빅, 2011, 46쪽.
35) 이 논문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경험’은 감상자가 실
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이나,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가능 또는 감각이나
내성을 통하여 얻게 되는 주관적 지식을 가리킨다. 즉 감상자가 삶의 과정에서 직
접적인 행동을 통해 겪게 되는 물리적 과정이다. 이에 반해 ‘체험’은 몸소 경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감상자가 직접 경험한 일체의 심적 과정을 말한
다. 이는 물리적 과정보다는 심정적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간접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김중신(1995), 앞의 책, 21쪽, 재인용.
36) 바흐친의 미적 행위는 두 가지 즉, 완성 행위와 미완성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미완
성된 미적 행위는 공체험으로 끝난 문학 감상이며, 완성된 미적 행위는 수용과 표
현 그리고 성찰로 완성된 문학 감상이다. Хримли А. Н., ЭСТЕ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М. М. БАХТИНА РАННЕГО ПЕРИОДА
ТВОРЧЕСТВА (흐림리, 『바흐친 초기 활동의 미학적 문제』), Вісник Донецького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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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자의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적 의도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타자에 대한 지향으로부터 감상 수행이 시작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리에프는 진정한 의미의 감상을 위해서는 타자의 체
험에 참여하려는 의식적 의도를 내포하고, 소설 속 타자를 나와 똑같은 실
재적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는 것’ 즉 대상을 ‘공감(共感)’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감상 수행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때 공
감은 ① 타자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의식적 의도를 내포하며, ② 타자와 나
사이의 간격과 거리감, 분리의식을 유지하며, ③ 타자를 단순한 영상이 아
닌 나와 똑같은 실재적 존재로 취급하는 특성을 가진다.37) 이런 점에서 볼
때, 감상은 대상의 특질을 파악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체험, 동
일시와 공감 등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동일시가 강조되는 것은, 감상 과정
에서 타자와 동일시 될 때 비로소 상상력이 작용되면서 감상자가 자기 삶
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체험하는 계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대상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시와 공감하면서 감상자는 새로운 체험을 통해 자
신의 삶을 새로이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것은 감상자가 감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렇듯 대상에
대한 동일시와 공감이 감상 수행 과정에서 기본이 된다. 동일시는 여러 가
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는 보리에프의 감상에서 자아정체를 형성하기 위한 동일시로 제한하여 사
용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감상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사

(投射)의 문제이다. 감상자가 투사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수준의
національ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економіки і торгівлі: http://www.stattionline.org.ua/
pravo/62/8617-esteticheskie-problemy-v-proizvedeniyax-m-m-baxtina-rannego-perioda-tvorchest
va.html, (검색일: 2015. 06. 04).
37) Max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역, 『동감의 본질과 형태
들』, 아카넷, 2006, 52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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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가 요구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투사는 감상자가 자신 속에 존
재하는 생각, 감정, 표상, 소망 등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 그것들을 외부 세
계나 타자에게 이전시켜 그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심리적 적용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투사는 특히 감상자가 거부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감
정이나 생각을 자신의 외부로 밀어내는 원초적인 방어 형태를 의미한다.38)
이 논문에서 투사는 감상자가 외부 세계(혹은 타자)에 투사하는 내용이 ‘감
상자 안에 존재하는 생각, 감정, 표상, 소망’39)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감상 과정에 개입된 공체험, 공감, 투사에 대해 언급했지만, 감상은 문학작
품을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감상의 과정에서 공체험, 공감, 투
사 등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다양한 응답들의 활용을 통해
감상자의 고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서 발현한다.
보리에프는 감상자가 대상자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질 때 감상의 수행
은 그 마지막 단계인 소통적 감상이 완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논의
는 교육의 장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논문은 이론적
근거를 바흐친의 상호주관성 이론에 기대어 찾고자 한다. 그 이유는 바흐친
은 감상자와 대상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대화이론과 타자론
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상호주관성’에 개념을 활용하여 후설의
현상학40)에서 서사 이론으로 넘어오면서 독자와 소설 속 모든 요소들이 대
화적 합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41) 특정한 감상자가 특정한
대상을 감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대화적 합의에서 감상자의 책
3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2006, 1025쪽.
39) 조희정, 「고전시가를 활용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 연구 - 〈오우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8권, 2009, 578쪽.
40) 현상학에서는 상호주관성 그리고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성으로 규정했던 후설의 한
계를 넘어서려는 발덴펠스는 ‘낯선 요구’와 ‘대답 논리’에 의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
었다. 현상학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조하였다. Bernhard Waldenfels,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e, 최재식 역, 『현상학의 지평』, 울산대학교 출판
부, 1998.; Pierre Thévenaz, Husserl à Merleau-Ponty, 김동규 역, 『현상학이란 무엇
인가: 후설(Husserl)에서 메를로퐁티까지』, 그린비, 2011.; Gen Kida 外 엮음; 이신
철 역, 『현상학사전』, 서울: b, 2011.
41) Gary Saul Morson & Caryl Emerson, Mikhail Bakhtin, 오문석 外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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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즉 ‘응답의 책임성(責任性)’에 대한 입장이 감상의 특성과 구조를 밝히
는 데 도움을 준다. 바흐친의 타자론42)을 전용하면 텍스트라는 타자적 목소
리는 독자(감상자) - 주체로 하여금 관심과 경청을 요구하며, 따라서 독자

(감상자) - 주체는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응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
다.43) 바흐친에게 책임성은 타자와 세상의 끊임없는 대화 - 대답 - 대화의
완성44) 즉, 상호주관적 소통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흐친의 이론을
현대소설 감상에 적용해본다면 현대소설 감상은 대상(타자)과 감상자의 대
화이며, 이를 통해 대상(타자)과 감상자는 관계 맺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타자는 감상자의 관심과 경청을 요구하게 되고, 감상자는 타자에 의해
응답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의미는 감상자와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고, 감상자 역시도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껏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의 가능성이 제공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가 ‘무엇’을 감상해야 하는가, 감상의
대상으로서 현대소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바흐친의 상호주관적 접근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 논문은 바흐친의 문학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되
듀이와 보리에프의 이론을 통해 제고되는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 및 구체적
인 방법론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어교육이라는 장 안에서 작동되는 이론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현대소설 감상 개념의 의미역을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
서는 앞에서 서술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대소설 감상은 감식에 의한 평가가 적절
히 이루어졌을 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심적인 즐거움이나 쾌감, 그리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가지게 되는 쾌감과 즐거움으로 인해 현대소설에 대한
42) 이 논문에서 말하는 ‘타자’는 소설 속의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물로
서 작가에 의해 허구적으로 창조된 작중인물을 뜻한다. ‘자아’는 소설 읽기 행위를
수행하는 독자를 뜻한다.
43) 이득재, 『바흐찐 읽기 : 바흐찐의 사상, 언어, 문학』, 문화과학사, 2003, 251쪽.
44) 김영숙, 「바흐친과 다문화사회 담론」, 『노어노문학』 제24집 2권, 2012,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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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타자와 감상자의 상호주관적
소통에서 공체험, 동일시, 투사, 갈등, 충격 등이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소설텍스트를 해석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소설텍스
트에 대한 응답을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글로 창조하는 과정이자 소설
텍스트와의 소통 과정을 통한 정체성의 재구성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감상 행위를 위와 같이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첫째, 소설텍스트에 대한 감상자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이를 통한 행위를
감상으로 개념화할 경우 성립될 수 없는 교육가능성이 발생한다. 둘째, 소
설텍스트나 감상자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감상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즉 한국어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단순히 읽어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며, 텍스트 속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해 그 의
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창조 또는 재창조하는 능동적 주체로 정립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텍스트의 위상 역시 존중하므로 한국어 학습자의 능동
성이 학습자만의 독자적인 해석과 창작 행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이 도출한 해석과 창작한 감상 결과물의 타당성을 공증 받고
자 한다는 점에서 감상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술했듯 현
재의 문학교실에서는 학습자가 감상을 수행하는 과정을 충분히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상자로서 충분한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은 충분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감상’을 기본 개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이 논문에서 감상이란, 단순히 읽기 행
위를 확대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속에 교육이념, 창조적 행위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여기서 감상은 ‘이해’, ‘해석’, ‘창조’, ‘생산’, ‘평가’ 등의 의미를 함
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의 특성이라면
타자와 그가 속한 세계(문화)와의 접촉, 만남, 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즉
상호주관적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흐친의 ‘완성된 미적 행위’, 혹은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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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하나의 경험’으로 정의되는 완결된 행위이다. 감상은 자아가 타자의
관점에서 고찰되고 타자가 자아의 관점에서 조망되는 무한정한 상호주관성
원칙을 근본적으로 내재한다. 상호주관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관점의 복수
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타자와 자아의 관계상황 속에는 일방, 독백, 지
배, 권위, 고립, 편중, 강요 등과 같은 일가상이 추방되고, 대신에 쌍방, 대
화, 존중, 공존, 이해, 협력, 나눔, 협상 등과 같은 상호관계적 가치들이 수
용된다.45)
이런 관계적 가치의 관점에서 현대소설 감상의 특성은 대화적이라는 것
이다. 즉 현대소설 감상 수행 과정에서 타자와 자아의 관계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결과로 갈등, 문화 간 충돌, 문화 충격 또는 관용, 공감, 적
응 등과 같은 응답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이 존재해야 만이 감
상 수행 과정에서 소설 속 타자와 그의 세계에 대한 장벽의 제거, 선입견의
해소, 상호주관적 교류와 문화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듯, ‘공체험’
과 ‘하나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체험과 경험의 주체인 학습자가
즐거움과 효용을 얻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현대소설 감상 과정을 통해 자
아의 정체성이 유지·재구성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를 개방
하는 것이다. 자아를 개방하는 것은 타자의 행동과 태도를 인식하고 공감

(감정이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감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상대의 입지에 자신을 세워보며 이해하기’이고 곧 ‘하나의 삶의 형식에 참
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호주관적인 관계 자체만으로도 현
대소설 감상의 특성이 밝혀지는데, 하나의 삶의 형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은 타자와 자아에 대해 서로의 상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용납하는 자세
와 완성된 미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타자와의 접촉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갈등, 관용 등 다양한 현상들
을 통해 정체성의 재구성, 문화적 자아성찰 등이 나타나면서 자아는 이로
인해 새로운 문화 창출 또는 문화 변용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감상은 이러
45) 권오현,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외국어교육」, 『獨語敎育』 제14집, 1권,
1996,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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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현상들이 통합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소설을 읽고 감상
하는 것은 단순히 소설텍스트를 이해·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텍스트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평가, 창조하는 등 감상자의 고유 목표
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대소설에서 감상은 응답성에 그치지 않고
그 응답성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에만 유의미해지며, 그제서야 감상이 완
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현대소설 감상의 구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소설 교육에서 문학
감상을 읽기와 이해의 대상으로 제한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을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한정시키고 소설텍스트
를 접하는 행위는 단지 소설에 반영된 것을 수동적으로 흡수시키려는 경향
에서 비롯된다. 한편으로, 현대소설의 제재는 현대시 제재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의 전체성을 고려해가며 교육하는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탓도 있다. 따라서 해석 개념에서 더 나아가 현대소설 감상 고유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소설 감상의 구조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소설텍스트와 학습자의 소통 과정을 통해 타자에
대해 미적 태도를 견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교육이다. 감상의 구
조 요소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46)은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 소설 감상 구
조를 크게 ‘이해’, ‘해석’, ‘감상’이라는 요소로 나누어 이를 ‘이해 노력’의 3
차원 전략인 ‘자기 해석 이해 전략’, ‘타자 해석 이해 전략’, ‘상대화 전략(압
달라-프렛세이, 2010:80-81)’과 연결하여 감상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46) 감상문의 구성 요소 분리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영민, 「독서교육의
성격과 유형」, 『청람어문교육』 제31권, 2005.; 염은열, 「문학치료의 방법으로서
의 독후감 쓰기에 대한 연구 - ‘한국문학치료학회’의 방법을 중심으로 -」, 『독서연
구』 제14권, 2005.; 김명순(2008), 앞의 논문, 참조.; 우한용 外, 『(실용과 실천의)문
학교육』, 새문사, 2009.; 김라연 外,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 분석 연구」, 『교
육과학연구』 제17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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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감상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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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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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해석







이해·해석 능력

감상 능력

물론 위의 도식은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범주를 확연하게 나누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대소설의 실천 과정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니
와 단지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감상의 범주라는 기준에서 개념적으로 구
별해본 것이다.
미학에서 감상 구조를 나누는 경우를 하르트만(Hartmann)47)에게서 볼
수 있다. 하르트만은 감상의 성층 구조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전경(前景, Vordergrund), 후자는 후경(後景, Hintergrund)이다. 최초의 계층
인 전경은 언어, 즉 말이나 문자이다. ① 그리고 이로부터 문학작품에서 두
드러지는 중간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먼저 사람에게서 외면적으로 지각
되는 모든 것, 즉, ‘신체의 운동·위치·표정과 언사’ 등 회화나 조작에서 감성
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② 그 뒤를 이어 ‘행동·태도, 작용과
반작용, 성공과 실패’ 등 아직 완전히 내적인 계층이 아니지만 감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계층이 나타난다. ③ 다음으로는 심적 계층, 즉 인간
의 도덕적 특성과 성격을 볼 수 있다. ④ ‘경솔함과 신중함. 이기심과 자애
심, 난폭과 공손, 비겁과 대담함’ 등이 이 층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이
어서 인간의 내면성이라기보다는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운명’이 등장하게

47) Nicolai Hartmann, Ästhetik, 전원배 역, 『미학』, 을유문화사, 1995, 121-122쪽.;
Nicolai Hartmann, Ästhetik, 김성윤 역, 『미학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12,
204-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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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운명’은 행동방식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 또는 심적 형
성의 내면성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주관성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⑤ 이러
한 중간층들에 이어 문학은 후경에 해당하는 최심층으로 진전된다. 그것은

⑥ 개인적 이념과 ⑦ 보편적인 인간의 이념 이다(하르트만, 1995:201-207).
조하연(2010)은 하르트만이 제시한 성층 구조를 조정하여 다시 세 가지 층
위로 나누었다. 첫째, 구체적인 타자의 체험, 둘째, 타자, 그리고 셋째, 삶에
대한 태도와 감상자 자신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처럼 문학 감상의 구조를 각각의 학자마다 정도가 다르다. 한국어교육
에서 현대소설 감상의 구성요소를 상위범주로 명확히 나누어 영역을 정리
한 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르트만의 구조를 다시 현대소설 감상 과
정으로 분리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 범주에서 ‘이해’의 하위 요소
로는 ‘미적 형상화’의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해의 하위 요소로 ‘미학적 형상
화’를 설정한 이유는 작가가 소설의 세계를 어떤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설의 언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하위 요소로는 ‘타자체험’을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설 속 타자와 그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학습자의 시각에서 해석한 내
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감상’의 하위 요소로는 ‘성찰’을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앞의 이해·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학습자의 느낌, 감동, 즐거움
등을 통해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고,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 등을 적는 것이
감상 수행 과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소설의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란 미학적 기능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소설 언어에 경우 어휘, 표현, 방언, 작가의 문
학적 장치 등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현된다. 특히 미적 형상화에 대
한 이해에서는 문학의 표현 수단인 언어는 여타 예술에서의 표현 수단과
달리, 본질적으로 감상자의 환상이나 상상에 기반(조하연, 2010:29)한 것이
다. 소설의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는 서술자나 내포작가가 구사하는 문
체, 서술 상의 전략과 그 효과를 수사학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이해는 일반적인 텍스트 읽기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소급적인 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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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리파테르(Riffaterre)도 역시 문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통상적
인 언어 자질이 요구되며 문학의 표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독자의 문학
적 자질과 소급적 읽기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문학 독서는 특수어로서
텍스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해석자의 태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48) 다
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언어·문화 교육에서 언어·표현 등 학습을 위한 다양
한 조건이 요구되지만 이 논문에서 미학적 형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능동적 태도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소설 감상 행위는 소
설 언어에 대한 언어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의 미학
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설텍스트에 내재된 역사·사회·문화적 의미
를 바라볼 수 있다. 소설의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는 문학적 표현에 대
한 이해와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로 나누었다. 먼저,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란 학습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휘 선택, 문장의 길이, 비유나 암시 등
과 같은 요소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의미 파악을 포함한 감상의 범주
이다. 그리고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란 초점화와 공간 설정과 같은 소설
적 장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의미한다.
현대소설 감상 수행의 과정에서 해석은 이해와 감상을 연결시키면서 나
타난다. 학습자는 소설텍스트 속 타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상호주체성’의
상대화 전략을 세운다. 바흐친의 ‘응답의 책임성’을 전용하면 소설 속 타자
가 학습자로 하여금 응답을 요구하며 따라서 학습자는 이에 대해 응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응답은 학습자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타자의 논
리로부터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해석 전략을 세우며 해석 활동을
수행한다. 소설 속 타자를 하나의 인간적 존재로 인식하고 타자의 개별성,
체험, 행동 등 한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 등장하는 것이 하르트만의 용어로
는 '인간의 운명'인데 이를 두고 ‘타자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설텍스트
를 통해 작가가 추구하거나 혹은 드러내려고 하는 사회·문화·역사적 등 정
보(가치규범, 상징체계 등)들을 두고 ‘타자세계’라고 한다.
48) 우신영, 『해석교육 연구 - 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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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한 타자의 체험과 세계에 의한 해석을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과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으로 나누었다. 먼저 타자체험 동참에 의
한 해석은 소설 속 타자의 체험을 대면하면서 타자의 호소와 부름에 응답
하여 학습자의 개인적 선험지식, 경험 등의 요소를 개입하여, 자신을 투사
하며 이에 대해 타자체험에 봉착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과정
을 통해 겪게 되는 감상의 한 과정이다. 반면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이
란 학습자 자신이 속한 세계의 정보들과 타자세계 정보들을 탐색하고 비교
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정보들을 수용 또는 거부, 비판하는 감상의 한 과정이
다.
소설을 통한 자아 성찰에 의한 비판이란 학습자 자신의 경험적 질서의
경계를 넘어서 하르트만이 말한 '인간의 이념'과 '세계 이념' 곧 인간과 세
계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응답성의 활동이다.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에서
중요한 것은 타자가 드러내는 태도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과 주변을 바
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로, 즉 자아 정체성에 대한 성찰 활동이다. 이러한
감상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학습자의 협상을 요구하고, ‘접촉 지점’을 읽
어내면서 자기 질서의 규칙들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실
에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형성될 수 있는 활동이다. 또한 스스로를 발견
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인 표상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 창출을 목표를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각각 자아 정체성 문제
의 환기와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이다. 먼저, 자아 정체성 문제의 환기란
학습자들이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앎, 사회·역사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판단하는 것을 의
미한다.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이란 소설 속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와의 만
남이라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타자와 자아를 지각하면서 비판적인 입장과
반성적인 입장을 통해 다양한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
들을 수정 또는 조직(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현대소설 감
상 범주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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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범주에 따른 감상문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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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현대소설의 현
상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아주 유의미
하다. 이와 같은 미적 형상화,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자아 성찰 현상에 대한
응답성의 분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대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나름의 해석 관점을 취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아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의 소설 이해·
해석 능력을 넘어 자아성찰, 창조 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다. 감
상 행위는 소설 속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자동적 이해를 중지시킴
으로써 인지의 감수성과 집중력을 키워주며, 타자와 타자세계를 학습자의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열린 시각에서 생산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또한 현대
소설 감상 행위는 소설 속에서 발견한 다양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매성에 대한 관용성을 높여 준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타자와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해 고정된 사고에 매달리지 않고 익숙함과 낯섦의 상호 교류 속
에서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

- 63 -

자면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의 소설에 대한 이해·해석 능력을
넘어 비판력, 자아성찰 능력, 창조 혹은 재창조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과정
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대소설 감상의 세 범주를 한국어 학습자가 감상
문과 심층면담의 양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범주로 활용하는 한편,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준거를 설계하기 위한 단위로 삼았다.

3. 한국어교육에서의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의의
1) 능동적 참여와 경험의 구체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출발점은 소설텍스트를 매개로 하
여 학습자 스스로 소설텍스트와의 능동적으로 소통하여 경험을 구체화하는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설텍스트가 다양한
사건과 타자체험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듀이에 의하면, 능동적 측
면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또는 쿠렌코
바(2004)의 주장처럼 ‘정보 전달 외에 감상자의 특유의 능동성을 호출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텍스트 감상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감상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소설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여기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나 조건, 행위, 행동방식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구체적인 체험이나 인
간의 조건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특정
한 자세를 암시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체험들은 자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을 받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국어 교육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국어 문학 교육
을 받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소
설텍스트와 관련된 선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대소설 감상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감상 행위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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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체험과 연관되는
과정이다. 즉 현대소설 감상 행위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소설 속 타
자의 체험에 자신을 투사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소설텍스트를 읽고 형성된 응답들을 감상문에 서술하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학습자는 창조적 행위 즉 감상
문을 서술하기 위해 우선 소설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따라서 감상문을 서술
한다는 과제가 일차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소설
텍스트의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상문을 쓰는 활동이 결합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고 쓸거리가 없어서 감상문을 못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감
상문 쓰기를 실천해보지 못한 경험적 측면과 감상문 쓰기를 어려워했던 개
인적 문제와 관련된다. 설령 과거의 현대소설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경험이
없을지라도 지금 자신의 느낌을 서술하는 일은 감상문 쓰기와 감상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상문 쓰기 활동이 학습자의 능동
적 참여와 경험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능동성 활성화와 경험의 구체화
방법론은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향유의 주체로
정립한다는 점에서 소통적인 방법론이 된다.
감상문 쓰기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다양한 응답을 중시하고 특히 개인적
인 느낌이나 생각을 진술하도록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자신의 응답이 학습 공동체에서 공유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자
세로 수업에 임하게 된다. 또한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설 텍스트의 타
자체험을 '그럴 듯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고, 공체험을 유발시켜 학습자 자
신의 체험을 구체화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감상문 쓰기를 위하여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자신의 기대를 타자의 체험을 통해 수정하고 확장하게 되
고, 이때 상호주관적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배
경지식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연상
시킨다. 그리고 타자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함으로서 체험을 확장한다. 감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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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상 행위를 실제로 수행해야만
비로소 그 능력이 획득되고 향상될 수 있다. 학습자는 감상문 쓰기를 통해
소설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
능들의 반복적인 실현을 통해 이해·해석 능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문학 텍스
트를 읽을 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소설텍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며, 주체 자신의 경험과
주체만의 독자적인 해석과 감상에 노출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 학습
자는 ‘정확한 감상’의 과정에서 소설텍스트의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이야기된 것과 그 이야기에 내포된 의도를 넘
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의미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이해 또는 몰
이해로 인한 감상의 결과는,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임이 밝혀진다. 결국, 이해 또는 몰이해가 학습자를 감상 수
행의 능동적 참여자로 만들며 체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2) 감상을 통한 소통의 지평 확장
소설텍스트에 대한 이해·해석을 한 학습자는 감상문을 써가는 과정에서
텍스트 속 타자와 대화하고, 자신의 감상문을 매개로 자신과 대화한다. 이
런 감상 수행 과정을 통해 소통의 지평이 확장되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
이라 할 수 있다. 타자와 자아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소통의 지평이
확장되며, 감상 수행의 결과로 인한 창조적인 생성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앞장에 제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소설 장르에 대한 한국어 학습
자들의 흥미도가 높은 것에 비해 소설 수업 자체에는 그리 큰 흥미를 느끼
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에서 감상문 쓰기를 권장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상 수업은 현장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학습자 개개인의 문화인 ‘이중문화적 개인 특질

(개성)’과 ‘자기 자신이 갖는 문화적 성장 영역 이상의 성장’ 뿐만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들 간의 대결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변화와
지평 확장을 요구한다. 실제 현대소설 교실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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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만, 그 학습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현실
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통해 극복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
로서 감상문 쓰기를 수행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서 능동적 참
여와 경험의 구체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능동적 참여와 경험의 구체화는
문학 수업에 능동적 참여를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 소설은 타자의 행위와 태도,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
즉, 타자 체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타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학
습자가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점검하고 상대화하고 교정하며 확대할 수 있
는 최적의 장소이다.49) 이러한 장소를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어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의 행위와 태도를 확인하고 대립과
갈등 및 조화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은 한국어 학
습자에게 가치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해
주며, 이미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응답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현대소설을 감상하고 감상문
을 서술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타자체험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
려움을 호소한다. 이런 호소 행위는 소통적 행위이다. 감상문은 호소의 장
소, 그리고 타자와 자아의 소통 매개가 된다. 이런 소통의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대화’는 바흐친의 의하면 ‘예기치 못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50)는
것이 된다. 학습자는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자, 타자세계, 자아 등
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아와 타자가 표상하는 세계 사이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소설 속 타자와 학습자의 대응관계는 결국 세계와 자아
와의 대응으로 전이된다. 이 과정의 확산을 통해 학습자는 소설의 타자가
속한 문화를 발견하고 계속하여 지평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교육의 장에서는 감상문을 공표하는 행위로 교사 - 동료 학습자 상호 간

49) 김정용,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호문화적 외국어 교육」, 『獨語敎育』제 51집, 36쪽.
50) Gary Saul Morson & Caryl Emerson, Mikhail Bakhtin :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
석 外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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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가능하다. 자신의 감상문을 공표할 동료학습자나 교사에 대한 의식,
타자의 지평에서 자신의 텍스트를 조망한다. 또한 감상은 글쓰기로 완성되
는 과정이기에, 학습자의 표현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소설 감상에서 읽기
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 이것은 소설의
장르적 본질로, 학습자와 타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
런 상황을 보더라도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 교육은 중요하며 학습자간의
공유도 중요해진다. 과정으로서의 감상문 쓰기뿐 아니라 결과로서 감상문을
공유하는 활동조차 중요하다. 결국,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학습자간의 공
유 활동은 서로 간의 소통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화적 다양성, 경험, 선지식 등을 고
려하여 현대소설 감상을 수행하는 과정에 한국어로 번역된 러시아어 소설
을 제공하였다. 현대소설 감상 과정에 도입된 러시아어 소설은 현대소설에
대한 의미 구성을 도와주어 한국어 학습자가 이와 같은 소설 텍스트와의
소통과정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인 표상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51) 또한 감상문을 기술하게 하는 목적은 앞에서 기
술했듯이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체험 확장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감상 행위 수행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감상문에 서술된 학습자들의 응답들은 그 자신
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이런 방법을 정당화 한다.
학습자는 감상 수행의 결과를 감상문으로 표현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할 수 있고, 나아가 텍스트 속 타자의 체험을 공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접촉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나아가 타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이는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체성은 개인의 고
51) Maddalena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역,『(개념과 활용)상호문화 이해하
기』, 한울, 2011,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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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역동성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타자와의 이질성을 경험하지 않고서
는 결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타자와의 대립을 통
해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감상 수행 과정에서 감상문으로 표현하는 과
정이 감상 과정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 감상 표현 과정은 학습자들이 단
순히 내가 이미 읽은 것을 글이나 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감상문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 소설텍스트 관련 정보들을 재구성하며, 미적 행위로 완성해
내는 감상 수행 과정의 한 단계이다. 즉 학습자는 감상 수행을 완성해 나가
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게 되며, 그 세계의 창조자가 된다.52)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은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
의 전수 등과 관련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한국어
학습자 개인의 성찰을 통해 텍스트 속 타자를 상대화하고, 정체성을 유지하
며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런 과제 중의 하
나는, 학습자들이 감상 과정에서 소설 속 낯선 현상에 대해 읽을 때 자신의
고유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을 통해 학습자와 소설 속 타자와의 대화를 나누는 조건을 만드는 일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을 주관하는 일관성
은 가정, 민족, 종교 집단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동일인
이 없는 고유한 존재인 자기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집단의 규칙과 재원
으로부터 종합한 것이라는 사실53)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정체성의
창조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어 소설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각을
이끌어내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현대소설과
결합하여 감상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동질적인 행동 양식을 통해 여러 문화
52) Реципиент, или человек, воспринимающий искусство, собственными
усилиями, создает уникальный мир своего сознания и своейличности,
выступая подлинным творцом. 감상자 또는 예술을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며, 그 세계에서는 자신이 창조자로 나선다. 더 자세한 내용은
Курева(2004), стр. 264를 참조할 것.
53) Gilles Verbunt, (La) société́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
는) 상호문화사회』, 교육과학사, 2012,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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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화적 정
체성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많
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속 타자체험과 다양한 삶의 양식이 반영되고 있는데 소
설을 이해·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체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연
상시키면서 개방적 자세로 역지사지의 공감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타
자체험에 공감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아성찰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로 감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소설 교육에서 왜 감상이 요청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먼저, 언급한 바 있듯이 기존의 현대소설교육에서 감
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상은 읽기와 달리 개개
인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조하연,

2004:45). 또한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텍스트를 통해 자신 만의 고유
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고 자아정체성을 배양할 수
있다. 감상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활세계를 문학 교실
에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설 감상 교육에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높은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실력 문학능력 향상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 70 -

III. 현대소설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 감상의 양상 분석
이 논문은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을 밝히고, 현대소
설 감상 교육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설텍
스트에 대한 감상의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앞의 Ⅱ장에서 제시한 현대소설 감상 범주에 근
거하여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1차 감상문과 심층면담의
감상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현대소설 감상 범주, 즉 ‘미학
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 ‘참여를 통한 타자체험에 의한 해석’,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에 따르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상 양상을 논의 할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상문 분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소설에 관한 절대적인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
며, 그러한 해석 대신에 오히려 ‘의미의 다양성’1)이라는 영역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의미의 다양성은 더 나아가 상대적인 의미의 도출과
연관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절한 감상과 그렇지 못한 감상이 없다는 것
을 인정해야 하며, ‘더 나은 감상’(조하연, 2004:41)이라는 영역의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1.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언어적 형상화’이다.2) 여기서 형상화는 스토리
에 예술적 형태를 부여하는 모든 과정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서, 문학을
문학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란 작가
가 계획하고 구현한 소설 속 서술자, 구성 방식, 문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1) 김완균, 「다문화주의시대의 문화상호적 문학텍스트 해석」, 『독일어문학』 제40집,
2008, 33쪽.
2) 이인화,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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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 방식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를 의미한다. 감상자는 소설텍스트를 이
해하고 자기가 세운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소설텍스트의
결절은 감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지점이다. 이 논문에서 미
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를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장치에 대
한 이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3)

1)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
감상자가 소설 텍스트를 이해할 때, 감상자는 소설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장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
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 역시 문학적 표현을 체험하는 과정
과 동시에 감상의 단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이해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이다.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란 감상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휘 선택, 문장
의 길이, 비유나 암시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의미의 파
악까지 포함한 감상의 범주이다. 이 때 감상자가 소설 속 표현에서 파악해
야 할 의미는 단순히 소설의 어휘, 표현 등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
만이 아니라 소설의 전체적인 맥락의 배경지식과 어휘(표현 등)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4)까지 포함한다. 소설은 한 민족이나 사회집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기 때문이다(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78). 소설마다 그 문학적 언어가 특이한 이유는 어휘 선택, 문
장의 길이, 비유나 암시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5) 이

3)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앞서 Ⅱ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
4) 한국어교육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어휘 주석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
서 참고해 보고자 한다. 정연숙, 「문학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양상」,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1집, 2012.; 박현진 & 니콜라 프라스키니, 「한국어 학습
자의 문학 텍스트 이해 실패 요인 분석」, 『이중언어학』 제51집, 2013.; 신윤경은
어휘 유형을 ‘시사적 어휘, 고유문화 반영 어휘, 맥락적 상징어, 고유 명사’로 분류
하였다. 신윤경, 「한국문학 읽기를 위한 어휘 주석 연구 :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맥락 이해 추가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11권 1호, 2014, 48쪽.
5)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파주 : 태학사, 2006,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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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휘, 발음 및 형태상, 그리고 종종 의미상 특징은 화자들이 어떤 지역
출신인지 어떤 소속인지를 드러내주고, 타자의 언어에 대한 인식은 기쁨 또
는 고통, 환대 또는 배척, 동일시 또는 이질시의 질서가 될 수 있다(마달레
나 드 카를로, 2011:93-95). 결국 소설의 언어란 인종, 민족, 성, 나이, 계급,
지역, 문화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을 내포하
고 있다.6)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상 소설을 읽을 때
소설 속 타자의 문화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이해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
을 겪고 있는지 기존의 어휘 주석의 내용을 참고하여 감상 양상을 분석하
였다.
먼저〈서편제〉에서 ‘고유문화 반영 어휘’와 표현에 대한 감상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서편제〉를 읽을 때 어려운 어휘 있었습니다. 특히
‘제례’, ‘영좌’, ‘주검’과 같은 어휘입니다. 〔서편제
-1-BK13〕

② ‘저승 길로 떠나버리다’, ‘한나절 방황하다’, ‘소
리의 무덤’, ‘깊은 통한’과 어려움 표현이 있었어요. 〔서
편제-1-BK4〕

③ 소설에서 ‘소리의 무덤’, ‘한나절 방황’, ‘깊은
통한’, ‘허망스러움’, ‘음력 세모께’, ‘아비의 기일’,
‘저승 길로 떠나가 버리고’, ‘밥구걸’ 등의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편제-1-BK1〕

위의 학습자들은 어떤 어휘와 표현을 모르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으나, 위에 언급된 어휘들은 ‘아비의
6)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제36집, 2011,
406쪽.

- 73 -

기일’, ‘저승’, ‘제례’, ‘영좌’, ‘무덤’과 같은 어휘들은 고유문화 반영 어휘들
로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유문화 반영 어휘를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
을 겪는 학습자를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휘가 포함된 작품의 단락을 다
시 읽어주면서 어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위의 어휘들은 모두
한국인의 ‘죽음관’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유념하여 어휘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기일’
은 한국인의 ‘제사’와 ‘제례’와 같은 의식과 관련이 있다. 제사는 유교적 종
교 행위이며 죽은 조상은 제사를 통해서만 자손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제사의 행위는 한국인의 전통적 효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효 사상
에는 선조의 제사를 위해서나 생명의 연속, 즉 대를 잇기 위해서 자손을 가
진다는 종교성이 들어있다.

‘기일’에 대해 설명할 때,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문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일’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Поми
нки(기일)’이라는 어휘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기일’이라는 어휘에 대한 설
명을 하면서 이 어휘를 참고하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이 충분히 그 의미에
대해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
듯이 소설 속 타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타자의 ‘행동과 사고방식 속에서 낯
익은 요소를 찾아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이다. 한편, ‘타자의
새로운 것’으로는 ‘제례(除禮)’라는 어휘를 들 수 있다. 우즈베크인 또는 러
시아인 학습자들에게 ‘제례’는 한국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
는 어휘이다.

‘이승’과 ‘저승’과 같은 어휘의 의미는 소설에서는 사내의 어머니가 죽은
장면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죽음이란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기에 삶과 죽음은 단절되지 않는다. 죽음
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여겨졌다.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산 사람과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교사의
적극 설명이 요구된다. 서양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과 유사하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점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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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세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의미가 낯섦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죽음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친숙
한 현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죽음과 같은 문제는 한 집단에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비의 기일’과 같은 표현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이고 있지만
고유문화 배경이 담긴 비교적 어려운 표현이여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
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는 이런 ‘고유문화 반영 어휘’와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감상문에 적을 때 위의 표현들이 소설 속 한국인의

‘죽음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은〈서편제〉를 읽고 ‘판소리’라는 장르와 관련 ‘고유문화 반영
어휘’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궁금증을 보였다.
①「서편제」에서
‘흥보가’,

‘서편제’,

‘심청가’가

‘춘향가’,

무엇인지

‘숭궁가’,

궁금합니다.

〔서편제

-1-BK13〕

② 작품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홍보가’, ‘심청가’ 뒤에 ‘가’가 붙은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편제-1-BK8〕

③ 소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었습니
다. 모른 단어가 많았습니다. ‘춘향가’, ‘태생’, ‘홍보
가’, ‘도도하다’, ‘용하다’, ‘희한스런’, ‘재촉하다’
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편제-1-BU4〕

위의 인용문에서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가 공통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에서 ‘춘향가’, ‘홍보가’, ①, ②에서는 ‘심청가’가 공통적
으로 언급되는 어휘들로, 학습자들은 소설 속 타자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아
이 어휘들의 의미가 ‘판소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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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는 이와 같은 어휘의 의미를 설명할 때 고전문학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 〈홍보전〉, 〈심청전〉을 언급해야 그 의미를 학습자가 이해
할 수 있다.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에 경우 한국의 고전문학 개론
강좌가 2학년 2학기 때 개설되어 있다. 2학년 때 고전 문학을 배운 배경지
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소설 속 판소리는 낯익은 요소이다. 따라서 소설의
인용문을 읽으면서 판소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휘에 대
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감상문 중에서는 〈서편제〉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모르는

‘표현’을 표시하고 쓰는 학습자도 있었다. 아래의 〔서편제-1-DK2〕에서는
작품을 읽으면서 발견한 ‘고유문화 반영 어휘’와 표현에 대해 앞서 언급한
감상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 소설이고 한국인 작가가 쓴 작품이기 때문에 어휘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
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해준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관련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번역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하기
가 어려운 작품이다.
어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 의
미를 잘 분별할 수가 없다. 또는 한국 전통적인 판소리 이야기
를 하게 되니까 한국문화를 연구하지 않으면 보고 또는 이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눈치 채다 이런 말이 한국어에만 있는 것 같아. 러시아
사람에게 이 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바로 풀이 하면 너무 이
해가 안 되는 말이 된다. 일단 눈치라는 말이 번역이 잘되지
않고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번역이 주 의미를 채다에서 가지게 된다. 〔서편제-1-DK
2〕

이 감상문은 텍스트, 텍스트의 어휘, 학습자 자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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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설명까지 잘 정리하여, 비교적 충실하게 ‘눈치 채다’에 대한 자
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는 ‘한국 전통적인 판소리 이야기
를 하게 되니까 한국문화를 연구하지 않으면 보고 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이 학습자는 소설에서 판소리가
한국 전통 문화의 요소로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국의 문화적인 지
점에 대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가
담긴 텍스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연구자가 아니면 작품을 이해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서술의 경우 학습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교사의 설명과 함께 소설에 대한 정보나 앞
에서 언급했던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눈치 채다’를 개별적인 표현으로 노출시켜 어휘적 차원에서의 뜻
풀이를 하려는 시도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는 ‘눈치 채다’의 의
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학습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눈치’는 ‘눈치 채
다’라는 관용적 표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그 의미가 온전히 이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충해야 한다.
이 학습자가 쓴 감상문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문화와 관련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번역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작품이다.’라는 부
분이다.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서편제〉의 원문을 이해하
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다. 즉, 소설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
가 소설 속의 ‘고유문화 반영 어휘’와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본과 관련된 전공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습자가 ‘고유문화 반영 어휘’와 표현에서
느꼈던 한계는 ‘어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 의미
를 잘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감상문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소설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런 고정관념은 교육의 장
애물로 작용한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우선적으로 소
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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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시켜야 한다.
심층면담 자료에서도 학습자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편제-3-UB5〕와 〔서편제-3-BU13〕의 학습자는 니자미시대 학
부생들이다.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는 이들과의
면담을 러시아어로 진행하였다.
교사: 작품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서편제-3-UB5〕: (웃음) 〈서편제〉든지 다른 한국어
작가가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러시아어
로 읽을 때 하고 차이가 있어요.
교사: 한국 원어로 읽을 때와 번역본을 읽을 때와의 차인
가요?
〔서편제-3-UB5〕: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모르는 단
어와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
생님.
교사: 네, 그렇군요.

② 교사: 〈서편제〉는 잘 읽었나요?
〔서편제-3-BU13〕: 한국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한 어휘나 표현들은 어려웠고, 등장인물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 여인이 의붓오빠와 만납니
다. 의붓오빠에게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이 이해 안 갔어요.

위 심층면담은 단어와 표현 이해 단계에서의 대화 자료이다. 교사의 질
문에 〔BUB5〕는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BU13〕의 심층면담 자
료 일부에서는 ‘한국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이해 못한 어휘나 표현들은 어려
웠고’라는 서술을 하면서 그 원인을 한국 현대소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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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감상문 실험에서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던 학습자들의 인식
이 심층면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BU13〕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어휘와 표현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교사는 문학교실에서 사전 참조를 허용함으로써 고유문화 반영
어휘에 의해서 전달되는 문화적 태도에 대한 지식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다음은 하근찬의 〈수난이대〉에서 ‘맥락적 상징어’를 이해하지 못한 학
습자의 감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수난이대〉에서는 작가가 쓰는 단어들 중에 ‘고의
춤’, ‘대합실’, ‘궐련’, ‘징용’, ‘뭉칫밥’, ‘황혼’,
‘잡판’, ‘수류탄’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수난
이대-1-BK17〕

②저는 ‘징용’, ‘한 눈도 안팔고’, ‘공습’, ‘수류탄
쪼가리’, ‘용머리재’라는 단어와 표현을 이해 잘 못했어요.
〔수난이대-1-DK3〕

③ 이 작품을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은 단어들이 이해
가 안 갔어요. ‘고갯마루’, ‘아찔하다’, ‘상이군인’,
‘들창코’, ‘우째’와 같은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수난이대-1-BK5〕

④ 이 소설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어깻바람’,
‘고의춤’, ‘초가집’, ‘징용’, ‘북해도’, ‘우째’에요.
〔수난이대-1-BK9〕

⑤ 이 소설에서는 고등어가 왜 한 ‘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뭉칫밥’, ‘상이 군인’, ‘외나무다리’, ‘용머리
재’라는 단어들이 이해 안 갔어요. 〔수난이대-1-B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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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이대〉를 읽은 학습자 중 ①, ②, ④의 경우는 ‘징용’이라는 단어
를 모른다고 했다. ‘징용’, ‘수류탄’, ‘상이군인’과 같은 어휘는 이 텍스트에서
전쟁과 일본 징용과 관련된 어휘이므로, 이와 같은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설명을 할 때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지어 어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교사가 소설 속 ‘맥락적 상징어’와 관련된 어휘들을 설명할 때,
학습자들은 어휘의 의미 파악을 통해 타자의 행동, 사고방식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③에서 학습자는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르는 단어를 접하고 겪었던 어
려움을 ‘이 작품을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은 단어들이 이해가 안 갔어
요.’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처음으로 접근한 작품인데 모르는 단어
를 맞닥뜨린 데 곤란을 느꼈으면서도,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라
고 궁금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의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이 소설에서는 고등어가 왜 한
‘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서술하면서 ‘고등어’라는 ‘맥락적 상징어’에 주목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어휘와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소설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소설 감상의 일차적
인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이 요청된다. 소설 속에 활용된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보이는 학습자도 있었다.
〈수난이대〉를 읽으면서 한국 소설은 러시아소설보다 의
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쓰는 것 같다. 물론 러시아 소설에도 의
성어 의태어 있지만 한국 소설만큼 많지 않다. 한국 소설은 의
성어와 의태어가 많은 덕분에 소설 내용을 더 실감나는 것 같
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국 문학 작품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
다. 〔수난이대-1-BK15〕

이 감상문은 다른 감상문과 달리 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의성어·의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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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즉, 학습자는 대상 텍스트에서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국 문학 작품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인식
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대목이다. 소설에서 사용되는 의성어·의태어는 대부
분 순수한 한글이며, 이 어휘들을 사용할 경우 소설의 배경과 인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표현에 사실성을 부여하며, 더 나아가 문체에 생기를 불어넣
어 작가의 토속적 서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활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소설 타자세계의 민족 집
단 및 그 집단의 가치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자의 기쁨 또는 고통 등을
보다 생생하게 느낌으로써 학습자의 타자에 대한 평가, 감각 등의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의성어·의태어는 질적인 부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양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하고 방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수난이대〉를 읽은 면담 자료에서도 학습자가 텍스트의 문학적 표현과
어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 「수난이대」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어
려웠어요?
학습자 〔수난이대-3-BU15〕: 선생님, 단어가 어려웠고
한국어의 방언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았고 거기다가
사투리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교사: 예를들어 어떤 것이 어려웠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학습자 〔수난이대-3-BU15〕: 구체적인 사투리가 생각
나지는 않지만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소설이 러시아어로 번역 되어 있
었다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었을걸요...

〔BU15〕학습자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학습자가 경상도 방언을 잘 모르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사투리 때문에 텍스트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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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어 번역이 있었다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소설
속 타자와의 접촉에서 학습자들이 의식한 타자의 방언이다. 소설 속 타자의
방언은 타자가 어떤 지역 출신인지 어떤 집단의 소속되는지 파악할 수 있
는 단서이다. 하지만 소설 속 타자의 방언은 그의 무지의 상징이 아니라,
그 방언에 정의적·심미적·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129). 그러므로 이와 같은 타자의 방언을 통해 학습자는 관찰, 대비, 해
석 등을 시도해보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고려인 동포 학습자의 경우
소설 내에 타자의 방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교
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대 우즈베크어의 바탕이 된 투르크어와 아랍어는
우즈베크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를 했다. 따라서 소설 속 타자의
방언은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 우즈베크어의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방언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연상시키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의 지평
확대 뿐 아니라 타자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만든다.
다음은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문학적 표현에 대한 감상 양상이
다. 이 소설의 원작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먼저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읽게 한 뒤 1차 감상문을 쓰도록 했다. 한국어 학
습자들은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맥락적 상징어’의 속한 ‘튀기’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① 이 작품에서 ‘부랑자’, ‘자초지종’, '튀기‘라는 단
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사진-1-DK1〕

② 모르는 단어가 많았어요. ‘궁색하다’, ‘뱃일’, ‘풋
내기’, ‘허공’, ‘애착’, ‘성모’, ‘수용소’, ‘넘나들
다’, ‘자질그레하다’, ‘튀기’, ‘묵직하다’, ‘휠체어’,
‘철면피’에요. 〔사진-1-B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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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작품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튀기’,
‘컷’, ‘눈동이’, ‘밀주’입니다. 〔사진-1-BU6〕

④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많
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튀기’, ‘인간성’, ‘삼각대’, ‘티
키석’, ‘시핏줄이’, ‘망토’, ‘원판’, ‘쥐구멍’, ‘조
명’입니다. 〔사진-1-BU9〕
⑤ 소설에서 반영된 부분이다. 튀기신가 보지요 두 가지
피가 섞어서 낳은 사람을 대부분 혼혈로 표현 한 거를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서 표현 된 말이 너무 어렵고 낯설다. 〔사진
-1-DK3〕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①, ②, ③, ④, ⑤의 학습자 모두가 ‘튀
기’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⑤의 서술 내용을 주목
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튀기’라는 단어를 ‘혼혈’이라는 단어와 대비하면서

‘두 가지 피가 썩은’ 경우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⑤의 학
습자는 ‘맥라적 상징어’를 발견하면서 이에 대한 파악을 한다는 점이다. 학
습자가 파악한 것은 소설 속의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작중인물들의
행동이다. 러시아 사회는 수백 년 전부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왔지
만, ‘혼혈인’인 주인공 드미뜨리에 대한 이들의 행동에서 ‘백색’ 인종에 대한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사는 ‘혼혈인’이
라는 ‘맥락적 상징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혼혈인’이 아니더라도 타자에 대한 고
정관념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도록 타문화나 타자와의 접촉7) 경험이 안정
적으로 자리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7) 여기에서는 게슈탈드 심리학에서 유래하는 ‘접촉’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
촉은 항상 고유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경계에서 생겨난다. 접촉은 낯선 것들에 대
한 감정이입과 고유한 것의 이해가 항상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자아확신과 경계 짓기의 과정이다. Alfred Holzbrecher, Interkulturelle
Pädagogik, 정기섭 外 역,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북코리아, 2014,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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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튀기’라는 ‘맥락적 상징어’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튀기’라는 개념이 ‘혼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 민족과 인종, 언어 등의 혼합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소설 속 타자와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작품 주인공인 드미뜨리와 같은 ‘혼혈인’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와 같은 단어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혼혈인’ 그리고 ‘튀기’와 같은 어휘는 ‘맥락적 상징
어’로 사용되면서 소설 속 주인공이 살아가는 사회에 담겨있는 작가의 비판
적 사고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맥락적 상징
어’를 접할 때 이에 대한 정보 습득과 더불어 상대성 감각을 계발할 수 있
다. 학습자는 상대성 감각을 통해 소설 속 다른 문화에 속하는 개념과 상황
이 낯설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어휘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소설 인용을 통해 어휘에 대해 학습자에게 추가
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 요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래는 소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을 관용구와 연관시킨 〔사
진-1-DK3〕과 같은 학습자의 감상문이다.

한국말로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
인 입장에서 어려운 단어 선택을 인해 작품을 읽이가 힘들 것
같아.
한국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게 위해서 한국문화에 맞
게 표현을 했음.
①눈길을 끌다 눈에 길이 있나? 그 길을 어떻게 끌 수
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음.
②넋 놓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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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넋을 어디에다 놓아야 될까? 왜 놓아야 될까? ‘넋이 나
갔다’라는 생각 앞서 넋을 어디에다 올려놓은 생각이다.
③머리다발 꽃다발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되지만, 외국인
에게 머리다발이 낮선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
④햇살이 쏟아지다 ‘해가 빛인다.’라는 의미를 가고
있지만 해가 어떻게 쏟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⑤날카로워진 신경 칼이 날카로울 때 쓰는 말로 익숙하
지만 신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해가 잘되려면 한참 생각
을 해야 됨.〔사진-1-DK3〕

〔DK3〕은 소설 텍스트에서 ③‘머리다발’, ④‘햇살이 쏟아지다’, ⑤‘날카
로워진 신경’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낯설 것이
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로 다른 학습자들이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서술했지만, 막상 위의 표현들에 대해 구체
적인 의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까닭은 학습자가

‘고유문화 반영 어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국어 화자는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써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
현들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외국인 화자 즉, 한국어 학습자에
게는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다. 소설의 번역 과정에서 반영된 이런 한
국적인 은유 표현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타자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서 현
실을 축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은유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행동을 파
악하게끔 해준다. 따라서 소설에 사용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나 은유에 대
한 학습은 학습자가 소설의 타자의 가치, 세계관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한국어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학습자마다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눈길을 끌다’, ‘넋 놓다’와 같은 관용구를 제시하면서 외국인
학습자가 이와 같은 관용구에 대해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소설을 읽고 서술한 감상문에서 어떤 양상
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용구의 의미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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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 학습자들의 언어능력 신장을 촉진하는 데까
지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는 ③‘눈을 끌다’라는 관용구의 뜻을 ‘1)
호기심을 일으켜 보게 하다; 2)마음을 쏠리다’로 설명하도록 한다. ④에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제 정신을 잃고 멍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과 함께 교사
는 학습자들이 관용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의 감상 양상을 보면 번역문도 한국 문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텍스트 원문에서 한국어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형식과 의미차이는 학습자에게 또 다른 한국어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할 것이다(정연숙, 2012:379).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현대소설 속 문학적 표현들을 접했을 때 만나는 미
적 낯섦에 대해 보이는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타자가 소속된 집단의 문화, 언어 등에 주
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보인 문학적 표현에 대한 양
상은 소설 속 타자와의 소통 상황에서, 그리고 그의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
에 대해 이해·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소설 감상 교육에서 중요
한 내용이 된다.

2)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란 초점화와 공간 등 설정과 같은 소설적 장치
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의미한다. 소설은 매
우 많은 암시, 상징과 요소를 담고 있기에 작가는 문학적 장치로서 이 요소
들을 그들의 개성의 소설미학을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감상자는 소설
을 읽을 때 작가의 문학적 장치를 인식하면서 읽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
가의 문학적 장치는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관점을 보
이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는 〈수난이대〉에 나오는 주인공의 ‘방뇨’ 행위에 대한 〔수난이대

-1-BK4〕와 〔수난이대-1-BK13〕의 감상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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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품에서 여러 번 주인공들이 오줌을 누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혹시 남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러
한 장면들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작전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상황이나 삶을 좀 더 사
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님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
다든가. 만약에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작품을 읽
었으면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수난이대-1-BK4〕

② 소설 속에 몇 번이나 자세히 소변보는 일에 대하여 자
세히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양사람의 교육을 받아 이런
글을 읽는 것은 이상하다. 〔수난이대-1-BK13〕

〔BK4〕는 주인공 ‘박만도’의 방뇨하는 장면이 언급된 점을 주목하여,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작전이 있는 것
입니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인물에 대한 파악은 ‘만도’
가 방뇨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의 상징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까
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설 속의 작가가 ‘방뇨’ 행위를 통해 무
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작가의 의도를 모
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나 삶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님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든가.’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때 교사는 소
설에서는 등장인물의 방뇨 장면이 세 번 등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설의 길이나 내용의 전개상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방뇨는 생리적 배설의 현상이므로, 소설에서는 큰 시련이 닥친 상황
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은 계속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다. 즉, ‘만도’와 ‘진수’가 전쟁으로 인한 육체 훼손이라는 잔혹한 상황에 놓
여있음에도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생존은 지속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BK13〕처럼 이러한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를 위하여, 교사는 소설 속 문학적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소설 속 ‘대합실’이라는 공간은 만도와 진수가 경험한 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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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의 여정을 한데 각인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태평양 전쟁과 6.25 전
쟁 사이에 노정된 공간적 간격을 상쇄시키며, ‘대합실’ 안의 ‘멈춘’ 시계는
두 사건의 시간적 간극마저 사라지게 한다.8) 소설 텍스트를 보면 부자는 정
상적인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고등어를
입에 물고, 나무 둥치를 부둥켜안고 불편한 자세로 소변을 본다. 등장인물
의 이러한 방뇨 행위에 대해 교사는 소설 속 작가의 이와 같은 장치를 전
후 한민족의 고통과 연민의 감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아래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감상한 학습자 〔사진-1-BK1

3〕과 〔사진-1-DK3〕, 〔사진-1-DK4〕는 드미뜨리가 당한 소외감, 차별 등
을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남자 주인공은 러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서 차별을
당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알리나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데려
와서 일 시킨 장면, 가게에서 경비원들한테서 차별 받은 장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도들한테서 죽도록 맞은 장면이었다.
〔사진-1-BK13〕

심층면담 자료:
교사: 마니킹 부실 때 그가 느낀 소외감을 통해 작가가 당
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진-3-BK13〕: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지만 주인공처럼 소수민족이고 소외감
이나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소설에서 읽을
때 공감했습니다.

② 드미뜨리는 러시아 경비원들한테 사람대접을 못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자기와 좀 다르게 생겼다고 차
별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왠지 공감했습니다. 저

8) 전소영, 『하근찬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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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대접을 받고 있으
니까요. 드미뜨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드미뜨리는 가게에서 나오고 나서 한국여자인
알례프찌나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왠지 거기 가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와 고향이 같거나 자기와 같은 민
족의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도움을
받지 못해도 적어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사진
-1-DK3〕

③ 주인공이 혼혈이고, 주인공의 어머니가 고려인으로 자
기 외모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아들이 동양적인
외모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당시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부딪치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1-DK4〕

위의 ①의 학습자는 ‘주인공은 러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서 차별을
당한 장면’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외모 때문에 받은 차별에 대해 소설의 서
두부터 결말까지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있다. 서술자는 러시아에서 외모가
다르면 러시아인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차별의 원인이 ‘외
모’라는 것에 대한 이해

하고 있다. 학습자의 ‘차별을 당한 장면’, ‘일 시킨

장면’, ‘차별 받은 장면’, ‘죽도록 맞은 장면’이라는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 드미뜨리는 ‘피해자’ 입장에 놓여 있다. 학습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타자의 행동을 자율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입
은 타자로 이해한다. ①의 학습자는 ‘피해’, ‘차별’과 같은 서술을 통해 작가
가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러시아 사회에서의 혼혈인 타자인 드미뜨리를
어떠한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 파악하고
있다. 주인공을 ‘피해자’로 내세우면서 먼저, 학습자 스스로 이를 밝히며 ‘주
인공이 러시아인처럼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차별’이라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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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짓고 있다. 차별은 출신, 성,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장애, 관습, 정치적
견해, 조합 활동, 민족, 국민,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자행하는 일체의 구분
행위를 말한다.9)
소설 속 타자인 드미뜨리는 그의 출신 배경과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았
다는 것이 학습자가 심층 면담에서 한 진술이다. 학습자가 주인공이 ‘피해’
를 입었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소련 정권이 무너진 후 러시아 연방으로 몰려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백인 중심의 세계관을 배출하는 러시아인과의 접촉한
경험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학습자는 백인중심적 세계관에 빠진 일부 러시아
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인의 백인중심적 세계
관이 러시아인에 대한 고려인의 편견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제는 편견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의 의미를 해석하
는 과정에서 장애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 ‘혼혈’ 등은 ②, ③에서도 문학 장치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③에서는 학습자는 작가가 묘사한 주인공과 모친에 대한 부분을 자
신의 사전지식과 연결 지어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어머니가 걱정
했던 외모, 동양적인 외모가 때로는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외모를 작가의 의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당시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어
떤 어려움과 부딪치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타자세계 정보에 대
한 언급에서도 어머니를 부각시키고 있다. 고려인 어머니를 부각시키면서

‘어려움’으로 이은 것은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종주의는 ‘편견+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주의는 개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제
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장한업, 2014:148). 이런 지식이
숨겨진 ‘저항적 의미를 지닌’ 소설 속 장치에 관한 자신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보여주지만 문학 장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나타난다.
9)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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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은 소설의 문학적 장치가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속 타자인 드미뜨리는 잘나가는 미술가도 아
니고 그저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운 사
람으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소설 속 타자는 허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자신의 내면을 드미뜨리에 투영시키고 깊은 인상을 받
는다. 학습자들의 감상은 소설텍스트를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 세계와 대응
시키면서 일정한 의미10)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앞의 학습자들과 달리〔사진-1-BU3〕은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2000년에 쓰인 현대 소설이라서 읽기가 아주 재미있고
쉬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려인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937 년, 연해주에 있던 한국인들을 정부가 중앙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한국인들의 생활이 닮습니다. 드미뜨리사 불쌍합니다. 하지
만 모두 장해를 이겨내고 드미뜨리는 이 전투에 승리가 되었
습니다. 〔사진-1-BU3〕

앞의 감상의 양상에서 학습자가 ‘할머니에 대한 회상’을 문학적 장치로
인식했다는 점은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학습자도 역시 다수의 학습자
들과 마찬가지로 대상 소설텍스트에서 문학적 장치를 읽어내지 못했다. 교
사는 소설의 문학 장치가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작가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러브스토리’를 모티브로 하여 엮어간다.
그런데 학습자의 서술처럼 ‘러브스토리’의 문학적 장치로 이용하여 독자에
게 자신의 내면을 전한다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란 남다를 것이라 판
단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공동으로 소설의
문학적 장치를 탐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0) 이희중 외, 「문학 작품 감상 교육의 연구 방안 : 시 감상 교육의 이론과 수용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敎育論叢』 제15집, 2000,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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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문학적 장치에 주목을 했다는 점은 중요성을 지닌다. 사실
감상문과 면담에서 학습자들이 문학적 장치에 주목한 경우는 매우 적은 편
이다. 문학적 장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서술도 표현 양상의 하나이며, 이
와 같은 서술에 대한 확장과 심화는 학습자들에게 해석의 다른 양상을 유
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소설텍스트의 문학적 장치에 대한
지식들은 그 자체의 정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소설텍스트
의 해석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보았듯이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학적 장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럴 때에는
원활한 학습을 위해 교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문학적 장치를 읽고 이해하
는 것도 감상 양상의 하나이며,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학적 장
치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조심스럽고도 신중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유도성 발언이 많을 경우 문학 교실에서 능동적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교사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교사가 문학
장치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학습자들
은 교사가 이면에 감추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고심한다. 따라서 기본적으
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즉 학습자의 타자로서 학습자가 보지 못했던 것을 질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이인화, 2013:140).
문학적 장치는 학습자의 개인적 기대지평과 사회적 기대지평을 조화시켜
소설 속 타자와의 소통 과정을 통해, 감상 수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참여를 통한 타자의 체험과 세계에 의한 해석
현대소설 감상 수행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호감
을 느끼고, 공감(바흐친, 2006:129)하며 누군가의 체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
다. 체험에 참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타자와 자아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
을 전제한다. 소설 감상에서 체험의 참여자는 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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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설을 감상하는 자아가 된다. 그런데 소설 감상에서 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체험은 자아가 그것을 감상하기 이전에는 아직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아에 의한 소설의 해석이다. 자아가 실제로 자
신의 삶을 체험하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 타자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때 자아에게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삶을 체험할 가능성이 제공된다. 그
리고 이것이 자아의 실제 삶의 체험을 풍요하게 해준다. 즉, 다른 삶에 참
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바흐친, 2006:127). 더 나아가 그 세계를 체
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진다.
즉 참여를 통한 타자의 체험과 세계에 의한 해석이란 소설 속 타자와 접
촉하며 상호 소통하면서 타자의 체험에 동참하고, 타자세계를 탐색하고 학
습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1)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이란, 타자를 인간적 존재로 인식하고 타자
행위에 주목하고 타자체험에 봉착하면서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겪는 활동이다. 그러나 소설 속 타자체험이 감상자 자신의 체험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고는 하나, 모든 감상자에게 타자의 체험과 유사하거나 혹
은 전혀 다른 성질의 체험(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사회적)11)이 있기를 기
대할 수는 없다. 감상자들이 현대소설을 감상해 가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이 없는 감상자라고 할지라도 타자체험을 자신의
가정적인 체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감상문을 서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감상자가 소설 속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타자체험 동참에 의해 어떠한 해석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의 양상을 먼저 분류
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감상자에게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은 없으나,
11) Raymond J. Rodrigues & Dennis Badaczewski, A Guidebook for teaching literature,
박인기 外역,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2001, 352-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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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체험을 중심으로 소설을 해석해 나가는 경우이다.
이는 감상자가 소설 상황에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타자체험을 간접 체험
하며, 감상자의 감상문에는 타자체험이 위주가 된다. 두 번째는 감상자에게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은 있되, 해석의 중심이 타자의 체험보다는 감상자
자신의 체험에 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감상자의 감상문에는 자신의 체험이
위주가 되는 해석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감상자에게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은 있되, 해석의 중심이 감상자 자신의 체험보다는 타자체험에
가 있는 경우이다. 감상자의 감상문에는 감상자와 타자의 공통된 체험이 위
주가 되는 양상이다. 이상의 분류에 입각해서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을
타자체험, 자아 체험, 타자와 자아의 유사 체험으로 각각 명명하여 분석할
것이다.
먼저, 학습자 타자체험을 중심으로 감상을 이끌어 가는 〈발가벗은 사진
작가〉를 읽고〔사진-1-MK3〕과 〔사진-1-BK10〕의 해석 양상을 살펴보면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드미뜨리가 왠지 독자들에게 친
밀감과 동시에 그에 대한 연민한 마음을 주는 캐릭터인 것 같
다. 남다른 흑백사진을 찍는 기술을 소유하는 그는 남들이 이
상하게 받아드릴 정도로 정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낭만
주의자다. (중략) 마네킹과의 대화라는 장이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쳐서 드미뜨리의 엉
뚱한 짓에 웃음도 나고 불쌍한 마음도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
타까운 일인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비원들을 향해 드미뜨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로
지 해명하고 ‘배송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사진
작가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흔히 러시아에서 볼 수 있지만
드미뜨리가 그런 태도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
다.(생략)〔사진-1-M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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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드미뜨리라는 주인공은 처음 봤을 때 불행이 많고 자
기 인생에서 성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불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것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아무리 힘들더
라도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본다.
게다가 자기가 찍은 사진을 팔고 두 다리 없는 불쌍한 이그나
뜨에게 돈도 주고 사랑하는 여자를 예쁜 옷이 입혀주고 자기
의 분신인 줄 착각했을 때 부스러뜨린 마네킹 가게에도 다시
간 것이 감동적이었다. 〔사진-1-BK10〕

①에서 학습자가 ‘마네킹과의 대화’에 주목하여 타자체험에 대해서 간략
하게 서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자는 주인공 드미뜨리를 '낭만주의자
다'라고 지칭하면서, 소설 속 타자를 이상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소설 속 타자의 여러 가지 체험들이 타자와의 협상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설 속의 경비원이 드미뜨리를 무시하는 장면에 대
한 감상에서는 ‘러시아인’에 대한 학습자의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드미
뜨리라는 타자에 대해서는 공감, 관용적 태도를 보인 반면 또 다른 타자인
경비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볼 때, 소설 속 타자와 대면하는 학습자의 비판, 고정관념, 오해 등의 해소
또는 제거가 요구한다. 한편, 드미뜨리라는 타자에 대해 생생하고 강렬한
평가를 내린 학습자의 지각적 전형은 스톨니쯔가 제시한 ‘성격(character)’
전형이다.12) ‘성격’ 전형에서 보여지는 판단들은 주관의 개인적 감정에 주목
하지 않는다. 이런 학습자 반응은 ‘외면화된 것’이다. 즉 이 반응들은 타자
의 특질로 간주 된다. 그리고 ‘성격’ 전형의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
된 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생생한 감상을 수행하게 되며 가장 미적이다.

②에 경우 ‘처음 봤을 때’, ‘성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표
12) 지각적 전형들은 각각 ‘연상적’, ‘생리학적’, ‘객관적’, 그리고 ‘성격적’ 전형이다. 스
톨니쯔(1999), 앞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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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통해 타자체험에 대한 동정과 상호간의 관계 형성을 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문학텍스트는 의미 형성에 있어서 수용 이전에 텍스트와 독자, 상
호간의 의존조율을 허용한다.13) ②에서 서술한 감상문이 바로 이런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즉,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타자는 이미 ‘상호간의
의견조율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학습자는 타자의 성장과정과 그의 행동양식
에 대해 서술하면서 타자의 현실을 자신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학습자에게는 주인공이 불행한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부
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
고’ 충실하게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이미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또한 ‘두 다리 없는 불쌍한’ 거지에게 구제를
하는 것과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 그리고 마네킹 가게의 빚을
갚는 장면들을 ‘감동적이었다.’라고 서술하는 것 역시 주인공 드미뜨리를 존
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②는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한 명의 개
인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과 관용성을 포함한 감상문의 한 예라고 볼 수 있
다.
학습자가 소설 감상 과정에서 타자체험과 소설텍스트 내용에 주목할 때
학습자를 향한 각성의 이끎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성의 이
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상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완
성된 감상을 위해서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미
리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과 풍부한 배경지

13) 권오현, 「독어교육 : 상호문화적 문학교육에서 "낯섦 이해"의 문제 -세계문학 교육
과 관련하여」, 『獨語敎育』 제49집, 2010, 27쪽.
14)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간단히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사전적 정의는 일방적 권력관계를 상징하면서 힘이 우세한 어
느 한 쪽의 일방적인 배려의 측면에서 특권적으로 사용되는 통념을 갖게 한다. 관
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으로서 묵인, 허용, 인내, 감수
등과 부분적으로 뜻을 공유한다. 이는 ‘권위적인 명령에 의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
면서도 동시에 용납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정책으로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다
양성을 허용하는 것’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수안, 「지속 가능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로서 ‘상호관용’과 ‘상호보살핌’」, 『문화와 사회』 제7권, 2009,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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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활용하여 타자체험에 동참해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동일한 소설텍스트를 읽고 학습자에게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은 없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체험을 중심으로 소설을 해석한 〔사진-1-DK

1〕과 〔사진-1-MU1〕의 감상 양상을 보면 이는 다음과 같다.
①고등학생과 에밀리아라는 사진작가랑 같이 자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여자와 ②처음 만나서 바로 같
이 자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구소련이나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학생과 선
생님과의 성관계) 많이 나타나지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텔 문화에 대해서 안 후에 ③충격 먹었
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
하고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
진-1-DK1〕

한국 소설들과 달리 너무 쉽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성관계
를 가지게 된다. (후략)〔사진-1-MU1〕

〔DK1〕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학습자의 문장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의 부정적인 표현으
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타자체험을 수용 할 수 없다는 것을 확
인시켜준다. ①과 같은 경우 타자인 드미뜨리가 고등학생 시절의 그에게 사
진 기술을 가르친 스승 에밀리아와 동침하는 행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학습자에게는 스승과 제자의 행위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리고 ②에서는 계속적으로 알리나라는 등장인물과의 만남이 동침으로
발전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설 속 타자체
험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등장인물을 수용하지 못한

- 97 -

것은 소설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사전지식을 등원했다는 것을 통
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요즘 구소련이나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
다는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개입시키고 있
다는 것을 ③에서 볼 수 있다. ③에서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연관시키려
고 한다. 이 학습자는 한국의 상황을 무리하게 적용시키면서 일종의 해석의
오류를 보이는데, 다분히 학습자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
된다.

〔MU1〕의 경우 타자의 행동에 대해 ‘한국 소설들과 달리 너무 쉽게 모
르는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술은 감상문에서 주인공 드미뜨리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인’으로 의미화 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의미화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
니나, 그것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
다. 주인공 드미뜨리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너무 쉽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서술은 학습자가 상황을 사회적 사실 그 자체
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사실이기보다는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에 의해 구성된 관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한국 소설을 읽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소설들과 달리’라고 서술하는데, 이는 소설 속 타
자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인식’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인식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사
는 우선, 한국 소설의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따라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는 〔DK1〕이나〔MU1〕과 같이
소설을 통해 타자를 관찰하고 그 체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소설에서 반영한 집단이나 학습자가 현재 속해 있는 한국 집단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의 입장이 되
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중인물로서 드미뜨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의 탓이 아니기에, 그의 삶과 상관없이 더 사회의 냉정함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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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수도 모른다. 박미하일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서정성이 윤리적
감수성을 촉발시키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골드만의 말처럼 소설은 작가
의 윤리가 작품의 미학적 문제가 되는 거의 유일한 장르이다. 누스바움도
소설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타자, 소수자 등이 겪는 내밀한 경험을 제
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유도하는 예술의
하나라고 하였고, 뉴턴 역시 소설은 윤리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사
유를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학 장르라고 주장하였다.15) 문학의 윤리
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형상성일텐데, 박미하일의 소설은 소설의 서사적
형상성과 윤리적 가치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16) 예를 들어 위에서

〈발가벗은 사진작가〉의 드미뜨리에 대해 학습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
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독자
자신을 투영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self)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과정에
서 생겨나는 윤리적 감수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타자와 자아의 상
호주관적 관계성을 촉진하고 공감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서 현동화될 수
있다. 자아가 갈등에 처한 타자의 목소리에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바흐친이
말한 것처럼 '책임 있게 응답'하는 인격의 성장이 바로 서사 윤리가 추구하
는 하나의 이념태이다. 따라서 소설을 읽는 감상자로서 학습자가 자아가 타
자와 상호주관적 관계성을 촉진하고 삶에 대한 윤리적 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타자체험을 중심으로 타자에 대한 인상을 진술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다
음 심층면담을 통해 그 예를 〔사진-3-BK2〕의 면담 자료를 통해 보겠다.
교사: 〈발가벗은 사진작가〉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진-3-BK2〕: 선생님,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해가
15) 김근호, 「이태준 소설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현대소설연구』 제54집, 2013,
72쪽.
16) 김근호는 뉴턴의 도식을 참고하여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를 세 가지 층위로 나누
고, 이태준의 소설을 대상으로 예를 든 바 있다. 김근호(2013), 앞의 논문,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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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교사: 예를 들어, 어떤 요소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진-3-BK2〕: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소설이고
주인공은 혼혈인인데 ①주인공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교사: 주인공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아니면 주인공의 성격
이 이상했어요?
〔사진-3-BK2〕: ②주인공의 태도도 이상했고, 주인공
의 성격도 이상했기 때문에 저는 재미없게 읽었던 것 같습니
다.
교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재미없었는지 말
할 수 있어요?
〔사진-3-BK2〕: 선생님, 죄송합니다. 노코멘트로 하겠
습니다.
교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학습자는 ①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소설이고 주인공은
혼혈인인데 주인공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라고 하고 주인공의 모
습에 초점을 두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②에서는 중공의 ‘성격’과 ‘태도’가
이상했기 때문에 ‘저는 재미없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 학습자는
타자의 태도나 성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도 않고 소설
이 ‘흥미 없었다.’는 발언을 한다.
소설을 읽을 때 학습자는 러시아 소설과 그 소설의 주인공이라는 타자를
자신의 고정관념에 바라보고 있음을 진술 첫 부분부터 밝히고 있다. 학습자
는 우즈베크인 학습자인데, 소설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러시아 혼혈인에 대
한 판에 박힌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이라든가 고정관
념이 상대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
겠지만, 두 가지만 들도록 하겠다. 먼저, 러시아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
즈베크인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러시아가 70년 동안 우즈베크인들을 지
배하고 우즈베크인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하며, 우즈베크인들의 언어와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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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인정하기보다 러시아 동화주의를 강요하여 우즈베크인들에게 러시
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
통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 우즈베크인들은 타민족과의 결혼 또는 타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 고유문화로부터 발생한 이와 같은 부정적 표상,
고정관념 등은 소설을 해석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이런
시선과 고정관념을 없애거나 삭제하기보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참조체
계를 객관화하고, 타자를 인정하기 전에 학습자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진-3-BK2〕는 스톨니쯔(1991:89-90)의 ‘객관적’ 전형의 속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형의 학습자들은 개인적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먼 곳으로
도피하여 거의 적의에 차게 된다. 이런 학습자들은 항상 타자를 평가하거
나, 타자에 대해 ‘이상하다’라는 말로 타자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소설 속
타자 그 자체의 향수(享受)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객관적’ 전형의 판
단들이 미적 평가의 가장 조야(粗野)한 형태를 대표한다.
다음은 〈서편제〉를 감상하고, 자아 체험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타
자체험에 대한 해석 양상만을 보인 〔서편제-1-BK2〕, 〔서편제-1-BU13〕,

〔서편제-1-BU1〕, 〔서편제-1-BU8〕의 감상문들이다.
① 서편제를 읽으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
버지가 자기 딸년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
다. 아무리 좋은 목청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이더라도 딸의 눈
을 멀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서편제-1-BK2〕

② 「서편제」를 읽고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작품이 재미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은 아
이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못 합니다. 아무리 그래
도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눈을 어떻게 멀게
했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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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1-BU13〕

③ 보통 아닌 이야기라서 읽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딸이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을 찔렀습니까?
아니면 딸이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니까 눈을 찔렀
습니까? 첫 번째 이유나 두 번째 이유나 상관없이 무서웠습니
다. 〔서편제-1-BU1〕

④ 왜 소리꾼이 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아버지의 잔인한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왜 대부분 소리꾼들이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진실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편제-1-BU8〕

①에서〔BK2〕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소설 속 타자체험을 발견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며 방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인 해석의 양상은
무엇보다 학습자와 타자의 접촉을 통한 ‘낯섦’과 ‘친숙성’에 의해 결정된다.
타자체험의 낯섦에 따라 학습자는 다양한 응답성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
이다. 한편 타자에 대한 낯섦은 다양한 해석들을 생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
다. 그리고 소설과의 친숙성은 소설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
되어 있는지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며, 소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를 조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상 할 수 있게 한다(스
톨니쯔, 1991:83). 이와 같은 양상은 학습자가 소설 속 미적 대상들(타자)을
지적하고, 반응하는 서로 다른 방식인 ‘지각적 전형들(perceptive types)’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스톨니쯔, 1991:87). 특히, 학습자가 ‘충격’이라고 말할
때 이는 ‘생리학적’ 전형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는 동안 자신의 내부에서 진
행되는 ‘감정들’을 강조하고, 그 감정의 특질에 따라 타자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인 소리꾼 아비와 소리꾼 여인의 체험
을 통해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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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에서 〔BU13〕은 ‘일반 부모’에 대한 자신의 선지식을 동원하면서 타
자의 체험에 비추어보는 감상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소설을 감상
하는 과정에서 소설 속 타자체험을 해석하기 위해 학습자의 선험지식이 활
용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소리꾼 여인의 ‘실명’을 아비가 자식에게 가
한, 말로는 표현 못할 비정한 폭력 행위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소리꾼 아비의 체험에 주목하여 소리꾼 아비를 한 인간으로 보고 그의 행
위에 따라 윤리적 가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압달라-프렛세이, 2010:93). 이
와 같은 평가는 학습자가 인물의 윤리적 가치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많을수록 학습자는 허구 세계에서 문제되는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한편 소리꾼 여인의 체험에 대한 이
와 같은 절대적인 평가는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고정관념
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압달라-프렛세이, 2010:111). 따라서 고정관념을 최
소화하고, 타자체험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
실 상황에서 장려될 필요가 있다. 위의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들의 체험들
을 낯설게 느끼지만 여기서의 중요한 목적은 타자와 만남(압달라-프렛세이,

2010:77)을 배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
③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BU1〕이 건네는 질문이 있다. ‘아버지가
눈을 찔렀습니까?’라는 질문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에 주목했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다. 또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 ‘딸이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서’라는 서술을 통해 해답을 내리고 있는 것을 통해, 학습자가 소리꾼
아비의 체험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
트를 감상하고 느낀 바는 ‘참 재미있었습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소리꾼
아비가 딸을 눈 먼 장님으로 만든 장면에서 ‘무서웠습니다.’라고 서술함으로
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무서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체험
을 볼 때 누구나 당연하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학
습자의 선지식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소리꾼 여인의
체험이 가슴 아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섭다는 감정으로 다가왔다는 것
은 학습자가 이와 같은 타자의 체험을 한국의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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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을 찌른 아비와 딸의 관계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④에서〔BU8〕은 소리꾼 아비의 행위가 ‘잔인하다.’라고 서
술하고 있다. 아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눈을 멀게 한다.’는 행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아비의 행동을 ‘잔인
하다.’라고 정의하지만, 그 근거나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슬픈 감정이 있어야만 진실한 소리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
는 의문을 던진다. ‘자연스럽게 슬픔을 표현해야 만이 진실한 소리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학습자는 비록 아비의
행동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진실한 소리꾼’이 되기 위한 과정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소리꾼 여인은 눈이 멀게 되는 체
험을 통해 명창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BU1〕과 〔BU8〕의 감상문을 쓴 학습자는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
범대학의 학부생이다. 학습자들의 질문 중 ‘왜 소리꾼이 딸의 눈을 멀게 했
어요?’, ‘아버지가 눈을 찔렀습니까?’라는 질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진술은 감상문 속에서 사내는 ‘예술인 소리꾼’이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로 의미화 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의미화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나, ‘아버지’이지만 예술을 추구하는 아비의 행위라는 점에 대해 교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소리꾼 아비를 문제적인 인간으로 보고
타자를 수용하거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현실 속에서 수많
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면서 때로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
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인간
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노
력과 좌절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17) 특히 〈서편제〉는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의 체험들을 소설
을 통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다.

〔BK2〕, 〔BU13〕, 〔BU1〕, 〔BU8〕의 학습자들은 소설의 타자인 소
17)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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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꾼 아비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소리꾼 아비의
행동이 무서웠습니다.’라고 한다. 소리꾼 아비의 행동이 무서웠다는 학습자
의 진술은 반복 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소설 속 인물의 낯선 행동을 보면
서 느끼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학습
자의 ‘무서웠습니다.’라는 진술은 생리학적 전형에 속하다. 이때 타자에 대
한 주목은 타자를 벗어나 학습자의 신체적 ‘감정들’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이 미적 전형 중에 가장 낮다(스톨니쯔, 1991: 87). 학습자의 이런 진술
은 낮은 미적 전형에 속하지만 생리학적 전형은 학습자가 본격적인 소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타자체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소설의 다른 문맥들과 모순되지 않는 가
운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소설
읽기에서 접하는 타자와 학습자 사이의 이해라는 긍정적인 관계, 또는 상대
방에 대한 열린 마음, 관용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교사의 도움이 필수적이
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타자인 ‘아비의 태도’와 ‘실명’이라는 소리꾼 여인의

(타자)체험은 꼭 소리꾼 아비와 딸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방식이 아니라 다른 낯선 세계의 흔적에 쌓여 있는 낯선 행위방식에
학습자의 적응력과 사전지식을 활용하는 일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서편제〉에서 타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타자체
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 스스로 타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가 소리꾼의 특이한 생활방식과 행동을 무조건 평
가하기보다 인간의 모습과 소리꾼이라는 특이한 직업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소리꾼 아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지점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리꾼 아비에
대한 유연한 태도 또는 열린 마음에 덧붙여 수용, 처지, 공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학습자가 소리꾼 아비를 인정하고 학습자와 소리꾼 아비 간의 거리
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리를 통해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소리꾼 아비에 대해 부정적 양상을 보인 학습자들이나 수사적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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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양상을 보인 학습자들은 소리꾼의 계집 딸이 장님이 된 까닭과 소리
꾼 사내가 열 살도 못된 딸이 잠 잘 때에 청강수를 몰래 찍어 넣는 사건에
집중하지만,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아
비가 딸의 눈을 멀게 한 행위에 대해 〈서편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사내가 딸을 명창으로 만들기 위하여 딸에게 ‘한’을 심어주려 하였
기 때문이다. 둘째는, 딸자식이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하였다는, 의붓아들의 생각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서편제〉를 읽고 소리꾼 아비와 계집 딸에 대해
감상문에 서술했지만, 아래의 감상문은 어머니의 체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서편제〉에 나온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지 생각해
봤는데 사내(소리꾼), 여자아이 또는 소년인지 선택하기가 힘
들었다. 소설 주인공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 원래 어려운 시기
였던 것 같다. 남편을 잃은 소년 어머니의 저녁까지 일하는 모
습, 소리꾼의 갓 태어난 아이와 소년을 데리고 여기저기 노래
하고 유랑한 삶을 사는 모습 등은 통해 그 시기의 어려운 상
황 속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소년 어머니- 같은 여자로써 소년 어머니의 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 아들의 운명, 앞길을 잘 생각 못 한 여성, 노
래를 하는 사내를 만나 한 선택에 대한 유감, 아쉬움을 느꼈
다.
친딸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것으로 딸의 노래 실력을 성숙
하고 싶은 소리꾼을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사실
은 그 인물도 꽤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
는 여자가 죽은 후 갓 태어난 여아와 그 여자 아들의 책임자
가 돼버린 불쌍한 주인공. 〔서편제-1-DK2〕

〔DK2〕는 소년의 어머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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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을 하기보다 그 체험에 대해 묵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학
습자는 소설 속 타자체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을 동정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서 공감은 학습자(자아)와 인
물(타자)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학습자와 같이 감상자는
타자와의 만남에서 타자의 입장을 공감을 해야 감상자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정용, 2011:18). 이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의 체험을 찾아냈고, 아내를 잃은 체험이나 계집 딸을 실명시
킨 아비의 체험을 한국 문화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 인간으
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타자체험은 인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험으로 즉, 한국 현대소설의 미적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다. 학습자의 이러한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위 학습
자의 감상 태도는 학습자의 한국 소설에 대한 선험 지식과 자국어 문학교
육에서 받은 지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소설 감상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상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
른 양상은, 타자와 학습자 사이에 유사한 체험이 존재하여 학습자가 자아
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감상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을 주로 동원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학 왔다고 하면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우즈베크
에서 왔다고 하면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서로들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국적에 따라 우즈베크 사람,
미국 사람 등 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전통 우즈베크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크 교포라고 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미국 교포, 일본 교포는 알지만 그런 교포는 처음 들었다고 합
니다.〔사진-1-MK5〕

〈벌거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쓴 이 감상문에서는 감상의 주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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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자신의 체험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타자체험에 대한 서술을
생략하고 오로지 자신의 체험에 대한 관점만을 보인 이 감상문의 경우, 학
습자에 의해서 타자의 체험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편, 학습자의 체험에 반영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질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거부 양상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스톨니쯔(1991:90)의 감상자 ‘전형’의 분류
에서 ‘객관적’, ‘성격’, ‘생리학적’ 예를 한국어 학습자 감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위 학습자의 경우 ‘융합되지 못한 연상적’ 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전형의 학습자에게는 타자가 의식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지 못한
다. 때문에 학습자는 타자와 공감적 친밀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의 감상이 꼭 빈약한 것은 아니다. 위의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
체험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체험과 연계시켜 해석해 낸다. 즉 학습자는 나름
대로 소설을 감상해 가고 있는 것이다.
감상 과정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
다. 첫 번째 이유로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습자지만 자아 체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 혹은 학습자가 한
국에서 유학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였더라도 타자체험에 의한 해석을

〈벌거벗은 사진작가〉의 감상 과정에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학텍스트 속에 원칙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질화
와 수용자를 통한 새로운 관계의 창출에 관한 설명을 전제로 할 때,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완균, 2008:37).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 과정에서 보이는 또 다른 양상은, 학습자의
체험과 소설 속 타자의 체험이 동일시되는 양상이다. 학습자들이 서술한 감
상문을 살펴보더라도, 자신이 체험했던 요소들이 감상의 과정에서 타자체험
과 촉발되면서 나타났다. 타자와 학습자 사이의 공통 체험이 기반이 되어,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체험이 마치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
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수난이대〉를 읽고 이루어진 심층면접에서 진
술한, 〔수난이대-3-MK2〕와 〔수난이대-3-DK2〕의 타자체험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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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겠다.
① 〔수난이대-3-MK2〕: 저는 박만도 부자를 보면서 부
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외팔이 아버지가
외다리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태도를 보면서 부모
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② 〔수난이대-3-DK2〕: 소설에서 아버지 박만도, 아들
진수 그리고 ‘술집 여편네’가 등장해요. 주인공 만도는 장애
인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요. 주막집에서 여편네가
만도에게 막걸리를 팔고 같이 어울려요. 아들은 아비와 마났지
만 죽을 생각을 해요. 돌아왔는데, 아비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누구나 다 죽을 생각을 하겠지요. 물론 나중에 다리 한쪽이 없
는 아들을 보면서 만도를 도와주는 만도 그리고 아비를 도와
주는 아들, 부자의 화해로 엔딩이 되죠.
교사: 그렇다면 〈수난이대〉를 읽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없으셨어요?
〔수난이대-3-DK2〕: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다.

①의 〔MK2〕와 심층면담 내용 일부에서는 학습자가 부자간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불구자로 살아온 박만도와 불구자로 돌아온 진수
의 체험에 의한 해석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외팔이 아버지가 외다
리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학습자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럼으로써 타자와 학습자 사이에는 공통적인 체험
영역이 생기고 학습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린다.

②의 〔DK2〕는 비교적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학습자는 박만도가
장애인으로 돌아온 아들 진수를 보고 ‘화를 냈다.’는 진수의 체험을 선택한
다. ‘아비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누구나 다 죽을 생각을 하겠지요.’라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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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통해 비록 만도가 화를 내지만 만도가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만도를 부정적인 인물로 내몰아치기보다 한 명의 보편적인 인
간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낯선 체험으로 느끼지 않고 있
는 그대로 인식하여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속
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로 마무리되기에, 학습자의 결론적
인 해석은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DK2〕
의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묘사되고 있는 갈등과 결말에 대한 해석이 타자체
험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텍스트와의 소통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응답성이 더욱 명료해지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학습
자의 자아 체험을 개입시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다. 감상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박만도 부자의 모습에서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공감을 중심으로 학습자는 이 소설을
감상해 가고 있다.
① 드미뜨리는 러시아 경비원들한테 사람대접을 못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자기와 좀 다르게 생겼다고 차
별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왠지 공감했습니다. 저
도 지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대접을 받고 있으
니까요. (생략) 외국에 있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와 고향이 같거나 자기와 같은 민족의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도움을 받지 못해도 적어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사진-1-DK3〕

② 작품의 주인공인 사진작가 드미뜨리 리-마로프는 힘든
상황에서 자기 일을 좋아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 (생략) 작품의 러시아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의 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유학 생활이 떠올랐다.
작품에서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들과 조금이라
도 다르게 생긴 사람 (피부 색, 눈, 민족 등)한테 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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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는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것을 알게 되면 무
시당하기 시작하게 된다. 또는 외국인인 것을 알자 영어로 이
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그 것을 생각하면 작품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사진-1-MK2〕

③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으면서 드미뜨리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혈인이 아닙니다. 고려인입니다. 어렸을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려인이기 때문에 상
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우즈베크어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
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즈베크어를 할 줄 알았
습니다. 우즈베크어 선생님이 ‘너희 나라로 가라!’고 했습니
다. 드미뜨리가 받은 인종차별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많은 고
려인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때 한국어를 배우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는 꿈이
생겼습니다. 〔사진-1-MK3〕

①의〔DK3〕은 소설의 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타자가 ‘사람대접을 못 받은 것’과 ‘차별’을 받은 체험에 주목하고 학
습자 자신의 체험을 투영한다. 학습자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왠지 공감했습
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체험에 의해 자신
의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서 쓰인 대상 작품에 대해 러시
아인을 고려인과 친근한 관계로 묘사함으로써 러시아인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작가는 드미뜨리와 경비원들 사이에 일
어나는 갈등을 지켜 본 가게 주인인 러시아 여인에 대해 무척 단순한 성격
을 부여하며 주인공 드미뜨리와의 대화에서 무척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를 러시아인과 소수민족 사이에 반감을 살 만한
대목을 우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로서 보고 있다.

‘저도 지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대접을 받고 있으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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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학습자
의 경우 주인공의 차별 상황에서 그의 내면적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런 서술을 통해 학습자가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크인 학습자라는 점
을 알게 해 준다. 학습자는 ‘공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습
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서 생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의 체험은 학습자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 있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와 고향이 같거나 자
기와 같은 민족의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지요.’와 같은 서술에서는 동족끼
리 서로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자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소설텍스트
의 이해를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였기 때문이
다. 경험은 소설 이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한국 생활을 한
학습자는 자신의 위치가 수혜자적 입장, 또는 배제되는 피해자적 입장에 놓
여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감상문을 쓴〔MK2〕의 경우도 우즈베크인이고 우즈베크어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MK2〕의 감상문은 학습자의 민족, 학교, 모국어 등이 한국
어 감상문 쓰기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MK2〕의 감
상문을 보면 모국어 요인과 한국 현대 문학 전공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MK2〕는 모국어인 우즈베크어의 특
징18)을 적용하여 감상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는 고
려인, 러시아인 등 다른 학습자들보다 감상문 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
냈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한국 대학원에서의 현대 문학 전공의 영향이
감상문 쓰기에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감상문 후반부에서는 타자체험이 자
신의 체험과 연관되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학습자는 ‘작품에서

18) 우즈베크어와 한국어가 문법적 형태소의 결합과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유승만,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비교연구」,
『슬라브학보』, 제24권 2호, 2009,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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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긴 사람 (피
부 색, 눈, 민족 등)한테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는 한
국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 하고 있으며 타자체험을 언급하여 상이성19)
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설 속에서 타자체험을 자아인 자신도 체험했고 이와 같은 현상은 보편적
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설 속 타자체험이 러시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
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것을 알게
되면 무시당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서술은 한국인들이 후진국에서 온 사
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보다
후진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것을 알자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일부 한국
인들은 외국인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편견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경우이다.
학습자의 입장은 ‘무시’와 ‘다르게 생겼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에서 경험한 상황들과 소설이 제시하는 타자의 체험을 통해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위의 표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학습자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
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타
자의 처지에 이입하고, 차별과 적대감은 러시아 문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도 있고 어느 공동체에서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타문
화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타자일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9) 상이성만을 강조할 경우 문화 간의 결속과 유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결속과 유대 없이 참된 의미의 상호문화성은 성립될 수 없다. 문화적 동
질성 내지 유사성에 대한 느낌이 이의 형성에 결적인 기여를 한다. 박인철, 「이질
감과 친근감 -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 연
구』 제50집, 2011,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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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차별과 편견으로 타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
나 타자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세의 필요성을 더 설득
력 있게 제시한다.
앞서 분석한 감상문을 쓴 〔MK2〕의 우즈베크인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
에서 러시아인들과 한국인을 보고 감상문을 서술하는 반면, 우즈베크인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보인 고려인 학습자의 양상도 있었다.

③의 〔MK3〕은 발견한 소설 속 타자체험을 자신의 체험에 적용하면서
타자와의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는 타자가 받은 인종차별과 자신이 받
은 인종차별에 대해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발가벗은 사진작가〉에서

‘혼혈인’을 내세우는 것은 그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다. 그리고 작가는 러
시아라는 다민족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민족들 간의 공존과 갈등에 대해 반
영하고 있는데, 학습자는 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의 체험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국에서 직접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면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직접 체험했던 차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소설이라는 매개를 통해 타자체험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소설에서는 뜨미뜨리만 혼혈인이 아니
다. 그가 만난 알리나도 혼혈인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드미뜨리가 계속해
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감상문에서 언급한 장면
들은 자신의 상처와 체험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자아 체험을 연상시키면서 동정(同情)과 배려를 보이는데 즉, 타
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공감을 보이는 것이다. 학습자가 소설을 읽은
후 어떠한 응답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타자의 체험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감상 과정에서 얻게 된 공감적 태도는 곧
감상 과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렸을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진술을 통해 〈발가벗은 사진작
가〉의 반영20)된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독자의 ‘양
20) 반영은 기록의 단계를 넘어 한 시대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거나 그 시대 또

- 114 -

상’이라는 총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정보를 중심으로 놓고 텍스
트, 주체, 맥락(상황) 등을 종합한 형태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21)고 보
인다.
한편, 소설 속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는 자신에 대해 ‘고려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장하면서 갖게 된 ‘두 문화 간의 혼합으
로 생겨나는 문화적 혼종적 자의식’22)을 발달시켜 우즈베크, 고려인, 러시아
인들 사이의 문화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실 많은 고려인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살지만 최근 들어 ‘문화적 혼종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고려인 학습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지만 러시아어
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우즈베크, 러시아, 고려인 및 한국 문화,
이 네 문화 간의 혼합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적
자의식이 소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을 구성하고, 타자와의 상
이성을 통해 관용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감상문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자의 입장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능
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설 감상 교육에서 타자의 체험을 해석한다는 것은 지식을 축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자체험을 통해 얻은 공감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상호인정,
움직임, 절차를 실행(압달라-프렛세이, 2010:80)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 차이
에 대한 민감함23)과 감수성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틀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려내는 것을 뜻한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51쪽.
21) 최인자, 「문학 독서의 사회·문학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
학교육학』제25집, 2008, 430쪽.
22) 이홍경,「독일과 터키문화 간의 상호 문화적 대화 -스탠 나돌니의 소설 『샐림 또
는 언변의 재능』, 『獨語敎育』 제39집, 2007, 292쪽.
23)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함(sensitivity to cultural differences)’이란 이문화간 커뮤
니케이션에서 사이가 문화적으로 다른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알아차리
는’ 민감함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신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곧바로 ‘비상식적’이라든지 ‘이상하다’라고 부정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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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돕기 위해서 학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용성을 학습자의 입
장에서도 발휘하도록 학습을 통해 독려해야 한다.
앞서 학습자들의 해석 양상에서는 타자와 학습자 사이의 공통 체험을 통
한 특징들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소설 감상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타자
와 상호 교류하면서 그들의 감상문에 중층적인 요소가 녹아들어간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도 대상 소설들의 타자처럼 한 인간으로 사랑을
하거나 고통 혹은 슬픔 등을 체험한 존재이므로, 여성(젠더)· 소수자(인종)
등의 중층적인 요소들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에게 타자체험과 유사한 체험은 있되, 해석의 중심이
감상자 자신의 체험보다는 타자체험에 가 있는 경우이다. 학습자와 타자의
공통된 체험이 위주가 되는 양상이다. 타자체험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체험
한 것을 감상문에서도 서술하고 면담에서도 진술한 학습자 〔DK2〕의 양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문 자료 :
주인공은 저와 비슷한 것도 몇 가지 있었고 처음 읽어본
작품인데도

①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드미뜨리는 어렸을 적

② 할머니랑 살았을 때 한국말을 배웠었는데 어머니랑 살았을
때부터는 한국말을 허지 않고 러시아말을 썼습니다. 저도 그랬
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러시아말을 써야 다른 사람들처럼
교육도 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드미뜨리는 러시아 경비원들한테 차별을 받았는데 저
도 역시 한국에서 지내면서 ③ 차별을 받은 적이 있어 동감했
습니다. 〔사진-1-DK2〕
하지 않고, 그것이 상대의 문화에서는 ‘상식적’일지도 모른다는 상대의 문화 기준이
자기와 다를 가능성을 생각하는 냉정함, 관용을 의미한다. Hiroko Nishida, 異文化
間コミュニケ-ショソ入門, 박용구 역,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
스, 200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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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자료:
교사: ‘드미뜨리는 러시아 경비원들한테 차별을 받았는데
저도 역시 한국에서 지내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어 동감했
습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예나 또는 한국이 차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세요?
〔사진-3-DK2〕: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래도 기분은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식당에 갔는데 우리 말고 한국인 손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 손님들도 그렇고 반찬이 떨어져
더 달라고 했는데 한국인 손님은 금방 갖다 줬는데 우리는 두
번 달라고 했을 때만 갖다 줬어요. 외국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
터 대접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옷가게나 휴대폰 가게에서 외국인들한
테 거짓말해 돈을 더 받는 것도 있지요.

우선, ①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읽어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학습자와 소설텍
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낯
선 텍스트이지만 익숙함을 반영하고 있어 처음 읽어본 소설을 고정된 경계
로 설정하지 않고 상대적 관계로서 보고 있다. 학습자는 소설의 타자를 통
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공이 ‘할머니랑 살았을 때 한국말을
배웠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고 자신의 체험을 연상시켜 답변을 주는 것
으로 드러난다. 주인공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의 처지에 이
입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호감을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당시 소련의 동화주
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지만 ‘러시아말을 써야’라는 표현으로
당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다. 소설의 타자와 동일시된 자신의 입장
을 보여주고 있다.

③에서는 ‘차별’이나 ‘소외감’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즉, 타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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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으로 감정이입을 하여 그의 차별화된 상황에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에
서 유학을 하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한국에서 지내면서 차별을 받
은 적이 있어 동감했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학습자가 ‘동감’했다는 것
은 주인공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양상을 보이면서 주인공의 입장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이해에서의 관용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수용은 적극적인 자세이다. 학습자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주인
공과의 만남에서 주인공을 수용했다는 것은 주인공과 그가 속한 집단에 대
해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
듯이, 학습자는 주인공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주인공이 속하는 문화적 맥락
과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본다는 점이다.24)
심층 면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타자가 겪는 사건으로 인해
감상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학습자에게는 타자가 겪게 되는 ‘차별’이
핵심의 요소이다. 타자가 겪는 사건은 그의 운명이나 사회적 모순 등 타자
의 외적 사황(타자세계)가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까닭에 학습자는 이
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에 대응한다.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재 살고 있
는 ‘한국이라는 사회’와 ‘한국인’에 대해 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
서 답변을 했다. 그 내용은 한국인의 태도로 인해 ‘기분은 좀 안 좋았던’ 경
험인 것이다. 앞에서 든 예에서 학습자는 한국인의 태도를 ‘차별’과 관련해
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외국인 상대를 대상으로 사
기 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학습자가 규정한 그 자신의 판단이다. 이러한 판
단은 개인적 경험에서 내리는 것이지만, 진술된 경험에 경우 학습자뿐만 아
니라 상대 한국인, 양자 모두가 인간에 대한 표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의 경험은 이 학습자가
24) 이것은 문화상대주의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문화상대주의란 각 문화적 요소는 그
것이 속하는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본질적으로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통해 문화의 민족중심주의적 관점을 약
화시키고자 한다.” 압달라-프렛세이(2010), 앞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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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상대방의 특이한 태도, 행동이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은 학습자의 개인 체험일 뿐이
고 학습자의 시각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속의 타자가
처한 상황이나 경험이든 학습자가 지닌 체험이든 동일텍스트를 읽는 학습
자들은 다양한 의미와 해석의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살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열등감과 피
해 의식에서 벗어나 고려인 또는 우즈베크인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도 한국 사회에 통합하기 위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인의 문
화를 수용하고 포용할 상호관용이 요청된다.
위에 학습자들의 감상문과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타자의 체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소설을 해석하
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타자체험’이다. 작품 속의
타자의 위치, 또는 체험을 파악하는 일은 소설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다. 소설 타자의 체험은 학습자의 체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타자체험에 대한 동참은 학습자들
의 이해를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을 신장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해석적 서술을 통해 학습자가 타자와의 만남에서
협상, 인내 등을 하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간
섭이 필요하다.
다음은 〈수난이대〉를 읽고 학습자와 타자의 공통된 체험을 중심으로

〔수난이대-1-DK3〕이 서술한 감상문의 양상이다.
구소련에서 아프간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장애를 입어도 살
아서 왔기 때문에 온 동네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
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 기쁘게 마중하는 것보다 무
뚝뚝하게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구소련에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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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수란 주인공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스니더.” 하는 사람
들도 있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들 위해 시설도 좋고 일반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꼭 장애가 아니라 사업부도
나, 가족 문제, 인간관계 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사람,
가족이 있는 집에서 관심 주고 따뜻한 한 마디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수 아버지처럼...본인 팔이 없어도 다리
없는 아들 보고 위로해주는 아버지…….〔수난이대-1-DK3〕

〔DK3〕은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에서 자국의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
건에 대해 선험지식을 동원한다. 그리고 소설 속의 두 타자가 불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감상문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감상문의 시작부분부터
자국의 역사적인 사건과 선지식을 활용했다는 점은 특징적이지만, 소설의
주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동참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
편, 타자체험과 자아체험을 내우세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학습자가 내세우는 것은 첫째, 전후 상황이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타
자와 접촉하는 결과는 학습자 본인의 선험지식에서 떠오르는 응답성으로
나타났다. 전쟁 후 장애인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마중하는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군인들을 기쁘게 마중했다는 것이 학습자의 주장이
다. 반면, 한국 현대소설을 읽으면서 장애인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
지의 체험은 낯선 체험이다. 학습자는 이런 상황을 타자체험과 자아체험으
로 내세우지만 소설 속의 타자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상대 문화에 대한 부
정적인 시선을 지닌 학습자의 입장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학습자는 자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과 역사교육을 통해 전쟁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
을 활용할 수 있지만, 소설의 결말에서 두 부자가 화해하는 장면이 반영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 소설의 주제는 한국
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성을 역사적 상황에서 돌이켜봄과 동시에 그것을 극

- 120 -

복하는 삶의 양식을 극명하게 형상화하는 것이다. 작품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무거운 주제를 주인공의 일상적인 정서에 의탁해 처리하여 역사적 상황
을 이겨가는 한국인의 삶의 한 양식을 조급하지 않게 부각시켰다는 데 이
작품은 의미를 지닌다.25)
학습자는 전쟁 후 타자체험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의 체
험으로 넘어와 이를 타자와의 연결을 통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
했던 경험의 진술을 통해 〈수난이대〉에 형상화된 타자를 현실에서 ‘장애
인’이라는 타자와 연상시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단지 유사한 체
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소설 속의 타자를 보고 그 의미
를 해석할만한 그 밖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습자는 ‘장애인’이라는 타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소속
된 사회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어떠한지 서
술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소속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은 학습자의 소극적인 동참을 보여주
고 있다. 그것은 소설 속 ‘장애인’이라는 인물의 행위와 태도를 관찰하여 해
석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타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른 사람
들의 행위와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
회에서의 장애인과 복지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지만 소설 속 타자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의 타문화 즉, 한국 사회의 핫이슈로 논의되는 ‘자살’ 문제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학습자의 이런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학습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고유문화
와 타문화 간의 문화적·사회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학습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었던 장애인에 대한
25) 현길언,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눔 출판사, 1997, 21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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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소설 속 타자를 접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 경험은 학습자가 한국
이란 낯선 공간에서 겪은 경험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고유한 것과 낯선 것 간의 차이점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만도와 박진수와 같은 사회적 타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차이점
만 아니라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상문에 서두에서는 만도의 행위를 ‘무뚝뚝한 아버지상’과 연관시켜 언
급하지만 감상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위로하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자신
이 타자의 자리에 적응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 아프간전쟁을 체험하지 않고 역사적 거
리도 먼 학습자에게는 전쟁 후의 참혹한 실상과 혼란에 대해 이해하는 역
사적 동질성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비판적 관용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타자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존재이므로 협상뿐만 아니라 갈등의 행소방안을 도출하는
데도(압달라-프렛세이, 2010: 75) 교사의 도움이 요청된다.
아래의 〔수난이대-1-MK2〕의 학습자 감상문에서는 학습자가 타자체험
을 발견하여 자신의 체험을 동원하면서 타자체험에 소극적인 동참의 양상
을 발견할 수 있다.
①작품은 부자 이야기이며 두 세대가 겪고 있는 수난을
다루고 있다. 일제의 강제로 징용에 끌려 나가 왼쪽 팔을 잃었
던 아버지 박만도와 내전 (6.25)에 참전해고 발 한쪽을 잃고
돌아온 아들 진수의 이야기다.(생략)
“애라이 이놈아.”
··· “니 우짜다가 그래 됐노?”
라고 묻는다. 진수도 아버지처럼 전쟁에서 폭발 이유로 인
해 사고 당한 것이었다.
작품 결말에 진수가 ‘아부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더’ 라고 하는 말에소리 하지 마라. ··· 집에 앉아
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대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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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겠나, 그제?’라고 ②아들을 위로한 아버지 모습과 맨 마
지막에 왼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발 한쪽이 없는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장면을 읽고 나도 모르게 눈
물이 나오게 되었던 장면이었다. 부모는 늙어도 자식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이 작
품을 통해 확인했다. (생략)
③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 구성되어 있을 때 만도와 진수
같은 삶을 살았던 부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소련시대
1941-45 년 전쟁 때 우즈베키스탄 시민 중에도 수많은 사람
들이 집에 안 돌아왔고 눈, 한 팔, 발 한 쪽이거나 둘 다 잃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쟁에 관한 작
품들이 많다. 물론 상황은 조금 따를 수 있지만 (수난 이대에
서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참전하고 아들은 남북 전쟁 때 참전
한 점)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때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현
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떠오른다. 〔수난이대-1-MK2〕

이 감상문은 비교적 충실하게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먼저 ①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세대가 겪었던 수난의 주
제를 드러내어 서술하고 있다. 학습자는 등장인물, 인물들의 배경, 갈등의
계기와 결과, 그리고 결말가지 순차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학습자는 역
사적 사건 즉 타자체험에 대해 잘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②에서는 소설의 결말을 언급하면서 학습자는 타자인 만도의 체험에 대
해 ‘아들을 위로한 아버지’로 언급하고 있다.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
심조심 건너가는 장면을 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되었던 장면이었
다.’라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는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그 내용과 사건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체험을 인식하
고 타자와의 상이한 관계에서 이미 상호 관계설정이 이루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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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판단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되었던 장면이었다.’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에서 학습자는 타자의 개별
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타자에 대한 느낌과 입장을 표명한
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학습자의 이런 행위는 자타체험
에 동참을 보여주고 있다. 타자체험에 동참함으로서 타자와 학습자가 상호
의존적 관계성26)을 갖는 것이다. 이런 관계 형성을 통해 학습자는 감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적 경험을 얻게 된다. 미적 체험은 인지와 정서가 동
시에 작용하는 인간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심리 작용에 수반되어 나타
난다(염창권, 2008:312).
문학 감상에서 미적 체험의 주체는 학습자이고, 학습자는 미적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자체험을 발견하고 소설을 감상 과정에 관여하는 동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개입은 필수적이라 하겠
다. 이때 교사의 개입은 학습자의 감상 행위를 간선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감상을 위해서 교사 -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 학
습자간의 소설텍스트를 매개로

타자체험 동참을 통해 형성된 감수성과 상

상력을 공유하고 적절한 상태로 활성화27)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는 박만도 부자의 관계를 통해 부모가 가진 특수성을 발견하기보
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이 사랑은 모든 문화에 존재하
는 규범과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즉, 소설 속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협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이런 고백과 서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소설텍스트에서 타자인 인물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
고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감정이입 능력을 형
성하게 하여 동정과 수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③에서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한 부자가 겪는 수난에 대
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자의 체험을 이해 위해서 자국의 역사적
26) 염창권, 「미적 정서의 특성과 문학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36집,
2008, 311쪽.
27)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先淸語文』, 제26권 1호, 1998,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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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동원하고, 유사 상황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역사적인
사건인 전쟁과 한국의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비교해보면서 역사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문화의 비교를 통한 유대와 결속의
재확인은 소설 속 타자체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소설 속 등장인물과의 만남에서 감정
이입함으로써 타자는 나와 다르지만 많은 면에서 나와 비슷하게 느끼고 생
각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등장인물을 보다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지니
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협상을 하게 되며, 비판적 관용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의 감상문에 서술된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의 고
찰을 하였다.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대한 이해 상황
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형태 및 그 구체성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설 속의 타
자의 체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해석은 다양했다는 것이다. 소설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만큼 그 지평이 확장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소설 감상 능력도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이란 소설 속의 세계를 주목하여 감상자 자신
의 지식의 영역과 연결시켜 탐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감상자가 타자세계
를 탐색하고 이에 의해 해석을 한다는 것은 타자세계 정보28)에 대한 일반
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지만, 타자세계 정보를 인식하
는 그 순간만큼은 이미 감상자 자신이 타자세계 속에 ‘얽혀’ 고유세계에 대
해 해석하게 된다. 즉,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 과정에서는 대립, 갈등,
28) 문학 텍스트는 그것이 창작되었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유물이나 유적처럼 정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의식에 동적으로
작용하는 사실인 것이다. 윤여탁,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3,
157-158쪽. 타자세계 정보에는 다른 가치체계나 규범 체계를 운영하는 영역적 질서
(세대, 성별, 계층, 국가, 문화 등) 포함되어 있다. 권오현, 앞의 논문, 2010,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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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비교 등 이루어지면서 고유 세계에 대한 감상자의 지평이 확대 될 수
있으며, 감상자의 시각이 변화되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수립될 수
있다. 또한 타자세계와 감상자 세계 간의 관계 설정과 비교를 통해 감상자
는 타자와 자기 자신을 좀 더 알게 된다. 그리고 자기 소속 집단의 편협한
지평선(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97)을 넘어서 확대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
다. 타자세계 탐색을 통해 감상자는 자신만의 감상문을 창조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29) 실제로 학습자는 타자세계의 의한 탐색을
자아 세계 정보와 비교하거나, 비판 또는 평가를 하면서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에 반영된 타자의 세계와 감상자가 살아가는 현실 세
계의 정보를 중심으로 감상자의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소
설의 타자세계에서 생활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의 경우 타자세계의 탐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해 내는지, 또 자아 세계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들을 고려하여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의 양상을 나누어 보고
자 한다. 첫 번째 양상은 감상자가 타자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역사·사회적 정보를 활용한 해석의 경우이다. 이 경우 학습자는 타자세계의
역사·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타자세계 정보를 자아세계와
비교하면서 감상자만의 새로운 해석의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 양상은 감상
자 자아세계와 타자세계의 문화적 정보가 탐색의 중심이 된다. 감상자는 타
자세계와 자아세계의 문화적 정보를 탐색하면서 비교, 비판, 평가 등과 같
은 응답성들을 보인다.
아래에서 〔수난이대-1-MU1〕의 감상문을 통해 역사·사회적 정보 탐색
에 의한 해석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9) H. Porter Abbott,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外 역,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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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에서 6.25 전쟁이 있고, ‘일제강점기’라는 때
가 있어서 일본과 안 좋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징용’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다. 일본과 안 좋았다
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징용처럼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그
런 자세한 상황이 있는 것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팔도 잃어버리고 다리도 잃어버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내용
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된 것
같다. 사실상 외국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큰 내용만 배우
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데 이
소설은 그러한 점까지 잘 알려주었다. 〔수난이대-1-MU1〕

〔MU1〕은 소설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자신의 사고의 내용을 대비적
으로 진술함으로써, 소설을 읽고 난 뒤 발견 되고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스
스로 정리해 내고 있다. 바로 ‘이전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때가 있어서 일본
과 안 좋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소설을 읽
은 후 ‘일본과 안 좋았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징용처럼 끌고 가서 일
을 시킨 그런 자세한 상황이 있는 것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라는 진술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 학습자의 해석이 이처럼 이루어질 수 있
었던 것은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선험지식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타자세계의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큰 내용’에 대한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과 소설 학습을 통해 타자세계의 사
회·역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점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의 사회·역사를 배울 때는 일반
적인 지식을 얻지만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통해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보다 다양한 정
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타자세계
와 학습자 자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시각이며, 비록 학습자와 소설 속의 세
계가 다를지라도 그 틀을 통하여 타자체험을 관조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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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의 감상문에 서술된 타자세계의 역사·사회적 정보에 대한 고
찰을 통하여 학습자가 소설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줄거리에 대해 어
떠한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또 그 해석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학습자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서술하거나 진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설이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타자세계 정보에 대한 언급도
응답성 결과의 하나이며, 이와 같은 서술 또는 진술에 대한 확장 및 심화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응답성의 양상을 유도할 수 있고 아울러 등장인물과 소
설 의미에 대해 폭넓은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소설 속 정보에 대해 서술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텍스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이와 관련된 요소가 자신의 진술에 필
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타자세계 정보에 대해 서술
하면서 이와 연결된 여러 맥락들을 감상문이나 심층면담의 내용에서 언급
할 때는 응답성의 양상이나 정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주목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다 타자세계 정보에 대한 확장되고 타
당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편제〉를 읽은 〔서편제-1-MK5〕의 감상 양상과 〔서편제

-3-DK2〕의 심층면담의 진술 내용을 보겠다.
이 소설을 읽은 내내 어둡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 소솔 초
반부터 공동묘지 아래 버려진 한적하고 헛간 같은 빈집 이야
기가 상당히 우울한 느낌을 준다. 6.25 전쟁이 끝난 그 당시
배경 자체가 왠지 절망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있었던 것 같다.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마치 그 소릿재의 일부
분인 것처럼 독자에게 다가온다. 〔서편제-1-MK5〕

〔서편제-3-DK2〕: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부장
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했고
아버지도 자식 의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딸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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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눈을 멀게 한 게 아닌가... 노래를 부르면 그래도 어
느 정도 돈은 벌 수 있으니까요 …….

〔MK5〕는 소설 속 ‘전쟁 후’의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적하고 헛간 같은 빈집
이야기가 상당히 우울한 느낌을 준다.’, ‘절망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등 소설 속의 상황을 마치 학습자가 실제 상황인 것처럼 체험하
고 이에 대하여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타자에 대해 ‘소릿재의 일부분인 것처럼 독자에게
다가온다.’고 서술하는 것은 감상 당시 느낀 학습자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소설의 배경에 대해 서술할 때 ‘슬픈 기분’, ‘우울한
느낌’, ‘절망과 쓸쓸함’으로 타자의 심리 상태를 정의함으로써, 이때는 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적 태도는 타자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향유
라고 주목하는 태도이다. 이렇듯 타자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표현하고 있
지는 않지만, 학습자는 소설의 타자에 대한 태도를 위의 상태들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느낀 소설 속의 다름과 낯섦에 대한 태도는 타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미적체
험에 도달하게 한다.
즉, 학습자는 타자를 통해 미적체험을 하면서 소설텍스트의 의미를 해석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교사는 소설의 다름과 낯섦에 대한 체험
을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소설 속 타자의 낯선 것과 학습자 자신의 것을
지속적으로 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학습자가 비로소
타자의 시선으로 다른 세계들을 이해하고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바라보며
소설이 지닌 해석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
적 유연성과 적응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듀이는 주체가 환
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차츰 질서와 형태30)를 획득하게 되고, 그러다가 경험
30) 하나의 경험이 갖는 질서와 형태와 관련하여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
모든 완전한 체험에는 형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역동적이 짜임이 있기 때
문이다. 내가 그것을 역동적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체험을 완성하는 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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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특정한 성질로 수렴되고 통일되는데 이 순간이 바로 하나의 미적 경
험31)이 탄생하는 때라고 말한다.

〔DK2〕는 심층면담에서 ‘가부장제 시대’라는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한다.
이는 학습자가 타자세계의 역사·사회적 정보에 대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
다는 증거이다. 학습자는 ‘가부장제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소리꾼 아비가 딸의 운명을 결정하고 딸은 그것에 순응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소리꾼 여인은 아비의 말씀을 무조
건 따르는 딸이며, 소리꾼 아비는 ‘자식 의견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
비로 보고 있고, 이런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들에 대해
자신의 고정된 시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는 것은 학습자가 언급한 바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가부장제 제도’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여성 젠더
와의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 동안 소설 속 타자
세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편제〉를 읽는 과정에서 타자세계와 자아세계의 ‘문화적 정
보’가 탐색의 중심이 되고 이를 비교, 비판 또는 평가하며 감상한 〔서편제

-1-BU5〕,〔서편제-1-MK6〕, 〔서편제-1-BK19〕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이 걸리기 때문이며, 그 체험은 마치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
기에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끝마무리가 있다.……어떤 체험을 미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저항과 긴장, 그리고 원래 기분전환을 유발하는 흥분을 폭넓고 완결
된 체험의 마무리로 탈바꿈시키는 특별한 역동성이다."라고 말한다. 박성봉,『감성
시대의 미학』, 서울: 일빛, 2011, 238쪽.
31) 듀이가 ‘하나의 경험’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듀이는 하나의 경
험은 어수선한 1차적 경험들이 특정한 성질로 수렴되어지고 통일되는 순간이라고
했다. 때문에 일종의 완결적 구조를 갖는 경험 하나가 비로소 탄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듀이가 ‘침투적 성질(편재적 성질)’에 의해 경험이 수렴되고
통일된다고 한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침투적 성질이란 특정한 성질이 강렬하
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상황과 경험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침투적 성질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결된 경험이 완성될 때를 가리켜 하나의 경험이
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침투적 성질’에 대해서는 김연희, 『존 듀이의 교육
미학』, 파주: 교육과학사, 201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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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에서 소년이 무덤가에서 놀았다는 장면이 있습
니다. 이 작품에서 사람이 죽으면 친척들이 집 근처에 묘를 만
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묘를
집 멀리 있는 곳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묘지가 가까운 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같
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서편제-1-BU5〕
본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자국어로 된 작품과 연관된 점이
있다고 할 수 힘들지만 우즈베키스탄 소설에서도 소리꾼 인물
들이 나온 작품이 있었다. 특히 옛날에는 술파는 집에서 소님
이 원하면 소리꾼을 불러서 노래시킬 수 있는 장면이 서편제
소설 장면과 비슷하다. 〔서편제-1-MK6〕

꼭 한국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딸의 눈을 안보
이게 하는 것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매우 특이하
다. 한국의 ‘한’이라는 문화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서편
제-1-BK19〕

먼저 〔서편제-1-BU5〕는 고려인 학습자이다. 이 학습자는 소설을 읽고
타자세계에 대한 탐색하는 과정에서 고려인의 고유문화와 우즈베크 문화에
대한 지식을 연상하였다. 학습자는 공동묘지에 대한 정보를 소설이 보여주
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
습자에게 낯선 장면이라기보다 친숙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학습
자는 소설에서 본 그 장면을 ‘신기했습니다.’라고 서술했다. 이 감상문에서
는 학습자가 장면에 친숙함을 느끼면서 타자세계의 문화적 정보에 대해 자
신의 편견을 보이기보다는, 고유문화에서 공동묘지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지만 제3의 우즈베크 문화에서는 오히려 묘지와 가까운 거리에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을 들면서 두 문화들에 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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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이러한 소설 속 타자세계에 대해서 탐색하
는 과정에서 타자세계에서의 ‘묘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텍스트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의한 자
신만의 기준으로 연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문화를 연상시켜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소설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실
현하는 학습자의 또 다른 해석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
야 할 것은 학습자 고유문화의 공동묘지에 대한 시각이다. 사실 공동묘지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규칙은 학습자만의 고정된 관점이다. 소련 정권은
그 정권이 무너지기 전 소련 내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모든 시민을 평
등한 사회주의 ‘소련’이라는 집단의 시민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통해 모
든 중계 집단(소수자, 종교 공동체, 지역 등)을 없애게 했다(베르분트,

2014:69).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교회 신자와 회교 신도의 종
교적 차이는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 묘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
리고 정교회도 아닌 회교도 아닌 고려인들은 이에 따라 외각 지역을 공동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교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보충 설
명을 하면서 학습자의 고정된 관점이 더 이상의 의미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가 감상문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는 긍정적이다. 문화적 차이의 인정은 질문을 새롭게 함으로써 다른 해
석이나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자신과 타인 사이의 변증법의 창의적인
풍요로움을 다시 찾는 또 하나의 방법32)이기 때문이다. 한편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의 오독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해석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텍스트 다시 읽기를 통해 오독의 교정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종전의 해석이
가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텍스트 정보와 바르게 연관시켜 학습자의 해석
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교육적 처치가 될 것이다.

〔MK6〕의 서술은〈서편제〉를 읽고 고유문화 정보에 대한 기존의 경
험을 연상하는 감상문이다. 학습자는 ‘우즈베키스탄 소설에서도 소리꾼 인
물들이 나온 작품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타자
32) 전규태, 『비교문학과 비교문화』, 이우출판사, 1994,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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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문화적 정보를

낯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것으로 받

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학습자의 배경지식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
다.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자신의 민족 공동체를 밝히지 않지만 그가 우즈베
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즈베크 소설의 소리꾼33)에 대한 정보는
우즈베크인 학습자가 우즈베크어 문학교육에서 받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우
즈베크어 고등학교는 우즈베크어와 우즈베크 문학을 배우고, 러시아어는 외
국어로서 배운다. 따라서 러시아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른 학습자들은 위
의 학습자와 달리 우즈베크인 학습자들에 비해 우즈베크 문학을 잘 모르고
이러한 배경지식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BK19〕는 ‘한’의 정서를 ‘문학적 정보’로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소리꾼 아비와 대비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서술하면서 예술인들
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소리꾼 아비를 자율적인 개인이 아닌 예
술인들의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개인적
경험과 기억이 전수한 표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베르분
트, 2012:218). 학습자에게 소리꾼 또는 예술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고정관
념이 생기는 것은 예술인들에 집단을 비판하거나 이 집단의 단점을 거론하
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는 예술인들의 집단을 잘 모르거나 소리꾼 아비로
인해 생긴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의 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
에서 발생하고, 이는 학습자의 표상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소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현대소

33) 우즈베키스탄 문학작품 속에 소리꾼이 구연되는 구비서사시를 “더스탄 (doston)”이
라고 하며, 구연하는 소리꾼을 "바흐쉬"라고 부른다. 바흐쉬들은 더스턴을 구연하면
서 농경생활에서 유목생활이 시작되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장소나 지역, 민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서로 다른 여러 판본이 생겼다고
전해진다(중략). 중앙아시아 전역을 포함한 우즈벡의 영웅서사시가 서사무가나 판소
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은경, 「우즈벡의 구연자와 구연학파,
알퍼므쉬콘그롯(우즈벡) 판본의 구연본 비교 연구」, 『중동연구』 제31권 1호,
2013,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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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감상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학습자의 고정관념이라는 장애를 없애는 것
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형성원
인34)은 당양한데, 이 경우는 학습자들이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회적 범주화한 결과로서 타자의 행위와 태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학습자가 ‘딸의 눈을 멀게 한’ 것을 특이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
기서는 학습자가 소리꾼 아비라는 타자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인 입장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낯선 현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학습자가 한국에서 유학
하는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학습자의 선험지식에서 도출된
것일 수도 있다.
앞의 〔MK6〕과〔BK19〕의 학습자들은 유학생 학습자들이다. 이 학습
자들은 우선, ‘한국’이라는 공간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습자라는
점, 판소리 또는 ‘한’의 정서에 대해 사전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
설 타자체험에 대한 해석 또는 소리꾼 아비와 딸이라는 타자체험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소리꾼 아비의 소리에 대한 집념과 한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목표와 꿈도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그의 소리는 어린 사내
에게 숙명으로 느껴졌으며 사내가 도망친 뒤에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력
을 지녔다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다. 그는 가난이 극심했음에도 소리의 대
가로 돈을 받지 않는 예술가였으며, 소리를 통해 그가 이루려는 것은 세속
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 학이 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예술혼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다.35)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
34) 첫째, 고정관념은 부모, 친척, 그리고 친구로부터 형성된다. 둘째, 고정관념은 제한
된 개인적 접촉을 통해 발전한다. 셋째, 고정관념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제공된
다. 넷째, 고정관념은 우리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전한
다. 즉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간접적으로 형성된 결과이다. 위의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보아도 대부분 매체나 주위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단
편적인 일부분만 보고 이루어진 것이다. Kerzil Jennifer & Vinsonneau Geneviève,
장한업 역,『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교육과학사. 2013, 29-33쪽.
35) 박기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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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경우에는 소리꾼 아비의 예술성 추구에 대해 양상을 서술하였지만,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상문에도 이를 서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학습자의 개인
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어, 교사는 학습자들이 소리꾼 아비의 체험을 통해
문화적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이해·수용할 수 있도록 이 작품에 대한 기
존 해설을 제공하여,

문화적 정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

야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 내재적인 차이와 자기 자신의 문화에 내재하는
타자성의 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타자체험을
자신의 고유문화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면서 소
설텍스트를 읽는다. 그러한 판단은 서사의 완결성에 근거를 두는 기준에 따를
수도 있고, 독자의 선험지식, 경험 등에 근거를 두는 외적 기준에 따를 수도 있
다.36)
타자체험에 대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해석과 맞닿아 있다. 비록 허구적 세계가 인물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점철되
어 있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윤리적 감수성을 통해 윤리적 삶을 모색하도록
한다. 등장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세계의 운영 원리에 대한 관심은 학
습자가 지니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상통한다. 문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개개의 덕목이 아니라 윤리적 감각이라고 했을 때, 좋은 문학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성찰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한다.37) 이러한 읽기는 소
설 속의 낯선 것 곧, 인물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의 친숙한 관점과는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학습
자의 관용적 비판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소설 속 역사·사회·문화적 정보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자세계의 정보 습득을 위한 목표를 재설정하여,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가르쳐

36) 우한용, 「서사능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 『문학
교육학』 제13집, 2004, 144쪽.
37) 우한용,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문학교육학』 제14집, 2004, 24쪽.

- 135 -

야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들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을 타자세계 정보
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런 정보들은 자신의 것의 변
화를 요구하고, 학습자가 속한 영역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이런 정보들을
수용하는 경우에 고정적인 형태규범에 변화가 일어나며 타자세계에 대한
화석화된 상이 효력을 잃게 된다(권오현, 2010:20). 타자세계의 문화적 정보
획득은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소설 감상 교
육의 주요 역할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적 정보를 발견하고 대응시키면서
일정한 의미를 생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문화적 정보에 대한 교육은 한국 문화와의 교섭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섭이란 참여와 비판을 의미한다(윤대석, 2014:

216).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의 세계관과 타자 문화에 대한 동
등한 가치, 존재의 인정이라는 점이며, 이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통용되
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학작품을 통해 타자, 타문화의 세계관과
생활방식에 대한 공감 및 정서적 이해가 필요하다(김정용, 2011:14).
다음은 〈수난이대〉를 읽고 ‘문화적 정보’를 자신의 세계정보와 비교한

〔수난이대-1-BU17〕, 〔수난이대-1-BU15〕의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한국에 가면 거기에서 생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
니다. 이것은 너무 신기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들이 대
부분 생고기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건강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잘 못 먹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자주 생선을 잡아서
회를 만들고 한잔과 들이켰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난이대-1-BU17〕

주인공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품 속에 주인
공이 날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남자들이
낚시를 좋아하고 보통은 취미처럼 낚시를 합니다.〔수난이대
-1-BU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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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U17〕에서 소설 속 타자세계에 대한 정보는 타자의 의식주로
나타난다. 먼저, ‘한국에 가면 거기에서 생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
니다.’라는 서술에서 감상에 개인 경험을 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습자는 생선회를 먹는 타자에 대해 거부 양상을 보이기보다 호감을 보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건강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잘 못 먹습
니다.’ 라는 서술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이거나 소설을 통해 습
득한 지식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자의 식문화가 학습자에게 낯선 현
상이지만 학습자는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이와 같은 지식의 정확성의 여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지식을 소설과 관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나 텍스트에 적합하
지 않은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해석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한
편, 기존에 형성된 문학적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도 학습자들의 다
양성을 제한하게 된다. 소설의 해석 과정에서는 하나로 수렴되는 ‘진정한’
또는 ‘올바른’ 의미에 대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기에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
는 교사의 도움이 요청된다.

〔BU15〕의 부정적인 반응은 학습자의 유추가 텍스트 내부에만 국한된
것과 ‘날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이
유는 감상문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남자
들이 낚시를 좋아하고 보통은 취미처럼 낚시를 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자가 우즈베크인이라는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고려인의
경우 생선(물고기)을 생으로 먹지만 우즈베크인들은 생물고기를 절대로 먹
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문화적 정보’ 탐색을 통해 작품
을 감상한 〔사진-1-BK3〕과 〔사진-1-BU10〕의 감상문 양상에 대해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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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작품들 속에서 담긴 음식문화도 차이를 보입니다. 〈사
과 있는 풍경〉은 감자, 사모곤(러시아식 막걸리), 오이지
(solenye ogurcy), 잼(varenie), 수프(sup s fasol'yu), 빵,
고려인 반찬, 핫도그 등이 등장하지만 〈서편제〉와 〈수난이
대〉에서는 회, 고등어, 국수, 참기름, 뭉칫밥 등을 볼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면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국수와 같은 음식은 교려인들에게 그리 낯선 음식이 아닐
것입니다. 〔사진-1-BK3〕

세 작품중에서 첫눈에 보면 〈서편제 〉와 〈수난 이대〉
닮습니다. 근데 잘 읽으면 〈서편제 〉와 〈사과가 있는 풍
경〉사이에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서편제 〉
에 있는 남자와 드미뜨리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세 작품에
술 문화가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러시아에서도 술 문화
가 똑같습니다. 〔사진-1-BU10〕

〔BK3〕은 유학생 학습자이다. 다른 감상문과 달리 세 편의 소설을 읽
으면서 감상문에서 대상 소설 이외의 다른 텍스트와 비교문화적인 고찰을
선행하고 있으며, 상호텍스트성도 드러나 있는 감상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비교문화에 상호텍스트성이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명시한 감상문이다. 학습자의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언급에서 상호텍스트성의 도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설의 특수성을 밝히
는 데 치중하기보다 대상 텍스트 속에 언급된 음식 정보의 차이점을 발견
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상문은 초반부터 ‘세 작
품들 속에서 담긴 음식문화도 차이를 보입니다.’라는 서술로 차이점을 언급
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학습자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했으며 〈발가벗은
사진작가〉에 반영된 음식에 대한 경험을 먼저 보여주고, 〈서편제〉와

〈수난이대〉에서 반영된 한국 음식에 대해 언급하여 문화적 차이를 서술
하고 있다. 그리고 감상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수와 같은 음식은 고려

- 138 -

인들에게 그리 낯선 음식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유사성에 대
해서도 서술함으로써, 이 감상문에서 음식문화 비교 연상을 통해 고유문화
와 타문화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
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이 단지 음식에서만 발견되고, 그 차이점과 유사성이
중요한 이유가 더 이상 기술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학습자가
대상 텍스트를 읽고 낯선 음식문화에 대해 편견을 드러내기보다는 익숙한
음식을 찾는 과정에서 시각의 절대성이 깨지며 학습자의 지평의 확대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BU10〕은 니자미 타슈켄트 사범대학의 학부생이다. 대상 소설텍스트
들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때에는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
라 공통점이 어떤 점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타자체험이나 타자 세계에
대한 유사성은 학습자의 주관적 체험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다. 상호텍스트
적 접근은 학습자 경험의 개입보다는 텍스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
을 수행하려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런 해석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서
편제 〉에 있는 남자와 드미뜨리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라는 새로운 의
미를 실현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읽고 있는 소설텍스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해석 관련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세
텍스트를 읽을 때, 자신의 세계에 의해 축적된 관련 정보를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에 끌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양상으로 학습자는 전에 읽었
던 소설텍스트의 축적된 장면과 현재 소설텍스트의 장면들을 연결하여 소
설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현재 읽은 소설의 요소들은 또한 학습
자의 새로운 문학 경험으로 축적되어 다음 소설을 읽을 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텍스트 상호성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감상 결과를
개인적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상 소설텍스트의 해석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된 상호텍스트를
재해석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소설 감상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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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텍스트들을 떠올리며
상호텍스트적 접근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앞의 감상문 양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의 감상문에 서술된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에 대
한 고찰을 하였다. 물론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는 소설을 읽고 작품이 배경
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타자세계의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자 행위
에 대한 의견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자세계 탐색에 대한 해석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의 경험과 학습자가 몸담
아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현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소설
의 의미와 인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정확성 여부가 우선시되어야 하
며, 그러한 지식을 소설과 관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나 텍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지식을 활
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해석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한편, 기존에 형성된
문학적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된다. 소설의 해석 과정에서는 하나로 수렴되는 ‘진정한’ 또는 ‘올바른’ 의미
에 대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기에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도
움이 요청된다. 소설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대한 이해 상황을 서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표현 방법이나 표현 형태 및 그 구체성에 있
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자세계 탐색에 의
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설 속의 타자세계를 통해 학습자들의 해
석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3.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이란 소설과 접촉을 한 학습자가 익숙함과 낯섦의
상호 교차 속에서 확고한 해석방식을 와해시키며 고정된 사고에 매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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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성찰에
의한 비판은 다양성과 이질성을 그 원칙에 따라 다루며, 정체성의 성찰을
통해 창의적인 풍요로움을 찾고 생성적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타자체
험과 타자세계를 자신의 삶에 대비하고 이해·해석하여 새로운 세계를 재창
조하는 감상 행위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1) 자아 정체성 문제에 대한 환기
자아 정체성 문제의 환기란 학습자들이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앎, 사회, 역사 전체에 대해 총체
적으로 인식하고 판단38)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자아 정체성
문제의 환기에 의한 해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문화적 자아성찰, 제2의 정체
성(마달레나 드 카를로, 2011:55)등이 정립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의미 실현의 주체이자 소설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생산하
는 능동적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설텍스트를 자신의 경험과 삶에 연결
시킴으로써 학습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정체성의 재구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설텍스트의 경계를 벗어나는 오독 또는 오해가
아니라, 소설 속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소통과정으로서 소설텍스트의 여백을
학습자의 능동적 상상으로 채워 나가는 과정이며, 창조적인 생산적 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은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환기하는지 먼저〈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은 학습자의 양상을 통해 살펴
보려고 한다.
드미뜨리는 알리나하고 전철에서 다시 만날 때 자기의 외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해 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외할머니
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이셨다. 손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엄격하고 입이 무거운 분이셨다. 하지만 드미뜨리의 어머
38) 김성진,「비평의 논리로 본 문학 수행 평가의 철학」, 『문학교육학』 제3집, 1999,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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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달리 우리 할머니는 저의 부모하고 항상 한국어로 이야
기하곤 하셨다. 그리고 드미뜨리처럼 우리 집에서도

1937년

에 강제이주로 인해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 중앙아시아
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많이 들었다. 〔사진-1-BK7〕

드미뜨리의 할머니 중앙아시아로 왔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려인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말이 없는 거는
러시아말을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사진-1-BK15〕

〔BK7〕의 학습자는 드미뜨리의 가족사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연해
주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이 소련의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를 당한 것을 언어 정책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은
러시아, 우즈베크와 한국 이 세 문화 사이에 끼여 있다. 한국어도 러시아어
도 구사하지 못한 채 구소련에서 생활했던 고려인 일부와 독립 후 우즈베
크어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가치관 혼란과 정체성
위기를 겪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사는 이런 정체성 혼란을 느낀 학습자
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주관하는 일관성은 가정, 민족, 종교 집단이 부여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동일인이 없는 고유한 존재인 자기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집단의 규칙과 재원으로부터 종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
시켜야 한다. 요컨대, 정체성의 창조자는 바로 자신(베르분트, 2012:75)이라
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문화를 넘나들 수 있는 능
력을 우선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는 행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감상문에서 서술되지는 않았으나, 소설 속 주인공의 모친이 한국어를 사
용하지 않는 이유를 소설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소수민족은 강제 이주
후 새로운 공간에서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련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모친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강제이주가 남
긴 ‘억압’과 ‘공포’의 흔적들이다. 이런 모친을 통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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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뿐만 아니라, 러시아인과의 결혼으로 낳아 ‘외형적’으로 자신을 닮지 않았
음에도 혼혈인이기 때문에 겪는 아들의 아픔과 그 아픔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현실이 서술된다. ‘억압과 공포의 흔적들을 안으로 눌러 담고 살았다.’
라는 작가의 표현을 통해 러시아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성과 계급성을
내포한 상징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거나 다른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
지고 있다면 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는 소설 속의 타자와 개인적인 차원에
서 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타자를 인정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다. 또한 감상문을 씀
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고유의 가치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문학
감상 능력을 성취하는 데 있다.

〔BK15〕는 드미뜨리의 외할머니에 대해 짧게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학
습자들과 달리 이 학습자는 소설 속 할머니의 엄격한 모습이 그의 러시아
어 구사 때문이라고 한다. 짧은 감상문이지만 학습자는 타자체험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정체성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의 이러
한 태도를 통해 학습자가 자기 성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교사
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환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입
을 해야 한다.
소설을 아주 잘 그렸던 ①그 시기때 소련에서 혼란이 많
았다.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속에서도 혼란이 많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의
을

알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인가?”라는 질문이 그때 자주

발생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마로브
교 때 부터 현재까지
한

천직

자기가 너무나

드미뜨리는

좋아하는

직업에

학
대

꿈을 키워왔다. ②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

는데도 주인공이 왜 꿈을 포기 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랬을
까?”라는 생각을 했다.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드미뜨리는
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다른

재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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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

있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적인
드미뜨리는 그래도 꿈을
만, 어려운

현실성과

일자리가 없고

포지하지 않도록
마주치는

고정수입도 없는
노력을 한다. 하지

드미뜨리 마음속에서도

혼

란이 생긴다. ③만약에 내가 드미뜨리의 상황에 있었다면 내
마음 속에서도 혼란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도 잘 맞는 시간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와준다. 그 만났던 여자 덕분에

드미뜨리에게

드미뜨리

자기가

많이 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첫보기에는 드미뜨리가
행동을 한다. 자기가

봤던 순간은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시각을 있기

때문이다. 드미뜨리가
이

일반사람들 보다

기차를 탔을 때도 여자의

드미뜨리의 특별한 시각의

손을 정신없

대표적인 예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사람의 얼글
을 가장 처음에 보지만
아니라

여자의

손이

드미뜨리는에게
눈에 띄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까

그래서 그런건가?
그리고 마음에 있는 혼란을 이기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
해

많은 생각을 한다.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자기 작품을

판다. 그리고 결국에

좋아하는

여자도 만나고

아지는 듯한다. 드미뜨리를 보면서

인생이 좀 좋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꿈

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④나도 꿈을 이루기
한국에 서 공부하는데
않고

노력하고

잘

위해서

끝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1-BK12〕

감상문 서두 ①에서는 학습자가 ‘만약에 내가 드미뜨리의 상황에 있었다
면 내 마음 속에서도 혼란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언급은 타자인 드미뜨리
의 심리·행동의 동기에 대해 학습자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가 주인공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상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②에서 학습자는 주인공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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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학습자의 이러한 태도는 소설 속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의 문화를 이해
하기 위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미뜨리의 행동을 보면서 의
문을 던지고 지각을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의
감정과 처지에 이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가 겪었던 혼란기의 주인
공이 겪은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는 태도
이다.
학습자는 비록 다른 사회와 공동체에 속한 타자인 드미뜨리를 소설을 통
해 만났지만, 타자도 학습자 자신과 같이 비슷하게 느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드미뜨리라는 타자를 보다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즉,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타자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며 타자를 멸시하고 배척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학습자로 하여금 타자와의 동일화를 통
해 그의 감정과 처지 속으로 감정이입하게 하여 타자의 상황과 처지에 동
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③에서 볼 수 있는데, 학습자는

‘만약에 내가 드미뜨리의 상황에 있었다면 내 마음 속에서도 혼란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서술을 통해 타자인 드미뜨리의 심리·행동의 동기에 대해 학
습자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나타나는 가
정하기는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해 현실
적인 사고나 행위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④에서는
소설을 읽고 타자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하는 모습을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위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상황, 상황에 대한 대
응 그리고 결과를 견주고 있다. 그리고 소설 속 인물이 상황에 처하고 행동
하고 적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공감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인식과 행위에 대한 본격
적인 성찰이 이루어졌다. 이는 학습자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속
한 주인공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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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만나는 새로운 시각은 감상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일반사
람들 보다 다르게 행동을 한다.’, ‘드미뜨리가 기차를 탔을 때도 여자의 손
을 정신없이 봤던 순간은 드미뜨리의 특별한 시각의 대표적인 예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학습자는 이런 주인공의 행동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해석하
면서, 그의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특별한 시각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즉, 다른 생활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즉 다른 시각 또
는 특별한 시각과의 만남이 학습자와 타자인 주인공과의 거리를 생기게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낯선 거리를 통해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주인공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그와 만남으로 인한 새로운 시각은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는가? 우선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1-BK12〕의 학습자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기 때문에 타문화와 타자에 대한 경험을 이미 한 학습자이다. 학습자의
이런 직접 경험이 소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소련에 대한 기존의 선지식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서 얻은 직접 경험을 동원하여 소설과 연계시켜 나름대로 소설텍스트의 의
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감상문에서 자아 정체성 문제의 환기를 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학습자가 타자체험을 도입시켰기 때문이다. 타자체험의 도입
내용은 학습자의 개인의 직접 체험일 수도 있고, 학습자 또는 소설 속 타자
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매개로 하는 경험일 수도
있다. 학습자가 소설 속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결국 소설 속 타
문화에서의 자신의 경험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험에 기반을 둔
학습자의 인식이 소설텍스트와 그 속의 타문화의 연관을 매개하고 그 연관
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도입을 통한 의미 해석을 통해 학
습자는 소설텍스트 속의 타문화를 자신의 고유문화와 연관 짓게 된다.
다음은 〔사진-1-BK12〕가 자아 정체성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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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보겠다.
(전략) 위에서 말한 내용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
겠지만, 나는 나의 뿌리, 혹은 내 고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생
각을 늘 했다. 고려인의 위치는 러시아에서, 한국에서도, 우즈
베키스탄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
을 조금씩 받고, 환영만 받지는 못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
다. 항상 어느 사회나 나라에 가서라도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와서는 약점에 대해서 조금 숨기
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한국적 문화의 특징을 내가 많이 배
운 것 같다. 〔사진-1-BK12〕

학습자는 감상문 후반부에서 ‘나의 뿌리, 혹은 내 고향은 어디인가에 대
한 생각을 늘 했다.’라는 진술을 통해 학습자는 정체성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항상 어느 사회나 나라에 가서라도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야 한다.’는 진술은 러시아에서, 한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삶으로서의 확고한 목적성
을 띠어야 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가진다.39)현재 이 학습자가 지닌 정체성의
성격은 ‘이중적’, ‘혼종적’이다. 소설텍스트의 타자를 발견하고 이와 소통하
는 학습자는 동의하고 반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을
통해 새로운 주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타자가 겪는 정체성
의 혼란은 곧 학습자 자신의 문제로 치환되어 내면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적 체험은 학습자의 현실적 삶의 방향
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습자는 ‘한국에 와서는 약점에 대해
서 조금 숨기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를 읽고 자아 정체성에 주목을 했다는 점은 중요
성을 지닌다. 사실 감상문과 면담에서 학습자 모두가 정체성 환기에 주목한
39) 장미영, ｢제의적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언어문학』 제 68집, 2009, 447쪽.

- 147 -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정체성 문제에 대한 환기를 주목하거나
이에 대한 해석은 학습자들에게 해석의 다양한 양상을 유도할 수 있는 근
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개입은 조심스럽고도 신중케 이루어
져야 한다.

2)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이란 소설 속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와의 만남이
라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타자와 자아를 지각하면서 비판적인 입장과 반성
적인 입장을 통해 다양한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들을
수정 또는 조직(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할 수도 있고 타자를 통해 자아를 확인함으로써 자아
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때 학습자는 자기 자신을 관찰자와 해
석자로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홀츠브레허, 2014:172).
특별히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이 요구되는 까닭은 소설 감상 과정에서
타자와 자아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류 과정에서 갈등, 불쾌감
등과 같은 요소들이 편견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고유
편견에 대한 앎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아성찰을 통한
중심탈피를 거쳐 상대성을 배워나감으로써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압달라-프렛세이, 2010: 140-141)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공감하며, 정체성
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설 타자에게도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습자도 혼합되고 복수된 정체성
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을 통
해 학습자들은 상호문화성의 형태인 혼합, 혼종성, 전이문화성 등을 앎으로
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반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수난이대〉를 읽고 타자와 만남 상황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과 연
계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 학습자의 감상문 양상을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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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박만도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박만도 삶을 통해서 작가가

전쟁때 모든 일반적 사람의 힘

든 삶을 표형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 전쟁이 어디에서나

일

어나도 항상 흔적 남는 법이라는 것 전달해주고 싶었다.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득차 있
다. 아들없이 혼사 살고 지나니까 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있
다. 그리고, 전쟁에 갔던 자기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건강히
돌아올거라 믿는 한편 박만도가

겁난다. 아들이 못 돌아올까

겁이 난다. 나도 아들을 기다렸으면 겁이 났을까? 그래도, 부
모로써 희망을 가지고 나날이 살고 있다. 결국에 아들이 곧 돌
아온다는 흰소식을 듣고 박만도의 회망이 힘있게 되살아난다.
박만도는 아들이 도착할 시간보다 일찍 왔으니까 다양한 생각
을 하게 된다.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 자기 인생 등 생각을 든
다. 드디어 아들이 타고오는 기차가 왔다. 자기 아들이 한쪽다
리를 잃었다는 것은 박만도에게 아주 큰충격이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다면 충격을 받았을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남기 때문

박만도에

게 이것은 새로운 힘을 의미를 한다고 본다. 그리 자기가 일시
징용에 왼팔을 잃었던 박만도가 지금의 아들 마음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느 정도 응원도
해 주고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게 아들을 감싸주는 것이 아
주 위대하고 자랑할만 한 행동이라고 본다. 만약에 내가 아버
지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나도 살아온 아들을 이해 했을 것
같다.
물론 부모로써 이런 행동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있지만 자기 피로, 자기 불쌍한 인생을

두고 아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이 아주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한다. 나도
아버지처럼 아들을 위해 사려고 용기있는 행동을 했을 것같다.
그리고 박만고 아들과 같이
다리를

잃었던 아들을

다리를 건너갔을 때 박마도가

업어서 가는 모습을 힘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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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잡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다고
본다. 이는 주인공과 그 아들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용
기 있는 행동을 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수
난이대-1-BK2〕

위에서 학습자는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감상문을 작성하여 소설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 상황과 관련된 양상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
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주인공 만도와 아들 진수의 관계에 대한 서술
에 치중되어 있다.

〔BK2〕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학습자가 ‘만일 ~ 처럼, 만약 내가
~ 라면’과 같은 가정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연결
어미를 통해 소설텍스트에 반영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 학습자는 자기 자신
에 관해 설명하는 이야기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한 타자를 통해 해석 주체인 학습자 자신에 대한 앎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감상문에는 ‘나도 아들을 기다렸으면 겁이 났을까?’,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
다면 충격을 받았을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수사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에서 학습자는 소설 속의 상황을 마치 실제 상
황인 것처럼 체험하고 이에 대하여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이와 같은 감상 과정을 거쳐 소설텍
스트 속 타자를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등장인물 특히 아버지
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학습자는 감상문에서 소설의 타자인 인물의 상황, 인물의 입장, 인
물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며 가정하기를 하고 있다.
그러한 가정이 소설텍스트 속에서는 일부러 회피된 것일 수 있음은 인정되
지 않고 있다. 즉 학습자가 바뀌기를 바라는 상황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
정한 것이며, 거꾸로 이러한 설정 속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실마리가 존
재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40) 박만도가 아들 진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
40)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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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나가지 않으면 이야기 전개가 달리 될 수밖에 없다. 아들이 장애인으
로 돌아왔지만 그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했
더라면 또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감상문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
을지 비교적 소상히 적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타자세계에 속하는 아버지의
상황과 사고방식에 감정이입해 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부모
로써 이런 행동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행
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아들이
불구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
러한 사고 속에는 아들이 시체로 돌아오지 않은 일이 그토록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관여한다. 소설텍스트 속의 아들의 귀향을 사소화하는 경
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실제 학습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
금 감상문에서 서술한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이
는 다른 학습자들의 감상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서술
은 학습자의 성과 연령, 그리고 결혼 여부 등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소설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의 신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학습자가 그러한 감정이입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였다면, 감상문 마
지막 부분에서 학습자는 아버지 박만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르
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서술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학습자가 소설을 읽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반성하는 과
정이 이루어지는 바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을 통해 학습자의 시
각의 변화를 위한 관용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시각의 변화를 통해 성찰적 이해가 감상 수행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
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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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자료:

〈수난이대〉에서는 아들의 아픈 점을 자신의 부족한 점
과 함께 도우며 이겨내려고 한다. 한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
는 아버지와 아들이 돌다리를 서로 도우며 건너는 장면에서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부족한 점을 좋은 점으로 바
꾸려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나도 무엇이 소중한지 다시 확인하
고 부자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수난
이대-1-DK1〕

심층면담 자료:

〔수난이대-3-DK1〕: 〈수난이대〉를 읽으면서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역사
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모습을 통
해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가족
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
니다, 선생님.
교사: 그렇다면 이 소설을 읽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어요?
〔수난이대-3-DK1〕: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난이대-1-DK1〕의 시작 부분에서는 불구가 된 아들에 대한 만도의
슬픔과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의 아픈 점을 자
신의 부족한 점과 함께 도우며 이겨내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부자의
이러한 육체적 손상의 모습과 화해 그리고 의지를 보고, 학습자는 부자를
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
었던 복합적인 사고들 가운데서 〈수난이대〉를 읽고 전면화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는 박만도와 진수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비극의 상처와 고통을 서로 감싸고 도우면서 역사적 시련을 극복해 가려는
의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 장면이 학습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박만도 부자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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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 더해 학습자 자신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
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수난이대-3-DK1〕의 심층면담 자료에서는 텍스트에 포함된 가치에 영
향을 받아 학습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설을 감
상하고 텍스트가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파악하여 자신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학습자는 먼저, 소설을 통해서 타자세계의 역사
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세계의 역사적인 정보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서 학습자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가족들을 사
랑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라고 박
만도 부자처럼 헤어짐의 아픔과 만남의 기쁨이라는 흡사한 체험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체험은 소설 감상에 아주 유용한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설을 통해 학습자는 타자세계의 역사적 정보에 대해서 재인식한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공감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소설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고 이러한 가치 인식이 ‘가족
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행동 수행에 영향
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학습자는 심층면담에서 소설을 읽고
타자세계의 정보와 자신의 세계와의 비교를 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자기반
성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래의 〈서편제〉를 읽은 후의 감상문인 〔서편제-1-BK3〕과 〔서편제

-1-BK13〕 은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타자와 자신에 대한
상호 비판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난 감상 양상을 보여 준다.
서편제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배운 점이 있었다.
소리꾼이 좋은 목청을 길러주기 위해 자기 딸이 잠 잘 때
두 눈에 청강수를 넣어 두 눈을 멀게 했다. 좋은 소리쟁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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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싶은 아비가 딸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딸은 불망 없이 아비를 기키고 아비가 죽을 때까지 소리
를 했다. 아비가 기억하면서 3년 동안 기일을 지켰다. 아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왜 그 곁을 지키고 있었는지? 정말
대단한 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배려와 사랑
을 해주시는데 내가 항상 불망이 많고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
나 상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편제-1-BK3〕

서편제를 ①처음에 읽고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작품
이 재미있지만 어떤 행동을 우리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읍니
다. 보통 부모님은 자기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
을 못 합니다. ②그래도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너
무 사랑하다가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생
각하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선택한 것입
니다. 그 사람의 딸도 이제 절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
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
만 아름다운 소리를 합니다.
두번째로 ③우리 고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드
립니다. 작품에서도 딸은 3년동안 매년 제사를 하니까 감동적
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존경을 보여 드립니
다. 〔서편제-1-BK13〕

〔BK3〕의 학습자는 초반에는 ‘배운 점이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등장인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소리꾼 여인을 주목하면서 소리꾼 아비에 대한 언급
을 초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 중 학습자가 좀 더 깊이 의미화
할 수 있던 것은 부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비의 예술적인 관점과 사랑이
라는 부분이다. 학습자는 아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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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 여인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아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이라
는 서술을 통해 소리꾼 여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딸’이라
는 평가를 내린다. 이와 같은 타자(소리꾼 여인)에 대한 태도 변화는 학습
자로 하여금 반성과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학습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한심하다고 느끼며, 아버지가 겪는 고통을 인
정하는 모습이 감상문에 나타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타자에 대한 수용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이다. 즉, 소리꾼 여인의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통합함
으로써 학습자의 반성적 해석이 드러나고 있다.
위의 〔BK13〕은 ①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리꾼 아비의 행동에 대해 다
른 학습자들과 비슷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②에서 ‘아비의 사랑’과 ‘예술가
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감상문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인공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지만 2차
감상문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개방된 마음 즉, 공감을 갖게 되었
다. 또한 ③을 통해 위의 학습자는 소리꾼 여인의 제례 행위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고유문화를 돌이켜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유문화를 돌이켜보는
것은 학습자의 반성을 구체화하는 요소이며 올바른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의 활동이 비판과 성찰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성함양과
성장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설 〈서편제〉는 인물의 내면을 깊이 표현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여가는 인물들의 주된 정서인 한의 정서를 점층적으로 보여주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 소설을 감상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는 작장인물의 정서
를 재현하기보다는 작중인물이 추구했던 가치를 자신의 삶의 가치와 견주
어 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는 소설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보
편적 가치를 자신이 서있는 지평에 따라 재구성하기 때문에, 소설을 창작한
작가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소설텍스트로부터 발견하고 이를 감
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발가벗은 사진작가〉를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이는 〔사진
-1-BK3〕과〔사진-1-MK1〕의 감상 양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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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드미뜨리라는 남자 주인공은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젊은 사람인데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살았
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품을 읽으면서 러시
아인처럼 생기지 않아서 차별을 당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
했지만 자기 일을 좋아하고 노력하는 드미뜨리를 볼 수 있었
다. 나도 주인공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돈이 별로 없는
드미뜨리는 작은 돈이지만 아끼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참 감동스러웠다. 나도 드미뜨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1-BK3〕

주인공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사진
이다. 〈발가벗은 사진작가〉에서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팔지 않고 상을 받는다. 이것은 사진을 매우 아끼고 지치려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지는 나에게도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용기를 준다. 〔사진-1-MK1〕

〔BK3〕은 소설 속 타자의 모습과 지금의 자기를 비교하며 서술을 전개
해나간다. 감상문 초반에 학습자는 타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
에만 몰두한다. ‘러시아인처럼 생기지 않아서 차별을 당하고 일자리를 구하
지 못 했지만’이라는 서술을 통해 소설 정보에 대한 누락도 보이고 있다.
실제 소설텍스트 속에서 드미뜨리는 오히려 ‘러시아인처럼’ 생겨서 그의 어
머니가 속으로 좋아하셨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장
면도 반복된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실도 소설의 곳곳에서
언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타자에 대한 소설 정보들이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
와 병행되어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전체적으로 타자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자
신의 비판과 함께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학습자가 타자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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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고찰하면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여 반성과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앞의 두 편의 감상문을 서술한 학습자는 동일한 〔BK3〕의 학
습자이다. 〔BK3〕은 소설텍스트 속 타자의 대한 단편적인 서술을 하지만,
소설텍스트를 종합화하여 서술하는 것에는 미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런 읽기로 인해 서술 과정에서도 정보의 누락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소설텍스트와의 소통에서 오해나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소
설의 정보와 맥락을 다시 확인하고 타자와 자신에 대한 상호비판을 할 수
있는 반성이 요구된다.

〔MK1〕은 소설을 읽고 ‘나의 성찰’을 하면서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지는 나에게도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용기를 준다.’라
는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통해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
고 이런 가치가 학습자의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소설 속 주인공이 겪었던 체험의 도입이 소설텍스트 해석에 관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중요성
을 지니고 있다. 사실 모든 학습자가 소설 감상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 문제
에 대한 환기를 하거나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문학 교실에서 동료학습자들의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의 공유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환기나 반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 수행 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의 감상은 바흐친에 의하면

‘완성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감상이 완성한 감상
의 수행으로 발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장에서 분석한 감상문 양상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소설 속 타자
와의 만남을 통해 꾀할 수 있는 고유문화와 타자 문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
의 변화이다.41)
41) 허영식, 「간문화 학습의 이론적 기초와 학습 과정」, 『社會科敎育學硏究』 제4집,

- 157 -

앞 장에서 서술한 학습자의 표현 양상 분류는 하나의 체계로 존재할 뿐,
그것의 타당성 및 적합성 순서에는 특정한 체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상문이 반드시 학습자에 의해 텍스트에 대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학습자들이 감상문과 심층면담에서 보여준 미학적 형상화에 대한 이해의
양상을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참여를 통한 타자체험에 의한 해석을 타자 행위와 태도에
대한 해석,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과 타자세계 탐색에 대한 해석으로
분류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
을 다시 자아정체성 문제에 대한 환기와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으로 분
류하여 양상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감상은 양상 분석 그 자체나 그것의
하위분류 중 하나에 관한 양상만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요소에
관련된 양상을 표현하거나 진술할 수도 있다. 즉 감상문과 심층면담에서의
진술을 통해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접촉을 통한 여러 가
지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서 어떠한 양상은 더 적절하고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이 모두 동등한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양상들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
니다.
학습자들의 감상문과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고찰에서, 학습자들은 자신
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서술 장치,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상문 및 심층면담을 통한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선험지식, 경험, 타자체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학습자들은 언어적 한계 때문에 자신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인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기존의 문학지식을 동원하여 한국 현대소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
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자국어 교육에서 형성된 문학 읽기 능력이 한국
현대소설 읽기에 전이되고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2000,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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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들이 결코 한국어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현대소설을
타당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한 소설 속의 낯선 타문화나 타자에 대한 장면이 있어도 학습자들이 소설
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익숙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한
국어로 된 소설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 수준으로 전이되지 못하여 적절하
지 못한 이해와 해석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소설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와 오류, 또는 적절하지 못한 해석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수
정 또는 보충 과정 또한 학습자들의 한국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감상능
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신장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감상문 쓰기 그리고 심층면담 진술의 양상을 볼 때, 학습자들은 다양한
층위의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감상문의 서술적 양상에서는
이해적 서술이 양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층면담
의 진술적 양상에서는 학습자들의 해석적 진술이 양적으로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서술적 양상은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과 그 한계를 보
여주고 있다. 반면, 심층면담에서는 학부생 면담의 경우 러시아어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적 양상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기타 양상들에 비해 성찰적
해석에 관한 양상들이 양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들이 적
다는 것은 우선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의 제한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
지만 또한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동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감상문과 심층면담의 진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해석들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
담론에 관한 진술들은 많이 서술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술의 측면에서, 학습자는 동일한 소설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고
심층면담에 진술하면서 동일한 진술 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감상문에서 표현하지 못한 양상에 대해 심층면담
에서 자유롭게 표현한 학습자도 있었다. 학습자는 읽고 있는 소설이 무엇이
든 감상문과 심층면담에서 소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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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는 차이성을 보이는 것이다.
대개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이해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 감상문을 쓰는 과정은 쓰기라는 수행이 끝난다고 하여 모든 과
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찰적 능력과 비판적 읽기도 읽기 능력의 일부
분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비판적 성찰 과정을 통해 자아와 타자, 고유문화
와 타문화 이해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이나 선험지식들을 충분
히 전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감상문을 작성하고 심층면담을 진행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서
술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의 체험이나 선험지식의 전이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학습자들의 현대소설 읽기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해
석 능력과 더불어 감상 능력의 신장, 문화적 정체성과 더불어 적응력과 비
판적인 태도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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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 교육의 실천
이 장에서는 앞에서 구명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근거와 한국어 학습
자의 감상의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적 실천 구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현대소
설 감상 교육의 목표는 한 번에 성취되거나 완결될 수 없다. 한국어교육에
서 현대소설 감상의 교육은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지속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소
설 감상 교육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위한 내용과 실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이 장에
서는 앞에서 구명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근거와 한국어 학습자의 감상의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적 실천 구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
의 목표는 한 번에 성취되거나 완결될 수 없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
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목표를 재설
정하고 이를 위한 내용과 실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교
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내용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개정된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의 한국어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을 ‘문학’ 속으로 포괄하면서, 한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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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문학이라는 교육과정의 ‘과제’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 현대 문학 교육과정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현대문학 성립과 역사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며, 한국 현대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데 있다.
교과목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 문학과, 문학의 흐
름,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와 풍습을 아는 데 있다.
한국 현대 문학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 현대 문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며,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 읽기와 독해 능력을 신장시킨다.
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현대 문학의 위상, 한국 현대 문
학의 장르(시와 산문), 문학어 등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한다.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한국 현대 문학을 통해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등에
관해 폭넓은 이해를 하게 한다.1)

이상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는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능
력’과 ‘한국 현대 문학을 통한 능력’으로 집약된다.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문학 수업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한
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과제가 언어·문화·문학을 매개로 하여 문학교육
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현대 문학 교육의 세부 목표는 전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 항에서는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하면서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
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문학 독해능력을 향상시
키려는 목적이다. 두 번째, ‘나’ 항에서는 ‘문학어(文語,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
ык) 등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현대
문학에서 창작자의 언어, 즉 작가의 문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
1)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2014년도 한국 현대문학 교육과정’,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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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일과 유사하다. 여기서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
른다.’는 것은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뜻이다. 세 번
째, ‘다’ 항에서 ‘한국 현대 문학을 통해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등에 관해
폭넓은 이해를 하게 한다.’는 것은 문학을 통한 사회문화적 맥락 즉 문화
능력 신장을 꾀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표에서 함축하고 있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재고하면서, 소설 교육 실행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
야 할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4년도 한국 현대 문학 교육과정을 소설 교육 과정으로 본다면 그
목표는 ‘문학에 대한 교육’, ‘언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문화에 대한 교육’으
로 수렴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가’ 항에서 ‘독해 능력’은 소설 교육의 전반
적인 목표인 ‘문학 능력’, ‘문화 능력’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때 ‘문학 능력’,

‘문화 능력’ 신장은 여타의 언어적 능력, 문화적 능력 등을 전제로 하는 능
력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소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해 능력’만이 요구되는가? 또는 문화적 능력을 위해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여기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를 2014년 기존 목표를 참조하되 현대소설 교육
에서 ‘감상’을 고려하여 재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현대소설 교육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소설을 읽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작품 속에 내재된
가치를 체험(타자, 세계)하는 일, 즉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할 줄 아
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2)

1) 이해와 표현을 통합한 감상 능력의 획득
현대소설을 감상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먼저 고려되는 것은 소설과
관련된 여러 국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읽기와 자신의 응답의 쓰기
행위이다. 그러므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현대소설의 감상은 학습자가 읽고 쓴 감상문의 질

2)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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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히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한 편의 소설을 읽은 학습자는 타자체험
이나 타자세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읽고 이해한 것을 쓰기 행위로써 구체화하거나 확장하
는 교육적 경험을 갖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와 표현의 통합
한 감상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문학에 바탕을 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
육3)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둔다. 그 이유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능동성을 얻게 되며 나아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읽지 않고 쓰는 것은 공허하며, 쓰지 않는 읽기는 완결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며4) 감상은 문학적 글쓰기와 연계될 때 효과적
으로 그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5)
이해와 표현을 통합한 감상 능력의 획득은 대상 현대소설 감상 과정을
통해 낯선/친숙한 현상들을 읽어내고, 이해·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감상문으
로 표현하는 행위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소설을 읽고
감상문으로 표현하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문학을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
를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총체적 언어활동 교육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감상은 자신과 타자의 다양한 체험들을 반성적으로 모으고
선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현대소설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감식되고 평
가되는 과정은 효과적인 감상 활동 방법을 제공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이 선정한 타자체험을 의한 응답들이나, 선험 지식을 통한 체
험들은 감상문 쓰기 행위를 통해 특정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감상
문 쓰기 행위를 통한 다양한 의미의 재구성은 단순한 개인의 느낌이나 줄
거리를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형상
화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이러한 감상문 쓰기 과정을
3) 문학에 바탕을 둔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대해서 자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는 여
러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김상욱, 「문학에 바탕을 둔 읽기/쓰기 통합의
방법과 의의」,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8집, 2008, 464-496쪽.; 신윤경, 「한국어 문
학 수업을 위한 읽기, 쓰기 통합 방안」, 『작문연구』 제7권, 2008, 107-129쪽.
4) 김상욱(2008), 앞의 논문, 487쪽.
5) 임경순, 『서사, 연대성 그리고 문학교육』, 푸른 사상, 2013,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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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타자와 타자세계 정보에 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계시키
면서 고차적인 감상문 쓰기까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현대소설 감상이라는 기회를 통해, 통
합적 능력의 획득은 무척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자가 ‘완성된 감상’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상 수행 과정에서 현대소설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자신의 응답들을 쓰기 능력을 통해 글로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능력은 지식의 차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습득되지 않는다. 통합적 능력은 오직 소설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해야만 이루어진다. 이때 소설은 이야기 층위, 담론 층위, 맥락 층
위가 상호연관 되면서 감상자의 응답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타자
체험과 타자세계와의 관계를 읽어내고 그 결과로 형성된 응답들을 쓰기 행
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통합적 능력은 물론 자신의 응답을 재인하고 조정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통합적 능력의 획득이 타자체험과 타자세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유는 이 능력이 능동적 행위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정 타자와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감상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
다. 즉 ‘행위지향 접근’6)은 학습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높여준다. 따라서

‘행위지향 접근’에서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학습자의 행동이 학습
시 중요한 변인이 된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타자체험을 의한 통합적 능력의 획득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6) 행위지향이란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학습 범주로 설정
하여 수업 속에 받아드리는 것”을 지칭한다. 권오현(1996), 앞의 논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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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체험과 타자세계에 대한 미적 태도와 평가를 거친 감식 과정에서 쓰기
행위 수행과 자아 성찰
⇧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에 대한 미적 태도와 평가를 거치지 않는 읽기와 감식
⇧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에 대한 읽기와 이해

현대소설을 읽고 이에 대한 감상문 쓰기를 하는 학습자는 소설 속의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목함으로써 읽기·쓰기의 통합적 능
력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의 획득은 한 번의 수행만으로 성
취될 수 없다. 타자체험을 의한 읽기·쓰기의 통합적 능력은 읽기와 쓰기 행
위의 지속적인 반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결과는 물론 과정 자체도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바로 축적되는 체험을 통해 학습자에게서 형성
되는 의미화 과정이다.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를 읽어내고 그 의
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읽기와 이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체
험과 타자세계만을 주요하게 다룬다. 물론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를 읽
어내고 이를 이해한다는 점도 의의가 있지만, 능력 획득의 최종적 목표로는
학습자의 미적 태도와 평가를 거친 감식의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의 중간 수준으로서 읽기
를 통한 해석의 단계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는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에
의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험지식과 체험을 활용함으로써 타자에 대
해 적극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해석
능력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해석 능력이란 학습자의 선험지식과 경험에 의
해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미적 태도를 취하지만 자신의 평가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타자체험과 타자세계를 인식하며 감식(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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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거치되 평가는 제한된 미적 태도의 단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에 의한 특질
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험과 연관시키면서 글로 생성하는 감식을 거쳐 평가
에 이른다. 다시 말하자면 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목’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얻은 쾌감이나 즐거움의 결과에 따라 쓰기를 포함한 자아를 성찰
할 수 있게 된다.

2) 체험 공유를 통한 소통 능력의 신장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표현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자신의 응답을 행위로 실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
육 목표이다. 그러므로 현대소설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체험 공유를 통한
학습자의 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켜야 한다. 학습자는 소설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해석을 하고서 감상문 쓰기 행위로 표현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킨다. 곧 체험 공유를 통한 소통이란 학습자가 타자체험(소설
텍스트와의 소통)을 하고 이를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완성된 하나의 감상
문을 문학 교실에서 공유하고 조정해나가는 행위이다.
기존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의 목표는 현대소설언어의 도구적인 성
격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문학)에서 살펴본 결과로 현대소설 교육에서 소통능력 신장에 대
한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설 속 타자
언어의 문화에도 부합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에 따르면 현대소설을 감상하는 학습자에게 단순한 ‘정보 문화’ 제공을 넘
어서서 소설 속 타자와의 접촉을 유도함으로써 ‘주어진 맥락에서 원하는 대
응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 능력’7)의 교수 학습
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할
7) Samovar & Poter는 문화의 심층 구조를 크게 3가지 1) 세계관; 2) 가족; 3) 역사 등
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 Samovar & Poter; 정현숙 등 역, 『문화 간 커뮤니케이
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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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사용 범위의 편차가 있다. 이 논문에서의 정의하는 현대소설 감
상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간문화적 소통능력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텍스트
와의 소통 능력과 문학 교실에서의 소통 능력을 함께 포괄한다.
한국어 학습자와 소설텍스트간의 소통은 읽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
때 소통은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이 아니라 대화적 행위를 의미한다. 학습자
는 소설 속 타자를 관찰하고 타자의 호소와 부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타자 부름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감상문으로 실현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개별적 소설 감상 과정 속에서 구축한 감상의 결과를 문학
교실에서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들의 감상 결
과를 경청하여 대화적 행위(소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
응과 응답의 결과는 현대소설 읽기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 물론 학습자가
구축한 타자에 대한 대응과 응답의 결과는 한국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앞서
감상문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와의 소통을 통한
응답들이 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가 감상문
을 통해 자신의 느낌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지평의 확장을 포함한다. 소통 능
력은 언어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 이후의 상대방에게 너그러운 태도
를 갖는 ‘문화적 태도’와 함께 상이한 문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나 충격
을 극복하고 ‘비판적인 시각’8)을 통해 신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
루어 보아, 지평 확장을 위한 소통 능력 신장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지평의 확장을 위한 소통 능력의
신장 과정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된다.

8) 이정민,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문화능력
의 교수-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31집, 2009,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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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유를 통한 소통 능력과 지평의 확장
⇧
타자와 접촉 과정을 통한 소통의 실천과 지평의 확장
⇧
타자와의 접촉을 통한 상호주체성에 의한 응답의 실천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먼저,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타자체험에
관심을 보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 후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타자의 호소
와 물음에 대한 응답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와 타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주체성이 실현되는 최초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
으로,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에 공감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둔 채 고민하고 갈
등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소설이라는 허구세계를 보다 실제적으로 느끼
며 타자와 학습자의 접촉에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한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
은 타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요컨대 현대소설 교
육에서 감상은 소설 속 타자와 세계를 통해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하는 동
시에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편, 타자체험과 타자세계를 의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학습
자 고유의 지평을 확장하고, 이를 통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소통에 참여하거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타자체험과 관련시켜 서로 접목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소설 읽기는 타자체험과 학습자의 실제 체험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나타
난 감상의 결과들을 감상문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학습자가 글을 잘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감상의 결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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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쓴 감상 결과의 적절성을 탐구하기
위해 문학교실에서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거친다. 현대소설
감상 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간의 대화적 소통은 학
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감상문에 나타나는 타자와 세계인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타자에 대한 오해나, 고정관념 혹은 타자세계에 대한 잘못
된 시각 등을 동료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의 과정을 거듭하며 학습자의 지평은 확장되고 또한 ‘비판력’을 획득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감상 결과가 불일치하거나 관점의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학습자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세계에 대한 방향성 획득
세계에 대한 방향성 획득이라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타자세계와 자아
세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발견함으로써 삶에 대
한 방향을 세우게 된다. 삶에 대한 방향성은 학습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는 학습자의 체험을 더욱 심화하는
단계이다. 세계에 대한 방향성 획득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된다.

타자와 타자세계를 통한 삶의 가치 평가, 정체성 재구성과 삶의 방향성
획득
⇧

타자와 타자세계를 통한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공감적 태도
⇧
타자와 타자세계를 통한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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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태도를 인식함으로써 자신
의 세계에 대한 응답을 실천한다. 학습자는 타자 세계이든 자신의 세계이든
공감적 응답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공감적 응
답성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타자세계를 의해 자신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
는 다양한 가치(역사·사회적 정보, 문화적 정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타자세계와 자신의 세계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단계는 학습자의 공감적 태도를 요구한다. 또한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의 가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것을 요구한
다. 여기서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타자에게 개방하려는 태도를 보인
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가치를 인식한다.
최종 단계는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그 삶의 가치를 평가하
고 자신의 삶의 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타자와 타
자세계를 통해 깨달은 바를 자신과 관련지어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전망의
지평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
는 것이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을 재구성해보고, 마침내 삶
의 방향성을 세우게 된다.

2.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
앞서 Ⅲ장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현대소설에 대한 감상 결과와 구조를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단락에서는 앞서 설정한 현 감상 교육
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인지와 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내용 체계
를 갖출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정확한’ 또는 ‘올바른’ 감상
에 치중하는 과거의 소설 감상 교육이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
고 있었다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와 학습자 중심의 읽기·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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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감상이 이루어지는 소설 감상 교육은 그 반대편에 위치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소설 교육에서 교육에서의 내용 범주9)를 타자의 언
어 표현에 대한 이해, 자신의 세계 확장을 위한 타자의 체험, 자기실현을
위한 각성 등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소설 감
상 교육에서 절대적인 요소들이 아니나, 교육 내용의 설정 시 유의미한 기
준을 제공할 수 있다.

1)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이해
학습자는 현대소설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소설의 형상화 방식에 주목한
다. 이러한 주목은 현대소설 감상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수행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설의 형상화 방식 중에 문학적 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한 경험을 획득한다. 소설의 문학
적 표현에 대한 얻은 지식은 현대소설 감상의 다음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
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학습자는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
전적 지식만이 아니라 상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소설의 형상화 방식에서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의 활용이란 감
상 수행 과정에서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으
로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해는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인식’을 하는 것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10) 감상적 지식의 활용은
9) 이와 관련하여 자국어교육에서 임경순은 ‘지식, 활동, 태도’를 교육 내용의 범주로
설정한 바가 있다. 이때 지식은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으로 분류된
다. 선언적 지식은 ‘무엇’에, 절차적 지식은 ‘어떻게’에, 조건적 지식은 ‘언제, 왜’에
해당한다. 활동은 1) 문학적 목적으로의 국어 활동과 의사소통적 목적으로의 국어
활동; 2) 국어 활동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지식 요인과 기능 요인과 태도 및
가치관 요인이 있는 활동; 3) 국어 활동 요인을 구성하는 지식 요인은 언어 자체에
관한 개념적 지식과 언어의 사용(표현 및 이해)에 관한 절차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임경순,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 유소년기소설을 中心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31-132쪽.
10) Richard Palmer, 이한우 譯,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文藝出版社, 2001,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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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설에 대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도
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 형상화 방식에서 소설의 문학적 표현
에 주목하는 것은 교사가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목적을 넘어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11)
소설은 문학적 표현(어휘 등)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인식
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과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상징적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설의 문학적 표현
에 대한 지식을 이처럼 분류한 이유는 학습 대상자가 한국어 학습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먼저,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은 소설의 어휘, 표현에 대
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리킨다. 앞서 Ⅲ장의 양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자가 소설텍스트를 읽으면서 감상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휘와 표현에 대한 점이다. 따라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학습자가 소설텍스트 속 어휘와 표현의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
휘와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소설 감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휘와 표현만으로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은 물
론 미적 감수성이 풍부해지지는 않는다. 즉 앞에서 살펴본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의 활용이 곧바로 감상을 완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과 더불어 문학적 표현
에 대한 상징적 지식이 풍부해야 감상의 과정이 계속 수행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상징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소설텍
스트 속에 문화적 배경 및 맥락들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과 어휘들
에 대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발가벗은 사진작가〉에서 주인공 드미뜨리
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무뚝뚝한
성격임에도 드미뜨리의 어머니는 화학교사가 되어 전문대에서 교직생활을
11) 김성진(2004), 앞의 논문,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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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사진을 가르쳐준 여선생과 아들이 동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뚝뚝한 성격’은 단순한 성격의 의미를
넘어선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당시 러시아에서 살았던 소수민족(고려
인)에게 ‘무뚝뚝함’이 살아남을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무뚝뚝하게 살아가는 고려인’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추가 설명이 된다면 학습자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
다. 학습자들이 사전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징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소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전을 찾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한 어휘와 표현들에 대한 해석은 소설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소설의 문학적 표현의 경우라면, 어휘, 표현, 방언 등이 그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목록이 되며 본격적인 감상 수행의 기초적 단계이다. 따라서 현대
소설 교육에서는 소설 속 언어구조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속에서 낯익은 요소를 찾아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마달레나 드 카
를로, 2011:129).

2) 타자 체험을 통한 자기 세계 확장
학습자는 현대소설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소설의 형상화 방식에 주목한
다. 이러한 주목은 현대소설 감상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수행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설의 형상화 방식 중에 문학적 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한 경험을 획득한다. 소설의 문학
적 표현에 대한 얻은 지식은 현대소설 감상의 다음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
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학습자는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
전적 지식만이 아니라 상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소설의 형상화 방식에서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의 활용이란 감
상 수행 과정에서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지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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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해는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인식’을 하는 것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12) 감상적 지식의 활용은
단순히 '소설에 대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도
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 형상화 방식에서 소설의 문학적 표현
에 주목하는 것은 교사가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목적을 넘어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김성진, 2004:126).
소설은 문학적 표현(어휘 등)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인식
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과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상징적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설의 문학적 표현
에 대한 지식을 이처럼 분류한 이유는 학습 대상자가 한국어 학습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먼저,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은 소설의 어휘, 표현에 대
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리킨다. 앞서 Ⅲ장의 양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자가 소설텍스트를 읽으면서 감상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휘와 표현에 대한 점이다. 따라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학습자가 소설텍스트 속 어휘와 표현의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
휘와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소설 감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휘와 표현만으로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은 물
론 미적 감수성이 풍부해지지는 않는다. 즉 앞에서 살펴본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의 활용이 곧바로 감상을 완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문학적 표현에 대한 사전적 지식과 더불어 문학적 표현
에 대한 상징적 지식이 풍부해야 감상의 과정이 계속 수행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소설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상징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소설텍
스트 속에 문화적 배경 및 맥락들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과 어휘들
에 대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발가벗은 사진작가〉에서 주인공 드미뜨리
12) Richard Palmer, 이한우 譯,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文藝出版社, 2001,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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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무뚝뚝한
성격임에도 드미뜨리의 어머니는 화학교사가 되어 전문대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그리고 사진을 가르쳐준 여선생과 아들이 동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뚝뚝한 성격’은 단순한 성격의 의미를
넘어선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당시 러시아에서 살았던 소수민족(고려
인)에게 ‘무뚝뚝함’이 살아남을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무뚝뚝하게 살아가는 고려인’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추가 설명이 된다면 학습자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
다. 학습자들이 사전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징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소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전을 찾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한 어휘와 표현들에 대한 해석은 소설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소설의 문학적 표현의 경우라면, 어휘, 표현, 방언 등이 그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목록이 되며 본격적인 감상 수행의 기초적 단계이다. 따라서 현대
소설 교육에서는 소설 속 언어구조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속에서 낯익은 요소를 찾아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마달레나 드 카
를로, 2011:129).

3) 각성을 통한 자기 삶의 실현
문학은 세계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세게 전체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따라서 학
습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희망, 즉 지금 있는 세계를 초월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
질 수 있다(조하연, 2010:81). 인간이 문학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감동은 각성에 의한 감동이라 할 수
있다. 듀이의 하나의 경험을 가리켜 ‘모든 종결은 하나의 각성(듀이,

2003:130)'이라고 지적하였듯이, 각성은 문학 감상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완
결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이전 단계에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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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자와의 동감이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자아세계를 새롭
게 인식하여,

변화된 시각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기실현

(self-actualization)13)의 단계에 이른다.
소설을 읽는 학습자에게 각성을 통한 자기 삶의 실현은 타자와의 상호작
용을 한 학습자 자신에 대한 해석 및 자기 정체성 확인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타자로부터가 아닌 학습자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
체성은 단일한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정체성은 불변한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국면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다중적인 것이다.14)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복합 정체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이 소설텍스트를 왜 이렇게 읽었는가?’, ‘소설 속 타자세계의 정보(의미
규준과 행위규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읽는 타자체험은 나
에게 무엇을 말하는가?’하는 자기객관화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아 지각의 전환을 겪는 것이다. 특히, 리쾨르는 주체가 자기 자신만을 들
여다보는 독단적이고 고립된 반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 주체는 외화
된 언어적 표현물들(상징, 텍스트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만 자기 이해와
자기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5) 그리고 그 표현들 가운데 특히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
체성 형성은 자기의 내면만을 파고드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개별자로
서의 앎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총체
13) 자국어 교육에서 소설과 정체성과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임경순,
「자아 정체성 형성과 이야기교육」, 『문학교육학』제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선주원, 「자전적 소설 읽기와 소설교육」, 『독서연구』제12호, 한국독서학
회, 2004.; 선주원, 「서사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놀이로서의 서사 읽기 과정｣, 『문
학교육학』제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선주원, 「에피파니 인식과 서사적 정
체성 구성을 위한 서사교육」, 『국어교육』제129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김근호,
「서사적 정체성 경험의 현대소설교육」,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2010
권 1호, 2010. 김근호는 자기 실현을 통한 정체성 경험을 ‘자기 삶 유추하기’, ‘자기
삶 맥락화하기’, ‘자기 삶 성찰하기’, ‘자기 삶 전망하기’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
김근호(2010), 앞의 논문, 91쪽.
14) 임경순은 나와 타자, 나의 문화와 타자의 문화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주체
의 정체성에 대해 다문화 정체성이라 한 바가 있다. 임경순(2013), 앞의 책, 46-48쪽.
15) 윤성우, 『폴 리쾨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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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앎에 기여하기 때문이다.16)
요컨대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의 다양한
정보(도덕적 가치, 윤리 문제)들을 통해 자신의 체험과 자아세계의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현대소설 감상 과정은 학습자가 타자
체험과 자신의 체험을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체험의 총체성에 다가갈 수 있
도록 해준다. 이 과정에는 학습자의 자율성이 요구된다. 현대소설 감상 교
육은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기실현을 유도하며, 그에 따라 학습자의 자
기 이해와 자기 성찰을 통한 복합 정체성의 확립으로 나아간다.17) 각성을
통한 자기 삶의 실현은 한국어 학습자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일차적
으로 학습자는 소설텍스트와의 만남에서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를 자기
와 관련지어 각성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소설 교육에서라면 학습자로 하여
금 새로운 감성의 차원을 접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학습자는 각성
을 통해 자기 삶의 실현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
때 각성은 대안으로서의 복합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발가벗은 사진작가〉의 드미뜨리는 사진작가의 정체성을 유
지하려고 노력하는 중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다. 몇 년 새에 그의 성격이 까
다롭게 변해간 것은 그의 첫사랑 에밀리아와의 이별 때문이었다. 에밀리아
와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미뜨리가 사진을 찍지 않
을 수 없는 까닭은 자신이 좋아한 일이었고 그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텍스트 속의 타자는 가난했지만 작가는 그 모습을 통
해 건강한 삶의 태도와 그 이면의 참된 삶에 대한 전망을 유도한다. 이처럼
박미하일의 소설 〈발가벗은 사진작가〉의 타자를 통해 학습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나 자신의 발

16) 구인환, 『문학교육론』, 三知院, 2004, 83쪽.
17) 자율성이란 조건적 자유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그에는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김근호(2010), 앞의 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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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18) 즉, 정체성 재확립이 일어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소설 감상 과정에서 각성을 통한 자기
삶의 실현은 학습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이미 형성된 정체성을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삶에 실현에 대해서도 이전과 달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 기존의 문학교육에서는 ‘정체
성 확립’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못했다. ‘정체성’ 또는 ‘정체성
확립’의 항목이 교육내용으로 설계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현 정권의 이념과 교육의 사상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어교육학과의 소관이 아니라는 소극적 교육관이
그것이다. 특히 학습자들 중 소수민족 학습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문학교육
을 담당하는 교수가 ‘정체성’ 교육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정체성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에서 정체(正體)를 정체(停滯)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장한업, 2014:
143).

정체성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베르분트,

2012:50).

3.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현대소설 감상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소설은
인물과 인물이 어울려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나
가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소설의 교수·학습 방안은 예술적
체험의 확대라든가 문학적 향유 배양이라는 목표와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선주원, 2010:104).

18) Paul Ricoeur, 박병수 & 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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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
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내용, 목표에 이어 교육 방법의 구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보다 충실하게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화된 계기가 바로 교육 방법이다.19) 현대소설 감상 교육은
학습자가 소설 수업 활동을 통해 소설텍스트의 타자, 동료 학습자,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내고 심화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
로 이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설텍스트, 학습자, 교실 등의 맥락
을 모두 고려하면서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해야 한다. 이 요소들이 충분히
상호작용하고 활성화 되어야, 바람직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하
자면 소설텍스트에 대한 양상을 중심으로 문학교사와 학습자간의, 텍스트에
내재한 경험과 학습자의 현실 경험 간의, 교육 목표와 교육 활동 간의 다층
적인 교섭 작용이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교섭 작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
루어내야 이상적인 문학 수업이 될 수 있다.20)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설 속 타자 행위에 의한 해석이나 파악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에서 텍스트의 몰
이해나 오독을 담은 사례,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감
상 수행 행위에서 해석이 심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활
동’의 성격을 띤다. 활동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이는 행위’로,
교육 방법으로서 활동은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을 재조직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21)
감상은 특성상 고유한 속성을 지님을 앞 장에서 확인했다. 현대소설 교
19) 정진석, 『윤리적 가치 중심의 소설 읽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170쪽.
20) 김 염,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영상텍스트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논문, 2013, 149쪽.
21) 일종의 교수-학습을 위한 방법으로서 ‘활동’의 위상은 비고츠키(Vygotsky)로부터
시작된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에서 시작한다. 비고츠키는 ‘주체’, ‘목적’, ‘도구
매개 활동’로 구성된 모형을 통해 도구에 의해 매개되고 중재되는 과정으로서 활동
의 특징을 강조한다. 활동 이론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이 유형‧무형의
도구로 매개된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정진석(2013), 앞
의 논문, 17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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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감상을 교육하고자 할 때에는 감상의 속성, 구조 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교육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이는 소설 교육을 수행할 때 학습자
들이 소설텍스트를 통해 타자체험과 타자세계 정보, 자아성찰의 의한 감상
의 양상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밝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양상이 나타나는 실제 교수〮·학습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서울, 부산과 경기도 지역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2차 감상문을 수집하였다.22) 수집한 자료가 소설 교육을 수행하는 문학교실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잘 반영할 수는 없지만, 소설텍스트, 학
습자의 특성(한국어 수준, 민족 공동체, 학급, 고유문화)등이 다양하다는 점
에서 소설 교육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
황들을 제시할 수 있어 분석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1) 자발적 감상 수행의 동기화
현대소설 감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상 대상(소설)을 읽는 도중이나
읽는 과정에서 드는 순간적인 인상23)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율적으로 구
성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감상의 수행을 동기화하기 위해 학습자의 소설텍스트에 대
한 인상이 무엇이고,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주목하는지에 대해 논
의할 것이다. 자율적 감상 수행의 동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사가 제시한 소설을 중심으로 감상 수행을 한 인
상의 정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방법이 또 다
른 경우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읽기 및 이해·해석 능력과 밀접히 연관된
다. 인상을 정리하는 경우는 소설텍스트의 읽기 측면과 연관된다. 인상의
정리하기는 감상 수행의 한 과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읽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인상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경우는 이해·해석 측면과 연관된다.
22) 구체적인 정보는 Ⅰ장의 「표 Ⅰ-1」을 참조.
23) 자국어 교육에서 김성진은 ‘인상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진,
『문학비평과 소설교육』, 태학사, 2012,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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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효과에 대해 주목하기는 감상 수행의 한 과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해·해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1)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정리
현대소설 감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상 대상(소설)을 읽는 도중이나
읽는 과정에서 드는 순간적인 인상24)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율적으로 구
성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감상의 수행을 동기화하기 위해 학습자의 소설텍스트에 대
한 인상이 무엇이고,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주목하는지에 대해 논
의할 것이다. 자율적 감상 수행의 동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교사가 제시한 소설을 중심으로 감상 수행을 한 인
상의 정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 효과에 대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주목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경우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읽기 및 이해·해석
능력과 밀접히 연관된다. 인상을 정리하는 경우는 소설텍스트의 읽기 측면
과 연관된다. 인상의 정리하기는 감상 수행의 한 과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
금 읽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스스로 감상 수
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는 능력을 함영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감상 수행 과정에서 받은 인상을 검토하고 이를 간단하
게라도 정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조절을 통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다.25) 이런 활동에 핵심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self-directness)과 학습자의
자기관리(self-direction)에 있다.26) 학습자들 문학 교실에서 동료 학습자들과
24) 자국어 교육에서 김성진은 ‘인상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진,
『문학비평과 소설교육』, 태학사, 2012, 98쪽.
25)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 학습 상태, 관심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스스로 학습 과
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며, 이를 진행하는 동안 스스로 자기 점검,
자기 모니터링, 자기 평가 등을 실시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자율적인 자기 조절을
통한 교육방법이다. 박숙희 & 염명숙 공저,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2013, 151-153쪽.
26) 자기주도학습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노울즈(Malcolm S.Knowles)(1975)에
의해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Learning:SDL)으로 명명되었다. 배영주, 『자기주도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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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소통을 하겠지만, 문학 교실 밖의 소설 감상 수행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문학 교실은 학습자들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동기화
하는 힘이 부족했다. 학습자는 자기 주도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소설 감
상을 수행할 수 있고 자신이 정리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
신의 인상을 보다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2)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 효과에 대한 주목
현대소설의 감상 과정은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정리만으로 완성
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정리를 하면
서 그 효과에 주목한다. 물론 인상을 정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주목은 학습
자들만의 생각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텍스트를 읽어야만 정리와
주목이 가능하다. 인상에 대한 정리와 주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감상 수행
의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 효과에
대한 주목은 학습자들이 개인적인 감상 인상을 통해 받은 효과를 인식하고
이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 Ⅲ장에서 보았듯이 소설텍스트의 어떤
요소에 대해 쓸 것인지, 어떤 진술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모두 학습자의 의
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 효과에 대한 주
목은 학습자들에게 소설텍스트 읽는 중과 읽고 난 후 떠오르는 다양한 인
상들이 주는 효과에 대해 주목을 포함한다. 감상 수행에서의 느끼는 인상의
소재들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소설텍스트를 읽는 것을 통해 감상문 쓰기
의 내용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요소들은 감상문에서 모두 선택되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감상문에서 소
설텍스트를 읽는 도중 또는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인상의 어떠한 요소에
대해 서술할 것인지, 어떤 서술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모두 학습자들에 의
해 주목되고 결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Ⅲ장의 양상에서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 형성을 정리하거나 그 효과에 대한 주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행하는
구성주의』, 원미사, 2005,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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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텍스트에 대한 정리와 주목은 중요하며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간
단히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상 효과에 대한 주목은 소설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 실현된다. 학습자는 소설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인상을 단
순히 정리해보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정리된 인상과 구체적인 인상의 소재
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실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국어 문학 교육을 통해 다양한 소설텍스트를 접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소설텍스트 속에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에 대한 정보가 반
영된다는 것에 익숙하다. Ⅲ장의 양상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에 대한 응답들을 하고 있다.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
에 떠오른 인상들은 타자체험이나 타자세계에 대한 소재들이다. 교사는 관
련 활동들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이 인상 효과에 대한 주목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상을 형성하는 활동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런 활동은
소설텍스트를 읽고 학습자 자신의 인상을 정리하게 도울 뿐 아니라, 인상에
주목되는 방식에 대한 경험을 끌어낸다. 학습자가 소설텍스트에 의한 인상
을 정리하고 주목하는 것은 인상에 의한 감상문 쓰기와 연결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인상에 의한 감상 수행의 활성화
감상 수행 과정에서 인상의 내용은 소설텍스트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정
리 및 주목 결과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 활성화 과정은 학
습자가 소설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이자,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형태로 자
신의 인상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소설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는 소설텍스트
를 통한 인상에 근거해 표현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선택 또는 설정한다. 학
습자들은 동일한 소설텍스트를 두고도 각자 개별적인 인상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상에 의한 감상 수행의
활성화는 감상 수행에서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그것으로 소설 감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감상 수행의 활성화는 크게 두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감
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성이다.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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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상 소설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인상을 정리하고 주목한 과정에서 형
성된 소재들의 이해와 해석을 글로써 표현하는 활동이다. 둘째, 한국어의
한계로 인해 학습자들이 서술한 1차 감상문의 내용은 그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보완하여, 글로 표현되지 못한 요소들을 구어로
표현하는 활동이다.27) 이 활동은 글로 생성된 인상들을 감상 공동체에서 공
유하고 동료 학습자간 인상의 비교해보는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교사는 이
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소설의 어느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는지,
어느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습
자들과의 심층면담의 논의거리를 도출할 수 있다.

Ⅲ장의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를 해석할 때,
자신의 고정된 관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또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성
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 표현의 진정성과 지식의 정확성 여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소설 감
상 과정에서 발생된 부정적인 느낌, 충격, 갈등28) 등은 제거되거나 해소될
것이며 소설텍스트에 대한 열린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1)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성
소설 감상 수행은 학습자가 떠오른 인상에 주목하고 인상을 정리하고 형
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

27) 비치(Beach)는 학습자들이 문학을 읽고 글을 잘 쓰지 않는 현상을 두 가지 이유에
서 찾고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들이 초연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느낌
을 표현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학습자가 반응의주관적 양상에 초점
을 두는 데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
의 반응의 주관성과 대립된 사고의 체계 속에 해석의 기초를 둘 필요를 느끼기 때
문이다. 이홍매, 『반응 텍스트 쓰기 중심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66쪽.
28) 갈등에 대한 인식은 문화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따라 다른데 문화권에 따라 일
반적으로 대별되는 가치관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다. 이 두 가치관은 문화권에 따
라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김정은,『한국인의 문화 간 의사소
통』, 한국문화사, 2011,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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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을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감상 수행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
다. 앞에 Ⅲ장에서 보았듯이 소설텍스트의 어떤 요소에 대해 쓸 것인지, 어
떤 진술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모두 학습자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처럼 인
상의 생성은 학습자들에게 소설텍스트 읽는 중과 읽고 난 후 떠오르는 다
양한 인상들을 글로써 전달하고 정제하는 것이다.
인상을 출발점으로 하는 인상 내용의 생성 활동은 일종의 공감 능력에
좌우된다. ‘공감’이 대상에 대한 심미적 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을 심미적 태도로 바라본다는 것
은 그 대상이 매력적이든, 감동적이든, 생생하든, 혹은 이 모든 것이든 간
에, 대상의 개별적 특질을 음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성진, 2012:102).
그리고 이때 공감은 타자의 역할을 취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상대의 관점을 채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설
을 읽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공감 또는 ‘공감’적이지 않는 인상까지도 감상
표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문학 교실에서 소설을 읽은 학습
자라면, 소설에 대한 인상을 받고서 인상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성을 위한 학습자의 노력이 개입될 때, 공감 또는 ‘공감’적이지 않는 인상
의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소
설을 읽고 자신의 정리된 인상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글로 생성할 수 있도
록 배려해야 한다.
잠시라도 작품 속에서 고려인을 만나볼 수 있어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사진-1-BU19〕

작품

속에서

고려인을

만나서

놀랐습니다.

〔사진

-1-BU5〕

29)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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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진-1-BU7〕

주인공의 운명은 쉽지 않았다. 〔사진-1-BU12〕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작가가 무엇에 대해서 쓰
고 싶었는지 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세이 읽으면 본
질을 알았습니다. 작가가 첫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고 싶었습
니다. 〔사진-1-BU18〕

이 소설은 남달라고 재미있었습니다. 〔사진-1-BU1〕

2000 년에 쓰인 현대 소설이라서 읽기가 아주 재미있고
쉬었습니다. 〔사진-1-BU2〕

박미하일의 〈발가벗은 사진작가〉에 대한 심층면담에 앞서 교사는 학습
자들에게 소설을 배부하여, 소설을 읽는 도중이나 읽는 과정에서 드는 인상
을 자유롭게 감상문으로 생성해내게 하였다. 앞 인용문에서는 학습자들의
감상문의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만 서술하였다. 동일한 소설텍스트이지
만 이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상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음이 확인
된다. 이러한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내용의 생성 양상은 학습자들이 처음
읽어본 소설텍스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개인의 인상을 글로 생성
하는 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감상 수행의 활성화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
상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상을 글로 생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인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라도 인상 공유를 위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상 수행 과정에서 떠오른 인상 내용을 구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료
학습자들의 다양한 인상을 접하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때 인상을 공유하
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인상을 공유할 수 있다. 감상 공
동체에서 학습자들이 개인의 인상들을 공유할 때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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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도 중요하다. 공감이라고 해서 무작정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 또는
자기 인상에 빠져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인상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인상과 다른 사람
의 인상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상에 대해 열린 태도의 중요성이 강
조되어야 한다(김성진, 2013:103). 절대화하는 태도라면 학습자들의 공유 자
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공감이 인상 공유의 지평을 넓힐 수 없는 것이라
면 학습자들은 소설 감상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사실 학습자는 감상
수행과 감상 수행 과정에서 떠오른 인상에 대한 한국어 감상문을 쓰거나
동료학습자들 앞에서 공유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
료 학습자들과 인상을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이청준의 〈서편제〉에 대한 다양한 인상들을 보였
던 경우를 들 수 있다. 동료 학습자들과의 인상과 비교해 봄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요소와 ‘공감’이 가지 않는 요소를 찾아 낼 수 있는 과정에서 다양
한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래와 같은 자료가 그 예이다.

위에 그림을 보면 어느 방향을 위쪽으로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물
을 표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다. 왼쪽은 수염 난 남자의 얼굴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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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을 거꾸로 뒤집은 오른쪽은 수염이 나지 않는 남자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런 활동 이후에는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인상에 대한 오해나,
자신의 인상을 절대화하는 태도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과 대화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활동이 제공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도울 사
진, 음악, 영상물 등을 준비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소설텍스트를 통해 떠오른
인상과 동료 학습자가 표현한 인상을 비교하면서 열린 태도를 갖출 수 있
다. 이와 같은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 표현 활동에서 나타나는 공감이나 학
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살피기 위해서 ‘감상 인상에 의한 응답’ 단계를 설정
하였다.

(2)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
1차 감상문 내용의 생성 단계가 끝나면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의 인상에
대한 응답 단계가 시작된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은 개별적
인 인상에 대한 생성된 내용을 교사와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소통 과정에
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현재 마주하고
있는 텍스트로부터 떠오르는 인상과 대면시키고 감상 공동체 속에서 공유
함으로써 인상에 의한 이해와 해석 확장의 과정에 참여한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1
차 감상문과 동료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비교하거나 참조하게 할 수 있으므
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
상에 대한 응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자신의 인상에 의한 이해와
해석을 감상 공동체에서 발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접근은 문학교실에서
감상문 발표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학습자들을 위해 유용하다. 교사가
일종의 선행 수행자로서의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 중 또는 읽고 난 후 떠
오르는 인상에 의한 생성된 내용을 발표하는 사례이다. 학습자들은 처음 읽
어본 소설텍스트로부터 다양한 인상을 받는다. 여기에는 소설에 대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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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격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상에 대한 응답에서 갈
등의 해소와 소통의 장애물 제거의 목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학습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먼저 소그룹에서 토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학급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한 학습자가 다른 동료 학습자들의 인상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적
극적으로 경청하고 그에 응답하는 활동이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해
응답하는 일은 소설텍스트와 동료 학습자의 개별적 인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모든 학습자들이 동일한 느낌
의 인상을 떠오르거나 동일한 내용을 생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교사는
개별 학습자들의 특성과 반응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의 해석 수준을 가늠하고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인
상이나 해석 수행에서 장애물로 작용한 충격, 갈등 등의 해소와 제거를 위
한 적절한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앞의 Ⅱ장에서 보았듯이 한국어 문
학수업에서 자율학습과 세미나 시간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
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외
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발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듣기-말하
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기 이해서는 대화주의 관점
의 수업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활동에서는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학
습자와 학습자, 학습자들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모든 주체들이
이해와 대화의 방식으로 상호 주체성을 발전시켜 주체들 간에 상관성, 통일
성을 형성하여 자아와 타자 관계를 형성시켜 ‘개인’적 존재 상태를 개변하
고 개인 중심적 경향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아와 타자 간 융합
이 실현되고 개인 존재의 개방성과 창조성을 획득하게 된다.30) 이러한 관점
은 구체적인 수업의 장에서는 교사의 질문과 발표하기, 토의하기, 협상하
30)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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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31) 등의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
이 중요하다. 이때 사회자는 교사가 맡을 수도 있고 학습자가 맡을 수도 있
다. 문제는 사회자의 역할을 얼마나 적절하게 수행하느냐가 될 것이다. 학
습자들이 인상에 의한 내용을 비교하고, 동의 혹은 반대의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수난이대〉를 읽고 타슈켄트
니자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수난이대 -4-BU₁〕은 어휘하고 표현이 어렵다는 인
상을 받고 나중에 모르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
하네요. 다른 의견이 있나요.

〔수난이대 -4-BU₂〕구체적인 사투리가 생각나지는 않
지만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난이대 -4-BU₃〕도 소설을 읽으면서 단어가 어려
웠다고 동의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나요?

〔수난이대 -4-BU₄〕은 소설을 읽으면서 가족과 전쟁
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은
많았다고 하네요. 한국 전쟁을 다루는 소설을 처음 읽어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학생 있나요?

위의 인용문에서 교사는 타슈켄트 니자미 국립 사범대학의 한국어 학습
자들로 구성된 감상 공동체의 사회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교
31) ‘협상하다’는 의미는 학습과정에 대한 협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에 발
생하는 텍스트의 해석에 대한 협상을 말한다. 정우향,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외국
어 읽기 교육』, 박이정, 2011,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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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은 주요한 참
고점이 된다. 첫째, 사회자인 교사는 한국어 학습자의 인상에 의한 생성 내
용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
히 제시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자신의 인상에 의한 내용과 다른 학습자의
인상과 비교하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사회자는 학
습자들의 인상에 의한 내용 간 공통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발견하
고 상호 응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서
로 상호 응답하면서 동료 학습자의 인상에 의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동의
또는 반대 발언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변별되는 해석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
서 이런 상호 응답을 통한 내용의 확인 활동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
끌 수 있다. 같은 문학교실, 동일한 감상 공동체의 학습자라고 해서 동일한
학습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의 내적 조건에 따라 학습이 영
향을 받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효능감(efficacy)의 차이로 이
해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32) 또한 자기효능
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
하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과 관련이 있다(반두라, 1999: 106). 문학 교실에서도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
는 자기 효능감은 학습 활동에의 동참에 영향을 미친다.33)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학 교실은 학습자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
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참여가 상대방의 인상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중요하
다는 느낌, 학습자의 개별적 관점이 동료 학습자의 고정된 관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상호 응답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
32) Albert Bandura,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김의철 外 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교육과학사, 1999, 28쪽.
33) 임규연,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협동학습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과의 관계」,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 16집 2권, 2011,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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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생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받고자 한다. 한편,
학습자들은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동료 학
습자들로부터 무관심한 상황에 놓일 때, 또는 주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동료 학습자의 인상 내용에 대해 열린 태도는커녕, 상호
응답에 참여할 만한 효능감을 갖기 어렵다. 교사는 감상 공동체의 상호 응
답의 작용을 관찰하면서 학습자의 참여를 폭넓게 권장하기도 하고, 상기할
만한 사항을 되풀이하여 말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상으로 인한 내용이
다른 인상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혀주어야 한다.34) 그리고 학습
자들의 의견 제시를 이끌어야 한다.
〔사진 -3-MK₁〕: 주인공이 러시아인이고 얼마나 게으
르고 성실하지 않은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 -3-MK₂〕: 아무래도 사진작가, 즉 ‘예술적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 지극히 일반적인
평범한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도 역시 재
미있었다, 흥미로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3-BK₃〕 : 네, 맞아요. 주인공은 아주 불쌍하
게 살고 있긴 하지만 모든 고통과 어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굶
어도 사진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
습은 아주 감동적이라고 봐요. 물론 자기 꿈 말고 다른 원동력
이 부족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느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자주 자기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편이에요.

드미뜨리는 자기가 불쌍하게

살고 있지만 예술가가 되려고 계속 사진을 찍어요.
34) Stephen Brookfield & Stephen Preskill, Discussion as a way of teaching, 전남대학
교 교육발전연구원 역,『토론 : 수업을 위한 도구와 기법』, 학이당, 2008,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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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BK₄〕: 일단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사진을 찍는 선생님과 불륜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드미뜨리를 버렸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한 관계였지만 주인공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한 편
으로 드미뜨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니킹 부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
들은 드미뜨리를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정직했습
니다.

인용문은 박미하일의 〈발가벗은 사진작가〉에 대한 유학생 학습자들의
상호 응답 활동의 일부이다.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인
상과 자신의 내용에 대해 상호 응답을 하고 있지만 〔MK₂〕는 소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BK₃〕과 〔BK₄〕는 대화에 적극적인 참
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
회자는 개별적인 느낌과 인상을 묻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물론 학습자가
개별적인 인상과 느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
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이와 같은 응답의 활동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이며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응답 활동에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지만 자신의 표현
능력이 높다는 것이 학습자들의 말하기를 잘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를 읽고 떠오른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동료 학습
자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조정하고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상을 타자체험이나 타자세계와 연관하여 보는 과정에서
교사나 다른 학습자의 인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의 변
화는 다른 학습자들의 인상에 대한 비교로부터 학습자의 태도로 이동한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나 기존에 문학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수동적인 절차와는 정반대이다. 즉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에 대한 응답은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의 상호 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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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응답 과정에서 인상에 의한 이해와 해석이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학
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용과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내용을 비교하는 과
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상에 의
해 생성된 내용이 공유될 때 동료 학습자의 응답이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확인시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를 요하는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판단도
동반되어야 한다.

3) 감상 수행의 환기를 통한 성찰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소설텍스트 감상 수행의 과정은 소설텍스트에
대한 인상과 첫 감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학
습자들로 하여금 1차 감상문 쓰기와 말로써 자신의 인상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환기와 성찰의 과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성찰한다는 것은

‘재현된 작품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수행하며, 작품에 대한 양상을 배치하
고 다듬는 것이다.35) 문학적 체험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것은 재현된 작품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수행하며, 작품에 대한 응답들을 배치하고 다듬는 것
이다. 성찰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 수행을 연장하고, 거듭하고, 심
화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체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찰 과정은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것은 감상 응답성의 조정과 교섭
과정을 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성찰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소설텍스트를 읽
는 과정 중 떠오른 인상에 의해서 글로 표현한 이해와 해석에 대해 비판적
으로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정보들
을 인지하거나 감상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던 정보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감상 수행의 환기를 통한 성찰 과정의 이러한 두 측면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소설텍스트를 읽고 그 소설에서
얻은 인상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인상
35) Louise M. Rosenblatt,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김혜리 & 엄해영 역, 『독자,
텍스트, 시 : 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론』, 2008,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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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즐거움을 얻었다면 어떤 종류의 즐거움인가를 스스
로 살피고(김성진, 2013:103) 환기하고, 인상을 자기화하고 그 인상을 재구성
하는 것이 ’감상 수행의 환기를 통한 성찰‘에서 해야 할 활동이다. 이 활동
은 학습자들이 하는 성찰의 수행 과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감상 수행의 환기를 통한 성찰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하나는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를 재구성하여 다시 글로 정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을 자기화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글과 구어
의 내용에 대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둘 다 의미 있는 활동이겠으나, 인상 결과를 재구성하고 자기화하
는 것과 함께 성찰 결과에 대해 사후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한국
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2차 감상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의 재구성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의 재구성은 학습자 자신이 받은 인상에 대
한 내용을 동료 학습자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자기 인상의 근거를 밝히면
서 어떤 부분들을 재구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소설텍스트로부터 받은 자신의 인상을 재확인하고 그 인상에 의
한 이해와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에게는 1차 감상문
에서 자신이 생성한 내용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진단, 평가, 재구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감상
문 내용을 2차 감상문 쓰기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보다 정교한 내용과 향상된 감상 결과물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자신의 해석 과정에 대한 통찰을 통해 반성
적 진술로 이어지거나, 소설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의 주체인 ‘나’에 대해 성찰
함으로써 주체의 성장 과정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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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행위의 효과성을 이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행위의 효과성이란 ‘인
상’에 대한 지각, 표현, 반성에 대한 학습 형태를 적합한 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36)
학습자들의 1차 감상문을 검토해 본 결과, 많은 경우 소설텍스트의 정보
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만 표명한 해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소설텍스트의 인상은 감상문에서 부정적인 느낌으로 서술되었는데 학습자
들의 갈등, 거부감, 충격 등과 같은 장애물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읽기의 과정 중에 부정적인 인상이나 거부감, 갈등 등 소설 해석의 장
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
의 재구성은 우선 학습자들의 1차 감상문 검토와 심층면담을 통해 실현된
다. 이때 교사는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의 재구성을 위해 질문 리스트
를 준비하여 학습자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트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상에 의한 해석 수행에서 작용한 장애들을 주의하여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질문 - 대답 구도를 통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학습자들
과 심층면담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의 학부 과정의 학습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심층
면담을 러시아어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러시아어로 진행한 이유는 학습
자의 인상에 있어서 개인적 느낌이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독려
하기 위해서이다.
소설을 읽고 떠오르는 인상은 있는가?
소설을 읽고 공감이 가는 정보가 있는가?
공감가지 않는 정보가 있는가?
소설의 공감되거나 공감되지 않는 정보의 특징이 있는가?
인상에 의한 해석의 근거가 있는가?37)
36) 홀츠브레허는 하나의 발견적 모형에서 지각, 표현, 반성의 경험차원이 존재한 것과
이들이 각각 상이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홀츠브레허(2014), 앞의 책,
17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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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소설에서 받은 인상을 단순히 교사에게 진술하거나 말로 표현
하는 활동을 구별하여, 한국어의 한계 때문에 1차 감상문에서 글로 표현하
지 못한 인상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학습자들은 교사와의 면담
에서 자기 스스로 의문을 표할 수 있으며, 또한 답을 찾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상 표현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즉, 자신의 인상에 대한
느낌과 소설텍스트 속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이해·해석 과정이다. 이러한 수
행 과정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소설텍스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음 학습자들이 이청준의 〈서편제〉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심층 면담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보자.
〔서편제-3-BU6〕: 소설은 재미있었어요. 특히 소리꾼
아비의 행동이 무서웠습니다. 예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딸의 눈을 멀게 한 아버지였습니다. 전체적
인 면에서는 유사한 점보다 소년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
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사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편제-3-BU13〕: 네, 저는 소리를 생각했습니다. 판
소리가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효도입
니다. 소리꾼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했지만 딸은 끝까지 아
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효도했습니다. 물
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딸이 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한 것이지
만 ... 고려인들도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
도 효도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소리꾼 아비는 친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내를 키우는 것도 한국인 아버지의 책임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내가 도망가기 하지만 그런 면도 중요합니
다. 그리고 오빠가 어릴 적에 헤어진 누이동생을 찾아다니는
것을 통해 가족관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

37) 김성진(2013), 앞의 책, 102-1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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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농사를 지은 모습에서는 우리 고려인 할머니들의 모습을
몰 수 있었습니다.

한 정보(요소)를 파악한 점이다. 학습자는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
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네 번
째, 아비에 행동에 공감하지 않지만, 그 특징을 ‘예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딸의 눈을 멀게 한’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 해석의 근거를 ‘예술적 행위’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편제-3-BU13〕의 경우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먼
저, 떠오르는 인상에서 ‘소리’와 ‘효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1차 감상문에
서 서술하지 않는 것을 면담에서 진술하였다. 아비가 딸의 눈을 멀게 한 요
소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표현 할 때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딸이 소리를 더
잘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소리’를 한국의 문화로 해석하고
아비의 기일을 ‘효도’로 해석하고 있다. 학습자는 ‘소리꾼 아버지가 딸의 눈
을 멀게 했지만 딸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효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소리꾼 아비가 죽은 뒤에 딸은 소리라는 행
위로 효도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소리꾼 여인의 효
도는 전통적 효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효도를 위해 제사를 지냈던 일에 대
한 학습자의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습자는 인상의 의한 해석의 적
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불러왔다. 그러고서 ‘부모님이 돌아가
셔도 효도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학습자
가 소설을 읽고 떠오르는 인상에 의한 해석 적절성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
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상에 의한 해석 적절성의 검토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인상의 표현만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절성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는 소설텍스트 의미의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상에 의한 해석 적절성의 검토는 한국
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서편제-3-BU6〕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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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3-BU13〕의 심층면담을 러시아로 진행하였지만, 한국어 고급학습자일
수록 이와 같은 활동은 한국어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감상문에서 자신의 인상을 서술하고 심층면담에서도 그 인상에 대한
근거를

한국어로 진술한 유학생 학습자 〔서편제-3-MK2〕의 진술 내용을

보자.
〔서편제-3-MK2〕: 소리꾼에 대한 작품이어서 우리 우
즈베키스탄 문학에서도 소리꾼에 대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요소가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소리꾼의 삶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된 작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우즈베키스탄 소설을 읽었는데 거
기에 소리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꾼은 한국과 우
즈베키스탄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편제〉를 읽으면서 전통 음악 ‘소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옛날 한국의 소리와 소리꾼을 통해 한국의 당시
배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딸의 눈을 멀게 한 소리꾼 아
비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눈이 멀면 노래를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갔지만 작품을 읽으
면서 소리꾼 아비가 예술을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한 것이고
슬픔을 더욱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딸을
싫어하기보다는 예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은
모르겠는데, 사내가 소리꾼 아비를 떠났잖아요. 그렇다면 소리
꾼 아비가 딸이 그 사내처럼 떠날까봐 눈을 멀게 하지 않았
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아버지 옆에 항
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MK2〕는 한국에서 유학중인 우즈베크인 학습자이다. 〈서편제〉를 읽
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인상은 ‘소리꾼에 대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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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소설을 읽으면서 소리꾼에 대한 인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국 문학에서 이미 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소리’
또는 ‘소리꾼’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고 있는 반면 소리꾼의 행동을 공감하
지 못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학습자는 소리꾼 아비의 행동이 ‘이
해가 안 갔지만’, ‘싫어하기보다는 예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MK2〕는 소설텍스트라는 감상 대상을 심미적 태도로 바
라본다는 것이다. 소설 속 소리꾼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며 그의 행동이 감
동적이거나 사랑을 받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는 소리꾼 아비의 개별
적인 특질을 음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학습자가 무지의 상태로 텍스트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들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인상에 의해서만 소설텍스트를 이해
하고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도 아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학습자들은 1차적으
로 소설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2차적으로 이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한다.
교사와의 심층 면담과 학습자들과의 상호 응답 활동이 끝난 뒤에 기본적
으로 학습자가 받은 인상에 의한 이해와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학 교실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글
로 또는 말로 표현한 내용을 수정할 기회가 없었지만, 인상 결과의 재구성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들을 통해 심층면담
과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 응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상을 재
구성하고 있는 〔수난이대-3-MK2〕과〔수난이대-3-DK2〕의 양상을 보겠다.
〔수난이대-3-MK2〕: 선생님,〈수난이대〉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나요?
〔수난이대-3-DK2〕: 네
〔수난이대-3-MK2〕: 〈수난이대〉를 읽고 받은 느낌이
없었나요?
〔수난이대-3-DK2〕: 나는 읽으면서 괜찮았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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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 외국인이 읽기에는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수난이대-3-MK2〕: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수난이대-3-DK2〕: 일단, 주인공이 술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한국어로 생각이... Женщина, котор
ая продавала водку (술파는 여자가 있었잖
아요).
〔수난이대-3-MK2〕: ‘술집 여편네’인가요?
〔수난이대-3-DK2〕: 네, 네 맞아요. ‘술집 여편네’가
만도에게 막걸리를 팔고 술 먹으면서 다른 여자랑 어울리는
것이 아주 이상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인
공 아저씨가 불구가 된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요. 아버지가 아
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였어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학습자에게 추천하
고 싶지 않아요.

〔MK2〕와 〔DK2〕의 상호 응답의 내용이다. 학습자들은 유학생 학습
자이기 때문에 면담은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이 1차 감상문에서 서
술했던 것처럼 받은 느낌에 대해 ‘한국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 외국인이 읽
기에는 어려운 작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주인공이 술 먹는
장면’, ‘불구가 된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대상 소설텍스트에 대해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
국인 학습자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2차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를 재구성했을 때, 인상에 의한 이해와
해석의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학습자들과의 이와 같은 진
술을 통해 문학 교실에서는 교사가 원한다고 판단하는 내용만을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설텍스트를 읽고 떠오르는
인상을 글로 서술하고 면담에서 진술하게 할 때에는 교사는 어떤 내용이라
고 하더라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학습자가 자신의 진술을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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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는 바와 같이〔DK2〕는 부정적인 인상
을 받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교사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진술한 인상들은 단일한 것이〔수난이대

-3-MK2〕와의 심층면담의 내용이다. 학습자는 유학생 학습자이기 때문에
면담은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학습자는 1차 감상문에서 서술하였듯 받은 느
낌에 대해 ‘한국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 외국인이 읽기에는 어려운 작품’이
라고 진술하였다. 학습자는 ‘주인공이 술 먹는 장면’, ‘불구가 된 아들을 보
면서 화를 내는 것’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대상 소설
텍스트에 대해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학습자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2차 감상 수행을 통한 인상 결과가 재구성되었을 때, 인상에 의한 이해
와 해석의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이
와 같은 진술을 통해 문학 교실에서 교사가 원한다고 판단하는 내용만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소설텍스트를 읽고 떠오르는 인
상을 글로 서술하고 면담에서 진술하게 할 때에는 교사는 어떤 내용이더라
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학습자가 자신의 진술에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는 바와 같이〔수난이대-3-MK2〕는 부정적인 인상
을 받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교사는 교육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진술한 인상들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리고 감상 수행이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면서 이후의
감상 수행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수용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현대
소설 감상 교육의 목적은 소설텍스트 속 타자와 세계로부터 받은 인상에
대한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비판을 보이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있다. 1차 감상문 쓰기와 심
층 면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과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
신이 겪었던 생각의 변화를 정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
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인
식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을 동기화할 수 있다(이인화, 20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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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1차 감상문 쓰기와 심층면담 이후 위의 상술한 리스트에 근거하
여 인상 결과를 재구성한〔수난이대-2-DK2〕의 2차 감상문에서 다음과 같
은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제 박만도 아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가다가
박만도가 마음이 슬픔과 좌저절감으로 가득한다. 자기가 마음
이 복잡하지만 아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용기를 준다. 아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도가 고통을 극복
해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집으로
가고 있다. 가는 길에 외나무다리가 있다. 아들이 예전처럼 잘
걸어다닐 수 없게 되서 박만도가 아들은 업어서 그 외나두다
리를 건너간다. 왼팔 없는 박만도가 한쪽다리 없는 자기 아들
은 업어서 가는 모습은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된다. 바로 이런 모습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용기와 의지를 상
징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박만도 아들
박진수는 서로 도와주면서 움직이기 계속하기로 한다. 이런 결
정은 자랑할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이라는 단어마저 들을 때항상 무서운 느낌만 주는 법
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전쟁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난이대"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사람은 전
쟁에 대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소설 주인공
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을 망했던 전쟁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박만도하고 막진수와 같은 사
람들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박만도의 스토리는 수천명의
운명 중에 작은 조각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더 이
상 살수 없다. 박만도의 가족은 마찬가지이다. 예전과 같이 더
이상 살수 없게 되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전쟁
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자와 같이 살았는데 나는 현재 생활의
불만족하고 불만을 하는 일을 다시 돌아보고 싶다. 〔수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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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K2〕

위의 〔DK2〕는 1차 감상문 쓰기와 달리 2차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심층면담과 동
료학습자 간의 상호 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인상의 재구성이 긍정적으로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구가 된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용기를 준다.’라는 서술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작가가 무엇에 대해서 쓰
고 싶었는지 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세이 읽으면 본
질을 알았습니다. 작가가 첫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고 싶었습
니다. 드미뜨리 머리 속에 에밀리아의 모습이 죽을 때 까지 남
았습니다. 나는
만

주인공이 에밀리아랑

20 년 전에

헤어졌지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사는 남자가

에밀리아의 사진을 보면 1000달러를 주면서 사고 싶어했습니
다. 그런데 드미뜨리가 그 여자를(에밀리아) 많이 사랑해서 팔
기 싫어했습니다. 아마 주인공이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진-2-BU1〕

〔BU1〕은 ‘처음에는 작가가 무엇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지 못 알았습니
다. 그런데 끝까지 자세이 읽으면 본질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소설텍스트를 읽고 1차 감상문을 작성할 때 학습자는 소설 의미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 면담과 동료 학습자들과
의 상호 응답의 활동을 한 후 소설텍스트를 다시 읽고 2차 감상문 쓰기를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받았던 인상을 재구성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소설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타
당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관련된 인상의 재구성이 소설텍스
트의 내용과 무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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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재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습자의 재구성이 소설텍스트와 무관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사의 적절한 조력이 요청된다.

(2)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의 자기화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의 자기화란 소설 속 타자와 문학 교실에서 동료
학습자의 인상을 통해 깨달은 바를 곧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에 대한 반
성을 하고 자아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의 자기
화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하나는 소설텍스트를 읽고 감상문 쓰기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동료학습자들과의 공유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두 활동 모두 의미가 있으나, 이 단락에서는 2차 감상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의 자기화 활동은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인상의 재구성 폭을 넓히는 데 발판이 되고, 한국어로 표현
하는 훈련이 되기도 하며 자신감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후속
소설 인상의 재구성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후의 소설 감상
을 수행한다면, 감상의 수행을 재구조화할 수 있으며 감상 체험도 심화할
수 있다.

2차 감상문 쓰기 수행 활동에서 감상문의 형식적 요건을 엄밀하게 규정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설텍스트로부터 떠오른 인상에 의한 이해
와 해석 그리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 응답을 통해 달라진 감상문 내용
에 대한 ‘자아’를 확인하고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2차 감상문 자료들을 통해 학습자들이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의 자기
화의 활동에서 ‘자아’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사가 제공해야 하는
피드백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두 감상문은 학습자가 인상의
재구성 전과 재구성 후에 작성한 것으로 성찰에 의해 변화된 태도 대해 보
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서편제를 읽으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버지
가 자기 딸년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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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목청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이더라도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서편제-1-BK2〕

작품은 현실과 허구 즉, 과거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하니까 또 재미있고, 독자가 현실에서 과거로 가고 또 다
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들은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의 관
심을 갖게 되고 집중력을 요구하게 된다. 또, 이 소설 통해서,
한 소리꾼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판소리에 나오는 슬
픔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만들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들과 감상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감상문을 다시 쓰면서 작품을 더 깊게 생
각하고 부녀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다. 〔서편제
-2-BK2〕

인상에 대해 성찰하고 재구성된 감상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설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인상의 변화와 판소리와 타자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술이 그것이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
의 재구성을 하기 이전의 감상문에 비해 두 번째 감상문에서 학습자는 소
설텍스트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바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2차 감상문 쓰
기에서 학습자는 소설텍스트 속의 정보를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진술의 확
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상의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감상 수행을
보다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사내는 여자와 이야기하면서 술먹는데 여인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척하는 것은 이해 안 됩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어떻
게 용서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평생동안 장님으로써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일부러 한 탓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내는 여인과 함께 노래 부르고
그냥 나가버린것도 이해 안갑니다. 〔서편제-1-B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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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를 두 번째로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한민족입니다. 우리 문화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
리 고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작품에서도 딸
은 3년동안 매년 제사를 하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존경을 보여 드립니다. 나도 지금부터 존경
을 보여드려야 됩니다.〔서편제-2-BU7〕

위 사례는 소설텍스트를 읽은 후 떠오른 인상에 대한 1차 감상문과 인상
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나’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서편제-2-BU7〕은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의 학부생이다.

1차 감상문에서 ‘소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라
는 서술에서 질문을 통해 해답을 구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2차 감
상문에서는 ‘작품에서도 딸은 3년 동안 매년 제사를 하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존경을 보여 드립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해답을 얻고 있다. 1차 감상문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비를 내세우면서 서
술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차 감상문에서 그 태도가 달라진다. 2차 감상문에
서 오히려 ‘제사’를 드림으로써 ‘부모님께 존경을 보여 드립니다.’라는 서술
을 하고 있다. 2차 감상문에서는 자신의 인상의 근거를 타자체험과 자신의
경험에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인상에 의한 결과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경험 세계와 연관 지어 자기 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기 경험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소설을 읽고 인
상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텍스트와 자신을 함께 중심에 둔 채 다른 해석
을 위한 재구성의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해석은 소설
그리고 학습자의 삶에서 낯선 것과의 만남에서 구성되며 낯섦에 대한 응답

(정체성 문제)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자기화의 지점’이 된다. 이런 지점은
학습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타자의 나타남(appearance)은 이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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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자는 소설 속 친숙한 것 또는 낯선 것을 받아
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것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하는 능력
을 가질 수 있다(윤대석, 2014: 211-216). 이때 교사는 감상 수행에 의한 인
상의 자기화의 내용을 지적하기보다는 과정을 확인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인상에 의해 재구성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적
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2차 감상문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읽어보면서 감상문에서 인상의 재구성 내용을 확인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상의 재구성 내용을 다양
한 측면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상 수행에 의한 인상의 자
기화 과정에서 학습자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
상의 재구성을 위해 감상문을 다시 쓰고, 이를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읽고,
다른 동료 학습자의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따라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통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2 차 감상문 내용을 발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활동을 나
타낸다.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드미뜨리 리-마
로프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차별 당하고, 무시당한 상황들은 저희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또는 한국에 일하로 온 고려인들의 상황과 거
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외국인, 또는 한국 보
다 경제적으로 못 살거나, 한국에 돈 버로 온 사람들을 받아들
이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
찬가질 수 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

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비교 하면 직장에서 외국 근로자가
많이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쉽다. 소설과 연결 시키
자면 드미뜨리 리-마로프가 살고 있었던 친구의 집 부인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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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프에 대한 태도, 밖에 있는 거지의 태도, 백화점에서 일
어난 사고 때문에백 화점 직원의 리 마로프의 대한 태도들은
현재 저희 한국에 있는 상황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한국에
살지만 한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우리.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를 통해서 얻은
것은 자신의 일을 좋아해야하는 것이다. 소설 주인공인 리-마
로프와 같은 상황에 살았으면 주인공이 겪었던 일들 내가 극
복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힘든 상황에서 포기 하지 않고 계
속

살아가는

리-마로프를

존경하게

만들었다.

〔사진

-2-DK4〕

위는 2차 감상문을 서술한 DK4 학습자 감상문의 일부이다. 이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보인 양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형
성된 한국인의 태도와 연관지어 〈발가벗은 사진작가〉에 대한 해석을 하
고 있다. 즉 문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학습자는 소설 속 타자에 대해 ‘힘든 상황에서 포기 하지 않고 계속 살
아가는’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학습자의 해석은
동료학습자의 질문을 유발시켰다.
교사: 네, ○○(〔사진-4-DK₄〕: 인용자)는 작품을 통
해 한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에 방문취업 목
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자신의 관점에 대해 얘기
했다. 혹시

○○(DK₄: 인용자)의 관점에 대해 반론하고 싶

은 학생?

〔사진-4-BK₁〕: 저는 ○○(DK4: 인용자)는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차별 당하고, 무시당한 상황들은 저희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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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온 학생들 또는 한국에 일하로 온 고려인들의 상황과 거
의 비슷하다’는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작가가 작품에서 차별과 무시와 같은 갈등을 중요
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는 고려인이지만
민족적인 차별이 작품의 핵심?(Правильно?맞아요?)
은 아니라 주인공을 통해 예술을 추구하는 한 사진작가의 의
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진-2-MK₂〕: 드미뜨리는 분명히 특수한 재능이 있
어요. 평범한 사람 눈에 뜨이지 않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재
는. 우리는 평범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미뜨리한테
소중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드미뜨리는 자기 특별한 시각
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에 기차를 타서 드미뜨리가 봤던 한
여자의 손은 바로 그 예. 드미뜨리는 그 손이 제일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드미뜨리한테 대상의 전체 모습보다 그 대상의 한
상세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 드미뜨리가 좋은 여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
가 드미뜨리를 많이 도와주죠. 드미뜨리가 찍은 사진을 얻고
싶은 사람을 찾고 용기 있게 항상 드미뜨리 옆에 있어요. 이제
드미뜨리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알았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끊임없는 노력으로 드디어 어
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죠.

〔사진-4-DK₄〕는 소설 속에 나타난 타자를 향한 무시 및 차별에 대해
비판한다. 1차 감상문 쓰기에서도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서술한 학습자가
있는 반면에 주인공에 대해 극렬한 비판을 한 학습자의 양상도 있었다. 이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적확한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학습자의 입
장에서는 소설의 여러 측면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감상문 쓰기와 동료학습자들과의 소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
한 진술방식을 접할 수 있게 하며, 다른 학습자들의 해석을 통해 시각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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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설텍스트의 의미 이해의 구체화도 실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과 심층면담에서의 학습자들이 설명되지 않았던 학습자 자신의 행동
이나 관점을 이후의 소설텍스트 다시 읽기와 2차 감상문 쓰기를 통해 확인
하고 설명할 수 있게 개변한 것이 해석의 관점을 2차 감상문에서 서술함으
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이다. 〔사진-4-DK₄〕처럼 소설텍스
트를 자신과 연계시키고 텍스트를 재검토하고 동료학습자들과의 상호소통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확인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상호문화 소통 능력을 위
해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필수 활동이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 결과에 대한 조정과 보충 설명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학습자가 자신의 해석과 양상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진술한
경우, 어떤 요소 때문에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되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해당 학습자의 관점은 올바르지 않거나 왜곡되었다기보다 학습
자 자신만의 수용 과정에서 텍스트에 잠재되어 있던 미지의 문화적 해석가
능성을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동료학습자들의 해석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감상문에서 서술된 해석과 관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이를
동료 학습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실제 상호문화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소설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양상은 동료학습자들의
양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의 소통 활동이 수행된다면, 문학 능력도
신장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감상문과 그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
로 축적함으로써 교사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호소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미화와 그에 대한 교사들의 숙의(deliberation)의
결과를 축적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동료 교사 평가를 통해 타당
성이 확보된 평가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둔다면 학습자들의 수
행을 이해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축적된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이인화, 20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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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논문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현대소설 감상의 교육적 실천 방안을
정립하는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진행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Ⅰ장에서는 현대소설 감상과 관련된 연구사로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어교육에서의 현대소설교육 관련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소설 관련 연구, 문학 감상 연구를 살폈다. 또한 문학 해석 행위로서와 문
학 감상 행위로서의 소설 감상 수행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문학 이론과 미학 이론을 참고하여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Ⅱ과

Ⅲ장 그리고 Ⅳ장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특성과 수집 경로를 밝혔
다.

Ⅱ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
히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감상의 개념과 현
대소설 감상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현대소설의 구조를 미학적 형상화에 대
한 이해, 참여를 통한 타자체험에 의한 해석,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소설 감상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현대소설 교육에서 감상의 교육적 의의를 세 가지 곧 자아 성찰에 의
한 감상, 소통을 위한 지평의 확장,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감상문과 심층면담의 진술을 현대
소설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미학적 형상화에 대
한 이해는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로 나누었
다. 문학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장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숙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역시 문학적 표현을 체험하는 과정과 동시에 감
상의 단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이해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문학 표현에 대한 이해이다. 문학적 장치에 대한 이해란 초점화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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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설정과 같은 소설적 장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문
학적 표현의 사전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살
펴보았다.
참여를 통한 타자의 체험과 세계에 의한 해석은 타자체험 동참에 의한
해석과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에 대한 해석으로 나누었다. 타자체험 동
참에 의한 해석이란 학습자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행위와
태도에 주목하였을 때, 타자체험에 봉착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
는 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감상의 한 과정이다. 타자세계 탐색에 의한 해석
이란 학습자가 소설 속 타자가 소속된 세계의 정보에 주목하여 자신의 지
식의 영역과 연결시켜 학습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설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대한 이해 상황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양상은 표현 방법이나 표현 형태 및 그 구체성에 있어서 상이
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 성찰에 의한 감상은 자아 정체성 문제에 대한 환기와 성찰적 지각
을 통한 반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아 정체성 문제의 환기란 학습자들
이 소설 속 타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신에 대
한 앎, 사회, 역사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적 지각을 통한 반성이란 소설 속 타자체험과 타자세계와의 만남이라
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타자와 자아를 지각하면서 비판적인 입장과 반성적
인 입장을 통해 다양한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들을
수정 또는 조직(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Ⅳ장에서는 현대소설 감상의 교육적 실천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현대소
설 감상 교육의 목표를 이해와 표현을 통한 감상 능력의 획득, 체험 공유를
통한 소통 능력의 신장과 세계를 통한 삶에 대한 방향성 획득으로 단계화
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감상해야 하는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
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내용으로는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이해, 타자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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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자기 세계 확장, 각성을 통한 자기 삶의 실현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현대소설 감상 수행 과정을 현대소설 감상 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현대소설 감상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방법을 구안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업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현대소설 감상 교육
의 교수·학습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학습으
로 전환되는 실제 국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Ⅲ에서 분석된 감상
양상의 결과로 자발적 감상 수행의 동기화, 인상에 의한 감상 수행의 활성
화, 감상 수행의 환기를 통한 성찰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다른 영역
에 비해 소략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문학교육에서 이미 정리된 문학 감상
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
에서 구안된 현대소설 감상 교육 실천 방법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한국어
학습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이 논문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성과이다. 현대소설 수업
의 목표와 내용을 재설정하였다는 점도 이 논문의 성과이다. 끝으로 이 논
문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감상의 자료로서 현대소설의 가치를 점검해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고 싶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현대소설 교육 내용을 풍부히 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삶에
현대소설이 쾌감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아울러 감상 능력의 신장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앞으로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과 전 세계 한국어교육에서의 현대소설
감상 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논문으로 한
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 감상 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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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Leaners of Uzbekistan
Pak Antonina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Uzbekistan

and

to

design

a

practical

educational

composition based on them. To this end,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with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based on the findings,
determines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This study ultimately focuses on determining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ppreciation. In order to design the goal, content, and method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patterns identified among
Korean learners during the process of appreciation training course of
contemporary novels have been analyzed. These patterns were then
applied to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o plan the goal, content,
and

method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such application was examined.
Contemporary

novel

involves

artistic

writing

about

a

subject.

Meanwhile, it shows through a subject cultural diversity which en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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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reciator to discover the conscious "I." It also reveals how human
beings think and practice their thoughts through action in specific
situations. 'Appreciation' is required to discover these various aspects of
contemporary novel without dis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t has been difficult to expect a learner's active
understanding, identification, or evaluation of contemporary novel in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which had been carried out in exclusion
of 'appreciation. Hence, the premise of this thesis is that 'appreciation' is
the key aspect of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Here, 'appreciation' is
the process of accepting contemporary novel as art work and an act to
achieve respective learner's distinct goal.
In the light of the critical mind reflected above, problems and
solutions to them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establishing

a

theory

of

appreciation after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of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conducted as par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it is true that there haven't been sufficient amount of
theoretical

discussions.

Thus,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y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this study makes a close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by

considering the concept and properties of appreciation and deter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ppreciation.
Second, while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se education
were often not based on theory when it comes to its specific content or
procedural plan. This is because a framework for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therefore, analyz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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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appreciation performance by Korean language learners when
learning the language, and based on the findings, set directions for the
design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Third, this study focuses on the educational practice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In fact, it specifies the goals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and

proposes

the

content

and

method

of

contemporary novel appreciation. Considering various elements that
intervene in the process of appreci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activities
instructors and learners can engage in for a meaningful practice of novel
appreciation education in literature classes.
This study which is an attempt to define the concept of appreci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establish 'appreciation' as a content
of contemporary novel education, concludes that 'appreciation' promotes
the internal growth of individual Korean language learner. Through the
learners' acquisition of mutual subjectivity, 'appreciation' not only helps
Korean language learners communicate with specific art works, but also
expand their cultural ability and establish their cultural identity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with other cultures as members of world's
cultural community.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in demonstrating that
appreciation

increases

the

learners'

literary

ability

through

their

communication with art work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mporary novel, Korean
language learner, student studying abroad (international students, or
foreign

student),

responsiveness,

appreciation,

aesthetic

performance,

attitude,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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